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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1)
세계 곡물 전체 생산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1월
전체 곡물 생산량은 27억 2,1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소비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로 26억 9,700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재고율은 30.5%로 전망되었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

2019/2020

2020/21
(11월 전망)

구분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생산량

1,708

1,845

2,016

2,214

2,519

2,672

2,721

소비량

1,741

1,860

2,021

2,240

2,469

2,655

2,697

재고율

25.1

30.4

19.5

20.2

29.8

30.5

30.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그림 1> 세계 곡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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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30

2,450

25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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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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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1,650

5
95/96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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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ryun0131@krei.re.kr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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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목별 수급 동향
세계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쌀 재고
율은 30% 후반 대를 유지해오다 2000년대 중후반 2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
년대 후반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2020/21년 11월 생산량 5억 1백만 톤, 소비량 4억
9,700만 톤, 재고율 36.2%로 전망되었다.
세계 밀 생산량과 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밀
재고율은 30% 내외를 유지하다 최근에는 30%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2020/21년 11
월 현재 생산량 7억 7,200만 톤, 소비량 7억 5,000만 톤, 재고율 42.8%로 전망되었
다.
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2000년대 중반 10%대로 급감하였다가 최근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11월 생산량 11억 4,500만 톤,
소비량 11억 5,000만 톤, 재고율 25.3%로 전망되었다.
세계 대두 재고율은 과거 20% 초반을 유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11월 생산량 3억 6,300만 톤, 소비량 3억
6,900만 톤, 재고율 23.4%로 전망되었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생산량

쌀

밀

옥수수

대두

1995/96
369

2000/01
399

2005/06
418

2010/11
452

2015/16
477

2020/21
(11월 전망)

496

501

소비량

366

394

413

444

468

493

497

재고율

32.2

37.3

18.5

22.9

30.5

36.1

36.2

생산량

537

537

583

619

650

736

772

소비량

544

544

584

616

653

708

750

재고율

28.7

35.3

24.9

30.7

34.8

40.5

42.8

생산량

517

591

700

849

1,015

1,116

1,145

소비량

532

609

707

868

1,002

1,127

1,150

재고율

25.1

28.8

17.5

13.3

31.2

26.9

25.3

생산량

125

176

221

265

315

337

363

소비량

132

171

216

253

316

354

369

재고율

14.1

20.0

25.7

28.9

24.8

26.9

23.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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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곡물 선물/현물(FOB) 가격 동향
곡물 선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상승해오다가 2000년
대 후반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대 말에 이르러 곡물 모두 하락하는 추
세를 보였다.
밀 선물가격은 10월 주요 밀 재배국의 고온 건조한 날씨로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하였고, 11월에는 미 농무부가 밀 기말재고량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상승하였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10월 긍정적인 수출 분위기에 힘입어 상승하였고, 11월에는
미 농무부가 옥수수 기말재고량을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상승하였다.
대두 선물가격은 10월 브라질에서의 파종 지연 소식으로 상승하였고, 11월은 미
농무부가 발표한 월간 수급보고서에서 대두 기말재고량 감소 전망에 따라 상승하
였다<그림 2, 표 3>.
곡물 현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최근 밀, 옥수수, 대두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
다<그림 3, 4, 5>. 최근 쌀 현물가격 태국 장립종 쌀 가격과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표 4>.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08.7~2020.11)
(단위: 달러/톤)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08/7

09/7

10/7

11/7

12/7

13/7

14/7

15/7

16/7

17/7

18/7

19/7

20/7

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November and ERS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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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1)

밀

2)

옥수수
2)

대두

2019.11

2020.10

2020.11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170

179

157

200

221

5.0

41.0

10.6

143

150

147

157

162

4.9

9.8

2.9

354

324

335

388

411

-8.6

22.7

6.1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11월 가격은 1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11월 가격은 1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November and ERS November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8.07-2020.11)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8.07-2020.11)

주: 1) 밀 선물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November and ERS November, IGC
자료: USDA AMS November and ERS November, IGC
Market Data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8.07-2020.11)

<그림 6> 쌀 월별 현물 가격 동향
(2008.07-2020.11)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Rice Outlook November 2020
자료: USDA AMS November and ERS November, IGC
Marke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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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19.11 2020.10 2020.11
밀1)

전년 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 대비

228

234

218

272

276

2.2

26.3

1.2

169

174

172

218

220

2.8

28.2

1.2

378

338

357

447

467

-10.4

30.9

4.5

태국

418

399

405

461

459

-4.7

13.3

-0.4

캘리포니아

868

866

810

846

835

-0.2

3.1

-1.3

2)

옥수수
2)

대두
쌀3)

증감률(%)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11월 가격은 1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11월 가격은 1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이며 2020년 11월 가격은 1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IGC Market Data November 2020, USDA Rice Outlook Nov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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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2)

미국 농무부(USDA)의 11월 ‘세계곡물수급전망(WASDE)’ 보고서 발표를 전후하여 대두
를 비롯한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 가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
국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 전망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
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 내 옥수수 단위당 수확량이 에이커 당 175.8부셸로 전월 전망 대비
2.6부셸 하향 조정됐다. 미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전월 전망 대비 약간 줄었으나, 생산량
감소와 수출량 증가로 인해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4,323만 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1,181
만 톤 줄었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 감소와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세계 옥수수 기말 재고량도
2억 9,143만 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902만 톤 줄었다.
이번 수급 전망에서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700만 톤에서 1,300만 톤으로 상향 조정
됐다. USDA는 최근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2,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번 수급 전망에서는 부분 반영됐다. 브라질 곡물공급공사(CONAB)는 자체
수급 전망에서 2020/21 시즌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이 1억 490만 톤으로 지난 시즌 대
비 2.3%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으나, USDA가 내놓은 1억 1,000만 톤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미국 내 대두 단위당 수확량도 에이커 당 50.7부셸로 전월 전망 대비 1.2부셸 하향 조
정됐으며, 대두 생산량은 1억 1,350만 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265만 톤 감소했다. 소비량
도 약간 늘면서 미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517만 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273만 톤 감소
했다. 세계 대두 생산량도 3억 6,264만 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583만 톤 줄었으며, 세계
대두 기말 재고량은 8,652만 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218만 톤 감소했다.
USDA는 이번 수급 전망에서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 전망치를 전월 5,350만 톤에서
5,10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전망치는 전월과 같이 1억 3,3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브라질 곡물공급공사(CONAB)는 자체 수급 전망에서
2020/21 시즌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1억 3,490만 톤으로 지난 시즌 대비 8.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남미 시장은 대두 파종 단계에 있으며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건
조한 기후로 인해 남미의 대두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

* agsco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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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급 전망에서 미국의 밀 단위당 수확량은 전월과 같은 에이커 당 49.7부셸이었으
며, 생산량은 4,969만 톤, 수출량은 2,654만 톤이었다. 소비량이 소폭 늘어나 미국의 기말
재고량은 2,386만 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17만 톤 줄었다. 세계 밀 생산량은 7억 7,238만
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70만 톤 하향 조정됐으며, 소비량과 수출량 증가로 인해 세계 밀
기말 재고량은 3억 2,045만 톤으로 100만 톤 감소했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이 전월 1,900만 톤에서 1,800만 톤으로 줄었으나,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전월 8,300만 톤에서 8,350만 톤으로 상향 조정됐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2,550만 톤으로 전월과 같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상기하면서,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가 제시하는 수급 자료들을 통해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다루되, 주요 국가
의 품목별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가 11월 10일에 발표한 ‘세계곡물수급전망
(WASDE)’ 보고서와 각종 뉴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곡물 전체 1)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0/21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
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27억 2,100만 톤으로 1.8%, IGC는 27
억 3,000만 톤으로 1.8%, FAO는 27억 5,000만 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되는데, USDA는 35억 3,200만 톤으로 1.5%, IGC는 35억 2,200만 톤으로
1.1%, FAO는 36억 2,200만 톤으로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27억 1,000만
톤으로 1.5%, IGC는 27억 2,400만 톤으로 1.2%, FAO는 27억 4,500만 톤으로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USDA는 4억 5,900만 톤으로 3.8%, IGC는 4억 4,800만 톤으로 2.5%,
FAO는 4억 5,200만 톤으로 3.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8억 2,200만 톤으로 1.5%, IGC는 7억 9,700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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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으로 0.6%, FAO는 8억 7,600만 톤으로 0.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는 30.3%로 2019/20년과 같음에 반해, FAO
31.9%, IGC 29.3%로 2019/20년 대비 각각 0.5%p, 0.1%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
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1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0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1월 전망) 대비

생산량

2,672

2,721

1.8

2,682

2,730

1.8

2,707

2,750

1.6

공급량

3,480

3,532

1.5

3,483

3,522

1.1

3,576

3,622

1.3

소비량

2,670

2,710

1.5

2,691

2,724

1.2

2,693

2,745

1.9

교역량

442

459

3.8

437

448

2.5

438

452

3.2

기말재고량

810

822

1.5

792

797

0.6

872

876

0.5

기말재고율

30.3

30.3

29.4

29.3

32.4

31.9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2. 쌀
2.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
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5억 100만 톤으로 1.0%, IGC는
5억 400만 톤으로 1.4%, FAO는 5억 900만 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는데, USDA는 6억 7,900만 톤으로 0.9%, IGC는 6억 7,900만 톤으로 1.0%, FAO
는 6억 9,100만 톤으로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억 9,900만 톤
으로 0.8%, IGC는 5억 100만 톤으로 0.8%, FAO는 5억 1,000만 톤으로 1.4% 증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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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는 4,400만 톤으로 2.3%, IGC는 4,500만 톤으로 7.1%, FAO는 4,700만 톤
으로 6.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USDA와 IGC의 경우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억 8,000만 톤으로 1.1%,
IGC는 1억 7,800만 톤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FAO는 기말 재고
량이 2019/20년과 같은 1억 8,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는 36.1%로 2019/20년 대비 0.1%p, IGC는 35.5%로 2019/20년 대비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에 반해, FAO는 35.7%로 2019/20년 대비 0.5%p 하
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생산량

USDA

IGC

FAO-AMIS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1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0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1월 전망) 대비

496

501

1.0

497

504

1.4

501

509

1.6

공급량

673

679

0.9

672

679

1.0

686

691

0.7

소비량

495

499

0.8

497

501

0.8

503

510

1.4

교역량

43

44

2.3

42

45

7.1

44

47

6.8

1.1

175

178

1.7

182

182

0.0

35.2

35.5

36.2

35.7

기말 재고량

178

180

기말 재고율

36.0

36.1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

2.2 국가별 수급2)
2.2.1 수출 시장
8월 몬순 강우량이 평균 대비 24% 증가하는 등 적정 몬순 강우로 인해 인도의
올해 쌀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1억 2,00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57
만 톤, 2018/19년 대비 3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 면적은 4,450
2) 국가별 쌀 생산량은 백미(milled rice) 기준이므로 도정 전의 쌀 생산량 즉 생산 면적과 단위당 수확
량을 고려한 수확량(rough production)과는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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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a로 전년 대비 72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05톤으로
2019/20년 대비 0.01톤 줄겠다.
소비량은 1억 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만 톤, 2018/19넌 대비 684만 톤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대비
수출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국들의 인도산 쌀 수입 확대로 인해
수출량은 1,2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208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운 농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도 농부들의 시위
로 인해 곡물의 운송과 저장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량과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3,1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넌 대비 170만 톤 증
가하겠다.
태국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에 2,058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나, 2020/21년에는 1,8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생산 면적은 1,030만 ha로 2019/20년 대비 41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
량 또한 ha 당 2.74톤으로 2019/20년 대비 0.03톤 늘겠다. 소비량은 1,200만 톤
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1,16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바트화 강
세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5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44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0만 톤 증가하겠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2014/15년에 2,8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며, 2020/21년에는 2,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34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40만 ha로 2019/20년 대비 7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5.84톤으로 2019/20년 대비 0.02톤 늘겠다.
소비량은 2015/16년 2,25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
에는 2,1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과는 같을
전망이다. 수출량도 2011/12년에는 77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2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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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 대비 5만 톤 감소하겠다.
파키스탄의 쌀 생산량은 76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00
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80톤으로 2019/20년 대
비 0.20톤 늘겠다.
소비량은 2017/18년 34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
는 340만 톤으로 회복되어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전망이
다. 수출량은 2018/19년 449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410만 톤으로 줄
어들겠다. 기말 재고량은 9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과는 같겠다.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2018/19년 1,320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2019/20년
1,270만 톤으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1,290만 톤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00만 ha로 2019/20년 대비 1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8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050만 톤으로 역대 최고인 2009/10년의 1,089만 톤에 근접하겠으
며,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에 335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22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늘어나, 기
말 재고량은 13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1만 톤, 2018/19년 대비 27만 톤 증
가하겠다.
<표 3> 수출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20.00 (▲1.57/▲3.52) 106.00 (▲0.07/▲6.84) 12.50 (▲0.20/▲2.08) 31.20 (▲1.50/▲1.70)

태국

18.60 (▲0.94/▼1.74)

12.00 (0.00/▲0.20)

7.00 (▲1.50/▼0.56) 4.44 (▼0.20/▲0.20)

베트남

27.00 (▼0.15/▼0.34)

21.20 (▲0.10/0.00)

6.30 (▼0.10/▼0.28) 1.05 (▼0.10/▼0.05)

파키스탄 7.60 (▲0.40/▲0.30)
미얀마

3.40 (▲0.10/▲0.10) 4.10 (▲0.10/▼0.39)

0.93 (▲0.10/0.00)

12.90 (▲0.20/▼0.30) 10.50 (▲0.15/▲0.25) 2.20 (▼0.10/▼0.50) 1.34 (▲0.21/▲0.27)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6 N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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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2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6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2018/19년 대비 1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수입량은 37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쌀 생산량은 2019/20년과 같은 504만 톤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유지하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
은 35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29톤으로 변동
없을 전망이다. 나이지리아의 쌀 소비량은 2018/19년 680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해 2020/21년에는 64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도 15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수입량은 2011/12년 320
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12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20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70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쌀 생산량은 198만 톤에 머무르는 반면, 소비량은 41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량은 2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2008/09년 3,831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
으나, 2020/21년에는 3,4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0만 톤, 2018/19년 대비
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160만 ha로 2019/20년 대비 40
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74톤으로 2019/20년 대비 0.04톤 줄겠
다. 소비량도 2013/14년 3,850만 톤까지 오른 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
는 3,5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90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수요 둔화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제한 조치로 인해
2020/21년 쌀 수입량은 5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 1,224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며, 2020/21년에는 1,17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3만 톤, 2018/19년 대비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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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455만 ha로 2019/20년 대비 9만 ha 줄
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08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440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쌀 수입 자유화 조치로 2018/19년에는 수입량이 130만 톤에서 360만 톤으
로 대폭 증가했으나, 2020/21년에는 26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수매 정책을 통해 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2020/21년 쌀 생산량은 1억
4,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7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4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억 4,65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
록해 2019/20년 대비 147만 톤, 2018/19년 대비 3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반면, 수입량은 2017/18년 550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어 2020/21년에는
2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쌀 생산량은 19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9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만 톤, 2018/19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
은 2016/17년 87만 톤까지 오른 이후 줄어 2020/21년에는 8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3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6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일본의 쌀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762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만 톤 증가함에 반
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던 소비량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825만 톤에 이르겠
으며,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15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쌀 수입 관세화 이후 수입량은 7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21
년에는 6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쌀 생산량은 1980년대까지 600만 톤을 기록했으나 계속해서 줄어
2017/18년부터 4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38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만 톤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57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율의 할당관세물량(TRQ)을 합해 2020/21년
수입량은 45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6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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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입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7 (▼0.07/▲0.26)

6.05 (▲0.05/▲0.15)

3.70 (▲0.05/▼0.23)

1.17 (▼0.09/▼0.10)

나이지리아

5.04 (0.00/▲0.50)

6.40 (▼0.15/▼0.40)

1.20 (▲0.20/▼0.70)

0.55 (▼0.16/▼0.67)

유럽연합

1.98 (0.00/▲0.02)

4.15 (▲0.10/▲0.35)

2.40 (▼0.04/▲0.25)

1.16 (▼0.09/▼0.03)

인도네시아 34.90 (▲0.90/▲0.70) 35.40 (▼0.10/▼0.90) 0.50 (▼0.05/▼0.10)

3.11 (0.00/▼0.95)

필리핀

11.70 (▼0.23/▼0.03) 14.40 (▲0.10/▲0.30) 2.60 (▲0.15/▼1.00)

3.50 (▼0.10/▼0.02)

중국

147.00 (▲0.27/▼1.49) 146.50 (▲1.47/▲3.58) 2.70 (▲0.10/▼0.07)

116.50 (0.00/▲1.50)

멕시코

0.19 (▲0.02/0.00)

0.97 (▲0.02/▲0.05)

0.80 (▼0.03/▲0.06)

0.20 (▲0.02/▲0.06)

일본

7.62 (▲0.01/▼0.04)

8.25 (▼0.10/▼0.15)

0.69 (0.00/▲0.06)

1.90 (▼0.02/▼0.15)

한국

3.85 (▲0.11/▼0.02)

4.00 (▼0.10/▼0.57)

0.45 (0.00/▲0.16)

1.38 (▲0.25/▲0.29)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6 NOV., 2020.

3. 밀
3.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
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7억 7,200만 톤으로 0.9%, IGC
는 7억 6,400만 톤으로 0.1%, FAO는 7억 6,300만 톤으로 0.1% 증가할 것으로 내
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10억 7,300만 톤으로 2.3%, IGC는 10
억 4,200만 톤으로 1.7%, FAO는 10억 3,900만 톤으로 0.6%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소비량의 경우, USDA는 7억 5,300만 톤으로 0.7%, IGC는 7억 5,100만 톤으로
0.7%, FAO는 7억 5,800만 톤으로 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2019/20년 대비 USDA는 1억 9,100만 톤으로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에 반해,
IGC는 1억 8,600만 톤으로 0.5%, FAO는 1억 8,500만 톤으로 0.5% 늘어날 것으
로 예상했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3억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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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으로 6.6%, IGC는 2억 9,100만 톤으로 4.7%, FAO는 2억 8,100만 톤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42.6%, IGC 38.7%,
FAO 37.1%로 2019/20년 대비 각각 2.4%p, 1.4%p, 0.3%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
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IGC

2019/20 2020/21 전년 2019/20
(추정) (11월 전망) 대비 (추정)

FAO-AMIS

2020/21
(10월 전망)

전년 2019/20 2020/21 전년
대비
(추정) (11월 전망) 대비

생산량

765

772

0.9

763

764

0.1

762

763

0.1

공급량

1,049

1,073

2.3

1,025

1,042

1.7

1,033

1,039

0.6

소비량

748

753

0.7

746

751

0.7

751

758

0.9

교역량

192

191 -0.5

185

186

0.5

184

185

0.5

기말 재고량

301

321

278

291

4.7

276

281

1.8

기말 재고율

40.2

42.6

37.3

38.7

36.8

37.1

6.6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은 1억 3,65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841만 톤,
2018/19년 대비 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2,466만 ha로
2019/20년 대비 146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54톤으로 2019/20
년 대비 0.39톤 줄겠다. 유럽연합의 밀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3,040만 톤까
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1억 1,800만 톤으로 줄었으며, 2019/20년 대비 450
만 톤, 2018/19년 대비 30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60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1,243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69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300만 톤으로 2019/20넌 대비 175만 톤,
2018/19년 대비 292만 톤 감소하겠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2017/18년 8,5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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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년에는 8,3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89만 톤, 2018/19년 대비 1,181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2,860만 ha로 2019/20년 대비 129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92톤으로 2019/20년 대비 0.22톤 늘겠다.
소비량은 1990년대 초반 5,500만 톤을 넘어섰으나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줄어
2020/21년에는 4,10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7/18년 4,143만 톤까지 올랐으나 이후 줄었으며,
2020/21년 3,9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1만 톤, 2018/19년 대비 3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판매 제한, 루블화 강세, 미국과 유럽 밀 선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러시
아 밀 수출 가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해
내년 2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곡물 수출을 1,500만 톤으로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
다. 기말 재고량은 1,07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50만 톤, 2018/19년 대비
295만 톤 증가하겠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1990년대 초에 3,000만 톤을 넘어선 바 있으나 이후
생산량은 줄어 2020/21년 2,55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367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
은 680만 ha로 2019/20년 대비 22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75
톤으로 2019/20년 대비 0.41톤 줄겠다. 소비량도 1990년 초에 2,800만 톤 가까이
올랐으나 2020/21년에는 8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0만 톤, 2018/19년 대비
7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9/20년 2,101만 톤까지 올랐으나
2020/21년에는 1,750만 톤으로 351만 톤 감소하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14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농업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따른 국내 식량 안보
를 고려해 밀 수출 가능 물량을 1,750만 톤으로 정해놓았다. 이번 시즌 10월 말 현
재까지 전체 쿼터의 57.4%를 사용해 상당한 양이 수출되었으며, 향후 수출량은 조
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말 재고량은 112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만 톤,
2018/19년 대비 47만 톤 감소하겠다.
역사적으로 낮은 파종 면적과 생산 면적으로 인해 미국의 밀 생산량은 4,96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89만 톤, 2018/19년 대비 16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생산 면적은 1,487만 ha로 2019/20년 대비 26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
량도 ha 당 3.34톤으로 2019/20년 대비 0.14톤 줄겠다. 소비량은 3,067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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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6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량은 2,65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6만 톤, 2018/19년 대비 10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38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12만 톤,
2018/19년 대비 553만 톤 감소하겠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은 3,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3/14년 3,759만
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9/20년 대비 233만 톤, 2018/19년 대비 265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990만 ha로 2019/20년 대비 24만 ha 증가하
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54톤으로 2019/20년 대비 0.16톤 늘겠다. 소비량은
970만 톤으로 2016/17년 1,067만 톤 수준으로 오르면서 2019/20년 대비 44만 톤,
2018/19년 대비 5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2019/20년 대비 37만 톤, 2018/19년 대비 6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62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5만 톤, 2018/19년 대비
21만 톤 증가하겠다.
2016/17년 3,18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저조한 생
산 실적을 기록했던 호주의 밀 생산량은 2020/21년 2,850만 톤으로 회복되겠으
며, 2019/20년 대비 1,330만 톤, 2018/19년 대비 1,0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생산 면적은 1,300만 ha로 2019/20년 대비 280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
확량도 ha 당 2.19톤으로 2019/20년 대비 0.7톤 늘겠다.
소비량도 2018/19년 920만 톤까지 증가한 이후 2019/20년 840만 톤, 2020/21
년 750만 톤으로 줄겠다. 수출량은 2011/12년 2,466만 톤까지 오른 이후 줄어들
고 있으나 2020/21년 1,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50만 톤, 2018/19년 대비
99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과의 정치적⋅외교적 마찰로 인해 중
국으로의 수출 길이 막혀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기말 재고량은 56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0만 톤, 2018/19년 대비 25만 톤 증가하겠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1,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
비 176만 톤, 2018/19년 대비 1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로사
리오 곡물거래소는 생산량 전망치를 더 낮춰 16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 면적은 640만 ha로 2019/20년 대비 33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81톤으로 2019/20년 대비 0.13톤 줄겠다.
소비량은 6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과
는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1,2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0만 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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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3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
은 11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4만 톤, 2018/19년 대비 58만 톤 감소하겠다.
<표 6> 수출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36.55 (▼18.41/▼0.03) 118.00 (▼4.50/▼3.05) 26.00 (▼12.43/▲2.69) 13.00 (▼1.75/▼2.92)
러시아

83.50 (▲9.89/▲11.81) 41.00 (▲1.00/▲0.50) 39.50 (▲5.01/▲3.64) 10.73 (▲3.50/▲2.95)

우크라이나

25.50 (▼3.67/▲0.44)

8.10 (▼0.60/▼0.70)

미국

49.69 (▼2.89/▼1.62)

30.67 (▲0.10/▲0.68) 26.54 (▲0.26/▲1.04) 23.86 (▼4.12/▼5.53)

캐나다

35.00 (▲2.33/▲2.65)

9.70 (▲0.44/▲0.55)

25.00 (▲0.37/▲0.62)

6.25 (▲0.75/▲0.21)

28.50 (▲13.30/▲10.90) 7.50 (▼0.90/▼1.70)

19.00 (▲9.50/▲9.99)

5.69 (▲2.20/▲0.25)

12.50 (▼1.00/▲0.31)

1.16 (▼0.54/▼0.58)

호주
아르헨티나

18.00 (▼1.76/▼1.50)

6.05 (▼0.25/0.00)

17.50 (▼3.51/▲1.48)

1.12 (▼0.03/▼0.47)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6 NOV., 2020.

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2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만
톤, 2018/19년 대비 43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3,94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4만 톤, 2018/19년 대비 17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량은 1,8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9만 톤, 2018/19년 대비 9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66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76
만 톤, 2018/19년 대비 43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695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70만 톤, 2018/19년 대비 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2,97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96만 톤, 2018/19년 대비 274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인 조치로 식량의 안정적인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량을 계속해
서 늘리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 소비량은 2,52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만
톤, 2018/19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635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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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3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
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0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곡물 수요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억 3,6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
며, 2019/20년 대비 241만 톤, 2018/19년 대비 45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2,400만 ha로 2019/20년 대비 27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67톤으로 2019/20년 대비 0.04톤 늘겠다. 소비량은 1억 3,1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0만 톤, 2018/19년 대비 6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옥수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 밀 재고를 방출해 사료용 옥수수
수요를 밀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량은 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
비 262만 톤, 2018/19년 대비 4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759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399만 톤, 2018/19년 대비 77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145만 ha로 2019/20년 대비 213만 ha 늘어남에 반해,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42톤으로 2019/20년 대비 0.11톤 줄겠다. 소비량도 역대 최고인 9,95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339만 톤, 2018/19년 대비 38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입량은 극히 적어 2020/21년에는 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수입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20 (▲0.01/▲4.32) 39.41 (▲0.94/▲1.71) 18.20 (▲0.49/▲0.97)

13.02 (▲0.32/▲0.97)

북아프리카 16.64 (▼1.76/▼4.36) 46.95 (▲0.70/▲0.85) 29.70 (▲1.96/▲2.74)

12.76 (▼1.60/▼2.77)

동남아시아

6.01 (▲0.02/▲0.14)

0.00 (0.00/0.00)

25.24 (▼0.01/▼0.05) 26.35 (▼0.10/▼0.37)

중국

136.00 (▲2.41/▲4.57) 131.00 (▲5.00/▲6.00) 8.00 (▲2.62/▲4.85) 163.68 (▲12.00/▲23.91)

인도

107.59 (▲3.99/▲7.72) 99.50 (▲3.39/▲3.87)

0.03 (▲0.01/▲0.01)

31.11 (▲7.12/▲14.12)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6 N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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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수수
4.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
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11억 4,500만 톤으로
2.6%, IGC는 11억 5,600만 톤으로 2.8%, FAO는 11억 6,000만 톤으로 1.9% 증가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4억 4,800만 톤으로 0.8%, IGC는 14억 5,200
만 톤으로 0.1%, FAO는 15억 1,500만 톤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1억 5,700만 톤
으로 2.1%, IGC는 11억 7,300만 톤으로 1.6%, FAO는 11억 6,900만 톤으로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억 8,500만 톤으로 8.2%, IGC는 1억 8,000만 톤으로 4.0%, FAO는 1억
8,000만 톤으로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2019/20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2억
9,100만 톤으로 4.0%, IGC는 2억 7,900만 톤으로 6.1%, FAO는 3억 4,600만 톤
으로 2.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 역시 세 기관 모두 하락할 것으
로 전망해 USDA는 25.2%, IGC는 23.8%, FAO는 29.6%로 2019/20년 대비 각각
1.5%p, 1.9%p, 1.5%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IGC

2019/20 2020/21 전년 2019/20
(추정) (11월 전망) 대비 (추정)

전년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1월 전망) 대비

생산량

1,116

1,145

2.6

1,124

1,156

2.8

1,138

1,160

1.9

공급량

1,436

1,448

0.8

1,450

1,452

0.1

1,500

1,515

1.0

소비량

1,133

1,157

2.1

1,154

1,173

1.6

1,143

1,169

2.3

교역량

171

185

8.2

173

180

4.0

173

180

4.0

기말 재고량

303

291 -4.0

297

279

-6.1

355

346

-2.5

기말 재고율

26.7

25.2

25.7

23.8

31.1

29.6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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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별 수급
4.2.1 수출 시장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3억 6,849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2,253만 톤, 2018/19년 대비 42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8월 중순 초강력 폭풍이 미 중서부 주요 산지를 강타했으며, 아이오와 주를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생산 전망치가 다소 낮아졌다. 생산 면적이 3,340만
ha로 2019/20년 대비 48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11.03톤으
로 2019/20년 대비 0.52톤 늘겠다.
소비량도 3억 92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8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
년 대비해서는 11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6,731만 톤으로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겠으며, 2019/20년 대비 2,214만 톤, 2018/19년 대비 1,4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및 수출량이 더 크
게 증가해, 기말 재고량은 4,32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45만 톤, 2018/19년
대비 1,318만 톤 감소하겠다.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1억 1,0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800만 톤, 2018/19년 대비 9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
산 면적이 1,950만 ha로 2019/20년 대비 10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
도 ha 당 5.64로 2019/20년 대비 0.13톤 늘겠다. 소비량도 역대 최고인 7,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0만 톤, 2018/19년 대비 3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브라질은 옥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에 따라 에탄올용 옥수
수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8/19년 3,968만 톤을 기록
한 이후 2019/20년에는 3,400만 톤까지 줄어들겠으나, 2020/21년에는 3,9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79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0만 톤, 2018/19년 대비 270만 톤 증가하겠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5,000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620만 ha로 2019/20년 대비 10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8.07로 2019/20년 대비 0.03톤 줄겠다.
소비량은 1,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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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 대비 1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9/20년 3,800만
톤을 기록했으나, 2020/21년에는 3,4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세 부과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생산량과 수출량은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나 강의 낮은 수위 문제로 수개월 동안 선적이 지연되
고 선박이 좌초되는 문제도 발생했으며, 임금 인상 문제로 곡물 수출 산업에서의
여러 노조들의 파업과 시위가 연이어 발생해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
말 재고량은 28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1만 톤, 2018/19년 대비 51만 톤 증
가하겠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85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9/20년
대비 739만 톤 감소하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도 731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생산 면적이 540만 ha로 2019/20년 대비 41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28톤으로 2019/20년 대비 1.91톤 줄겠다. 소비량은 2013/14년
에 1,06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량은 2,2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70만 톤, 2018/19년 대비 78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1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7만 톤 증가하겠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1,755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
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1,6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
년 대비해서는 4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291만 ha로
2019/20년 대비 31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50톤으로
2019/20년 대비 0.95톤 늘겠다. 소비량은 1,2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2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과 남아공의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 남아공 내 옥수수 수요는 증
가하고 있다. 수출량은 그 해 생산 정도에 따라 증감 폭이 크며, 2020/21년에는
2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135만 톤 증가할 전망이
다. 기말 재고량은 232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130만
톤 증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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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출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미국
브라질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368.49 (▲22.53/▲4.23) 309.26 (▲1.68/▼1.19) 67.31 (▲22.14/▲14.83) 43.23 (▼7.45/▼13.18)
110.00 (▲8.00/▲9.00)

70.00 (▲1.00/▲3.00)

39.00 (▲5.00/▼0.68) 7.99 (▲2.50/▲2.70)

아르헨티나 50.00 (▼1.00/▼1.00)

15.00 (▲1.50/▲1.20)

34.00 (▼4.00/▼3.24) 2.88 (▲1.01/▲0.51)

우크라이나 28.50 (▼7.39/▼7.31)

6.10 (▼0.25/▼0.10)

22.50 (▼6.70/▼7.82) 1.16 (▼0.09/▲0.27)

12.80 (▲0.20/▲0.26)

2.80 (▲0.30/▲1.35)

남아공

16.00 (0.00/▲4.18)

2.32 (▲0.40/▲1.30)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6 NOV., 2020.

4.2.2 수입 시장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발칸 국가들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은 6,42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250만 톤, 2018/19년
대비 16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이 888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7.23톤으로 2019/20년 대비 0.27톤 줄겠다. 소비량은
8,1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6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0
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52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는 농업부 예산을 3분의 1로 삭감해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은 2,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
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730
만 ha로 2019/20 대비 68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84톤으로
2019/20년 대비 0.16톤 줄겠다. 소비량은 4,42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5만
톤, 2018/19년 대비 1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7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7만 톤, 2018/19년 대비 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223만 톤의 옥수수를 구매했으며, 작년 동기
1,180만 톤보다 3.6% 증가했다. 이 기간 미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량은 1,079
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반면, 브라질로부터의 옥수수 수입량은 81
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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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옥수수 소비량은 1,6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의 옥수수 생산량은 640만 톤으로 역대 최고인 2018/19년 680만 톤에 미
치지 못하겠으며,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73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
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1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입량도 1,1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16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1,2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2018/19년
대비 1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2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만 톤, 2018/19년 대비 11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생산량은 3,0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5만 톤,
2018/19년 대비 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8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75만 톤, 2018/19년 대비 3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1,86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28만 톤, 2018/19년 대비 199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6,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8만 톤 감소하겠
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동부 주요 산지
태풍 피해로 올해 작황이 좋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정부는 올해 옥수수 생
산량이 대풍작을 이룰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산 면적이 4,200만 ha로
2019/20 대비 72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6.19톤으로 2019/20년
대비 0.13톤 줄겠다. 소비량은 2억 8,2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0만 톤,
2018/19년 대비 8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3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40만 톤, 2018/19년 대비 8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주재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USDA FAS) 지부는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
전망치를 종전 700만 톤에서 2,2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중국 내수 시
장 공급량 감소와 가격 급등, 견고한 수요 등으로 인해 옥수수 수입량을 대폭 늘려
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은 치솟는 옥수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재고 방출에
도 불구하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밀과 쌀 등 비축 재고뿐
만 아니라 수입된 사료용 밀도 시장에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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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입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유럽연합

64.20 (▼2.50/▼0.16)

81.50 (▲0.10/▼6.00) 20.00 (▲1.00/▼5.25)

7.34 (▲0.20/▼0.30)

멕시코

28.00 (▲1.50/▲0.40)

44.25 (▲0.45/▲0.15) 17.30 (▲0.77/▲0.64)

3.47 (▲0.15/▼1.62)

일본

0.00 (0.00/0.00)

16.05 (▲0.10/▲0.05) 16.00 (▲0.11/▼0.05)

1.34 (▼0.05/▼0.11)

이집트

6.40 (0.00/▼0.40)

17.30 (▲0.20/▲1.10) 11.00 (▲0.40/▲1.63)

1.79 (▲0.09/▼0.02)

한국

0.08 (0.00/0.00)

12.05 (▲0.25/▲1.10) 12.00 (▲0.11/▲1.14)

2.03 (▲0.03/▲0.19)

48.40 (▲2.75/▲3.10) 18.65 (▲1.28/▲1.99)

3.84 (▼0.01/▲0.47)

동남아시아 30.30 (▲0.95/▲0.16)
중국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260.00 (▼0.78/▲2.83) 282.00 (▲4.00/▲8.00) 13.00 (▲5.40/▲8.52) 191.51 (▼9.02/▼18.65)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6 NOV., 2020.

5. 대두
5.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3억 6,300만 톤으로 7.7%,
IGC는 3억 7,000만 톤으로 9.5%, FAO는 3억 6,800만 톤으로 8.6% 증가할 것으
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억 5,800만 톤으로 1.8%, IGC는 4억 1,700만 톤으로
4.3%, FAO는 4억 2,500만 톤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3억 6,900만 톤
으로 4.2%, IGC는 3억 7,000만 톤으로 4.8%, FAO는 3억 7,000만 톤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USDA는 1억 6,800만 톤으로 1.8% 증가
함에 반해, IGC는 1억 6,700만 톤으로 0.6%, FAO는 1억 6,700만 톤으로 0.6% 감
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는 8,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4%, FAO는
5,5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5% 감소함에 반해, IGC는 4,7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았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23.6%, IGC 12.7%, FAO 14.9%
로 2019/20년 대비 각각 3.2%p, 0.6%p, 1.0%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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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IGC

2019/20 2020/21
(추정) (11월 전망)

전년
대비

FAO-AMIS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0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추정) (11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337

363

7.7

338

370

9.5

339

368

8.6

공급량

450

458

1.8

400

417

4.3

403

425

5.5

소비량

354

369

4.2

353

370

4.8

359

370

3.1

교역량

165

168

1.8

168

167

-0.6

168

167

-0.6

기말 재고량

95

87

-8.4

47

47

0.0

57

55

-3.5

기말 재고율

26.8

23.6

13.3

12.7

15.9

14.9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2018/19년 1억 2,052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
는 9,667만 톤까지 떨어졌으나, 2020/21년에는 1억 1,3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생산 면적이 3,330만 ha로 2019/20 대비 297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
당 수확량은 ha 당 3.41톤으로 2019/20년 대비 0.22톤 늘겠다.
착유용 소비량이 크게 늘어 전체 소비량은 6,311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
겠으며, 2019/20년 대비 115만 톤, 2018/19년 대비 27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5,896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4,562만 톤
까지 떨어졌으나, 2020/21년에는 5,98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
량은 51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08만 톤, 2018/19년 대비 1,957만 톤 감소하
겠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21년에는 1억 3,300만 톤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일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대두 파종이 지
연되고 있으나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 면적이
3,860만 ha로 2019/20 대비 17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45톤으로 2019/20년 대비 0.03톤 늘겠다. 소비량은 4,810만 톤으로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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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62만 톤, 2018/19년 대비 292만 톤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의 수출을 대거 늘림에 따라 오히려 내수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을
겪게 되고, 착유 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출량은
2019/20년 역대 최고인 9,224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20/21년에는 8,500만 톤
으로 724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060만 톤으로 2019/20
년 대비 3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187만 톤 감소하겠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 6,145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0/21년에는 5,1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0만 톤 증가하
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4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1,690만 ha로 2019/20 대비 2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02
톤으로 2019/20년 대비 0.09톤 늘겠다.
착유용 소비량이 4,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25만 톤 증가한 탓에 전체
소비량은 4,7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
비해서는 2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량은
2020/21년 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97만 톤, 2018/19년 대비 210만 톤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세 부과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생산량과 수출량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나 강의 낮은 수위 문제로 수개월 동안 선적이 지연되고
선박이 좌초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임금 인상 문제로 곡물 수출 산업 여러 노조들
의 파업과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기말 재고량은 2,7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09만 톤 감소하겠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은 2017/18년 1,048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8/19년에는 851만 톤까지 줄었으나, 2020/21년에는 생산을 늘려 1,025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
이 365만 ha로 2019/20 대비 11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81
톤으로 2019/20년 대비 0.01톤 늘겠다.
소비량은 4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5만 톤, 2018/19년 대비 28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63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18만 톤 감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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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출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113.50 (▲16.83/▼7.02) 63.11 (▲1.15/▲2.71) 59.87 (▲14.25/▲12.19) 5.17 (▼9.08/▼19.57)

브라질

133.00 (▲7.00/▲13.30) 48.10 (▲1.62/▲2.92) 85.00 (▼7.24/▲10.11) 20.60 (▲0.30/▼11.87)

아르헨티나 51.00 (▲2.00/▼4.30)
파라과이

10.25 (▲0.35/▲1.74)

47.20 (▲1.40/▼0.25)

7.00 (▼2.97/▼2.10)

27.80 (▲0.80/▼1.09)

4.10 (▲0.35▲0.28)

6.30 (▲0.10/▲1.40)

0.14 (▼0.15/▼0.18)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6 NOV., 2020.

5.2.2 수입 시장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1,750만 톤에 이르겠으나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9/20년
의 1,810만 톤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이 93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1.88톤으로 2019/20년 대비 0.07톤 줄겠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전체 소비량은 역대 최고인 1억 1,740만 톤까지 늘겠으
며, 2019/20년 대비 820만 톤, 2018/19년 대비 1,5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수입량은 1억 톤으로 2019/20년 대비 820만 톤, 2018/19년 대비 1,5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산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되어 감에 따라 대두 수
요가 크게 늘었다. 기말 재고량은 2,68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2018/19
년 대비해서는 734만 톤 증가하겠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은 27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3만 톤, 2018/19년
대비 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93만 ha로 2019/20년 대비 1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97톤으로 2019/20년 대비 0.12톤 늘
겠다.
소비량이 1,85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만 톤, 2018/19년 대비 1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5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감소
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대두 수입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최근
독일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역시 대두 수입을 줄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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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대두 생산량은 35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64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만 톤, 2018/19년 대비 2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적
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량 증가로 인해 수입량도 6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2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수입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중국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17.50 (▼0.60/▲1.53) 117.40 (▲8.20/▲15.40) 100.00 (▲1.47/▲17.46)

26.80 (0.00/▲7.34)

유럽연합

2.75 (▲0.13/▲0.08)

18.51 (▲0.50/▲1.25)

15.40 (▼0.20/▲0.42)

1.00 (▼0.61/▼0.61)

멕시코

0.35 (▲0.11/▲0.01)

6.47 (▲0.22/▲0.27)

6.10 (▲0.10/▲0.23)

0.14 (▼0.02/▼0.04)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6 N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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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

3)

겨울을 앞두고 북반구에서는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로 인한 공포보다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듯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 통화⋅재정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는 듯합
니다. 미국 대선은 바이든의 승리로 굳어지는 것처럼 주류언론들은 몰아가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양상입니다만, 아직 극적 반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
입니다. 주식은 더 갈 것이고 달러는 더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
리 잡았지만, 무방비로 마냥 즐기기에는 찝찝한 뭔가가 계속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美 대선(大選) 정국
‘가치중립적(價値中立的, value-neutral) 판단’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
을 관찰할 때, 관찰자의 감정이나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대상을 하나의 사실로 파
악하여 내리는 판단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론에 가치중립적 보도를 기대하고 요구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언론은 다소 혹은 심각하게 편향적이다(☞ [자료 1] 참조,
극우(極右) 쪽 제일 아래 칸에 배치된 뉴스맥스(Newsmax)는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로 트럼프 진영의 부정선거 의혹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관련자들의 인터뷰
를 내보냄으로써 시청률이 급등한 매체로 필자가 추가하였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이른바 미국 주류 언론들의 보도를 대부분
가감 없이 보도하는 국내 언론들이다 보니,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진영과 지지자들
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상 유튜브와 같은 SNS 상에 올라오는 파편적인,
그러나 그 내용은 끔찍스럽게도 놀라운 정보에 의존하지 않으면 접하기 힘들다.
* jopok52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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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언론들의 ‘편향성’

미국 대선의 (현재까지의) 결과가 보도하는 언론사에 따라 얼마나 다를 수 있는
지를 [자료 2]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구글은 모든 주(州)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
는 식으로 주별 승자의 색깔을 표시하며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인단 확보수를 각
각 306:232로 보도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그나마 재검표나 소송 등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합주(swing states)의 파란색을 희미하게 표시하는 약간
의 조심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화교가 세운 반공(反共) 매체로 유명한 에포크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승자
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는 주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
는 것으로 보도한다. 뉴스맥스의 경우에는 모든 주류 언론들이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President-Elect)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조롱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바이
든을 ‘Pretender-Elect’로 부른다. 당선 호소인(?), 당선 행세인(?)......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 애매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11월 3일 선거 이후
미국이 그리 평온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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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언론 별 미국 대선 결과 보도의 차이

트럼프 법률팀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하는 미국의 이번 부정선거 의혹은 엄
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만
약 트럼프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과연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으
며,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자료 3]은 美 대선 이후의 이모저모를 담고 있다.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에서
의 판결까지 염두에 둔 소송戰을 이어나가고 있다.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는 있지만, 팍스 뉴스(Fox News)같은 주류 언론에서도 문제의 ‘Voting software'
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저녁에(현지 시간) 연방조
달청에 정권 이양과 관련한 업무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선거
일 이후 3주 만에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가 싶은 분위기가 형성되고는 있
지만, 곧 이어 [We are moving full speed ahead. Will never concede to fake
ballots & “Dominion”]으로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왔다. 이 ‘미드’는
단편 시리즈로 끝나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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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美 대선 정국의 이모저모

▮ 'COVID-19' vs '백신(vaccine)' ...... 좋아질 일만 남았다?
2020년 내내 세상을 짓눌러온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각국에서, 그리고 글로벌 보건관련 기구나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확진자 수 급증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자료 4] 참조).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씩 이러한 ‘코로나 타령’에 식상하며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
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미 그러려니 하며 지내는 독감 등 여타 바이러스성 질환에
비해 코로나 19가 그토록 치명적인가, 경제 봉쇄나 등교 금지 등이 과연 적절한 해
결책인가 등의 의문이 서구사회에서는 시위 등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여기저기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백신 개발 소식은 팬데믹으
로 인한 경기침체 와중에도 유동성에 힘입어 힘차게 달려오다가 뒷심이 딸리던 세
계 증시에 또 힘을 불어넣는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막상 가장 먼저 치고 나왔던
화이자의 주가 흐름이나 주가 급등에 화이자 CEO가 냉큼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는
뉴스 등은 좀 거시기하다([자료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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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확산일로에 접어든 ‘코로나 19’ ...... 전세계, 미국 & 국내 상황

인용: Worldmetr, WHO(세계보건기구),네이버

아래 [자료 6]에서는 11월 23일 발표된 미국과 유로존의 PMI(구매관리자지수)
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짐작케 되는
경기 상황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서비스업) 할 것 없이 매우 빠른 회복세
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로존의 경우
서비스업의 부진이 심각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잘 달리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증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대목이다([자료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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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화이자(Pfizer) 주가 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11/23 장 마감 후)

독감 백신만 하더라도 65%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는데, 코로나 19의 경우 백신
접종의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세월이 지난 뒤에나 확인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우리가 아직 자신할 수 없는 많은 영역을 남겨둔 채 백신은 머지않아 지구
촌 사람들 앞에 제공될 듯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일밖에 없다는 것이 증시에 대하여 강세장 전망
(bullish view)을 내놓는 사람들의 가장 믿는 구석인데, 필자는 여전히 이러한 주
장들에 의심을 품고 있다. 무엇보다 뉴욕증시의 차트들이 험악해지고 있으며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횡포(?)가 극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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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미국과 유로존의 PMI(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인용: 인베스팅닷컴, IHS Markit

▮ 버블(bubble)인가, 정당한 랠리인가?
미국 주류 언론들은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블루 웨이브(Blue wave; 바이든 당
선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를 노래 불렀고, 월가에
서는 증세와 반독점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의 선전은 증시에는 악재라
는 식으로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 10월 하반월에 선거를 앞두고 기술주 주가들
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선거일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개표 결과에는 급반전이 일어났고, 주류
언론들은 뭔가에 쫓기듯이 바이든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에 급급했는데, 증시는
갭 업(gap-up)을 동반한 급등세로 돌아서자 월가는 “상⋅하원을 양당이 지배하는
골디락스 국면도 증시에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료
7]에서 보듯이 나스닥과 S&P500 지수를 그 동안 견인해온 대형 기술주들에서 힘
이 부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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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고비에 달한 빅 테크(Big-Tech) 주식들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11/20 장 마감 후)

[자료 8]에서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왔고, 지금도 월가의 황소(bull) 진영에
서는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강세장 전망을 내놓기에 바쁜 뉴
욕증시에 대한 필자의 기술적 상상력을 정리해 놓았다. 물론 시장에는 황소만 있
는 것은 아니다. 세상과 시장 내 부조리를 지적하며 상식을 강조하는 곰(bear) 진
영은 평소 각광을 받기보다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가 더 많지만, 최근 소프
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대부분의 자산을 매각하여 90조원 정도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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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뉴욕증시 동향 및 기술적 시사점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11/20 장 마감 후)

[자료 9]의 나스닥 월간차트도 차티스트의 눈에는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 금융
위기 당시 낙폭의 2.618배 레벨에서의 저항은 트럼프 당선으로 열어 제끼고,
4.236배 저항은 연준의 협조(☞ 금리인상 중단 등 통화완화정책으로의 선회)로 돌
파했다가 팬데믹에 한 차례 휘청거린 뒤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완화적)통화정책
과 (확장적)재정정책에 힘입어 거의 수직상승세를 몇 달째 이어왔지만, 어지간한
알고리즘 거래 조건에는 다 입력되어 있을 6.854배 레벨에 이르자 추가상승에 상
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시마저 무너진다면 그 경제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에 달할 것이기에, 주가의 추가상승 내지 보합세라도 한동안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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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절박한 희망이자 당위론일 수 있지만, ‘기술적(technical)'으로만 판단하자면
미국 증시는 의외의 악재가 튀어나와 조금씩 매도세가 나오다가 차익실현의 차원
을 넘어 손절이 손절을 부르면서 폭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방아쇠
역할은 과연 무엇이 감당할까? 미국 대선 정국일까, 어딘가에서 불거지는 뜬금없
는 지정학적 위험일까?
[자료 9] 美 나스닥(NASDAQ) 종합지수 월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11/20 장 마감 후)

11월 들어 진행되는 국내 증시의 화끈한 랠리도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현상이겠지만, 3월 이후 내내 매도세로 일관해 오다가 갑자기 11월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몇몇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세를 강화하고 선물 거래에서까지
완력을 과시하며 (모든 종목이 골고루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수만 급등시키는 ’외
국인들이 만들어 가는 장세’라는 점에서 다소 찝찝하다([자료 10] 참조).
삼성전자 주가나 코스피 공히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이미 과매수(over-bought) 상태에 접어든지라 우상향 채널의 상단에 도달
할 무렵에는 국내외 시황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매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런 급등세의 끝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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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 국내 증시 동향 및 기술적 시사점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11/20 장 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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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동향 및 전망
▮ 이머징 통화들과는 다른 원화의 위상
[자료 11]은 우리 원화가 이제는 ‘이머징 통화’의 반열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경기회복을 돕는답시고 양적완화
가 되었건 긴급자산매입(PEPP;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이
건 간에 돈을 풀어대고 있고, 그래서 그 돈들이 흘러들어가다 보면 신흥국 증시도
유망하고 신흥국 통화들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월가는 흥행을 도모했지만, 대다
수 이머징 통화들은 지난 1년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 왔다. 그 와중에 우리 원화
는 달러대비 강세를 보여 온 선진국 통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자료 11] 주요 통화들의 달러 대비 절상(or 절하)율

[자료 11]과 [자료 12]에서 위안화 절상폭과 비슷하게 가는 원화의 절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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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들의 미국주식 투자열풍이 불면서, 자본수지 측면에서 외환 수급을 빡빡
하게 만들어 1,180원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이며 오랫동안 머물렀던 여파가 9월 중
순 이후 유난히 가파른 달러/원(USD/KRW) 환율의 하락세를 촉발하였다.
최근 들어 달러/원 환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가 위안화 환율의
흐름인 만큼 1달러 6.54 위안 근처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달러/위안
(USD/CNY) 환율의 추이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료 12] 달러/원(USD/KRW) vs 달러/위안(USD/CNY)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11/24 장 마감 후)

거주자외화예금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 13]은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어느 매체를 보더라도 향후 달러약세를 전망하는 기사들로 넘치고 실제
환율이 꾸준히 하락해 오고 있는 와중에도 왜 국내 기업들과 개인들은 보유 달러
를 내다 팔기보다는 오히려 달러매수에 나서거나 달러를 쟁여두고 있을까? 그들이
예상하고 준비하는 상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세상이 그저 그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어디에서나 돈 취급 받는 달러 보유의 필요성을 그
들은 느끼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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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3] 거주자외화예금 추이 및 해외주식투자 자금의 중요성

인용: 한국은행, 연합뉴스

▮ 크리티컬한 레벨에 이르렀다 ...... 확인이 필요한 시점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달러약세 전망은 나름 설득력 있는 이유
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그 간 공언해왔
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달러가 대규모로 풀릴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
나 달러약세 전망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연 돈 풀어대는 곳이 미국뿐인가?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해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다른 나라와 지역들을 아웃퍼폼 한다면 달러는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다들 잊고 살지만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난 ‘빚(debt)의 문제’가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때는 또 모두가 달러 구하느라 절절 매고 다니는 것
은 아닌가 등등...... 1,100원 붕괴를 위협하던 달러/원 환율은 외환당국의 개입
강도가 높아지면서 아직은 1,110원대에서 다음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시장참여자들로서는 [자료 14]에서 달러/원 환율과 달러인덱스 차트에 우상향
점선으로 그어진 강력한 기술적 지지선의 붕괴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
겠다. 이 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2014년 7월 마리오 드라기 당시 ECB 총재의 “통화
정책 다이버전스(☞ 미국 연준은 양적완화도 멈추고 금리도 올리려 하지만 유로존
은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데에서 발생하는 괴리)” 발언
이후 형성된 강달러 추세의 종언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 3월 팬데믹 장세에서 달러강세가 일시적으로 폭발했듯이, 기술적 지

4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지선이 밀리면서 일시적인 달러급락세가 연출된다 하더라도 지난 3월처럼 급반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요즘은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시장을 속여 보겠다
고 덤비는 세력들도 심심찮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자료 14] 주요 지지선에 도달한 달러/원(USD/KRW) & 달러인덱스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11/24 현재)

48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이석주(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지원팀장)*

1)

코로나19, 미국 대선, IMO2020 등 굵직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운 시장을 뒤흔
들었던 2020년도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시장에는 늘 다양한 변수들이 예기치 못
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했다. 건화물선 시장도
코로나19의 확산 패턴과 미⋅중 간 무역협상의 진행 양상 등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구현
하였다.
지난 6월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건화물선 시장은 7~8월 중 조정을 거친 후, 9월
중순부터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10.1~7)를 대비한 원자재 재고 구축 수요에 힘입어 반등하
였다. 9월 말 1,700선을 회복한 BDI 지수는 10월 6일 2,097 포인트를 기록, 금년 전고점
인 1,956 포인트(7.6)를 돌파하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그림 1> 선형별 건화물선 지수

자료: Baltic Exchange

* jordan@kobc.or.kr, 051-717-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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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휴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철광석 수요 회복과 중국 정부의 호주산 상품에 대한
제재 강화,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등은 건화물선 시황을 지속 압박
하여, 11월 말 현재 BDI는 다시 1,100 포인트 대 초반으로 하락하였다. 비록 북반구의 동
계 대비 석탄 재고 구축 수요 및 미국 곡물 수확 시즌 도래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이 나타
나고는 있지만, 건화물선 시황 전반의 방향성을 단기간 내에 밀어 올릴만한 동력은 아직
부족하다.
올 한해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했던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백신이 개
발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오히려 북반구의 겨울이 도래하며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라, 그렇지 않아도 건화물선 시
장의 비수기인 겨울철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따른 양국간 교역 정상화가 본격적으
로 효과를 나타내며, 올 4분기에는 약 3년 만에 미국산 곡물의 물동량 증대 효과가 운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통상 정책의 변화
도 향후 건화물선 시장에 부정적인 변수를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철광석ㆍ석탄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부진과 브라질의 우기 장기화에 따른 공
급 차질로 크게 위축되었던 철광석 물동량은 2분기 말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며 건
화물선, 특히 케이프선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중국에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홍수 및 9월까지 이어진 초대형 태풍 등의 영향으로 중국
철강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분야의 조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
다. 이는 철강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며 철강 가격 하락 및 제철소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였다.
철강 생산 마진 악화는 조강 생산량 감소로 연결되었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지난 8월 9,485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9월 9,256만 톤, 10월 9,220
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능력이 회복된 브라질산
철광석이 속속 도착하며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1
억 톤을 상회하였다. 조강 생산량 감소와 철광석 수입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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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철광석 항만 재고량은 11월 초 약 1억 2,800만 톤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재고량 증가는 철광석 신규 수요를 위축시켜 물동량 발생을
제한하였다.
<그림 2> 호주 및 브라질 월별 철광석 수출량 <그림 3> 중국 철광석 수입량 및 조강생산량

자료: ABARE,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중국통계국, 중국해관총서

중국의 건설용 철강 수요는 국경절 연휴가 종료된 10월 중순에서야 회복되기 시
작하였다. 대표적인 건설용 철강재인 철근의 가격이 상승하고 유통재고가 감소했
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도래하기 이전에 조업을 최대한 진행 시키려는 수요가
가을철에 집중된 결과로 파악된다.
11월 말 현재에도 건설용 철강 수요는 비교적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적 철강 수요 증가는 가을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제
철소들의 철강 생산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신규 물동량 발생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4.9%를 기록하며
예상을 상회하는 회복세를 나타내자,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속도 조절에 나선 점
도 철강 및 철광석 수요 증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확산과 사상 최악의 폭우 피해로 크게 위축되었던 브라질
의 철광석 공급 능력은 3분기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Vale의 3분기 철광석 생
산량은 8,868만 톤으로 전 분기 대비 31% 증가하였다. 비록 전년 동기 대비로는
2% 증가에 그쳤으나, 상반기의 부진은 완연히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금년
목표 생산량은 3억 1천만톤 가량으로 예상되는데, 3분기까지 총 2억 1,600만 톤을
생산한 점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약 9,400만 톤 가량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와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없다면 브라질의 철광석 공급능력은 3
분기 대비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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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1년 물동량 기준

한편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정책은 중국 제철소들의 철광석 소비 패턴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자국 제철소들에게 호주산 원료탄의
수입 및 사용 금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내 원료탄 및 코크스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었으며, 중국 제철소들은 철강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해 코
크스의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통상 고로에 투입하는 철광석의 철 함량이 1% 증가하면, 코크스 사용량은 약
2~3% 감소하는 점을 활용하여 고품위 철광석의 사용량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품위 광석 비중이 높은 브라질산 철광석 수요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위 철광석과 블렌딩(고품위 광석과 저품위 광석을 일정
비율로 혼합)을 위한 인디아산 저품위 철광석의 수요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품위별 철광석 가격과 원료탄 가격 수준에 따라 제철 원료 배합비율의 원
가 경쟁력은 수시로 변동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Vale, 호주 Rio Tinto 등 글로벌 메이저 철광석 공급사들이 중국
주요 항만에 철광석 블렌딩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점은 철광석 해상 물동량 패턴
의 파악과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사의 블렌딩 기지에 철광석 재고를 비축
해두고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소량 판매하는 방식은, 철광석의 해상 운송이 시장
내 수급 상황보다는 블렌딩 기지의 재고량에 의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는 철
광석의 해상 운송에 대한 메이저 광산업체들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
화물선 운임 시장에 대한 예측은 보다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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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석탄 물동량은 4분기에 접어들며 북반구의 동계 대비 재고 구축 수요 유입에 힘
입어 회복되는 모습이다. 9월 말 몬순 시즌이 종료된 인디아의 석탄 구매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점도 운임 시장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산
업 활동 부진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
고 있으며, 중국의 석탄 수입 쿼터제 및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등은 석탄 해
상 물동량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에도 석탄 수입 쿼터(quota)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금년 초 중
국은 코로나19 최초 발생으로 자국 내 탄광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올 상
반기 수입량 증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빠르게 석탄 생산량을 증가시켜 공급을 확대 했으
며, 석탄 수입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그림 5> 중국 월별 석탄 수입량
(단위: 만 톤)

<그림 6> 중국 월별 석탄 생산량
(단위: 백만 톤)

자료: 중국해관총서, 중국통계국

중국 정부가 석탄 수입 쿼터제를 도입한 2018년 이후, 중국의 월간 석탄 수입량
은 연말로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 석탄 수입자들의
수입 쿼터가 연중 소진되어 연말에는 수입 가용량이 남아있지 않게 된 탓이다. 올
해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반기의 석탄 수입
량이 평년 대비 증가하며 수입 쿼터를 조기 소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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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국의 석탄 수입 패턴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였다. 앞서 철광석 부분
에서 기술했듯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석탄 수요자들(발전소, 제철소)에게 호주산
석탄의 수입 금지를 지시한 것이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미국과 다양한 정치⋅경
제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 화웨이 문제, 무역분쟁, 코로나 책임론 등 – 호주는 매
번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
부가 중국 정부에게 코로나19 발생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호주 정부가 이에 동조
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산 석탄, 구리정광, 보리, 쇠고기, 와인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전방위적 수입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제한은 지난 10월 초 각 지역 세관들이 국영 발전소
및 제철소 들에게 구두 통보하며 처음 이루어졌으며, 이후 11월 초에는 중국 상업
부가 11월 6일부터 호주산 석탄의 수입 통관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통보하며 제한
이 강화되었다.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는 다양한 연쇄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중
국의 자체 석탄 생산량과 몽고산 석탄 수입량의 증가가 나타났다. 지난 7월 홍수
피해로 주춤했던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8월 이후 줄곧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호주산 원료탄 수입량이 지난 8월 302만 톤에서 9월 198만 톤으로 감소하
는 동안, 몽고산 원료탄 수입량은 같은 기간 307만 톤에서 389만 톤으로 증가하였
다. 그러나 몽고산 석탄은 중국으로 전량 육상 운송되므로, 위와 같은 현상은 모두
건화물선 운임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호주산 원료탄과 고열량탄을 구매하던 중국의 수요자들은 호주 이외의 대체 공
급처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에야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
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장기화에 대비하여 콜럼비아, 미국, 캐나다 등으로 공
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중국의 호주산 석탄 금수 조치가 지속될
경우 앞에 기술된 국가들로부터 중국향 석탄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송거리(톤마일) 증대에 따른 운임시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석탄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며 중국 내 연료탄 가격은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석탄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특별 석탄 수입 쿼터
를 추가 부여하는 등 가격 안정을 시도 중이다.
올 겨울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북반구에 한파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보도 석탄
수요 증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의 석탄 수입 쿼터가 초기화되는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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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 수입이 가능한 12월 하반기 선적 석탄 화물들이 이미 활발하게 트레이딩
되고 있는 점도 건화물선 운임 시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 전년 대비 증감은 2021년 물동량 기준

한편 중국향 판로가 막힌 호주산 석탄은 일본, 우리나라, 인디아 등으로 판매 되
고 있다. 중국향 판매 중단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중국 이외 국가들이 호주산 석탄
의 구매 비중을 증대시킨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LNG의 가격 하락에 따른 석탄 대비 발전단가 우위, 유럽 내 원자력 및 풍력 발전
량 회복 등 석탄 발전 수요를 위협하는 요인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 석탄 물동량
증가가 지속될지 여부는 보다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2. 곡물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소맥 및 옥수수(잡곡)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올 시즌 글로벌 소맥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4년 만에 풍작으로 돌아온 호주산
소맥의 영향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작년까지 3년 연속 사상 최악의 흉작을 기록한
호주는 올 시즌 양호한 기상 조건에 힘입어 사상 최대에 가까운 작황을 기록할 전
망이다. 수출량은 지난 2016/17 시즌 사상 최대치인 2,210만 톤을 기록한 후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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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흉작으로 2019/20 시즌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10만 톤까지 감소 하였으
나, 올 시즌에는 다시 1,800만 톤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호주산 소맥 가격은 본격 출하 시기인 12월을 앞두고 4년 만에 최초로 흑해산
소맥 대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동남아 주요 소맥 수입국들은 현재 판
매가 진행 중인 흑해산 소맥을 구매하기 보다는, 호주산 소맥의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흑해 항로의 운임 시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12월 중
순 이후 태평양 운임 시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8>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0/21 시즌 물동량 기준

옥수수는 중국의 수입량 증가가 주목된다. 중국은 매년 2억 5천만 톤 이상의 옥
수수를 생산하여 자국 수요의 대부분을 자체 충족해왔다. 매년 720만 톤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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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쿼터를 부과하여 부족분을 수입하였으나, 해당 쿼터가 전량 사용된 경우가
드물 정도로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수년간 진행된 중국 정부의 옥수수 비축 재고 소진과 아프
리카 돼지열병(ASF) 통제 이후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중국의 옥수수
수입 수요도 크게 확대되었다. USDA는 올 시즌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을 전 시즌
대비 약 550만 톤 증가한 1,300만 톤으로 공식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USDA는 중국 현지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 시즌 옥수수 수입량을 2,200
만 톤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업계는 최대 3,000만 톤에 이를 가능성까지 제시하
고 있다. 10월 말 기준 중국 수입상들은 이미 옥수수 1,700만 톤(미국산 1,200만
톤, 기타 500만 톤)에 대한 구매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올 시즌 중
국의 옥수수 수입량 대폭 증가는 명확해 보인다.
<그림 9>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0/21 시즌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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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올 여름 홍수 및 태풍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라던 전
망과는 달리, 올 시즌에도 전년 수준인 약 2억 6천만 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중국의 옥수수 수입 수요 증가가 생산량 감소보다는 기말 재고 감소 및 수
요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
증가가 보다 장기적인 현상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옥수수 수요 증가에 따라 대체 사료용 곡물(소맥, 대맥, 수수 등)
수요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곡물 물동량 패턴의 다변화 현상도 강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10> 브라질 및 미국 월별 옥수수 수출량
(단위: 만 톤)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 증가의 수혜는 주로 미국이 받게 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7월부터 옥수수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전 시즌 과도한 수출에 따른 자국 내
공급 부족 및 대두 수확 지연으로 인한 이모작 옥수수 수확 지연 등으로 올 시즌
수출량은 전년 동기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자국 내 수요 증대로 인해 옥수수 가격
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상승한 점은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켜 10월에는 2017년 수
준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중국향 곡물 판매가 정상화되어 신곡
이 본격 출하되기 이전인 9월까지도 옥수수 수출량은 전년 동기 수준을 넉넉히 상
회하고 있다. 11월 말 현재 미국의 옥수수 수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 12월부터
는 수출량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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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대두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품목이다. 아래 그
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올 시즌 미국산 대두는 미⋅중 무역분쟁 이전인 2017년의
계절적 패턴을 재현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대두의 본격 출하 시
기인 4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지난 2년 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그림 11> 브라질 및 미국 월별 대두 수출량
(단위: 만 톤)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두 수확은 11월 말 현재 대부분 마무리되어 본격
적인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 브라질은 미국산 대두의 부재 및 자국 헤알
화의 기록적인 약세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수출을 진행한 결과, 현재 대두 수출 여
력을 모두 소진하여 자체 수요 충족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금년 초에 이루어지자, 올 4분기 미국산 대두의 중국
향 판매 정상화를 예상한 브라질이 대두 수출을 서두른 점도 현재 수출 가용물량
소진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브라질은 현재 미국산 대두를 오히려 일부 수입하
고 있는 실정이라, 브라질산 대두 신곡이 수확되는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산 대두
가 해상 물동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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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0/21 시즌 물동량 기준

중국의 대두 수요는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통제된 이후
돼지 사육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옥수수, 대두 등 사료용 곡물의 수요도 왕성 하
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산 대두의 분쇄 가공 마진도 양호하여 미국산 대두의 수입
은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USDA는 올 시즌 자국의 대두 수출량을 약 5,99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 무역분쟁 직전인 2017/18 시즌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반면
브라질산 대두는 지난 수개월 간 가격이 급등한 탓에 중국 내 분쇄 가공 마진이 마
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신곡의 수확 및 출하 이전에는 물동량 증대가 사실상 불
가능해 보인다.
이에 더해 브라질의 대두 재배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어, 미국
산 대두의 건화물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평년 대비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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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화물 물동량⋅선복량 추이와 전망
▮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년 건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철광석은 중국의 코로나19 통
제 및 대규모 경기 부양책 효과에 따른 수요 확대가 중국 이외 국가들의 수요 부진
을 상쇄하며 소폭 증가하였고, 곡물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교역 정상화
효과가 물동량을 지지하였다. 다만 석탄과 마이너 화물들은 경기 부진에 따른 전
력 수요 위축, 주요 수출입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 등으로 물동
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는 대부분의 건화물 물동량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
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건화물 물동량 회복세도 한층 속
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올 한해 전 세계 경제에
누적된 코로나19 피로도 및 겨울철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을 서서히 배워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므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주요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1년 물동량 기준

6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2020년 10월 말 기준 건화물선 선복량은 9.08억 톤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3.3%(2,866만 톤) 증가하였다. 선형별로는 파나막스 선대가 연말 대비 4.8% 증가
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으며, 케이프와 수프라막스는 각각 3.0% /
3.2% 증가했다. 핸디사이즈는 1.2% 증가하며 상위 선형 대비 낮은 선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파나막스는 ‘19년과 유사한 수준의 선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
나, 나머지 선형들은 대체로 전년 대비 선대 공급 압력이 다소간 완화되고 있다.
<그림 14> 선형별 신조인도⋅해체⋅순증감 추이 (분기별)
(단위: 천 톤(DWT))

자료: Clarkson

분기별 선대 증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형에서 3분기 선대 증가가 2분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분기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따라 조선소들의
조업이 재개되어 1분기에 미뤄졌던 신조 인도는 증가한 반면, 인디아, 방글라데시
등 주요 선박 해체 국가들의 Lock-Down으로 폐선은 지연된 탓이다. 그러나 3분
기 해체 야드들의 활동이 재개되고 신조선 인도는 감소하며 선대 증가도 다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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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었다.
금년 말까지 건화물선 선대는 약 9.09억 톤까지 증가하며 전년 대비 3.4% 가량
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1년에는 신조선 인도 예정량이
급감하며 전체 선대 증가율은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선형별로는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는 각각 2.4% / 2.1%로 평균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겠
으나, 케이프와 핸디사이즈는 각각 0.4% / 0.6% 증가에 그치며 공급 압력을 완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건화물선 시황 추이와 전망
건화물선 시장은 지난 10월 초 2,000 포인트를 돌파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
락 추세를 나타내며 11월 말 현재 1,100 포인트 초반에 머물러 있다. 미국 곡물의
수출이 본격화되며 파나막스 및 수프라막스 중심으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북반구 겨울철을 앞둔 철광석 수요 부진 및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제한의 영향
으로 케이프 선형이 약세를 나타내며 전체 건화물선 시황을 압박 중이다.
<그림 15>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 (장기⋅단기)
(단위: 포인트)

자료: 발틱해운거래소

4분기는 통상 건화물선 시장의 전통적 성수기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수 년 간
은 4분기 시황이 3분기 대비 오히려 부진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2018년부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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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석탄 수입 쿼터제를 도입하며 연말 석탄 물동량이 위축된 점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미국산 곡물 수출 부진이 4분기 곡물 물동량을 감소시킨 부분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올해에는 미⋅중 양국간 무역 협의에 따라 미국산 곡물의 수
출이 정상적인 계절성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어 4분기 시황을 지지하는데 다소나
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석탄 수입 쿼터제가 여전히 시행 중이고, 오히려 연말 수입량 감
소가 예년 대비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올해도 4분기 시황이 3분기 수준을 넘
어서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다만 중국의 석탄 수입 쿼터가 초기화되는 내년
1월 이후 석탄 물동량의 회복 및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중국의 원거리(미
국, 캐나다, 콜럼비아 등) 석탄 조달 물동량 발생 등은 내년 1분기 시황을 평년 대
비 양호하게 구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선대 공급 증가율이 금년 대비 현저히 낮아지는 점도 내년 건화물선 시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거대 변수가 여전히 큰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미국산 곡물이 본격적인 수출 시즌에 돌입하며 미 걸프만과 미 서부 선적 곡물
운임은 차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올 시즌 수출 여력을 상실한 브라질 항
로의 운임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기간 내 반등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림 16> 노선별 곡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자료: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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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

PNW

BRZ

현 물

40.40

22.10

26.55

2020년

39.8

20.8

28.2

2019년

45.1

24.1

33.6

3년 평균

43.3

23.4

32.2

3년 최고

52.3

29.9

43.0

3년 최저

31.2

15.4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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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중국 운임은 미서부 선적 대비 금년 평균 약 7.6불 가량 높게 형성 되었
으나, 현재 그 격차는 4.4불 정도로 축소되었다. 브라질산 곡물이 출하되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유가는 상반기 급격
한 변동성을 구현한 이후 현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곡물 운임의
변동은 주로 화물과 선박의 수급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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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

1)

곡물 동향: 곡물 선물은 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10월 말 대비 옥수수 +6.3%, 대두
+11.8%, 소맥 -0.37%를 기록했다. 라니냐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1) 11월 WASDE 보
고서에서 미국의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 전망치 큰 폭 하향 수정, 2) 남미 지역의 라니냐
현상 지속에 따른 대두 작황 우려 확대, 3)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요 확대 기대, 4)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할 경우 기후협약에 즉시 복귀할 것임을 밝히면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기대 등이 곡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곡물 전망: 곡물 시장은 1) 남미의 라니냐 현상 지속 전망 속에 2010~11년과 같은 곡물
가격 급등 우려, 2) 달러화 약세 흐름 속 미국산 곡물 수출에 유리한 환경 지속, 3)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지속 기대 지속, 4) 바이든의 기후 협약 복귀 공약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기대 부각 등은 곡물 선물의 가격 상승 요인들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1) 기술적 전고점에 대한 부담, 2) 달러 약세 흐름 지속과 관련해
서 미국 국채 장기 선물의 조정 흐름 부각과 바이든 정부의 달러화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은
곡물 선물 가격 조정 요인이기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 동향: WTI 원유 선물 가격은 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로는
+17.6%를 기록하며 10월 말까지의 전월 말 대비 -11.5% 급락 흐름에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11월 원유 선물 반등 요인으로는 1)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 부각되면서 미
국의 2021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확대, 2)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 개선 흐름 속에 원유,
구리 등의 산업 원자재 수요 증가 기대 재 부각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 전망: 1) OPEC+의 감산 규모 축소 및 이라크의 내년 1분기 증산 가능성, 2) 연
말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 리스크로 경기회복 기대가 주춤한 상황인 점 등은 유가의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들이다. 그러나 1)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과 구리 가격 상승, 2) 미국
의 코로나 백신 연내 접종 가능성으로 시장의 관심이 2021년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옮
겨갈 가능성, 3) 시장 일부에서 원유 감산 규모 축소 지연 필요성 제기 등은 향후 원유 선
물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트: USDA, 삼성선물]

* hosang09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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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선물 시장 가격 동향과 전망
1.1 곡물 선물 동향: 라니냐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 속에 가격 급등

<표 1> 11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1월 20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4.3%

+20.5%

+2.0%

+7.8%

+25.3%

-24.9%

전월말比 (%)

+6.3%

+11.8%

-0.3%

+14.4%

+5.6%

+17.6%

<표 2> 10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0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1.9%

+7.8%

+2.4%

-5.7%

+18.6%

-36.2%

전월말比 (%)

+3.8%

+3.0%

+2.9%

+0.9%

+8.7%

-11.5%

곡물 선물은 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10월 말 대비 옥수수 +6.3%, 대두
+11.8%, 소맥 -0.37%를 기록했고, 2019년 말 대비로는 옥수수 +4.3%, 대두
+20.5%, 소맥 +2.0%를 기록했다.
라니냐 현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1) 미국의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
한 11월 WASDE 보고서에서 미국의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 전망치 큰 폭 하향 수
정, 2) 남미 지역의 라니냐 현상 지속에 따른 대두 작황 우려 확대, 3) 중국의 미국
산 곡물 수요 확대 기대, 4)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와 당선할
경우 기후협약에 즉시 복귀할 것이라는 공약으로 인해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기
대 등이 곡물 가격 상승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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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일간 차트: 라니냐 영향 우려 속에 반등(출처: 삼성선물)

1.2 곡물 선물 가격 전망
▮ 라니냐 우려 지속으로 남미 작황에 대한 리스크 확대가 상승 요인
10월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기상청(NWS)이 발표하는 ONI(Ocean Nino
Index)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라니냐 발생의 초기 징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수
치로 전환된 이후, 라니냐 현상의 판단 정도가 심화된 상황이다. 실제 미국 기상청
은 라니냐 현상이 심화되었고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연초 이후 이어진 미국의 작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상황이며, 실제 11월 10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WASDE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 기말재고 전망
치를 큰 폭으로 하향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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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두 선물 가격 추이 차트: 라니냐 영향 우려로 반등(출처: 삼성선물)

<그림 3> Soybean Oil 선물 가격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2020/21년도 미국의 옥수수 기말재고 전망치는 6월의 33.23억 부쉘에서 10월
21.67억 부쉘, 11월 17.02억 부쉘로, 대두는 8월의 6.10억 부쉘에서 10월 2.90억
부쉘, 11월 1.90억 부쉘로 급격하게 하향 수정되었다. 최근 시장은 라니냐 현상 심
화로 인해 지난 2010~11년처럼 옥수수와 대두 가격의 급등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고, 실제 지난 10월, 11월에 옥수수와 대두 선물 가격은 상승 흐
름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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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 저금리 유지로 달러 약세 지속. 단 흐름 변화 리스크는 주의
지난 10월 전망에서 언급한 것처럼, FOMC 회의에서 연준 참가자들은 최소
2023년까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2%를 초과
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더라도 당장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며, 2%대의 물가 상
승률을 상당 기간 용인할 생각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의 2021년 경기회복 기
대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요인
이다.
다만 아래 차트들에서 보듯,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선물 가격이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은, 향후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경우 장기채 금리 상승 요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리 상승은 국채 선물 가격의 하락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준의 금리인상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 흐름의 급반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1)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장기채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달러 약세 흐름의 반전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2)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처럼 달러화 약세를 과
도하게 유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관찰을 지
속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4>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선물 추이(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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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로화 환율 추이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 다만 기술적으로 가격 급등 지속과 전고점에 대한 경계 심리는 주의
지난 10월 전망에서는 1) 곡물 선물의 기술적 저항대 접근에 따른 우려, 2) 달러
화 환율의 반전 가능성 주의 등을 언급했으나, 시장은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하며 달
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곡물 선물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다만, 앞서 제시한 옥수수와 대두 선물 차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두 곡물 선물 모두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이라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 흐름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앞서 언급한 달러화 약
세 흐름의 변화 리스크에도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하겠다.

▮ 내년 경기회복 기대 확대. 단 단기적인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주의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부 비관론자들이 이야기
하는 극단적인 경제 공황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구리를 포함한 원
자재 가격들은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안일한 코로나 대처와 대선 이후 바이든 측으로의 정권 이양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미국의 연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당분간 상품 선물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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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1월 20일까지 화이자를 비롯한 제약사들이 95%에 달하는 코로나
백신 성공률을 보도하며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FDA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코로나 팬데믹 우려 확산을 막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하겠다.

▮ 곡물 선물 전망 요약: 가격 상승 요인 지속. 단 전고점 부담은 주의
곡물 시장은 1) 남미의 라니냐 현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2010~11년과 같은 곡물 가격 급등 우려, 2) 달러화 약세 흐름 속에 미국산 곡물
수출에 유리한 환경 지속, 3)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지속 기대 지속, 4) 바이든
의 기후협약 복귀 공약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기대 부각 등은 곡물 선물의 가
격 상승 요인들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1) 기술적 전고점에 대한 부담, 2) 달러 약세 흐름 지속
과 관련해서 미국 국채 장기 선물의 조정 흐름 부각과 바이든 정부의 달러화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은 곡물 선물 가격 조정 요인이기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하
겠다.

2. 에너지 선물 동향과 전망
2.1. 에너지 선물 동향: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회복 기대 상충 속 보합
<표 3> 11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1월 20일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24.9%

-34.3%

+1.7%

-26.2%

+16.5%

전월말比 (%)

+17.6%

+18.7%

-20.9%

+14.0%

+8.0%

<표 4> 10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0월 말 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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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36.2%

-44.6%

+28.6%

-35.3%

+7.8%

전월말比 (%)

-11.5%

-6.9%

+7.6%

-1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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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 원유 선물 가격은 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로는 +17.6%를 기
록하며 10월 말까지의 전월 말 대비 -11.5% 급락 흐름에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
다.
10월 원유 선물 가격 하락은 1) 8월부터 시작된 OPEC+의 일간 원유 생산량 감
산 규모 200만 배럴 축소에 따른 공급 증가 우려 지속, 2) 겨울로 들어서면서 미국
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이 재부각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에는 1) 미국과 유럽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이 부
각되면서 미국의 2021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된 점, 2)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성장세 회복에 따른 원유, 구리 등의 산업 원자
재 수요 증가 기대 재부각 등이 11월 원유 선물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6> WTI 원유선물 일간: 코로나 재확산 영향에도 경기회복 기대 반영(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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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너지 선물 전망
▮ 중장기적인 경기 회복 기대는 유가 반등 지지 요인
지난 10월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각국의 경기 회복 지원 정책 도입은 이어질 전
망이며, 이 같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
이다.
<그림 7> S&P500 mini 주가지수 선물 차트: 코로나 재확산 영향 속에 주춤하는 모습
(출처: 삼성선물)

물론 11월 3일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의 몽니로도 대세를 뒤
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2021년 미국 경제의
성장 확대 기대가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 이 같은 2021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上記 미국의 S&P 500 mini 주가지수 선물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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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지표 개선, 12월 백신 접종 기대가 팬데믹 우려 완화시킬
듯
겨울철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나면
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 기본적으로 각국 정
부들과 중앙은행들이 경제활동 지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2) 중국의 각종 산업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용 원자재인 구리 선물 가격 상승 흐름
이 이어지고 있는 점, 3) 화이자가 지난 11월 20일 미국 FDA에 코로나 백신의 긴
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미국에서 12월 중에 백신 접종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은,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시각을 팬데믹 우려에서 중장
기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기대로 전환시킬 요인이다.
<그림 8> 구리 선물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연결선물 기준)

▮ OPEC+ 감산 규모 축소, 이라크 증산 우려는 유가 제약 요인
지난 10월 전망에서도 언급했듯이, OPEC+ 시장감시위원회는 하루 970만 배럴
인 감산 규모를 8월부터는 하루 770만 배럴로 200만 배럴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OPEC+ 주요국들은 감산 규모를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하루
580만 배럴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향후 WTI 원유 선물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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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또한 이라크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재정악화로 인해 내년 1분기에는 이라크
가 증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 점도 감산 협조체제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아직은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시장 일부에서 OPEC+의 감산 규모 축소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에너지 시장 전망 요약: 백신 개발과 경기 회복 기대는 가격 지지
요인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은 이어질 전
망이며, 이 같은 경기회복 기대는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물론 1) OPEC+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루 770만 배럴에서 580만
배럴로 감산 규모 축소, 그리고 이라크의 1분기 원유 증산 요구 가능성 등으로 인
한 공급 증가 우려, 2) 연말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 리스크로 경기회복 기대
가 주춤한 상황인 점 등은 유가의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들이다.
그러나 1) 최근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구리 선물 가격의 상승 흐름,
2) 미국의 코로나 백신 연내 접종 가능성 부각으로 인해 시장의 초점은 점진적으
로 2021년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는 점, 3) 최근 일부에서
OPEC+의 감산 규모 축소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
은 향후 원유 선물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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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1편

옥수수 선물시장의 Fundamental 분석
윤병삼(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2)

선물시장에서 fundamental 분석, 즉 기본적 분석은 상품의 수요 및 공급 요인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재가치(內在價値; intrinsic value)를 평가하고, 이를 바
탕으로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Fundamental 분석에서는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를 분석한다. 예컨대, 만약 농산물 수
요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Fundamental 분석은 가격 변동의 방향, 예상되는 가격 변동의 범위 등을 파악
해 내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옥수수에 대한 Fundamental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고자 한다.

1. 옥수수의 생물학적 특성
옥수수는 사료곡물(feed grain)을 대표하는 작물로 일반적으로 corn으로 불리
지만,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식
량농업기구)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maize라고 부른다. 사료곡물에는 옥수수를 비
롯하여 수수(sorghum), 귀리(oat), 호밀(rye), 보리(barley) 등이 포함되지만, 옥
수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옥수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 환경 적응성이 매우
커서 전 세계 각 지에서 고루 재배되고 있다. 옥수수는 멕시코, 중남미 등에서 식
용으로 재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축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 품종은 100~150개에 이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옥수수 품종은 dent corn(마치종; 馬齒種), flint corn
(경립종; 硬粒種), pod corn(유부종; 有浮種), waxy corn(나종; 糯種; 찰옥수수),
* bsyoon@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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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corn(폭립종; 爆粒種; 팝콘), flour corn(연립종; 軟粒種), sweet corn(감미
종; 甘味種)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은 단연 마치종이다. 마
치종이라는 명칭은 옥수수가 완숙될 때 낟알의 전분(starch)이 고르게 건조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축하면서 낟알이 마치 말 이빨 모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옥수수는 색깔에 따라 황색 옥수수(yellow corn), 흰색 옥수수(white
corn), 그리고 혼합 옥수수(mixed corn)로 구분된다.
옥수수의 생장은 영양생장기(營養生長期; vegetative growth stage)와 생식생
장기(生殖生長期; reproductive growth stage)로 나뉜다. 영양생장기는 잎, 줄
기, 뿌리 등 영양기관의 생장기를 의미하고, 생식생장기은 꽃, 열매(종자) 등 생식
기관의 생장기를 의미한다.
영양생장기는 씨앗이 발아하여 여러 개의 잎이 나고, 옥수수의 맨 꼭대기에 수
술(tassel)이 달리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옥수수의 영양생장기
(V)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VE : 발아기(發芽期; emergence stage) - 씨앗이 싹트는 시기
2) VN : 본엽기(本葉期; Nth leaf stage) - 본엽(本葉)이 열리는 숫자(N)가 순
차적으로 증가하는 시기(V1 : 제1본엽 ~ V18 : 제18본엽)
3) VT : 출웅기(出雄期; tasseling stage) - 수술(tassel)이 달리는 시기
<그림 1> 옥수수의 생장(영양생장 + 생식생장) 과정

자료: Ciampitti, I.A., R.W. Elmore, and J. Lauer, “Corn Growth and Development,” Kansas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and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MF3305,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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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식생장기는 옥수수 수염(silk)이 자라 수분(受粉; pollination; 가루받
이)이 이루어지고, 낟알이 맺힌 후 영글어서 완숙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옥수수
수분기(受粉期; pollination period;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수술(tassel)은 옥수수 수염이 자라나기 2-3일 전에 먼저 달
린다. 꽃가루는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떨어지는데, 꽃가루가 수염에 떨어져 밑씨
(배주; 胚珠; ovule)와 결합하면 수정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옥수수의 생
식생장기(R)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R1 : 출사기(出絲期; silking stage) - 옥수수 수염(silk)이 나는 시기
2) R2 : 유수형성기(幼穗形成期; blister stage) - 옥수수 낟알이 마치 물집(수
포; 水疱)처럼 맑게 형성되는 시기
3) R3 : 유숙기(乳熟期; milk stage) - 옥수수 낟알이 마치 흰색의 우유처럼 형
성되는 시기
4) R4 : 호숙기(湖熟期; dough stage) - 옥수수 낟알이 마치 죽이나 풀처럼 형
성되는 시기
5) R5 : 황숙기(黃熟期; dent stage) - 옥수수 낟알이 마치 말 이빨처럼 움푹
들어가면서 노랗게 익는 시기
6) R6 : 성숙기(成熟期; maturity stage) - 옥수수 낟알이 완전히 성숙하면서
낟알의 밑 부분에 검은색 층(black layer)이 형성되는 시기

2. 옥수수의 가공 및 용도
옥수수의 용도는 식용으로부터 사료용,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 옥수수는 ‘corn-hog cycle(옥수수와 돼지 가격의 순환적인 변동)’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가축 사료로 많이 이용된다. 옥수수가 가축 사료로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축 및 가금류의 비육에 유
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보다 식물성 기름 함량이 높아서 훌륭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옥수수는 동일한 재배면적과 생산요소의 투입을 전제로 할 때
다른 작물에 비해 곡물 및 조사료 측면에서 사료 생산량이 더 많다는 장점도 있다.
옥수수의 산업적 용도로는 액상과당(high fructose corn syrup; HFCS; 고과당 옥
수수 시럽), 감미료(sweetener) 등의 가공식품에서부터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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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티(golf tee) 등의 제조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다. 특히 최근 들어 바이오에
탄올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옥수수의 양이 크게 증가해 왔는데, 미국의 경우 국
내 옥수수 소비량의 40% 이상이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
다.
바이오에탄올은 화석연료인 가솔린보다 산소 함유량이 더 높기 때문에 보다 완
전 연소가 이루어져 공해물질의 배출이 저감(低減)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수
수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제조하고 남는 부산물인 주정박(酒精粕; 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DDGS)은 가축 사료의 원료로 이용된다.
옥수수의 가공방식은 습식가공(wet milling)과 건식가공(dry milling)의 두 가
지로 나뉜다. 습식가공방식은 옥수수 낟알을 이산화황(SO2; 아황산가스) 용액에
담가서 껍질을 제거한 후 분쇄하여 전분, 덱스트린(dextrin), 옥배유(corn oil; 옥
수수 씨눈으로 짠 기름), 액상과당(HFCS), 에탄올 등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한편
건식가공방식은 옥수수 낟알에 물을 살포하거나 수증기를 가하여 연화(軟化)시킨
후 옥분(cornmeal; 옥수수 가루), 시리얼(breakfast cereal), 호미니(hominy; 옥
수수 죽을 만들기 위해 분쇄한 것), 사료 등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3. 옥수수의 생산 및 수출입 동향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
국, 중국, 브라질,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이다. 주요 수출국 역
시 주요 생산국과 일치하는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4개국의 수
출량(CR4)이 전 세계 수출량의 88.0%(2020/21년 기준)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
점시장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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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옥수수 생산 및 수출입 동향(2016/17~2020/21년)
(단위: 1,000톤, %)

구분/년도

생
산
량

수
출
량

수
입
량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비중

미국

384,778

371,096

364,262

345,962

368,490

32.19

중국

263,613

259,071

257,174

260,779

260,000

22.71

브라질

98,500

82,000

101,000

102,000

110,000

9.61

EU

61,935

62,046

64,361

66,695

64,200

5.61

아르헨티나

41,000

32,000

51,000

51,000

50,000

4.37

우크라이나

27,969

24,115

35,805

35,887

28,500

2.49

기타

103,846

109,199

111,354

107,817

115,142

10.06

합계

1,127,843

1,078,557

1,123,353

1,116,185

1,144,632

100.0

미국

55,618

63,668

49,241

46,923

66,000

35.98

브라질

19,794

25,116

38,773

34,521

39,000

21.26

아르헨티나

22,951

24,198

32,879

39,911

34,000

18.53

우크라이나

21,334

18,036

30,321

29,200

22,500

12.26

러시아

5,598

5,532

2,770

4,200

3,100

1.69

남아공

1,816

2,361

1,183

2,456

2,800

1.53

기타

6,449

6,895

5,211

5,070

4,758

2.59

합계

142,964

153,224

172,624

175,124

183,458

100.0

EU

14,971

18,469

25,254

19,000

20,000

10.90

멕시코

14,614

16,129

16,658

16,526

17,300

9.43

일본

15,169

15,668

16,050

15,888

16,000

8.72

중국

2,464

3,456

4,483

7,596

13,000

7.09

한국

9,220

10,018

10,856

11,892

12,000

6.54

베트남

8,500

9,400

10,900

12,100

12,000

6.54

이집트

8,773

9,464

9,367

10,600

11,000

6.00

기타

18,528

15,706

15,793

17,538

17,607

9.60

합계

142,964

153,224

172,624

175,124

183,458

100.0

주: 비중(%)은 2020/21년 기준 생산량, 수출량 및 수입량에서 각 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한다.
자료: USDA FAS, "Grain: World Markets and Trade,” November 2020.

한편 주요 수입국은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이집트
등이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양돈부문
이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되면서 사료용 옥수수 수요가 급증하여 TRQ(tariffrate quota; 관세할당) 물량인 720만 톤을 훨씬 뛰어넘는 1,3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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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국(United States)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이다. <그림 2>는 미국의 주
요 옥수수 생산 지역 및 생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옥수수가 주로 재배
되는 지역은 흔히 ‘콘벨트(corn belt)'로 불리는 중서부 지역(Midwest Region),
즉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네브래스카
(Nebraska), 캔자스(Kansas), 미네소타(Minnesota), 아이오와(Iowa), 미주리
(Missouri), 위스콘신(Wisconsin), 일리노이(Illinois), 인디애나(Indiana), 오하
이오(Ohio), 미시간(Michigan)에 이르는 12개 주이다. 이 지역에서도 특히 아이오
와(Iowa)와 일리노이(Illinois)는 전통적으로 옥수수 생산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미국에서 중서부 지역은 가장 비옥한 토양지대를 이루는 한편, 지형적으로도 평탄
지 내지 완경사지를 이루고 있어 기계화 영농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림 2> 미국의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 및 비중
(2015~2019년 평균 기준)

자료: USDA FAS IPAD, “Crop Production Maps”
(https://ipad.fas.usda.gov/ogamaps/cropproductionmap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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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콘벨트(corn belt)에서 옥수수는 주로 5월 초부터 파종되기 시작하지만,
미네소타(Minnesota)나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처럼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는 옥수수 파종이 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옥수수는 생장기간이 120일 정도로
다른 작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옥수수는 7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 수분기
(受粉期; pollination period)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옥수수의 생육 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수분기는 약 10일간에 걸쳐 지속되는데, 옥수수 낟알
의 수정(受精)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수분기의 날씨는 단수(單收; 단위면적당 수확
량; yield)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옥수수는 8월말에 완숙기(完熟期)에 접어들
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걸쳐 수확이 이루어진다.
콘벨트(corn belt)보다 위도가 낮은 남부지방에서는 옥수수가 3, 4월의 이른 시
기에 파종되기도 하고, 수확도 10월 이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
영하여 미농무부(USDA)는 옥수수의 작물연도(crop year)를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옥수수 주산지에서 본격적인 수확이 10월 중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옥수수 선물시장에서 신곡(new crop)이 거래되는
최초의 결제월은 12월(December)이 된다.

3.2. 브라질(Brazil)
브라질은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옥수수 생산국이자 제2위의 수출국이다. 브
라질에서는 옥수수 2모작(二毛作; double cropping)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
다. 브라질에서 2모작 옥수수는 1모작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수확(little harvest)’
을 의미하는 ‘Safrinha'로 불린다.
2모작 옥수수의 생산량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약 1/4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2모작 옥수수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옥수수 주산지도 남부(South) 및 남
동부지역(Southeast)에서 중서부지역(Center-West)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모작
옥수수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는 반면 2모작 옥수수는 대부분 아시아 및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어 국제 곡물시장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등과 경합을 벌인다.
브라질은 경지면적이 광활하고, 열대(tropical)에서 아열대(subtropical)에 이
르는 다양한 기후대에 걸쳐 있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모작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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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작으로 재배되는 옥수수의 파종기 및 수확기가 지역 및 주(州)별로 매우 상이하
다. 브라질에서 옥수수는 전체 재배면적의 불과 3%만이 관개시설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의 절반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흔하
다.
브라질에서 옥수수의 주요 생산지역은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전통적인 옥수수 주산지인 남부(South) 및 남동부(Southeast) 지역이다. 이 지역
에서는 대두와 옥수수, 그리고 대두와 면화를 번갈아 재배하는 윤작(輪作; crop
rotation; 돌려짓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남동부(Southeast) 지역에는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상파울루(São

Paulo),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그리고 이스피리투산투(Espírito Santo)의 4개 주(州)가 포함된다.
그리고 남부(South)지역에는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산타카타리
나(Santa Catarina), 그리고 파라나(Paraná)의 3개 주(州)가 포함된다. 남부 및
남동부지역에서 1모작 옥수수는 대부분 9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3월에 수확한다.
이 지역에서는 고품질의 옥수수 종자를 사용하고, 고도로 기계화된 농장에서 재배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1모작 옥수수는 대부분 인근의 국내 가축사료 시장으로 유입되어 양돈
및 양계사료로 이용된다.
<표 2> 브라질의 지역 및 주(州)별 옥수수 1모작 및 2모작 재배 일정
1모작(1st season)

지역/주(州)

파종기

2모작(2nd season)

수확기

파종기

수확기

중서부(Center-West)
마투그로수(Mato Grosso)

10~12월

2~5월

1~2월

5~7월

마투그로수두술(Mato Grosso do Sul)

10~12월

1~4월

1~2월

5~7월

고이아스(Goiás)

10~12월

1~4월

1~2월

5~7월

1~3월

5~9월

남부(South)
파라나(Paraná)

9~11월

1~5월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8~11월

2~5월

남동부(South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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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10~12월

2~5월

2~3월

6~9월

상파울루(São Paulo)

10~12월

1~5월

1~3월

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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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작(1st season)

지역/주(州)

파종기

2모작(2nd season)

수확기

파종기

수확기

북동부(Northeast)
바이아(Bahia)

10~1월

2~6월

5~7월

8~11월

마라냥(Maranhao)

11~2월

5~9월

2~3월

6~7월

세아라(Ceará)

1~4월

6~8월
1~3월

6~7월

북부(North)
혼도니아(Rondonia)

8~10월

1~4월

파라(Para)

10~12월

1~5월

자료: Allen E., and C. Valdes, “Brazil's Corn Industry and the Effect on the Seasonal Pattern of U.S. Corn
Exports,” USDA AES-93, June 2016.

다른

하나의

옥수수

주산지는

신개척지역(frontier

region)인

중서부

(Center-West)의 세하두(Cerrado) 지역이다. 세하두는 브라질의 열대 사바나지
역(tropical savanna; 대초원)으로 옥수수, 대두 및 면화 생산에 적합하다. 과거
에 세하두는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버려진 땅으로 간주되었으나, 산성 및 비
옥도가 낮은 토양에 적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농업발전이 촉진되
었다.
더욱이 대두와 옥수수의 윤작체계를 도입하면서 대두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
시키는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비료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수확량이 크
게 증가하였다. 예컨대, 중서부(Center-West) 지역의 마투그로수(Mato Grosso)
에서는 전작(前作; 1모작)인 대두의 수확이 끝난 후인 1월부터 2모작 옥수수의 파
종이 시작된다. 브라질의 중서부(Center-West) 지역에는 마투그로수(Mato
Grosso), 마투그로수두술(Mato Grosso do Sul), 고이아스(Goiá s), 그리고 연방
구직할(Distrito Federal)의 4개 지역이 포함된다.
<그림 3>은 1모작 옥수수의 주요 생산 지역 및 생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브
라질에서 1모작 옥수수는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파라나(Paraná ),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상파울루
(Sã o Paulo), 바이아(Bahia)에서 주로 생산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의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5개 주(州)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체 1모작
옥수수 생산량의 74%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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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브라질 1모작(1st season) 옥수수의 주요 생산 지역 및 비중
(2015~2017년 평균 기준)

자료: USDA FAS IPAD, “Crop Production Maps”
(https://ipad.fas.usda.gov/ogamaps/cropproductionmaps.aspx)

<그림 4>는 브라질 2모작 옥수수의 주요 생산 지역 및 생산 비중을 보여주고 있
다. 브라질에서 2모작 옥수수는 마투그로수(Mato Grosso), 파라나(Paraná ), 마
투그로수두술(Mato Grosso do Sul), 고이아스(Goiá s), 상파울루(Sã o Paulo)에
서 주로 생산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의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4개 주(州)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체 2모작 옥수수 생산량의 88%를 차지
하였다. 특히 마투그로수(Mato Grosso)와 파라나(Paraná ) 2개 주의 옥수수 생산
량은 전체 2모작 생산량의 6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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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브라질 2모작(2nd season) 옥수수의 주요 생산 지역 및 비중
(2015~2017년 평균 기준)

자료: USDA FAS IPAD, “Crop Production Maps”
(https://ipad.fas.usda.gov/ogamaps/cropproductionmap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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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3위의 옥수수 수출국이다. <그림 5>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 및 생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보통 9~11월
에 옥수수를 파종하여 이듬해 3~5월에 수확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는 코르
도바(Cordoba),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싼타페(Santa Fe), 산티아고
델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 산루이스(San Luis)에서 주로 생산된다. 2015
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의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5개 주(州)의 옥수수
생산량은 아르헨티나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82%를 차지하였다.
<그림 5> 아르헨티나의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 및 비중
(2015~2017년 평균 기준)

자료: USDA FAS IPAD, “Crop Production Maps”
(https://ipad.fas.usda.gov/ogamaps/cropproductionmap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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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크라이나(Ukraine)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4위의 옥수수 수출국이다. <그림 6>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 및 생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는 일반
적으로 4월말 또는 5월 초에 파종하고, 수확은 9월 말에 시작되어 11월 초까지는
거의 끝나게 된다.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 가운데 25∼50%만이 곡물로 수확되고,
나머지는 사일리지(silage; 발효⋅저장한 목초)로 사용하기 위해 보통 8월 중에 예
초(刈草)된다. 옥수수 재배면적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 특히 노후화된 수확기계,
높은 생산비(특히 수확 후 건조비용)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우
크라이나에서 옥수수는 주로 양계 및 양돈 사료로 이용되는데, 특히 2000년 이후
닭 사육수수의 증가와 더불어 옥수수 생산량 및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림 6> 우크라이나의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 및 비중
(2013~2017년 평균 기준)

자료: USDA FAS IPAD, “Crop Production Maps”
(https://ipad.fas.usda.gov/ogamaps/cropproductionmap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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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는 중부지역(central region)의 폴타바 주(Poltava
Oblast), 체르니히우 주(Chernihiv Oblast), 수미 주(Sumy Oblast), 체르카시 주
(Cherkasy Oblast), 빈니차 주(Vinnytsia Oblast), 키에프 주(Kyiv(Kiev)
Oblast), 키로보흐라드 주(Kirovohrad Oblast), 지토미르 주(Zhytomyr Oblast)
에서 주로 생산된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MENA;
Middle East & North Africa), 그리고 유럽연합(EU)에 주로 수출된다.

4. 옥수수 선물시장의 주요 수급요인 및 정보원(情報源)
옥수수 선물시장의 대표적인 수급요인으로는 날씨, 재배면적(파종면적 및 수확
면적), 단수(yield), 작황, 생산량, 수출입, 가공수요, 재고량, 환율, 정부정책 등
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옥수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급요인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해당 수급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
(information source), 특히 미농무부(USDA)의 수급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공급요인(Supply Factors)
4.1.1. 재배면적(Acreage)
재배면적(파종면적 및 수확면적)은 곡물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
나이다. 작물 재배면적과 관련하여 연중 가장 먼저 발간되는 미농무부의 보고서는
농가의

재배의향을

조사하는

‘Prospective

Plantings’이다.

재배의향면적

(planting intentions)은 말 그대로 농가가 어떤 작물을 어느 면적만큼 재배하고
자 계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농무부의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가 3월 31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 기준)에
발표한다.

‘Prospective Plantings’에서 발표되는 재배면적 추정치는 2월말에서 3월초에
걸쳐 실시되는 농가 표본조사, 일명 ‘3월 농업조사(March Agricultural Survey)’
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다. 본 설문조사는 농가명부에서 무작위로 농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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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추출하여 재배의향을 묻게 되는데, 이렇게 추출된 농가 표본을 농가명부표본
(list frame sample)이라고도 부른다.
작물 재배면적과 관련하여 연중 두 번째로 발간되는 미농무부 보고서는 실제 재
배면적을 조사하는 ‘Acreage’이다. 이 보고서는 미농무부의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가 6월 30일 오후 12시(동부시간 기준)에 발표한
다. 여기서 발표되는 재배면적 추정치는 대략 6월 첫째 및 둘째 주에 걸쳐 실시되
는 농가 표본조사, 일명 ‘6월 농업조사(June Agricultural Survey)’에 기초한다.
6월 농업조사는 두 가지의 표본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하나는 농가 목
록(명부)에서 표본 농가를 추출하는 농가명부 표본조사(list frame survey)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구역) 단위로 표본 농가를 추출하는 농지구획 표본조사(area
frame survey)이다. 농가명부 표본조사(list frame survey)는 ‘Prospective
Plantings’에서와 같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목록에서 임의로 농가 표본을 추
출한다. 그리고 농지구획 표본조사(area frame survey)는 전체 농지를 일정한 구
획으로 나누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그림 7>은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수수의 파종면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21년 기준 옥수
수의 파종면적은 91.0백만 에이커(약 3,683만 ha) 수준이다.1)
<그림 7>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 및 단수(yield) 동향

자료: CME Group Inc.(www.cmegroup.com)

1) 1 ha = 2.471044 acre(역으로 1 acre = 0.104686 ha), 그리고 옥수수 1 톤(m/t) = 39.36825 부셸(b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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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단수(單收; Yield)
단수(單收), 즉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곡물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
나이다. 미농무부의 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WAOB)는 매년 5, 6, 7
월에 발간되는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WASDE)’에
서 곡물의 단수 및 생산량 전망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전망치는 실측조사를 기
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단수에 대한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기초로
추정한 것이다.
한편 미농무부의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NASS)가 매년 8,
9, 10, 11월에 발간하는 ‘Crop Production’에서는 실측조사를 기초로 단수와 생산
량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NASS가 8월부터 11월까지 발표하는 단수 및 생산
량 추정치는 두 가지 종류의 실측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하나는

‘Agricultural Yield Survey(또는 Farmer Reported Survey)’이고, 다른 하나는
‘Objective Yield Survey(또는 Field Measurement Survey)’이다. 여기서 매월
발표되는 단수 추정치는 전월의 단수 추정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새로운 추정치를 제시한다. 단수에 대한 최종 추정치는 수확이 완료
된 이후인 이듬해 1월에 발표된다.
<그림 7>은 미국 옥수수의 단수(yield)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2020/21년 기준
옥수수의 단수는 175.8 부셸/에이커(=11.03 톤/ha)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
는 지난 20년간의 추세선상에 놓여 있는 한편 지난 10년 추세선 보다는 낮은 위치
에 놓여 있다.

4.1.3. 작황(作況; Crop Progress)
농작물의 생육 상황은 최종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작황에 관
한 정보는 미농무부가 매주 발표하는 ‘Crop Progress’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Crop Progress’는 미농무부의 NASS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동부시간 기준)에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작물의 파종기에 파종의 진척 속도, 씨앗이 발아(發芽)한
비율, 그리고 수확기에는 수확의 진척 속도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Crop
Progress’는 작물의 생육상태를 excellent(수), good(우), fair(미), poor(양),
very poor(가)의 5개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비율(%)을 구체적인 수
치로 제시함으로써 매우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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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미국의 옥수수 작황 및 수확 진척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10
월 18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중 우수(good/excellent)한 상태의
비중은 61%로 지난해의 56%보다 높지만, 과거 10년 평균치 63%보다는 낮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1월 8일 기준 미국의 옥수수는 91% 수확이 완료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진척 속도는 작년 및 지난 10년 평균치를 다소 상회
하는 수준이다.
<그림 8> 미국의 옥수수 작황 및 수확 진척 상황

자료: CME Group Inc.(www.cmegroup.com)

4.1.4. 생산량(Production)
곡물 생산량은 가장 중요한 공급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곡물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미농무부의 ‘Crop Production’에서 입수할 수 있다. 미농무부의
NASS는 매월 곡물의 단수(yield) 및 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WAOB)의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WASDE)’와 동시에 발표된다. ‘Crop Production’은 8, 9, 10,
11월에 특히 더 중요시된다. 그 이유는 6월에 조사된 재배면적 자료와 더불어 단수
에 대한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생산량에 대한 실질적인 예측이 이루어지는 것이 8
월부터이기 때문이다.

‘WASDE’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방식의 균형수급표로 작성
된다. 먼저 재배면적(area; 백만 에이커)은 파종면적(planted)과 수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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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sted)으로 구분된다. 단수(yield)는 에이커당 부셸(bu/acre)로 표시된다.
수확면적에 단수를 곱하면 곧 생산량이 산출된다.
총공급(total supply)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초재고, 당해 연도 생산량, 그리
고 수입량의 합계로 산출된다. 그리고 총수요(total use)는 국내 수요(소비)와 해
외 수요(수출량)를 합하여 산출된다. 옥수수의 경우 국내 수요는 사료 및 기타 수
요, 그리고 식용, 종자 및 산업용 수요를 합한 개념이다.
기말재고(ending stocks)는 총공급에서 총수요를 뺀 것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
월될 물량이다. 재고/이용률(stocks/use ratio)은 기말재고를 총수요로 나눈 개념
으로 곡물 수급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고/이용률이 낮을수록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재고량이 적다는 뜻이므로 현재의 수급상황이 매우 빠듯하다
(tight)는 것을 시사한다.
(1) 총공급(total supply) = 기초재고(beginning stocks) + 생산량(production)
+ 수입량(imports)
(2) 총수요(total use) = 국내수요(domestic total) + 해외수요(수출; total
exports)

⋅ 국내수요(domestic total) = 사료 및 기타 수요(feed & residual) + 식용,
종자 및 산업용 수요(food, seed & industry)
(3) 기말재고(ending stocks) = 총공급(total supply) - 총수요(total use)
(4) 재고/이용률(stocks/use ratio) = 기말재고(ending stocks) ÷ 총수요(total
use) × 100
<그림 9>는 미국 및 전 세계의 옥수수 생산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옥
수수 생산량은 바이오연료(biofuel), 즉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의 수요 증가 등
에 힘입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
년에 사상 최고치인 15,148백만 부셸(=384,778천 톤)을 기록하였고, 2020/21년에
는 14,507백만 부셸(=368,497천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에 1,078,555천 톤을 기록하였고,
2020/21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144,632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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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국 및 전 세계의 옥수수 생산량 동향

자료: CME Group Inc.(www.cmegroup.com)

4.1.5. 재고량(Stocks)
곡물 재고량은 말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을 의미하는데, 수급상황
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
적으로

곡물의

재고량과

가격

간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가 존재한다. 즉, 곡물의 재고량이 많을수록 가격의 약세 요인으로 작
용하는 반면, 재고량이 적을수록 가격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농무부의 ‘Crop Production’과 ‘WASDE’에서 매월 발표되는 기말재고량은 당
해 곡물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량을 의미한다. 즉, 기
말재고는 당해 곡물연도의 총공급에서 총수요를 뺀 물량으로, 다음 연도의 기초재
고로 이월될 물량이다.
기말재고량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재고/이용률(stocks/usage ratio)
이다. 이 지표는 기말재고를 총수요로 나눈 개념으로 곡물 수급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고/이용률이 낮을수록 이용량 대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재고량,
즉 완충재고(緩衝在庫; buffer stocks)가 적다는 뜻이므로 현재의 수급상황이 매
우 빠듯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0>은 미국과 전 세계의 옥수수 기말재고량 및 재고/이용률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2020/21년 기준 미국의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1,702백만 부셸(=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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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톤), 재고/이용률은 11.5%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0/21년 기준 전 세계의 옥수
수 기말재고량은 291.43백만 톤, 재고/이용률은 25.2%로 전망된다.
<그림 10> 미국과 전 세계의 옥수수 기말재고량 및 재고/이용률 동향

자료: CME Group Inc.(www.cmegroup.com)

4.1.6. 날씨(Weather)
날씨는 작물의 각 생육단계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수 및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날씨는 작물의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의 모
든 단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온과 강수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옥수수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날씨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봄철의 날씨는 옥수수 파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트랙터에
옥수수 파종기(corn planter)를 연결하여 기계 파종을 하는데, 파종할 시기에 비
가 많이 내리면 트랙터를 이용한 밭일이 어려워져서 파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파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수(yield)가 줄어들거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여름철 옥수수 수분기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거나 반대로 비가 계속 내리면,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단수 및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므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수분기에 날씨가 순조롭다면 단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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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옥수수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날씨에 대한 정보는 미국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NWS;
www.weather.gov)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기상도와 함께 강우지
역, 뇌우(雷雨)지역, 홍수지역, 결빙지역 등을 지도에 표시하여 제공한다. 또한 지
역별 날씨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4.2. 수요요인(Demand Factors)
곡물의 수요는 크게 국내 수요(소비)와 해외 수요(수출)로 구분할 수 있다. 옥수
수의 경우 국내 소비는 사료용(feed), 식용, 종자 및 산업용(food, seed and
industry)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산업용은 연료용 에탄올, 즉 바이오에탄올
(bioethanol) 제조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4.2.1. 국내 소비(Domestic Consumption)
미국 내 곡물 소비에 관한 정보는 미농무부의 ‘Crop Production’과 ‘WASDE’에
서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매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발표되며, 발표시간은 당
일 정오(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이다.
<그림 11> 미국의 옥수수 총수요 및 국내 소비 동향

자료: CME Group Inc.(www.cme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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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미국의 옥수수 총수요 및 국내 소비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2020/21년 기준 미국의 옥수수 총수요(국내 소비 + 해외 수출) 가운데 국내 소비
의 비중은 82.1%, 해외 수출의 비중은 17.9%를 차지한다. 한편 국내 소비 가운데
사료용은 46.8%, 그리고 식품, 종자 및 산업용(FSI)은 53.2%를 차지한다. 특히 식
품, 종자 및 산업용(FSI) 가운데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생산을 위한 옥수수 소
비는 2002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21년에는 국내 소비의
41.5%를 차지할 전망이다.

4.2.2. 해외 수출(Exports)
곡물의 수출실적은 해외 수요를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곡물의 연간 수출량
추정치에 관한 정보는 미농무부의 ‘Crop Production’과 ‘WASDE’에서 얻을 수 있
다. 미농무부는 연간 곡물 수출량 추정치와 더불어 매 주간 단위로 곡물 수출판매
실적(weekly export sales)을 발표한다.

‘Weekly Export Sales’는 미농무부의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가
매주 목요일 8시 30분(동부시간 기준)에 발표한다. 연간 곡물 수출량 추정치와 주
간 곡물 수출실적을 대비해봄으로써 곡물 수출의 진척 속도, 수출량 추정치(전망
치)의 달성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2>는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 및 주간 판매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
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2012/13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730
백만 부셸(=18,540천 톤)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20/21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650백만 부셸(=66,000천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2020년 10월말 기준 옥
수수 주간 수출실적은 5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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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 및 주간 판매실적(weekly export sales) 동향

자료: CME Group Inc.(www.cmegroup.com)

4.2.3. 달러화의 가치(Value of U.S. Dollar)
곡물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달러화 가치의 변동은 상대적인 구매력의 변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외 수입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국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곡물가격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달러화의 가치가 상
승하면 수입국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곡물가격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의 변동을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
는 경제지표는 달러인덱스(U.S. dollar index)이다. 달러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
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6개국 통화는 유로
(EUR), 일본 엔(JPY), 영국 파운드(GBP), 캐나다 달러(CAD), 스웨덴 크로나
(SEK), 스위스 프랑(CHF)이며, 각국 통화의 비중(가중치)은 해당 국가의 경제 규
모에 따라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유로 57.6%, 엔 13.6%, 영국 파운드 11.9%,
캐나다 달러 9.1%, 스웨덴 크로나 4.2%, 스위스 프랑 3.6%로 비중(가중치)이 정
해져 있다. 달러인덱스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화 가치를 가중기하평균(加重
幾何平均; weighted geometric mean)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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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달러인덱스(U.S. dollar index)의 변동 추이(1975∼2020년)

자료: Moore Research Center Inc.(www.mrci.com)

달러인덱스는 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붕괴된 직후인 1973
년 3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1973년 3월을 기준시점인 100으로 하여 발표된
다. 달러인덱스가 97.24라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가 1973년 3월
보다 2.76%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이거나 세계경
제가 불안할 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달러인덱스는 1985년 2월에 164.7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8년 3월
에는 70.700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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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2편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1)
-MMB 및 元儒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원유 쿼터제도 폐지의 배경2)
1.1. EU
(1) 전체
EU에서는 1984년부터 유럽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
P3))의 하나로 원유(原乳) 생산조정에 해당하는 ‘원유 생산량 할당제(이하 ‘원유 쿼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
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임.
2) 이 부분은 亀岡絋平(2015), ｢農林水産省 平成26年度海外農業⋅貿易事情調査分析事業（欧州）報告書,
第II部 EU生乳生産割当の廃止（2015年 3月末）後の酪農政策｣ 및, 亀岡絋平(2015), ｢EU 生乳クォータ
制度の廃止と対応策-30年間続いた生産調整の終焉-｣, 農林金融 2015⋅9 , pp.19-31을 참조하였다.
3) 196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 EU 회원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단일시장, 역내 농산물 우선, 공동 재정부담 등 크게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시행되며, 1992년 제1
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단행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하였다. 이후 계속 정책의 틀을 유지하다가 1997년 7월, 공동농업정책의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는 판단 아래 공동농업정책 개혁, 구조⋅결속기금 개혁, 유럽연합 가입대상국에 대한 지원, 2000
〜2006년의 예산지침 등 4개 부문의 개혁과 조정안을 골자로 하는 종합안을 내 놓았는데, 이 종합안
이름은 '아젠다(Agenda) 2000'이다. 특히 이 '아젠다 2000'은 유럽연합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역내 농산물 생산의 과잉과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유럽형 농업 모델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의 논의 끝에 1999년 3월 최종
타결을 보았다. 주요 내용은 곡물 지지가격의 15% 인하, 10% 의무휴경비용 유지, 필요시 곡물에 대
한 수출세 적용, 쇠고기 지지가격 20% 인하 및 축산농가 소득감소분 보상, 쇠고기 안전장치 개입 시
스템 유지 및 민간 부문 저장기능 활성화, 우유 생산 쿼터제 폐지 검토 등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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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2015년 3월에 제도가 종료되었다. 원유 쿼터제도는 유
제품의 구조적 과잉을 배경으로 하여 실시되었는데, 우유, 버터, 분유를 높은 가격
으로 생산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재고관리를 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제도의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매년도 원유 쿼터(원유 생산(또는 출하) 가능량)
을 각 회원국에 배분한다. 다음 단계로 원유 쿼터가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세
분하여 배분된다. 이는 각국의 원유 유통구조에 따라 다르다. 각 회원국 수준에서
연도 말까지 원유 생산량이 원유 쿼터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자는 초과량에 따라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후 2000년대까지 원유 쿼터제 관련 CAP 개혁4)이 이루어지고, 세계적으로
유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유제품 국제가격 급등(2007년)의 영향으로 원유 쿼터제
도는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낙농가는 더 이상 EU로부터의
지불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의 수급 상황에 반응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원유 쿼터제도는 EU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높은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수
급 조작으로 EU산 유제품 가격 관리를 통해 농가 출하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출 보조금인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
내외 가격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국제시장 가격을 낮추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
다. 당시 EU는 생산된 유제품의 10%를 수출하고 있었다.
<표 1>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전 CAP에 의한 낙농 부문의 시장 관리 도구
공급 측면의 도구
•
•
•
•

원유
수입
민간
정부

쿼터제도
관세
기업에 비축 보조
개입에 의한 매입

수요 측면의 도구
• 소비 보조(카제인용 스킴밀크, 송아지 사료, 과자용
버터, 학교 급식용 우유)
• 정부 개입에 의한 판매(버터와 분유)
• 수출 보조

출처: Dairy UK 제공 자료에 의해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
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4) 亀岡絋平(2013)은 원유 쿼터제 폐지의 배경으로 ① 헬스⋅체크의 제기라는 CAP 전체의 방향성과의
정합성, ② 원유 쿼터제도의 유가 유지 기능 저하, ③ 제도운용에 관련된 행정코스트 부담감을 들고
있다. 이 사업의 현지조사에서도 유럽위원회의 농업에 있어서 시장정책은 공적개입보다는 시장에 의
해 적절한 가격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쉬프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출처: 亀岡絋平, ‘生乳ク
オータ制度廃止をめぐる近年の議論の動向-EU規則261/2012を中心に-’, ｢比較法学｣ 46巻3号(2013年)
117－15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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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GATT5) 우루과이 라운드6)가 진행되면서, EU에 의한 수출 보조
금에 대한 제한을 요구받고 있었다. 또한 2001년 11월 WTO7) 도하 라운드8)가 시
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관세장벽과 수출
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
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조인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1995년 세계무역
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120여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
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
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
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
여, 매년 1회 전 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 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
회(作業部會)가 있었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
⋅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우루
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체제는 막을 내렸다.(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6)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
범한 의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 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
제로 구성되었다. 이 의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GATT 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
물 섬유류 교역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GATT 체제 밖에 있었으나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귀하거
나 흡수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GATT 다자간 협상의제에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GATT 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
다. 여기에는 종전까지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
덤핑 관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GATT 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
대, GATT와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다루는 GATT 기능 강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당
초의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합의도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
것은 협정수준에 머물러 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
터 발효되었다. 그 결실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7)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
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
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 무역분쟁 조정, 관세인
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
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
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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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면서 모든 수출 보조금에 대한 철폐가 요구되었는데, EU는 생산한 유제품의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과 일치시키기 위해 유제품 부문에 대한 CAP을 개혁할 필요
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시책은 다음과 같다.

• 개입 가격의 단계적 인하
• 단계적인 쿼터(가격에 의해 공급 관리)
• 수출 보조금 삭감
• 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직접지불제도(直接支拂制度9))의 단계적 도입(농지면적
기준, 생산으로부터는 디커플링10)된)
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
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
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WTO 설립은 산업⋅무
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
고, 다자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
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
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8년 기준 회원국은 164개국이며, 본부는 스
위스 제네바(주네브)에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8) Doha Development Agenda 즉 DDA라고 한다.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도 하며, 중동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도하 라운드’라고도 한다. 지금은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있는데, 우루
과이나 뉴라운드 때는 WTO가 아니라 GATT였다. GATT가 WTO로 바뀌었다. 바뀐 후 첫 출범한 것이
도하 라운드이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
9)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 Scheme).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는 지원이 아니라, 농가 개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소득보조를 가리킨
다. WTO체제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제
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 지지정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논농업직불제
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지불제는 도입 역사도 짧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다.
그러나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왔고, 농업지출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
재정부, https://terms.naver.com/)
10) 디커플링(decoupling): 보통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국가나 세계경제의 흐름
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동조화, coupling), 탈동조화는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
상을 말한다. 넓게는 경제분야에서 사용되며, 좁게는 환율, 주가 등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도 자주
사용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증시가 급락하자 ‘디커플링’ 논란이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증시가 미국을 따라 급락할 것인지를 두고 전망이 분분했던 것. 그러나 2011년 말이 되자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아시아는 인플레이션과 경착륙 우
려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반면 미국은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유럽 및 아
시아로부터 디커플링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10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 1992년경부터 유럽위원회의 공적 개입이 감소하고, 2003
년에 원유 쿼터제도 폐지가 결정되었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를 위한 사전적의 체
제 구축으로 EU는 EU규정 1308/201311)에 따라 이하와 같은 낙농부문 강화시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생산자와 가공업체와의 교섭력 격차를 시정하면서, 낙
농부문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었다.
① 생산자와 가공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 강화
양자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방법(출하에 앞서 서면으로 하는)이나
포함시켜야 할 사항(가격, 가격산출 방법, 원유량, 출하시기, 계약기간, 지불기간,
원유 집하 또는 배송에 관한 각종 협약,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이 의무화(EU 규정 1308/2013 제148조 2항)되었다. 또한 유대는 수취인을
생산자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동등한 규정을 가진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 규칙 제148조 3항).
② 생산자의 협상력 강화
구매자의 권한이 강한 EU의 원유거래 상황 하에서, 생산자 협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를 촉진한다. EU규정 261/2012에 따라 낙농부문 생산자 조직에 관
한 규정이 처음 설치되었다. EU 규칙 1308/2013 제152조 3항에서는 원유부문에
서 회원국이 승인할 생산자 조직의 조건이 규정되었는데, 1) 생산자 발의에 의해
형성될 것, 2) 생산계획과 수요의 일치, 공급의 집중⋅판매, 생산비용 합리화⋅생
산자 가격 안정화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일 것 등으로 되어 있다.
③ 양자를 횡단하는 조직의 설립
생산자와

가공⋅유통부문에

걸쳐

횡단적

조직으로

수직부서간

조직

(inter-branch organisation) 지원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에 있는 가공⋅유
통에 이르기까지의 연계를 실현하고, 낙농부문 전체시장의 적응력을 높인다(원유
제외: 제157조 3, 원유: 동 제3항).
https://terms.naver.com/)
11)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3R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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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황 상황의 투명성 제고
쿼터제도 폐지에 따라 수출을 전제로 하여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에 추가하여 국제시장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낙
농부문 시황에 대한 통계와 관련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폭 넓게 공유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우유⋅유제품 시장 관측 사이트(Milk Market Observatory:
MMO)인 웹 사이트를 2014년 4월에 개설하였다.
불안정한 시장인 낙농시장에서 농가의 생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가(乳價) 설
정은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금은 생산비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은행 신용조회에서
소규모 농가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차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
지 않았다.
또한 생산 확대에 따라 수출확대도 중요한 초점이지만, EU의 원유는 세계가격
과 비교하면 가격이 높고 경쟁력이 낮다. 예를 들어, 메르코수르(Mercosur)12) 국
가에 비해 EU는 농약 규제가 엄격하여 생산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인하 허
용 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유 쿼터제도의 폐지는 유럽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 2015년에 생산조정이 폐
지되었다. 먼저 2010년에 ‘밀크 패키지’가 시작되었다. 이 때 서면계약 의무화 등
생산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가격과 양을 미리 설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수급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때문에, 완전하게 의무화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에 대해서는 진전이 보이고 있었
12)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 4개국이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면서 1995년부터 출범한 남미공동시
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영문 정식 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이며, 사
무국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소재해 있다. 1991년 아순시온 협약 체결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단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받는다. 메르코수르
는 물류ㆍ인력ㆍ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
합ㆍ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서 단순한 경제블록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창설 당시 회원국 간 역내 교역액은 연
간 7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58억 달러로 급증했다. 회원국 정부들도 메르코수르 공고
화를 위한 관세동맹 완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세동맹을 넘어 재정통합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회원
국은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의 정식 가입 승인이 나면서 5개국으로 늘었으나, 2017년 7월 5일
(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당분간 정지됐다.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외교장관은 2017
년 7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복구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는 2012년 가입하며 4년 안에 정회원국 요건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메르코수르는
1998년 우수아이아 의정서에 근거해 회원국에 정치범을 풀어주고 민주주의로 이행할 것 등을 요구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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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EU 회원국은 생산자단체(PO) 설립 인정을 의무화하였다.
2010년경부터 세계적으로 우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조금씩
생산을 증가시키는 움직임을 보이는 회원국도 있었다. 특히 네덜란드, 독일, 아일
랜드,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생산을 증가시켰다. 또한 원유 쿼터제도 폐지를 주장
해 온 것도 이런 북부 유럽 국가가 중심이었다.
2015년까지 모든 EU회원국에서 원유 쿼터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지만, 회원국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예를 들어, 쿼터제도 도입 초기에는 아일랜
드와 프랑스 모두 쿼터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후에도 아일랜드는
시종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프랑스는 비교적 효율적인 쿼터 관리체제 구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원유 쿼터제도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쿼터제도 폐지
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2016년에는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농가를 지원하는‘원유 임의 생산감축
계획(EU Voluntary Milk Reduction Scheme)'이 시작되었는데,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 북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였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지표 자체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
<표 2> 유럽 낙농의 마일스톤(이정표)
연대

사건

1962년

CAP 탄생

1984년

구조적 과잉에 대처하기 위해 원유 쿼터제도 도입

1990년

품질 중시 경향 증가 (예: 지리적 표시 (GI) 제도)

2003년

시장 지원에서 생산자 지원으로 전환

2010년

낙농 서플라이 체인 생산자의 입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2013년

CAP 개혁, 수출 보조금 완전 폐지

2014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유⋅유제품 시장관측사이트(MMO: Milk Market Observatory)
설치

2015년

원유 쿼터제도 폐지, 우유 생산량 소폭 증가(5%)

2017년〜

차기 CAP 개혁

출처: Eucolait 제공 자료에 의해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
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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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에서도 원유 쿼터제도 폐지에 앞서 생산자 조직(PO) 설치가 진행되었다.
PO는 생산자가 민간 가공업체와 가격협상을 위한 조직이며, PO는 원유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우유 공급의 최대 1/3을 PO가 관리하고 있다.
2015년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2016년 EU 이탈을 결정한 영국에서는 우려되는
위험이 다른 EU 국가와는 다소 다르다는 의견을 현지 청취조사를 통해 들을 수 있
었다. 영국 낙농업계의 우려로는 ① 러시아로의 금수 조치, ② 영국의 EU 탈퇴(특
히 합의 없는 이탈)에 따른 위험이었다.

1.2. 스위스
(1) 원유 쿼터제도 폐지의 배경
스위스 농산물의 생산 조정이 속속 폐지되는 가운데, 원유가 최후의 보루가 되
는 것은 아닐까하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었다. 그러나 EU가 2015년에 원유 쿼터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스위스가 생산조정을 계속한다 하더라
도 스위스산 치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스위스산 치즈는 1/3이 수출되고 있었으며, 스위스 농산물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었다. 초콜릿이나 커피도 무게 또한 중요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원료
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높지 않다. 따라서 치즈 경쟁
력을 보호하기 위해 원유 쿼터제도 폐지는 필요하였다. 스위스 농민연맹(SFU)은
결과적으로 EU에 앞서 원유 쿼터제도를 폐지를 한 것은 성공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13).

(2) 원유 쿼터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원유 쿼터제도 폐지에 대해 많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 국내 농가는 유지파와 폐지파로 나누어졌지만, 폐지파가 다수였
다. 유지파에는 중산간지 농가가 많았으며, 폐지파에는 규모 확대를 원하는 평지
13) みずほ情報総研 조사단의 현지 청취조사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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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많았다.
2008년에는 생산자가 대규모 소매업체인 Coop 사나 Migros 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원유 쿼터제도의 재도입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2009년경부터 유가
가 하락하였을 때에는 원유 쿼터제도 폐지파, 유지파 모두 생산자가 시위에 참가
하였다. 생산자가 Coop 사나 Migros 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는 생산자가 소
매업체에서 가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유제품 판매에 관한 물량과 가격은 소매 유통업체가 결정하였다.
생산자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자의 권한은 약한 상태였다. 또한 2019년 현재에는 원유 쿼터 폐지 이
후의 혼란은 안정되어 있지만, 매년 원유 쿼터제도 재도입을 제언하는 그룹이나
의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간에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① 원유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②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균형 유지, ③ 정치적 소비자 관점에
서 받을 수 있는 농업의 추진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이 존재하였다.
또한 원유 쿼터 거래가 허용된 이후 원유 쿼터를 매매 또는 대여함으로써 이익
을 얻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농가(‘소파에 누워 착유하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3) 이행기
스위스 농업정책은 4년마다 개정되는데, 원유 쿼터제도 폐지는 2007년〜2011
년 계획 중에 결정되었다.
2009년 폐지에 앞서 2006년에는 원유 쿼터제도의 조기 이탈을 가능하게 하였던

‘원유쿼터 이탈령(Verordnung über den Ausstieg aus der Milchkontingentierung:
VAMK14))’이 발표되었다.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농가 간에 원유 생산량 쿼터 매매에 관한 규정이 변경
되어, 각 지역에서 탄생한 생산자 조직 및 생산자⋅유업체 조직의 범위 내에서 우
유가 거래되었다. 그 중에는 kg 당 2프랑에 다른 농가에게 쿼터를 판매하면서 자
기가 생산한 우유 중 출하하지 않은 원유로 송아지를 사육하여 이중으로 수익을
14) Verordnung über den Ausstieg aus der Milchkontingentierung (VAMK),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42150/200501010000/916.3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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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농가도 있었다.
스위스 정부는 쿼터를 폐지하기 전에 더 많은 생산자가 조직화되어, ‘생산자 조
직의 유량이 증가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지만, 중산간지역과 평지의 대립,
생산량을 증가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생각만큼은 증가하지 않았다.

(4) IP Milk 창설
2009년 5월 1일 원유 쿼터제도 완전 철폐 전에,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관계자에
게 최적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횡단적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생산
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을 포함한 업계단체인‘IP(Interprofessional
Professionalism) Milk’가 설립되었다.
업종 횡단적인 업계단체를 설립하였던 이유는 생산자를 조직화함에 있어 판매⋅
가공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생산자 조직이 결정하는 유가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
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생산자 자신도 조직에서 탈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 원유를 판매하려는 반면, 가공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매입하고자 하는 대립이 있다. IP Milk는 양자를 중개하는 존재로
서 기능하고 있다.
IP Milk 설립에 있어 이사회 구성과 의석 쿼터에 대해 난항을 겪으면서, 2〜3년
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IP Milk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생산자도 각각
그룹을 결성하고, 주변의 연락은 취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스위스에서는 언어권에 따라 문화와 멘탈리티가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권
은 중앙 집권 목표로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원유 쿼터제도와 친화성이 높다. 한편,
독일어권 지방은 분권적이고 자유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현행 시스템과 친화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의 생산자 조직, 가공업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조직 간
연계가 필요하지만 조정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스위스 양대 소매업체 중 하나인 Migros 사는 IP Milk를 탈퇴하였지만, 용도구
분별 유가15)와 스위스 밀크 그린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독일계 디스카
15) 원유에 대한 가격차별정책의 종류에는 원유의 품질에 따라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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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트 슈퍼인 리들(Lidle) 사나 알디(ALDI) 사가 IP Milk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Migros 사도 재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IP Milk와 스위스 생산자 단체인 스위스 원유생산자
연맹(SMP)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농업인도 부과금 등에 대해서는 IP Milk의 결
정에 따라야 한다.
<그림 1> 스위스 낙농시장의 구조

출처: SFU 제공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품질⋅용도별 가격차별 정책(원유 용도별 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연중 원유의 수급 상황에 따라 각
겨을 다리하여 책정하는 계절별 가격차별정책,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방, 유단백(또는 무지고형
분) 등의 가치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분별 가격차별정책 등이 중요하다. 이들 가격 차
별정책은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원유 가격차별정책 중 하나인 용도별 가격차별정책은 원유를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유가를 결정하여 농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신행, 이성규, 허 덕, ｢원유 수급균형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86과
허신행, 허 덕 외 2인, ｢축산물 장기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87
및 허신행, 허 덕, 이왕재, ｢낙농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89.2 그리고 허 덕, 허신행, ｢유제품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차별정책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보고서, 1989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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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유 유통 체계 및 유통형태의 변화
2.1. EU
(1) 전체
EU에서는 연간 1억 6천만 톤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매년 생산량은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된 원유의 1/3은 EU 역내에서 거래되며, 유제품의 12%(연
간 150억 유로)가 수출된다. 한편, 유럽은 유제품의 세계 최대 수입자이기도하다.
2019년 유럽위원회의 단기 전망에 따르면, EU의 유제품 수요는 계속되고, 원유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 및 미국의 보복관세에 따라
수요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세계 우유제품 수급은 균형 상태
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가격 협상에 있어 그 나라의 원유 유통 사정에 크게 영향
을 받는다. 유럽에서 원유 유통체제 및 유통형태는 국가⋅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
지만, 원유 쿼터제도 폐지에 따라 거래량에 제한이 없어지게 되어, 거래량도 원유
유통체제나 유통형태를 파악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16).
또한 EU에서는 생산자조합 계열 가공업체는 조합 생산자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그럴 책임이 없다. 따라서 국가마다
다른 조합계열과 민간기업의 비율이 우유인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 영국
MMB(Milk Marketing Board)와 원유 쿼터제 폐지 후 영국에서의 원유유통경
로를 아래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영국의 유제품 제조에서는 원료의 전부를 국내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것도 있다. 치즈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낙농업계에서는 치즈가공에 주력하고
있다.
원유 유통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판매 형태를 아래 <표 3>에 나타내었다.

16) 亀岡絋平, ｢農林水産省 平成26年度海外農業⋅貿易事情調査分析事業（欧州）報告書｣第II部 EU生乳生
産割当の廃止後の酪農政策｣, (2015年 3月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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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의 낙농부문 서플라이 체인

출처: Dairy UK 제공 자료.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
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표 3> 영국의 생산자와 판매 형태
조직 전체의 판매
• 협동조합(Arla, OMSCo, First Milk 등)
• DPO(Dairy Crest Direct)

개인 판매
• 슈퍼마켓 제휴 계약 (매출의 10%)
• 가공업자/우유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예: Muller non-aligned, Crediton Dairies,
Barber's, Wykes)

출처: Dairy UK 청취 조사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
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영국의 낙농시장에서는‘유통제휴 계약(Retailer-aligned contract)17)’ 시스템
에 의한 유통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막스 앤 스펜서, 웨이트 로즈, Coop, Tesco
등과 같은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영국 소매업계는
5〜6개 슈퍼마켓이 지배하는 과점시장이며, 소매의 권한이 강한 가운데, 어떻게
하여 농가에게 이익을 환원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이다.
유기농 우유에 관해 살펴보면, 영국에서 생산되는 우유 중 유기에 해당되는 것

17) 주요 소매업자가 원유생산량 저하에 대응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책정하는 것.
대부분 주요 소매업자가 무언가 형태로 조정유 풀(pool)을 운영하고 있어, 이 전략은 보다 널리 보급
되고 있다. 조정된 밀크 풀의 일부로써 공급자에게 공급되는 다양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소매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정합되고 있다.(みずほ情報総研)

118

Issue Box 2편 :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 - 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

은 3% 정도이다. 영국 유기농 우유 공급의 65%를 관리하는 것은 유기농우유공급
협동조합(Organic Milk Suppliers Cooperative, OMSCo)18)이다. 또한, 같은 업
계 단체이기도 한 Dairy UK19)는 유기농 우유를 포함하여 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유를 커버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유기농업에 의한 우유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영국
정부의 지원도 받으면서 농가에게 유기농 우유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영국 유기
농 우유의 주요 경쟁자는 스웨덴과 독일이다.
수출시장 중에는 세계 최대의 유기생산 대국이기도 한 미국이 가장 크다. 하지
만, 미국은 EU와는 다른 유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에 즈음하여
유기 우유업계 단체는 미국시장에 맞는 적절한 기준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생각된
다.

(3) 프랑스
프랑스 낙농시장은 관세보다 프랑스산 유제품이라는 브랜드 파워에 의해 보호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수입품과의 경쟁에 대한 영향은 적으며, 가공업자
에게는 적절한 마진을 취할 수 있는 시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보호되고 있는 것은 버터, 요구르트, 치즈, 디저트용 유제품 등이다. 그렇지
만,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유제품은 수입품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식품 소매업계는 프랑스 기업 5개 사(르클레르 사, 카지노 사, 안텔
마르 사, 시스템U 사, 까르푸 사), 독일 기업 1개사(리들 사) 등 6개 유통업체가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상태에 있다. 유통업체 집약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
18) 영국에서 가장 큰 농장 소유의 유기농낙농업협동조합이다. 1994년에 다섯 명의 같은 생각을 가진
낙농업자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영국 전역에 250명이 넘는 농부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2억 5천만 리
터 이상의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의 유기농 우유 공급량의 65%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100%농장 소유와 경영 방식을 가진 유일한 조합이다. 영국의 유기농 유제품 가공품의 대부분을 공
급하고 있으며, 유기농 치즈, 버터, 날 우유, 대용량 재료, 특수 재료의 주요 수출품이다. 또한 미 농
무부의 유일한 대규모 유럽 생산국이자 중국이 인증한 유기농 우유와 유제품 제조업체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출처: OMSCo 홈페이지, https://www.omsco.co.uk/)
19) Dairy UK는 농장 소유의 협동조합 회사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지속 가능한 유제품을 생산
하는 개인 유제품 회사를 대표하는 프로세서 주도의 조직이다. 영국 낙농업에서 이 기관의 가장 중
요한 임무는 국내와 국제 시장에서 맛 좋은 영국 유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영국
에서 생산된 우유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고용을 제공하고 영국 경제에 기여한다. 유제품의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해 서플라이 체인을 따라 농부들과 이해 관계자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에 의존하고 있
다. 또한 유제품과 유제품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원 의원들과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출처: Dairy UK 홈페이지, https://www.dairyu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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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가공업체에서 유통업체로 거래되는 경우 이에 대한 높은 경쟁원리가 작동하
고 있다. 따라서 보호되고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생산자 판매가격은 결코 높지
않다.
또한 최근에는 유통업체 간 경쟁뿐만 아니라, E 커머스(e-Commerce20))와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구매 의욕도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원
유가격은 오르지 않아 생산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우유⋅유제품은 주로 내셔널 브랜드(une marque
nationale)와 자사의 프라이빗 브랜드(une marque de distributeur: MDD) 두 가
지로 분류된다. 내셔널 브랜드와 MDD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 <표 4>와 같다.
예를 들어, 다농 사는 MDD만을 생산하고 있지만21), 락타리스 사는 내셔널 브
랜드와 MDD 모두 생산하고 있다. 또한 똑같은 제품이라도 내셔널 브랜드와 MDD
는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표 4> 프랑스 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우유⋅유제품의 브랜드 분류

내셔널 브랜드
(une marque
nationale)

프라이빗 브랜드
(MDD)

• 프랑스의 주요 유통 체인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
• 많은 내셔널 브랜드는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인터내셔널 브랜드이기
도하다 (예 : 누텔라 등)
• 신상품이 처음에는 내셔널 브랜드로 판매되고 인기 판매품이 되면, MDD로 패키
지를 바꾸어 판매되는 케이스도 있음.
•
•
•
•

유통⋅소매업체에 의해 작성⋅소유된 브랜드
독립 제조자 또는 브랜드 제품의 자회사에 의해 수요에 따라 제조되는 제품
일반적으로 내셔널 브랜드보다 가격이 낮음.
음용유, 크림 등 가공 과정이 적은 기본적인 상품이 많으며, 치즈처럼 손길이 많
이 가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상품은 적음.

출처: Idele 청취조사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과거의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내셔널 브랜드와 MDD의 비율을 알아보면, MDD
가 25〜50% 정도를 차지한다. 이전에는 규정에 의해 내셔널 브랜드가 증가하였지
만, 프랑스 신농업⋅식품법(Egalim법22))의 시행에 따라 최근에는 동 법의 적용을
20) 이커머스(e커머스)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약자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
스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https://terms.naver.com/)
21) 다농 사의 제품은 주요 유통 체인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내추럴 브랜드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
다.(みずほ情報総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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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지 않은 MDD가 유업체에게 다시 주목 받고 있다.

2.2. 스위스
스위스는 초원이 많기 때문에, 젖소, 육우, 염소가 많이 사육되고 있다. 낙농지
역은 중산간 지역과 평지로 나뉜다. 알프스 쪽의 중산간 지역은 생산 비용이 높고
기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지리적 환경 경계가 엄격한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
처럼 평지에서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고품질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후사료나 목초사료를 사용하지 목초사육(사일리지23) 프리) 증가를 권
장하고 있지만24), 평지가 적은 스위스에서는 아일랜드처럼 100마리 가까운 젖소
를 동시에 방목하기는 곤란하다. 산간지역의 소규모 농가에서는 오두막에 목초를
운반하기도 하지만, 고지대에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좁은 땅에서 소량의 소를 사육하면 한 마리당 착유량을 늘리기 위해 영양가 있
는 사료가 필요하지만, 환경보전 관점에서 권장되지는 않는다. 환경보전을 중시하
는 농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젖소의 번식⋅사육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낙농은 산간부로 갈수록, 또한 경사가 가파를수록 직접지불이 증액된다.
22) ‘프랑스 새로운 농업⋅식품법 동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원고로 작성하였다.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사일리지(silage). 수분함량이 많은 목초류 등 사료작물을 사일로(Silo)용기에 진공 저장하여 유산균
발효시킨 다즙질사료(多汁質飼料). 수분 함량이 많은 목초류⋅야초류⋅풋베기작물⋅근채류 등을 사일
로(silo)에 저장하여 젖산발효[乳酸醱酵]를 시켜 부패균이나 분해균 등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생초의
양분의 손실을 막고 보존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사료이다. 엔실리지(ensilage)⋅매초(埋草)⋅담근먹이
라고도 하며, 저장방법에 따라 직접 사일리지(Direct cut silage), 곤포 사일리지(Bale silage, Balage)
로 구분한다. 양질의 사일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화본과 목초는 이삭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삭이 나올
때까지, 콩과목초는 꽃이 반쯤 피었을 때 베어서 수확하는 것이 좋다. 재료의 수분 함량은 70% 정도
가 좋으며, 수분함량이 적으면 고온발효로 인해 사일리지의 품질이 떨어진다. 재료는 대체로 1∼3cm
의 크기로 썰어서 사일로(silo)에 넣고 고르게 밟는다(답압). 만약 잘 밟지 않으면 재료 중의 공기 때
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사일리지가 썩기 쉽고 양분의 손실이 많다. 재료를 썰어 넣고 나면 비닐 등으
로 표면을 완전히 덮어서 재료와 공기의 접촉을 막아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그 위에 재료
무게의 6∼15% 정도 되는 무거운 돌이나 흙을 얹어 둔다. 사일로에 저장된 재료는 발효가 되는데
이때 발효를 돕기 위해 미생물 첨가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일리지를 밟아 넣은 후 40일 정도
가 되면 꺼내 사료로 먹일 수 있는데 한꺼번에 10cm 이상 꺼내 먹이는 것이 좋으며, 꺼낸 후에는 2
차 발효로 인해 영양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때 잘 덮어서 공기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급여량은 대체로 가축 몸무게의 3∼4% 정도가 적당하며 사일리지 3, 건초 1의
비율로 주는 것이 좋다. 사일리지사료의 장점은 건초에 비해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고 기계화가 쉽
고 저장 손실이적어서 경제적이다. 또한 대량의 사료를 균일한 품질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농
에 알맞다. 하지만 건초에 비해 무겁고 운송에 어려움이 따르고 저장기술에 따라 편차가나타나며 새
어나온 즙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4) 목초사육 우유(사일리지 프리)의 경우는 3랏펜/리터가 추가된다. 1 프랑은 100랏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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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은 평균소득의 50% 정도이지만, 급경사지의 농가라면 소득의 70〜80%는
직접지불로 구성된다. 관련하여, 스위스에서 육우부문이 낙농부문보다 직접지불
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40% 이상이 치즈 가공에 사용되고 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치즈인 그뤼예르 치즈(Gruyère Cheese)25)는 중앙⋅서부, 아펜젤 치즈
(Appenzeller cheese)26)는 동부를 중심으로 생산된다.
스위스의 브랜드 치즈는 거의 우유로 만든 것이며, 대규모 가공업체가 아닌 소
규모 공장이 중심으로 가공되고 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농촌의 치즈공방에서 가
공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목초사육 우유(사일리
지 프리)는 주로 농촌 단위로 가공된다.
스위스 가공업자⋅유업체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대형
가공업체인 Emmi 사와 Cremo 사는 100년 전부터 농가 주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합이 아닌 회사이다. Emmi 사의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취리히를 포
함한 지역을 총괄하는 착유농가협회인 ZMP이다.
이 협회가 사용하는 원유는 사료사육 원유이며, 스위스에서는 드문 모짜렐라 치
즈(Mozzarella Cheese)27) 등의 연질 치즈28)도 생산하고 있다.
25) 그뤼예르 치즈(Gruyère Cheese). 그뤼예르 치즈는 에멘탈 치즈 다음으로 스위스에서 많이 생산되는
가열 압착 치즈이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치즈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그뤼예르 치즈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미국 및 덴마크에서도 생산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17세기부터 그뤼예르
치즈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프리부르(Fribourg)에 살던 스위스인들이 프랑슈콩테(Franche-C
omté) 및 론알프스(Rhône-Aples) 주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치즈 제조법을 전수한 것이
었다. 하지만 스위스의 그뤼예르 치즈만이 원산지 명칭의 보호를 받으며 생산 지역은 프라이부르그
주와 베른(Berne) 주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된다. 그뤼예르 치즈는 예로부터 퐁듀 요리의 재료로 쓰
여 왔으며, 그 자체로 즐기거나 직육면체로 작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서 먹기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 미각을 사로잡는 104가지 치즈수첩, 2011. 10. 15., 정호정, https://terms.naver.com/)
26) 스위스 아펜젤 지방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치즈로, 그뤼예르와 에멘탈 치즈와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
는 가열압착 치즈 중 하나로 꼽힌다. 아펜젤러 치즈라고도 한다. 치즈의 이름은 스위스 북동부에 있
는 ‘아펜젤(Appenzell)’에서 비롯되었으며, 아펜젤러 또는 아펜젤이라 불린다. 아펜젤러 치즈는 현재
70개의 치즈 제조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3개 제조소만이 살균하지 않은 우유로 만든다. 아
펜젤러 치즈는 숙성 과정에서 다른 치즈와 차별화된다. 일반적인 가열 압착 치즈들의 경우 2〜3일에
한 번씩 소금물로 표면을 닦아 주는 반면, 아펜젤러 치즈는 숙성 기간 내내 슐츠(Sulz)라고 하는 특
별한 액체로 치즈 표면을 닦아 준다. 슐츠의 조성은 치즈 제조업자마다 다르며, 어떤 치즈에는 20개
가 넘는 재료가 사용되기도 한다. 숙성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특별한 향이 생성되는데, 숙성이 진행될
수록 매운 향이 강해진다. 이 치즈는 애피타이저로 먹기도 하며, 퐁뒤 요리에 쓰이거나 삶은 감자와
함께 먹어도 좋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 미각을 사로잡는 104가지 치즈수첩, 2011. 10. 15., 정
호정, https://terms.naver.com/)
27) 모짜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모짜렐라 치즈는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치즈로, 일반적으로는 신
선 치즈로 분류되지만, 제조 과정에서의 특이성 때문에 파스타 필라타 치즈로도 불린다. 이는 치즈를
만들 때 먼저 커드를 한데 모은 다음 실을 뽑듯이 늘여서 만들기 때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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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mo 사는 서부 스위스의 프라이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사업 전개를 시작하였
으며, 이 지역의 소규모 가공업체도 자본 참여를 하고 있다. 회사가 사용하는 원유
에는 (농후 내지 목초) 목초 사육 우유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ELZA 사는 대기업 소매인 Migros 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경영에 대
해 농가와는 관계가 없다.

3.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EU⋅스위스 낙농업계 동향 분석
3.1. 유럽
유럽에서는 우유 생산조정 제도인 원유 쿼터제도를 폐지(스위스 2009년, EU는
2015년)한 이후 생산자의 자유 의지에 의해 원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유

트를 스펀 페이스트(Spun Paste: 잡아서 늘인 페이스트)라고 부르며, 마치 닭고기의 살 같은 결을 가
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짜렐라 치즈는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라고 한다. 원래는 다른 치즈를 만들려고 준비해 놓은 커드 덩어리를 실수로 뜨거운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떨어뜨렸는데, 건진 커드를 보고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 것을 발견해, 이때부터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모짜렐라 치즈는 보코치니(Bococcini), 칠레지(Ciliege), 노촐리니
(Nociolini), 노도니(Nodioni), 오발린(Ovalin)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산지 명칭 보호를 받으
며 이탈리아 중남부의 7개 지역에서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짜렐라 치즈를 ‘모짜렐라 디
버팔로(Mozzarella di Bufala)’라고 한다. 모짜렐라 치즈는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우유를 이용
해서 만들기도 하며, 현재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다. 모짜렐라 치즈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데, 첫 번째는 프레시 모차렐라(Fresh Mozzarella)로, 원유를 이용해 만들며, 소금물에 담겨 판매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이것을 ‘일 피오레 디 라테(Il Fiore Di Latte)’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레귤러 모차렐
라(Regular Mozzarella)로 흔히 우리가 ‘피자 치즈’로 부르는 치즈이다. 프레시 모차렐라보다 더 건조
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크림을 제거한 우유로 만들어지며 현재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다. 늘어나는 성질이 뛰어나서 먹는 데 즐거움을 주며, 맛이 무난해 어느 재료와도 잘 어울린다. 모
짜렐라 치즈는 숙성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에서 즐길 수 있다. 모짜렐라 치즈는 주로 식전
음식으로 많이 쓰이며, 토마토 등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먹을 수 있고,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기도
한다. 모짜렐라 치즈를 피자에 넣어 먹을 때는 소금물에 있는 것을 꺼내, 채에 밭쳐 물기를 뺀 후 사
용하면 질감이 질척거리지 않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 미각을 사로잡는 104가지 치즈수첩,
2011. 10. 15., 정호정, https://terms.naver.com/)
28) 치즈의 종류는 밀크의 종류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1) 우유 치즈, 2) 염소유 치즈, 3) 양유 치즈, 4)
물소유 치즈로 구분되며, 치즈의 지방 함량에 따른 분류로는 1) 더블 크림 치즈(수분을 뺀 고형분 중
의 지방 함량 60〜75%), 2) 트리플 크림 치즈(수분을 뺀 고형분 중의 지방 함량 75%이상)으로 분류
된다. 또한, 치즈의 페이스트(Paste)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치즈의 질감은 수분 함량에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질감에 따라 치즈를 분류하는 것은 치즈의 수분 함량에 기초한 것이다. 이 분류방법에
의하면, 1) 생 치즈(수분 함량 80%), 2) 연질 치즈(수분 함량 50〜70%), 3) 반경질 치즈(수분 함량
40〜50%), 4) 경질 치즈(수분 함량 30〜50%) 등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 미각을 사로잡는
104가지 치즈수첩, 2011. 10. 15., 정호정,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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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도 폐지 후 각국의 상황이 한결같지는 않다. 산간지역 등 조건불리 지역이
많은 나라, 북해 연안과 대규모 집약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등등 서로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1) EU 전체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의 동향으로, 생산자는 판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생산
확대에 신중하게 행동하지만, 높은 부가가치화와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지향하는
가공업자 생산자에 비해 낙관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제도를 폐지하여
더 많은 우유를 집유(集乳)하여 추가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기업도 존재한다.
유업계 단체인 유럽 유제품수출입⋅판매자연합(Eucolait)은 가격위험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유 쿼터
제도 폐지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한다29). 한편, 유럽 낙농위원회(European
Milk Board, EMB)30)는 생산자 측 관점에서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잉여분의 원
유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회원국마다 원유 생산 등의 사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예
를 들어, 프랑스, 독일의 생산량은 크게는 늘어나지 않고 안정되어 있지만, 아일랜
드, 폴란드 등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농업의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
지만, 기후 변화 대책이 생산의 성장에 정지를 가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가운데에
는 원유 쿼터제도에 가까운 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EU 전체로 소규모 농가 수는 감소하고, 농가 1호 당 농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
지만, 현지 청취 조사에 따르면, 농가 고령화 등도 진행되고 있었다. 즉, 이러한
29) みずほ情報総研 조사단의 현지 청취조사에 의한 것이다.
30) 유럽 낙농위원회는 유럽의 우유 생산자들을 위해 로비를 하는 기관이다. 이사회는 16개 유럽 국가
에 구성원을 두고 있으며, 추가로 많은 주에 있는 조직과 협력하고 있다. EMB는 약 100,000명의 우
유 생산자들을 대표한다.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농부들이 그들의 노동력으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유 생산을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전제 조
건은 평균 우유 생산 비용을 포함하는 우유 가격으로, ELB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1) 비
용 절감 및 가격 확보; 유럽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우유 생산량 확보, 2) 우유 양을 유연하게 조정하
여 수요 창출 등이다. 우유 시장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혼란에 빠진 우유 시장은 신선하고 건
강한 유제품을 공급하는 소비자들에게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량이 감소하는 농부들은
또한 높은 실업률, 시골 지역에서의 가치 창출 감소, 그리고 변화하는 풍경에 반영된다. 이 위기로
인해 유제품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유럽 낙농위원회가 대표하는 우유 생산자들과 국가 및 유럽 연
합 차원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EMB가 시행하고
있는 시장 책임 프로그램(MRP)은 우유 부문의 시장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이다.(출처: EMB 홈페이지,
http://www.europeanmilkboard.org/em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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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원유 쿼터제 폐지 뿐만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2) 영국
① MMB 하의 낙농산업
영국에서는 MMB 시대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는 모두 MMB가 매입하였다.
MMB는 전국에 5개(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1개, 스코틀랜드에 3개, 북아일랜드에
1개) 존재하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 북아일랜드 MMB는 어느 정도 가공능력도 가
지고 있다.
MMB는 각 지역의 낙농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회수(주로 집유)할 법적 권한을 가
지고 있으며, 농가에게 회수하여 가공업자에게 유통하는 데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었다. MMB는 원유를 농가로부터 회수하여, 가공업체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각 MMB는 각 지역의 모든 농가에 대해, 버터지방분과 단백질 비율 당
일률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성분별 가격 차별).
MMB가 가공업자에게 청구하는 가격은 원유 최종 용도에 기초하며, 액상 음용
유용 원유는 높은 가격에 설정되어 있다(용도별 가격차별). 한편, 치즈와 버터에
사용되는 원유가격은 제품 시장에서 이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액상 음용유 가
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또한 EU 가격에 맞춰
야 하는 저온살균(低溫殺菌)된 신선한 음용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버터와 치즈의
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② MMB 폐지 이후 낙농업계
1994년 MMB가 폐지되고, MMB는 임의조합(voluntary co-op)으로 전환되었
다. 농가는 후임 조직인 임의조합에 납품을 계속하거나, 가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MMB 처
럼 가공능력을 방치하게 된 경우도 있다.
MMB 폐지 직후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MMB는 밀크 마크(Milk Marque)라고
하는 이 지역 농가의 70%가 참여하는 조합을 설립하였다. 그 후, 밀크 마크는 가
공에 대한 투자 경쟁을 감시하는 당국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3개의 조합으로 분
리하였다. 이 3개 조합 중 하나는 실패하였고(Dairy Farmers of Britain),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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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a에 통합되었으며(Milk Link), 하나는 현재에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First
Milk).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가 영국시장에 미친 영향은 최종 소비자 가격 설정을 폐지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원유가격은 상품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③ 생산자단체의 변화
생산자 단체(Supply Group)은 개별 민간 가공업체에 원유를 공급하는 농가를
대표하기 위해 가공업자 또는 농가 중 하나에 의해 조직되었다. 생산자단체는 민
간 가공업체만 거래를 하고 있으며, 조합(co-op)과는 관계가 없다. 생산자단체는
다양한 형태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 법적 근거
를 가진 것 중에서는 조합(co-op)에 포함되는 것도 있다.
생산자단체는 농가와 가공업체가 생산 기준, 시장 발전, 심지어 우유가격 설정
까지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있
어, 계약은 농업인과 가공업자 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 자신이 농가에
서 원유를 구입하여 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조합 또는 생산자 조직(Producer Organisation, 이하 ‘PO’)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만 가공업체와 원유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
진다. PO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가 법적 신분을 취득하고, 정부기관에 등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국에 있는 PO은 하나뿐이다.

④ 농가의 변화
2001년 11월 WTO 도하 라운드가 시작되어, 모든 수출 보조금 철폐를 요구하였
다. 이 때 영국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위험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또한 영국산 원유 고객 중 공급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
소리가 높아진 것이 조정된 원유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연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 전후의 EU 및 영국의 우유 소매가격과 생산자 매입가격 추
이를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다.

126

Issue Box 2편 :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 - 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

<그림 3> EU 및 영국의 우유 소매가격과 생산자 매입가격 추이

출처: Dairy UK 제공 자료.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
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원유 쿼터제도가 폐지 된 후 영국에서는 유가가 하락하였고, 영국 전역에서 폐
지 후 불과 1년 사이에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10%의 농가가 폐업하였다. 현재
대다수 영국 농가는 세계 상품시장 동향에 노출되어 있다.
제품 마진은 가공단계에서 가산되기 때문에, 농가의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이
다. 가공업체는 타사의 협력(고객, 은행, 선물시장)을 얻었을 때만 가격위험을 공
유하지만,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가에게는 환원이 필요하다.

(3) 프랑스
①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낙농업계
프랑스 정부는 2015년 원유 쿼터제도 폐지 전에, 특히 조합 이외의 원유 회수업
자에게 생산자들과의 계약을 의무화하였다. 정부는 계약화로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에도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고자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가공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물량밖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게 생산량을 결정할 자유는 없었다.
2015년 4월 1일에 원유 쿼터제도가 폐지되고, EU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한편, 뉴질랜드와 미국도 생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요를 초과하여
공급하게 되었다. 중국은 특히 분유 수입량이 증가하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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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4년 동안 원유가격은 하락하고, 프랑스 농가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또한 원유 쿼터제도를 폐지한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
아의 제재조치가 겹쳤다.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유제품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러시아에 제품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낙농업계에 타격을 주었다.
프랑스에서는 생산비용이 330〜350유로/1000리터 수준이었을 즈음에, 원유가
격이 270유로/1000리터로 침체되었다. 이에 많은 농가가 폐업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젖소를 매각하여 쇠고기로 판매한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쇠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자, 쇠고기 가격도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국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는 생산비용이
낮기 때문에 영향은 적었지만, 반대로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이 높고, 가
격 하락에 대한 충격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세계
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원유가격은 340〜350유로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움직임에는 반응하지 않고, 원유 가격을 움직이지 않았다. 약 40
만 톤의 분유가 재고로 남게 되었고,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주었다. 하지만,
농가에 환원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에서는 가공업체가 시장에서 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
형 가공업체인 락타리스 사의 매입가격은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조합의 매
입 가격보다 낮다. 이러한 생산자와 가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가 2018년 Egalim 법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② 낙농특화의 진척
프랑스에서는 원유 쿼터제도가 토지⋅지역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만큼 조건유리지역에 대한 낙농특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조건유리 지역으로의 이행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서양에 접한 프랑스 서부(노르망디, 브르타뉴 등)에서는 사료 원
료인 옥수수 생산량, 노동력, 소규모 농가가 많기 때문에, 낙농 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원산지 보증제도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악지대(쥐
라(Jura), 아흐부와(Arbois) 등) 외에 중앙 산지에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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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리 주변의 곡창지대 외에 농가 밀도가 낮은 프랑스 남서부와 남동부는
서부보다 조건이 불리하다. 프랑스 남부는 1980년 이전부터 생산량, 판로 측면 모
두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③ 생산량과 수출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연간 4〜5%의 농가가 폐업하고 있는 반면, 폐업한 농지
를 통합하여 농가 1호 당 생산량은 2%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전체
생산량은 소폭 증가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분은 수출되고 있지만, 수출 물량 자체는 감소하였다. 주요 원인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수출시장에서 프랑스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 점
유율은 상승하고 있다. 즉, EU 역외의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의 이행기에 있어 유럽위원회는 생산량에 대하여 연간 1%까
지의 증가를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은 규정된
과징금을 지불하고 1% 이상 증산을 하고 있었다. 한편, 프랑스는 가격안정을 위해
1%를 약간 밑도는 정도의 증가를 하고 있었다.

④ 프랑스 가공업자의 특징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에도 프랑스의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북부 유럽, 아
일랜드, 덴마크, 독일 등은 프랑스보다 생산비용이 낮아 생산 증가가 쉬웠을 것으
로 생각된다. 생산이 증가하면 판매가격을 낮추어 판로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은 프랑스에서는 농가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북
유럽 같은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의 민간원유 회수업자가 생산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아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생산이 증가 추세에 있는 북부 유럽에서 조합이 지배적(예: 네덜란드: 90 %, 아
일랜드: 거의 전량)인 반면, 프랑스의 원유 회수⋅가공업체는 조합과 민간기업이
반반 정도를 차지하며, 민간기업의 영향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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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간 가공업체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를 보면,
2015년〜2019년 사이, 민간 가공업체의 생산량이 소폭 감소한 반면, 조합 생산량
은 증가하고 있다31).
<표 5> 프랑스의 민간 가공업체

대기업 그룹
(다농, 락타리스 등)

중소기업

•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자⋅진출하고 있다.
•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반드시 국내 제조한 것은 아니다.
• 대기업은 해외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생산 제품 중 국내 생산은 전체의 1/4
정도
• (예: 락타리스 사는 세계 60〜70 개국에 진출하고 있지만, 세계전체 생산량 200
억 리터 중 프랑스 국산은 50억 리터)
• 특화된 제품을 제조
• 시장 점유율은 정체
• 생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출처: Idele 청취 조사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⑤ 가공업체와 낙농조합
생산농가는 민간 가공업체와 연간 계약을 맺고, 매월 또는 분기별 납입 금액과
가격을 정하고 있다(계절별 가격차별). 계약 금액에 도달하면 매입할 수 없거나 또
는 과징금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낙농조합의 경우 잉여분도 매입하지 않으면 안된
다.
일반적으로 민간 가공업체와 비교하여 조합은 생산자와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원유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합의 집유량을 판로에 맞추
어 조정하게 되어, 조합도 민간 가공업체 의존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다.
북부 유럽의 낙농조합은 세계시장에서 퍼포먼스 향상에 성공하고 있지만, 프랑
스낙농조합의 퍼포먼스는 결코 크지 않다. 낙농조합은 일부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하여야 하는데, 식품산업이라는 맥락에서 조합은 민간기업 만큼 효율화가 진
행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조합은 경쟁력 저하로 우유 매입가격이 떨어
질 우려가 있다.
31) みずほ情報総研 조사단의 현지 청취조사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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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조합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원유 가격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유
가 구분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A가격, B가격의 우유를 함께 가공하여 판로를 확대시키는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프랑스 남부에서 생산, 판로 모두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낙농조합의 유가 구분
A 가격

원유 쿼터제도 폐지 전부터 높은 가격 설정

B 가격

상품 (분유, 버터) 시세로 결정

출처: Idele 청취 조사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또한 민간 가공업체도 낙농조합의 가격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후 낙농조합이 제품개발 등을 통해 영업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매입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민간 가공업체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2. 스위스
(1) 낙농시장 변화
원유 쿼터제도의 폐지는 2003년 의회에서 결정하였지만, 원유 쿼터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출주도 상품에 대해 논의하고, 이탈리아 등과 같이 가
격이 낮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치즈 역외 수출에 막대한 보조금
을 마련하였다(연간 약 10억 프랑).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에는 전환기적인 시책들
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원유 쿼터제도 폐지와 동시에 생산과잉과 유가
하락이 발생하였다. 통계상으로 보면, 생산량은 폐지 전후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제
도 폐지 후에 대규모 경영화, 농지 매각이 진행되어 농가 수는 감소하였다.
원유 쿼터제도가 폐지되고, 정부의 규제가 없어져 생산량과 유가 결정은 민간에
서 하게 되었지만, 폐지 후에도 정부의 지원은 많았다. 예를 들어, 제조자로부터

13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원유를 매입할 때 계약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계약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정부
이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 전, 생산량과 가격은 스위스 정부가 전국적인 생산자단체인
스위스 원유생산연맹(SMP)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각 지역의 생산자단체 등이 유업체와 협상하여 유가를 결정하고, 10〜15랏펜32)/
리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이 국가 통계수치로 공표되었다.
또한 산지에서 소매가격은 줄곧 상승하고 있는데, 농가가격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유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많은 마을의 치즈공장이 폐쇄되고, 생산자는 먼 공장에
납입하도록 되어, 운송비용이 소요되게 되었다. 농부는 젖소 수를 늘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등과 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EU의 치즈 자유화에 의해, 현재는
다양한 치즈를 매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 치즈는 ‘브랜드 치즈’(그뤼예르 치즈, 아펜젤 치즈 등 지명도가 높은 종목
의 치즈)와 ‘타운 치즈’(산업용, 무상표 치즈)로 분류된다. 또한 브랜드 치즈의 원유
매입 금액은 현재에도 예전의 원유 쿼터제도의 쿼터를 준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는 상태가 계속되어, 생
산 규모를 확대한 농가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이농 농
가의 가축과 토지는 인근 농가에 분할하여 매각33)하였다(땅이 넓은 만큼 정부에서
보조 금액이 많아진다).
생산에 있어서도 가공업자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과제이
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목초사육 우유(사일리지 프리)
생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2) 낙농관계 조직의 변화
원유 쿼터제도 폐지를 위한 전국 통일적인 생산에 의한 판매 조직을 만들고, 생
산조정을 담당토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에서 60개
이상의 단체가 태어났다. 그 후, 합병 등이 진행되어, 현재는 약 50개 단체가 활동
32) 1프랑=100랏펜
33) 이농을 줄이기 위해 도시주민을 초치하는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 스위스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는 것은 농민이며, 기업에 의한 농지 매취는 금지되어 있다. 단, 기업이 농가 단독경영, 또는 공동경
영을 한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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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단체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대규모 단체가 전국 생산량의 22%를 차지한다.
다수의 조직이 난립하고 있는 배경에는 첫째, 스위스에서 전통적으로 지역마다 물
건을 결정하는 관습이 있으며, 둘째, 특히 중산간지에서는 다른 지역 사람을 받아
들인다는 점, 셋째, 평지 농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저항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낙농단체가 생산자를 초청하여 설립된 단체(PMO)도 있다. 2006년〜
2009년까지 과도기에는 위의 60개 단체의 각 단체에서 쿼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2009년에 다른 지역 사이에서 매매가 가능해졌다는 증언도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전의 생산량과 가격은 스위스 정부가
SMP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원유 쿼터제도 운영에 관여하는 자조 조직이
생산자단체, 협동조합(집유하기 위한 조합 등)과 함께 전국에 20개 정도 존재하였
다. 원유 쿼터제도의 폐지 후에도 일부 협동조합은 잔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중앙⋅동부 착유농가연맹(VMMO)처럼 집
유도 판매도 하지 않고, 멤버에게 정보를 공유만 하는 곳도 있다. 또한 생산자 간
중개, 로비 및 홍보활동만 수행하지만, 농촌의 소규모 치즈공장에서 조합이 치즈
를 제조하는 자문기관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단체도 있다.
또한 낙농협은 집유를 하지 않고, 그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 우유를 수거하는 전
문 조합인 ‘Mooh Swiss’가 농부에 의해 조직되었다. 또한 Mooh Swiss는 집유만
하고 가공은 하지 않는다. 원유의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조직을 지원하고 있으
며, 집유에 특화된 Mooh Swiss도 협동조합이다.
원유 쿼터제도의 폐지에 있어, 가격을 감독하는 업계단체(IP Milk)를 설립할 필
요가 있었다. 그 기관의 설립에는 스위스 농민연맹(SFU)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
업계단체를 설립함에 있어서 농가 또는 농가와 유제품 소매업체의 의견이 일치하
지 않아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SFU 회장이 SFU에 사무국를 설치하
였다. 이것이 IP Milk의 전신이 되었다.
현재 IP Milk는 독립적인 조직이지만, SFU 직원이 IP Milk에 1명 파견되어 있
다. 최근 낙농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 사이에 뚜렷한 대립은 보이지
않는다.
IP Milk는 원유 부과금을 재원으로, 다음의 2가지 종류의 기금을 창설하였다.

• 조정(Regulierung): 과잉 버터 등의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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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유 보전(Rohstoffverbilligung): 가공식품 수출을 지원한다. 다른 나라보
다 가격이 높은 스위스산 유제품(분유 등)을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국내외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초콜릿 법(chocolate law, 후
술)의 폐지에 대응하는 조치.

(3) 농가의 변화
원유 쿼터제도 폐지 전후 스위스 원유 생산자 및 원유 생산량 추이를 아래 <그
림 4>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많은 생산자 폐업하였는데, 대
부분이 소규모 농가였다.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원유 판매를 중단하고, 비육 사
육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였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농가의 대응은 다양하다. 농가에서 대규모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생산량은 증가시키지 않고 고품질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
다. 또한 산간지역의 생 모리츠(St. Moritz)와 같은 곳에서는 롯지(lodge, 오두막
산장)를 대여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을 하는 농가도 있지만, 다각적 경영에 대한 스
트레스를 느끼는 농가도 있다.
<그림 4> 스위스 원유 생산자수 및 원유 생산량 추이

출처: SFU 제공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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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5>는 원유 쿼터제도 폐지 전후 스위스의 농가소득 변천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 5> 스위스의 농가 소득 변천

출처: SFU 제공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세대 당 소득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 근로자 1
인당 연간소득은 상승 추세에 있다. 노동인구 당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원유 쿼터제도 폐지 전후에 동물복지법이 강화되어, 지금까지 외양
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농가에서는 이를 계기로 운동장이나 기계를 도입하는 등
과 같은 투자를 통해 생산량과 두수를 늘리는 농가도 있다. 쿼터폐지 전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농가가 자립하여 시장지향적이며, 비즈니스 확대 기회가 있는 것으
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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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구분별 유가의 도입
쿼터제도가 폐지되어 생산, 가공량과 가격이 불확실하고 불확정한 것이 되었다.
쿼터 폐지 후 민간 조직인 업계단체(IP Milk)가 생산조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IP
Milk는 국가를 대신하여 민간에서 수량과 가격을 협상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설
치되었다.
IP Milk는 전국 및 지방레벨 생산자단체, 가공업자, 유통사업자 등이 가입하고
있으며, 낙농 및 유제품의 발전을 위한 판촉프로그램, 부가가치 창조, 수출촉진 등
을 위하여 활동하는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수직으로 연계된 단체이
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없는 가운데 유가하락에 따라 생산을 억제하려고 해도 이행
기간 동안 생산량을 늘린 농가 등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감산에 응하지 않는 생
산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민간만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2009년 유가 하락으로 2011년 1월부터 원유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IP Milk는 매월, 용도구분별 지표유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와 가공업자
사이에서 거래유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용도구분별 유가(A, B, C의 3구분)는 모든 착유농가에서 원유를 회수할 수 있도
록 설치된 시스템이며, 가공업자(유업체)의 발명품이다. 생산량의 대부분은 용도
구분 A 또는 B에 산재되어 있다. C는 생산 과잉분의 원유를 매입하기 위해 설정되
는 것이며, 생산이 부진하였던 2019년에는 해당이 없다. 용도구분별 유가 기준은
3개월마다 갱신된다. 각 가격의 원유 용도는 다음과 같다.
<표 7> 용도구분별 유가 분류
A 가격

국내 소비 향상. 치즈 가공 등. 전체의 80%에 해당

B 가격

EU역내용. 음용유, 요구르트, 우유음료(라떼 등)
대량 생산되는 치즈 등. 전체의 20%에 해당

C 가격

세계 시장(EU 이외). 버터, 분유 등. 2019년은 C 밀크에 해당하는 생산은 없다34).

출처: 현지 청취조사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34) 2017~2018년은 버터가 과잉으로 남아, 세계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みずほ情報総研 현지
청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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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별 유가를 도입한 의미는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계약에서 기준가격이
되는 지표를 담아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연간 우유 생산량과 가격은 계약체결 시
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가격산출 방법

⋅사유를 명시하면 된다. 대부분의 계약은 ‘협상에 의해 결정’과 ‘표준가격(SMP
산출방법을 사용)을 기준으로 결정’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생산자와 가공업자의 계약에서 가격을 협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별 농가가 아
니라 생산자단체가 가공업체와 3개월간의 유가에 대해 협상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스위스 정부는 생산자단체 사이의 수평 연결을 강화
하여 생산자 협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공업체는 생산자에게 매월 필요량을 전달한다. 생산자와의 계약 양, 가격, 사
용을 감독하는 것이 IP Milk이다. 계약 시 생산자는 A유가, B유가로 나누어 납입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량만을 정해 매월 말에 가공업자가 생산자에
해당 월의 각 유가의 원유량을 통지한다.
또한, 각 유가의 유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월말이 될
때까지 각 유가의 양을 모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수익 전망을 계획하기 어렵고,
용도구분별 유가는 투명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생산자는 불평을
하지만, 생산한 모든 원유를 회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및 농가에 따라 쿼터제도 시대의 쿼터 프레임을 그대로 A구분의 유량 및
브랜드 치즈용 원유 유량에 준용하고 있다35). 이 경우 기본적으로 A유가의 유량
은 폐지된 쿼터 유량과 동일하다. 이 납입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B유
가, C유가가 지급된다. 그러나 우유의 질(지방, 단백질)이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될 가능성도 있다.
용도구분별 유가는 공업⋅공장용에 관한 컨셉이기 때문에 농가들 사이에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 같은 품질의 우유를 다른 카테고리로 나눌 수도 있으며,
용도구분별 기준 및 물량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용도구분별 유가는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뤼예르 치즈,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36) 등 치즈 생산용 우유는 원유
35) 아펜젤 치즈, 그뤼예르 치즈 등 브랜드 치즈는 쿼터제도의 쿼터를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이다.(みずほ情報総研 현지 청취조사)
36)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에멘탈 치즈는 ‘스위스의 한 조각’이라고 표현될 만큼 스위스를 대
표하는 치즈로, 표면에 뚫려 있는 구멍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에멘탈 치즈는
‘Emmental’, ‘Emmentaler’, ‘Emmaethal’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치즈의 이름은 스위스 베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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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높고37), 가공업자 중에서도 치즈 가공업체는 농가에 대한 지불이 많다. 한
편, 치즈시장은 수요가 변화하기 쉽고,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즈
를 생산하지 않을 때에는 원유를 다른 용도구분에 싸게 판매하게 된다.
아펜젤 치즈 산지인 동부 스위스에서는 이 치즈의 브랜드 단체가 각 공장에서
생산량을 쿼터에 맞추는 동시에, 원료 원유의 전체적인 유가협상도 하고 있다. 치
즈공장이 아펜젤 치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량은 제도 철폐 이전 10〜15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쿼터제도 폐지 이후에도 농가로부터 매입하는 치즈용
유량은 쿼터제도 시대에 납품해 온 양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잉생산하
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농가도 적극적으로 증산하지 않는다.
스위스 동부 농가에서는 인근 약 20개의 원유 생산농가와 함께 치즈 공장 등과
같은 판매처와 협상하여 유가를 결정하고 있다. 납입량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계
약 시 연간 납입량을 미리 통지해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납입량의 ±5%
까지 허용 범위를 두고 있지만, 만일, 납입량이 목표를 밑도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
보해 두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런 맥락에서, 용도구분별 유가제도는 지금까지의 쿼터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용도구분별 유가는 생산량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세계적인 우유시장 자유화
에 대비하여 농가에게 시장의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C유
동쪽 지방에 위치한 ‘에멘(Emmen)’이라는 지역 이름과 계곡을 뜻하는 ‘탈(tal)’을 합친 것이다. 13세
기의 기록을 보면 고산지대에서 에멘탈 치즈와 같이 크기가 큰 치즈들을 제조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겨우내 우유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해 여름이 되면 농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
는 소를 고산지대로 데리고 가서 치즈를 만들었고, 가을이 되면 다시 소를 데리고 내려왔다. 1542년
에는 에멘탈 치즈의 제조법이 에멘 계곡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전해져 19세기부터는 평지에서도 에멘
탈 치즈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는 전체 우유 생산량의 6%가 에멘탈 치즈를 만드는 데 쓰
인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민들은 1년에 1인당 약 3.3kg 분량의 에멘탈 치즈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에멘탈 치즈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무려 700〜1,000리터에 이르는 우유가 필요하다. 에멘
탈 치즈는 만들기 어려운 치즈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페이스트에 있는 구멍 때문이다. 치즈 아이
(Cheese Eye)라고 하는 이 구멍을 만들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숙성이 이루어진다. 우선 22℃의 숙
성실에 4〜5주간 놓아두게 되는데, 이때 치즈 아이가 만들어진다. 프로피오닉 박테리아(Propionic
Bacteria)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 균은 치즈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이 이산화탄소가 빠
져나갈 자리가 없어서 바로 치즈 내부에 구멍을 만드는 것이다. 구멍의 크기는 지름 2〜4cm 사이로
앵두 또는 호두알 크기여야 적당하다. 그 다음에는 여느 치즈와 마찬가지로 12〜14℃에서 숙성시킨
다. 에멘탈 치즈는 원산지 명칭 보호를 받으며 생산 지역은 베른, 글라루스(Glarus), 루체른(Luzern)
등으로 제한된다. 에멘탈 치즈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나
라가 프랑스이며, 주로 스위스와 인접한 동부에서 많이 생산된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에
멘탈 치즈는 모두 원산지 명칭의 보호를 받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 미각을 사로잡는 104가지
치즈수첩, 2011. 10. 15., 정호정, https://terms.naver.com/)
37) 예를 들면, 스위스 동부 아펜젤 치즈의 경우, 치즈용 원유가격이 64〜84랏펜/리터인데 비해, 음용유
는 52~55랏펜/리터였다.(1프랑=100랏펜, みずほ情報総研 현지 청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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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생산한 모든 우유를 매입해 주는 장점이 있으
며, 가공업자에게도 원료를 저렴하게 조달 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진다.
스위스 동부 명산인 아펜젤 치즈용 원유의 경우, 원유 쿼터제도 폐지 전후의 가
격 (쿼터제도 폐지 후는 A 유가로 구분)은 다음 <표 8>과 같이 움직였다.
<표 8> 아펜젤 치즈용 원유 가격 변화(장크트갈렌 주)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전

1프랑/리터

원유 쿼터제도 폐지 직후

20랏펜/리터

현재(2019년 12월)

64〜84랏펜/리터

출처: 농가 청취조사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5) 유가교섭
스위스의 유업 칼렌다는 5월 1일에 시작하며, 유가협상은 매년 봄에 실시된다.
유가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산자⋅낙농가공업체조직(PMO)과 생산
자조직(PO)이다. 또한 전국 원유생산자조직인 스위스 원유생산자연맹(SMP)은 유
업체들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입장에서 생산자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현재 유가는 각 PMO와 PO가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PMO도 PO도 모두 농가가 받는 유가는 거의 같지만, 납입량에 차이가 있다. 양을
결정할 때 대규모 가공업체는 비축 능력이 크기 때문에 많이 집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원유 쿼터제도가 폐지 된 후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에 시작된 3년간의
이행 기간 동안 생산자가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화가 진
행되었다38). 이를 위해 조직된 것이 PMO와 PO이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 당시
PO와 PMO를 합하여 36개 조직이 있었지만, 현재는 통폐합을 거쳐 20개 정도가
존재한다. 특히 PO가 합병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39).
38) PO 또는 PMO를 설립하여, 수출 등 추가적인 수요를 확보하면, 이에 대응한 쿼터를 웃도는 유량
생산이 인정된다(쿼터제도로 부터의 조기 이탈)
39) PMO와 PO의 대체적인 구성 비율은 PMO：PO＝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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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와 PO로 나뉘어지게 됨으로써 PMO의 생산자는 가공업자의 강한 영향 하
에 있게 되었다. 때문에 PMO의 생산자는 가공업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즉, 생
산자로만 이루어진 PO의 생산자와는 달리 가공업자와 연계된 조직인 PMO는 생산
자만으로 구성된 PO와는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PMO는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수익 향상을 지향하는 예도 많았는데, 유가가 하
락하였기 때문에 기대만큼 효과는 없었다. 한편, PO는 생산량을 확대하지 않고 현
상 유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양자 모두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가격
은 내리고 있다.
PO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급 제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고부가 가치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가 시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
은 원유 쿼터제도 하에서는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움직임은 원유
쿼터제도 폐지 후 볼 수 있게 된 새로운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PMO와 PO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PMO와 PO의 주요 차이점

생산자⋅낙
농가공업자
조직(PMO)

생산자
조직
(PO)

목적

특징

가격 결정방법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익 향상

• 생산자뿐만 아니라 가공 업체를 포함한
다. 유가를 협상⋅결정
• 가공업체에서 생산자를 초청 결성
• 스위스 전체 생산량의 80%
• 동부 스위스에서 규모가 작다(1공장에 농
가 몇 호에 불과)
• 중부⋅서부 스위스에서는 규모가 크다.
(1공장에 농가 100호 이상)

• 가공업자 주도
• 가격은 자유 시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IP Milk 기준 가격을
참조한다.

현상 유지

• 생산자 조직. 5〜10개 단체가 존재한다.
• 생산자 주도
회원은 약 50명. 원유 판매대상 가공업자
• 3개월마다 협상하며, 양과
를 결정한다.
가격 결정
• 생산자가 위험을 감수
•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 기업가 의식이 강하다(높은 부가가치 제품
다르다.
개발 등)

출처: 농가 청취조사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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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입에 대하여
스위스 유제품은 국내 수요에 비해 140%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분은
수출된다. 치즈를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에 대해 일반적으로 농가보다 가공업자 측
에서 관심이 많다. 원유 쿼터제도 폐지는 수출 확대의 기회이지만, 국제 낙농시장
은 변동이 크고 어려운 시장이다. 또한 고품질 치즈는 수출 확대가 기대되지만, 산
업용 치즈처럼 물량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에서는 치즈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치즈는 하드(경질) 치
즈, 수입 치즈는 소프트(연질) 치즈로 판매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위협으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 치즈 자유화에 의해 매장 앞에 진열되는 치즈의 종류가 증
가하고, 다양성이 대두되어 스위스의 치즈 수요⋅소비가 증가하고 있다40).
<그림 6> 스위스 치즈의 수출입량 및 금액

출처: SFU 제공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40) 17kg에서 21kg으로 증가. 단, 하드 치즈는 건조가 진행되지만, 소프트 치즈는 수분이 많아 중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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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위스 치즈 수출국(2018년)

출처: SFU 제공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또한 스위스의 식생활도 변화하여 연질 치즈(모짜렐라 치즈, 브리 치즈(Brie
Cheese)41), 까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42) 등) 외에 코티지 치즈(cottage
41) 브리 치즈(Brie Cheese). ‘치즈의 왕’이라고 불리는 브리 치즈는 프랑스 수도 파리(Paris)에서 동쪽으
로 50km 떨어진 일 드 프랑스 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원산지가 가까이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 때
문에 브리 치즈는 예로부터 파리에서 소비가 많았다. 브리 치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브리 드
모 치즈와 브리 드 모의 할아버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 드 믈룅(Brie de Melun) 치즈이다. 둘
다 살균하지 않은 우유로 만들며, 브리 드 모와 브리 드 믈룅은 ‘원산지 명칭 보호법’을 적용받고 있
다. 하지만 두 치즈는 생산 지역이나 우유를 응고시키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브리 드 모의 경우
렌넷을 사용하여 응고시키며, 그 과정은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에 브리 드 믈룅은 우유
를 응고시킬 때 산에 의해서만 응고되기 때문에 응고되기까지 최소 1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커드를
응고시킨 다음 ‘브리 셔블[Brie Shovel(Pelle à Brie)]’이라 불리는 도구를 사용하여 틀에 담는다. 틀에
커드를 넣은 다음에는 유청이 빠질 때까지 24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 2〜3일에 걸쳐 소금을 첨가
해 준 다음 8일 동안 숙성실에 놓아두면 흰 곰팡이가 자라게 되는데, 이는 페니실륨 칸디듐
(Penicillium Candinum)이라는 균에 의한 것이다. 원산지 명칭 보호를 받지 않은 브리 치즈는 단순히
‘브리(Brie)’라고 부르며 원산지인 프랑스 및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판매된다. 프
랑스에서 원산지 명칭 보호를 받는 소프트 치즈 중 유일하게 브리와 까망베르 치즈만이 살균하지 않
은 우유로 만들어진다. 이때의 이름은 브리 드 모, 브리 드 믈룅,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Camembert
de Normandie)라고 부르며, 그 외에는 살균한 우유와 살균하지 않은 우유 두 가지가 모두 허용된
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 미각을 사로잡는 104가지 치즈수첩, 2011. 10. 15., 정호정,
https://terms.naver.com/)
42) 까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세계에서 유사품이 가장 많은 치즈 주 하나이다. 그만큼 까망
베르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치즈인 것은 분명하다. 까망베르 치즈는 프랑스가 원산지이지만
현재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생산되고 있다. 치즈의 이름은 프랑스 노르망디 남부에 위치한 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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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e)43)에 향신료를 곁들여 빵에 바르는 스타일 등이 정착되고 있다.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게 될 가능성은 이전부터 우려되고 있었지만, 아직 현실에
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치즈 소비 증가와 인구 증가(연간 5〜10만 명)의 영향으로
원유 가공량은 10%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스위스 정부는 국내 유제품 중 우유, 요구르트 등의 수입은 국경보호조치
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치즈는 대 EU 관세가 폐지되어 대책을 위한 치즈
원료용 원유는 국경보호 대신에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다. 지원 수준은 50랏펜/리
터이며, 사일리지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사이레지 프리) 경우 또한 3랏펜/리터가
추가된다. 사일리지 미사용 원유 보조금은 Emmi 사나 네슬레 사가 받고 있었지
만, 농가에 지불하도록 변경되어 있다.
에멘탈 치즈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치즈이지만, 원산지보호명칭(AOP)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아 유럽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컨슈머(저가) 제품이 되어 버려,
고부가가치화가 과제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동굴에서 치즈를 숙성시켜

망베르(Camembert)에서 유래되었다. 이 마을에서 치즈가 생산된 것은 적어도 1680년부터였다. 초기
에 까망베르 치즈는 다른 치즈들과 마찬가지로 짚을 엮어서 만든 케이스에 담아서 판매되었다. 이러
한 포장 방식은 먼 곳까지 운반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던 중 농부들은 까망베르 치즈를 일일
이 종이로 싼 다음 그것을 5개씩 묶어서 그 위아래로 육각형의 나무판을 대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노르망디 지방의 다른 시장으로 운반하는 데는 충분했지만 더 멀리 갈 수는 없었다. 1890년이 되어
서야 프랑스 기술자였던 리델(Ridel)이 포플러 나무로 만든 상자를 발명하였다. 이 새로운 포장 방법
과 함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철도와 증기선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카망베르 치즈는 프랑스
전역 및 해외로까지 판매될 수 있었다. 까망베르 치즈는 원산지 명칭 보호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생
산 지역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주로 제한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까망베르 치즈를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Camembert de Normandie)라고 한다.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살균하지 않은 우유로만 만들어야 하고, 우유를 응고시킨 다음 치즈 틀(Mould)에 넣을 때 치
즈 틀의 지름과 같은 크기의 국자로 일일이 떠야 하기 때문인데, 이를 ‘Moulage à la louche1)’라고
한다. 이때 단 4회에 걸쳐서 국자로 커드를 떠서 틀에 넣어 줘야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치
즈 덩어리는 그 다음 날 소금을 묻히는 작업을 거친 후 까망베르 치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흰
곰팡이가 생기도록 페니실륨 까망베르티 균을 뿌려 주고 숙성시킨다. 보통 21일이 지나면 충분히 숙
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만든 지 30〜35일 된 까망베르 치즈에는 ‘à point’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는 속까지 ‘완전히 잘 숙성되었다’는 뜻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 미각을 사로잡는 104가지 치
즈수첩, 2011. 10. 15., 정호정, https://terms.naver.com/)
43) 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 원산지는 네덜란드이며, 원래는 우유를 자연적으로 젖산 발효시켜서
만들었다. 이 치즈는 별명으로 네덜란드치즈(Dutch cheese), 포트 치즈(Pot cheese), 또는
Smerarkäse라고도 부른다. 또는 커드입자가 팝콘(pop corn)과 비슷하므로 팝콘 치즈(pop corn
cheese)라고도 한다. 숙성시키지 않는 연질치즈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탈지유 또
는 탈지분유, 탈지농축유를 원료로 하며, 제조방법은 크게 나누어 젖산 발효에 의해서 산 커드를 형
성시키는 방법과 스타터 외에 레넷을 소량 첨가하여 레넷 커드를 형성시키는 방법이 있다. 스타터는
산 생성용으로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Lactococcus lactis subsp. cremoris를 사용하며 풍
미 생성에는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cremoris를 사용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
과학기술대사전, 2008. 4. 10. 한국식품과학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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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7) 환경조건에 대하여
한때 스위스에서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확대시켜 왔기 때문에 1990년대
부터 환경요건 및 직접지불을 연계, 환경에 대한 배려를 도모하여 온 역사가 있다.
2019년 가을 선거에서는 환경계 정당이 승리하여, 농업⋅낙농에서도 기후변화, 환
경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낙농에서는 특히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

(8) 농산물 수입⋅수출에 관한 연방법(초콜릿(chocolate) 법)
스위스에서는 식품 수출에 보조금을 규정하는 농산품의 수입⋅수출에 관한 연
방 법(통칭 ‘초콜릿 법’)에 따라 수출보조(원료용 원유와 곡물 관련 가공업체에 대
한 보조금. 특히 초콜릿용 분유)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향후 수출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2019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
였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WTO 농업협정에 위
반하지 않고 자국의 농업으로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정부가 일단 농가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IP Milk가 농가에 부과금을
부과하여 회수(집유 등)하며, 가공업자에게 분배하는 새로운 루트를 수립하였다.
이 루트에서는 정부가 먼저 모든 원유를 대상으로 농가에 4.5랏펜/리터를 지원
한다. 예산은 이전과 같은 1억 프랑 정도이다. 농가는 IP Milk에게 최고 4.5랏펜
을 지불하고, IP Milk는 그것을 가공업체에 분배한다. 농가에서 IP Milk에 지불하
는 것은 시황이 좋을 때는 인하되어 현재는 3.5내지 3.6랏펜이다. 또한 일단 농가
에 지출한 이후 보조금 용도에 대해서는 민간의 노력에 맡기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9) 스위스밀크 그린(Swissmilk Green)
전국적인 우유 생산자 조직인 스위스 원유생산자연맹(SMP)(독일어. 프랑스어로
는 PSL)은 스위스산 우유⋅유제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브랜드로 ‘스위
스 밀크(Swissmilk)’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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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의 활동비는 55%를 농가에서 내고, 21%를 정부에서 지불하며, 24%를 서비
스 요금으로 하는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의 83%는 스위스 밀크 프로모션
비용, 17%는 운영비이다. 농가는 0.895랏펜/리터를 SMP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SMP에 속하지 않는 생산자도 지불 의무가 있다.
2018년 지속 가능한 우유 판매에 대한 규칙이 SMP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스위스의 지속 가능한 낙농을 위한 낙농부문 규격인 ‘스위스
밀크 그린(Swissmilk Green)’이 도입되었다.
업계 관계자가 스위스 낙농의 미래를 검토한 결과, 유제품시장과 무역이 자유화
되는 가운데 부가가치를 낳는 스위스 브랜드의 의미를 정의하고, 널리 발신할 필
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스위스밀크 그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스위스는 원래 지속 가능성과 동물복지 친화적인 낙농을 하고 있지만, 이웃 나
라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그 수준의 높이를 알기 쉽게
제시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MP는 2019년 9월 1일부터 민간 주도의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가공, 지
산과 선도, 근접성과 고품질을 충족하는 유제품에 스위스밀크 그린 표준마크(로
고)를 부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스위스밀크 그린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은
SMP가 고안 하여, 브랜드도 로고도 SMP가 권리자가 되고 있다.
<그림 8> 스위스밀크 그린 로고44)

출처: 스위스밀크 웹 사이트(https://www.swissmilk.ch)

44) 스위스밀크 그린 라벨의 녹색은 ‘지속가능한 생산’, 적색은 ‘스위스’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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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밀크 그린 표준마크(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본
요건 및 2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생산자가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표 10> 스위스밀크 그린 요구사항
기본 요구 사항

• 동물복지에 대한 배려 요구사항(5가지)
• 사료에 대한 배려 요구사항(2가지)
• 기타 요구 사항(3가지)

추가 요구 사항(아래에서 2개)
• BTS 및 RAUS 두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있을 것
• 의사 처방을 받아 가축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을 것.
• 가축이 보완 요법 치료를 받고 있을 것
• 노동자의 사회 보장 충실
• 직원 교육 실시
• 경영자 및 직원의 농업 실습 참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행사 실시

출처: 스위스 우유의 웹 사이트45)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
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스위스밀크 그린은 사회와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10
가지 기본 요건은 5가지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 2가지 사료에 관한 사항, 3가지
추가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스위스밀크 그린의 요구사항은 이제까지 요구되어 온 사항을 정리한 것이어서
농부들이 적용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임신우 도축금지는 2년 전
부터 실시되고 있었으며(위반하면 100프랑의 벌금), 1달 중 13일간은 실내 밖에서
운동시켜야 하고, 의사처방 없이 젖소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규제하는 등은 대부
분 농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용지로 농지의 7%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도
기존 직접지불의 환경서비스 요구 사항46)으로, 대부분 농가가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에 있어 난이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원유 생산농가는 전체의 80% 정도이며, 나머지
20%도 스위스밀크 그린에 따라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밀
크 그린 실시는 농가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
45) La durabilité sur le devant de la scène: https://www.swissmilk.ch/fr/le-lait-suisse/swissmilk-green
/la-durabilite-sur-le-devant-de-la-scene/
46) 平澤明彦(2018), ｢直接支払制度の国際比較｣, 平成２９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EU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及び関連セミナー開催支援)報告書 , pp.199-237, 3月, 三菱 UFJ リ
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https://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syokuryo
/attach/pdf/itaku2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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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다만, 몇 년 이내에 스위스밀크 그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출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는 노력할 수밖에 없다.
스위스밀크 그린에서는 요구사항을 충족한 농가에 대해 3랏펜/리터가 지불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2019년 8월 13일 스위스의 모든 유업 판매자가 스위스밀크
그린 헌장에 서명하였다.
실제로 스위스밀크 그린 지불에 대한 운용은 가공업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스위
스 주요 16개 가공업체 중 11개 업체는 이미 지불을 시작하고 있으며(2019년 12월
시점), 3개 업체도 도입 중에 있다. 나머지 2개 가공업체 대해서는 동향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요 소매업체인 Migros 사는 IP Milk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스위스밀크
그린 실시에 있어서 우려되고 있는 사항이다.
SFU가 2019년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생산자에게 3랏펜을 지불하는 것이 전국적
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스위스에는 잉여원유
(C 유가)가 없고, 유가가 세계적으로 상승 경향에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도 지불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밀크 그린은 2019년 9월 1일에 시작한데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영향
정도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2020년 봄 이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농가에게 계절 수당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수당이 지급되지
만, 언제, 어떻게 지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서, 원래 우유 시장은 투명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요 소매업체인 Migros
사는 IP Milk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다.
스위스밀크 그린 라벨은 아직 일반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업체도
아직 제품에 부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이미 사일리지 사육 우유,
A2 우유47) 등 다양한 종류의 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에게의
PR이 필요하다. 앞으로 SMP는 스위스밀크 그린 프로모션(SNS, 텔레비전 CM 등)

47) A2우유：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하나인 ‘β카제인’에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점에 의해 ｢A1｣
과 ｢A2｣ 2종류가 있다. β카제인의 A2만을 함유한 것을 A2 우유라고 부른다. A2 우유는 아이들의 자
폐증이나 성인 통합실조증, 당뇨병, 심질환을 방지한다고 말하며, 유럽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일정
프레미엄을 가진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럽식품안전기관(EFSA)는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
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竹谷亮佑, ｢2018年：海外情報｣, 農畜産業振興機構(alic), 平成 30年 3
月 5日,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1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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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SMP 요리법 사이트는 국내 최대 조회 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우유를 사용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건
(VÉGÉTALISME)48)이 퍼지고 있는 등 우유를 기피하는 움직임이 있다. 때문에,
올바른 우유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여야 한다고 낙농단체들은 생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스위스밀크 그린이 도입되었는데, 농가가 받는 유대에 관련된 부과
금과 보조금 항목이 늘어나면서, 점점 전망이 나빠졌다는 의견도 있다. 스위스에
서는 농가에 대해 계절 수당, 지속 가능성 평가 수당이 지급되지만, 언제, 어떻게
지불을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래 우유시장은
투명성이 낮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A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스위스밀크 그린에 의해 가산
금(3랏펜/리터)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곡물 부문도 비슷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 등, 정부는 이 이외의 주요부문(과일,
채소, 육류 등)에 대해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3.3. 향후 전망
(1) EU
EU 낙농업계는 EU 역외를 포함하여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가⋅
기업에 의해 대상이 달라진다. 일본, 한국은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시장이다. 지리
적⋅역사적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중요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
는 인구, 소득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치적 위험이 높아 무역 기관관계의
우려 사항이다.

48) 비건(VÉGÉTALISME). 비건은 채식주의의 강한 단계로 동물에게서 나온 혹은 동물 실험을 거친 음
식도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가장 엄격한 단계이다. 곡물, 콩류, 녹색 채소, 식물성기름 등을 기본으
로 한 식품 섭취 방법으로, 철학적인 이유 등으로 꿀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배제한다.
불균형적인 식이요법으로 영양실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칼슘(주로 유제품에서 섭취)도 결여되며,
채소, 곡물, 콩류의 철분은 육류의 철분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체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
또한, 버터, 간, 달걀노른자에 의해 공급되는 비타민A의 필요량은 카로틴 섭취로는 충족되지 못한다.
섭취를 허용한 식품의 범위에 따라 아주 엄격한 단계에서부터 조금 유연한 단계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은 영양 결핍을 초래하고 특히 단백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랑 라루스 요리백과, 강현정, 김미선, 라루스 및 현수량 외 2인, ｢재미
있는 음식과 영양 이야기｣, 가나출판사, 2014. 4.,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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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청년 취농(就農)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도 과제의 하나이다. 영국의 토지 소유제
도가 새청년 농업인 취농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며, 자금 부족과 토지 부족이 과제
로 인식되고 있다.

(3) 스위스
이전에는 감자 또는 양계농가가 겸업으로 젖소사육을 하고 있었지만, 원유 쿼터
제도가 폐지되고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젖소 전용(홀스타인(Holstein)49)), 비육
전용(앵거스(Aberdeen Angus)50), 리무진(Limousin)51)) 등, 농가 전문화가 진행
되고 있다.
농가의 폐업은 앞으로도 매년 1〜2%가 이농하고 있으며, 대규모 농가가 늘고 소

49) 네덜란드의 프리슬란트 지방 원산인 대표적 젖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흑색반종, 영국에서는 프
리지언(Friesian), 미국에서는 홀스타인 프리지언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에 분포하여 주요 낙농국의 주
력이 되고 있는 품종이며, 현재 외국에서는 홀스타인협회가 조직되어 계통적으로 번식시키고 있다.
한국 젖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흑백의 얼룩무늬가 특징이며, 주로 검은색은 몸 윗부분에, 흰색은
몸 아랫부분에 많다. 윤곽이 선명하고, 비경(鼻鏡)이 넓으며, 강하고 뚜렷한 턱을 가지고 있다. 눈은
크고, 이마는 넓다. 표준 몸무게는 암컷이 650㎏, 수컷이 1,000㎏이다. 가장 대형인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며, 성질이 온순하다. 젖소 중에서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고, 유용종 중 비유량이 가장 높으며,
연평균 산유량은 각국의 개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94년 연평균 산유량이 5,900
㎏이었는데, 이후로도 산유량은 계속 늘고 있다. 유지율(乳脂率)은 약간 낮아 평균 3.5%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50) 애버딘앵거스종(Aberdeen Angus). 고기소의 한 품종.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다.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
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이다.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 머리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다.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체질이 튼튼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당하다.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
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이다. 일당 증체량(增體
量)은 0.8kg, 도체율은 65〜72%이다. 뼈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이다. 임신기간은
275〜283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51) 리무진종(Limousin). 고기소의 한 품종. 원산지는 프랑스의 리무진 지방이며, 샤롤레이의 남서부에
위치한 리모주(Limoges) 지방에서 많이 사육된다. 질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 개량된 품종으로, 지방
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육질이 연하고 맛이 뛰어나다. 몸집이 크고 길며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머리는
짧고 이마가 넓으며 뿔은 가늘다. 등이 곧고 허리가 길며 근육이 잘 발달되었다. 털빛은 전체적으로
황금색을 띤다. 뒷몸이 넓고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넓적다리의 살붙임이 좋다. 다 자란 암소의 체
중은 600〜700kg, 수소는 950〜1,100kg이다. 도체율(屠體率)은 69〜71%이나 뼈대가 가늘어 정육률
이 높은 편이다. 난산이 별로 없어 고기소 가운데 산육성(産育性)이 가장 높다. 연간 산유량은 1,200
〜1,400kg, 우유의 지방함량은 5.2%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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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농가는 부업으로 소와 돼지를 사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은 전문화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지의 경우, 대규모
화하거나 이농하거나 2가지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도 과제
이며, 농업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청년농업의 정착은 바랄 수 없다. 농업을
지망하는 청년농업자 중 전문 교육을 받고, 관리의 효율화(사료, 축사환경 개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지역지원형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의 사례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알프스 지방은 농업⋅낙농이 어려운 지
역이며, 일부에서는 어그리 투어리즘(Agri. Tourism, 농촌관광 등, 그린 투어리
즘(Green Tourism)의 개념과 유사하다)과 같은 새로운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가도 늘고 있지만, 직매소에서 제품을 판매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채소와
달리, 원유를 직접 판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은 소량에 불과하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 착유 로봇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
도 있다.
<표 11> 스위스 낙농정책을 둘러싼 정세 평가(IP Milk에 따름)
항목

IP Milk 평가

직접 지불

〇

현상 유지를 전망. 낙관

판매 수당

△

국제적 관점에서는 WTO, EU는 바람직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

국경 보호 조치

×

더욱 축소될 전망

사회에서의 수용

△

충분한 주의가 필요. 농업은 로비 활동이 주효하며, 정치인에게 관계가 좋고
지원도 극진함. 한편, 독일보다 우유 가격이 높아 소비자에게 까다롭게 보일
우려가 있다.

국제 무역 관계

×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 등, 수입 자유화와 그 영향은 불가피

출처: IP Milk의 제공 자료에 의해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
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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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제품 가격 하락 시 EU 및 스위스의 대응
4.1. EU
유럽위원회는 원유 쿼터제도 폐지 직후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긴
급 낙농가 지원 대책을 3회에 걸쳐 발표하였다. 2015년 9월에 발표된 지원책은 보
관에 따른 비용 지원(Private Stock Aid: PSA)에 의해, 탈지분유(SMP52))⋅버터

⋅치즈를 대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감소시키고 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
하였다.
2012년 10월부터 단일 공동시장 정책(CAP)에 적용된 우유 패키지 규칙에 따라
회원국의 판단으로 농가와 유제품 가공업체 간 서면계약을 의무화 등이 가능하였
다. 또한, 2016년 11월 평가 보고서에서는 생산자단체 설립이 생산자의 협상능력
을 향상시키고, 생산자 지위향상에 연결되므로, 그 장점을 전파하여야 할 것이라
는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중국을 비롯하여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따
른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생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8월 러시
아가 EU산 농산물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반대로 유제품 공급과잉이 나타나게 되
었다. 이에 2016년 7월에는 25.7센트/리터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시책이 강구되었다.

• 개입매입: 버터와 탈지분유(SMP)를 대상으로 공공매입가격(버터는 221.75유
로/100kg, SMP는 169.80유로/100kg)을 밑돌았을 때, 해당 회원국 정부가 공
공매입가격에 구입하였다. 이는 매년 3월 1일〜9월 30일 기간에 실시되었으
며, 버터는 실시 실적이 없다. SMP는 2018년도까지 실시되었다. 또한, SMP
는 2019년 6월 18일에 모든 재고를 매각하였고, 2019년에는 실시하지 않았
다.
52) 탈지분유(脫脂粉乳, skim milk powder(SMP), nonfat dry milk). 탈지유에서 수분을 제거해서 분말로
만든 것. 우유로 만들어진 전지 분유에 비해 보존성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생산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공업용으로는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환원 우유, 카테이지 치즈 및 요구르트 등의 원료뿐
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가 되고, 가정용으로는 제과, 조리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식품 위생법에 의하
면 우유 고형분 95.0% 이상, 수분 5.0% 이하, 세균수(표준 평판 배양법에서 1g당) 50,000 이하로,
대장균군 음성일 것을 요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대사전, 2001. 5. 20., 세화 편집부,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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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관보조(PSA): 유럽위원회가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기한을 정하여 실
시한다. 버터, SMP, 치즈 유통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에 일
정 기간 유제품 저장을 촉진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줄여 제품가격 안
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014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버터와 치즈는 2016
년 9월까지, SMP는 2017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실시하지 않았
다.

• 긴급지원책: 2016년 7월 18일 원유 출하 감소 장려사업(150만 유로)과 조건부
조정 지원(350백만 미국 달러)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발표하였다.‘원유 출하
감소 장려사업’은 우유 출하량을 전년보다 감소시킨 생산자에게 0.14유로/kg
의 장려금을 교부하였다. 이 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실시되
었다.

4.2. 스위스
생산자단체⋅가공업체와 소매사업자가 가입한 유업체 단체인 IP Milk가 지표유
가를 매월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생
산자와 가공업자의 거래는 1년 이상 거래를 정한 원유 구매계약 체결이 필수가 되
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국내 유업보호를 위해 탈지분유(脫脂粉乳, SMP)와 요구르트53)
에 높은 관세를 부과(2017년 기준)하고 있으며, 높은 국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치즈에 대해서는 EU와의 자유무역화에 의해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원료우
유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 각종 직접 지불에 의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우유의 차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2월 WTO 각료회의 결의(수출 보조금의 금지)에 따라, 가
공 식품(밀크초콜릿 등) 원료 우유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보전을 2020년 말까지
폐지 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체 조치로 정부는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고, IP Milk
53) 요구르트(Yogurt)는 우유나 탈지우유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것으로, 우유의 영양 외에 유산균으
로부터 얻는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구르트에 들어 있는 유산균은 병원균이나 유해균의
발육과 번식을 막아 장을 깨끗하게 한다. 위암이나 직장암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
다. 유산균에 의해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불내증 환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우유를 원재
료로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칼슘의 좋은 급원이기도 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식품라벨 꼼꼼 가이드, 2012. 4. 27., 김정원, 강희
진, 서성희, 김근형,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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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가에게서 부과금을 모아 민간 수출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과잉생산에 의한 유가 하락 시에는 수급조절을 위해 버터 재고를 확대한다. IP
Milk는 과잉 버터를 수출하기 위해 농가로부터의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민간의
수출 지원금을 설치하고 있다.
<그림 9> 스위스의 원유 유통량 및 유가 변천

출처: SFU 제공 자료에 의해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
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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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3편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1)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서론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은 EU 회원국
이 실시하는 농업 정책의 큰 틀을 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CAP 개혁에 따라 전
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EU의 재원관리 기법인 다년도 재정 프레임
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이하 ‘MFF’2))에 따라 2014년부터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
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재정의 관점이라고도 불리는 유럽연합의 다년도 재정(또는 금융) 프레임워크(MFF)는 연간 예산을 규
제하는 7년의 틀이다.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사회 규정으로 정해진다. 재무
프레임워크는 광범위한 정책 영역("헤딩")에 대해 매년 EU 예산에서 지출의 최대 금액을 정하고, 지
급 및 약속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연간 한도를 수정한다. 먼저 2007~2013년도 재무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면, 2005년 12월 15일, EU 회원국들은 공통예산을 유럽 GDP의 1.045%로 수정하는 데 동의
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984년 마거릿 대처가 협상한 영국의 리베이트 심사를 받아들였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예산 증액으로 유럽은 EU 지출의 약 44%를 차지하는 공통농업
정책이나 연구기술개발정책과 같은 '공통정책'을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
나, 음식 공급에 있어서 부가세를 낮추라는 프랑스의 요구는 거절당했다. 둘째, 2014~2020년 금융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20년까지의 다년간 금융 프레임워크는 지출의 상한선을
유럽 총 국민소득의 1%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전 프레임워크에서 감소한 것이다. 유럽 이사회에 따
르면, 959.51백만 유로의 약속과 908.40억 유로의 지급액이 지출에 할당되었다. 이 기간에 EU의 지
출은 6개 항목 또는 각 지출 상한선이 있는 "헤딩"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똑똑하
고 포용적인 성장: a)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경쟁력: 이 프로그램의 상한선, 연구 및 혁신 지원, 유럽
횡단 네트워크 투자 및 중소기업 개발은 1,256억 1천만 유로로, 37%로 이전 상한선을 초과했다. b)
경제, 사회 및 영토의 응집력: 본 부제목에는 3,249억 4천만 유로의 상한선이 있다. 주요 목표는 EU
지역의 비대칭적 발전 수준 감소와 연합의 응집 정책 지지 확대였다. 2) 지속 가능한 성장, 천연 자
원: 한도는 €372.93M에 해당한다. 환경 조치, 공동 어업 정책 및 공동 농업 정책(CAP)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보안 및 시민권: 156억 7천만 유로의 정해진 한도액. 망명 및 이주 관련 활동
은 물론 내부 보안 및 외부 국경과 연계된 이니셔티브도 지원되었다. 4) 글로벌 유럽: €58.70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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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7년간에 걸쳐 공동농업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2021년도 이후의 정책의 프레임워크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2018년 6월
1일 차기 CAP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혁안에는 그리닝(Greening, 친환
경)의 재검토와 직접 지불의 한층 평준화⋅재분배 등 2013년 개혁 노선을 답습하
고 있는 것도 있지만, 회원국의 재량을 확대하며, 성과를 중시하는 프레임워크을
도입하여 정책 목표 실현 수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새로운 개혁요소인 딜리버리 모델(delivery model, 후술)에 따라 회원국으
로의 분권화를 통하여, 회원국과 직접지불 제도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 즉, 성과주의의 구조가 질을 담보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이 CAP의 일반적인 정책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출 한도. 국제수준에 관한 유니온의 활동(인도적 원조, 개발 원조)을 주로 다루었다. 5) 행정:
€61.63M의 지출 제한으로, 공공 재정을 통합하기 위해 이전 MFF와 비교하여 €25M의 금액이 감소
되었다. 6) 보상: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한 후 첫 해 동안 얻은 이익보다 적게 기여하는 데
€27M의 상한액을 지원하도록 설정되었다. 다음은 이 기간의 MFF에 사용되는 '특수 계기'이다. 연간
2억 8천만 유로의 긴급 원조 준비금은 인도주의적 원조 자금 조달, 민간 위기 관리, 비EU 국가에서
의 보호 작전 수행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다루는데 사용되었다. EU 연대기금은 연간 5억
유로를 넘지 않는 예산으로, 가입과 관련해 EU와 협상하는 회원국이나 국가 중 어느 곳에서든 중대
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위해 설계되었다. 연간 고정금액이 471백만 유로인 유연성 기기는 MFF 천
장의 범위 밖으로 니즈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전용되었다.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은 연간 최대
1.5백만 유로로 세계화, 경제 위기 등으로 실업자가 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찾을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발 여유는 EU의 국민총소득(약 40억 유로)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용하고자 하였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
결하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연성은 청년 실업과 연구에 25억 4300만 유로를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간 총 상한액과 헤딩의 할당액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 금
액은 헤딩 내부 및/또는 헤딩 사이에 완전히 균형을 이루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중간 검토 후 유효
기간 동안 많은 수정사항과 변경사항을 받았다.[6] 특히, 예산은 당시 예산에 부담을 주는 이주 위기
로 인한 노동계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21년 이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
나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촉발된 EU 국가 간 셧다운으로 인해 더 장기화되고 있는 2020년 2월 말에서
2027년까지의 새로운 금융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재 협
상은 현대적이고 진화하는 이슈와 유럽의 안전과 안정, 즉 사이버 공격, 테러, 정보 불능, 자연재해,
기후 변화, 인권 침해, 성 불평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럽 그린딜 관련 토론도 중심이 되어, 프로
젝트에 할당된 예산과 더 많은 화석연료 의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저스트 트랜지
션 기금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브뤼겔은 기후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대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기여가 특히 독일 대표단의 논쟁에서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
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21일, 유럽 이사회는 2021-2027년 다년제 금융 체계에 합의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Multiannual_Financial_Framework 및
https://eu2019.fi/en/priorities/other-key-issues/migration/multiannual-financial-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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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기 CAP 개요
2.1 차기 CAP안의 검토 상황
(1) 2019년의 검토 상황
유럽위원회는 차기 CAP에서 직접지불 제도와 농촌진흥 정책이라는 두 개의 축
을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회원국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환경에 중점을 둔 지속 가
능한 농업 경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차기 CAP안에서의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기후변화 대책에 중점화(환경적 측면)
②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경제적 측면)
③ 활기찬 농촌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사회적 측면)
차기 CAP은 2021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협상과정 지연으로 일정
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상태로는 2022년 또는 2023년까
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은 영국 이탈(Brexit)이라는
불투명성인데, 이는 차기 EU 예산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연에 대비
하여 유럽위원회는 2019년 10월에 이행조치방안(COM(2019)581final, COM(2019)
580final)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럽의회에서는 2019년 5월 선거 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지만, 유럽
의회 농업위원회(COMAGRI)의 의원은 선거 전의 의회 입장에 따라 작업을 진행
한다고 합의하였다. 그 후, COMAGRI는 2019년 12월 5일 CAP 개혁 3개 법안에
관한 농업위원회 보고서(2019년 4월) 중 상당수의 주요 조문을 재검토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 중 COMAGRI 및 유럽의회 환경위원회(COMENVI)의 공동관리(共同管理, 共
管) 규정(CAP 전략계획 규칙의 일부)에서는 영년초지(永年草地, permanent
grassland3)), 일반목적(환경 및 기후에 관한 조치), 특정 목적(기후변화 완화, 지
속 가능한 발전, 생물 다양성, 청년 농업인 고용과 유대, 식품 및 건강에 대한 사
회적 요청), 직접지불 수급자가 충족하여야 할 환경보전 등과 같은 각종 요건인 컨
3) 다년생 목초를 파종하여 이용 연한이 긴 초지.(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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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셔널리티(Conditionality, 원칙, 대상범위 및 GAEC[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등이 대상이 되었다.
직접지불에 대해서는 에코 스킴(echo schemes4)) 및 과일⋅야채 등에 관한 부
문별 지원 조치와 관련된 주요 조항이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농촌진흥정책에서는 환경, 기후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추진, 자연 또는 기타 지역
특유의 제약, 특정 의무요건에 기인하는 지역 특유의 불리한 입장 등이 검토의 대
상이 되었다.
COMAGRI 전관 규정에 관해서는 농업인 이외의 사람이 직접지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정도(또는 수준) 등을 고려하고, 이에 의해 직접지
불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농업인의 범주(active farmer/genuine farmer)의 정의
등이 검토의 대상이다. 직접지불 조항 자체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농촌진흥
정책의 리스크 관리 등은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횡단적 규칙 및 CMO 규칙 등에 관한 개정 규칙의 일부 규정도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 각 정치 계파가 수정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목적으로, 유럽위원회 규칙
안에 대한 유럽 의회의 수정 제안을 만드는 일을 하는 담당 의원(이를 라뽀라투루
(보고자)라고 한다) 및 그림자(숨은) 라뽀라투루에게 가능한 한 폭 넓은 컨센서스
를 얻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COMENVI의 라뽀라투루는 CAP 전략계획 규칙에 관한 회의에 계속 초대된다.
각 회파의 대표자는 의장국인 독일에서는 2020년 여름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는 3자 회담에 들어가기 전인 2020년 6월 본회 채택을 목표로 할 계획임을 확인하
였다5).

4) 차기 CAP에서 제1축에 관하여 ｢기초지불｣와 추가 조치인 ｢그리닝지불｣에 의한 지불방식을 폐지하
고, 의무적으로 환경요건에 기초한 기초조건을 일우너화하였다. 양자의 수급요건을 통합⋅강화（일부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새로운 환경요건을 추가）함으로로써, 농업인에 의한 환경⋅기후변동에 대
응한 활동을 강화토록 하였다. 회원국은 위의 의무적인 활동에 더하여 한층 환경⋅기후변동에 대응
한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대해 추가지불을 실시한다. 이를 에코 스킴이라 한다. 회원국은 현행제도에
서 가능한 15%의 축간의 예산 이전에 더하여, 제2의 축에 있어 환경⋅기후변동대책을써 제1축으로
부터 추가적으로 최대 15%의 재원을 이전할 수 있다.(출처: 欧州連合日本政府代表部, ｢ＥＵの共通農
業政策の現状と今後の展望｣, 2019년 12월, https://www.eu.emb-japan.go.jp/files/000549223.pdf)
5) 欧州議会農業委員会（COMAGRI）의 2019년 12월 5일분 의사록(PE644.947v2-00) 및 2019년 12월 6
일자 AGRA FAC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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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신체제의 방침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가 2019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EU 각
회원국에서 실시되었다.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인사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 2019년 12월 1일에 취임한 우루즈라 폰 테어 라이엔 신 유럽위원회 위원장
(EPP(중도우파), 독일 선출)의 주요 우선 정책 과제는 환경, 지역 격차, 청소년 등
환경파와 좌파를 의식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 유럽 그린딜(Green Deal 또는 Green New Deal6)) 수립 및 유럽 기후법 수립
•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의 관련 투자 실시
• EU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확충 관련 규제 철폐
• 산업 분야, 지역에 따른 소득 수준 적정화
• 청소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
• 적절한 이민 문제에 대한 대책
• 영국의 EU 탈퇴 문제에 대한 대책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7)]
유럽위원회는 2019년 12월에 폰 데어 라이엔 신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인 유럽
그린딜 개요 안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모든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
고, 농업에서도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의 보전 등이 관계된 것이다.
유럽 그린딜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통신문서(2019년 12월 11일, COM(2019)640)
의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공정,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시스템인 ‘농장에서 식탁으로

6) 그린 딜 또는 그린 뉴 딜(Green New Deal)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
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고용과 노동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가져오자
는 아이디어로 요약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이행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새로운 비
전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
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각국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미국에서는 그린뉴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뉴딜의 핵심 개념을 ‘유럽 그린 딜’ 구상에 담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구상에 따라 각국이 그린뉴딜을 국가
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wiki/)
7) 이 부분은 平澤明彦(2020)｢欧州グリーンディールと農林水産業｣, 農中総研 調査と情報 (第76号),
pp.20-2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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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to-Fork)’ 전략을 2020년 봄에 공표한다.

② CAP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CAP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기후변화 대책에
충당한다고 하는 2018년 유럽위원회 제안의 야심적인 목표 수준 이상을 달
성하기 위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와 협의한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의
CAP 전략 계획이 시작부터 유럽 그린딜과 Farm-to-Fork 전략의 야심적인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회원국 등과 추진한다.

③ 이 전략 계획이 엄격한 기후⋅환경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
전략 계획은 정밀농업, 유기농업, 농업⋅생태, 동물복지 등과 같은 지속 가
능한 농업 관행의 사용을 지도할 것이다. 전략 계획은 또한 화학농약 사용
및 위험 및 비료 및 항균제 사용을 현저히 절감하기 위한 야심적 목표를 보
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 그린딜은 사회를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홍수, 산불에 대한 대응 포
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출 삭감
과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서플라이 체인에 관한 Farm-to-Fork 전략이다.
1) 배출 삭감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하여, 2020년 3월까지 유럽 최초로 ‘기후법’ 초안을
제출하고, 배출량을 늦어도 2050년까지 거의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정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까지는 (가) 배출량 거래제도(ETS8)) 및 (나) 토지 이용⋅토지이
8) 배출권(량) 거래제도(排出權 去來制度 , emission trading system).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설정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초기 분배한 후 인위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
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오염을 감소시
킬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배출부과금제도와 같다. 그러나 배출부과금제도는 가격규제인 반면
배출권 거래제도는 가격에 따라 주어진 오염배출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종의
총량규제이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 총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
다. 즉, 기존의 경제적 수단은 정부가 규제대상에 대해 오염배출량 또는 오염절감 목표량을 직접적으
로 부과하지 않는다. 단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거나 오염물질의 감
축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해 줌으로써 규제대상이 스스로 자신의 오염배출량을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다. 정부가 배출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기업에
전달되는 신호는 부과금제도와 같이 가격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
제도는 먼저 규제대상에 대해 오염의 배출권 또는 감축목표를 할당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는 여타
경제적 수단과 구별되고 오히려 직접규제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권 거
래제도는 규제대상에 대해 각각의 감축목표 수준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의 시장가격과 자신
의 오염절감비용을 비교하여 스스로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직
접규제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결국 당사자 간에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대상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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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변화⋅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9)) 규칙을
필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가) ETS에 관해, 농업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수송⋅건물⋅폐기물 관리와 함께
비 ETS 부문에서 일괄적으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인 2005년 대비 30%
가 부과된다. 수송 및 건물이 새롭게 ETS에 포함되면, 농업은 몇 되지 않
는 비ETS 부문 중 하나로 남게 되어, 새로운 비ETS 부문 감축 목표도 다시
필요할 것이다.
(나) 현재 LULUCF 규칙은 배출량⋅흡수량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각국의 숲,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의 배출량이 흡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
지만, 검토하여 볼 경우 농림업부문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
존 제도에서는 농림업은 식량 안보와 생물 다양성 등 다각적인 정책목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여지가 비교적 제한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비ETS 부문의 배출 삭감 목표 설정에도 그 점이 고려되
고 있다. 또한 흡수량이 배출량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과잉분을 ETS 대
상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과 상쇄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건에 맞는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단의 성격
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고안된 정책수단이면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부
터 기후변화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지닌 국가들 간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기후변화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태적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 등 대부분의 정책평가항목들에서 직접규제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를 적용하는 데에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비용으로는 할당된 배출량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측정망 설치 비용과 배출권의 거래를 승인하고 이를 정
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도는 부분적으로 독일에서 시
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대기 오염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4년 배출권
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10여 종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 중이며 1990년 미 국 환경청 EPA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산성비 프로그램'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RECLAIM : Regional
Clean Air Incentives Market'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출처: 김승우 등, ｢환경경제학｣,
2000년,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https://terms.naver.com/)
9) LULUCF는 유엔 기후 변화 사무국에 의해 “정착 및 상업 용도, 토지 이용 등 인간이 유발한 직접적
인 토지 이용에 따른 온실 가스의 배출과 이전을 포괄하는 온실가스 재고 부문”으로 정의된다. 변경
및 임업 활동을 사용한다. LULUCF는 전 세계 탄소 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활동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또는 더 일반적으로, 더 많은 탄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LULUCF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두 가지 주요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토지
사용은 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하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
org/wiki/Land_use,_land-use_change,_and_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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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to-Fork) 전략10)
농업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서플라이 체인에 관하여,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
화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to-Fork) 전략을 2021년
봄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함께 논의를 시작할 예정
이다.
특히 CAP는 차기 중기재정계획(MFF)에서 예산의 약 40%를 기후대책에 공헌하
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Farm-to-Fork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차기 CAP의 시작이 2022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회원국이
수립하는 CAP 전략계획에 유럽 그린딜과 Farm-to-Fork 전략 목표를 반영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Farm-to-Fork 이외의 분야에서는 2020년 3월 생물 다양
성 전략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EU 삼림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조림과
산림 보전⋅회복을 목표를 삼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 3월 4일에 유럽 그린딜의 핵심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안11)(규칙 (EU)2018/1999 개정)을 발표하였다. 또 이 날은 미래의
기후대책에 관한 행동 설계 및 정보 공유, 과제 해결을 위한 모델 등에 대해 시민
및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집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향후 개발 이니셔티
브12)인 ‘유럽 기후협약(European Climate Pact)’에 대한 퍼블릭 컨설테이션
(Public Consultation13)) 공모14)도 시작하고 있어(2020년 5월 27일 마감), 향후
10) 단, CAP가 농업총국(DG AGRI)의 관할임에 대해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to-Fork)’ 전략의 주관부
서는 보건위생⋅식품안전총국(DG SANTE)이다.
1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EU), 2018/1999(European Climate Law)”: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commission-proposal-regulation-european-climate-law-mar
ch2020_en.pdf
12) 주장이 되는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주도권).(출처: 네이버사전)
13) 공공 협의(Commonwealth States) 또는 단순히 협의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구하는 규제 프로세스이다. 그것의 주요 목표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법과 정책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공공의 개입을 개선하는 것이다. 보통 통보(자문할 사안을 공표), 협의(정보의 양방향 흐름과
의견 교환)는 물론 참여(정책이나 법률의 초안에 이해 집단을 참여시키는 것)를 수반한다. 협의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공동체 참여를 이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도구는 Arnstein의 사다리라고 알려
져 있으나, 일부 학계에서는 Arnstein의 사다리라는 사다리도 문맥적으로 구체적이며 보편적인 도구
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실효성 없는 상담은 진정한 참여적 의사결정이 아닌 의무나 쇼로 이뤄진 미
용 상담으로 평가된다. 공개 코멘트(Public Comment)는 보통 문서에서 공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시
간을 따로 두는 정부기관의 공개 회의이다. 그러한 문서는 DEIR(환경영향보고서 초안)과 같은 보고서
이거나 새로운 규정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웹에 게시되고 정부 기관에 알려진 이해 당사자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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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향방과 그 수준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 그린딜 특히 Farm-to-Fork 전략은 농업과 폭 넓은 관계가 있다. 또한 이
처럼 농가 수준에서 어떻게 실시해 나갈지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실
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시책의 구체화가 기대된다.

(3) 차기 EU 예산안에 근거한 차기 CAP 예산
차기 MFF 안에서는 직접지불 예산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농촌진흥정책 중 EU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고, 대신 가입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 이는 농장단계
의 지급액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영향 평가와 협의결과를 감안한 것이다. 또
한 2009년 위기 때 EU의 지출 비율을 올린만큼을 되돌렸다는 의미도 있다.
차기 MFF에서 CAP 예산에 관한 유럽위원회 제안에서는 현행 1%에서 1.1%로
인상하도록 되어있었다. 이제까지 이사회 회원국 협상 결과에서는 약 120억 유로
를 감액하고, GNI의 1.07%로 하자는 안이 의장국으로부터 제안되어 있었다. 그러
나 2020년 2월 20일 및 21일 특별유럽이사회(정상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한편, CAP 개혁은 지금까지도 예산으로 동향이 좌우된 역사가 있다. 1992년 첫
개혁에서는 지출 증가가 문제가 되었고, 2000년대 초에는 새로운 회원국 문제가
크게 거론되었다.

(4) 회원국의 재량 확대
유럽위원회는 2017년 11월 29일에 차기 CAP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으로‘식량과
농업의 미래(The Future of Food and Farming)’를 공표하고, 보완성 원칙
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가 있습니다. 규정 변경이 있을 경우,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공식 통
지가 있을 것이다. 공개 논평을 위한 근거는 프랑스 계몽운동 기간과 이후, 특히 루소에 의해 만들어
진 헌법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정치 이론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근거는 미국 혁명에서 정교하게 설명
되었고, 프랭클린, 제퍼슨, 토마스 페인과 같은 다양한 사상가들은 폭압적이고 폐쇄적인 정부의 결정
을 개방적인 정부에 유리하게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뉴잉글랜드 타운 홀의 전통은 이 초기 미
국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절차에서 공식적인 공개 논평을 증
류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을 공공 행정의 작업 자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consultation)
14) European Commission, “EU climate action and the European Green Deal: European Climate Pact”: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commission-proposal-regulation-european-climate-lawmarch-2020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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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arity)을 근거로 회원국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전문 농가에게 무엇을 해야만 할지 그리고 컨디셔날
리티15)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으로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회
원국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계획⋅실시하고, 농가에
게 인센티브를 주어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규칙은 가능한 실천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재량 확대에 있어서 보완성 원칙(subsidiarity) 컨셉(concept)을 원용하여, 상
위 목표는 EU 레벨에서 규칙화하고, 무엇을 회원국 레벨, EU 레벨에서 실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원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28개 회원국의 농업은 다양
하며, EU 레벨에서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에 보완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CAP에는 많은 실시 항목이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회원
국은 간단한 규칙을 요청하였다. 예외 또는 면제 규정을 많이 사용하면 복잡화되
어버릴 수 있지만, 현장의 현실적인 상황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수록 복잡성은 완
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 레벨뿐만 아니라, 회원국이 자신의 정책을
계획⋅실시할 때에도 단순화(또는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5) 딜리버리 모델
호건 전 농업담당 유럽위원이 5년 전 취임 한 이후, CAP의 간소화가 커다란 과
제였는데, 유럽위원회 독자의 구상으로 태어난 것이 딜리버리 모델이었다. 당초
정책의 세부사항에서부터 단순화를 시작하려 했지만(예: 직접지불의 디지털화, 시
장관리 제도에 있어서 제(諸)제도의 통폐합 등),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간소화로
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CAP 개혁의 큰 초점은‘유연성(flexibility)’과‘단순화(simplification)’이
며, 과거 CAP 개혁과의 큰 차이는‘딜리버리 모델’의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의해 행정부하(負荷)가 EU에서 회원국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보인다. 회원국 측에
서도 처음부터 줄곧 재량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유럽위원회의 의도
와는 다른 점들이 있었다.
15) 개발도상국이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융자를 신청했을 때, IMF가 부과하는 조건을 말함.(출
처: 네이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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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기준 설정도 통제도 유럽위원회에 맡기고, 그 중에서 재량을 가지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한편, 유럽위원회 안은 EU 레벨에서 목표를 결정하고, 실시
세부 사항 및 통제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림 1> 딜리버리 모델의 프로세스

자료: 유럽위원회 농업총국(DG AGRI) 제공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
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딜리버리 모델 안이 유럽의회에 제안된 당초에는 의회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딜리버리 모델을 정말 간소화할 것인지, 또한 회원국이 실제로 실시할 캐퍼시티
(capacity)가 있는지, 회원 각국 또는 각 지역으로 배분(재국별화, 再國別化)하기
에는 번잡하지는 않을지 하는 등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러나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규칙 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협상을 할 때 대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규칙 안을 거
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수정의 대부분은 재국별화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회원국에 의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회원국 간 평등한 경쟁조건을 해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타협안이 합의된 후 회원국이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을지 하는 점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벨기에와 독일처럼 국내에 다양성이 있는 국가에서 하나의 전략계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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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나왔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에서는 각 회원국이 하나의
전략 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은 연방제였기 때문에, 주에 농정
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6) 성과 지향의 프레임워크
차기 MFF 제안(COM(2018)321final)은 정책부문을 한정하지 않고 실적
(performance) 중시를 요구한다. 즉 목표(objectives)의 명확화와 실적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이용, 성과(results) 모니터링 및 계측을 요구하고 있
다. 유럽위원회의 모든 부문에서 실적을 중시하는 생각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농업부문에 도입하는 방법은 선진적이다.
농업 이외의 정책부문에서는 실적지표가 한 종류뿐이다. 반면, CAP에서는 복수
(複數) 종류의 지표를 마련하였다. 7년간의 실적으로 측정되는 임팩트 지표
(impact indicator)는 농업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농업 이외의 요인도 영
향을 준다. 따라서 회원국의 시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성과지표(result
indicator)도 병용한다. 회원국은 성과지표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계획(action plan)에 들어간다.
CAP 전략계획 규칙 안을 입안할 때 아이디어를 집약해 만든 표를 동 규칙안인 부
속문서I(임팩트 지표, 성과 지표, 아웃풋 지표(outuput indicator) 일람표)에 게재
하였다. 이 표를 이용하여 이사회 등 다른 조직과도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프레임워크는 목표 및 모니터링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연간 4백
억 유로인 직접지불의 구체적 활동 및 성과를 명확히 하고, 목표 대비한 성과를 명
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럽위원회의 생각이다.
유럽위원회의 차기 CAP 안에서는 지원금 수급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
을 회원국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표 개발도 중요하며,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해 최상의 측정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관에 대한 지표화는 곤란하기
때문에 위성영상 데이터 활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 공동 연구센터(JRC)가 노력하고 있지
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200개 정도의 농촌진흥지표를 절반 정도
로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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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AP 전략 계획의 구체적 내용
회원국 재량 확대의 일환으로 유럽위원회의 차기 CAP 안에서는 각 회원국이 2
개의 축을 포함한 포괄적인 CAP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계획에서는 공통지표(아래 그림 참조)를 이용하여 매년 진행⋅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합하고, 적용
이 용이함을 보장하기 위해 한층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2> 공통 지표의 설정

자료: 유럽위원회 농업총국(DG AGRI) 제공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
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직접지불과 농촌진흥이 CAP 전략계획에서 일원화된 배경에는 2개의 축으로 나
누어진 CAP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다. 지금까지
두 축은 정책이나 시책이 달랐다. 앞으로는 목표⋅정책⋅시책이 하나가 된다. 또
한, 투명성 관점에서 누가 자금을 받는지, 횡단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정치적인 이유로 2개의 축에 각각 재원을 공급하는 유럽농업보증기금
(EAGF)과 유럽농업농촌진흥기금(EAFRD)은 모두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규
칙과 계획은 하나이지만, 축은 2개 그대로 남겨졌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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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지만, 어느 쪽에서 자금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피
해야 한다.
유럽위원회의 규칙 제정에 있어서도 부문 횡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에는 두 번째 축에 관계되는 사항이 많지만, 예산은 첫 번째 축에 많다.
예를 들어, 윤작촉진 등으로 연계가 필요하여, 2개의 축을 묶을 그린 아키텍처
(Green Architecture16))가 탄생하였다.
기후⋅환경에 관한 각 회원국의 야심적인 목표 수준을 담보하는 수단은 ① 현재
수준이 최저한도, ② 각 국가의 환경법제(環境法制), ③ 유럽위원회에 의한 평가이
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에 대해 이러한 수단에 대해 진지한 시책을 요청하는 자
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CAP 전략 규칙 내에 있는 9개의 CAP 개별 목표는 심의과
정에서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 기타
(1) 유기농업 개혁
유기 농지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EU 등 세계 유기 농산물 시장도 확
대 추세에 있다. 2018년 EU의 유기농업 추진 면적은 EU 총 이용농지의 7.5%에
해당하는 1,340만 헥타르로 증가하였다(2012년 대비 34% 증가, 2020년 1월 EU
통계청(Eurostat) 발표). 그러나 유기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과다 상황이다.
<표 1> 유럽에서 유기재배 면적 점유율(2018년)
농지총면적(UAA)에서
순위
점하는 유기농지 비율(%)

국명

농지총면적(UAA)에서
점하는 유기농지 비율(%)

16
17

크로아티아
벨기에

6.9
6.6

20.3

18

포루투갈

5.9

이탈리아

15.2

19

키프로스

4.6

5

체코

14.8

20

룩셈부르크

4.4

6

라트비아

14.5

21

헝가리

3.9

순위

국명

1
2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24.1
20.8

3

스웨덴

4

16) 환경⋅기후변동에 대응한 활동 강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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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농지총면적(UAA)에서
점하는 유기농지 비율(%)

7

핀란드

13.1

22

폴란드

3.3

8

슬로베니아

10.0

23

네덜란드

3.2

9

슬로바키아

9.9

24

영국

2.6

10

덴마크

9.8

24

아일랜드

2.6

11

그리스

9.3

24

불가리아

2.6

12

스페인

9.3

27

루마니아

2.4

13

리투아니아

8.1

28

몰타

0.4

-

EU 평균

7.5

-

스위스

15.4

14

독일

7.3

-

노르웨이

4.7

15

프랑스

7.0

-

아이슬란드

0.4

자료: Eurostat “Organic Farming statistics”(2020년 1월 갱신)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
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
(2020.03)’에서 재인용.

이제까지의 EU 유기 관련 규칙에 관한 제정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EU의 유기 관련 규칙 제정의 흐름17)
1991년

EU 유기 농업 규칙 (No. 2092/91)

1999년

코덱스 유기 지침 (CODEX 1999)

1999년

EU 유기 규칙에 가축 생산에 관한 규칙을 추가 (EU 1999)

2007년

EU 유기 규칙의 개정 (EC No 834/2007)

2008년

EU 유기 시행 규칙 EU의 유기농 제품 수입 규칙 (EC No 889/2008 및 No
1235/2008)

2012년

유럽위원회가 EU 유기 규칙의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 의회 및 유럽위원회에 제출
(European Commission 2012) 개정 작업 시작

2014년

유기 규칙의 개정 원안을 공표 (European Commission 2014)

2018년 5월
2021년 1월 1일

새로운 유기 규칙 (EU 2018/848) 공포
새로운 EU 유기 규칙의 시행

자료: 大山利夫, ｢農林水産政策研究所セミナー EUの有機食品市場の動向と有機農業振興のための戦略： 欧州諸
国における有機食品市場の動向とEU有機規則(2019年 7月 26日)을 참조하여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
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
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17) 이 도표 작성에 있어, 大山利夫, ｢農林水産政策研究所セミナー EUの有機食品市場の動向と有機農業
振興のための戦略： 欧州諸国における有機食品市場の動向とEU有機規則(2019年 7月 26日)
(https://www.maff.go.jp/primaff/koho/seminar/2019/attach/pdf/190726_03.pdf)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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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현재 EU의 유기 인증, 관리, 유통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규칙
이 정해져 있다. 또한 현재 유럽이사회 규정 (EC)No834/2007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유기농업규칙((EU)2018/848)에 의해 폐지된다.

① 유럽이사회 규정 (EC)No834/200718): 유기생산 및 유기제품 표시에 관한 기
본 규칙

② 위원회 규정 (EC)No889/200819): (EC)No834/2007에서 유기농제품 생산,
표시, 행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한 규칙

③ 위원회 규정 (EC)No1235/200820): (EC) No834/2007의 EU 역외에서의 유
기제품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한 규칙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유기농업규정(EU 2018/848)에서 비인가⋅금지 농약의 잔
류 상한치, 시설재배, 종자, 관행농업과의 혼합경영, 제3국 수입의 유기인증 등에
대해 개정한다.
동 규칙의 주요 변경 사항21)은 다음과 같다.

• 목적과 원칙
➢ 짧은 배송 채널, 지역 생산 장려를 추가
• 토양에 관련된 생산 개념을 강화(살아있는 토양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적용 대상 제품 확대(와인 등 추가)
• 가축 사료의 현지 생산 원칙 강화(현행: 반추가축 60%, 돼지⋅가금류 20% →
2023년 이후: 각각 70%, 30%로 인상)

• 유전적 다양성, 불균일성이 높은 식물 번식체(종자, 묘목 등)의 사용
• 그룹 인증 도입
또한 레스토랑, 식당 등은 유기 규칙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각 회원국과 민간의

18) (EC)No 834/200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7R0834
19) (EC)No 889/200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8R0889
20) (EC)No 1235/200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8R1235
21) 大山利夫｢農林水産政策研究所セミナーEUの有機食品市場の動向と有機農業振興のための戦略： 欧州
諸国における有機食品市場の動向とEU有機規則(2019年7月26日)(https://www.maff.go.jp/primaff/koho
/seminar/2019/attach/pdf/190726_0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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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독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COMENVI은 식품 품질관리와 유기농업 제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품질
관리 및 유기 제품 안전을 위한 메커니즘’이라는 200만 유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본 제안이 COMENVI에서 승인되면, 유럽의회 예산위원회에 본 보고
서에 포함된다22).

(2) 유전자변형 작물(GMO) 대응
GMO 생산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만 재배되는 상황(2017년 기준)이며, EU의
재배국은 감소 추세에 있다. 상품화된 GMO 표시는 규칙 No.1830/2003 하에서
유통 기록 5년간 보존,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GMO 안전성 심사는 지침 2001/18/EC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EU의 GMO 재
배금지조치(모라토리엄)이나 안전성 인증의 정체에 대해 허용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방출 지령의 개정으로 GMO 재배 여부를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재배뿐만 아니라 식품(사료) 유통도 개별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기관(EFSA)은 미국 기업인 몬산토의 GMO 콩과 GMO 옥수수에
대해 인체, 동물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기존의 종과 동등하게 안전하
다는 견해를 보였다23).
유럽의회에서 녹색당 그룹(Greens) 등 환경 정당계 의원은 유럽위원회가 제안
한 특정 제초제내성 형질을 가진 3개의 GMO 수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
다. 또한 유럽의회는 GMO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위원회가 이를 무시했다
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최대 계파인 EPP의 의원은 EFSA의 권고에 따라 유럽위
원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해당 GMO가 기존 작물보다 해롭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각기 의견이 갈라져 있다24).
그 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도 유럽위원회의 승인에 반대하는 결의가 큰 차이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유럽위원회의 권한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22) 2019年 9月 3日付 IEG Policy 참조
23) 2019年 7月 12日付 AGRA FACTS 참조
24) 2019年 9月 26日付 AGRA FAC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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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또한 회원국에서도 특정 다수결에 의한 반대가 성립하지 않았다. 유럽위원회는
EFSA의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필요한 인증 절차를 대상으로 GMO 작물을 재배하
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입을 허용해야 하며, 2019년 11월 28일에 승인을
하였다25).
2020년 1월 29일에 발표된 유럽위원회의 2020년 워크 프로그램에서 유전자 변
형(재조합) 등에 대해 2건의 법규 방안이 거론되었다. 먼저, 회원국이 그 영역에서
유전자 조작 및 사료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가능성에 대해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칙((EC)No1829/2003)을 개정한 규칙 안 (COM(2015)177final)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가 2015년 4월 22일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5년 10월 30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는 큰 차이로 이러한 제안이 부결됨과 동시에 유럽위원회에
그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유럽위원회는 2020년 워크 프로그램에서 이 규칙안을 2020년 입법 과정
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법안의 하나로 정하였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가축의 복제(croning) 및 농업 목적의 재생산에 관한 지침
안(COM(2013)892final)을 2013년 12월 18일에 공표하였지만, 유럽의회 본회의는
2015년 9월 8일에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 워크 프로그램에서
2015년부터 공동 입법자에 의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의 진전도 기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 지침안을 철회할 것을 표명하였다26).
2018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는 게놈 편집27) 등 새로운 식물 육종 기술(New Plant Breeding Tec, NPBT)이
EU의 GMO 환경 방출에 관한 지침(2001/18/EC)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19년 11월, 이사회는 유럽위원회에 대해 NPBT의 법적 자리 매김 및 ECJ 판

25) 2019年 9月 27日付, 11月 29日付 AGRA FACTS 참조
26) 欧州委員会 2020年ワーク⋅プログラム 등 참조
27) 게놈 편집(Genome Editing). 게놈 편집은 살아 있는 생물 내 전체 게놈의 일부를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게놈 내 특정 부위를 DNA 삽입(insertion), 결손(deletion), 수정(modification), 교체
(replacement) 등을 통하여 DNA 염기서열을 바꾸어 형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잘 알
려진 유전 공학(Genetic engineering) 기술을 이용한 형질 전환(transformation)은 DNA 조각을 무작위
로 주입하는 방법이므로, 유전자 발현양의 조절이 어렵고, 불특정한(non-specific) 유전자 재조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게놈 편집은 원하는 위치의 유전자를 직접 편집함으로써 원하는 돌연
변이를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원상 복구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게놈 편집 기술을 이
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유전병 치료와, 새로운 농작물 및 축산물 개발, 바이오 에너지 기술 등에 응용
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분자⋅세포생물학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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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영향을 명확히 하는 연구를 공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사회는 또한 유럽위원
회에 대하여 해당 보고의 소견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하다면, 본 분야에서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NPBT에 대한 규제를 업
데이트하는 옵션을 설명하는 해당 연구를 2021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28) .

2.4. 차기 CAP 논의 진행 (2019년도, 요약표)
EU 이사회 제안(2019년 12월 시점에서의 검토 사항

금후의 논점

CAP 전략계획(CAP Strategic Plan) 규칙
⋅원칙적으로 컨플라이언스로부터 성과 기반
시스템으로의 이행에 대해 회원국은 폭넓게
지지.
⋅특히 퍼포먼스 클리어런스를 목적으로 한 연
례 퍼포먼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량적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실시
정보에 관하여 NDM의 실시에 관한 회원국
및 EU 기금의 적정한 사용의
의 우려에 대응되도록 수정.
모두를 위해, 이 테마에 대한
실적
⋅행정적 부담, 정당화 이유의 필요성 및 자금
추가 작업이 필요.
(performance)
을 잃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히 면적 또는 ⋅CAP 전략 계획 및 연간 실적
평가
가축 사육 수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 조치의
보고의 자세한 내용 및 마일스
특이성에 규정을 적합하도록 수정.
톤 및 퍼포먼스 검토의 빈도도
⋅실제 지원 단가가 계획상의 지원 단가 이탈
더욱 검토가 필요.
가능성을 감소시켜, 회원국이 자금 감소 또는
정지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정당화 이유를 제
공해야하는 사례 수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하
신 딜리
도록 수정.
버리
모델
⋅다양한 지원 조치에 유보되어야 할 자금을
(NDM)
미리 계획하는 것의 곤란성에 대항함과 동시
에 과잉과 과소 집행 사례가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 제공의 유연성을
향상.
⋅예를 들어, 특히 에코 스킴 등의 신규 스킴 ⋅이러한 수정안은 널리 환영했
자금제공의
및 청년농업인 스킴의 첫 번째 축에 관해 회
지만, 특히 처음 계획된 것 이
유연성
원국이 최고 조성 단가뿐만 아니라 최소한
외의 지원 조치를 위해 자금을
(financial
조성 단가도 설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이에 의
사용 가능성 및 조성 단가 변
flexibility）
해 그들이 예상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된
동이 허용되는 지원 조치에 관
경우, 직접지불 조성 단가를 낮게 하고, 남은
하여 더 많은 작업이 필요.
자금을 신규 계획에 사용 가능.
⋅CAP 전략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회원국이
지원 조치 간에 자금을 이전할 가능성과 한
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수정.
⋅특정 조건에서 특히 사용 금액이 예상보다
28) 2019年 12月 10日付 IEG Polic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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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후의 논점

높은 경우 및 기타 직접지불로부터 자금을
옮길 수없는 경우, 조성 단가가 가장 낮은 금
액을 하회 할 수 있도록 수정.

환경⋅
기후
대책

지표
(indicators)

⋅이사회 작업반(WP HAQ) 및 유럽위원회의
CAP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지표에 대한 상세한 논의의 결과,
⋅지표가 용도에 적합하고 적용
회원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진행되어, 이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
더 의장국은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명확히 하
해 WP HAQ 및 유럽위원회 전
고, 회원국의 견해와 더 일치시키는 것이 가
문가 그룹 간 상호 협력을 포
능해졌음. 유럽위원회는 WP HAQ 대하여 그
함하여 더욱 작업이 필요.
전문가 그룹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 의장국은 제안된 규칙 부속서 I을 개선
하기 위해 기술적인 제안을 이해.

환경 및 기후
대책 측면
(개관)

⋅회원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현재 기간과 비교
하여 더 높은 환경 및 기후에 관한 야심찬
목표에 원칙적으로 찬성.
i) 미래의 CAP에 대한 적절한 재정자원 이용 ⋅MFF의 합의가 달성되는 대로
가능.
이 주제에 관해 한층 더 논의
ii) 특히 환경 기준의 준수에 관한 통제에 관해
가 필요.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iii) 그린 아키텍처에 대해 지역 및 지역의 니즈
에 적응하기 위해 충분한 유연성 확보.

⋅부속서 III에 좋은 농업 및 토지의 환경 조건
에 대한 특정 기준(GAEC 기준)(특히 GAEC
기준 1,2,7,8 및 9)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수정.
컨디셔너리티 ⋅마찬가지로 부속서 III의 가축 식별 및 등록
(conditionality)
관련에 관한 법정 관리요건(SMR) 삭제의 가
시스템
능성.
⋅양분에 관한 농장 조언 툴(FaST), 당초에는
GAEC 기준 5로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포함
되어 있었지만, 이 기준에서 삭제되어 제13
조(‘농장 자문 서비스’)로 이동.

⋅GAEC 기준 9의 범위 및 그
조건은 추가 작업이 필요. ‘적
격 헥타르’의 정의에 미치는
영향.
⋅가축 식별 및 등록 관련 법정
관리 요구 사항(SMR)의 문제는
주로 해당 요건의 경미한 미준
수 후에 행정상의 제재 조치가
농업인에 부과되는 영향 및 해
당 요건의 통제 회원국 행정에
대한 부담의 관점에서 회원국
의 견해는 다름.
⋅회원국은 FaST의 대안으로 이
미 실시되고 있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가능성을 환영했지만,
대부분의 회원국은 FaST 관한
제13조의 구체성을 낮추는 것
을 여전히 요구.

⋅소규모 농업에 대하여 컨디셔널리티에 대한
⋅보다 가벼운 시스템의 옵션은
통제 및 제재 조치를 완전히 면제하는 몇 몇
소규모
미래정책 환경 및 기후에 관한
회원국의 제안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은 엇갈
농업인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손상하지 않고
림.
컨디셔널리티
적절한 타협의 근거를 제공할
⋅간소화를 위해 통제 및 비례하는 행정 제재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고
조치의 보다 가벼운 시스템을 규정할 필요성
려되어야 함.
에 대해서는 폭넓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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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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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금후의 논점

에코 스킴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할지
⋅에코 스킴에서 제공하는 가능성에 대해 회원
에 대해 회원국은 여전히 의견
국은 폭넓게 관심을 나타냄.
이 다름.
⋅헥타르 당 뿐만 아니라 가축 단위마다도 지 ⋅신규 조치를 사전에 계획의 곤
원을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대상으로 할 수
란성. 농업에 의한 에코 스킴의
있다는 수정안은 회원국에서 충분히 받아들
과도한 (또는 불충분한) 사용
여짐.
금액이 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환경⋅기후
관련 지출

⋅EAFRD에서 환경 및 기후 관련 지출을 30%
⋅의장국이 생각을 더 탐구하고
이상으로 한다는 유럽위원회 규칙안을 CAP
실시 가능한 기술적인 작업에
전략 계획 예산 전체의 단일 분할인 경우 또
전념해야한다고 생각.
는 고정 금액으로 바꾸도록 의장국에 의해
⋅실제 비율(또는 고정 금액)은
수정(덧붙여 과일과 야채 부문별로 지원 조치
차기 MFF에 대한 합의가 달성
에 대한 유보는 유지).
된 경우에만 설정 가능.
⋅이 제안은 더 높은 환경에 대한 야심찬 목표
⋅단일 비율 또는 고정 금액으로
를 확보함과 동시에 회원국이 다양한 지원
카운트하는 지원 조치 목록에
조치로 이를 실현하는 방법의 유연성을 높이
환경 및 기후에 관한 목적을
는 것이 목적.
적절하게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부분 회원국은 이 방법을 논의의 적절한
조치만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
기초로 간주하며 환영.
및 해당 비율 또는 고정 금액
⋅일부 회원국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최종 견해
의 자금이 확실하게 충족되도
를 결정하기 전에 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
록 하는 방법을 검토.
청.

정의

⋅가장 논의된 정의는 "진정한 농업인(genuine farmer) '에 대해, (유럽위원회 제
안의 의무적인 적용에서) 임의적인 적용으로 변경하고,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진정한 농업인의 개념을 회원국에 완전히 결정하도록 수정.
⋅영년초지(永年草地)에 대해 (유럽위원회 제안을 수정해) 옴니버스 규칙에 근거하
는 현행 규칙의 접근을 유지.
⋅적격한 헥타르 대해 농업 활동이 손상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GAEC 기준 9의
대상이 되는 경관적 특징 또는 비생산적인 특징, 에코 스킴의 대상이 되는 지역
등의 환경에 유익한 특정 지역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도록 수정.

⋅청년 농업인 지불에 관하여 청년농업인 당 최대 헥타르를 설정하는 유연성을 회
직접지불형식에
원국에 제공하도록 수정.
대한 지원
⋅커플 소득 지원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텍스트는
조치의 유형
균형있게 판단.

특정부문별
지원 조치의
유형

⋅좌기의 대체 접근방식은 대부
⋅부속서에서 ‘기타부문’에 대한 지원 조치
분의 회원국에서 지지를 얻고
의 대상이 되는 부문의 제한 목록 기재.
있으며,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기타부문(제 60a 조)의 협력형태 범위에 대
할 가치가 있음.
해 생산자 조직으로 아직 인증되지 않은 생 ⋅과일과 야채 부문의 지원 조치
산자 단체 또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대체
하에 환경과 기후에 관한 목적
방법을 의장국에서 제안.
에 한정되는 지원 비율을 현재
논의 중임.

농촌진흥을
위한 지원
조치의 유형

⋅특정 환경, 기후 및 기타 관리 노력하에 헥타 ⋅기타 요소, 특히 투자에 대한
르 이외의 단위를 원용할 수 있는지 및 청년
지원 정도, (투자에서) 토지구
농업인 및 농촌 비즈니스 출시 지원 외에도
입에 대한 예외 및 관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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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장의 발전에 관한 규정 모두 대부
분 회원국이 환영.

금후의 논점
한 투자는 더 논의가 필요.

행정상의 제반 ⋅지역 관리 당국을 CAP 전략 계획의 준비 및
⋅CAP 전략 계획의 적절한 거버
요소
실시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분권화된 회원국
넌스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administrative
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CAP 전략 계획의
요소를 더욱 작업이 필요.
elements)
지배 구조에 대한 수정.
금융 수단
(Financial
instruments)

⋅공통 규정 규칙 (CPR) 및 InvestEU 규칙에
⋅CPR이 충분히 확정되는 대로
도입된 변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
해당 규정 재검토 필요.
융 수단에 관한 규정을 갱신.
횡단적 규칙( Horizontal Regulation)

횡단적 규칙안 (개관)

⋅핀란드가 의장국일 동안 특히 다음 문제를
검토.
➢ 단일 감사 접근 및 유럽위원회에 의한 조사 ⋅회원국은 횡단적 규칙에 해당
(제 46 조 및 제 47 조).
하는 규정에 대해 CAP 전략계
➢ 거래의 조사 (제 74-83 조).
획 규칙의 관련 조항의 최종적
➢ 새로운 딜리버리 모델의 면적 또는 가축 사
인 규정 진동의 결과가 고려되
육 수에 기초 않는 지원 조치.
는 경우 및 횡단적 규칙에 대
➢ 새로운 딜리버리 모델의 연례 통관 패키지
한 합의가 2020년 이후 세 가
및 연간 실적⋅허가.
지 CAP 규칙안의 전체 계약의
➢ 새로운 딜리버리 모델 관련 조항 (제 8 조,
일부가 될 것을 조건으로, MFF
제 38 ~ 40 조, 제 52 조) 및
관한 합의가 확립 된 후에만
➢ 적합성 절차 (제 53 조).
텍스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취
⋅의장국은 수정안을 반영한 교차 규칙안의 의
할 수 있다는 이해 하에 유럽
장국 텍스트(14465/19)을 정리. 주요 과제
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이러한
및 회원국 입장을 설명하는 시작 부분 메모
수정에 폭넓게 동의.
가 첨부되어 있는 텍스트에 대해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환영.

⋅일부 회원국은 지불기관 및 조
정기관에 관한 제 8 조 거버넌
⋅주로 연례 통관 패키지의 내용 및 연례 퍼포
스 시스템의 미비와 연관된 지
먼스⋅통관 절차를 논의.
불정지에 관한 제 40 조 및 적
새로운 딜리버리 모델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제 38 조 및 제 39 조 및
합성 절차에 관한 제 53 조는
맥락에 관련된 신 규정
연례 퍼포먼스 클리어런스에 관한 제 52 조
CAP 전략 계획 규칙에 있어서
를 수정.
NDM 관련 조문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는 대로 추가적인 검토
필요 가능성.
⋅일부 회원국은 인증기관의 작업에서 보증을
취득하는 유럽위원회의 노력 및 일반적으로
⋅단일 감사 접근을 실시하는 것
행정 및 수급자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으로
단일 감사 접근
의 중요성은 일부 회원국이 시
간주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실제
(제 46 조)
사하는 바와 같이 향후 규칙
로 어떻게 회원국에 있어서 유럽위원회에 의
(single audit approach)
전문 (Recital) 또는 유럽위원회
해 실시되는 조사 (제 47 조)의 제한에 연결
의 성명에 반영될 예정.
될지에 대해, 단일 감사 접근이 규칙에서보다
명확하게 수립하기를 여전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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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조사
(제 74~83 조)

⋅다수 회원국의 단순화를 달성하고 싶다는 뜻
을 이와 같은 몇몇 회원국의 상업문서 및 상
호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통제 환경을 확보
하는 기본적인 법규 규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해당 조
요청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대폭
사에 대해 더욱 간소화를 추구
수정.
하고자 하는 의향.
⋅현재의 텍스트는 회원국의 비용 및 행정 부담
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삭제 및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규정 유지 사이의 타협으로 간주되어야 함.

통합관리
통제시스템(IACS)
(제 63~73 조)

⋅IACS에 대한 변경은 주로 텍스트에서 더욱
명확하게 제공하려는 의도

⋅IACS의 다양한 요소 (제 64
조) 및 농산물 식별 시스템 (제
66 조)에 관하여 더욱 검토 가
능성.

⋅컨디셔널리티 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금
계산에 관한 제 86 조에서 목표 달성 및 재
⋅컨디셔널리티에 관련한 통제
발에 대한 준수 위반의 결과에 따라 벌금의
시스템(제 84 조) 및 제재 조치
컨디셔널리티
단계적 변화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수정을 도
(제 85 조)은 제재조치 적용 및
(Conditionality) 관련
입. 이 변경으로 인해 컨디셔널리티 조기 경
계산 (제 86 조 (2a)) 및 ‘중
통제 시스템 및 제재 조치
고 시스템을 제거.
요하지 않은 결과’의 개념뿐
(제 84~87 조)
⋅컨디셔널리티에 관련한 통제시스템 (제 84
만 아니라 한층 더 검토가 필
조) 및 제재 조치 (제 85 조)에 대해 소규모
요할 가능성.
농업인의 면제 가능성 문제에 대해 회원국은
여전히 견해가 나뉘고 있음.
지급기관 및
조정기관(제8조)
(paying agency)

⋅제 8 조는 인증된 지불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의무에서 일반적인 면제를 제안하는 추가 텍
⋅한층 더 검토가 필요.
스트에 관계. 또한, 이 텍스트는 법제상의 이
유로 적절하지 않음.

⋅제 45 조 및 제 50 조에 EU의 운영에 관한
협약(TFEU) 제 290 조에서 요구되는 바와
유럽위원회의 권한
같이, 유럽위원회의 권한 부여 목적, 내용, 범 ⋅한층 더 검토가 필요.
(제 45 조 및 제 50 조)
위 및 기간은 현재보다 더 구체적인 프레임
워크가 필요.

MFF 관련 문제

⋅다음 MFF 관련 문제 (소위 괄호 텍스트)는 MFF 특별 작업 부회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농무부 장관(農相) 이사회측에 의해 재작성되지 않은 것에 유의.
➢ 농업 준비금에 관한 제 14 조.
➢ 재정 규율에 관한 제 15 조 (제 15 조 (1)에 추가 된 2,000 유로의 기준을 포함)
➢ 자금 이전 동의에 관한 제 29 조 및
➢ CAP 전략 계획의 자동 디커미트먼트에 관한 제 32 조.
CMO 규칙 등의 개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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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 규칙 등의 개정
규칙 (개관)

⋅대부분의 회원국은 개정 규칙의 텍스트는 대체로 확정하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
⋅일부 회원국은 유럽위원회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 공적 개입)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를 희망.

와인 라벨링

⋅의장국은 현행 CMO 규칙((EU) 1308/2013) ⋅일부 회원국은 특히 생산자 조
의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직의 역할, 시장조건에 따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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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라벨이 정정된 경우
에는 와인을 시장에 되돌릴 수 있음을 명확
히 하기 위해 전문(Recital) 19a에 설명을
추가하면서, 제 90 조 (0a)에 규칙
1306/2013의 제 89 조 (1)에 기재되어있
는 규정 수정을 되돌릴 것. 및
➢ 제 119 조 라벨링 규칙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성분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옵
션은 아레루겐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목록
을 참조하는 소비자는 그 데이터를 수집 또
는 추적이 아닌 마케팅 자료의 대상으로 해
서는 안됨을 명확히 함.
➢ 기존 와인 주식에 관하여 제 6 조에 전환
규칙을 추가할 것.
⋅회원국은 핀란드 의장국 텍스트를 널리 환영.
회원국 대부분은 와인 라벨 문제에 대해 제
안된 모든 수정 수용이 가능해질 예정.

금후의 논점

전망 (예: 시장의 혼란에 대처
하기 위한 조치) 및 학교 계획
에 대한 예산 범위에 대해 높
은 관심. 이러한 문제 내용은
유럽 의회의 입장이보다 명확
하게 되는대로 2020년에 논의
가 필요할 예정.

3. 첫 번째 축
3.1. 직접지불 제도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의하면, 직접지불의 산정은 현행 CAP와 마찬가지로 면적
기준으로 결정되며, 각 시책에서 기본원칙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중소규모 농가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 중시하고 있다.
또한 현 CAP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원국이 실시하는 시책의 관리운영 방법이
다. 차기 CAP는 EU가 회원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위의 CAP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이다.
첫 번째 축인 직접지불의 종류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기초 지불
• 에코 스킴
• 청년 농업인 지불
• 재분배 지불
• 소규모 농업인 지원
• 커플 지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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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GRI는 2019년 4월 2일에 직접지불과 농촌진흥정책을 커버하는 CAP 전
략 계획 규칙에 관한 공동의 입장(common position)을 채택하였다. 회원국은 새
로운 에코 스킴에서 현재 그리닝 제도의 30%보다 낮게 되지만, 직접지불 예산의
20%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0). 또한 기초적인 소득지지와 부가적인 재
분배 소득지지의 합계를 직접지불 예산의 60% 이상으로 하는 등과 같은 특정 지원
조치를 통하여 자금을 유보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31) .
또한 직접지불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 제안과 지불의 감소 및 상한이 회원국 입
장에서 의무적이라는 점이 유지되었지만, 수급 대상 농업인(genuine farmer)의
정의와 부가적인 재분배 소득지지 조건은 유럽위원회 제안보다 완화되었다. 또한
기본규정 (예: 정의, 보충적 청년농업인 소득지지, 보충적 재분배지지, 소규모 농
업인, 커플 지불)에 대한 더 자세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있다32).
회원국의 평준화에 관해 COMAGRI는 유럽위원회 제안에는 없었던 ‘2027년까지
모든 지불 수급권이 기본 소득지지의 평균 계획 단가의 100%의 가치를 가지게 한
다’는 개정안을 결의하였다. 한편, 이사회의 검토는 유럽위원회 제안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접지불의 가맹국 간 평준화는 동유럽 회원국이 기존에 주장하고 있던 것
에 더하여 유럽국가위원회의 새로운 농업 담당위원(폴란드 선출)의 관심도 높다.

29) 커플 지불이란 경제적，사회적，환경 상 중요하여 생산유지가 곤란한 특정 품목에 대하여 지불기준
과 현실의 생산량이 링크된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특정 생산에 대한 지원이며
농산품목별 지불을 의미한다. 예로써 2014-2020년 CAP에서는 쇠고기, 유제품 등에 커플 지불이 적
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가격⋅소득 지지정책 중 디커플지불에는 1) 기초지불과 2) 추가 지불이 있는
데, 추가지불에는 또한 그리닝지불과 청년농업인지불(제2축에 추가), 재분배지불, 자연적제약지지불
(제2축에 추가)등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기초지불이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지
불을 말하며, 수급요건으로 환경에 대한 활동을 의무로 한다. 그리닝지불이란 기초지불에 추가되는
지불로써, 추가적인 환경기준 달성을 수급요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즉, 기후변동대책과 환경보전에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는 농업활동에 대해 지불하는 지우너으로, 기초지불을 수급하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기초지불과 그리닝지불, 청년농업인지불은 가맹국 재량 측면에서 의무 사항이지만, 나머지
재분배지불과 자연제약지지불 그리고 커플지불은 임의 사항이다. (출처: 欧州連合日本政府代表部, ｢
ＥＵの共通農業政策の現状と今後の展望｣, 2019년 12월, https://www.eu.emb-japan.go.jp/files/00054
9223.pdf) 및 農林水産省,‘海外における環境直接支払制度の現状’, ｢平成 平成30年度環境保全型農業効
果調査事業結果｣, 令和元年８月(2019년 8월), https://www.maff.go.jp/j/seisan/kankyo/kakyou_chokub
arai/attach/pdf/itaku_30-2.pdf)
30) 2019年 9月 19日付 IEG Policy 참조
31) CAP 전략계획규칙안 제 86조에 대한 COMAGRI의 수정안（PE627.760v3-00）
32) CAP 전략계획 규칙안 제 15 조, 제 4 조(1)(d), 제 26 조, 제 3 조, 제 4 조, 제 27 조, 제 26 조,,
제 25 조, 제 29 조-제 33 조에 대한 COMAGRI의 수정안（A8-02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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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장관리 제도
CAP 시장 정책(국경조치, 가격지지, 수출조치 등) 관련 제도 설립 초기에는 농
산물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생산자를 극진히 보호하여 왔다. 그러
나 수차례의 개혁을 거쳐오면서 최근의 어려운 재정 상황 아래, 시장관리 제도의
역할은 축소되고,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등과 같은 때에 세이프티 네트라는 제한
적인 자리 매김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시장 정책은 일반시장기구(CMO)에 따라 운용되고 있지만, 단일 CMO에는 약
200개의 실시 규칙이 있으며, 제도의 규칙 수와 복잡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40개의 위임 규칙과 시행 규칙으로 정리하여 간소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차기
CAP 개혁에 있어서 CMO 개혁은 검토(reform)라기 보다는 정리(cleaning)에 가
깝다. 규정의 수정은 수출 보조금 규정 삭제, 와인 라벨링 및 종류 등에 대해서 이
루어졌다.
또한 농가의 협상력 강화에 관해서는 2019년 3월에 ‘식품의 푸드 서플라이 체인
에 있어서 사업자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관한 지침(EU (2019/633))’이 성립되
어있다.

(1) 불공정한 거래 관행(Unfair Trading Practices : UTP) 규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불공정한 거래 관행(UTP) 지령(Directive(EU)2019/
63333))에 대하여 유럽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밀크 패키
지34)를 도입한 2010년경부터 불공정한 거래 규제에 대해 장기간 요청하고 있으
33) DIRECTIVE (EU) 2019/63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unfair trading practices in business-to-business relationships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upply chai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L0633&from=EN
34) Milk Package. 낙농패키지라고도 한다. 2011년 12월 6일, EU(유럽연합)에서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
합 이사회에 의한 공동 채택을 가지고 '원유 부문에서의 계약관계에 관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원유 및 유제품 부문에서의 계약관계에 관한 개정 규칙 제261/2012호, 즉, EU에서 2020년까지 시
행될 원유거래 시장개혁을 위해 필요한 이사회 규칙 제1234/2007호 개정 규칙인 이 규칙에 의거한
일련의 개혁 조치는 통칭 'Milk Package'라고 불리며, ’낙농 패키지‘라고도 칭한다. 낙농 패키지의 직
접적인 목적은 과점화된 가공⋅소매 자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거래 교섭력 밸런스를 시정하
는 것으로, 공정한 원유거래를 촉진하는 것이다. 시책의 내용은 전편을 통하여 생산자의 교섭력 강화
에 대한 대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4개의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①
Contractual relations: 우유 거래의 ‘계약화’, ② Bargaining power of producers : 우유 생산자의 ‘조
직화’, ③ Inter-branch organizations: 우유 공급망의 ‘업종 횡단적 통합’, ④ Transparency : ‘시장 투
명성’ 촉진 등이다. 이러한 시책에 의해 생산자를 시장 플레이어로서의 자립으로 이끌고, 그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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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스테이크 홀더35)(이해 관계자)와 함께 관련된 작업을 하여왔다. 이러한 유럽
의회의 주장에 대해 이사회가 동의하였고, 유럽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되었기 때문
에 실현되었다고 한다.
UTP 규제에 관한 향후 일정
2021년 5월 1일: 회원국에 있어서 국내법화
2021년 11월 1일: 회원국 법의 적용
2022년 5월 1일: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2025년: 평가
<표 3> 불공정 한 거래 관행에 관한 지침의 내용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관한 지침(Directive (EU)2019/633) (2019년 4월 30일 발효)>
1 조 주제 및 범위 (Subject matter and scope)
2 조 정의 (Definitions)
3 조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금지 (Prohibi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4 조 지정 집행 기관 (Designated enforcement authorities)
5 조 불만 사항 및 비밀 유지 (Complaints and confidentiality)
6 조 집행 기관의 권한 (Powers of enforcement authorities)
7 조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8 조 집행 기관 간의 협력 (Cooperation among enforcement authorities)
9 조 회원국의 국내 규정 (National rules)
10 조 보고 (Reporting)
11 조 위원회 절차 (Committee procedure)
12 조 평가 (Evaluation)
13 조 국내법화 (Transposition)
14 조 시행 (Entry into force)
15 조 규제의 실시 주체 (Addressees)
※ 빨간 글씨 부분은 2018년 4월 12일자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관한 지침안(COM (2018)173 final)에 대한 추가 조항
자료: Directive (EU)2019/633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
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시장에서의 여러 문제를 생산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가질 것, 즉, 생산자의 경영안정, 생산자 자
신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정화의 길을 열어 가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공동농업정책(CAP)의 예산이
앞으로도 삭감되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바탕으로 오히려 명확해져, EU의 새로운 가격⋅소득 정책의
기본적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구 제국에서 낙농품은 우리의 쌀에 필적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식
량이며, 거듭되는 변경을 거쳐 온 CAP의 역사 속에서도 낙농 정책은 좀처럼 손길이 닿지 않았던 성
역으로 있었다. 그러나 유제품 지지 가격이 대폭 인하된 2003년 이후 EU는 낙농정책에 있어서도 착
실하게 방향성의 전환을 진행시키고 있다.(출처: 木下順子, ‘第１章 EU の生乳取引市場改革－酪農家
の取引交渉力強化をめざす｢酪農パッケージ｣の概要-’,
농림수산성-primaff
보고서,
2013.3.31.,
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130331_24cr03_01.pdf)
35) stakeholder란 기업⋅행정⋅NPO등 이해와 행동에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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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TP 논의는 낙농부문에서 생산자와 유통업체와의 역학 관계가 현저하게
불공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5년 우유 할당량 제도 폐지가
UTP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UTP 지침 제정을 위해 유럽의회는 금지되어야 할 거래관행에 관한 목록 작성
외에 EU 이사회와 함께 모든 서플라이 체인 관계자와 협의를 실시하였다. 대형 유
통업체를 협의에서 분리해 버리면 서플라이 체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
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해 관계자 간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EU 레벨에서는 2016년 이후의 대책(옴니버스 규칙((EU)2017/2393), 2018년
UTP 지령)에 의해 이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UTP 지령에 따른
각 회원국의 대응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UTP 지령은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 있는 농가나 중소기업 등, 협상에서 약한
입장인 관계자가 권한이 강한 상대(서플라이 체인의 하류)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고 명확하게 불공정한 16가지 종류의
거래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지 사항에는 전체금지(검정)와 당사자 간 합
의가 없는 한의 금지(회색)이 있다.
지령의 효과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시점에서 회원국의 법제화에 관한 1차(1개
국째)의 기술회의 (technical meeting)를 개최 한 곳이며, 현재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후의 동향이 주목된다.

(2) 국내법화 현황
UTP 지령과의 대응 관계(국내법화(transposition)의 동향 등)는 회원국에 따라
다르다. EU 지침 발령 이전부터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나라도 많으며, EU 지침보
다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면, 북부유럽 국가의 시장은 경쟁
주의적 인데 비해, 남부유럽 국가는 시장보호주의적인 경우가 많다.
2019년 11월 현재 20개 회원국이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다36). 또한 UTP 규제
영향 평가서에 각국 법제 리뷰가 게재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실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스페인, 프랑스: 강력한 국내법을 제정
• 영국: 강력하지만 규칙 강화보다 모니터링 프레임 워크에 의해 관리
36) みずほ情報総研 조사단의 현지 청취조사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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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제한적인 법령
(※ 대부분 회원국은 영국과 벨기에의 중간)

(3) 시장 관측(Market Observatory)
시장관측(Market Observatory)은 유럽위원회의 발의에 의한 것이며, 법적 기
초가 있지는 않다. 시장관측은 6개의 부문(유제품, 육류, 설탕, 곡물, 과일과 야
채, 와인)에 대해 설치되어 있다. 아이디어는 2016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농업 시장 테스크 포스(Agricultural Markets Task force)에서 유
래되었으며, 유럽위원회가 시장가격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언37)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스스로 자신의 시장관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투명
성은 경제적 정보에 의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
에서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고 서플라이 체인 관계
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거래 비용 절감과 마진 명확화,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시장관측의 효과를 수치화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럽농업조직위원회⋅유럽농업협동조합위원회(Copa-Cogeca)는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액을 400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1조 6천억 유로의 시장 규모 전체와 비교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유럽위원회에 의한 데이터 수집은 CMO 규칙 제223조에
근거하여 규정된다. 이 조항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정보 및 문서의 유럽위원회 통
지에 관한 유럽위원회 실시 규칙((EU) 2017/1185)을 제정하였다. 이 실시 규칙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생산자 가격 등을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
2019년 3월 22일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위원회는 공동성명(ST 7607 2019 ADD
1 REV 122.3.2019, p.1.)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문에서는 농업 및 식량 시장의 투
명성은 유효하게 기능하는 농업 및 식품 서플라이 체인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EU 수준의 시장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도록 권장
했다. 또한 이 작업에는 EU 시장 관측 강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37) European Commission, Press corner, “Agricultural Markets Task Force Presents Recommendations
on farmers in the food supply chai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6
_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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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9년 5월 22일 이미 조치된 불공정 거래 관행 금지 및 생
산자 조직 개선뿐만 아니라,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세 번
째 요소가 제안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상기 실시 규칙((EU) 2017/1185)을 개정하는
유럽위원회 실시 규칙안을 발표하고, 대상 품목 추가 등(가공품 추가를 포함), 유
통 과정의 구입 가격 파악 대상 수량 추가 등에 대해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 규칙
은 2019년 10월 1일 제정되었고((EU) 2019/1746),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
정이다38).

3.3. 환경 요건
(1) 그린 아키텍처(Green Architecture)의 주요 논점
① 현행 CAP에서의 변경 사항
지금까지의 크로스 컴플라이언스39)에는 우수 농업 관행, 동물 복지 등이 포함
되어 있었다. 2013년 CAP 개혁에서는 그리닝에서도 환경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지
만,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예상된 정도의 급여실적이 없고, 사무절차
복잡 등), 각 방면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농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 요
건 충족도 실질이 없이‘그린워싱40)’이라고 비판하였다.
38) 欧州委員会 프레스 릴리스 Fairness in the food supply chain: Commission proposes to increase
price transparency（2019년 5월 22일,, P/19/2629), 欧州委員会 DGAGRI Market Transparency in
the food supply chain(CDG Animal Products: Beef & Veal 자료, 2019년 10월 1일), 欧州委員会
DGAGRI Market Transparency in the food supply chain(CDG Animal Products: Pigmeat 자료, 2019
년 11월 14일)
39) 크로스 컴플라이언스(교차요건, 交差要件)란 어떤 시책에 의한 지불에 대해 다른 시책에 의해 마련
된 요건 달성을 요구하는 기법이다.크로스 컴플라이언스라는 정책용어는 영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가 많다.(출처: 農林水産関係用語集, https://kotobank.jp/word/)
40)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환경배려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임수, 허울뿐인 기만적 환경소구를
드러낸다. 값싼 "회칠⋅겉모양을 고치다"라는 뜻의 영어 "화이트 워싱"과 그린(친환경)이 합쳐진 조어
이다. 특히 환경NGO가 기업의 환경대응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만 환경에 임하
는 기업 등을 그린워시 기업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CSR 보고서와 관계없는 녹색 사진을 사용
하는 등 친환경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를 야유한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린워시는 1980년대 중반부
터 서구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친환경, 친환경, 그린 등으로 표기된 상품을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상품에
대해 그린워시 상품으로 명명된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산림과 해양의 사진을 이용한 광
고캠페인에 의해 안이하게 녹색인상을 부여하려 했지만, 현재의 그린워시는 더욱 세련되었다. 이미지
를 선행하는 것에서 실적 어필형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CSR보고서 등도 그린워시 툴 중 하나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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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CAP 개혁에서는 유럽위원회 제안으로 그리닝 지불 요소를 첫 번째
축과 두 번째 축의 관계 지원 조치로 공통의 수급 요건인 의무요건 컨디셔널리티
(conditionality)에 통합되었다. 또한 기후 변화⋅환경 계획으로서‘에코 스킴’을
신설하여, 현재 CAP의 크로스 컨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대처 요건에
통합되고, 차기 CAP의 환경 요건은 강화되었다.

② 유럽 그린 딜과의 관계성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은 폰 데어 라이엔 신 유럽위원회 위원장
이 내놓은 야심찬 목표를 가진 환경⋅기후변화 대책 문서이다. 유럽 그린 딜은 차
기 CAP의 신 딜리버리 모델, 특히 CAP 전략 계획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수
송부문과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관한 노력 분담(effort
sharing) 규칙(2021년 6월 제안 예정)은 CAP 전략 계획 측면에서의 정책의 필요
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AP 전략 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지
원전략 대상이 되는 의무사항인 그린 아키텍처(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구성)는
특히 유럽 그린 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 아키텍처와 유럽 그린 딜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되는 경우도 있다. 속이는 방법으로서 1) 의도적 정보 은폐 (위험물질 포함한 에너지 절약 가전), 2)
무관계 (CFC의 사용금지가 훨씬 이전에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FC 미사용을 주장함), 3) 애매함
(100% 천연으로 내세우지만 자연스레 존재하는 비소 등 정량적 평가가 없다), 4) 증거가 없음, 5) 빈
말, 6) 더 나쁜 것의 비교 등의 6가지 패턴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 기업이 CSR 보고서는 에코 상품
을 발표할 때는, 그린 워시한 것이 되지 않게 사업자 자신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
이 있다. 그린워싱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이것이 정말 자연친화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광고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학적인 사실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탄소 강도 지속 가능한 발전 카본 오프
셋 클린 테크놀로지 같은 말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쓰이지 않는가. 이 용어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 상품에 붙어 있는 스티
커나 환경에 관한 라벨을 살펴본다. 믿을 수 있는 라벨도 있지만, 규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지 않아
도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감각을 가진다. 만약 주장이 옳지 않다고 느꼈다면 옳은 말
일지도 모른다. 상품을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만듦으로써 실제로는 보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기
업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는 에너지를 절약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제조하고
정확하게 재활용되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부하가 공헌한 만큼보다 커진다. 녹색 그림이나 자연 사진
등은 제품이 자연친화적이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지도 모른다. 그뿐이지 친환경적이라는 뜻
은 아니다. 엉뚱한 주장에 주의한다. 주로 기업이 작은 하나의 친환경 특성을 강조할 때 기업이나 상
품의 다른 부분은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TV에서 광고를 봤을 때 이
것이 그린워싱인지를 간파하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혹시 어떤 기업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지 않나 싶
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어떤 것이든 조사를 해 보는 것이다.(출처: 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
ディア(Wikipedia) , https://ja.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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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그린 아키텍처와 유럽 그린 딜의 차이점
그린 아키텍처
• 환경⋅기후변화 대책
• 실무자 레벨
•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후 채택 예정

유럽 그린 딜
• 사회, 경제도 포함 환경⋅기후 변화 대책
• 정책 결정자 레벨
• 신규 제안

자료: 현지 청취조사에 의해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
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③ 현행 그리닝과 새로운 컨디셔널리티
차기 CAP에서는 컨플라이언스(준수)에서 실적(performance) 기반의 평가를 중
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와 회원국 간
에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에서 당초 환경 중점 용지(Ecological Focus Area:
EFA)는 좋은 아이디어로 여겨졌지만, 실무자 레벨에서는 복잡하다고 반대하였다.
이때 질소작물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시 되었다. 예를 들면, 토양보전에 관해,
규칙에서는 미세한 항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포장(圃場)에서는 커다란 노력을
수반하는 작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작물 다양화(crop diversification)와 유럽위원회의 차기 CAP 안 GAEC8의 윤
작(crop rotation)에서는 윤작(crop rotation)이 더 환경 친화적이라는 의견도 있
다. 그러나 윤작은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년도 지불로는 대
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윤작에 대한 더 나은
통제방법(control tool)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윤작
(crop rotation)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그린 아키텍처에서는 회원국이 CAP 전략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컨디셔널
리티(Conditionality)에 대해 언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CAP 하에서는 어
느 회원국은 토양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위원회는
사전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
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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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년초지(Permanent grassland)
현행 그리닝과 새로운 컨디셔널리티(Conditionality)의 차이점에 대해 현재는
유지해야할 영년초지(Permanent

grassland)의 비율(ratio of

permanent

grassland, 영년초지율41))이 95%인데 대해, 유럽위원회 제안에서는 차기 CAP 안
의 GAEC 1에서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영년초지는 유럽국가위원회가 회원
국에 이양한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비율을 95%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회원국에
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위원회는 영년초지의 유지율을 높이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의 정
의(5년 이상 계속된 초지)에서는 농가가 5년째(초지로부터 전환된) 재배할 가능성
이 남겨진다. 한편, 회원국마다 사정이 있는 가운데, 농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일률
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꺼려지는 인식으로, 각 회원국의 현상에 맞게 회원국과 농
가에서의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재량을 남겨둘 것으로 생각된다.

⑤ 환경 중점 용지(Ecological Focus Area: EFA)
현행 CAP에서는 환경 중점 용지(Ecological Focus Area: EFA)의 비율은 5%이
지만, 유럽위원회는 차기 CAP 안 GAEC 9 중 ‘비생산적인 특징 또는 지역에 배당
된 최소 비율’에서는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환경 중점 용지에
대해 회원국이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영역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는 점을 그 이유로 꼽는다. 만약 이전처럼 비율을 설정하게 되면, ‘단백질 작물을
5% 만들면 목표달성’이라고 해석하는 회원국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긴다.
환경 중점 용지는 개울(소하천), 바위, 울타리, 숲 외 다른 단백질 작물도 포함
한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환경 중점 용지에 대한 적절한 정의 설정을 하는 것도 요구된다. 또한 탄소 저장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원국이 제시하는 환경 중점

41) 영년초지율(永年草地率)이란 전체 농지 중 다년생 목초를 파종하여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
의 비율을 말한다. 농지는 농경지에 영년초지를 더한 것(농지=농경지+영년초지)인데, 쉽게 말해, 농지
중 가축에게 먹이기 위한 풀을 기르고 가꾸는 용으로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는 목초지의 비율을 의미
한다. 오스트리아처럼 드넓은 초원이 국토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영년초지율이 높으나, 우
리나라처럼 벼농사를 많이 짓고 지형이 대부분 산악지역인데다 집약농업이 발달하여 목초지를 크게
가꿀 여유가 없는 곳은 영년초지율이 낮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날고싶은 오리, https://fallinyoureyes.
tistory.com/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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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를 어떻게 평가할지 또한 과제이며, 향후 논의를 요한다.

⑥ 다면적 기능 (Multi-functionality)
COM(2017)713final(The Future of Food and Farming)에서는 다면적 기능
(Multi-functionality of EU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CAP에 관한 문서는 다면적 기능(multi-functionality) 대신에 공공재
(public goods)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다면적 기능이라는 용어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농가가 동시에 여러
활동을 하는 일은 드물지만, 제도로 동시 병행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장려
하는 직접지불을 도입할 때 새로 사용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가의 활동
은 사회적⋅지역적 기여를 하는 것도 있으며, 하나의 기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식
량 안보도 공공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의의 공공재는 다면적 기능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있다.
다면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반
면, 최근에는 공공재(public goods)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유엔 SDGs 관련되기 때
문에 유럽 그린 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이다.

(2) 유럽의회 환경위원회(COMENVI)와의 권한 공유
차기 CAP에 있어서 회원국의 재량 확대에 따라 CAP에 포함된 환경 관련 규정
에 대해 일정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문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유럽의회 환경위원회(COMENVI)가 관련위원
회로 지정되어, CAP 개혁(유럽위원회 규칙 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수정안 입안)에
대해 COMAGRI와 권한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shared competence). 그러나
CAP는 COMAGRI의 정책이며, 현재도 COMAGRI 쪽이 주도적인 입장에 있다.
한편, 최근에는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COMENVI는 발언권이 강한 위원
회이다. 따라서, 그 동향은 COMAGRI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의회위원회(교통위
원회, 산업위원회, 연구위원회, 역내시장위원회 등)도 영향을 받고 있다42) .
42) みずほ情報総研 조사단의 현지 청취조사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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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전략계획 규칙 안에 대해서는 같은 계파에 속하는 COMAGRI와 COMENVI
보고담당의원(라포라투르(보고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수정안을 논의할 때는 COMAGRI의 조정만으로도 기간이 짧았던 상황
이었지만, COMAGRI는 선거 전에 COMENVI와 회의를 3회 실시하였다.
COMENVI는 더 많은 협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COMAGRI는 COMENVI와 중복되는 멤버가 존재하고 있으며, COMAGRI
검토 내용을 잘 아는 멤버도 있다. 그러나 양 위원회가 합의, 유럽위원회, 이사회
등 다른 EU 기관 사이의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두 위원회 모두 의회 안을 지키는
자세를 취한다.
환경계 정당의 영향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특별유럽이사회에서 유럽 녹색당

⋅유럽자유연맹(GREENS/EFA)이 EU 기구운영 및 인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중
요성을 언급한 투스크 EU 대통령(유럽이사회 의장43))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때문에 유럽 녹색당이 EU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019년 9월의 비공식 농무부장관 회의에는 저명한 환경단체인 유럽환경
사무국(EEB44))이 환경 NGO로서 처음 초대되어, 기후변화 대책은 CAP을 중심으
로 하는 조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CAP에 있어서 환
경계 단체의 동향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

43)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Donald Franciszek Tusk, 1957년 4월 22일~ )는 폴란드의 정치인이다.
2007년 10월 총선에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를 꺾고 폴란드의 총리로 취임하였고, 2014년 12월 1일
에는 제1대 헤르만 반 롬푀이(Herman Van Rompuy, 벨기에)에 이어 제2대 유럽 이사회 의장으로 취
임하였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44)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유럽의 환경관련 NGO들의 연합체인 EEB는 EU의 환경정책에 있
어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들의 운동방향이나 참가단체 리스트등을 볼 수 있
다.(URL: http://www.eeb.org/). EEB는 유럽 최대의 환경 시민 조직 네트워크이다. 35개 이상의 유
럽 국가에서 16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정의 &
참여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조직으로는 먼저 위원회(board)가 있는데, 30여 명의 국가 구성원, 최대
10명의 유럽 네트워크 대표 및 최대 6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전체 이사회는 연간 3~4차례 회의를 열
어 총회 회의 사이에 감독 및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사장 및 부사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이사
회 회의 사이에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EEB 총재인 요한나 산달(Johanna Sandahl)은 스웨덴 최대의
ENGO인 스웨덴 자연보존협회(Swedish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 SSNC)의 회장이다. SSNC
는 거의 모든 스웨덴 자치단체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50개 정도의 파트너 기관에 지
역 그룹을 두고 있다. 이 단체는 기후와 에너지에서부터 화학 물질, 해양, 농업, 숲, 생물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와 협력하고 있다. 조안나는 농학자이며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20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 셋째 직원으로는 제러미 웨이츠(Jeremy Wates) 사무총장 하에 EU 정책 팀 내에
다양한 환경분야 전문가가 있으며, 글로벌 정책 및 지속 가능성 팀과 커뮤니케이션 및 멤버십 팀 그
리고 재무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 및 EEB 홈페
이지, http://www.e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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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번째 축
4.1. 리스크 관리 정책
리스크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보면, 소득 안정화 수단은 상호기금에 통합된다.
또한 보상 대상인 리스크의 종류는 생산 리스크에 추가되어 수입(收入)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태가 된다.
CAP에 의한 소득 안정화 대책은 농업인의 직전 몇 년간 연간 소득의 30% 이상
을 손실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보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에는 지원 발동 하한을 20%로 내렸다. 전체 부문의 농업에 대한 소득 안정화 수단
에 추가적으로 2018년에 새롭게 특정 부문 농업인에 대한 소득 안정화 수단을 도
입한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 제안에서는 리스크 관리 도구에 대한 지불은 회원국에게 실시 의무
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현행대로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축인 부문별 지원 조치에 있어서, 현행에서는 와인과 과일⋅채소
부문에 관해 수확보험 및 상호기금을 정하고 있지만, 유럽위원회 제안은 와인과
과일⋅채소부문에 더하여 새롭게‘기타 부문’을 수확보험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해
졌다. 이에 대해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논의에서는 올리브유, 올리브부문 등에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4.2. 농촌진흥 정책
(1) 농촌진흥 정책 전체
농촌진흥정책과 구조투자기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차기 CAP 개혁에서는
농촌진흥정책이 공통규정규칙(Common Provisions Regulation)에서 분리된다.
이는 첫 번째 축과 두 번째 축에 공통의 어프로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각 축
의 기금(첫 번째 축(EAGF)과 두 번째 축(EAGRD))을 정리하여 다시 살펴볼 필요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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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CAP에서는 독립적인 조항인 농업환경⋅기후, 유기농업, 산림환경⋅기후
서비스 및 산림보전, 동물복지가 유럽위원회 제안에서는 환경⋅기후 등 관리약속
1개 조가 된다.
CAP의 두 번째 축인 농촌진흥 프로그램에서는 규칙과 절차의 복잡성이 이전부
터 비판을 받아 왔는데, 차기 CAP에서는 각종 규제 절차의 부담 경감을 진행할 것
으로 예정되어 있다.

(2) 청년 농업인 육성(고령화) 대책
유럽의 농업 경영자 중 35세 이하는 6.5% 정도에 머무는 반면, 55세 이상이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차기 CAP에서는 청년 농업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복
잡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하여 간소화 및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의한 차기 CAP 안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고령화 대
책 중, 과세와 토지에 관한 정책은 회원국의 관할이며,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의 대
응을 촉구하는데 머문다.

• 회원국은 세대교체를 위한 전략에 대해, 토지에 대한 액세스, 대출 신용과 지
식, 및 과세와 자본생산 이전에 관한 국내 규정을 커버하는 정책을 수립

• EU와 회원국 간 정책의 일관성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국가 레벨 정책과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명확하고도 일관된 지원 방법을 개발

• 첫 번째 축 예산에서 최소 2%를 청년농업인 지원에 특화된 지원 강화에 충당
(추가적인 소득 지원(첫 번째 축) 및/또는 일시금(두 번째 축))

• 농장의 상속을 장려하는 세대 간 파트너십을 구축
• 금융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
또한, 차기 CAP에서는 농촌의 세대교체는 회원국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도록 하
고 있다. 2019년 4월 29일 유럽위원회는 유럽투자은행(EIB)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 구상(Young Farmers Iinitiative)의 일환으로, EU의 특히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10억 유로 대출 패키지(총액 20억 유로 중 10% 이상이 청년
농업인 전용이라고 한다.)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몇 달간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유연하게 농업 부문의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디자인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그 후 6개월 이내에 95%가 약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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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EIB는 EU의 구조기금과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별도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45).

5. 차기 CAP 예산
CAP 개혁은 원칙적으로 EU 중기 예산인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MFF)의 틀
속에서 수립⋅실시되고 있다. MFF는 최근에는 7년마다 수립되며, 현재
2021~2027년 차기 EU 중기 예산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되는 차기 CAP 안을 심의
중이다.

5.1.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MFF)의 진척
차기 MFF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동향이다. 영국은 EU 재
정의 주요한 부담 국가 중 하나이며, 영국의 EU 탈퇴로 EU의 세입 부족이 발생한
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관계없이, 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성에 대응, 이민
문제, 테러 대책,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실업 문제 등 오늘날 EU가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인적 자본, 소규모 기업, 이노베이션 등
우선 분야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 예산이 감액되는 것
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회원국 기여금의 증액 예산에 대해 중점 배
분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의 기여 비율을 GNI의 1%에서 1.11%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5.2. 차기 CAP 예산 삭감
유럽위원회는 차기 CAP 예산에 대해 전분기 대비 5%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MFF에서 차지하는 CAP의 구성비는 2014~2020년에 37.8%였으나, 차기 CAP
예산(2021~2027년)은 28.5%로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전체 예산의 효율
45) 2019년 12월 13일자 IEG Policy 기사, 2019년 12월 12일자 유럽위원회 웹사이트 New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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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효과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performance)
을 중시하고, 목표의 명확화와 성과측정 기준 설정에 따른 성과(results) 모니터링
및 필요에 따라 변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에서는 두 번째 축은 회원국이 부담분을 증가시킴으로써 농
가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인하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원국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CAP 예산의 추이

자료: DG AGRI 제공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
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5.3. 영국의 EU 탈퇴에 의한 영향
영국의 EU 탈퇴로 EU 예산이 감액되지만, 영국의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민
문제, 테러 대책, 환경 대책, 사고의 재국별화(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반동(反動)) 등
오늘날 EU가 대응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농업부문 예산 삭감은 불가피
하다.
영국의 EU 탈퇴가 CAP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방 및 치안(securit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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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과 같은 시책을 확대하기 위해 MFF으로써도 큰 비용인 CAP 예산에서는
이전부터 삭감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기 전에는 회원국의 EU에 부담금을 늘려 CAP 예산의
명목 금액을 유지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순부담국인 영국이 빠져 전체 예
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명목예산 유지는 불가능하다.

5.4. 향후 프로세스
유럽위원회는 2019년 말까지 예산안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기
MFF 대해 많은 회원국 또는 유럽의회 및 농업 관련 단체가 예산삭감을 비판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영국의 EU 이탈 방향성도 불투명하고, 역내 경제 대국인
독일이 예산안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태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차기 예산안 합의 지연이 농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나 지원책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가의 국제 경쟁력 저하 및 환경대책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되
었다.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2020년 초기에 차기 CAP 방안에 합의할 것을 희망하
고 있었다. 또한 차기 CAP 예산이 인플레이션 진행과 영국의 EU 탈퇴의 영향으로
12~15%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의 조기 합의를 촉구하였다46).
EU 이사회는 명확한 예산에 대한 비전(MFF의 합의)을 보여주지 못하면 차기
CAP 안에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독일은 영국의 EU 탈퇴 따라 각 회원국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EU 27개국 회
원(영국 제외)의 GNI 1.11%에 해당하는 차기 CAP 예산을 1%로 유지하자고 주장
하였다47). 이 입장에 대해서는 자국의 수급보다도 EU에 대해 지불이 많은 스웨덴
이나 네덜란드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 폴란드, 프랑스 등 다수의 회원
국은 CAP 예산의 감액에 반대하는 입장이다48).

46) 2019年 9月 20日字 IEG Policy 참조
47) 2019年 9月 20日字 IEG Policy 참조
48) 2019年 9月 24日字 IEG Polic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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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MFF의 최근 검토 상황49)
2019년 12월 5일 의장국이었던 핀란드는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MFF)의 숫자
를 정하는 협상초안문서(Negotiating Box with figures)(14518/19 REV 1)를 공
표하였다. 2021년-2027년 기간의 EU 예산은 EU 전체 27개 회원국 국민 총소득
(GNI)의 1.07%인 1조 873억 유로(체결 예산, 실제 가격. 이하 같다.)로 하는 것으
로 되어있었다. 이는 유럽위원회 제안으로 예상되었던 GNI의 1.11% 및 유럽의회
가 주장했던 1.3%를 밑도는 것이었다. 현재 2014년~2020년 EU 전체 28개 회원
국의 EU 예산은 EU 역내의 GNI의 정확히 1%였으며, 탈퇴한 영국을 제외하면 EU
전체 27개 회원국 GNI의 1.13%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에 열린 유럽이사회(정상 회의)에서 이 협상 초안
문서를 근거로 EU의 장기 예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럽 이사회는 새로운
MFF가 기후대책에 현저하게 공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EU 정상은 샤를 미셸 EU 대통령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목적
을 가지고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였고, 그 후, 2020년 2월 20일에 개최된 특
별유럽 이사회에서 MFF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협상 초안 문서에서 2020년~2027년 CAP 예산은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3242.8억 유로에서 3342.8억 유로로 증액되었다. MFF 전체에서 차지하는 CAP 예
산의 점유율은 유럽위원회 제출안보다는 경미하게 상승하였다(28.5% → 30.7%).
항목별로 보면, 첫 번째 축(직접 지불 및 시장 조치)은 유럽위원회 제안과 동일
한 2,542.5억 유로가 유지되었다. 또한 두 번째 축(농촌진흥조치)은 800.4억 유로
로 유럽위원회 제안에 비해 100억 유로가 증액되었다.

6. 차기 CAP 개혁 과정의 향후 전망
6.1. 일정 예상
차기 MFF이 확정되지 않는 한 차기 CAP 방안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유럽위
원회로서는 2020년 상반기(의장국: 크로아티아)에는 확정시키고자 희망하지만,
2020년 하반기(의장국: 독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49) 2019年 12月 5日字 IEG Policy, 2019年 12月 4日字 AGRA FAC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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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이후 유럽의회의 농업위원회(COMAGRI)와 환경위원회(COMENVI)
는 함께 차기 CAP의 3가지 규칙 안에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였다. 하지
만, 2019년 5월 선거에서 유럽 의회가 탈바꿈하고, 환경계 정당이 의석을 늘렸다.
새로운 유럽의회는 기본적으로 이전 의회의 정책을 계승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수정안을 낼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의원의 60%가 바뀌었기
때문에 CAP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회는 내부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 말까지 새로운 수정 초안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전망이다. COMAGRI 단독 또는 COMENVI와 공동 합의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쟁점은 불명확하지만, COMAGRI과 COMENVI 사이에
서 조정하여야만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 3~4 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2020년 7월 말~8월은 여름휴가로 의회가 휴회하기 때문에, 유럽의
회,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의 3기관 간 협의는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아미도 독일
이 의장국이 되는 2020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6.2. CAP 이행 패키지
유럽위원회 제안에 있어서 CAP 전략계획은 2021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CAP 개혁의 검토 상황으로 보아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규칙에 따라 CAP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 10월
31일에 유럽위원회가 2021년을 과도기로 하며 2개의 규칙 안으로 구성된 이행 패
키지를 제안하였다. 유연성 규칙안(COM(2019)580final)은 CAP의 두 번째 축에서
첫 번째 축으로 이전에 관한 규정을 하는 등 CAP에 의한 지원 지속을 위한 기술적
인 내용을 규정하는 규칙 방안이다. 이 규칙안은 2019년 12월에 유럽의회에 의해
승인되어, 2020년 1월 농무부장관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또 다른 전환 규칙 안(COM(2019)581final)에서는 현행 규칙에 따라 2021년 2개
의 축에 의해 이루어지는 CAP 지원을 계속하고, CAP 전략 계획의 이행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한 규칙안이며, 유럽위원회는 2020년 여름 무렵 채택을 상정하고 있다.
CAP 이행 패키지에는 우려되는 과제도 있다. 2013년 CAP 개혁 시 이행 방안은
세부까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행이 원활하였다. 이번 CAP 개혁은 영국의
EU 탈퇴에 영향을 받은 MFF 협상 지연 등 지금까지 없었던 사정이 겹쳐있어 통상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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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행 규칙의 책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3개 기관 협의를 3~4회 실시
하기 때문에, 빨라도 절차에는 5~6개월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차기 CAP 개혁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전환 규칙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정상, 차기
CAP 요소가 이행 방안에 포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회원국은 실시를
위해 행정기구(administrative structure)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국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가능하더라도 불가리아는 대응할 수 없는 등
의 상황도 일어날 수도 있어, 그 실시에는 2~ 3년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행 규칙의 대상 기간은 1년으로는 부족하고, 2~3년은 걸릴 것이 아니
냐는 예상도 있다.
차기 CAP은 2021년부터 새로운 MFF 하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MFF
가 확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정치적 리더의 결정이 필수이다.
2020년 3월말까지 MFF가 확정하고, 5월에 최종 버전을 발표한 후, 6월 이사회
에서 승인된다는 일정이 이상적이지만, 현재는 그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 여름 방학 전에 정상들이 결정하는 경우, 2020년 9월 내지 10월이 될 가능성
도 있다. 그러나 유럽 그린 딜로 대표되는 환경으로 전환(ecological transition)
의 조기 실시를 위해도 개혁안의 내용은 조기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표 5> CAP 이행 패키지
유연성 규칙(Flexibility Regulation)

이행 규칙(Transitional Regulation)

목적

2020년도 CAP 지원 계속(회계 연도: 2021년)

2021년도 2개의 축 하에서 CAP 지원 계속

승인
기한

2019년 말까지

2020년 여름까지

내용

⋅기술적 내용
⋅2020년 농촌진흥에서 직접 지불에 유연성:
두 축 사이의 이전 비율을 현행 최대 비율의
경우와 농촌진흥 예산(MFF 관한 유럽위원회
제안)에 따른 최대 절대 값에 의해 치환(2020
년의 두 축간 유연성이 규정된 수정 규칙
(EU)2019/288 개정)
⋅2020년의 모든 커플 지불(VCS)에 관하여 결
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있지만, 축 간 유
연성의 판단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
정

⋅차기 CAP에 원활한 전환을 위한 규정
⋅2021년 두 축과 현행 규정 하에서의 CAP
지원 계속
➢ 전환 년도인 2021년 한정
➢ 2021년 예산액 업데이트(직접 지불, 농촌 진
흥섹터별 지원 프로그램, EU 외부 지역, 에
게 해의 소제도(小諸島))
➢ 2021년의 지원 지속을 위한 규칙 적응
⋅차기 CAP에 원활한 전환
➢ 부문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간 조정
➢ 종전 프로그램 실시 기간에 지출을 CAP 전
략 계획으로 이월

자료: 유럽위원회, ‘CAP Transitionary Measures Regulations-2019.11.05.’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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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CAP 개혁위원회 제안에 대한 이사회 및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COMAGRI, 요약표)

유럽위원회 제안
(2018년 6월)

이사회 검토 상황
(2019년 12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검토 항목 안
(2019년 12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보고
(2019년 4월)

1. 직접 지불

회원국의 의무

정의

국내 평준화

재분배 소득 지원

소규모 농업인 지불

➢ 보험 급여가 감
액(6만 유로 이
상) 및 상한 설
정 (10만 유로)
➢ 재분배 소득 지
원 신청
➢ 진정한 농업 자
(genuine
farmer)의 정의
는 EU 레벨의
큰 틀 설정에 따
라 CAP 전략
계획에서 구체적
으로 규정

⋅내용 수정
(watered down)
➢ 지불 감소 및 상
한 설정 임의화
➢ 재분배 소득 지
원 신청 임의화
➢ 진정한 농업인의
정의를 회원국
결정의 사용도
임의화

⋅의무적 요소의 유
지
➢ 크레딧 한도 설
정 만(10만 유
로)(단, 공제 대
상 청년 농업인 ⋅영농 실체가 있는
소득지지 및 에
농업인 또는 진정
코 스킴 추가)
한 농업인의 정의
➢ 재분배 소득 지
(SPR 제 4 조 (1)
원 신청(단, 내
(d), 전관(專管))
용 수정)
➢ 영농 실체가 있
는
농업인
(active farmer)
(단, 내용 수정)

⋅규정의 미세조정
➢ 영년 초지 (옴니
➢ 영년 초지 (현행
버스 규칙에 의 ⋅규정의 구체화
보다 엄격화)
한 현행 방식을 ➢ 영년 초지
➢ 적격 헥타르(현행
유지보수 준비) ➢ 적격 헥타르
을 답습)
➢ 적격 헥타르(대상
범위 확장)
➢ 기초 소득 지원
계획 평균 단가 ➢ 좌동
의 75% 이상

⋅영년 방목지
(SPR 제 4 조 (1)
(b) (ⅲ) 공관(共
管))

➢ 완전한 국내 평
준화

➢ 지원 단가는 회
원국 결정(단,
➢ 지원 단가는 회
기초 소득 지원
원국
결정(단,
65% 이하. 지방
회원국의 직접 ➢ 좌동(그러나 지방
마다 결정도 인
지불의 평균 단
마다의 결정 정
용)
가 이하)
도 인용)
➢ 유럽위원회 제안
➢ 대상 면적의 상 ➢ 좌동
과 같음(그러나
한은 회원국 결
회원국(또는 지
정
역마다의) 평균
경영 규모 상한)
➢ 지원 한도는 회 ➢ 좌동
➢ 1,250 유로가
원국이 결정
➢ 컨디셔널리티를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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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농업위원회
검토 항목 안
(2019년 12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보고
(2019년 4월)

적용 (단, 더 가 ➢ 컨디셔널리티를
볍게 하는 통제
적용(단, 단순화
및 제재 제도를
된 조사를 적용
규정)
가능)

청년 농업인 소득
지지

➢ 적격 헥타르 당 ➢ 1청년 농업인당
➢ 회원국 농장의
지불(헥타르 제
최대 헥타르 수
평균 규모 상한
한 아님)
설정 인용

커플 소득 지지

➢ 대상으로 비식용
작물 추가
➢ 비식용 작물은
➢ 생산 제한적인
대상에서 제외
스킴일 것(옴니 (회원국의 견해는 다
➢ 생산 제한적인 양)
버스 규칙에 의
스킴일 것을 규
해 현행 규정에
정
추가)은 규정하
지 않음 등

부문별 지원 조치의 ➢ 기타 부문을 대 ➢ 좌동
유형
상으로 추가
➢ 기타

자금의 유보

부 록

➢ 청년 농업인 소 ➢ 청년 농업인 소
득 지지 및 청년
득 지지 및/또는
농업인 정착 지
청년 농업인 정
원(두 번째 축)
착 지원(두 번째
에 직접 지불 예
축)에 직접지불
산의 2% 이상을
예산의 2% 이상
유보
을 유보

➢ 좌동
➢ 기타

⋅부문별 지원 조치
의 유형(목적 등)
(SPR 제 42 조,
제 43 조, 제 51
조, 제 54 조, 제
55 조, 제 56조,
제 59 조 및 제
60 조, 공관)

➢ 청년 농업인 소
득지지에 직접지
불예산의 2% 이
상을 유보
➢ 기초 소득 지원
및 재분배 소득
지지에 직접 지
불 예산의 60% ⋅자금의 유보(SPR
이상을 유보
제 86 조 (제 2
➢ 재분배 소득지지
항을 제외)(전관)
에 직접지불 예
산의 5% 이상을
유보
➢ 에코 스킴에 직
접지불예산의
20% 이상을 유
보

2. 컨디셔널리티와 에코 스킴
컨디셔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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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은 제1 ⋅야심적 목표 수준 ➢ GAEC 및 SMR ⋅컨디셔널리티(원
축의 직불 및 제
에 관해 의미가
의 일부는 내용
칙, 범위, GAEC)

Issue Box 3편 :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

유럽위원회 제안
(2018년 6월)

이사회 검토 상황
(2019년 12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검토 항목 안
(2019년 12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보고
(2019년 4월)

2축의 환경, 기후
의 후퇴 또는 에
및 기타 관리 활
다름.
코 스킴으로 이
동, 자연 또는 다 ➢ GAEC9(비생산
전
적인 특징에 대 ➢ 부문별 지원 조
른 지역 특유 제
치의 유형 등 다
약 및 특정 의무
한 지역의 최소
요건으로 인해
비율) 등
른 지원 조치도
지역 특유 불이 ➢ 좌동
적용 대상에 추
익한 입장 지불
가

에코 스킴

➢ 회원국의 실시
의무
➢ 지원 대상은 기
후 및 환경 관련
계획
➢ 적격 헥타르에
의한 지원

(SPR 제 11 조
및 제 12 조, 共
管)

➢ 회원국의 실시는
의무. (의무요소
(회원국의 실시 의무
를 추가하여 회
는 견해가 다름)
원국 재량은 감
➢ 좌동
⋅에코 스킴(SPR
소)
➢ 가축 단위의 지
➢ 동물 복지에 관
제 28 조, 共管)
원도 인용
한 계획도 지원
➢ 자금의 유연성을
대상에 추가
향상
➢ 적격 헥타르에
의한 지원
3. 농촌 진흥 정책

지원 조치의 유형

-

-

➢ 농촌 지역의 여 ⋅지원 조치의 유형
성과 디지털 기
(SPR 제 64 조,
술의 정착 추가
共管)

➢ 헥타르 이외의
➢ 헥타르 이외의
➢ 헥타르 당 지원
단위 적용도 인
⋅환경, 기후 및 기
단위 적용도 인
환경, 기후 및 기타 ➢ 추가 비용과 이
용
타 관리 대책
용
관리 활동
익 손실을 보상 ➢ 왼쪽의 지불 인
(SPR 제 65 조,
➢ 인센티브 지불
지불
센티브 요소도
共管)
제공
고려
특정 의무 사항으로
인해 지역 특유의 불이익 한 입장

자연 또는 다른 지역
특유의 제약

투자

➢ 큰 수정은 없음

➢ 추가 비용과 이
익 손실을 보상 ➢ 좌동
지불

➢ 네거티브리스트

➢ 큰 수정은 없음

⋅특정 의무 요건에
기인하는 지역 특
유의 불리한 입장
(SPR 제 67 조,
共管)

➢ 인센티브 지불도
용인

⋅자연 또는 다른
지역 특유의 제약
SPR(제 66 조,
共管)

➢ 네거티브리스트
(토지구매 및 관 ➢ 네거티브리스트
개에 투자 논의
를 확장
가 필요)
➢ 사전 환경 평가
➢ 지원 정도에 관
를 도입
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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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제안
(2018년 6월)
청년 농업의
정착⋅농촌 사업
착수
위험 관리 툴(도구)

협력

부 록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검토 항목 안
(2019년 12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보고
(2019년 4월)

이사회 검토 상황
(2019년 12월)

➢ 소규모 농장의 ➢ 신규 농업의 정
착을 지원 대상 발전을 지원 대
상에 추가
에 추가

➢ 회원국의
의무

세계 농업기상 정보

실시 ➢ 회원국의 실시를 ➢ 회원국의 실시를
임의화
임의화

➢ 원칙적으로 최대
7년간 지원 제 ➢ 좌동
한

➢ EAFRD의 30%
이상을 유보(단,
환경⋅기후 관련
자연 또는 다른
지역 특유의 제
조치에 대한 자금의
약에 관한 지불
유보
은 포함하지 않
음)

➢ 좌동

⋅위험 관리 도구
(SPR 제 70 조,
전관)
⋅협력 (지원의 제
한) (SPR 제 71
조 (8) 共管)

➢ EAFRD의 30%
➢ EAFRD의 30%
이상을 유보(자
이상 유보에 대
연 또는 다른 지
신하여 EAGF
⋅환경⋅기후 관련
역 특유의 제약
및 EAFRD를 통
조치에 대한 자금
관련 지불(최대
한 유보를 도입
유보 (SPR 제 86
40%)을 포함)
하는 수정을 제
조 (2) 共管)
➢ 환경⋅기후 관련
안(실현 메커니
이외도 지원대상
즘이 논점)
에 추가

4. 새로운 딜리버리 모델

목적 규정

-

-

⋅일반 목적 (환경
⋅기후 관련 조
치) (SPR 제 5
조, 共管)
⋅특정 목적 (기후
➢ 환경 관계 등의
변화 완화, 지속
내용을 자세히
가능한 발전, 생물
추가
다양성, 청년 농업
인 고용⋅결속 식
품 및 건강에 관
한 사회적 요청)
(SPR 제 6 조,
共管)

➢ 목표치는 미기재
(유럽 위원회는
⋅기후 관련 지출
CAP의 40%를
기후 관련 지출 추적
➢ 목표치는 미기재 ➢ 목표치는 미기재
추적 (제 87 조,
가정 (전문(前
共管)
文) ( R e c i ta l )
(52))
두 축
사이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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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현행과 마찬가지 ➢ 좌동
축에서
로 제2축 예산
두 번째
의 15%까지 이 ➢ 좌동
축으로
전 가능
이전
➢ 환경 및 기후에 ➢ 좌동

➢ 현행과 마찬가지
⋅제1축과 제2축사
로 제1축 예산
이의
유연성
의 15%까지 이
(SPR 제 90 조,
전 가능(농업 환
전관)
경 관련 지원 조

Issue Box 3편 :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

유럽위원회 제안
(2018년 6월)

이사회 검토 상황
(2019년 12월)

관한 특정 목적
에 대처하는 지
원 조치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제1축 예산의
15%까지 추가
가능
➢ 청년 농업의 정
착에 관한 지원
조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
째 축의 예산의
2%까지 추가 가
능
두 번째
➢ 현행과 마찬가지
축에서
로 제2축 예산
➢ 좌동
첫 번째
의 15%까지 이
축으로
전 가능
이전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검토 항목 안
(2019년 12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보고
(2019년 4월)

치 사용 조건)
➢ 삭제
➢ 삭제

➢ 제2축
예산의
5%(4개 국가에
대해서는 15%)
까지를 이전 가
능(에코 스킴 사
용 조건)

환경⋅기 ➢ 환경 및 기후에
➢ 환경 및 기후 관
관한 특정 목적
후에
련 특정 목적 달 ⋅환경 및 기후에
➢ 원칙적으로 유럽
달성을 위한 자
관한 야심적 목표
대한
성을 위한 예산
위원회 제출안에
야심적
금 투입을 현행
비율을 현행 기
의 향상 (SPR 제
찬성
목표의
기간보다 증가함
간보다 증가함을
92 조, 共管)
향상
을 지향
지향
지원
조치의
전략

➢ 그린 아키텍처에
➢ 좌동
대한 개관 및 설
명

CAP전략
➢ 목표치의 내역으
계획
마일스톤
로 매년 분(제 ➢ "매년"을 삭제
100 조 (1))
CAP
전략
계획
승인

감시
위원회

➢ 회원국은 계획안 ➢ 회원국은 계획안
을 2020년 1월
을 202x년 1월
1일까지 유럽위
1일까지 유럽위
원회 제출
원회 제출
➢ CAP 전략 계획
안에 대한 의견 ➢ 삭제
표명

➢ 좌동

⋅지원 조치의 전략
(SPR 제 97 조
(2) (a) 및 (b) 共
管)

➢ 적절한 경우 다
년도 인용
➢ 회원국은 계획안
을 이 규칙 시행 ⋅CAP 전략 계획의
후 n + 1 년 1
승인 (SPR 제
월 1일까지 유
106 조, 전관)
럽위원회에 제출

➢ 삭제

⋅CAP 전략 계획안
에 대한 의견 표
명 (SPR 제 111
조 (4) (a),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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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산업 포커스

유럽위원회 제안
(2018년 6월)

이사회 검토 상황
(2019년 12월)

세계 농업기상 정보

퍼포먼스 보고
(SPR 제 121 조)

퍼포먼스 리뷰
(SPR 제 122 조)

➢ 연례 검토 회의

퍼포먼스 보너스

➢ 환경 및 기후에
관한 퍼포먼스에
➢ 삭제
대한 인센티브
제도

➢ 연례 검토 회의
➢ 리뷰 회의
➢ 퍼포먼스 검토(빈
( "연례"를 삭제)
도 등이 논점)

부 록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검토 항목 안
(2019년 12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보고
(2019년 4월)

➢ 2년마다 4월 15
일이 기한(HZR
➢ 매년보고는 2월
15일이 기간
제 8 조 (3a))
➢ 지역 또는 동물 ➢ 좌동(단, HZR 8 ➢ 지역 또는 동물
에 근거하지 않
조 (3)에 규정)
에 근거하지 않
는 지원 조치에 ➢ 지역 또는 동물
는 지원 조치에
에 근거하지 않
관한보고에 별다
관한보고에 관한
는 지원 조치에
른 규정은 없음
특별한 규정은
➢ 성과 지표에 대
관한보고에 관한
없음.
한보고가 마일스
특별 규정을 추 ➢ 성과 지표에 대
톤에서 25% 이
가
한보고가 마일스
상 괴리하는 경 ➢ 행동 계획 제출
톤에서 25% 이
우, 유럽위원회
이 필요한 괴리
상 괴리하는 경
는 행동계획 제
수준을 완화
우, 유럽위원회
출을 요구할 수
는 행동계획 제
있음.
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삭제

⋅퍼포먼스 보너스
(SPR 제 123 조
⋅제 124 조, 共
管)

➢ 수정 있음.

⋅지불 정지(HZR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전
관)

지불 정지

➢ 단년도 (HZR 제
38 조) 및 다년
도(HZR 제 39
조) 감시 관련 ➢ 수정 있음.
➢ 거버넌스의 미비
관련(HZR
제
40 조)

퍼포먼스
클리어런스

⋅연차 재정 결산⋅
(HZR 제 51 조)
➢ 연례 재정 결산
➢ 연례 퍼포먼스 ➢ 연례 퍼포먼스
⋅연차 퍼포먼스 클
및 통합, 연간
클리어런스
클리어런스
리어런스 (HZR
결산으로
제 52 조) 함께
전관

적합성 절차
(HZR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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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컴플
라이언스에서 퍼
포먼스 기반 시스 ➢ 좌동
템으로 전환
➢ 회원국의 거버넌
스 제도의 퍼포먼

⋅컴플라이언스 에
관한 규정도 추가
(재국별화 리스크 ⋅적합성 절차
우려로 EU 수준
(HZR 제 53 조)
요건을 추가)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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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제안
(2018년 6월)
스의 심각한 결함
의 경우에 한해
적용

이사회 검토 상황
(2019년 12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보고
(2019년 4월)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검토 항목 안
(2019년 12월)

➢ 조건 미준수에
대한 수급자 회
수를
추가(제
53a조 신설)

참고: CAPR(CAP 전략 규칙안), HZR(횡단적 규칙안), 공관(共管)(농업위원회와 환경위원회의 공동관리(共管), 전
관(專管)(농업위원회의 전문관리(專管)
자료: 유럽위원회 DG AGRI State of play of CAP reform (2020 년 2 월 7 일, CDG-Rural Development 자료)
포스트 2020CAP 개혁 패키지 이사회 의장국 진행 보고서 (14983/19)
유럽위원회 CAP 전략 계획 규칙안 (COM (2018) 392final), 횡단적 규칙안 (COM (2018) 393final)
이사회 CAP 전략 계획 초안 규정에 관한 의장국 수정안 (10103 / 19,14824 / 19)
이사회 횡단적 규칙안에 관한 의장국 수정안 (10135 / 19,14465 / 19)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CAP 전략 계획 초안 규정에 관한보고 (A8-0200 / 2019)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횡단적 규칙안에 관한보고 (A8-0199 / 2019)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2019년 12월 5일 회의록 (PE644.947v02-00) 등을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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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4편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4)1)
- 프랑스 새로운 농업⋅식품법의 동향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법의 성립 배경 및 실시 상황
1.1. 법의 성립배경
(1) 배경
프랑스에서 ｢농업근대화법｣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농산물 가
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생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분야(우
유, 산양유, 신선 과일⋅채소 분야)에서 농업 생산자와 구매자와의 판매 계약을 의
무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 판매계약을 하지 않아도
처벌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었다.
당연히 생산자와 구매자의 불평등한 역학관계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2017년 출범한 마크롱2) 정부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내걸었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
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제25대 프랑스 대통령(2017.05~ ). 프랑스의 역대 최연소 대
통령이자 G20에 속하는 정상들 중에서도 최연소이다.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제2제국의 황제
인 나폴레옹 3세가 취임했을 당시의 나이와 동갑이지만, 연수로 따지면 에마뉘엘 마크롱이 39년 4개
월 19일로 40년 8개월인 나폴레옹 3세보다 어리다. 2017년 5월 8일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2
차 투표에서 66.06%의 득표율로 르 펜을 꺾고 당선되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 가운데서 2002
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의 자크 시라크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통틀어봐도 3번째로 높은 득표율이기도 하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전반적
으로 마크롱을 사회당 우파, 더 나아가 중도주의자로 분류한다. 사회당 시절 당의 중도주의 탈바꿈을
지지했고 정치적 입장은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제3의 길’노선과 상당히 유
사하다. 신생 정당 기반의 정치인이지만,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고,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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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크롱 정부는 소득 향상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서 부가가치가 서플라이 체
인의 상류에 있는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
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이후 선거 공약이었던 농업단체, 디스카운트 스토어 등
농업⋅식품 관계자가 참여한‘식량 전체회의(États généraux de l'alimentation)’
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여 2018년 1월 31일에 신농업⋅식품법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2018년 5월에는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에서 제1차 심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10월 법안 수정을 거쳐 재심의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11월 1일에는 드디어｢프랑
스 신농업⋅식품법3)(이하 Egalim법)｣이 공포되었다.
법안이 문제를 제기한 근저에는 프랑스의 식품 서플라이 체인에서 농가⋅생산
자에 대한 압력이 크고,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소매 점포가 판매 기간 동안 소비자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광
고해 주도록 하여 양적 판매를 촉진하는 등, 교환조건으로써 디스카운트에 합의하
는 생산자가 존재한다.
특히 프랑스 소매업은 6개 대형 슈퍼마켓이 식품 유통의 90% 이상의 시장 점유
율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이어서, 소매의 권한이 강하다. 쇠고기⋅돼지고기 부문에
이르러서는 50~70%를 1곳의 대형 가공업자가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식품유통 시스템이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어 생산 농가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생산자가 얻어야 할 이익이 감소하고 있
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관련 논의가 깊어진 것이 Egalim법 성립의
배경이다.

이 성향은 전형적인 엘리트 합리주의자이다. 하지만 경제부문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한 경제적 자유주
의자이며 자유경쟁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집권 당시 경제 장관으로서 이른바 '마
크롱 법'을 통해 기업 규제를 풀고 노동 시간과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등 좌파 사회당 정권 성향과
정반대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사회면에서는 진보적(리버럴) 입장이 나타나기
도 한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리버럴한 포지션이라 생각하면 된다. 외교면에서는 친유럽연합
(EU)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3) 정식명칭은 ｢농업 및 식량분야에 있어서 상업관계의 균형 및 건강하고 지속하여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식량을 위한 법률(La loi no 2018-93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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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규정과의 관계
프랑스에서는 UTP(Unfair Trading Practices, 불공정 거래 규율)는 국내법으
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UTP 지령을 유럽 레벨에서 옹호해왔다. 또, 프랑스 생산자
에 대한 보호는 EU 지침을 앞서가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인식하고 있다.
EU 지침에 의하면, 프랑스 국외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 또는 조직(까르푸
(carrefour), 레클레르(E.Leclerc4) 사 등)과 같은 주요 소매업체의 중앙 구매조직
(Centre d' Achat 등))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도
장점은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UTP 지침의 내용 중 일부는 국내 법제화 이전에도 적용되고
있었지만,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법이라도 새로운
지령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1.2. 법의 실시 상황
2019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프랑스 농업장관은 Egalim법과 관련하여 농가
소득 시정 및 농약사용 삭감을 목적으로 ① 농약 판매 활동과 조언 체제 분리, ②
농업 협동조합 관리 강화, ③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대해 3가지 오르도난스
(ordonnance, 위임 입법5))를 설명하였다6). 같은 날 이 같은 오르도난스가 제정되
었다.

4) E.Leclerc(공식적으로는 Leclerc,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리클레어(líklɛ)는 프랑스의 협력 사회이자 하이
퍼마켓 체인으로, 아이브리어세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E.Leclerc는 1948년 1월 1일에 에두아르 레클
레르에 의해 설립되었다. E.레클레르는 2012년 기준으로 현재 프랑스에 500여 곳, 국외에 114개 점
포가 있다. 이 체인은 레클러크 브랜드로 반독립형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일부 대형 하이퍼
마켓에는 에스페이스 컬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엔터테인먼트/멀티미디어 섹션이 있다. E.Leclerc
는 프랑스, 일부 도시와 마을, 근교에서 수많은 상점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단지 외곽이나 하이퍼마켓과 쇼핑센터에 위치해 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Leclerc)
5) 프랑스 법제사상 국왕의 칙령 일반을 말하는데, 현재는 행정부가 그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리는 정령 중 통상적으로는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조치를 한정된 기간에 한해 정부가
발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제도에 의거한 것을 말한다. 콘세유 데터의 의
견을 들은 후에 각의에서 정해져 공시 후 즉시 효력이 생기나, 추인 법률안이 수권법에 의하여 정해
지는 날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효된다(프랑스 헌법).(출처: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
事典 小項目事典, https://kotobank.jp/word/)
6) 2019年 4月 24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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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5일 프랑스 상원(원로원) 경제위원회(Commission des Affaires

économiques)에서 프랑스 신농업⋅식품법 시행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
서 생산자 단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Egalim법은 식품 전체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농업｣
이라기보다는 ｢식품｣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논의에 있어서 폭넓은 여론을 주
목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 확보와 품질에 초점을 두고 논의
를 거듭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산지 및 생산비용에 대한 적절성이 충분히 고려되
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컨셉(concept)은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인 유통업체의 수치
를 기반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인 농가의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경쟁 논리를 역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Egalim법의 작성 과정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관계자와 협의를 거듭하여 동의
를 얻었지만, 법률의 시행 후에 반드시 유통업체가 규칙에 따라 비즈니스를 실시
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법의 구체적 내용
Egalim 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구성된다.

① 농업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과의 적정한 상업 관계: 적절한 가치 재분배로 생
산자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 부당염가판매(덤핑 등) 금지

② 식품의 품질⋅지산지소(地産地消)7): 상품의 위생환경 및 영양측면에서의 조
건 개선 외에 농약 사용 삭감이나 식품 손실 대책도 포함

③ 동물복지 강화
④ 건강에 기여하고 신뢰성 및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품 촉진
⑤ 식품분야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감소
Egalim법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7)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함.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ko.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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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galim법의 구성
제1편

제2편

농업 및 식품 분야에서 상업 관계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건강, 고품질, 지속가능성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가능성
및 동물복지의 존중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

제1조~제23조

제1장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24조~제66조

제2장

동물 복지의 존중

제67조~제73조

제3장

모든 사람의 지속 가능한 식품
접근성 강화

제74조~제92조

제3편

농업 분야의 단순화를 위한 조치

제93조~제95조

제4편

이행 규정 및 최종 규정

제96조~제98조

출처: Loi n° 2018-938 du 30 octobre 201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8)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
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이 중 농업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과의 적정한 상업관계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한 가격 형성을 목표로 매년 6월경에 발표되며, 제품 가격 및 마진 형성
관측소(OFPM,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의 가격
을 참고하게 된다. 이에 관련 담당 기관은 농업단체나 가공⋅유통업계에 호소하여
생산비 및 가격 지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 품질⋅지산지소에 관해서는 2022년까지 단체 식당에서 식사의 50% 이
상을 유기농, 친환경 상품 등을 사용하며, 전체의 20% 이상을 유기 농산물로 하
고, 그 외 2021년 7월 1일부터 푸드 로스(food loss9)) 삭감을 위해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 백(take-out bag)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8) “Loi n° 2018-938 du 30 octobre 201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 https://www.
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702D1C4C41DBFB79B23245B3C2C59A06.tplgfr31s_2?cid
Texte=JORFTEXT000037547946&dateTexte=&oldAction=rechJO&categorieLien=id&idJO=JORFCONT0
00037547943
9) 식품 손실; 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 버려지는 식품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일본어사전, ja.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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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의 적정한 상업 관계
(1) 관련 오르도난스(ordonnance)
2019년 4월 24일 각료회의에서 프랑스 경제⋅재무부 장관도 Egalim법에 따라

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 ② 대형 소매업체의 생산자 등 판매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대응(경쟁 제한적 관행 및 기타 금지 행위)을 제재하
는 장관의 권한 강화에 관한 상법 개정을 포함한 2개의 오르도난스를 설명하였다.
또한 ②의 오르도난스에서는 ① 현저한 불균형, ② 일방적 우월적 지위, ③ 갑작스
러운 상업 관계 단절에 대한 단순화 및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0).
또한 2019년 9월 25일 프랑스 하원의 ‘서플라이어(supplier)와의 상업적 관계
에서 대규모 소매업자와 업계의 상황 및 관행에 관한 조사위원회’는 Egalim법 시
행 후 6개월간 대형 소매업체와 서플라이어(농가, 식품가공산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Egalim법이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상업 관계 적정화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고 있지만, 충분히 효과적으
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며, 41개의 추가적인 제안을 하였다.

(2) 재판매 가격 수준(SPR)
프랑스에서는 1996년에 마진 10% 이상을 포함하는 재판매 가격 수준(최저보장
가격: resale price support, 불어: SPR, Suppression de prix de revente)11)을
10) 2019年 4月 24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11) 프랑스에서 기존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명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대폭 할인해서 팔고, 농산물 등
다른 품목의 도매가를 낮추어 수익을 크게 남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유통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공급자의 최소한의 이익과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 및 식품법"이 제정
되었고, 2019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 내용 중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통사의
상품 재판매 마진율(수익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강제한다. 프랑스는 이미 1996년, 유통업체가 도
매가격 이하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하한선을 법제화했으나, 유통업체와 공급자 모
두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상품 마진율을 최소 10% 남긴 가격으로만
재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도매가가 1유로인 상품이 이전에 최소한 1유로에
판매됐다면, 2월 1일 이후로는 최소 1유로 10센트에 판매돼야 한다. 가격경쟁이 가장 심한 뉴텔라
(Nutella), 코카콜라 등의 인기상품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 농산물에서의 마진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Egalim법에서는 1) 가격 결정 시스템의 전환과 2) 식품 프
로모션 가격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가격결정 시스템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유통업체에서 제
조업체, 생산자의 순으로 내려오며 가격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생산자 연합이 발표한 생산비를 기준
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식품 프로모션 가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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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제품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량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현재의 기준 가격(구입가격)
으로는 유통업체에게 있어 불가피한 비용(물류비, 인건비, 수송비 등)을 충당하기
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Egalim법에 의한 조치로 향후 2년간 시범적으로 해당 기준 가격을
10% 인상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Egalim법은 식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부당염가판매 금지
Egalim법은 유통단계에서 저렴한 판매 경쟁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효과도 기대
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게 저렴한 수준으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유실
하거나 농산물의 적정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 간 수준의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
려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식품의 할인 수준은 가격 기준으로 34%, 양 기준으로 25% 이
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1개의 상품을 구입하면 1개의 동일 상품이 무료
라는 홍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대책은 2년간의 시행 기간을 두고 있으며, 부당
염가판매 억제를 위한 감시 장치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4) 참조 가능한 지표
① 지표의 작성
가격을 설정할 때 생산자의 생산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Egalim법이 성립되었다. 이 때, 생산비용의 지
표가 되는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되었다.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그

판매에서 1+1 프로모션을 금지하고, 2+1 프로모션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 ‘프랑스 정부, 농민 수익 위해 식품 유통법 제정’, 2019년 2월 28일 게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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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결정할 때 ‘참조 가능한 지표’가 존재한다. 이 지표는 정부에 의해 설정되
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부가 시장가격을 결정하면 CAP 등 EU 규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으로, 정부가 공식 지표를 제시할 수는 없다.
또한 모든 농산물에 관해 정부가 농가의 생산비용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면, 그
것이 기준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도 피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이유로
정부계 기관인 생산자 마진 관측소(OFPM)도 모든 농산물에 대한 기본 가격을 표
시 할 수는 있지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에 각 부문의 업계전문조직(interprofession)이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나 가격
을 각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각 부문의 지표가 된다. 그러나 그 가
격은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일 뿐 사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의무화를 한다면
경쟁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정가격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세를 나타내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곡물 가
격은 루앙항구의 시세를 기준으로 연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세가 나타나고 있
다. 또한 농업회의소(APCA)도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의 농업회의소가 생산비용 등을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참조 가능한 지표는 업계전문조직(interprofession)이 만들어, 시장 가격과 생
산비용(작성하지 않은 단체도 있음)을 발표한다. 지표는 지역마다 작성되기도 하
지만, 기본적으로 전국 가격이다.
참조 가능한 지표는 품목별(브로콜리, 샐러리 등)로 존재하고, 각 업계의 업계
전문조직(interprofession)과 기술연구소가 부문별로 전형적인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수정을 하면서 평균적인 지표를 작성한다.
일부 가공업체와 유통업체가 지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계약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지표가 반영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가공업체 및 유통업
체가 지표를 거부하는 경우, 생산자는 조정관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증명서는 농가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사무작업이 3~4개월가량 소요된다. 매
달 판매해야하는 농산품을 보유한 농가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아, 가공업체와 유통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판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② 지표의 종류
프랑스 농업⋅식량부가 업계전문조직이 제시하는 지표를 목록화하면 어떻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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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지표를 제시하면, 그 지
표를 참조지표로서 준수할 것을 의무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목록을 작
성하지 않는다. 농업⋅식량부는 어디까지나 경쟁시장의 경찰12)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③ 지표의 품목
원유13), 쇠고기, 곡물, 야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지표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된 것에 한하므로, 유기농법에 관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기농
법에 대해서는 이미 고정가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지표를 설정하기 곤란하다.
2019년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지표를 내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표 설정에 있
어서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가격 결정 방법, 유기농 제품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④ 지표의 적용
서플라이 체인 상의 계약에 있어 금액에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라면 생
산비용 및 업계전문조직의 참조 지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만약 금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생산비용과 시장가격을 참고할 수도 있지만, 가격결정 방법에
정해진 규칙은 없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 지표에 대해 반드
시 언급하여야하기 때문에, 생산비용과 시장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업계전문조직
의 참조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계약상의 가격에 불복하고 가격이 크게 생산자에게 불공평한 등의 경우,
조정관(mediateur)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정관은 생산비용과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가격 공정성을 판단한다.
Egalim법 제정 이전에는 유통업체와 가공업체에서 계약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이 법에서는 새롭게 생산자 측에서 계약가격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자
가 제시하는 가격에 불복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불복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관과 상담할 수 있다.
12)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와 그 장해 제거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강제, 명령하는 행정 작용이나 그 조
직을 말함. (출처: 네이버사전, dict.naver.com)
13) 처리가 되지 않은 착유 직후의 우유 상태를 말함.(출처: 네이버사전, 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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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설정 시 지표가 기능하고 있는 부문과 기능하고 있지 않는 부문이 나타나
기 시작하고 있다. 지표가 기능하고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의 예는 다음 표
와 같다.
<표 2> 지표가 작동하는 부문과 작동하지 않는 부문

기능하고 있는 부문

우유

• 2015년 쿼터 폐지 후, 계약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분석 실시
• Egalim법 제정 전부터 생산 비용과 마진을 고려한 지표 설정
• 우유 가공업체는 조합과 민간 기업이 반반이며, 민간의 불공정한 상거래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점에서 지표를 받아들이기 쉬
운 배경이 있음.

기능하고 있지 않은
부문

육류

• 도축⋅가공의 70%를 한 회사가 독점
• 지표를 거부할 경우, 조합 및 생산자 단체는 다른 가축을 처리할 곳이 없
어 협상 난항 우려

출처: APCA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
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지표가 기능하고 있는 부문으로 우유를 예로 들 수 있다. 낙농부문은 공익단체
인 전국낙농경제센터(CNIEL)가 프랑스의 업계전문조직으로서 Egalim법 시행 전
부터 지표를 내고 있었다. 이들은 원유 외에도, 치즈, 버터, 분유에 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부문에서도 우유를 모델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부문마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Egalim법은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중시되고 있는 것은 우유
와 축산(쇠고기, 돼지고기)이다. 또는 채소⋅과일의 디스카운트(할인)도 많이 볼
수 있다(예: 사과 1유로/kg)는 점에서, 입안자에 의해 이 부문도 지표 적용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지표 설정이 지금까지의 거래 형태와 맞지 않는 부문도 있다. 예를 들어, 곡물은
선물 시장⋅상품 시장에 근거한 계약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Egalim법에 정
해진 방법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현재에도 곡물부문에서는 논
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표의 결정방법은 낙농부문의 경우, 먼저 CNIEL(프랑스 국립낙농협의회)이 낙
농가들에게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프랑스의 축산연구소(Idele)에 조사 협조를
의뢰한다. Idele은 자신의 조사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낙농가의 회계 정보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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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고려하고, 농업 경영자가 최저 임금의 2배 금액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가
격을 산출한다. 그 후 CNIEL은 유럽위원회를 상대로 산출된 가격이 법적인 문제
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표를 확정한다. 또, 생산비용에 대해서는 평야, 산악, 유기
의 3가지 지표가 있으며, 각각 가격 추정액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격과 같은 매크로 데이터 및 농가 비용(농지비용, 사료비
용 등)에 대한 지표의 입수는 가능하지만, 실제 계약에서 개별 가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5) 조정관(Mediateur)의 역할
조정관(mediateur)은 복수의 관료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원의 전문분야는
존재하지만, 부문마다 전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는 가공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관과 상담할 수 있다.
조정관은 생산자와 가공업자간의 합의를 도모하도록 조정함으로써, Egalim법 규
정 준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관 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문은 낙농부문이다. 원유는 월별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계자간에 이견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2019년 프랑스 최대 유업체14)인 Lactalis 사와 이 회
사에 우유를 납품하는 15개의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UNELL은 가격 협상에서 합의
에 이르지 못하자 조정관에게 의뢰하여 타협점을 찾았다.
조정관에 의한 조정 프로세스의 흐름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14) 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출처: 네이버사전, 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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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정관의 조정 과정

출처: 프랑스 농업⋅식품 사이트15)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
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6) 생산자 마진 관측소(OFPM)의 역할
생산자 마진 관측소(OFPM)는 2010년도에 농업⋅식량부에 의해 기본적인 농산
물에 대하여 생산비용, 산업가격, 소비자가격, 유통비용 등과 같은 서플라이 체인
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분석 결과는 매년 4월 또는 5월에｢가격에
관한 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독자적인 분석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FPM이 참조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
는 가장 적절한 기관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적 기관이 지표를 제시하
면 그것이 각 계약의 기반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식 지표를
발표하지 않는다.
OFPM은 공적 기관이며,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때문에, 유통업체 및 생산자 업
계 단체에 대해 마진이나 비용에 따른 가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
15) 프랑스 농업⋅식량부, “La médiation des relations commerciales agricoles de l’amont agricole à
l’aval alimentaire”: file:///C:/Users/1730959/Downloads/190531_plaquette_mediateur%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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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의 품질⋅지산지소16)
Egalim법에서는 2022년 1월 1일까지 단체 식당에서 식사 50% 이상을 고품질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20% 이상의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단체 식당은 프랑스인 식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프랑스에는 약 8
만 개의 단체 식당이 매년 30억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700만
명 이상의 프랑스인이 보육원, 학교, 대학, 보건시설, 사회⋅의료⋅사회시설, 교도
소, 관공서 등의 단체 식당에서 적어도 한번은 식사를 하고 있다17). 따라서
Egalim법 시행에 있어 단체 식당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전국의 단체 식당에서 실시하는 내용 및 일정은 다음 <표 3> 및 <그림
2>와 같다.
전국 공공단체식당평의회18)(CNRC)는 2022년 1월 1일까지 공공 단체 식당에서
식사의 50% 이상을 유기농, 환경을 배려한 상품을 사용하고, 전체의 20% 이상을
유기 농산물로 조달하기 위해 공무원과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전국 규모의 교육 및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 국립식품위원회
(CNA)가 협의하며, 전국식품프로그램(PNA)에 있어서도 중요한 초점이 된다19).
16) 최근,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안심 지향의 고조나 생산자의 판매 다양화의 대처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키는 ｢지역생산 지역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산지소
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인데,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려는 활동을 통해서 농업자
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이것에 의해 소비자가 생산자와 ｢얼굴이 보이고 이야기 할 수 있
는｣관계로 지역의 농산물⋅식품을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농업과 관련 산업의 활
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지에서 소비할 때까지의 거리는, 수송비용이나 신선
도, 현지 농산물로서 어필하는 상품력, 아이가 농업이나 농산물에 친근감을 느끼는 교육력, 또 지역
내의 물질 순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또, 소비자와 산지의 물
리적 거리의 짧음은, 양자의 심리적인 거리의 짧기도 하고, 대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있어, 소비자
의 ｢현지 농산물｣에 대한 애착심이나 안심감이 깊어진다. "그것이 그 지방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
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농업을 응원하게 된다. "또한,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황폐화와 재배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현지 농업을 활성화하고 그
나라의 식생활과 식문화가 지켜져 식량 자급률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거리가
짧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리에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수반하는 농산물의 왕래를 지산지소라
고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분위기가 있어 온 활동으로, 교육
이나 문화의 면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고정적,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유연성⋅다양성
을 가진 지역의 창의 연구를 살린 것이 필요하다.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주된 대처로서는 직판장이나
할인점에서 현지농산물 판매, 학교급식, 복지시설, 관광시설, 외식⋅중식, 가공관계에서 현지농산물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農林水産省, ｢地産地消推進検討会中間取りまとめ｣, http://www.jsapa.or.
jp/chisan/What%20tisantishou/intro.html)
17) 2020年 2月 25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18) 어떤 일을 평의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말함.(출처: 네이버사전, 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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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식품의 품질⋅지산 지소 관련 단체 식당이 실시하는 내용
관계기관

시책

기한

공적 및
사법인

6세 이하
대상의
공적기관(행정
기관,
탁아시설(보
육원,
대학 공립병원, 군,
학식 형무소, 행정적
유아원,
일시
공시설법인,(E
탁아보육단
PA)의 식당 등
등)

CRPM*
CRPM*
제230조
제230조
제5항에
제5항에
언급이 있는 언급이 없는
사법인(보건 사법인(민간
기업의
⋅사회⋅병
원시설,
사원식당
등)
형무소 등)

20% 이상의
유기제품을
포함, 50%
이상의
2022년 1월 1일
고품질이면서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연 1회
이용객에 대한 2020년 1월 1일
설명 의무
임의적 실시 임의적 실시
제품에 관련된 2019년 4월
(자발적인 (자발적인
내용 표시의 14일〜2021년
지역 당국을 지역 당국을
시행
10월 31일
대상)
대상)
영양성분
정보의 표시
단백원
다양화를 위한
복수년 계획
주 1회
베지테리언
메뉴의 실행

임의적 실시
(자발적인 지역
당국을 대상)

2018년 10월
30일
1일
2018년 10월 1일 200식 1일 200식 200식 1일 200식
30일
이상의 경우 이상의 경우 이상의 이상의 경우
경우

1일 200식
이상의 경우

2019년 11월
1일〜2021년
11월 1일

플라스틱
스트로 등의 2020년 1월 1일
버리기 금지
탄산이 없는
수용 페트병 2020년 1월 1일
금지

19) 2019年 4月 25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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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관계기관

시책

기한

플라스틱제
용기 금지

2025년 1월 1일
(주민 2,000명
이하의 지자체는
2028년 1월
1일)

푸드 로스
대책에 관한
분석과 대책

2020년 10월
22일

공적 및
사법인

6세 이하
대상의
공적기관(행정
기관,
탁아시설(보
육원,
대학 공립병원, 군,
학식 형무소, 행정적
유아원,
일시
공시설법인,(E
탁아보육단
PA)의 식당 등
등)

CRPM*
CRPM*
제230조
제230조
제5항에
제5항에
언급이 있는 언급이 없는
사법인(보건 사법인(민간
기업의
⋅사회⋅병
원시설,
사원식당
등)
형무소 등)

먹을 수 있는
팔다남은
상품을 먹지
2020년 1월 1일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금지
인증식료장려단
체에 대한
1일
1일
2020년 10월
식품의 기부에
3,000식
3,000식
22일
관한 협정 체결
이상의 경우 이상의 경우
신청

1일
3,000
1일
1일 3,000식 1일 3,000식
식
3,000식
이상의 경우 이상의 경우
이상의
이상의 경우
경우

출처: 프랑스 농업⋅식품 사이트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
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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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식품의 품질⋅지산 지소 관련 단체 식당이 실시하는 일정

출처: 프랑스 농업⋅식품 사이트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
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2.3. 농약
(1) Egalim법까지의 흐름 및 동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2008년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농업을 유지하면서 2018년까지 화
학 농약(식물 병충해 방제)의 사용을 5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에코파이토
(Ecophyto) 계획20)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는 계획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2015
20) 에코파이토 계획이란 식물 사용을 줄이고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다. 에코파이토 계
획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농업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에서 식물성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월 7일, 국가 Pflanzenschutz(식물 보호)제 감축 계획인 에코파이토 II+에 대한 전략지
향 및 후속위원회(COS)가 개최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Pflanzenschutz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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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20년까지 25%, 2025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에코파이토 계획
II를 수립하여 대체 법의 연구와 이노베이션 강화하는 등 농약 절감 노력을 지속하
고 있다.
Egalim법 또한 농약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이 법에서는 먼저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에 대해 사용금지를 규정함과 동시에 그 적용
절차에 대해서는 데크레(décret, 행정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거와 인접한 지역 인근 및 주거와 인접한 오락 목적의
비거주 지역에서의 농약 사용은 생물적 방제 제품 및 저 리스크 물질로만 구성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사용되
는 살포 기술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 건강 등의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농약 사용자는 인근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상의한 후 커미트먼트
보호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전문성을 동원할 것을 요청했다. 살충
제에 덜 의존하는 농업 및 살충제에 대한 조치, 글리포세이트 삭감 계획, 살충제 사용 축소(유럽 수
준에서 설정된 조화 위험 지표) 등이 목적이다. 이 계획은 수 차례 통합 및 개정⋅강화되었다.
Pflanzenschutzmittel(식물 보호를 위한 약제의 일종, 농약의 총칭으로도 사용된다. 파킨슨 병을 일으
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용을 줄이는 것은 인간들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적 기대이다. Ecophyto II+ 계획은 정부가 약속한 바를 구체화하고, 2025
년까지 Pflanzenschutzmittel 사용을 50% 줄이고 2020년 말까지 주요 용도 및 2022년까지 모든 용
도에 대해 글리포세이트를 배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한다. 에코파이토
II+ 계획은 2018년 4월 25일 발표된 ‘필수제 및 살충제에 덜 의존하는 농업’ 조치와 2018년 6월 22
일 발표된 ‘글로포세이트 배출 계획’의 조치들을 통합함으로써 이전 계획(Ecopyto II 계획)을 강화한
다. 또한 Ecophyto II+ 계획은 "국가적 조치 계획을 채택하여 양적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지속 가능
한 농약 사용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조치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Richtlinie 2009/128/EG의 유럽
의무에 부합한다. 농약 사용에 따른 위험 및 영향을 줄이고, 작물 및 대체 방법 또는 기술의 통합적
방어를 개발 및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표, 조치 및 일정살충제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 계획
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물질들의 제거를 가속화하고, 글리포세이트 배출
을 동반한다. 생물 통제 제품 및 자연 준비에 대한 우려 없는 인식과 배포를 촉진하는 것,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특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정보, 통신 및 대화를 통해 인구에 대한
살충제에 대한 노출 방지 및, 필요한 경우, 보완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강화한다.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여 대안적 해결책과 Pflanzenschutzmittel 위험 및 영향에 대한 지식을 개발한다.
DEPHY 장치를 통해 절약된 Pflanzenschutz 시스템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능을 입증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농부들을 보조하는 전환, 기술 및 재정적으로 동반하여 농가 집단에게
Pflanzenschutzmittel 사용을 줄이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통합 농작물 보호 원칙의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Pflanzenschutzmittel 배포, 적용 및 자문 활동을 분리하여 시행한다. 지금까지 실험
단계에 있었던 식물성약품 경제증명서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Glyphosate 사용에 대한 대안적 자원
센터를 제공하고, 사용, 위험 및 영향 감소에 대한 대안 및 레버에 대한 학습된 지식을 보다 광범위
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농부부터 대규모 유통까지 모든 참여자들을 동원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
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매년 710만 유로가 식물 제품의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징
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에코파이토 계획에 투입된다.(출처: 프랑스 농업⋅식량부 홈페이
지 관련사이트, https://agriculture.gouv.fr/le-plan-ecophyto-quest-ce-que-c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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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의 헌장에 해당 조치를 공식화한다. 해당 조치가 실시되고 있지 않
은 경우, 또는 공중보건을 위해 행정 당국은 농약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적용 조건은 데크레의 몫이다.
Egalim법은 원격조작 항공기에 의한 농약 살포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
급하고 있다(제82조). 이 실험은 농약 살포에 따른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2021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실험 결과는 프랑스 식품⋅환경⋅
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평가한다21).

(2) Egalim법 제정 후의 움직임
농약의 사용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워킹 그룹이 개최되었다. 정부는 인가 부
근에서 농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비사용 존(구역), 살포기의 종류, 주민에
게 사전에 통지할 것 등을 언급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주거지역뿐만 아니
라 학교, 보육원, 병원, 양로원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외에도 수원(水源)에 대한
배려 등도 포함되어 있다22).
2020년 1월 농약 사용에 관한 헌장 작성에 관한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더불
어 도(道, département) 레벨의 농가 주민, 정치인 등이 대화를 실시하였다. 엘리
자벳 보루누 환경연대 이행부 장관, 아네스 뷔쌍 연대⋅보건부 장관, 기욤 농업⋅
식량부 장관 등 3개 부처 각료는 2019년 9월 9일~10월 1일까지 퍼블릭 컨설테이
션(public consultation)을 마련하여 일반인에게도 농약 사용에 관한 의견을 모았
다. 헌장 제정의 준비단계로서 정부는 ANSES에 의견을 구하고, 2019년 6월 14일
에 발표된 의견서에서는 농약제품, 농작물, 분사기의 종류에 따라 가옥과 농지거
리를 제시하였다.
ANSES는 위험도가 높은 농약에 대해 최소 10미터, 과수 등과 같이 키가 큰 작
물은 10미터, 곡물 등의 키가 작은 작물은 5미터의 거리를 두어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가옥과 농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각 도(道, département)당 지역의 사
정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23).
이후 주택 부근에서 농약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헌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준수되

21) 2019年 6月 26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22) 2019年 6月 28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23) 2019年 9月 7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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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규정하는 데크레(décret) 및 아레테(arrêté, 행정명
령24))가 2019년 12월 27일 제정되었다. 향후 정부는 2020년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학교, 보육원, 유치원, 요양 병원, 장애인 시설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부는 Labbé법25)에 따라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거주 지역, 특히
대중에게 개방된 아파트와 캠프장, 호텔, 운동장 등에 대해 농약 사용을 철폐하겠
다는 큰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또한 2009년에 계획이 시작된 이후
70% 감축하고 비농업용 농약 사용 감축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
운 금지 조치의 발효 일을 특정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 간 협의가 2020년의 1분기
중에 시작된다26).

(3) 지표의 설정
농약사용에 관한 동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매년 상반기
에 계획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공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지표는 매년 하반기에
정리된다. 예를 들어, 2019년 데이터는 2020년 상반기 말부터 이용 가능하다.
지역별 판매 데이터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개 부처 장
관은 ANSES 프랑스 국립농학⋅식량⋅환경연구소(INRAE27))와 프랑스 환경부 산
24) 프랑스 법령체계를 보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조직법률과 보통법률, 오르도난스, 데크레, 아
레테, 훈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前文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이라 인정하여 헌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법률로 규정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서는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명령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
미하며, 헌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그 강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대해 통상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서 정하는 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명
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헌법에 의한 수권, 의회에 의한 수권 또는 국민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사항에 개입하여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국가원수의 정치적 의견을 실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데크레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발하는 명령이고, 아레테는 집행기관(각
부장관, 도지사, 시장)이 제정한 명령 혹은 규칙을 총칭하는 형식을 말한다.(출처: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La hiérarchie des normes et l‘Etat de droit en France, ｢공법학
연구｣ vol.12,no.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pp.199-229)
25) LOI no 2014-110 du 6 février 2014 visant à mieux encadrer l'utilisation des produits
phytosanitaires sur le territoire national가 정식명칭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6) 2020年 1月 20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27) INRAE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agriculture, alimentation et environnement）：2020년 1월
1일부터 국립농학연구소(INRA)와 국립환경⋅농업과학기술연구소（IRSTEA）가 합병하여 창설된 국립
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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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생물다양성국(OFB28))에 대해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명확하고도 강력한 해석
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평가한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서는
농약 감축 정책을 강화하는 계획의 개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략정책 수립⋅진행

⋅관리위원회(COS)에 대하여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4) 향후의 동향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글리포세이
트(glyphosate)29) 사용을 비화학적 대체농법(代替農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ANSES가 승인한 제품의 수는 2018년 말 190건에서 2020년 29건으로 감소하였
다. INRAE의 추정에 따르면, 와인 재배에서 기계에 의한 제초의 평균 추가비용은
약 250 유로/ha로, 이는 총 영업잉여30)(Total Operating Surplus, EBE(total
28) 프랑스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다양성국(OFB) 설치를 규정한 법안이 승인돼 OFB는 생물다양성 보전
을 담당하는 국내 최대 공적기구로 2020년 1월 1일 출범하게 됐다. OFB는 현재 생물다양성청(AFB)
과 수렵야생동물국(ONCFS)의 임무를 넘겨받아 생물다양성의 감시보전관리복원과 지속가능한 물을
균형 관리하게 된다. 기존 ONCFS는 야생동물과 서식지에 대한 조사연구와 수렵허가 심사⋅발급, 환
경과 수렵에 관한 감시 및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상보적 전문성을 통합해 같은 전
략 아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조직 간소화, 제반 정책의 조정과 강화, 각 지역에서의 보전과 이용의
균형 있는 환경행동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환경 위반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수
사 권한도 강화된다. 법안 채택을 기회로 발곤 환경부 대신은 로와레현의 자연보호구에서 신생 OFB
의 파트너가 되는 각 관계자와 회담한다.(출처: 環境展望臺-ニュース⋅イベント-海外ニュース, ‘フラ
ンス、生物多様性の保護強化のため生物多様性局を設立へ’, 2019년 7월 15일 게시, https://tenbou.nies.
go.jp/news/fnews/detail.php?i=27377)
29) 라운드업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계의 제초제이며, 특히 ｢라운드 업 맥스로드｣라고 하는 이름의
제품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라운드 업 맥스로드의 성분은 글리포세이트 칼륨 염제 48% 함유하고
있다.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걸리면 효력을 발휘하고 그 식물을 뿌리까지 시들게 한다. 성분은 '비선
택성'으로 분류되는데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어떤 식물이든 시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편리한 한편,
작물이 심어져 있는 밭에 뿌리면 작물도 시들게 할 위험이 있다. 그 때문에, 라운드 업을 작물이 나
있는 포장에서 사용하는 케이스는 없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접촉한 것을 모두 무차별적으로 말라 죽
게 만든다는 효과 때문에 농경지가 아닌 곳에서 나는 잡초를 모두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EU는 2017년 11월에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인가를 특정다수결에 의해 새로이 5년 갱신하였지
만, 프랑스 등은 갱신에 반대하고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동월 프랑스 정부에 대하여 글리포세이트
의 사용을 대체하는 대책이 확보되어 바로 늦어도 3년 이내에 금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18년 6월 22일, 글리포세이트의 ｢출구｣에 관한 행동계획을 공
표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농업자가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기하고, 3년
이내에 주요한 사용을 종료하고, 5년 이내에 모든 사용을 종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출처: F
LIGHTS-AG, ‘ラウンドアップとは？グリホサート系除草剤について’, https://flights-ag.com/blog/herbi
cide/84/)
30) 생산에 있어서 기업 등 생산자의 생산활동 공헌분으로, 고용자 보수, 고정자본 감소, 생산⋅수입품
에 부과되는 마이너스 세금, 보조금과 함께 부가가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이 중 혼합소득은 가

22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excédents d'exploitation)의 평균 7%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과 재배 형태에 따라
총 영업이익은 5~11.5% 사이에서 변동된다.
글리포세이트 제거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다른 부문에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0년 말까지 ANSES는 비화학적 대체농법 등이 경제적이고 실무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며, 곧바로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한 나머지 29개 제품의 판
매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해 매년 약 4억 유로(2020년부터 2억 5,000만
유로 증가)를 출연하고, 그 중 2억 유로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여 충당한다. 또한
고성능 농약 살포 장비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와인재배, 수목재배 및 채소재배
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유로의 프로젝트 신청 접수가 2020년 초부터 시작되었
다.
Egalim법에 따라 생물적 방제방법의 효과적인 이용에 관한 국가전략에 대한 퍼
블릭 컨설테이션 및 5년에 2번씩 실시되는 권고 요건을 정하는 정령 안(모든 농업
인에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에 대한 공청회가 2020년 상반기에 시작
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 해결방법을 유럽 레벨에 적용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31).

계 중 개인 기업의 몫이며, 그 안에 업주 등의 노동 보수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영업잉여(가계
에서는 자기 소유분)와는 구별된다. 영업 잉여⋅혼합 소득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의 이익 추구를 목
적으로 하는 산업에서만 발생하며, 정부 서비스 생산자 및 대 가계 민간 비영리 서비스 생산자는 영
업 잉여를 낳지 않는다.(출처: 国民経済計算用語集, ｢Weblio 辞書｣, https://www.weblio.jp/content/)
31) 2020年 1月 7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228

Issue Box 4편 :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4) - 프랑스 새로운 농업⋅식품법의 동향 -

3. 관계 업계에 미치는 영향
3.1. 농업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의 적정한 상업 관계
(1) 농산물 판매 가격
농업 생산자의 소득 회복에 관한 오르도난스가 2019년 4월에 발표되었다. 하지
만, 효과는 현시점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2020년도 가격에 관한 연차 협상이
Egalim법 제정 후 첫 계약이 되므로, 협상이 종료되는 해 봄 무렵에는 이 법의 영
향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연례 협상은 2019년 9월에 시작되었지만, 9월~10월에는 대부분의 부문
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Egalim법의 규정에 의해 조정관에게 그 업무가 배
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격 추세가 변화했다고 해도 그것이 Egalim법의 효과인지, 국제가격의
영향인지 또는 시장 동향의 변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농업은 다양한 요인(세계화, 날씨, 농작물 질병 등)의 영향을 받는다. 2018년과
2019년에 날씨가 양호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2020년 가격이 해당 법의 영향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21
년경으로 예상하는 관계자도 있다.
Egalim법의 효과에 대해 2019년 12월 시점에서는, 농가소득과 경영상황 개선
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업단체들은 이 법이 농가를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
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1월에 농가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농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항의로 파리에서 대규모 농민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많은 농가는 농약 라운드 업(글리포세이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의 사
용을 금지함에 따라 프랑스산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메르코수르(Mercosur32)) 등 외국과 FTA(Free Trade
32)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 남미국가 간 무역장
벽을 없애기 위해 1995년 창설됐으며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
다가 2017년 8월 5일(현지시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가 복구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으로써 4개국으로 다시 줄게 되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 인구의 70%, GDP의 80%(약 2조8,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
다. 메르코수르는 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외공동관세(TEC)를 부과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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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맺으면 농산물의 대량 수입이 가능해져, 프랑스 농
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원유 부문과 쇠고기 부문에서 좋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유(原乳)부문에서는 2019년 4월 1일까지 모든 계약에 지표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2) 가격 협상
프랑스에서는 가격 협상을 매년 9월경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1일에 종료하도
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Egalim법의 영향은 2019년 9월
에 시작된 가격 협상으로 빠르면 2020년 봄 무렵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용은 우선 식품 가공업자에 반영되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프로
그램의 하류에 있는 유통⋅소매업 생산비용을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가격 협상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1단계와 2단계는 동시 병행으로 이루
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협상은 3월 1일에 종료된다. 그러나 이것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에 대한 협상으로, 가공 식품이나 프라이빗 브랜드는 제외된다.

• 1단계 : 생산자와 가공 업체 간 교섭(업계전문조직, 농업단체, 가공업체간 교섭)
• 2단계 :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간 교섭
Egalim법의 관점에서는 가격이 생산자 측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이다. 프랑스 농업경영자연맹
(FNSEA)은 생산자를 존중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법의 목표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들은 창설 30년이 다될 때까지 의미 있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9년 6월 28일 유럽연합(EU)
와의 자유무역협상을 타결하였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을
둘러싼 견해차를 보이며 사실상 중단됐다가 2016년부터 협상을 재개했으며, 2019년 브라질과 아르
헨티나가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2019년 6월 EU와 FTA 협상 초안에 합의했고, 2019년 8월말에는 유
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라드, 리히텐슈타인)과 FTA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FTA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는 메르코수르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2007년 공동연구를 마치
고 2009년 7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2015
년 박근혜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6년 만에 두 차례 회
의를 연 것이 전부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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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매업계는 권한이 강하고, 수천 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4
개의 중앙구매조직(Centred' achat)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농업인은 경시되어 왔
다. 지금까지의 불공정 상거래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은 상관습⋅문화적으로 크게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3) 부당 염가판매(덤핑) 금지에 대한 대응
Egalim법에서는 취급 상품의 25%, 34% 이상의 할인을 금지하였다. 이에 지금
까지 디스카운트를 주 판매 전략으로 삼아온 소매업체 중에는 매출이 하락하고 있
는 업체도 있으며, 판로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지향하는 업체도 있다.
전체적으로 부당 염가판매(덤핑)의 임계값은 준수되고 있지만, 소매업자는 이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양한 디스카운트 혜택을 실시하도록 되어있
다(예: 지금까지는 동일 상품을 2개 사면 1개가 무료(할인판매)였지만, 동일하지
않은 상품을 2개 사면 1개를 무료로 준다든가, 탄산이 들어간 미네랄워터 2병에 1
개를 무료로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탄산이 들어간 생수와 무(無)탄산 미네랄워터
1병을 무료로 주는 것(끼워팔기)은 불법이 아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3> 부당 염가판매 규제에 대한 대형 소매점에서 볼 수 있는 해결(회피) 방법

출처: 프랑스 상원 보고서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
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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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이 디스카운트 제한의 대상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디스카운트가 상
시로 이루어지고, 행정 당국도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늦추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명확하지만, 가격 협상의 열쇠는 아직 유통업체에 있기 때문에,
유통 시스템의 논리를 반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부당 염가판매 금지가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프랑스의회 상원(원로
원, 하원, 국민의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회 위원회는 소매업체에 대해 정
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 조사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국가가 설립한 OFPM은 가격 조사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때, 서플라이
체인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관계자를 모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프랑
스 농업회의소(ACPA, Chambre d’Agriculture33))는 시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만, 업체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4) 소비자 가격
최근 소비자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2019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0.3%
상승하였다. 그 중 신선식품은 1.5% 상승하였다. 이는 Egalim법의 효과라고 생각
된다. 특히 부당 염가판매에 대한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galim법에 따라 부당 연가판매 임계값이 높아지고 할인판매가 제한됨으로써,
디플레이션의 고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정책의 첫 승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단순히 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만이 아니라, 물가지수에 비해 식품
의 하락세가 컸지만, Egalim법에 의해 가격 하락이 멈추고 가격 파괴가 해결되었
다.
소비자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소매가 이익을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공업자도 일부 혜택
을 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대상인 내셔널 브랜드(une marque nationale/une grande
marque)와 주요 소매점 등에 의한 자체 프라이빗 브랜드(une marque de
distributeur, MDD)에는 경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내셔널 브랜드는 마진이 추
가되어 가격도 상승하였지만, 내셔널 브랜드가 상승한 데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
33) ACPA(Assemblee Permanente des Chambres d’Agriculture)는 프랑스 농업회의소 상설 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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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MDD는 소매유통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사 브랜드 제품
의 원료를 공급하는 농가에게 가격을 낮추도록 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치즈 가
격은 전체적으로는 6% 상승하였지만, MDD 가격은 하락하였다.
기본적으로 여론은 물가 상승을 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지불가격에
Egalim법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셔널 브랜드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MDD 가격
은 하락하였기 때문에, 두 제품이 줄지어 있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을 알아채기 어렵다. 일부 소매업체는 Egalim법에 의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례로 든 식품이 일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져 여
론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5) 수입식품과 국산품의 경쟁력
Egalim법의 규정에 따라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지 청취조사에 따르면,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Egalim법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관계
자는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로의 수입품도 Egalim법의 대상이지만, 수출품
은 적용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수입 대상국이 Egalim법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에 관해, 수입품은
유통 단계에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수입국의 생산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프랑스 국내 여론은 농가의 소득이 낮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라면 국산품을 지향하기 때문에, 소매가 저렴한 수입품에 크게
치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낮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가 수입품으로 옮아갈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내용은 식품 전체 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Egalim법 시
행 후에도 매장 진열제품의 80~90%는 프랑스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또는
품질의 관점에서도 당장 수입품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
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예측이 세워져 있지 않아 불투명하다. 식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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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예: 제과점 제품의 버터 등)의 경우, 국산품은 고가이기
때문에 독일제나 네덜란드제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3.2. 식품의 품질⋅지산지소
Egalim법은 프랑스의 공공 단체 식당에서의 유기농업, 친환경적인 상품 등의
비율을 2022년 1월 1일까지 50%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7월 11
일, 프랑스 농업⋅식품부 장관은 EU의 일반적인 시장기구 규칙((EU)No1308/
2013)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학교 스킴(school scheme)을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학교 스킴에 의하면,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과일, 채소, 우유 및 유제품을 유
기농업으로 생산된 또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34))를 갖는 농
산물일 것 등을 나타내는 품질에 대해 보조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산지의 식별
마크(SIQuality and Original Signs of Quality and Originity, SIQO35))가 부여
된 것에 대해 보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EU의 CAP에서는 과일과 원유를 학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EU 전역에
서 실시하고 있었지만, 2016/2017년도부터 채소와 유제품을 보조대상에 추가하였
다36).
2019년 7월 11일 유기농업전국협의회(CNAB)는 2018년 프랑스 오가닉
34)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약어 GI). TRIPS 제22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일컬는다. 지
리적 표시 자체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포도주(wine), 증류주
(spirit), 생수(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다. TRIPS는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
의 보호 규정 외에 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WTO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지리적표
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
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무역용어사전, 2013.
6.,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https://terms.naver.com/)
35) 품질과 출처의 공식 기호, SIQuality and Original Signs of Quality and Originity. 프랑스와 유럽에서
는 공식 로고가 SIQO(Quality and Original Assignment)를 받은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원칙들은 • 생산자 그룹 또는 생산자 그룹으로부터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 • 국가에 의해 검증된
엄격한 생산 조건, • 국가로 공인된 독립 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등이며, 소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증은 • 원산 보증(AOC 및 g.U. ; g.g.A.), • 고품질 보증(빨간색 라벨), • 전통 요리법 보장
(GST) 보장, • 환경보전 보장(생물농업) 등이 있다.(출처: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Quanlite
홈페이지, https://www.inao.gouv.fr/Les-signes-officiels-de-la-qualite-et-de-l-origine-SIQO)
36) 2019年 7月 11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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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유기) 농업분야에 대한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회를 통해 CNAB
는 공공단체 식당에서 오가닉 농업 생산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2017년과 비교하여
27% 올렸으며, 이는 Egalim의 성립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발표하였다37).
또한, 푸드 로스 감소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다음의 항목에 대한 이행을 촉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공공단체 식당 및 식품산업은 푸드 로스를 줄이기 위해 식품을 기부
• 점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식품 또는 음료에 대한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준비38)

3.3. 푸드 로스 대책
프랑스에서는 2016년 2월 11일에 식품 폐기물 감소에 관한 법률39)(이하 2016년
법 또는 갈로트(Garot40))법)이 공포되었다41). Garot법은 매장 면적이 400㎡를
넘는 대형 소매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제품 폐기를 금지하고,
사전에 계약한 시민단체에 기부하거나 비료 및 사료로 재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해
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팔다 남은 식품은 노숙자가 먹지 않도록 물질을 뿌려 처리한 뒤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었다. 반면 Garot법은 사업자가 식품을 폐기하는 것보다 기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틀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푸드 로스 대책의 주요 대상은 유통업자, 소비자, 공공단체 식당, 레스토랑 등
외식산업이다. 때문에 생산자는 주 타겟이 아니지만, 생산자단체도 푸드 로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FNSEA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42))‘SOLAAL43)’을 설립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시스
37) 2019年 7月 11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38) 2019年 7月 9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39) LOI no 2016-138 du 11 février 201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alimentaire (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2036289&categorieLien=id>
40) 기욤 갈로트(Guillaume Garot, 1966년 5월 29일생)는 프랑스의 국회의원이다. 그는 마옌느
(Mayenne, 프랑스 의회)를 대표하는 사회주의자, 급진주의자, 시토이엔 et diversity gauche의 일원이
다. 기욤 갈로트는 2012년 프랑스 총선 이후 장마르크 아이라우트 정부에서 스테판 르폴의 권한으로
식품산업부 차관에 임명되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
wiki/Guillaume_Garot)
41) 2016년법의 개요에 대해서는 岩波裕子(2019), ｢フランス⋅イタリアの食品ロス削減法：2016年法の成
果と課題｣(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19pdf/201
91001003s.pdf)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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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Egalim법에 따라 푸드 로스 관한 오르도난스가 공포되었다.
이 오르도난스는 2016년 법의 규정을 단체식당 및 농업 관련 산업 분야로 확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오르도난스 공포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0월 22
일부터 하루 3,000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식당과 연매출 5,000만 유로
이상의 농업 관련 산업 사업자는 식량원조 단체에 대해 아직 먹을 수 있는 팔다 남
은 상품을 제공한다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해당 분야의 사업자는 2020년 1월 이후 식품폐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커미
42) 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
리기관, 비영리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제3섹터 또는 시민사회조직이라고도 한다. NPO는 국가
와 시장 영역에서 분리된 제3영역의 조직과 단체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을 가진 말로, 이윤을 추구
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및 민간조직을 가리킨다. NPO와 유사한 용
어로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있다. 두 용어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
만, NGO를 NPO에 속하는 하위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NGO는 NPO 중에서 인권⋅환경
⋅여성⋅소비자운동과 정치개혁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NPO가 존재하고 성장하는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본다. 즉, 정부와 시장
이 충분한 양의 특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분배하는 데 실패한 결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다양한
NPO가 등장하고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이 확대⋅강
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고 본다.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권력기구라는
속성을 지닌 만큼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권력 집중
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민사회연구소장인
레스터 설러먼(Lester M. Salamon)은 NPO의 요건을 공식조직성,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율성(자치
성), 자발성, 공익성으로 꼽는다. 즉, NPO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 자체적인 관리절차와
규정을 가진 조직의 성격을 정식으로 갖추어야 하고(공식조직성), 정부기구의 일부가 아닌 민간조직
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정부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이사회에 의해서도 통
치되지 않는다(비정부성). 또, 사업을 운영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구성원 사이에서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조직의 사회적 사명과 공익활동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비영리성), 자율에 의한 자기관리
를 위해 유급 또는 무급,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을 확보함으로써 내부에 관리능력을 갖추고 외부로
부터의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자율성 또는 자치성). 그밖에 조직활동과 업무관리에 있어 활동가가 자
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자발성), 조직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목적에 봉사해
야 하는(공익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NPO는 단체의 활동성격에 따라 크게 서비스형 단체와 보
이스형 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서비스형 단체의 주요활동은 복지, 교육⋅연구, 예술 및 문화, 건강
및 보건, 상담 등의 유형⋅무형 서비스 제공이고, 보이스형 단체의 주요활동은 소외계층 권익옹호,
여성, 인권, 환경, 소비자 권리보호 등 사회문제 해결과 정치개혁, 경제정의를 위한 사회운동, 계몽,
시민참여, 대안제시,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43) SOLAAL은 농업 및 식품 기부자와 식량 지원 협회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공익단체이다. 이 조직
은 농업, 산업, 대량 유통, 농업 및 식품산업, 도매시장 등 많은 단체들을 포함한다. SOLAAL은 한
비전통적인 남자인 Jan-Michel Lemetayer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즉, 농업 및 식품 분야 기부자
들과 식량 원조 단체들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SOLAAL의 역할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기존 것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표는 • 농업 및 식품업계의 참여 강화, • 기금조성을
촉진, • 식품 지원자들의 영양 균형에 기여, • 쓰레기 방지 등이다.(출처: SOLAAL 홈페이지,
https://sola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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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먼트(commitment, 약속 또는 의지)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 전국공공단체식당 협의회(CNRC)는 공공단체 식당에 공급 및 푸드
로스 대책에 의해 환경⋅에너지관리청(ADEM)이 주도하는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
리의 최적화를 위한 온라인 도구인 ‘Optigede44)’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 실천적
도구와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45).

3.4. 농약
2019년 9월 12일 프랑스 환경연대이행부, 연대 보건부 및 농업식량부는 플러필
라디프론(Flupyradifurone)과 설폭사프롤(Sulfoxaflor) 두 종류의 네오니코티노
이드 (Neonicotinoid46)) 살충제 사용을 2019년 말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주요 판매처인 Corteva AgriScience 사(미국)는 “사용하고 있는 물질
은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다”라는 프랑스
정부의 발언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국가적 조치라
고 반대 입장이다47).
이들 2개 약제의 사용 금지를 위한 데쿠레(n 2019-1519)는 2019년 12월 31일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농가에서 농약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해당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
라의 농산품과 싸우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많은 농가는 농약 라운드 업(글리포세이트)을 사용해왔으며, 정부의 금지로 프랑
스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44) Optigede 홈페이지: https://www.optigede.ademe.fr/
45) 2019年 10月 22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46)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는 니코틴계의 신경 자극성 살충제이다. 이 살충제는 1980년대에
쉘 석유사(Shell oil company)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바이엘사(Bayer ag.)가 완료했다. 이는 대량 생
산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살충제보다 독성이 덜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30년이 지난 지
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2013년 3월, American bird conservancy는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성분이 무
척추동물과 조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 2006년, 미국
에서 30~90%의 꿀벌이 갑자기 떼죽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미국환경보호청이 양봉업자와 지
속적농업자 연합에 농약의 벌에 대한 위험성 관련 정보 공개를 미룬 이유로 고소당했다. 이는 네오
니코티노이드를 원료로 한 농약인 이미다클로프리드라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바이엘사는 이를
농약의 부적합한 처리 때문이며 농약의 성분엔 문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
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47) 2019年 9月 13日付 IEG Polic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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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낙농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9년 12월 현재로서는 Egalim법이 낙농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Egalim법에서는 생산자단체⋅조직이 매입 조건에 대해 가공업체와
협상을 할 때,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현실의 운용 간에는 괴리가 있어,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
그 배경으로는 유통업체가 부당염가판매(덤핑)나 디스카운트 판매제한의 해결
방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galim법에서는 유통업체에 대해
내셔널 브랜드에만 마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사의 프라이빗 브랜드
(MDD)는 Egalim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MDD라도 실제 내용은 내셔널 브랜드와 동일한 가공업체의 제품인 경우도 있
다. Egalim법은 계약화나 중재관 이용 등과 같은 좋은 영향도 있는 반면, MDD가
Egalim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서 유업체에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어 가공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상거래는 비밀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내용 공개는 의
무가 아니다. 이에 따라 Egalim법 준수 사항이 개별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Egalim법으로는 낙농부문에서 50%의 생산량 정도밖에 커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galim법의 대상은 프랑스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를 위해 가공⋅판
매되는 우유로 한정되어있다. 최종제품이 EU 국가 및 세계시장에서 판매되는 것
에 대해서는 법의 저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분유 등
외, 학교급식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생산자는 Egalim법이 모든 생산량을 커버하는 것을 원하지만, 가공업체는 가능
한 한 적용 범위가 좁아지기를 바란다.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의 이점이 된다. 하지만, 모든 생산량을 커버하게 되면 프
랑스의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생산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
다. 어쨌든 생산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락탈리스 낙농경영협회(UNELL)와 프랑스 최대 유업업체인 락탈리스
(Lactalis) 사48)는 Egalim법의 적정한 상업 관계 구축을 위해 생산비용을 원유가
48) 캐나다 농무성 산하 낙농정보센터(Canadian Dairy Information Centre)에서 발표한 2018년 우유 매
출액 기준 세계 최대 유업체 중 3위에 업체이다. 1위는 미국의 데어리 파머 오브 아메리카(Da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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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49). 이 합의에는 9개의 생산자 조직에 속하는 약
4,000명의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 즉, 생산단계의 원가가 원유가격
에 포함되는 움직임은 국내 최초였다.
생산비용은 원유의 수직적 산업조직인 전국 낙농경제업종(業種)위원회(CNIEL,
Centr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 l'Economie Laitière50)))가 발표하는 가
격 데이터 등을 참고로 연간 협상 전에 매년 리뷰를 한다.

Farmers of America) 사(29,00만 톤 우유 처리), 2위는 뉴질랜드의 폰테라(Fonterra) 사(2,300만 톤
우유 생산), 3위가 프랑스의 락탈리스(Lactalis) 사이다. 4위는 스위스의 네슬레(Nesle) 사이다.(출처:
Farminsight-농장에서 식탁까지—팜히스토리-남인식의 소(牛)가사는 세상, ‘뉴질랜드에는 생산한 우유
95%를 수출하여 세계시장의 30%를 장악한 낙농조합이 있다’, 2020년 7월 29일 게재,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6454)
49) 2019年 9月 12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50) Centr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 l'Economie Laitière(끄니엘). 프랑스 국립 낙농위원회라고도
한다. 끄니엘은 크게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프랑스에서 낙농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이 되는 생산자와 유제품 관련업체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 우
유, 치즈, 요거트, 크림, 소에서 나오는 유제품, 프랑스가 원산지인 제품들에 한해 안전성, 위생을 위
해 연구⋅홍보하는 업무를 한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TrendWatcher 빵요정, ‘08.cheese, CNIEL: 프
랑스 국립낙농협의회, 끄니엘’, 2016년 12월 26일 게시, https://blog.naver.com/honeyjuny/22089499
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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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비즈니스 기회로서의 Egalim법
프랑스 현지기업에 대해 Egalim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현지의 식품
제조사(A사)는 Egalim법에 대한 기대와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식품 소매업이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매의 권한
이 강하다. 실제 A사도 식품가공업체로서 소매점에서의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Egalim법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Egalim법 시행 후 거래가격에는 변화가 없
었고, Egalim법으로 상거래가 개선된 것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원료조달에 관하여 Egalim방식보다도 20~30년 전부터 농가와 공정한 거
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
는다”고 한다
푸드 로스 대책에 대해서는 “Egalim법 시행 전부터 인쇄 실수, 기한 미스(기간
경과 등)가 있는 식품을 자선단체인 FoodBank에 기부하였다. 또한 소매업계는 3
년 전부터 자선 단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A사는 식품제조업체 입장에서 Egalim법을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 공공 단
체 식당에서는 현지 생산/유기농 식품의 20%, 주 1회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제
공 등에 A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영업하고 있다. 현장의 공공단체 식당(학교, 병원
등)은 Egalim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아직 적으며, 민간기업 측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표 4> 현지 기업 A사(식품 제조업)에 의한 Egalim법 실시상황에 대한 평가
법의 목적⋅내용
농가⋅중소기업
의 보호

지구 지키기

사람을 보호

∙ 상거래에 관한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특히 대형 소
매업체)

실시 상황
☓
(농민 시위를 전개)

∙ 지산 지소 추진

△

∙ 유기농 식품의 보급 촉진

△

∙ 농약 사용 규제에 의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보호

☓

∙ 식당, 상점 등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

∙ 푸드 로스 삭감

△

∙ 모든 사람에게 안전⋅건강⋅영양⋅고품질 식품을 추진

△

∙ 단체 공공식당에서 채식 추진

△

출처: 현지 청취 조사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
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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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와 전망
4.1. 방법에 관한 과제
Egalim법에서는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판매가격을 결정, 계약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그러나 Egalim법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8년 9
월에 시작하여 2019년도 가격에 관한 연차 교섭 사이에 맞지 않는다. 이에 2019년
가격에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연례 협상에서 Egalim법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부문도 있어, 모든 농산물에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생산자로의 환원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간 가공업체는 이익을 자신의 것으
로 생각하고 있어 생산자로의 이익 환원을 확보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Egalim법
제정 후 법 적용에서 제외된 MDD 상품을 늘려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은 이
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농가에게 환원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밝
혀져 있지 않다.
생산자단체 등은 시간이 지나면 Egalim법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항목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유통업자에게
내리는 등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 Egalim법이 정하는 모든 항목에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 소매 및 판매계약에서 생산비용을 고려할 것
∙ 다양한 디스카운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

4.2. 향후 전망
2019년 10월 프랑스 하원(국회)과 상원(원로원)이 잇따라 Egalim법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Egalim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식량부
에 대한 청취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현시점에서 평가를 내놓을 예정은 없으며,
Egalim법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2020년 10월경에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 농업⋅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가공업체 대표 외에, 프랑스 경제부와 연
계하여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인 유통업체 대표와도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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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lim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자가 조직화하여 가격협상에서 더 강한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시되며, 국내 일부 생산자 단체는 통폐합 등으로 조직력 강
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OFPM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의 마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이 마진 분석 결과에 따라 Egalim법의 효과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galim법은 어디 까지나 툴(도구)이다. 정부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방법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도구의 사용 여부 및 사용 방법은 각
관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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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5편

프랑스 산악 지대의 낙농 제품
고부가가치화(개관)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1. 프랑스 산악낙농지대 경영소득
프랑스에는 5개의 산악 지대가 있다. 그 중 산악 낙농은 마시프상트랄(중앙산
괴2))과 쥐라3), 알프스4) 등 3개 산맥에서만 이루어지며, 이들 3개 산악지역에서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須田文明(2020),‘フランス山岳地帯の酪農製品の高付加価値化’, ｢Primaff Review｣ No. 95(2020
년 5월),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所(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200531_
pr95_03.pdf)의 내용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2) 마시프상트랄(Massif Central). 프랑스 중남부에 있는 고원 모양의 산악지대. 뜻은 ‘중앙산괴’ 또는 ‘중
앙산지’이다. 면적 약 8만 5000km2로, 프랑스 전체의약 1/6을 차지한다. 이는 북서의 루아르 강 유
역의 평야, 남서의 가론 강유역의 아키텐 분지, 동쪽의 론 강 하곡 사이에 걸쳐 전개되어 있다. 고생
대에 형성된 산지가 함몰하여 다시 알프스의 습곡운동에 의해서 융기된 것으로 오랫동안의 침식을
받아 평균 해발고도는 900m 내외이며, 최고봉은 오베르뉴 고지의 퓌드상시(1,886m)이다. 산괴는 북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남동부가 가장 융기되어 있고, 중앙에는 화산활동도 보이고 있으나, 서
부는 준평원을 이룬다. 루아르 강⋅알리에 강⋅세르 강등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기후가 불순하여 생
활이 곤란하므로 면적에 비하여 인구는 적다. 산지는 양⋅소 등 여름의 방목지를 이루어 로크포르
등 치즈의 명산지도 있고, 곡저평야와 남쪽사면에서는 포도⋅올리브⋅뽕나무의 재배도 성하다. 또한
우량이 많아 수력발전에 의한 전원(電源)지대를 이루며, 풍부한 탄전과 더불어 생테티엔⋅로안 등지
에서는금속⋅섬유공업도 발달하였다. 비시⋅몽도르 등지에는 온천이 많아 관광객이 모여든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3) 쥐라산맥(Jura Mts., Montagnes du Jura). 프랑스⋅스위스⋅독일에 걸쳐 있는 산맥. 프랑스와 스위스
의 국경 양쪽으로 론 강(江)으로부터 라인 강에 이르기까지 약 360km에 걸쳐 원호처럼 뻗어 있다.
대부분 스위스에 위치하지만 서쪽의 상당 부분은 프랑스에 걸쳐 있다. 고산은 남쪽 제네바 지역에
있으며, 프랑스에 위치하는 크레드라네주 산(Cret de la Neige 山:1,718m)과 르레퀼레 산(Le
Réculet:1,717m), 스위스에 위치하는 몽탕드르 산(Mount Tendre)과 라돌 산(La Dole) 등이다. 북동쪽
원호의 바깥쪽으로 가면서 산세는 완만하여진다. '쥐라'라는 이름은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
름이다. 쥐라는 '숲'을 의미하며 '산'을 의미하는 슬라브어(語) '고라(gora)'와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알
렉잔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는 이 산맥의 지층을 연구하여 화석이 있는 석회암층이
약 2억 800만 년 전에서 1억 4,400만 년 전의 시기, 즉 쥐라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
지나 계곡에 경작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원에 초지가 있는 것이 이 산맥의 특징이다. 그래서 가축
사육 및 낙농업이 발달하여 있다. 서쪽과 남쪽에는 포도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일이나 감자, 채
소 등도 재배하지만 곡류는 드물다. 가장 중요한 광물은 알갱이처럼 된 철광석이다. 촌락은 많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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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악 낙농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산맥별로는 마시프상트랄이 산악 낙농의
52%, 원유(原乳) 출하량으로는 46%를 차지하고, 쥐라산맥이 각각 27%, 36%, 알
프스산맥이 17%, 14%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농업센서스에 따르면, 평야지대에서는 1평방킬로미터당 43개의 경영이
있는데 반해, 산악지대에서는 25개의 경영밖에 되지 않는다. 산악지대에서는 이처
럼 낮은 경영밀도 외에 기복이 있다거나 좁은 길, 눈길 등과 같은 도로 조건에 적
합한 소규모 탱크로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집유비용이 평야부보다 비싸다. 이
때문인지 1,000리터당 유대(乳代)를 보면, 평야부에서는 10~15 유로인데 반해, 산
악부에서는 20~25 유로 정도로 1.5〜2배 정도 더 받는다.
또한 원유 1,000리터당 생산비용도 많이 든다. 마시프상트랄이 610 유로, 쥬라
가 778 유로로 평야지대에 비해 120 유로에서 300 유로 정도 높다(France
AgriMer, 20185)).
이러한 산악지대(넓은 조건불리 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
해 EU에서는 공동농업정책(CAP6))을 통해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낙
큰 도시는 산맥으로부터 좀더 멀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스위스 쪽에는 시계 공업 및 보석 가공,
안경, 파이프, 카메라 비품 제조 등의 경공업이 발달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4) 알프스(Alps). 유럽의 중남부에 있는 큰 산계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걸쳐있다. 최
고봉은 높이 4,807m인 몽블랑이다. 피레네산맥과 함께 북쪽의 유럽대평원과 남쪽의 지중해 연안지
역을 기후적⋅문화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어로 알펜(Alpen), 프랑스어로는 알프(Alps), 이탈리아어
로는 알피(Alpi)라고 한다. 산을 뜻하는 켈트어 alb, alp 또는 백색을 뜻하는 라틴어가 어원인데, ‘희고
높은 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알프스⋅일본알프스와 같이 각국
의 산맥 중에도 알프스라는 이름을 붙여 높은 산맥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산
계는 지중해 가까이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뻗은 다음 활 모양을 이루며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 지역은 히말라야까지 계속되는 지구의 지질적 약선부(弱線部)에 해당하며, 제3기에 일어난 대규모
조산운동으로 생긴 습곡산맥이다. 장소에 따라 습곡⋅조산의 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평균해발
고도는 2,500m이다. 최고봉은 몽블랑(4,807m)으로 히말라야산맥⋅안데스산맥에 비하면 고도가 떨어
지지만, 정상부에는 빙하가 발달해 있어 알레치빙하(길이 16.5km), 메르드글라스빙하, 고르너빙하 등
이 있다. 빙식을 당한 침봉군(針峰群), 삼림한계 위에 있는 초원(alp), 호수 등과 함께 아름다운 고산
풍경을 이루어 등산⋅관광객이 많이 모여든다. 유럽의 큰 하천인 라인⋅론⋅도나우(상류의 인강)⋅포
강 등은 알프스에서 발원한다. 알프스는 유럽 중남부에 장벽처럼 우뚝 솟아 있으며, 피레네산맥과 함
께 북쪽의 유럽대평원과 남쪽의 지중해 연안지역을 기후적⋅문화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지중해
연안에서는 강수량이 적은 지중해성 기후의 생성요인 구실을 한다. 문화적⋅민족적으로 북쪽과 남쪽
의 교류를 방해해 왔는데, 지금은 도로와 철도가 많이 뚫려 있다. 특히 프랑스∼이탈리아의 몽스니
(길이 1만 2233m), 스위스∼이탈리아의 생플롱(2만 44m), 생고타르(1만 4990m) 등의 고개에서는 긴
터널을 통해 국제열차가 다니고 있다. 도로는 이들 고개 외에 생베르나르(프랑스∼이탈리아)⋅그랑생
베르나르⋅슈플뤼겐⋅마로야(스위스∼이탈리아)⋅브레너⋅탈비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가 있다.(네이
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5) FranceAgriMer (2019), Les structures de production laitière en France
6)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共同農業政策, CAP). 1957년 당시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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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과 육우 전문경영에 드는 경영소득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래 <표 1>이다. CAP
의 자세한 제도내용은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연구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浅井, 飯田, 20197)).

된 구주경제공동체(EEC) 각 회원국들은 경제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있어 고용측면의 농업의 중요성 인
정, 농업부문의 소득향상 필요성 인정, 농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개별적 개입으로는 공동시장의 목
표달성이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농업분야에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게 되었다. 기본 운용원칙으
로 농산물의 단일시장형성, 역내농산물우선, 공동재정부담 원칙을 채택하였다. 단일시장형성을 통해
회원국간 관세 및 교역제한을 철폐하고 공동가격, 공동품질기준을 적용하며, 역내우선원칙에 따라 시
장개입, 수출환불제 등을 통해 역내 농산물가격지지 및 판로를 확보하고 가변과징금 부과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며, 공동재정부담원칙에 따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공동농업정책의 도입으로 EU는
당초 목표로 삼았던 생산성향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등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
으나, 농산물 가격을 높게 지지한 결과 소비증가를 능가하게 되어 1980년 이후부터는 과잉문제가 대
두되었다. 한편 농산물 과잉으로 인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중 수출보조 및 가격보조, 저장
비용 보조 등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수입농산물의 감소로 인해 수입관세 및 부과금 징수액이 감소하
여 EU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EU는 가변부과금 및 수출보조금 등에
힘입어 세계농산물시장에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킴에 따라 여타 주요농산물 수출국들이
EU의 수출보조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통상마찰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가격지지를 위주로 한 공
동농업정책은 주로 농산물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1970년대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곡물 과잉공급 상태가 되어 농산물가격도 하락하여 재
고증가 및 농업예산증가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8년 제1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잉, 예산과다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재고처분을 위
한 수출보조금 지급확대 등은 주요 수출국들과의 무역마찰로 이어져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여부가
EU의 농업보조금감축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결국 UR농업협정은 EU로 하여금 수출보조금을 양허토록
하여 더 이상 세계시장에 과잉농산물을 덤핑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총보조금에 대한 감축약속제
시로 EU의 가격지지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은 농산물 과잉, 예
산압박, 소비자의 농산물가격 인하요구 등 EU의 공동농업정책을 둘러싼 역내 개혁필요성과 역외의
개혁요구가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CAP는 1999. 3. 11: EU농업이사회에서 합의되었으며
1999. 3. 24~26: 베를린 EU이사회(정상회의)에서 Agenda 2000이 타결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차기 CAP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1)-영국의 EU 탈퇴 후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호)와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MMB 및 원유 쿼터
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호),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
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호) 및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4)프랑스 새로운 농업⋅식품법의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호)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7) 浅井⋅飯田 (2019),‘EU条件不利地域における農業政策’, 平成30年度カントリーレポート , 農林水産政
策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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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랑스 농업의 경영상황과 보조금(농업전체와 젖소⋅낙농)(2011년)
시스
표준생산액 경영소득/
지대 경영자수
템
/인(유로) 인(유로)
전체 308,145 87,066
농업
평야 186,973 100,521
전체
산악 44,090 52,865
젖소

육우

직접지불(유로/인)
전체

단일지불 육우장려금 양장려금 초지장려금 조건불리

28,653 19,852 13,919

1,541

271

565

1,154

34,724 16,884 14,084

759

37

52

5

2,439

922

1,894

5,905

16,029 24,093

9,875

평야 26,721

88,279

26,022 18,542 16,248

83

6

78

-

산악 12,242

56,708

17,317 20,927

143

14

1,778

6,086

평야

7,210

56,415

14,311 30,036 15,916

7,910

48

598

19

산악

9,572

41,683

10,011 36,004 13,641

7,891

111

3,158

6,886

9,466

자료: Martin, B. et. al, (2014), p.11

2. 산악지대 낙농의 과제
여기에서는 산악지대의 낙농은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산악지대 낙농이라고 해도 낙농경영의 경제 퍼포먼스는 다양하다.
1988년과 2010년 사이에 쥬라산맥에서는 낙농전문경영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에서 63%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마시프상트랄에서는 낙농전
문경영이 28%에서 18%로 감소하였다. 대신에 육우전문경영이 22%에서 32%로 증
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낙농전문경영이 평지에서 51% 감소하였지만, 산악지역에서는 27%
감소하는데 불과하였다. 하지만, 산악지역 중에서도 마시프상트랄에 관해서는 젖
소로부터 육우로의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Martin, Lherm, Beranger, 201
48)).
마시프상트랄에서 육우전문경영은 낙농전문경영에 비해 경영체당 조생산액이
극히 낮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표 2).

8) Martin, B., et al. (2014) “Evolutions et perspectives de l’élevage des ruminants dans les
montagnes françaises”, INRA Prod.Anim., 27(1),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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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마시프상트랄의 육우와 낙농(2013-2016년 평균, 유로/ha)
조생산액(보조금 제외)

보조금 전체

취업자

전체면적(ha)

육우

874

488

2.03

140.5

젖소

2,307

493

2.18

87.0

자료: FranceAgriMer (2019) Les structures de production laitière en France

이 지대에서 태어난 송아지의 상당수는 이탈리아의 포(Po) 평원9)으로 수출되어
그 곳에서 비육된다. 애초에 송아지를 효율적으로 비육하기 위해서는 곡물이 필요
하지만, 산악지대에서는 곡물 입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6년에 태어난 송아지 중 2018년 시점에서 숫소의 43%, 암소의 24%가 생체

9) 이탈리아는 산지와 구릉이 풍부하며, 평야는 전국토의 약 1/5로 협소하다. 가장 큰 평야는 포 평원(5
5,000㎢)이며, 그 밖에 캄파니아평야(1,900㎢) 등 소규모의 평야가 분산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지형상
알프스⋅포 평원⋅반도부⋅도서부(島嶼部)의 4개 부분으로 나뉜다. 이탈리아에 속하는 알프스는 서쪽
으로 제노바만의 카디보나에서 아드리아해 북쪽의 트리에스테까지 뻗어 있으며, 서(西)알프스⋅중(中)
알프스⋅동(東)알프스로 구분된다. 서알프스의 안쪽은 함몰(陷沒)에 의해서 좁은 급사면을 가진 포 평
원을 둘러싸고 있다. 몽블랑산(4,807m) 부근은 현저한 빙식지형을 나타내며 산릉(山陵)은 매우 적다.
리구리아해(海)에 면하는 리구리아알프스에는 텐다고개(1,873m)가 있지만, 포 평원과 바다의 연결을
거의 단절시키고 있다. 북동쪽은 베네치아평원에 의해서 슬로베니아 카르스트지방의 산지에 접한다.
포 평원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차 낮아지며, 아드리아해에서 375km 떨어진 토리노는 해발고도 350
m이다. 북쪽 산록은 빙하 및 강의 퇴적물에 의해 일반적으로 해발고도 400m에 이르나 남쪽 산록은
40∼100m에 지나지 않는다. 알프스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은 퇴석대 남쪽에 새로운 선상지를 퇴적시
키기 때문에 포강의 본류는 평야의 남쪽으로 흘러간다. 평야의 북부 알프스에 접하는 지역은 건조한
사력토(砂礫土)로 구성되지만 지하수면(地下水面)이 지표로 나타나 폰다니리라고 하는 용천지대(湧泉
地帶)를 이루며, 이 지대에서 포강 부근까지의 지역은 비옥한 평야로서 쌀농사 지대를 이룬다. 이 곳
에는 운하망이 발달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및 하운(河運)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하천은 일반적으로 급류를 이루며,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호수를 가지고 있는 하천을 제외하면 유
로의 변천이 격심하다. 포 평원의 동쪽 산록은 사구(砂丘)와 리도라고 하는 연안주(沿岸洲)가 있는 습
지대로서 베네치아 외에는 도시가 없다. 특히 사구는 간조 때 해조(海藻)가 덮인 넓은 목장처럼 변하
고 전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인은 라구나 몰타(죽음의 석호)라고 부른다. 이탈리아 북부의
기후구는 포 평원을 중심으로 기온의 교차가 큰 것이 특색이다. 연교차는 일반적으로 23℃ 이상이며
알레산드리아에서는 24℃ 이상이 된다. 겨울철의 평균기온은 낮아서 빙점 이하로 떨어지며 동결되는
때가 많다. 강렬한 열방사(熱放射)에 의해서 냉각된 공기는 무겁게 되어 낮은 곳으로 집적되기 때문
에 포 평원의 최저부는 한랭하다. 따라서 이 최저부에서 주위의 산지로 올라가면 기온의 역전현상(逆
轉現象)이 나타난다. 포 평원의 여름철은 기온이 높은 편으로 7월의 평균기온이 24℃에 달한다. 이탈
리아의 토양은 기후⋅지형⋅모암(母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알프스와 포 평원, 그리고 반도부가 각
각 그 특색을 달리한다. 포 평원에는 보편적으로 온대의 습윤토양인 갈색토가 분포한다. 이것은 수산
화철의 함유에 의해서 갈색을 띠지만 적당량의 부식토가 혼합되어 있어 경작에 적합한 토양이다. (출
처: 네이버 블로그 리베아빠, ‘이탈리아’, (2004년 2월 24일), https://blog.naver.com/dong8a/600009
7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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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출되고 있다. 2017년 생체 송아지 수출 108만 두 중 78%는 이탈리아로 수출
되었다.
프랑스 산악지역인 마시프상트랄에서의 낙농경영은 도축시설이나 정육가공 부
문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만, 조생산액은 육우보다 훨씬 크며 보조금액도 손색
이 없을 정도로 많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AOP10)(지리적 표시에 의한 보호제
도의 하나) 치즈용 원유출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농에서 육우로 전환이
진행되어, 낙농경영 유지가 이 지역 낙농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같은 산악지대이면서도 낙농경영이 호조를 보이는 쥬라와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산악지대의 낙농경영 다양성
선행연구들에서는 쥬라산맥의 콩테 치즈11) ‘석세스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Jeanneaux, 201812)). 여기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마시프상
트랄 서부의 깡딸 지역과 쥬라산맥 지역 등 도우(지역 명) 지역의 낙농경영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다.
깡딸 지역 낙농가의 평균 출하량은 22만 1,500리터이며, 도우 지역의 농가 평균

10) 원산지 명칭 보호(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AOP)). 생산, 가공, 제조 작업이 모두 한
특정 지리적 영역 안에서, 인정받고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품에 그 지역 이름을 명
시하는 것. 기존의 AOC가 유럽 연합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다. 1992년 7월 14일 처음 만들어진 이
지적소유권은 제 3국으로도 확대되어 150개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회원국은 이 규정에 상응하는 원산지 확인 국가인증표시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한다. 단 와인과
스피릿 주류는 제외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랑 라루스 요리백과, 강현정, 김미선, 라루스,
https://terms.naver.com/).
11) 콩테 치즈(COMTÉ). 소의 젖으로 만든 프랑슈 콩테 지방의 AOC 치즈(지방 최소 45%). 가열 압착
방식의 경성치즈이며 솔로 닦아 세척한 천연외피는 황금빛 노란색에서 연한 갈색을 띠고 있다. 콩테
지방의 그뤼예르라고도 불리는 콩테 치즈는 산악 지역 오두막 농가나, 그 역사가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치즈 공방 공동체(fruitière 라고 부른다)에서 전통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콩테
치즈는 옆면이 일자로 떨어지거나 약간 볼록한 맷돌형태로 지름 40-70cm, 두께 9-13cm에 중량은
35-40kg 정도이다. 콩테 치즈의 원산지 통제 명칭 표시는 제조한 달 표시와 함께 치즈에 붙어있는
녹색 카제인 딱지에 명기돼 있다. 콩테 치즈는 아이보리 또는 연한 노란색을 띠며 냄새가 거의 없다.
또한 과일 풍미가 나고 향이 풍부하며 자극적인 맛은 전혀 없다. 주로 식사 마지막 코스에 먹으며,
그레이터에 갈거나 슬라이스하여 요리에서도 많이 사용한다(튀김, 카나페, 크루트, 퐁뒤, 그라탱, 혼
합 샐러드, 수플레 등).(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랑 라루스 요리백과, 강현정, 김미선, 라루스,
https://terms.naver.com/).
12) Jeanneaux, P.,(2018) Stratégies des filières fromageres sous AOP en Europe, Q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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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량은 31만 리터이다. AOP 치즈로 가공하는 원유 출하자 비율은 전자에서
62%, 후자에서 87%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마시프상트랄 지역의 원유 가격이다. 1,000리터당 생산자
가격은 347 유로로, 쥐라 지역의 488 유로를 크게 밑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의 표준적인 원유 가격은 353 유로이다. 마시프상트랄 지역의 가격은 전국
평균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산악지역을 비교했을 때, 마시
프상트랄 지역과 쥐라 지역의 가격차로 인해, 이미 ‘2. 산악지대 낙농의 과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쥐라 지역에서는 낙농전문경영의 비율이 증가하고, 마시프상트
랄 지역에서는 감소한다고 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이 두 지역간의 원유
가격차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우 지역과 마찬가지로 깡딸 지역도 깡딸치즈13)를 비롯하여 상⋅넥테일, 블루

13) 깡딸 (Cantal) 치즈. 프랑스 최고(最古)의 치즈로, 프랑스 중남부 오베르뉴 지역에 위치한 주. 깡딸이
원산지이다(AOC 1956년). 깡딸은 고도 1,858m 고원지대로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다양한 식물이 풍
부한 목초지를 형성하고 있다. 소들은 급식의 70%에 해당하는 풀을 뜯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1
년 중 120일 동안 신선한 풀을 소비하는 것과 같다. 나머지는 지역의 풀을 이용하여 만든 건초를 먹
게된다. 젖소는 이러한 풀들을 뜯으며 지역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은 우유를 만들어낸다. 레이몽 올리
버는 <프랑스 식탁사>에서 "깡딸은 구약성서에 필적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말한다. 2천년의 역사
를 가진 깡딸은 오늘날까지도 전통의 제조 방식을 고수하며 동일한 품질의 치즈를 생산하고 있다.
지름 40cm, 높이 40cm, 무게는 약 40kg의 드럼통 모양을 하고 있다. 깡딸 치즈 제조 과정 중 커드
를 큰 조각으로 잘라 쌓고 뒤집게 되는데 유청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체더링 공정과 이후 커
드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밀링, 그리고 성형틀인 몰드에 넣어 형태를 만드는 일련의 공정이 영국
의 체더 치즈와 유사하다. 치즈의 외관은 묵직하고 거친 맷돌의 표면과 비슷한 느낌으로 치즈를 보
호하고 있는 외피는 표면이 고르지 않고 군데군데 두드러져 우둘투둘한 촉감을 준다. 치즈 속 페이
스트는 엷은 노란빛을 하고 있으며 반경성의 단단함은 가지고 있지만 덩어리의 조직감이 다소 엉성
하다. 깡딸은 숙성 기간에 따라, 그리고 그에 따른 질감의 차이에 따라 jeunne, entre-deux, vieux 3
가지로 분류된다. 깡딸 젠느(Cantal jeune)는 숙성기간 1~2개월이며, 숙성한지 30~60일의 어린치즈로
연하고 밝은 회색, 그리고 아이보리색의 얇고 부드러운 빵 같은 외피를 가지고 있다. 신선함과 가벼
운 달콤함, 우유의 향, 약하게는 헤이즐넛 향과 바닐라의 가벼운 뒷 맛을 느낄 수 있다. 깡딸 앙트레
도우(Cantal Entre-deux)는 숙성기간 90~210일로 젠느에 비해 두껍고 짙은 색의 외피를 가진다. 목
초지의 풍미와 더불어 버터와 크림의 풍미가 강해진다. 깡딸 비유(Cantal Vieux)는 숙성기간을 최소
240일 이상 거친 치즈가 이에 해당된다. 시간을 이겨내며 만들어내는 치즈의 맛과 향은 치즈 감정가
에게 무한한 기쁨을 준다. 외피의 두께와 색은 두껍고 어두워지며 밝은 아이보리 빛의 페이스트도
짙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부드러웠던 질감도 수분이 줄어듬에 따라 더욱 단단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감이 된다. 치즈의 풍부한 향에 후추의 느낌까지 더해진다. 만드는 주체에 따라, 그리고 생산 방식
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페르미에(fermier)는 무살균유, 농가생산치즈이며, 레티에(laitier)는 저온살
균유, 대량생산치즈이다. 어린 깡딸은 짠맛이 적고 부드럽고 무난한 맛으로 스낵으로 먹거나 샐러드,
샌드위치에 이용하기 좋다. 숙성기간이 긴 치즈는 깊은 버터 풍미가 강해지므로 취향에 따라 골라먹
는 즐거움이 있다. 깡딸 치즈도 열에 잘 녹기 때문에 퐁듀, 그라탕,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며
응축된 감칠맛은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 줄 것이다.(출처: 네이버 포스트 프로마주, ‘[시리즈: 세계의
치즈] 깡딸치즈’,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761112&memberNo=24
3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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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뉴14) 등 5가지 정도의 AOP 치즈를 생산하고 있다. AOP 치즈용 원유 출
하자의 비율도 두 지역의 차는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유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언가 유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알아볼 필
요가 있다.

4. 콩테 모델
쥬라산맥 지역의 AOP 치즈인 콩테는 2018년 생산량이 59,000톤으로 2008년에
비해 22% 증가한 반면, 마시프상트랄 서부의 오베르뉴 지방을 대표하는 캉탈 치
즈의 2018년 생산량은 13,000톤으로 2008년보다 22% 감소하였다.
콩테 치즈 공장 출하액이 9.6유로/kg인데 비해 캉탈 치즈는 6.7유로로 낮다
(Jeanne aux, 201815)). 마시프상트랄 서부의 낙농에서 육우로 전환하는 것도 이
런 배경에서 가속되고 있다.
마시프상트랄 지역과 쥬라 지역의 차이는 유제품, 특히 치즈 생산에 있어서의
다이나미즘에 있다. 쥬라 지역에서는 생산방법이나 생산량에 대해서 마시프상트
랄 지역이 미치지 못하는 엄격한 관리를 함으로써 치즈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콩테 치즈는 2,600개의 낙농가와 이들 낙농가들을 출자자로 한 150개의 치즈공
방협동조합, 10개의 숙성기업을 주요 액터(actor)로 하여 제조되고 있다.
낙농가는 ‘몽벨리아드16)’ 품종의 젖소로, 1마리/ha의 사육 밀도, 사일리지 사료
와 제로방목 금지, 착유로봇을 사용하지 않고 매일 2회 착유, 4,600리터/ha 이하
의 생산량’이라는 조건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다(현재).
14) 블루 도베르뉴는 깊은 숲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자연의 맛을 지닌 치즈로 유명하다. 블루
도베르뉴 치즈는 오베르뉴 출신의 청년이 인턴을 하기 위해 루앙 지역으로 떠났다가 우연히 치즈 표
면에 생긴 푸른곰팡이를 발견하여 유래되었으며, 치즈 제조법이 완성되었다. 쿰쿰하다는 말로는 충분
하지 않은 블루 도베르뉴 치즈는 강한 짭조름한 맛과 함께 자극적인 후추의 향이 난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마켓컬리, ‘안단테 프로젝트 #8.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성의 블루치즈, 푸름 당베
르와 블루 도베르뉴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marketkurly/220994155380)
15) Jeanneaux, P.,(2018) Stratégies des filières fromageres sous AOP en Europe, QUAE.
16) 꽁떼는 ‘그뤼이에르’ 치즈의 일종으로 꽁떼 치즈 하나를 만드는 데는 대략 500 리터 정도의 우유가
소요되며, 특히 겨울 내내 축사에서 마른 건초만을 먹고 자란 몽벨리아드라는 종(種)의 암소에서 짜
낸 우유로만 만든다.(출처: wineok, ‘[와인의 단짝, 치즈] 꽁떼(Comté)–와인 토크-WINEOK.COM | 와
인오케이닷컴 – WineOk, http://www.wineok.com/?document_srl=26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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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공방에는 반경 25km 이하 권내의 10호 정도의 낙농가들이 매일 출하하고,
공방은 24시간 내에 이것을 미숙성 화이트 치즈로 가공해야 한다. 원유의 75%가
이러한 소규모의 현지 치즈공방에서 가공된다. 이러한 미숙성의 치즈를 숙성기업
이 매입하고, 120일 이상 숙성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컷트(cut)하고 패킹하여
유통업자에게 판매한다.
숙성기업의 대부분은 현지 기업이지만, 전국규모의 대형 치즈공방에 의한 치즈
제작을 장악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공품에서는 화이트 치즈 최종 제작을 위한 치
즈의 55%를 생산하고 있다. 표준 제조이기 때문에 거대 유업이 공방을 인수하는
것보다 치즈의 이미지로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
이다.
숙성기업은 각각 판매된 콩테 치즈의 양과 가격을 매월 콩테업종조직위원회인
CIGC에 통지하고, CIGC가 그 가중평균가격을 매월 작성해 보급한다. 이 가중평
균가격에 특정한 계수를 곱해서 치즈공방 출하가격이 정해지며, 보다 많이 낙농가
에게 지불되는 원유 가격이 결정된다. 낙농가에서 1차 가공, 숙성,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체 액터의 대표들로 구성된 CIGC 안에서 공평한 부가가치가 배분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입가격 외에 생산량도 정해져 있다. 유럽규칙 no.1308/2013의 제150조
에서는 AOP 등 지리적 표시를 하는 치즈 생산량 규제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
다. 가맹국에서 이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뿐이며, 이탈리
아에서는 파르미자노⋅레지아노17), 프랑스에서는 콩테 등이 이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17)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Parmigiano Reggiano Cheese).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의 이름은 생
산 지역인 파르마(Parma)와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를 합친 것에서 유래했다. 13세기에 이
탈리아 북부의 파르마, 레지오 에밀리아, 모데나(Modena)와 볼로냐(Bolgna) 지방에서 베네딕트 수도
회의 수도승들이 만들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치즈 역시 우유 안에 있는 크림을 일부 제거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라나 파다노 치즈처럼 지방 함량이 낮다.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를 영어
로는 단순히 ‘파르메산(Parmesan)’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파르메산은 언제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 치즈로 원산지 및 생산 시기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와는 다르다.
또한 파르메산 치즈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짠맛이 보다 강조된 치즈라고 할 수 있다. 파르미자
노 레지아노 치즈는 원산지 명칭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생산 지역은 에밀리아 로마냐와 롬바르디아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라나 파다노 치즈가 1년 내내 만들 수 있는 치즈인 반면, 파르미자노 레
지아노 치즈는 매해 4월 15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만 만들 수 있다.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를
애피타이저로 먹을 때는 조각으로 잘라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거나, 완성된 요리 위에 갈아서 먹기
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 미각을 사로잡는 104가지 치즈수첩, 2011. 10. 15., 정호정,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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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테 치즈는 3년마다 연간 최대 생산량을 결정하며, 현재(2019/20년)에는 최대
생산량을 7만 10톤으로 하고 있다. 이 콩테 치즈는 3년마다 연간 최대 생산량을
할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우수사례인 콩테 모델이 그대로 우리나라나 일본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이러한 AOP 치즈라는 지리적 표시산품에 의한 잘나가는 경영 사례
는 산악지대 등 경쟁조건에서 소외된 지역의 농업생산 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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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6편 : 유럽 양돈 경영의 비육돈 생산비용 및 번식⋅비육 성적

<Issue Box> 제6편

유럽 양돈 경영의 비육돈 생산비용 및
번식⋅비육 성적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서론
유럽의 양돈산업은 국제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돼지
고기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40%를 차
지한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은 42만 1천 톤이었다. 이를 수입 대상
국별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 18.5%, 스페인 13.5%,
캐나다 5.6% 순이다. 미국에서는 앞다리가 주로 수입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삼겹
살이 많이 수입되었다2). 우리가 EU 회원국가에 의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일본
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 중 약 35%가 스페인, 덴마크를
포함한 EU산3)이다. 이처럼 유럽의 양돈산업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돼지고기 수급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양돈산업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양돈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배경
으로 각국에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량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스페

* huhduk@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이 글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
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https://www.
alic.go.jp/joho-c/joho05_001350.html)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 그리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
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II)｣, 2020년 1월의 한육우⋅양돈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3) EU는 영국을 제외한 것이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부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다. 다만,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도기(transition period)를 두어 EU의 법률이 적용된다. 비육돈 생산 비
용 및 번식 성적의 EU 평균은 영국을 포함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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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을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현저하다.
한편, 생산의 억제 요인으로는 해마다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와 ASF(아프리카돼
지열병4)) 확산에 따른 규제 등이 있다. 2019년 12월에 발족한 유럽위원회의 새로
운 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그 중 농업 환경 규
제를 가장 엄격하게 할 것으로 표명하였다5). 또한, 유럽에서 ASF는 2020년 9월
10일에 EU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인 독일에서 처음 발생되었고, 감염이 계속해
서 확대되고 있다6).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의 양돈산업은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 각국들의 양돈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EU 회원
국들의 양돈산업 현황을 비롯하여, 각국들의 양돈관련 생산성 또 그 결과로 나타
나는 생산비용7) 등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에 영국 농업원예개발위원
회(AHDB,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8))가 발표한‘주요
양돈 생산국들의 2018년 생산비용(｢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9)’을 참고하여 비육돈 생산비용과 비육 및 번식 성적에 대한 수치적인
4)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 전염병으로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며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
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선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감염된 돼지는 열이 나고 피부에 푸른
반점과 충혈이 생긴다. 급성형은 발병 후 9일 안에 거의 100% 죽는다. 치사율이 5~55%인 구제역과
는 비교도 안 된다. 급성이 아니어도 폐사율이 최대 70%에 이른다. ASF 바이러스는 고기를 얼린 상
태에서 1000일, 소금으로 절인 상태에서 1년 이상 살 정도로 생존력도 높다. 감염 경로는 진드기,
야생멧돼지, 음식물쓰레기, 배설물, 각종 육가공품 등이다. 공기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사람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돼지고기, 육가공품을 먹어도 문제없다. 다만 바이러스가 있는 잔반을 사료로 먹
은 돼지는 곧장 감염된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탓에 해외에서도 ASF에 전염된 돼지는 100% 살
(殺)처분한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ASF가 상륙하면 삼겹살 한 근에 10만원이 될 것”이란 얘기가
양돈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선 한 번 ASF가 발병한 농장은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도 ‘돼지농
장’ 간판을 다시 달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장을 소독해도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살아남기 때문
이다. 동유럽에서 ASF가 발병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축사에 돼지를 넣었으나 모두 죽은 것으로 알
려졌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5)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畜産業の展望~2019年
EU農業アウトルック会議から~’,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3月号https://www.alic.go.jp/joho-c/
joho05_001030.html)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자세한 내용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野生イノシシで初のASF発生（ドイツ）’ , ｢畜産の情報｣ 海外
情報, 2020년 9월 11일)(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71.html)을 참고하기 바란다.
7) 이 글에서 ‘생산비’ 또는 ‘경영비’ 등으로 표현하지 않고, ‘생산비용’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론적 배경
에 의한 생산비 또는 경영비 산출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엄
밀한 의미에서 생산비 또는 경영비와는 차이가 있다.
8) AHDB의 목적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농민, 재배농가, 산업이 성공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AHDB는 업
계에서 사용하기 쉽고 실용적인 노하우를 갖추는데, 이를 바로 적용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AHDB는 법정 부담금 부과 위원회이며, 공급망의 농부, 재
배농가 및 기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출처: AHDB 홈페이지, https://ahdb.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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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분석해 본다.
이 글 중 환율은 1파운드=145엔10)=1,465.7원11), 1유로=127엔=1,311.95원을 적
용하였다.

2. 유럽의 양돈 산업을 둘러싼 정세
2.1. 생산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스페인
EU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이며,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ASF가 역내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다면, EU의 2020년 생산량은 돼지가격의 상승세, 외식수요 회
복,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로의 수출 증가, 각 회원국의 투자 진전 등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0.5%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2).

9) 이 보고서는 관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InterPIG가 실시한 17개국(2018년 시점에 EU 회원국인 영국을
포함한 14개국+미국, 브라질, 캐나다)의 생산비 비교 결과를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다. 관계 조직은
정부,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국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통계방법에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상을 배합사료에 의한 양돈경영으로 좁히고, 조사와 관련된 정의가 각국 간에 차이가 최대한 발생
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또한 EU 평균은 영국을 포함한 EU 가맹국 외에 영국은 돈사 내에서 사육
하는‘실내’와 방목으로 사육하는‘야외’로 구분되며(영국의 번식 모돈의 40%는‘야외’에서 사육되고 있
다), 브라질은 마트그롯소 주(MT)와 산타카타리나 주(SC) 2개로 구분되어 있다. 지육은 탕박(껍질 포
함)과 머리가 붙어 있어 우리나라나 일본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10) 2020년 8월 말일 TTS 상장：144.63엔
11) 2020년 11월 18일 기준 환율 적용
12) 자세한 내용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欧州委員会, コロナ禍の食肉の短期的需給見通しを公表(EU)’, ｢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7월 21일)(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50.html)을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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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돼지고기 생산량의 국가 및 지역별 비율

주 1: 세계는 2018년 실적. EU는 2019년 실적(모두 지육 베이스)
2: 세계 내역의 EU에서는 영국 포함.
자료: EU 위원회, ｢DG AGRI DASHBOARD: PIGMEAT).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における肥育豚
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2019년 EU의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량 비중을 보면, 독일이 23%, 스페인이 20%
를 차지하여 2개국에서 전체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역사적으로 서유럽
국가에서 성행하던 양돈산업이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에도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필두가 EU에서 4번째 생산량을 자랑하는 폴란드이다. 동유럽
은 노동비용을 포함한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익성 향상을 위해
본사 기능의 일부를 동유럽 지역으로 옮기려는 서유럽 양돈기업의 움직임도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유럽 양돈산업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스페인의 생산 확대이다13)(그림 2).

13) 자세한 내용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EUの豚肉輸出見通し-デンマークとスペインの動向など-’, ｢畜
産の情報｣海外情報, 2018년 12월호(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0395.html)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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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회원국별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EU)

주: 지육 베이스
자료: EU통계국(Eurostat).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
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스페인의 돼지 사육두수는 이미 EU에서 최다이며, 생산량으로는 EU 최대인 독
일을 지금이라도 따라 잡으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타겟 마
케팅14)(target marketing), 대규모 농장들 간의 통합15)과 양돈부문의 수직통합16)
등으로 인한 활발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이미 스페인에서 세계 최대 도살장이 설
립되어 가동되고 있다. 2020년에는 공장이 풀가동되어 하루 최대 3만 마리가 도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생산량이 독일을 웃도는 날이 머지
14)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은 표적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마케팅을 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테면
이것은 결국 마케팅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새삼 그 필요성을 문제 삼게 된 데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타겟의 분석하는 방법이 심층적으로 개발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8. 25.,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15) 수평통합(horizontal integration, 水平統合). 일정 분야의 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단계가 같은 기업끼
리 결합하여 단일 기업체가 되는 일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여기에서는 양돈농장들끼리의 통합적 조직 형성을 통한 공동사업 전개를 의미한다.
16)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 垂直統合). 원료 기업이 말단 제품 분야까지 생산영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말단 제품 분야의 기업이 원료 기업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역수직통합이라고 한
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원료, 제품을 일관제조할 경우 그 방향이나 순서를
따지지 않고 모두 수직통합이라고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
naver.com/)

26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해마다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SF 발
생 지역에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 억제 요인들을 방지할 수 있다.

2.2. 수출 수요 증가세
EU는 중국의 강한 수입수요에 힘입어 전 세계 돼지고기 교역량의 약 40%를 차
지하며 세계 최대의 수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2019년 세계 수출량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558만 톤(지육 기준)인데, 이 중 41%가 중국으로의 수출이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국내에서의 ASF 발생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79.9% 증가한 230만 톤이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중국, 영국에 이어
3번째이며, 스페인, 덴마크로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45만 톤이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
또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2020년에도 중국 수요에 의해 견인되어
1월에서 6월 사이의 유럽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94만 톤이다.
<그림 3> 수출 대상국별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EU)

주: 지육 베이스. 2020년만 1-6월 합계
자료: EU 위원회, ｢Meet Market Observatory-Pig｣.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における肥育豚生
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
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262

Issue Box 6편 : 유럽 양돈 경영의 비육돈 생산비용 및 번식⋅비육 성적

또한, EU 지역의 2019년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22만 톤이며, 그
중 영국 수입이 18만 톤이었다17).

2.3. 수출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
최근(2020년 둘째 주) 평균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6% 하락한
지육 100kg 당 153.79유로(1만 9,531엔=20만 1,765원)였다(그림 4). 지금까지의
도매가격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낮은 사료 가격과 다소 저조한 중국의 수입수
요로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2019년에는 수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
다. 2020년 3월경부터는 코로나-19에 의한 외식수요 감소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에는 외식산업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하락폭이 완화되었다.
<그림 4> 주요국⋅지역별 평균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

주 1: 영국의 EU 탈퇴 이전(2020년 1월 31일까지)은 EU에 영국 포함.
2: 각국의 출처는 미국농무부 ｢Weekly USDA national weighted average carcase prices｣, 상파울로대학 농
과대학 응용경제연구소 ｢average of Valor Vista prices in main producing states｣, 캐나다 농업⋅농산식
품부, ｢Quebec Index 100 Hogs Weighted Average prices｣.
자료: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
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17) 2019년에는 영국이 EU 회원국이었다.

26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4. 주요국의 양돈산업 개요
이 글은 AHDB가 발표한 17개국(+폴란드)의 2018년 양돈산업 개요에 대하여 정
리하였다(표 1).
<표 1> 주요국의 양돈산업 개요
항목/국가

스페인

독일

번식빈돈두수(천 두)

2,498

1,859

도축두수(천 두)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1,269

1,051

979

폴란드 이탈리아
871

588

영국

벨기에

491

408

52,289 56,609 18,086 15,915 23,491 22,650 11,251 10,936 11,231

생산량(천 톤)

4,530

5,343

1,581

1,536

2,182

2,082

1,471

927

1,073

수입량(천 톤)

169

1,143

134

319

510

807

1,121

1,072

178

수출량(천 톤)

1,907

2,374

1,381

1,205

512

789

274

268

823

소비량(천 톤)

2,792

4,112

335

650

2,179

2,101

2,318

1,730

428

1인당 소비량(kg)

59.8

49.7

59.7

37.8

32.5

55.3

38.3

26.0

37.5

항목/국가

오스
트리아

헝가리

아일
랜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미국

브라질

캐나다

번식빈돈두수(천 두)

228

260

147

133

130

95

6,179

2,950

1,240

도축두수(천 두)

5,152

4,705

3,447

2,310

2,646

생산량(천 톤)

510

436

303

211

249

167

11,943

3,763

1,955

수입량(천 톤)

181

233

159

360

116

38

482

2

225

수출량(천 톤)

236

175

283

75

30

22

2,165

645

1,045

소비량(천 톤)

454

493

178

496

335

183

10,260

3,120

1,135

1인당 소비량(kg)

51.5

50.5

37.0

46.6

33.1

33.2

31.4

14.9

30.2

1,811 124,435 40,150 21,562

주: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은 지육 베이스(추정치). 번식빈돈 두수 중 핀란드, 체코 및 브라질은 2018년 12월 시
점, 가타 국가는 2018년 중순 시점.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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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EU 내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독일이 최대이지만, 번식 암퇘지(빈
돈, 雌豚) 또는 모돈(母豚)) 두수는 스페인이 독일을 3% 이상 웃돌고 있다. 이는
독일이 새끼 돼지(仔豚)를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돼지 수출
이 증가하는 요인은 환경 규제에 의한 사육 가능 두수 제한과 인건비를 비롯한 비
용 상승에 있다. 국토가 좁은 두 나라는 산⋅관⋅학 연계 등을 통해 육종개량 기술
을 발전시켜, 새끼돼지 공급과 번식모돈 수출 등 자국 강점에 부합하는 양돈산업
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의 수입량을 보면, 주요 소비국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 100만
톤(지육 기준)을 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EU가 권내에서 각국의 강점을 살리
면서 양돈산업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제약(자세한 내용은 주 9)를 참조)과 더불어 통계 상의 정
의나 지육-부분육 환산 계수 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다른 나라들과 구체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9년 등급판정두수는 약 1,781만
마리이고, 생산량(지육 기준)은 96.9만 톤, 수입량은 42.1만 톤, 수출량은 1.1천
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8.0kg이다18). 일본의 경우, 2019년 도축두수는 약
1,645만 마리이고, 생산량(지육 기준)은 129만 톤, 수입량은 140만 톤, 수출량은
2,000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3kg이다19).

3. 비육돈 생산 비용
3.1. 생산 비용, 덴마크와 스페인이 최저
2018년 EU의 비육돈 생산비용 평균(영국 포함. 자세한 내용은 (주 9)를 참조)은
지육 ㎏당 1.44파운드(209엔=2,110.6원)였다(그림 5). 참고로 EU의 비육돈 1두당
평균 지육 중량은 92.8kg이기 때문에(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표 5)), 비육돼지
1두당 생산비는 133.63파운드(1만 9,376엔=19만 5,861.5원)이다.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II)｣, 2020년 1월
19) 農林水産省｢食肉流通統計｣, ｢食料需給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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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육돈 생산 비용 비교(2018년)

주 1: 감가상각비 등에는 지불이자, 지대 포함.
2: 브라질(MT)는 브라질 마토그롯소 주, 브라질(SC)는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주(이하 같음)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생산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사료비가 ㎏당 0.87 파운드(126엔=1,275원)
로 약 60%를 차지한다. 기타, 사료비와 마찬가지로 변동비용인 자재비 등은 약
17%, 고정비용인 노동비 등이 약 9%, 지불이자와 지대를 포함한 감가상각비 등이
약 14%를 차지한다.
EU 회원국 간에도 생산비용이나 그 구성비의 차이가 크다. 가장 생산비용이 낮
은 덴마크, 스페인이 1.25파운드(181엔=1,832원)인 반면, 가장 비싼 이탈리아는
1.70파운드(247엔=2,492원)로 0.45파운드(65엔=660원)나 차이가 있다.
가장 낮은 덴마크와 스페인도 차이가 있다. 덴마크는 양돈장 1호당 토지 보유면
적이 170헥타르나 된다. 이 토지를 이용하여 분뇨처리와 밀 등 자급사료를 생산하
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비가 낮다. 반면, 스페인은 수입 대두박을 많이 사용하기 때
문에 사료비는 비싸지만 이민노동력에 의해 노동비가 낮다.
기타, 후술하는 비육성적 등의 생산성도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같은 EU 내에서도 회원국들 간에 차이가 있다.
유럽 이외의 국가를 보면 자국에서 사료 원료인 곡물과 콩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브라질, 미국, 캐나다의 생산비용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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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산 비용의 주 요인은 사료비
2017년과 2018년의 생산비용을 비교해 보면, 브라질의 산타카타리나 주(SC)를
제외한 모든 국가⋅지역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
EU는 평균적으로 4.3% 정도 상승하였지만, 비용의 대부분이 ‘사료비’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표 3).
변동비도 사료와 자재비 등이 증가 원인으로 꼽히지만, 변동비 중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은 사료비이며, 생산비용 전체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기
때문에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비육돈 생산비용 추이
(단위: 파운드/지육 1kg)

2018
국가명/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EU 평균

1.60

1.38

1.22

1.30

1.38

1.44

전년비
(%)
4.3

덴마크

1.46

1.25

1.10

1.17

1.20

1.25

4.2

스페인

1.39

1.20

1.06

1.13

1.20

1.25

4.2

벨기에

1.48

1.26

1.08

1.17

1.25

1.30

4.0

프랑스

1.50

1.31

1.11

1.21

1.30

1.33

0.0

네덜란드

1.50

1.32

1.15

1.25

1.36

1.36

5.9

독일

1.56

1.33

1.15

1.25

1.36

1.44

5.9

헝가리

1.93

1.51

1.35

1.36

1.37

1.44

7.3

영국(실내)

1.58

1.42

1.35

1.27

1.37

1.47

5.1

아일랜드

1.63

1.40

1.25

1.32

1.44

1.48

2.8

영국(옥외)

1.62

1.45

1.39

1.30

1.39

1.52

9.4

스웨덴

1.81

1.51

1.30

1.44

1.49

1.53

2.7

오스트리아

1.56

1.38

1.22

1.37

1.41

1.54

9.2

핀란드

na

1.45

1.26

1.41

1.50

1.54

2.7

이탈리아

1.72

1.59

1.34

1.51

1.66

1.70

2.4

브라질(MT)

0.96

0.84

0.70

0.91

0.85

0.85

0.0

미국

1.04

0.83

0.80

0.86

0.81

0.89

9.9

브라질(SC)

1.13

1.04

0.87

1.16

1.12

0.99

- 11.6

캐나다

1.20

0.98

0.92

1.01

0.97

1.04

7.2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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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내역별 비육돈 생산비용 추이
(단위: 파운드/지육 1kg)

항목/국가⋅년도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사료비

0.77

0.82

0.87

0.68

0.71

0.75

0.76

0.80

0.83

0.75

0.80

0.84

자재료 등

0.22

0.23

0.24

0.19

0.19

0.20

0.19

0.20

0.22

0.17

0.19

0.18

변동비 계

0.99

1.05

1.11

0.87

0.90

0.95

0.94

1.01

1.05

0.92

0.99

1.02

노동비

0.12

0.13

0.13

0.12

0.12

0.13

0.08

0.09

0.09

0.10

0.10

0.10

감가상각비 등

0.19

0.20

0.20

0.19

0.18

0.18

0.11

0.11

0.12

0.16

0.17

0.17

고정비 계

0.31

0.33

0.33

0.30

0.30

0.31

0.19

0.20

0.20

0.25

0.27

0.28

1.30

1.38

1.44

1.17

1.20

1.25

1.13

1.20

1.25

1.17

1.25

1.30

합계

항목/국가⋅년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사료비

0.73

0.77

0.80

0.70

0.75

0.77

0.69

0.75

0.80

0.88

0.84

0.87

자재료 등

0.21

0.23

0.23

0.30

0.30

0.30

0.25

0.27

0.29

0.20

0.23

0.25

변동비 계

0.94

1.01

1.03

1.00

1.05

1.07

0.94

1.02

1.09

1.08

1.07

1.12

노동비

0.11

0.12

0.12

0.12

0.12

0.11

0.12

0.13

0.13

0.10

0.12

0.12

감가상각비 등

0.16

0.18

0.18

0.17

0.19

0.18

0.20

0.21

0.22

0.18

0.18

0.20

고정비 계

0.28

0.29

0.30

0.29

0.31

0.29

0.32

0.34

0.35

0.28

0.30

0.32

1.21

1.30

1.33

1.29

1.36

1.36

1.26

1.36

1.44

1.36

1.37

1.44

합계

항목/국가⋅년도

영국(실내)

아일랜드

영국(옥외)

스웨덴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사료비

0.73

0.96

0.92

0.84

0.89

0.94

0.77

0.88

0.95

0.79

0.84

0.91

자재료 등

0.20

0.20

0.23

0.21

0.23

0.22

0.25

0.24

0.29

0.17

0.17

0.17

변동비 계

0.94

1.06

1.15

1.05

1.12

1.16

1.02

1.12

1.24

0.96

1.01

1.08

노동비

0.12

0.12

0.12

0.11

0.12

0.13

0.14

0.13

0.14

0.16

0.16

0.14

감가상각비 등

0.21

0.19

0.20

0.16

0.20

0.20

0.14

0.13

0.15

0.32

0.32

0.31

고정비 계

0.33

0.31

0.32

0.27

0.32

0.32

0.28

0.26

0.29

0.48

0.48

0.45

1.27

1.37

1.47

1.32

1.44

1.48

1.30

1.39

1.52

1.44

1.49

1.53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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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국가⋅년도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사료비

0.79

0.78

0.89

0.69

0.74

0.82

1.00

1.07

1.12

자재료 등

0.20

0.22

0.22

0.31

0.33

0.32

0.20

0.22

0.21

변동비 계

1.00

0.99

1.11

1.00

1.07

1.14

1.20

1.28

1.33

노동비

0.13

0.15

0.15

0.15

0.15

0.15

0.14

0.15

0.15

감가상각비 등

0.24

0.27

0.27

0.26

0.29

0.26

0.18

0.22

0.22

고정비 계

0.37

0.41

0.43

0.41

0.43

0.41

0.31

0.37

0.37

1.37

1.41

1.54

1.41

1.50

1.54

1.51

1.66

1.70

합계

항목/국가⋅년도

브라질(MT)

미국

브라질(SC)

캐나다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사료비

0.63

0.54

0.59

0.56

0.57

0.60

0.90

0.82

0.75

0.67

0.66

0.69

자재료 등

0.12

0.14

0.11

0.13

0.11

0.12

0.10

0.12

0.10

0.13

0.09

0.12

변동비 계

0.76

0.68

0.70

0.69

0.68

0.71

1.00

0.94

0.85

0.80

0.75

0.81

노동비

0.05

0.06

0.04

0.06

0.06

0.06

0.06

0.07

0.05

0.12

0.13

0.14

감가상각비 등

0.10

0.11

0.11

0.11

0.08

0.12

0.10

0.11

0.09

0.09

0.09

0.09

고정비 계

0.15

0.17

0.15

0.17

0.12

0.18

0.16

0.19

0.14

0.21

0.22

0.23

0.91

0.85

0.85

0.86

0.81

0.89

1.16

1.12

0.99

1.01

0.97

1.04

합계

주: 감가상각비 등에는 지불이자, 지대 포함.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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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날씨에 영향을 받는 사료비
2018년의 생산비용 중 EU의 평균 사료비는 전년 대비 약 6% 상승한 지육 ㎏ 당
0.87파운드(126엔=1,275원)였다(그림 6 및 그림 7). 같은 해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주(SC)를 제외한 모든 국가⋅지역에서 사료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그림 6> 생산비용 중 사료비 추이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7> 사료비 증감비(2018년/2017년)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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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U 평균 배합사료 소매가격은 주요 사료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톤당
230.06파운드(3만 3,359엔=33만 7,199원)였다(표 4). 배합사료 가격은 2017년 4
분기부터 2018년 4/4 분기까지 약 1년간 12% 상승하였다. 그 후 2019년 4분기까
지는 사료 원료가격 하락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7% 이상 하락하였다.
<표 4> 배합사료 소매가격(2018년)
(단위: 파운드/톤)

국가명

평균

번식빈돈용

육성돈용

비육돈용

EU 평균

230.06

225.22

315.64

217.44

헝가리

208.51

199.92

288.89

197.90

핀란드

208.94

212.43

288.89

197.90

덴마크

209.95

197.15

284.80

198.34

프랑스

215.23

221.14

314.72

197.70

독일

218.40

215.54

313.49

204.04

네덜란드

225.76

229.16

331.80

212.35

스웨덴

227.15

226.02

331.97

210.50

스페인

232.98

210.94

362.91

224.97

오스트리아

236.82

240.67

319.46

220.32

벨기에

238.07

232.70

334.46

227.40

이탈리아

243.87

248.63

337.29

234.47

영국(실내)

245.01

233.39

274.41

241.31

영국(옥외)

248.54

236.12

274.41

241.31

아일랜드

261.66

249.25

354.56

238.01

미국

153.81

147.77

361.41

132.89

브라질(MT)

166.22

158.45

281.41

149.79

캐나다

180.02

165.72

266.24

170.33

브라질(SC)

220.72

186.16

408.52

208.73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AHDB에 따르면, 2017년 EU의 사료용 밀 가격은 비교적 풍부한 수확과 세계 재
고량 증가로 낮은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비정상적인 한파 영향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 증가로 사료용 밀 가격이 상승하였고, 여름에는 가뭄으로 인
한 생산 수준 감소로 2018년 8월 가격이 201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에는 풍작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다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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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 EU의 콩(대두) 가격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충분하였지만, 2018
년 3월 한파의 영향으로 사료가 부족하게 되면서, 사료용 밀과 마찬가지로 상승세
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8년 후반 콩 가격은 남북 아메리카의 풍작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확대되면서 많은 미국산 콩이 대체 수출국을
찾을 수 없게 되어, 가격은 더욱 낮아졌다.
2019년 들어서도 세계적으로 풍부한 공급과 아시아, 동유럽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ASF에 따른 수요 감소로 콩 가격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 번식⋅비육 성적
4.1. 번식 성적
2018년 EU의 번식 빈돈(모돈) 한 마리 당 연평균 이유 두수는 전년의 27.60마
리에서 소폭 증가한 27.77마리였다(그림 8). 육종개량으로 2010년에는 24마리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9). 영국의 옥외 사육은 무더
위였던 여름의 영향으로 부진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도 연간 이유 두수가 가장
큰 덴마크와 가장 낮은 오스트리아 간 사육마릿수 차이는 9.78마리였다.
<그림 8> 번식모돈 1두당 연간 이유두수 추이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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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번식모돈 1두당 연간 이유두수 추이(EU 평균 및 상위 3개국)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덴마크의 번식 모돈 1마리당 이유두수(PSY20))가 전
년 대비 약 1% 증가하여 33.57마리를 기록하였다는 데 있다. 덴마크는 EU 내에서
2013년에서부터 가장 빨리 30마리에 도달하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0% 가
까이 늘렸으며, 어디까지 늘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 양돈업계가 주목하
고 있다.
이어서 네덜란드와 독일이 각각 30.55마리, 독일이 30.10마리를 기록하면서 상
위 3개국에서 30마리가 넘는 번식 성적을 거두었다. 2018년 기준, 네덜란드의 번
식 모돈 1마리당 이유두수는 2010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반면, 독일은 20% 이
상 늘어나 증가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20) Pig(=piglet) per Sow per Year. PSY는 출산시점을 기준하므로 어미돼지의 생물학적 생산능력을 비
교적 정확히 표현해주지만, 생산된 새끼돼지의 그 이후 판매 시점까지의 생존률을 알려주지 못하므
로 경제적 실질효율성을 알려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외국에서는 어미 한 마리당 살아서 태
어난 새끼돼지의 수(Piglets born alive per sow per year)와 어미 한 마리당 젖을 뗀 새끼돼지 수
(Piglets weaned per sow per year)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정 어미돼지에 대한 수치로도 사
용가능하며, 양돈장 전체 평균수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PSY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생산효
율 지표 수치로는 MSY(모돈 1두당 연간 출하두수, 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와 LSY(모돈
두당 분만두수, Litters per Sow per Year) 등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Q) psy의 약자가 뭐예
요.(2017년 2월 8일, https://kin.naver.com/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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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EU의 연평균 번식 모돈 1두당 분만 횟수(LSY21))는 전년과 같은
2.29회였다. 회원국별로는 네덜란드가 2.35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같은 해 EU의
연평균 돼지 사고율은 3.21%이며, 비육 사고율은 2.92%였다.
<표 5> 번식⋅비육 성적 추이
항목/국가⋅년도

EU 평균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번식모돈 두당
연간이유두수 (두)

27.11 27.60 27.77 32.10 33.29 33.57 29.80 30.25 30.55 29.07 29.66 30.10

번식모돈 두당
연간육성두수 (두)

26.29 26.75 26.88 31.10 32.26 32.49 29.06 29.49 29.76 28.14 28.74 29.22

번식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 (두)

25.54 26.00 26.00 30.08 31.26 31.42 28.39 28.78 29.01 27.35 27.96 28.49

번식모돈 두당
연간분만두수 (두)

2.30 2.30 2.29 2.27 2.28 2.26 2.36 2.36 2.35 2.33 2.33 2.32

자돈사고율 (%)

3.02 3.07 3.21 3.10 3.10 3.20 2.50 2.50 2.60 3.20 3.10 2.90

비육돈 사고율 (%)

2.80 2.79 2.92 3.30 3.10 3.30 2.30 2.40 2.50 2.80 2.70 2.50

비육돈 두당
일평균증체량 (g)

815

농장 사료요구율

2.83 2.83 2.83 2.69 2.66 2.63 2.59 2.58 2.56 2.81 2.81 2.79

819

829

950

971

975

808

822

829

824

822

842

21) LSY는 축산업 용어로, Litters per Sow per Year의 줄임말이다. 모돈(어미돼지)이 1년에 몇 번의 출
산을 수행했는가를 뜻하는 생산성 지표 수치이다. 개나 고양이 그리고 돼지 등의 동물은 한 번 출산
에 10마리 내외의 새끼를 낳는 일복다산성 동물이며, 이 때에 한 번 출산으로 나오는 새끼그룹을 묶
어 칭함이 litter라는 영어 단어의 뜻 중 하나이다. LSY의 결과수치는 근본적으로 모돈회전율이라는
수치와 같으나, 용어의 본뜻은 모돈당 년간 출산수 이기에 의미 흐름이 다소 다르며, 과거 소수의 축
산관련 서적에서 오역으로 "1회 출산시 새끼 마릿수(=복당산자수)"와 혼용되기도 하였기에 단어 사용
상 주의를 필요로 한다. 20세기 서구식 표준 양돈산업의 기준인 L-Y-D 종자의 돼지는 임신기간이
115일 정도이며, 출산후 수유기간을 3~5주, 이유후 회복기간을 1~3주 정도 둔 후 재발정을 통해 다
음번 수정 임신이 될 수 있으므로 1회 출산의 권장 주기는 대략 160일 전후이다. 만약 한 모돈이 만
3년(1095일)의 기간 동안 7회의 출산을 수행했다면 그 기간의 평균 출산주기는 156.4일이 되며, 평
균 LSY는 2.33이 된다. LSY 수치는 개체별 측정도 가능하고, 양돈장 전체 평균 수치 산출도 가능하
며 그 수치의 의미는 "얼마큼 모돈을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했는가"의 의미가 된다. 암컷돼지가 교배에
성공하여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 후 새끼돼지에게 수유를 하는 기간을 모두 합쳐 "생산일수"라고 하
며, 이유 후 휴식을 통해 재발정기를 거쳐 다시 교배하여 임신에 성공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쳐 "비생산일수"라고 한다. 양돈장이 전체적으로 비생산일수가 늘어나도록 관리하게 되면 농장 전
체의 LSY가 저하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1) 이유 후 재발정 복귀기간의 장기화 2) 재발정 후 교
배 혹은 수정 착상의 실패로 그 다음 번 재발정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 등이 있다. LSY 수치가 저하
되면 이에 따라 PSY 혹은 MSY등의 다른 생산성 수치도 함께 저하된다. 모돈의 평균 복당산자수를
LSY로 곱하면 연간 새끼돼지 생산량(PSY)이 산출된다. 그중에 비육에 성공하여 출하(판매)된 숫자가
MSY가 된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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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두당
평균출하체중 (kg)

119

비육돈 두당 평균
지육중량 (kg)

91.6 92.3 92.8 84.2 85.8 86.0 93.0 94.1 94.4 94.0 94.2 94.8

120

120

111

114

113

119

121

121

122

122

122

번식모돈 두당
2,334 2,393 2,415 2,531 2,683 2,704 2,640 2,708 2,738 2,571 2,634 2,695
연간지육생산량 (kg)

항목/국가⋅년도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번식모돈 두당
연간이유두수 (두)

30.13 29.83 29.63 27.55 28.05 28.49 27.92 28.45 28.48 28.91 27.13 27.46

번식모돈 두당
연간육성두수 (두)

28.74 28.64 28.30 28.83 27.28 27.69 27.12 27.62 27.65 26.32 26.51 26.80

번식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 (두)

27.91 27.75 27.31 25.82 26.26 26.62 26.45 27.01 26.98 25.58 25.77 26.07

번식모돈 두당
연간분만두수 (두)

2.38 2.34 2.34 2.33 2.34 2.34 2.38 2.36 2.34 2.22 2.23 2.23

자돈사고율 (%)

4.60 4.00 4.50 2.63 2.74 2.81 2.85 2.91 2.90 2.20 2.30 2.40

비육돈 사고율 (%)

2.90 3.10 3.50 3.75 3.74 3.89 2.49 2.21 2.43 2.82 2.80 2.70

비육돈 두당
일평균증체량 (g)

680

농장 사료요구율

2.83 2.78 2.78 2.78 2.77 2.75 2.69 2.66 2.72 2.70 2.70 2.70

694

700

800

803

803

880

866

865

967

970

980

비육돈 두당
평균출하체중 (kg)

114

비육돈 두당 평균
지육중량 (kg)

91.2 94.4 95.7 91.7 91.9 92.0 83.0 84.6 86.2 89.8 90.3 90.7

116

116

120

120

120

109

111

113

121

121

124

번식모돈 두당
2,546 2,620 2,615 2,366 2,414 2,448 2,195 2,285 2,326 2,296 2,328 2,365
연간지육생산량 (kg)

항목/국가⋅년도

스페인

영국(실내)

스웨덴

헝가리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번식모돈 두당
연간이유두수 (두)

27.00 26.98 27.45 26.24 26.97 27.25 25.88 26.62 26.83 24.91 25.47 25.74

번식모돈 두당
연간육성두수 (두)

25.94 25.99 26.18 25.30 25.96 26.24 25.34 26.09 26.29 24.43 24.99 25.25

번식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 (두)

25.02 25.06 25.19 24.54 25.23 25.41 24.91 25.67 25.82 23.82 24.00 24.32

번식모돈 두당
연간분만두수 (두)

2.34 2.31 2.31 2.29 2.30 2.28 2.23 2.24 2.23 2.23 2.2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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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사고율 (%)

3.94 3.69 4.63 3.56 3.78 4.05 2.10 2.00 2.00 1.90 1.90 1.90

비육돈 사고율 (%)

3.57 3.56 3.80 3.03 2.79 3.19 1.70 1.60 1.60 3.31 3.96 3.68

비육돈 두당
일평균증체량 (g)

706

농장 사료요구율

2.48 2.46 2.48 2.65 2.86 2.79 2.90 2.87 2.85 3.23 3.06 3.14

701

726

850

833

866

926

941

946

704

710

696

비육돈 두당
평균출하체중 (kg)

110

비육돈 두당 평균
지육중량 (kg)

82.3 83.0 84.5 82.8 83.6 83.6 88.3 89.8 90.6 89.6 87.6 86.1

110

112

109

110

110

121

122

124

113

111

109

번식모돈 두당
2,060 2,061 2,129 2,032 2,110 2,124 2,199 2,304 2,338 2,116 2,103 2,094
연간지육생산량 (kg)

항목/국가⋅년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옥외)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번식모돈 두당
연간이유두수 (두)

24.30 24.77 25.08 24.90 24.90 24.79 22.77 23.96 23.22

번식모돈 두당
연간육성두수 (두)

23.52 23.75 23.93 24.16 24.15 24.19 21.96 23.05 22.29

번식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 (두)

22.93 23.15 23.33 23.74 23.71 23.72 21.29 22.41 21.57

번식모돈 두당
연간분만두수 (두)

2.22 2.25 2.24 2.33 2.29 2.29 2.26 2.28 2.20

자돈사고율 (%)

3.20 4.13 4.60 3.00 3.00 2.40 3.58 3.78 4.06

비육돈 사고율 (%)

2.50 2.50 2.50 1.74 1.81 1.96 3.03 2.79 3.19

비육돈 두당
일평균증체량 (g)

687

농장 사료요구율

3.79 3.75 3.74 2.88 2.86 2.87 2.65 2.86 2.79

비육돈 두당
평균출하체중 (kg)
비육돈 두당 평균
지육중량 (kg)

170

687

168

690

170

802

121

810

121

805

121

850

107

833

109

866

109

136.6 135.0 136.6 94.5 94.7 95.0 81.9 83.0 83.2

번식모돈 두당
3,132 3,126 3,187 2,243 2,245 2,252 1,744 1,859 1,793
연간지육생산량 (kg)

항목/국가⋅년도
번식모돈 두당
연간이유두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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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MT)

브라질(SC)

미국

캐나다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5.15 27.40 28.71 26.82 27.72 27.87 25.68 26.43 26.80 23.19 26.28 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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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모돈 두당
연간육성두수 (두)

25.63 26.86 27.85 26.29 27.17 27.27 24.63 25.32 25.70 22.73 25.75 24.17

번식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 (두)

25.08 26.27 27.15 25.71 26.35 26.66 23.42 24.15 24.54 21.93 24.85 23.32

번식모돈 두당
연간분만두수 (두)

2.37 2.41 2.43 2.30 2.33 2.33 2.41 2.44 2.44 2.30 2.30 2.30

자돈사고율 (%)

2.00 2.00 3.00 2.00 2.00 2.16 4.10 4.20 4.10 2.00 2.00 2.00

비육돈 사고율 (%)

2.20 2.20 2.50 2.20 3.00 2.25 4.92 4.64 4.54 3.50 3.50 3.50

비육돈 두당
일평균증체량 (g)

831

농장 사료요구율

2.60 2.60 2.50 2.60 2.60 2.44 2.72 2.71 2.68 3.00 3.00 3.00

831

880

820

820

827

826

857

860

876

876

876

비육돈 두당
평균출하체중 (kg)

123

비육돈 두당 평균
지육중량 (kg)

91.6 89.3 82.0 91.8 90.7 90.1 94.0 94.7 92.9 99.3 100.0 100.8

120

110

123

122

121

128

127

127

126

127

128

번식모돈 두당
2,295 2,346 2,226 2,361 2,390 2,401 2,202 2,287 2,280 2,178 2,485 2,360
연간지육생산량 (kg)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4.2. 비육 성적과 모돈 1두당 지육 생산량
2018년 EU의 비육돈 1두당 일평균 증체량(증체중)은 전년도 819g에서 1% 이상
증가한 829g을 기록하였다(그림 10). 핀란드가 980g으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가 690g으로 가장 낮았다. 두 나라의 차이는 290g이었다.
같은 해 농장 사료요구율은 EU 평균으로 2.83이며, 2016년, 2017년과는 큰 변
화가 없었다.
한편, 같은 해 EU의 번식 모돈 1두당 연평균 지육 생산량(WSY, Weight per
Sow per Year)은 전년 2,393kg에서 1% 미만 증가한 2,415kg을 기록하였다(그림
11). 이탈리아가 3,187kg으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영국(옥외) 1,793kg보다
1.8배 벌어져 있다. 이탈리아의 생산량이 많은 이유는 햄 등 가공품에 유도 비율이
높고, 이에 적합한 출하 체중(비육돈 1두당 평균 출하 체중은 170kg)에서 생산되
고 있기 때문이다(EU 평균은 1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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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육돈 두당 일평균 증체량 추이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11> 번식모돈 두당 연간 지육 생산량 추이

자료: AHDB,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欧州の養豚経営
における肥育豚生産コストおよび繁殖⋅肥育成績について~世界最大の豚肉輸出地域の背景にあるも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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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AHDB 시장 분석 매니저인 마틴 도허티 씨는 ｢2018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보고서의 목적을 “영국의 양돈 산업이 다른 주요국과 비용이
나 기술면을 비교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점이 경쟁력이 있는지, 또 스스로의 장
단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등의 비육돈 생산비용 및 번식⋅비육 성적을 비교하고 있
는 해당 보고서는, 기후, 환경 등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
출 지역인 유럽의 양돈산업과 양돈경영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양돈 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비용과 기술
적인 수치 파악은 상대방을 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ASF에 의한 중
국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자국의 양돈산업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발
표한 바도 있다. 곡물수급의 관점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양돈산업의 변화는 곧 사
료곡물의 국가별 수요 변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국의 양돈산업에 대한 동향을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22).
우리나라에서도 한돈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돈팜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나라 양돈 경영들의 생산성을 조사⋅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양
돈부문의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세계에서도 양돈부문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유럽과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의 양돈사정과 생산성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자료를 통
해,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 둘씩 풀어나가는데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22) 관련된 자료로는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농업전망 보고(2020〜2029년(요약)’, ｢해외곡물시장동
향｣ 9권 4호(2020년 8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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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7편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 촉진과
정책의 기본 방향1)
- 농축산물 무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2018년 러시아 푸틴(Putin) 대통령2)은 “농업 관련 분야 수출액을 2024년 450
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표방하였다. 이 때 제시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부분은 長友 謙治, ‘質も量も：ロシアの農産物輸出促進と政策の基本方向’, ｢Primaff Review｣ No.
96, 農林水産政策硏究所(Primaff), 2020.7(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2
00731_pr96_04.pdf)와 長友 謙治, ‘ロシアの農水産物貿易政策の変化-自給率向上から輸出促進へ-’,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硏究所(Primaff), 2019.5(https://www.maff.go.jp/primaff/kanko
/review/attach/pdf/190531_pr89_03.pdf)의 내용을 번역, 수정 및 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
이다.
2) Vladimir Vladimirovich Putin(Влади́
мир Влади́
мирович Пу́
тин). 러시아 연방의 제3⋅4⋅6⋅7대 대통
령. 1999년 12월 31일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래 2020년까지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방식 속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가원수지만
다수의 선거개입, 조작 논란이 있었고 서방 등 해외에서는 상당부분 독재자로 간주된다. 통합 러시아
당의 실질적 당수이기도 하다. 물론 통합 러시아당의 법적 당수는 메드베데프이지만, 사실 메드베데
프가 당수인 이유는 당정분리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 불과하다. 정식으로 연방 대통령을
맡은 뒤 3연임이 금지된 헌법을 피해 당시 부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앉혀놓고 자
신은 총리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실권을 장악했고, 메드베데프의 임기가 끝난 다음 치러진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메드베데프는 총리로 다시 옮겨갔다.) 2018년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2016년 총선에서 그의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의석을 과반수 차지 함으로써 그의 영향
력이 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기 당선에도 성공해 2024년까지 임기예정이다. 또한 푸틴은
2013년~2016년까지 4년 연속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0년 4월 22일 개헌국민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투표가 연기되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어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종신집권이다. 러시아에서는 보바(Вов
а) 혹은 볼로댜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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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농정의 중요 과제를 이루고 있다3).
수출 농축산물 중 가장 중요 품목은 곡물이다. 곡물 무역과 관련해서는 다음 해
인 2019년 8월에 ‘2035년까지의 곡물부문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곧
바로 2020년 1월에 ‘신(新)식량 안전보장 독트린4)’이 결정되어 공표되기도 하였
다5). 신 독트린에 따라 2020년 4~6월에는 곡물수출 쿼터가 적용되었다.
러시아는 곡물이나 수산물의 대규모 수출국이지만, 축산물이나 채소⋅과일, 가
공식품 등의 수입액이 크기 때문에 농수산물 무역 전체로 보면 수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농산물 수입을 억제함과 동시에 국내 생산
을 확대하고 자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농정의 주요 과제였다.
하지만, 2018년 푸틴 대통령의 농산물 수출 확대 천명으로 농산물 수출이 농정
의 새로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 있는 러시아의 농
업생산과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변화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소속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6))의 ｢컨트리 리포트
(Country Report, カントリーレポート｣’와 ｢Pimaff Review｣를 중심으로 러시아
농축산업 동향과 정책, 그 중에서도 무역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동향
을 요약⋅소개하고자 한다7).
3) 長友 謙治, ‘ロシアの農水産物貿易政策の変化－自給率向上から輸出促進へ－｣’ ｢Primaff Review｣ No.89
(2019年５月号)，農林水産政策研究所
4) 독트린(doctrine). 독트린은 원래 종교의 교리나 교의(敎義)를 뜻하는 말이지만, 정치의 무슨 주의, 학
문의 무슨 신조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역사에서 보면 독트린이 강대국 외교 노선의 기
본 지침으로 대내외에 천명될 경우를 말한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독트린이 바로 그렇다. 미국 제5
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에 발표한 먼로 독트린과 다음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
에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이 있다. 부시 독트린은 지난 2001.9.11 발생한 美 항공기 테러 사건과 관
련하여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원칙을 담은 부시행정부의 정책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
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5) 러시아의 농업 및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長友 謙治, ‘第６章 ロシア-農産物の輸出促進と政策目標-‘,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１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 (https://www.maff.go.
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00331_R01cr01_06.pdf)을 참조하기 바란다.
6) 농림수산정책연구소(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RIMAFF)는 2001년 4월, 농림수산 관계에서 유일한 일본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기존의 농업총합
연구소(農業總合硏究所)를 개편하여 설립되었다. 일본의 식량, 농업, 농촌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
하는 가운데, 미래 일본의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식료⋅농업⋅농
촌 기본법(食料⋅農業⋅農村 基本法)에 근거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농림수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PRIMAFF는 행정부국과의 제휴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화해, 새로운 정책의 전개 방향에 대응하
고,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학, 법학, 사회학등의 사회과학이나 관련하는 자연과학의 방법
을 구사하면서 국내외의 식료⋅농림 수산업⋅농산어촌의 동향과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출처: PRIMAFF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primaff/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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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농수산물 무역과 곡물수출
2019년 러시아의 농축수산물(HS8) 1류~24류) 무역액을 살펴보면, 수출액은
2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억 달러 감소하였지만, 수입액은 2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억 달러 증가하였다. 순수입액9)이 51억 달러로 2.8억 달러가 증가한 셈으
로, 푸틴 대통령이 표방한 수출 확대⋅흑자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후퇴한 결과를
나타냈다.
러시아에서 농축수산물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곡물(HS 10류)의 순수출액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 농산물 수출량 중 곡물
수출의 비중이 절대적이다10). 특히, 러시아에서 2017년산 곡물은 역대 최고 풍작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수출로 이어져 2018년 곡물 수출량은 상당히 높은 수
준이었다. 수출량 증가는 당연히 수출액 증가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2019년 곡물
수출 감소는 이상적으로 수출이 많았던 2018년도에 비교하여 감소하였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 곡물 수출 확대는 농업 관련분야 수출 확대로
곧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결국 “러시아 농축수산물 수출 목표
실현에 있어 다양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매년의 작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
는 구조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7) 長友 謙治, ｢第６章 ロシア－農産物の輸出促進と政策目標－｣, 令和元年度カントリーレポート：米
国，EU(CAP)，フランス，英国，CETA，ロシア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
8)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CDCS)의 약칭으로 SITC, CCCN, TSUSA(미국 관세율표)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1981년
초에 HS 초안을 작성하여 1983년 6월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에서 채택, 1987년 1월1일부터 효
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종래의 CCCN이 순수하게 관세부과 목적인 데 반해, HS는 관세⋅무역⋅통계
⋅운송⋅보험 등 전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CCCN을 보완한 다국적 상품분류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198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
com/)
9) ‘순수입(출)액=수출액-수입액’으로 계산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순수입액(純輸入額)이라 하고 플러
스이면 순수출액(純輸出額)이라고 표현한다.
10) 2018년 수출액 24,921백만 달러, 2019년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액 24,753백만 달러였다. 이 중 곡
물 수출액(곡분, 유종종자 등 불포함)은 각각 10,464백만 달러(50.0%), 7,921백만 달러(32.0%)였다.
(출처: 長友 謙治, ‘第６章 ロシア-農産物の輸出促進と政策目標-‘,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
研資料 第１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 p. 8(第7表). (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
ject/attach/pdf/200331_R01cr01_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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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5년까지의 곡물부문 발전전략: 곡물수급 전망
2019년 8월에 발표된 ‘2035년까지의 곡물 분야 발전전략’(이하 ‘전략’) 중에서
2035년까지의 러시아 곡물 수급 전망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표 1 참조).
전망 결과는 기본, 낙관, 비관의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적인 장
래예측인지 정책목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낙관 시나리오는 수출 확대 목표
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책목표의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시나리오
인 것으로 생각된다.
3가지 시나리오는 국내 소비량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수확량에 따라 수출량이
달라지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내 소비량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도에 86.2백만 톤으로 2018년도에 비해 9백만 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
다.
그 내역을 분석해 보면, 사료용이 2035년도 52.3백만 톤으로 2018년도에 비해
5.9백만 톤 증가한다고 보았다. 식용은 2035년도 15.2백만 톤으로 2018년도에 비
해 0.2백만 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에서는 사
료용 곡물 소비의 증가가 가장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 축산의 진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확량 전망을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도 곡물 수확량을 140백만 톤
으로 2018년도에 비해 26.7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파종 면적은 2035년도
50백만 ha로 2018년도에 비해 3.7백만 ha가 증가하는 것으로, 수확면적을 기준으
로 한 평균 단수는 2035년도 3.14톤/ha로 2018년도에 비해 0.6톤/ha 증가한다.
<표 1> 2035년까지의 곡물부문 발전전략⋅수급 전망 개요
(단위: 백만 톤)

수확량

수출량

시나리오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낙관

111.3

119.3

12.3

141.9

145.5

150.3

기본

111.3

108.3

110.3

116.7

124.3

140.0

비관

111.3

107.6

108.9

114.0

121.3

125.4

낙관

54.9

38.0

41.9

59.9

59.9

63.6

기본

54.9

24.9

30.5

34.4

39.4

55.9

비관

54.9

25.1

29.6

33.0

37.8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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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시나리오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

기본

77.2

80.3

80.1

81.4

83.8

86.2

식용

공통

15.0

15.0

15.1

15.2

15.2

15.2

사료용

공통

46.4

49.3

48.9

48.7

50.4

52.3

낙관

11.0

11.3

11.4

11.7

11.8

12.0

기본

11.0

10.9

10.9

11.2

11.3

11.5

비관

11.0

10.4

10.4

10.7

10.8

11.0

공통

3.6

3.9

4.0

5.0

5.5

5.6

낙관

1.2

1.2

1.2

1.3

1.3

1.4

기본

1.2

1.2

1.2

1.3

1.4

1.6

비관

1.2

1.2

1.2

1.3

1.4

1.4

종자용
기타 산업 가공용
감모

주 1: 2018년은 실적치. 표 내의 수치는 원칙적으로 곡물 및 대두 이외의 수치이지만, 수출은 곡물만의 수치.
2: 국내 소비량 계는 나가토모(長友) 계산. 시나리오에 의한 차이가 작기 때문에 기본 시나리오 수치만 표시
자료: 2035년까지의 곡물부문 발전전략으로부터 나가토모(長友) 작성. 長友 謙治, ‘質も量も：ロシアの農産物輸
出促進と政策の基本方向’, ｢Primaff Review｣ No.96, 農林水産政策硏究所(Primaff), 2020.7에서 재인용

전망에서 2018년도부터 2035년도까지 곡물 수확량 증가에 대해 ① 단수(파종면
적 기준)와 ② 파종면적의 상승/증가 기여율을 계산해 보면, ①의 단수가 64%, ②
의 파종면적이 36%로 나타났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단수 증가를 곡물 수확량 증
가의 주요 요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출량에 대해 전망한 것을 보면,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2035년도 곡물 수출량
을 55.9백만 톤으로 보고 있다. 수출량이 높은 수준을 보였던 2018년도와 비교해
보면, 1백만 톤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2016/17년도부터 2018/19년도 평균 수
출량인 44.2백만 톤과 비교하면 11.7백만 톤이나 증가한 것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도 곡물 수확량을 150.3백만 톤으로 보고 있
다. 즉, 2018년도에 비해 37백만 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파종면적과 단수에 대해 살펴보면, 파종 면적은 2035년도 50백만 ha로 보았
으며, 평균 단수는 2035년도 3.53톤/ha으로 2018년도에 비해 0.99톤/ha 증가하
는 것으로 보았다. 파종 면적은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하지만, 단수는 보다 큰 폭으
로 상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35년도 곡물 수출량은 63.6백만 톤으로 2018년도에 비해 8.7백만 톤 증가하
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년도 곡물 수출량이 고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6/17년도부터 2018/19년도 평균 수출량과 비교해 보면, 19.4백만 톤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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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경제 후퇴, 정부 차원의 지지정책 축소, 기상재해 빈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도 곡물 수확량은
125.4백만 톤으로 2018년도에 비해 12.1백만 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035년도의 곡물 수출량은 39.7백만 톤으로 2018년도에 비해 15.2백만 톤 감소하
는 것으로 보았다. 이 수치 역시 2018년도 곡물 수출량이 이상적으로 많았다는 점
을 감안하여 2016/17년도부터 2018/19년도 평균 수출량과 비교해 보면, 4.5백만
톤 감소한 수준이다.

4. 2035년도까지 곡물부문 발전전략: 실현방안
여기에서는 2035년도 전망의 실현 방안에 대하여 요점을 발췌하여 요약해 본다.
러시아는 곡물 수출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
나 ‘전략’에서는‘수출관세 적용 회피는 수출국의 곡물 수출 경쟁력을 큰 폭으로 높
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관세 적용 회피란 수출관세를 무세에서 수출세를 물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결국, 수출세를 과세하여 수출국으로 상정하는 러시아의 곡물 수출 경쟁
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제시한 곡물부문 발전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곡물, 콩류의 파종면적 구성 최적화와 단수 향상
⋅ 온난화의 진행으로 가뭄 등의 악영향을 받는 지역의 단수 유지와 기상이 개
선되는 지역의 생산 진흥

⋅ 단수 향상 방안으로서 생산성이 높고 병해충에 강한 품종 도입, 비료 투입량
증가, 기계 장비 내실화를 통해 적기에 농사를 실시하는 등. 2035년도 곡물
에 대한 무기질 비료11) 총 투입량은 기본 시나리오 8백만 톤, 낙관 시나리오
11) 유기물은 생명체(생물)에서 나온 물질이고, 무기물은 생명체가 아닌 것에서 나온 물질이라는 뜻이
다. 유기질 비료란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나 이의 부식 물질이고, 주 재료는 질소를 포함한 여러 함유
물들이다. 무기질 비료를 다른 말로 화학비료라고 한다. 화학 비료를 쓰면 땅이 산성화되는 것은 질
소 때문이 아니라 질소와 결합하고 있는 다른 물질이 녹으면서 산성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학비료는 식물에 가장 많이 필요한 질소 외에 인산, 카리 등도 있는데, 이는 이원소 단독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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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백만 톤(2018년도와 비교하여 3~4배 증가)

⋅ 곡물 품질 향상에 관한 조치로서 듀럼밀12), 단백질 함유율이 높은 보통 밀
등의 생산 증가, 고품질 밀 생산 존(zone, 구역) 설정과 지역 클러스터
(Cluster)13) 형성 등

⋅ 파종면적의 확대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지 20.2백만 ha 중 사용하지
않는 기간 5년 미만의 경지 재이용을 상정

② 인프라와 물류 발전
⋅ 곡물보관시설의 총용량은 현재 156.9백만 톤. 당면 기존 시설 가동률 향상으
로 수확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으나, 농업 생산자 보관시설 및 거점 곡물 엘
리베이터(grain elevator14)) 정비 촉진 필요. 2035년에 확보해야 할 총 용량
하지 않고 황산암모늄⋅과인산석회⋅황산칼륨 등의 형태로 토양에 공급 되면서 식물이 자라는 데 필
요한 질소, 인산, 칼륨을 이용하고 황산이 남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Q) 유기질비료와 무
기질비료의 차이점’(2012년 7월 22일), https://kin.naver.com/qna/)
12) 듀럼밀(durum wheat). 우리가 흔히 보는 건조 파스타는 듀럼밀(durum wheat)로 만드는데, 듀럼밀
의 배아를 굵게 갈아서 만든 가루를 세몰라(semola)라고 부른다. 건조 파스타는 이 세몰라에 따뜻한
물을 붓고 반죽해 만든다. 듀럼밀의 학명은 Triticum durum으로 이탈리아에서는 그라노 듀로(grano
duro), 즉 ‘딱딱한 밀’이라고 부른다. 듀럼밀은 밀단백질인 글루텐의 함량이 높은 경질밀로 우리가 일
상적으로 먹고 있는 밀(Triticum aestivum)과는 다른 타입이다. 이 두 가지 밀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성질이나 재배환경은 전혀 다르다. 일반 밀은 뜨겁고 건조한 기후를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선선
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잘 자란다. 이탈리아의 경우 북부에서 많이 생산한다. 반면 듀럼밀
은 지중해성 기후에 딱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탈리아 남부, 스페인, 그리스, 아프리카 북부처
럼 햇빛이 강렬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 보통 밀은 빻으면 하얗고 고운 밀가루를 얻게 되지만
듀럼밀을 빻으면 연한 호박색의 모래알 같은 가루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몰라이다. 이 두 가
지 밀은 밀단백질의 조성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 듀럼밀의 경우 접착력이 있는 글루텐 단
백질이 파스타를 만들기에 적당하며,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파스타의 끈기 있는 독특한 질감을 형성
시켜주며,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일반 밀은 발효시켜 오븐에 구워내는 빵을 만들기에 좋
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듀럼밀에는 당근 등에 들어 있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듀
럼밀로 만든 파스타는 밝은 노랑색을 띠게 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파스타의 제조와 발전, 파스
타, 2004. 9. 17., 이영미, https://terms.naver.com/)
13) Rosenfeld는 클러스터를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 의존성에 의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기업들의
집적체...”로 표현하고, 클러스터를 기업 중심으로 인식하여 특정 소수의 산업에 특화된 다수의 기업
집단으로 정의하였다(Rosenfeld, S.A. 1997. “Bringing Business Clusters into the Mainstream of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5(1). pp 3-25.). 또한 Simmie와 Sennett
도 클러스터를 “...공급체인을 통해 높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동일한 시장조건 하에서 조업
하는 상당히 많은 연관기업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Simmie, J. and Sennett, J. 1999.
“Innovative clusters: global or local linkages?”.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vol 170. pp 87
–98.).(출처: 허 덕 외 4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015. 2.
14) 곡물 엘리베이터란 곡물을 건조, 저장, 분류, 유통하는 시설을 말한다. 생산자로부터 밀이나 콩 등
곡물을 매집한 뒤 건조ㆍ저장ㆍ분류ㆍ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로 강이나 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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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7.4백만 톤

⋅ 해항(海港, Maritime Ports)의 곡물 적하능력(積荷能力, Stowage capacity)
은 현재 53.2백만 톤으로 러시아 전체적으로서는 충분하지만, 아조프15)⋅흑
해16)수역에서는 적출능력(積出能力, Stowage capacity for export)이 포화
되어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확충 필요. 2035년에 확보해야 할 항만의
능력은 83.1백만 톤

③ 수출 촉진
⋅ 기 획득한 시장을 품질 등의 문제로 잃지 않도록 검역 및 품질검사 강화 필요.
⋅ 국내 소비량이 크지만 현재에는 러시아산 곡물 수입량이 크지 않은 중국, 인
도, 아프리카 국가, 페르시아만17) 해안 제(諸)국가 등에 대한 수출을 확대.

에 있고, 각지에서 운반된 곡물을 창고 엘리베이터가 실어서 각 층 저장고로 이동한다. 곡물 사업에
있어서 곡물엘리베이터 확보는 필수적이다. 위치에 따라 산지ㆍ강변ㆍ수출엘리베이터로 구분된다. 생
산지에 있는 산지엘리베이터는 비교적 소형으로 인근의 곡물을 모으며, 강변엘리베이터는 산지엘리
베이터의 곡물을 모아 선박을 이용하여 초대형 엘리베이터인 수출엘리베이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15) 아조프해(Sea of Azov).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있는 얕은 내만으로 면적은 3만 8000km²이고 동서길
이가 360km, 너비는 140km정도 된다. 남쪽은 케르치해협으로 흑해와 연결되며 서쪽은 게니체스크
수로로 시바슈 석호에 이어진다. 황어, 청어, 연어, 철갑상어 등이 잡히며 주요항구로는 로스토프, 케
르치, 즈다노프 등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6) 흑해(Black Sea, 黑海). 유럽 남동부와 아시아 사이에 있는 내해(內海). 동서 길이 1,150km. 남북 최
대 길이 610km. 면적 41만 3,000km2. 최대수심 2,212m. 유럽 지중해(海)의 에게해와는 보스포루스
해협⋅마르마라해⋅다르다넬스 해협으로 이어져 있다. 남쪽은 터키, 서쪽은 유럽의 터키⋅불가리아⋅
루마니아, 북쪽과 동쪽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연방⋅조지아에 둘러싸여 있다. 북부는 크림 반도가 돌
출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로우며, 해저 지형은 북반부에 대륙붕의 발달이 현저
하고 남반부는 비교적 깊다. 북쪽은 케르치 해협에서 아조프해에, 남서쪽은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마
르마라해에 이어지고 다시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지중해로 연결된다. 하천은 북부로부터 드네프르강
(江)⋅드네스트르강이, 서부로부터 도나우강이 유입하여 유입량이 많은 데다가 비가 많아 표층은
18% 내외의 저염분(低鹽分)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7) 페르시아만(Persian Gulf). 아라비아반도의 북동쪽, 이란과의 사이에 있는 넓은 만. 아랍 여러 나라
에서는 아라비아만이라고 한다. 동쪽으로 만 입구인 호르무즈해협을 지나 오만만(灣)과 아라비아해
(海)로 이어진다. 길이 약 900km, 너비 250~350km, 면적 약 23만 9000km2. 수심은 이란 쪽에서
50~91m, 아라비아 쪽에서는 40m 이하로 얕고 수온이 높으며 염분이 많다. 만 안에서는 새우⋅정어
리⋅다랑어 등의 어로와 진주양식이 성하며, 아라비아 반도 쪽과 이란 쪽에서는 다 같이 해저 유전
의 개발⋅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일 탱커의 항행도 빈번하다. 만 연안에는 이란 외에
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카타르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있다. 아라비아 만이
라는 별칭에서도 미루어 짐작되지만, 만 안에 있는 여러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아랍국가와
의 분쟁 등 국제적 긴장지역의 하나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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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 식량안전보장 독트린
2020년 1월에 신 식량안전보장 독트린이 공표되었다. 구(舊) 독트린이 제정된
2010년 당시에는 축산물 등 농산물의 국내생산 확대와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표 2 참조). 그러나 이들이 대체로 달성되어, 농산물 수출 확대를 과제로
하고 있는 현상이 바탕이 되어 신 독트린이 제정되었다.
구 독트린에서는 국내 생산 확대와 식량 자급률을 위해 국경 조치를 이용하겠다
는 발상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러시아의 농산물 무역정책은 식육의 관세 할당 제
도의 강화,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식품 수입 금지 조치 등 이에 따른 형태로 운
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신 독트린에서는 대신 농산물 등의 무역수지 흑자화 및 수출 잠재력을 실현하여
식품의 제품 질과 안전 확보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식량안전 보장 차원에서 ‘파
종, 재배, 육성목적으로 유전자변형물이 러시아 연방의 영역에 반입되는 것을 저
지’한다고 명시한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표 2> 신⋅구 식량안보보장 독트린에서의 국산 자급률 목표
(단위: %)

품목

구 독트린

신 독트린

곡물

95

95

설탕

80

90

식물유

80

90

식육⋅육제품（식육환산）

85

85

우유⋅유제품（우유환산）

90

90

생선제품

80

85

고구마

95

95

채소

－

90

과일

－

60

주요농작물의 러시아 작출품종의 종자

－

75

식용염

85

85

주: 목표는 표의 수치 ｢이상｣으로 정해져 있음
자료: 신⋅구 식량안전보장 독트린에서 나가토모(長友) 작성. 長友 謙治, ‘第６章ロシア-農産物の輸出促進と政策
目標-‘,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１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
(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00331_R01cr01_06.pdf)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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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곡물수출쿼터 도입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유행과 관련된 경제 안정 대책
의 일환으로 곡물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정부에
서는 밀, 호밀, 보리, 옥수수에 대해 유라시아 경제연합(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역외로의 수출을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총 수출량을 7백만 톤으로 하는 수출 쿼터를 적용하였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도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채소(양파, 마늘, 순
무), 곡물(호밀, 쌀, 메밀, 수수), 유지 종자(대두, 해바라기), 곡물 가공품(절임
등)의 역외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용하였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밀에 대한 수출 쿼터를 6월 30일에, 메밀에 대한 수출금지를
7월 1일에 해제하였다. 또한, 라이맥18)의 2020/21년도 수출쿼터에 대해서는 8월
에 결정하였는데, 2021년 7월까지로 결정하였다19). 한편, 미얀마는 쌀에 대한 수
출쿼터를 6월 30일에 해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20). 유라시아경제동맹은 라이맥,
쌀, 사탕수수의 수출금지가 6월 30일에 해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해바라기종자
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수출허가 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계속 ‘규제실시 국가로
카운트된다. 러시아의 밀 등 수출쿼터는 6월 30일 해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유라
시아경제동맹으로써는 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규제 실시국가로 카운트
된다21). 이집트는 수출을 금지하던 품목들이 6월 15일에 강낭콩, 그린피스(green
peas, 청완두), 땅콩 등을 제외한 두류로부터 렌즈콩(Lentil Bean22)), 누에콩(蚕
18) (rye 또는 Roggen). 벼과의 일년생 또는 월년생 초목 Secale cereale L을 말한다. 종실의 성분은 소
맥과 비슷하다. 단백질의 대부분은 프롤라민으로 세칼린(secalin)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미노산 조성
은 리신, 트립토판 등 소맥보다 많고, 곡류 단백질로서는 양호하다. 라이맥의 단백질은 소맥의 단백
질과 달리 글루텐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점탄성이 부족하여 그대로는 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성
으로 하면 점탄성을 띠므로 빵을 만들 수 있다. 입자 가루는 색이 갈색이므로 라이맥으로 만든 빵은
검은 빵이라 불린다. 특유의 향미를 갖고 있고 러시아나 북유럽에서는 상식하는 사람이 많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대사전, 2001. 5. 20., 세화 편집부, https://terms.naver.com/)
19)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10월.
20)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
21)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 10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 자료에 의하면, 곡물 무역 관련 총 규제국가 20개국(인도 추가), 나머지 국가는 우크라이나, 알제
리(식품), 인도(양파, 2020년 9월 14일 부터), 타지키스탄(밀, 밀가루, 두류, 쌀, 계란, 감자, 육류 등),
엘살바도르(건조 콩, 2020년 12월 30일까지), 온두라스(건조콩) 등 6개국이다.(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10월)
22) 렌즈콩(Lentil Bean). 단백질이 풍부하여 태곳적부터 식량으로 심어오던 식물 중의 하나이다.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널리 심고 있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서반구에서는 거의 자

29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豆)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23).
이로써 2020년 7월 10일 기준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기존 13개국에
서 2개국이 줄어든 11개국이다24).
러시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치(밀, 호밀, 보리, 옥수수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역외로의 수출 쿼터 적용,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일원으로써 채소, 곡물,
유량종자, 곡물 가공품 역외 수출입 금지 조치)에 따라, 주요 수출 곡물인 밀, 보
리, 옥수수는 국내 소비량 확보를 감안한 수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수출을 하는
한편, 그 밖의 주로 국내 및 경제연합 지역 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곡물에 대하
여는 지역 내 안정공급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수출을 금지한 것으로 생
각된다.

라지 않는다. 씨는 주로 수프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식물체는 사료용으로 쓰인다. 단백질, 비타민 B,
철, 인의 좋은 공급원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으로 보는 전문조리용어 해설, 2008. 8. 25.,
염진철, 엄영호, 김상태, 허정, 이준열, 손선익, https://terms.naver.com/)
23)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
24) 허 덕,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3)’,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원문 출처: 日本 農林水産省,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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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출규제 실시국가 현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 허 덕,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
련 정보(3)’,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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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러시아 농수산물 무역 정책의 변화-자급률 제고를 통한 수출
촉진으로-25)
7.1. 러시아의 농산물 무역 정책 추이
1991년의 소련 해체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기, 러시아에서는 시장경제 이행에
따른 혼란으로 농업생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한편, 축산물 등 농산물 수입 확대와
자급률 저하 현상도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들 현상은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
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농산물 자급률을 향상시켜 식량안전보장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러시아가 실제로 농산물 수입을 엄격히 억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말 무
렵부터이다. 식육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관세할당제도가 설치되었지만26), 2009
년도 이후 이 제도 하에서 저세율 범위 축소 등을 통해 식육 수입을 강하게 억제하
게 되었다.
2010년도에는 ‘식량안전보장 독트린’이 정해지고, 축산물 등 주요 농산물 자급
률 목표가 설정되었다(표 2 참조). 러시아는 2012년도에 WTO에 가입하였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는 자세는 그 후에도 변하지 않
았다.
2014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였다. 당시 구미제국 등이 러시아에 경
제 제재를 부과하자, 러시아는 대항조치로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금지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현재에도 4년 이상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4기째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2018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2024년도까지의 러시아 연방의 국가 목표와 전략적 과제’를 공포하였다. 대통령
령은 향후 6년 임기 동안 착수해야 할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행을 정부에
지시한 것이다.

25) 이 부분은 長友 謙治, ‘ロシアの農水産物貿易政策の変化-自給率向上から輸出促進へ-’,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硏究所(Primaff), 2019.5(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
/190531_pr89_03.pdf)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26) 관세할당제도는 수량 쿼터 범위내의 수입에서는 저율 관세를 적용하지만, 쿼터 외 수입에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증가를 억제하는 프레임. 러시아에서는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2003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금육에 대해서는 2003년에 수입할당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부터 관세할당제
도로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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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의 수출액을 2024년도에 450억 달러로 한다
는 목표가 게시되었다. 2017년도 농수산물(HS 1류~24류)의 총 수출액이 207억
달러이므로 이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7.2. 러시아의 농수산물 무역 구조
러시아는 무역 전체적으로는 자원 수출에 의해 다액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다.
2018년도에는 총 수출 4,500억 미국 달러인데 비해 수입 총액은 2,382억 달러로
무역 흑자는 2,118억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석유⋅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광물
성 연료(HS 27류)의 수출 초과액은 2,845억 달러에 달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농수산물(HS 1류~24류) 무역은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수입 초과의 적자 구조로 되어 있다. 2013년도에는 수입액이 433억 달러였던데
비해 수출액은 163억 달러로, 27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도
이후에는 수출액이 대체로 증가 추세로 추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액은 크게
감소하여 적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8년도에는 수입액이 296억 달러였던데 비
해 수출액은 249억 달러로 적자액은 47억 달러였다.
2014년 가을 이후 유가 하락을 계기로 루블화 가치가 대폭 하락하였다.27) 반면,
러시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식품수입 금지조치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
이 주요 원인이 되어 농수산물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러시아의 농수산물 수출입 초과액은 35억 달러 감
소하였다. 이러한 무역적자 축소에 기여한 주요 품목은 HS 10류인 곡물, HS 3류
인 생선, 그리고 HS 2류인 육류, HS 4류인 낙농품 등이었다.
곡물 및 생선 등에서는 수출 초과액이 30억 달러 및 6억 달러 증가한 한편, 육
류 및 낙농품 등에서는 수입 초과액이 7억 달러 및 3억 달러 감소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농수산물 무역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7) 루블화의 대달러 시세는 2014년 1월에는 1달러=34루블이었지만, 동년 가을 무렵부터 하락하여
2015년 1월에는 65루블이 되었다. 그 후에는 변동을 수반하면서 루블화 약세가 계속되어 2019년 4
월 4일에 있어서도 65루블이다. 2020년 10월 현재에도 루블화 약세로 1달러=79루블(10월 28일 기준
환율 79.015루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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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러시아의 농수산물(HS1-24) 수출입액의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및 러시아연방 세관청에서 나가토모(長友) 작성. 長友 謙治, ‘ロシアの農水産物貿易政策
の変化-自給率向上から輸出促進へ-’,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硏究所(Primaff), 2019.5에
서 재인용

7.3. 곡물 수출의 확대
러시아의 곡물 생산과 수출 동향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 러시아 곡물 수확량⋅수출량 추이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및 러시아연방 세관청에서 나가토모(長友) 작성. 長友 謙治, ‘ロシアの農水産物貿易政策
の変化-自給率向上から輸出促進へ-’,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硏究所(Primaff), 2019.5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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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년(2012년 7월~2013년 6월)에는 가뭄 등으로 인한 흉작으로 수출도 낮
은 수준이었지만, 2013/14년 이후에는 비교적 날씨가 좋아 작황 호조가 계속되었
다. 이러한 점이 곡물 생산에 반영되어 곡물 수출도 계속 확대되었다.
2017/18년에는 곡물 수확량이 사상 최고치인 1억 3,554만 톤에 달하며, 곡물 수
출도 5,319만 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밀 수출량은 4,096만 톤으로, 곡물
수출량의 77%를 차지하였다.
2018/2019년에는 곡물 수확량이 1억 1,325만 톤으로 전년도를 밑돌았으나,
2014/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1억 톤을 웃돌았다.
한편,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전년 동기를 약간 넘는 3,536만 톤의
곡물이 수출되었다. 특히 밀 수출량은 2,937만 톤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작황이 좋았던 밀에 수출이 집중되었다.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하면
러시아는 2017/18년에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이 되었고, 이는 2018/2019년에도 지
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밀 수출 증가는 생산의 확대와 표리일체(表裏一體)의 현상일 뿐이다.
오히려 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2014년 가을 이후 계속되
고 있는 대폭적인 루블화 약세이다. 루블화 약세는 저유가를 원인으로 시작되었지
만, 2017년 이후에는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관계없이 러시아 재무
부의 달러 매입 정책 등에 의해 루블 시세의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라 러시아산 밀이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한
편, 루블화로 환산한 수출 가격은 상승하였기 때문에, 국내 밀 가격은 여기에 끌려
가지 않는 형태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곡물 수출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흑해에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밀 생산자의 증산 의욕을 자극하였다. 여기에 더해 날씨 면에서
도 큰 문제가 없는 해가 계속된 결과, 밀 수확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는 수
출 확대로 연결되었다.
또, 러시아의 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관세 제도를 남기면서, 세액을 제로로 하
는 조치가 2016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조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계속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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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축산물 등의 자급률 향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한 유럽 제국 등에 대한 대
항조치로서 2014년 8월부터 축산물, 수산물, 채소, 과실 등의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 조치는 수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다.
러시아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조치의 발동은 이전부터의 과제였던
이들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가속화하는 좋은 기회로 파악하고
있다.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발동 전후의 자급률 변화를 보면, 2014년도에는 식
육⋅육제품 83%, 우유⋅유제품 78%, 채소 84%였으나, 2018년도 잠정치(채소는
17년도 수치)는 96%, 86%, 88%로 상승하였다. 우유⋅유제품의 자급률 상승은 소
비의 감소에 의한 것이 크고, 가금육과 돼지고기의 생산은 확대된 반면 쇠고기의
생산은 저조한 상태인 점 등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그러나 자급률은 이미 상당 부문 향상되어 있어 국내 소비의 포화도 예상되는
가금육이나 돼지고기에서는 수출에의 대처가 다음의 과제가 되고 있다.

8. 맺음말
러시아는 곡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
상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수입 밀의 품질을 중시하는 우리나라나 일본으로서
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 확대 방침 하에 수출 제한 발동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식량 안전 보장 확보가 저류에 숨어
있다. 비상시에는 이것이 얼굴을 내밀 것이며,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 쿼터와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6월에 적용된 곡물 수출 쿼터는 그 수량으로 보아 전 세계 곡물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한이 만료된 7월 이후의
동향은 주시하여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농정의 중점이 자급률 향상에서 수출 촉진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곡
물의 생산⋅수출이 급속히 확대된 점과 식육 등 자급이 대략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 실현을 촉진한 것은 주로 대폭적인 루블화 약세와 식품 수

298

Issue Box 7편 :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 촉진과 정책의 기본 방향 - 농축산물 무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입 금지 조치의 연속이라는 특수한 외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그것이 변화하였을 경우 러시아의 곡물
생산⋅수출이나 축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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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8편

호주의 농업⋅농정 개관1)
-200년의 전개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정착 200여년의 발전
호주 농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곡물 생산이나 소⋅양 방목 등을 영위하여 경쟁력
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인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농축생산이 시작
된 것은 200여 년 전의 일이다. 단기간에 농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관련된 정책도
변화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농업과 농정의 변천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2. 정착부터 1900년까지
영국에서 최초로 정착선단이 현재의 시드니 부근에 도착한 것은 1788년의 일이
다2). 도착 즉시,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여 개간을 진행시켰지만, 새로운 기후⋅토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부분은 玉井 哲也, ‘オーストラリアの農業⋅農政―200年の展開―’, ｢Primaff Review｣ No.89, 農林
水産政策硏究所(Primaff), 2019.5(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190531_pr
89_04.pdf)의 내용을 번역, 수정 및 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2)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모험가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자 연안 탐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네덜란
드'라는 뜻의 뉴홀랜드(New Holland)로 명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들에게 발견될 당시 약 100만
명의 애버리진(원주민)과 300여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적어도 250개의 언어 및
700여개의 방언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네덜란드인의 탐험 활동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업
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는데, 경비가 가중되고 이익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1699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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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하에서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1820년까지는 식량을 자급할 수
없었다.
그 후에도 밀 등 곡물 생산은 부진하였다. 노동력이 적고 외부의 원격 시장에서
오는 수송비가 비쌌기 때문에 자급을 넘어 생산을 확대하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방목에 의한 목축 특히 양(羊) 방목이 발전하였다. 양 방목은 적
은 노동력으로도 가능하였으며, 양모가 높은 단가로 팔렸기 때문에 원격 시장으로
수출하여도 이익이 나온 것이다. 산업혁명기3)에는 영국의 섬유산업이 섬유의 원
국의 해적 윌리엄 댐피어가 뉴홀랜드의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보고는 비관적인 것이어서 탐험 열기
는 냉각되었다. 루이스 바에스 데 토레스 등의 탐험가가 그 일부를 바라본 데에 그치기도 하였다.
1769년 제임스 쿡에 의해서 타히티, 뉴질랜드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동해안의 탐험이 실시되어, 그
곳의 일대를 ‘국왕의 이름과 국왕의 깃발 아래’ 점령하고, 뉴사우스웨일스(영국 웨일스에서 연유)라고
명명했다. 쿡은 그 보고서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업 개발에 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때부터 이 땅이 하나의 대륙으로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뉴사우스웨일스는 얼마 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남쪽 대륙인 테라 아우스트랄리스에서 유래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불리게 되었
다. 영국의 죄수 폭증과 미국 독립 전쟁(1776년)으로 인해 영국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새로운 유배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이 이끈 11척의 배에 1,500명의 인원이 탑
승한 첫 함대가 시드니 항구에 도착하고,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식량의 자급
태세를 갖추는 일이 당초의 급선무였으나, 미지의 풍토에서 농업 경험자가 적었던 관계로 개발은 진
척되지 않았다. 마지막 죄수 호송인 1868년까지 약 16만 명에 달하는 죄수들이 오스트레일리아로 호
송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1790년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자유 정착민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였다.(출
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3) 산업혁명기에 교통수단의 발전은 세 가지 국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1국면은 도로의 개량이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새로운 도로포장법이 개발되면서 도로의 개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에 새롭게 건설된 도로는 유료도로(turnpike)의 형태를 띠었다. 교구(敎區)가 도로를 관리하는 방식을
대신해 지주, 상인,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트러스트(trust)가 도로를 상업적으로 운영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유료도로는 30마일 정도로 짧았지만, 많은 도로가 연결돼 전국적인 연결망이 형성됐다. 영
국의 도로망은 1750년에 3,400마일에 불과했지만, 1770년의 1만 5,000마일을 거쳐 1836년에는 2만
2,000마일로 증가했다. 교통수단 발전의 제2국면은 운하의 건설이었다. 영국은 하천의 폭이 좁고 길
이가 길며 수량도 풍부했기 때문에 운하의 건설과 활용에 양호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운
하 건설은 1760년대부터 1790년대까지 열광적으로 추진됐으며, 18세기 말 영국에서 운항이 가능한
수로는 2,000마일에 이르렀다. 운하 건설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됐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자본
을 조달하는 방식이 적극 활용됐다. 또한 도수관(導水管)이나 지하 터널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
됨에 따라 많은 기술자들이 운하 건설에 참여했다. 운하 건설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기술자는 브
린들리(James Brindley, 1716〜1772)였다. 그의 기술적 지도를 바탕으로 워슬리‒맨체스터 운하, 맨체
스터‒리버풀 운하, 대간선 운하(Grand Trunk Canal) 등이 건설됐다. 교통수단 발전의 제3국면은 철도
의 건설이었다. 처음에 철도는 탄광 내부에서 사용되다가 점차 광산 지역과 공업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8세기 후반부터 많은 기술자들은 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레일과
차륜의 마찰로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와트의 조수였던 머독(William
Murdock, 1754〜1839)은 1784년에 증기기관차의 모형을 만들었고 콘월 지방의 광산 기술자였던 트
레비딕(Richard Trevithick, 1771〜1833)은 1804년에 시속 4마일의 증기기관차를 제작했다. 증기기관
차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티븐슨(George Stephenson, 1781〜1848)은 1814년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속 12마일의 증기기관차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의 장거리 철도에 해당하는 리버풀‒맨체스
터 철도는 1830년에 개통됐는데 스티븐슨의 로켓(Rocket) 호가 시속 14마일로 달림으로써 철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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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되는 양모를 대량으로 수입한 적도 있다. 1820년대부터 19세기 후반에 걸쳐
서는 양 목장이 내륙 깊숙이까지 확대되었다4).
곡물 생산은 호주 각지에 입식이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1850년
대의 골드러시5)를 계기로 단번에 확대되었다. 해외에서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몰
한 붐을 일으켰다. 19세기 후반은 '철도 건설의 위대한 시대'로 불린다. 1840년대 이후에 세계 각국
이 경쟁적으로 철도를 건설했던 것이다. 1840년과 1914년의 철도망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410킬
로미터에서 3만 7,400킬로미터로, 독일은 469킬로미터에서 6만 1,749킬로미터로, 영국은 2,390킬로
미터에서 3만 2,623킬로미터로, 미국은 4,510킬로미터에서 41만 475킬로미터로 증가했다. 자연적 조
건에 제약을 받지 않았던 철도는 점차적으로 마차와 운하를 대체함으로써 지배적인 교통수단으로 자
리 잡았다. 특히 철도의 발달을 계기로 국내 시장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지방경제는 국민경제의 차원
으로 승화됐다. 철도 건설은 금속, 연료, 기계 등을 대량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산업 부문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았다. 또한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는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으
며 철도를 매개로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 대기업이 형성됐다. 이러한 점에서 철도 산업은 '경영혁명
(managerial revolution)'의 효시로 불리기도 한다. 철도 산업이 확대되면서 기업 간 통합이 활발히 전
개됐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체제가 정립됨에 따라 독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법안도
제정됐다. 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표준화 작업이 전개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에
는 1883년 11월 18일에 전국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표준 시각을 정했고, 1886년부터는 철도 궤
간의 크기가 모두 4피트 8.5인치로 통일했다. 산업혁명은 기술의 역사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
까? 개별적인 기술혁신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산업혁명을 계기로 개별적인 기술혁신이 상호 연
관을 맺으면서 서로를 강화시키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이 '혁명적'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기술혁신
의 상호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증기기관은 방직기에 활용됐고 면공업의 발전은 더 많은 증기기
관을 요구했다. 증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철이 필요했고 용광로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
는 데에는 증기기관이 활용됐다. 철도가 건설되면서 철광석의 수송비용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철의
생산비용도 낮아졌다. 그것은 다시 저렴한 철도를 가능하게 했으며 수송비용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유발했다. 철도의 동력원으로 증기기관이 활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혁신 사이의 상호 연관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기술의 역사(뗀석기에서 유전자 재조합까지), 2009. 2.
25., 송성수, https://terms.naver.com/)
4) 1813년 시드니 서쪽 블루산맥 너머에 광활하고 기름진 들판이 발견되었다. 그해부터 양모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목축업이 시작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발전의 제l기가 시작되었다. 1830년대에는 호바
트⋅브리즈번⋅멜버른⋅애들레이드 등에 새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에스파냐 원산인 메리노종(種)의
양이 도입되고 개량되어, 1807년에는 양모가 처음으로 런던에 수출되었다. 1810년에는 뉴사우스웨일
스주(州)의 양 사육수가 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5) 어느 정도 개발이 진척되자, 시드니 서쪽에 급사면을 맞대고 솟아 있는 동부 고지의 일부를 이루는
산들이 식민지의 전면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뒤 이 산들을 넘어가는 길이 발견
되고, 산지 서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농목의 적지에 개발의 손이 뻗쳤다. 이것은 골드 러시의 시대
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851년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빅토리아 주 일대에서 금이 발견되었고, 배서스
트, 벤디고, 밸러랫 등에서 발견된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쇄도하였다.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시작된 금광 시대는 중국부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1850년의 40만 인
구는 10년 후엔 115만, 30년 후에는 223만으로까지 증가하였다. 골드 러시 뿐만 아니라 양모 산업
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1850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 수출 양모가 17,000톤이었던 것이
1879년에는 134,000톤으로 증가하였다. 직접 금을 찾는 사람 이외에 기술자⋅장사꾼도 모여들어 이
대륙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자, 이 대륙 내에 성립되고 있던 6개 식민지 간의 물자 교류 및 본국과
의 교역도 왕성해졌다. 통신과 운송 체계가 집중되면서 해안 도시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등지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1880년대 시드니와 멜버른의 근대적인 풍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0
년대에 들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해안 도시를 따라 거주하였다. 한편 영국 식민지
총독은 가혹한 세금 및 결정을 내리고, 결국 1854년 유레카 감옥에서 광산 노동자들의 유혈 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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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들어 인구가 10년 동안 약 3배로 증가하고, 식량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종농업도
크게 성장한 것이다.
1880년대부터는 내륙에도 철도망 정비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밀 생산이 내륙으
로 확대되었고, 기계화 및 대규모 경영화도 진행되었다.
육우(肉牛) 사육도 정착 초기부터 행해졌다. 그러나 수송능력 제약으로 국내 수
요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염장육(鹽藏肉6))이 약간 수출되는 정
도였다.
이러한 문제가 냉동기술에 의해 극복되었고, 1880년대부터 냉동육 수출이 시작
되었다. 이에 쇠고기 증산이 진행되어 곡물과 육용 가축 방목이라는 복합경영(複
合經營)7)이 확산되었다.
낙농의 발전은 가장 늦게 나타났다. 낙농은 오랫동안 지역산업에 머물렀지만,
냉장기술이나 가공기술의 발전에 의해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1880년
대부터 버터나 치즈가 수출산품에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생산, 가공, 수송이라는 기술과 인프라의 진전에 따라, 19세기의 마
지막 4반세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농업이 전개할 소지가 갖추어졌다8).
일어난다. 이를 유레카 봉기라고 한다. 현재 멜버른에 있는 유레카 타워는 이 유레카 봉기를 기념한
것이다. 1855년 뉴사우스웨일스 주, 빅토리아 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태즈메이니아 주가 자치
식민지가 되었으며, 1859년에는 퀸즐랜드 주가 뒤를 이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6) 염장육(salted meat, 鹽藏肉). 고기는 식품 중에 가장 저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대부터 사용하여 온
고기 저장법의 하나로 고기를 소금에 담구어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여 저장기간을 유지시킨 고기를
말한다. 13〜14세기의 대항해시대를 지탱한 것은 염장돼지고기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
기술대사전, 2008. 4. 10., 한국식품과학회, https://terms.naver.com/). 한편, 농업용어사전(농촌진흥
청)에서는 ‘소금만을 첨가하여 저장한 식육’으로 정의 되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
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7) 복합경영(integrated management, 複合經營). 복합경영이란 개별 경영체가 2가지 이상의 부문을 가
진 경영을 말한다. 영농에 있어서는 미곡농사와 원예, 축산, 특용 작물 재배 등을 2가지이상의 부문
을 경영하면서 각기 단독으로 존재하는 이상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농림가에서 경
종부문과 축산부문을 조합하면 그대로는 판매할 수 없는 잎 들을 가축사료로 제공하여 그 자급도를
높이고 분뇨의 토지환원에 의해 비료비를 절약하는 이점이 발생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임
업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8) 오스트레일리아섬은 대륙으로 불리지만 대륙으로서는 세계 최소이며, 그 지형은 다른 어떤 대륙보다
도 변화가 적고 단조롭다. 둘레 약 2만km에 이르는 해안선도 굴곡이 적어 오랜 기간 안정상태를 유
지해온 대륙임을 알 수 있다. 대륙의 동쪽 해상에는 브리즈번 근처에서 북상하여 뉴기니섬 부근에까
지 이르는(약 2,000km) 세계 최대의 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大堡礁]가 뻗어 있다. 대륙 주변
의 대륙붕은 육지에서320~2,400km에 걸쳐 있어, 북쪽 아라푸라해(海)의 수심은 약 30m이고 남쪽 태
즈메이니아섬을 격하는 배스 해협은 수심 70m이다. 육지는 전체적으로 기복이 없이 평탄하여, 세계
전 육지의 평균 해발고도가 약 767m인 데 반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평균 해발고도는 330m에
미달, 해발고도 700m 이상의 지역은 전체의 1/12 이하이다. 지형적으로는 서부대고원(西部大高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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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세기에서 오늘에 이르는 농업의 발전
호주의 농림수산업이 GDP9)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00〜01년도에 19.4%였다.

중동부저지(中東部低地), 동부고지(東部高地)의 셋으로 나뉜다. ① 서부대고원: 대륙의 약 40%를 차지
하는 평균 해발고도 330m의 암석사막지대이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州)와 노던테리토리의 절
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퀸즐랜드 주의 일부에 해당하며 고생대(古生代) 이전의 편암⋅편마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부의 해머즐리산맥⋅오프탈미아산맥과 중부의 맥도
널산맥⋅머스그레이브 산맥과의 사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과우지대로, 극도로 건조하다. 그 대부
분은 풀과 관목으로 덮여 고정되어 있으며, 이동하는 사구(砂丘)는 거의 없다. 하천은 간헐성(間歇性)
하천으로 염호가 많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광물자원, 특히 방대한 철광석과 보크사이
트가 발견되었다. ② 중동부저지: 대륙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펼쳐진 이 저지대의 평균 해발고도는
150m 이하이다. 이 지대는 예전에는 해저(海底)가 되었던 곳으로 백악기(白堊紀)의 어패류 화석이 도
처에서 발견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에어호(湖)와 같이 해면 아래 약 10m의 염호도 있다.
중동부저지의 북부는 열대권에 속하며 강수량은 풍부하나 목축 외에는 중요한 산업이 없다. 중부∼
남부 지역은 기후적으로는 건조하나 자분정(自噴井)이 많으며 중부의 대찬정 분지(大鑽井盆地)는 세
계 최대의 자분정 분지로서 양의 사육이 성하다. 서쪽의 에어호 분지는 강수량이 연간 100mm 이하
로 극히 적어 일부에서 양을 사육할 뿐,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남부의 머리강(江) 유역에서는 대규
모의 양치기 외에 밀⋅과일⋅벼 등이 재배되고 있다. 이들 생산물의 집산지⋅반출항으로서 애들레이
드시(市)가 발전되어 있다. ③ 동부고지: 요크곶 반도에서부터 대륙의 동부를 북에서 남으로 대분수
산맥(大分水山脈: 그레이트디바이딩레인지)이 뻗어 있다. 그러나 이 산맥은 고지의 연속일 뿐, 높은
산은 없다. 고원 위는 넓은 평탄면을 이루어 농⋅목축업에 이용된다. 퀸즐랜드 주의 바틀프리르산
(1,612m)을 제외하면 북부와 남부에는 해발고도 l,500m 이상의 산이 거의 없다. 남부의 오스트레일
리아 알프스산맥은 7⋅8월의 적설기에 겨울 스포츠의 최적지가 된다. 이 산맥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봉인 코지어스코산(2,234m)이 있다. 그 남쪽에는 빅토리아 주(州)의 보공산(1,985m)이 있고, 산
맥이 일단 배스 해협으로 침몰하였다가 태즈메이니아주의 오사산(1,617m)에 이어진다. 코지어스코산
의 북쪽에서 발원하는 스노위⋅머럼비지⋅머리 등 하천을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스노위 산지계획이
1949년에 착공되어 총 5,200㎢의 범위에 걸쳐 수력발전소 7개소, 대규모 댐 16개소, 터널 145km,
수로(水路) 80km 등이 1974년에 완성되었다. 대분수산맥의 동쪽은 기름진 평야로서, 너비 50∼
400km의 장대한 연안평야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경제의 심장부가 되어 있다. 대분수산맥에서
평야지역에 걸쳐서 석탄이 개발되어 외국으로 수출된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Q) 호주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2003년 6월 6일), https://kin.naver.com/qna/)
9)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GDP는
당해연도 및 기준년도 중 어느 해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 및 실질
GDP로 구분된다. 명목GDP는 생산액을 당해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이고, 실질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가격 변동은 제거되고 생산
량 변동만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GDP를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것은 각각의 용도
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변동 등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명목계열을
사용하며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
계열을 이용한다. 한편,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 성
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실질GDP의 증감률로 나타낸다. 현재 한국 GDP 통계는 UN이 각국
에 권고한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어 분기별로 공표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2015. 4.,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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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17년도와 1917〜18년도 및 1950〜51년도에는 각각 제1차 세계대전10)과 한
국전쟁11)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반영되어, 호주 농림수산업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었다.
20세기 후반에도 농업생산의 확대는 계속되었지만, 다른 산업의 성장이 더 빨
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지위는 저하되어갔다. 최근의 GDP 점유율은 2〜3% 정도에
불과하다12).
10) 제1차 세계대전(World War I/First World War, 第一次世界大戰). 1914년부터 4년간 계속되었던 세
계 전쟁.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의 협
상국(연합국)과, 독일⋅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 양 진영의 중심이 되어 싸운 전쟁으로서, 그 배경은
1900년경의 '제국주의' 개막의 시기부터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1) 6.25 전쟁(六二五戰爭) 또는 한국전쟁(韓國戰爭)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이 암
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남한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
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1953년 7월 27
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간 교전이 이어졌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역 이용해, 극동아시아의 미소냉전 사이에서 승기를 잡으려 한 의도가 있어 대리전 양상을 띄기도
한다. 6.25 전쟁의 평화 협정(Peace treaty, 강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전쟁이지만 남북 양측의 시민들은 전쟁 진행 중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는
법적으로는 평시(平時)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시(戰時)에 시행되는 비상 법령을 계속 발
동하기에는 유례없이 긴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라, 준전시(準戰時)라는 특수한 대치 상태로 구분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과 함께 전개된 냉전 구도가 열전(熱戰)으로 폭발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
며, 2차 세계대전 당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남침을 시작하면서 벌어진 전쟁이다. 한
국전쟁이라는 명칭 외에도 6.25 전쟁을 호칭하는 몇몇 어휘들이 있는데, 가령 북한에서는 조선전쟁
혹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자신들을 '조선'이라 칭하므로
'조선전쟁'이라 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조선전쟁 혹은 미국에 대항해 조선(북한)을 지원한 전
쟁이라는 의미의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战争)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중국에서 임진왜란을 부르는 표
현은 보통 '만력조선지역'이지만, 항왜원조전쟁(抗倭援朝战争)이라고도 한다. 이는 왜적에 대항해 (명
나라가) 조선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6.25를 의미하는 항미원조와 대상만 다르다. 중국 측이
6.25 전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조선전쟁, 조선동란(朝鮮動
乱), 6.25전쟁이라고 부르며, 현재 중국도 조선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전(韓戰)이라고 부른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12)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 나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가량만이 농사를 짓지만 이 나라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식량
을 생산해낸다. 농지가 전 국토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조한 목초지이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은 전체 농지의 겨우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들은 현대식 영농법을 이용하여
경작지의 생산성을 고도로 높였다. 약 10%의 경작지가 관개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최대의 양모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또한 쇠고기, 설탕, 밀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낙
농 제품, 과일, 사탕수수도 많이 생산한다. 2003년 기준 농림수산업의 GDP 점유율은 3%정도 이며,
관련 노동자 수는 4% 정도이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으로
29%, 다음으로 지역ㆍ공공ㆍ개인 서비스업 20%, 제조업 12%, 도소매업ㆍ요식업ㆍ숙박업 14%, 교통
ㆍ통신 8%, 건설업 7%, 광업 5% 정도였으나(출처: 네이버 지식인, ‘(Q) 호주에 관하여(2011년 1월
17일)’, https://kin.naver.com/qna/), 2013년 기준으로는 농업 2.5%, 광업 8.8%, 제조업 6.8%,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9%, 건설업 8.5%, 도매 및 소매업 9%, 음식 및 숙박업 2.5%, 운수 및 보관업
5%, 정보통신업 3%, 금융 및 보험업 8.9%, 부동산 및 임대업 2.9%, 사업서비스업 9.9%, 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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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물에 대해 살펴보면, 밀은 1901〜02년도에 비해 작부면적에서 약 6배,
생산량은 10배 이상 늘어났다13). 양(羊) 사육두수는 증가 기조가 계속되어 1970년
대에 1억 8천만 마리에 이르렀다. 그 후, 양모 수요 쇠퇴에 수반하여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육우 사육두수는 20세기를 통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후, 최근 20년 정
도는 2,400만 마리 전후에서 머물고 있다. 냉동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냉장 수출이
1934년 이후 가능해진 것도 확대를 조장한 한 요인이 되었다14).
젖소 사육두수는 1930년대까지 급속도로 확대되어 300만 마리 수준이 30년간
지속되었다. 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현재는 최대 시기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마리당 착유능력이 향상된 결과 원유 생산량은 최대 마릿수 시기를
웃돌고 있다15).
이와 같이 호주의 농업 생산은 확대를 계속하여, 식량 대수출국이 되어 갔다16).

4. 농업정책의 변천: 1970년경까지 지원확대
호주 정부는 정착 직후부터 농업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렴한 가
격으로 일정 면적의 토지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19세기 말까지는 농업에 대한 정
및 국방 5.7%, 교육서비스업 4.9%,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6.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7%,
Ownership of dwellings 9%로 크게 변화였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13) 오스트레일리아 곡물의 최근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허 덕, 박지원, ‘호주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오스트레일리아 육우산업에 대한 최근 자료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육우산업의 환경 정책과 육우농
가의 대응’(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제3편),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과 허 덕, 김수연,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1편, ｢해외
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ㆍ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
하기 바란다.
15) 오스트레일리아 낙농업에 대한 최근 자료는 허 덕, 김수연, ‘호주 낙농업 현황과 업계의 M&A 진행
상황’(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2편,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과 허 덕, 김수연,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1편, ｢해외곡물
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김태련, ‘호주의 원유(原乳)
생산을 둘러싼 현황과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농업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19%), 중국(9%), 미국(8%), 한국(8%), 뉴질랜
드(7%), 인도(5%), 영국(4%)이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Q)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농업 특
징(2010년 6월 1일’, https://kin.naver.com/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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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의 보조는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농업을 포함한 산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각
주를 아우르는 연방정부17)가 탄생한 20세기에 들어서이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수입 설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는
생산량에 따른 보조금(보장금)을 주어 국내 사탕수수 생산을 보호하였다. 마가린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낙농도 보호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물자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양모와 잉여 버터를 수매하
였다. 또, 밀에 대해서는 호주 밀 보드(Australian Wheat Board, AWB18))가 설립
17) 오스트레일리아는 1893년 이래 각주 총리회의(總理會議)가 개최되면서 각주를 통일하는 연방을 설
립하려는 기운이 성숙함에 따라 1900년에 연방헌법이 제정되었다. 1901년 1월 1일에는 영국의 자치
령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이 발족되었다.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의 수도가 잠정적으로 멜버른으로
정해졌으나 191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주(首都地域: Australia Capital Territory)가 결정되었고, 그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을 1913년에 캔버라로 명명하였다. 1922년에 최초의 연방의회가 열렸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연방 정부, 6개 주와 2개
테리토리를 관할하는 주 정부, 그리고 약 700개에 달하는 지방 정부, 이렇게 3단계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단일 정부를 가진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
다. 자체 주 정부가 있는 주와 테리토리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단일 국가 체제 내에서 존재한다.(출
처: 네이버 지식인, ‘(Q) 호주 정부 정보(2012년 6월 10일)’, https://kin.naver.com/qna/). 오스트레일
리아는 6개주(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태
즈메이니아)의 연합체로 구성된 국가이다. 국가의 정치형태는 연방회의와 각 주 의회를 갖고, 연방은
국내의 정치와 대외관계를 스스로 장악하는 완전한 독립국인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 연방의
일원이며 그 안에서 지위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마찬가지로 자치령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1) 영
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2)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이다. 3) 지방분권제가 발달하여 연방정부
(Federal Governemnt 또는 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 6개 주 및 2개
특별구역)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약 700개)간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① 연방 :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통신, TV, 라디오, 고용, 소득 및 법인세, 이민 및 세관, 여권, 연금, 항공 등,
② 주 : 학교, 법원, 도로, 철도, 자동차등록, 산림, 경찰, 소방 및 앰브란스, 야생동물 보호 등, ③ 지
방 : 도시계획, 도로교통, 도서관, 쓰레기수거, 하수도, 운동 시설,지역 관광 등으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형식상 영국여왕(Elizabeth II)이 국가원수(Queen of Australia)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6개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 및 대사접견, 내각선서, 훈장수여,
의회개원 등 의례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총독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영국여왕이 임명
하며, 임기는 5년이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Q) 호주의 연방제도에 관하여’(2005년 3월 23일,
https://kin.naver.com/qna/)
18) 오스트레일리아의 밀은 1000만ha이상의 토지에서 200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85%이
상이 해외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주산단지는 동부고원지대(the eastern upland)이며, 종자는 대부분
봄밀을 재배이다. 국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세계생산의 2.6%정도로 단일국가 중 3번째의 수출대국으
로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 물량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유통에 있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밀 위
원회(또는 호주 밀보드, AWB)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AWB의 주요기능으로는 ⅰ) 밀 재배 농민
의 순수 소득을 증대, ⅱ) 곡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ⅲ)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 ⅳ) 정보의 수
집과 평가, 확산 등이다. AWB의 책임부분으로는 ⅰ) 유통비용을 최소화, ⅱ) 합리적인 마케팅 선택
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 ⅲ)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기회의 확대 등이다. 이 외에 곡물취
급기구인 BHA가 있다. BHA의 주요기능은 ⅰ) 분류, ⅱ) 분리, ⅲ) 곡물위생, ⅳ) 품질보증, ⅴ) 안전
저장, ⅵ) 곡물수송 및 저장관리이다. 수송패턴에 대해 살펴보면, 곡물의 수집분산 시스템은 주로 육
로 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철도에 의한 수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철도는 대규모 수송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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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판매⋅가격을 관리하였다.
호주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쟁기간 기간에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수입관세가 인상되어 1923년에 설탕수입이 금지되었다. 1930년대 대
공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에는 부채경감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1932년에는 비료 보조금 도입 등, 다양한 보조와 지원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은 호주 유제품의 잉
여분과 수출 양모의 전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농산물에 대한 보상금은 유
제품이 새롭게 대상이 되는 등 확대되었으며, 그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19) 후에도
계속되었다. 또한, 일단은 폐지되었던 AWB가 1939년에 부활하였다. 이 때 AWB
에 국내산 밀 전부에 대해 유통을 관리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밀에 대해 AWB가 지속됨과 동시에 같은 구조가
일반화되어 많은 농산물로 확산되었다. 법정판매보드(이하 ‘판매보드’)라는 조직이
하게 하여 결국 밀의 국가적 대외경쟁력 제고에 큰 이바지를 해 왔다. 미시경제 개혁으로 자동차에
의한 육로 수송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면, ⑴ 오스트레일리아 밀의 국내 시
장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곡물취급위원회(AWB)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나, 통제는 점차 완화되
고 있다. ⑵ 밀의 판매협상에 대해 보면, ① 상대국의 정부나 정부조직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중국,
러시아, 이집트, 이란 및 이라크에 적용되며, ② 오스트레일리아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
는 국제 곡물 무역상을 통한 판매(수출의 약 30% 차지)-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에 적용, ③ 제분업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차원에서 발주된 원조 차원의
밀이 판매되는 경우, ④ 판매수익 정산-대부분의 오스트레일리아 밀 생산은 곡물취급위원회(AWB)의
통합 시스템에 의해 유통되며 수익금이 분배된다. 통합시스템은 운영의 초기에 보다 엄밀한 등급화
와 분리작업이 종자의 종류별로 품질별로 실시된다. 밀 판매로부터 발생되는 수입과 비용을 균등하
게, 협력적으로 처리가 용이하다. 소비 및 수출에 대해 살펴보면, ⑴ 국내소비이다. 국내 소비는 ①
오스트레일리아 내 밀의 국내소비는 연간 약 3.5백만 톤에서 4.0만 톤 정도이다. ② 36만 톤 이상은
전분과 글루텐의 제조에 이용, 국내 소비 중 약 50만 톤은 종자로 보관되고 있다. ⑵ 수출이다. 수출
은 ① 상업적인 무역에 의한 수출, 원조용으로 수출과 ② 오스트레일리아 밀은 세계 50여 개국에 수
출되고 있다. 중동지역이 전체 42%를 상회하며, 인도주변국가의 물량이 약 3,500톤으로 18%, 동남
아시아 20%,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11% 정도이다. 앞으로의 오스트레일리아 밀 산업은 ⑴ 오스트레
일리아 밀 위원회(AWB)의 사유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생산자들이 직접관리한다. ⑵ Joint Venture
투자이다. 아시아 식품연구소를 중국 내 제분공장를 운영하고 있다. ⑶ 겨울밀의 개발과 보급이다.
(출처: BIKERS LAB Blog 소마쿤(2019년 10월 6일), http://www.bikerslab.com/shop/blog/?mb_id=re
port7777&id=44933, 원문출처: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903
1957&sid=qjfRnf777&key=)
19) 1901년 1월 1일, 6개의 식민지 주는 영연방 내의 자치령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결성하고,
각각의 식민지 주는 연방주로 자리매김하였다. 1942년 10월 9일 외교권과 국방권을 얻은 독립국이
되었으며 1986년 3월 3일 독자적인 헌법이 마련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 오스
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국민들 약 40만 명 정도가 참전하였고 그중 약 6만 명이 전사했다고 알려진
다. 현재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군단(ANZAC, 앤잭, Australia & New Zealand Army Corps)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나라는 제1차 세계 대전(61,928명 전
사), 제2차 세계 대전(39,400명 전사), 한국 전쟁(339명 전사), 베트남 전쟁(520명 전사)에 참전하였
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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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지정하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로부터 강제 매입하는 권한을 가지고 유통
을 독점하였다. 국내용은 높은 가격으로 팔고 수출 가격은 내려 국제 경쟁력을 높
이며, 생산자가 얻는 평균 가격과 소득의 유지⋅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수입규제, 대체품 규제, 포상금, 비료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이러한
구조(판매보드를 통한 독점적 구조 등)도 전쟁 기간 기에 시작되었지만, 전후에는
판매 보드에 의한 유통 관리가 지원책의 주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5. 1970년대 이후 지원 삭감 및 규제개혁
농업에 대한 보호를 나타내는 명목 지원률(호주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국제 가
격의 몇 %에 상당하는지에 관한 지표)은, 특수한 상황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때와
그 직후는 별도로 하면, 20세기 전반은 5〜10%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1950년대부
터 급상승하여 1970년경 15%를 넘어 최대에 해당한다(그림 1).
<그림 1> 농업에 대한 명목 지원률 추이
(단위: %)

자료: Lloyd, Peter and MaClaren, Donald（2015）“Relative assitance to Australian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since Federation”．玉井 哲也, ‘オーストラリアの農業⋅農政―200年の展開―’,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硏究所(Primaff), 201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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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는 이러한 국내 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는 불합리한 자원 배분
을 조장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을 방해한다고 하는 인식이 퍼졌다. 그 결과, 규제와
보조를 폐지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 1970년대 초반부터 경제 전반에 있어서
개혁이 시작되었고, 농업 지원도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1970년대에는 관세율이 인하되어 포상금이 차례차례 폐지되었다. 1980년대에
는 비료 보조금이 폐지되어 설탕 수입이 해금되었다.
유통을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의 개혁도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면화, 감귤, 건포도, 사과, 배, 계란 등에서 판매 보드의 기능⋅권한 축소가
진행되었다.
밀에 있어서 AWB는 1980년대에 국내 시장이 자유화되어, 2000년 이후 수출 독
점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권한을 잃어갔다. 2012년에는 밀 유통이 완전하게 자유
화 되었다. 각 주정부 관리 하에 놓여 있던 보리 등 곡물 판매 보드도 독점권을 잃
었다.
<그림 2>는 호주 정부가 WTO에 통보한 국가 무역기업 수의 추이이다. 판매 보
드의 수출 독점 폐지에 대응하여 감소하고 있다. 현재에도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것
은 쌀 판매 보드뿐이다.
<그림 2> 국가무역 기업 수의 추이

자료: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WTO 통보 자료임. 玉井 哲也, ‘オーストラリアの農業⋅農政―200年の展開―’,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硏究所(Primaff), 201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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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농업에 대한 지원삭감과 규제완화가 진행된 결과, 오늘날 호주 농업
은 가격과 유통 규제는 적고 명목지원률은 수 % 정도에 해당하는 지극히 낮은 보
호수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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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Q)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농업 특징(2010년 6월 1일)’, https://kin.
naver.com/qna/)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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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9편

중국의 닭고기 조제품 생산⋅수출 동향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령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음식의
외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편의점2)이나 패스트푸드3), 반찬 등
에 이용되고 있는 식육 가공품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튀김, 꼬치
등과 같은 닭고기 조제품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도 생산되지만, 일본은 중국과 태
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미국 등에서 닭고기나 닭고기 조제품 수입을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中国における鶏肉調製品の生産⋅輸出動向’, ｢畜産の情報｣ 2020
년 10월호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편의점(convenience store, 약어 CVS). 편리함(convenience)을 개념으로 도입된 소형소매점포. 주로
역주변⋅도로변 등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입지하여 장시간 영업을 하며, 점포에 따라서는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체제로 생필품을 판매하는 점포도 있다. 맞벌이부부⋅독신자 등 비교적 목적구매 성향이
두드러진 고객을 겨냥하여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89년 중반 한국에 도입된 편의점은 미국인들의
편의지향 생활방식이 낳은 종합소매업의 혁신적인 형태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소비자가 각종 생활용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장시간 영업하는 방식을 택
하고 있다. 편의점은 미국식의 CVS와 유럽식의 스파(SPAR)가 있다. CVS가 24시간 영업체제인 데 비
해, SPAR는 오전 7시∼밤 11시까지이다. CVS는 현재 미국 전역에 빅 3사(社)로 불리는 사우스랜드
사⋅데어리마트사⋅서클K사 등에서 2만여 점포를 내고 있으며, 일본에는 4만 5,000여 곳의 편의점이
성업 중이다. 한편, SPAR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세계적으로 3만여 점의 점포를 열고 있다. 한
국에는 89년 동화산업(同和産業)이 사우스랜드사와 제휴하여 세븐-일레븐을 개설한 데 이어, 로손,
서클K, LG25(현 GS25), AM/PM, 패밀리마트(현 CU), 미니스토어 등이 잇달아 개설되어, 편의점 붐을
일으켰다. 보통 25∼40평이 기준이며, 25∼35세의 도시 사람들이 주 고객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3) 패스트푸드(fast food). 햄버거⋅도넛⋅닭튀김과 같이 가게에서 간단한 조리를 거쳐 제공되는 음식.
패스트푸드란 주문하면 곧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용기는 종이로 되어 있어 1번 쓰고
버리며, 조리도 오븐에서 데우는 정도로 간단하므로 소수의 인원으로 손님의 주문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는 1970년대 들어와 간편하다는 장
점과 젊은 층의 양식화 경향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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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조제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일본 수입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닭고기 조제품 생산 상황과
일본 수출 동향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ALIC) 조사단은
2019년 12월 베이징 시(北京市), 산둥 성(山東省) 및 허베이 성(河北省)을 조사하
였다. 이 글은 이들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닭고기 가공품’이란 닭을 주 원료로 하여 구이 또는 삶거나 끓이거
나, 찜 또는 건조하거나 조미하는 등의 제조 행위를 추가한 식품을 말한다. 이 중
각국 내에서 생산된 것을 각각 ‘일본산 닭고기 가공품’ 및 ‘중국산 닭고기 가공품’
으로 표시한다.

‘닭고기 조제품’이란, 닭고기 가공품 중에서도 일본 재무성의 ‘수입통계품목 표
(실행관세율 표)’의 통계 번호 1602.32-290에 포함된 수출입 관련 제품을 말한다
(그림 1). 다만, 중국에서 일본으로 닭고기 가공품 수출은 후술하는 축산물 수입위
생 조건에 따라 제조하여 가열처리4)된 ‘닭고기 조제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위안=15.2엔=172원(엔화의 경우 2020년 8월 말 TTS-달러
환율:15.20엔, 원화의 경우 2020년 8월 31일 기준 환율: 171.96원)을 사용하였다.

4) 가열 처리(heating treatment, 加熱處理). 환경공학용어사전에서는 오니(汚泥) 농축을 하기 전의 개질
처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오니를 반응기에 넣고 170~210℃, 10~20기압으로 약 0.5~2시간 증기로
가열 처리하면, 콜로이드상 물질을 응집하고 세포질을 분해해 탈수성을 좋게 하고, 오니 농축의 효율
을 높일 수가 있다. 유기물을 포함한 폐수나 여과성이 나쁜 활성 오니 등에 적용 된다. 간단히 열처
리라고도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편찬한 농업용어사전에 의하면, 특히 축산부문에서 원료농축을
행하기 전의 가열처리를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공학용어사전, 1996. 4., 환경용어연구회
및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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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닭고기 가공품에 대한 이 글에서의 정의

자료: 중국축목협회백색육계연맹(中國畜牧協會白羽肉鷄連盟)에서 청취조사에 의해 ALIC 작성. 日本農畜産業振興
機構(ALIC),‘中国における鶏肉調製品の生産⋅輸出動向’, ｢畜産の情報｣ 2020년 10월호에서 재인용

2. 일본의 닭고기 가공품 수급 동향
일본에서는 2019년에 닭고기를 164만 톤 생산하고, 56만 톤 수입하였다(그림
2). 이들 닭고기를 원료로 일본산 닭고기 가공품이 생산되어, 2019년에 가공용으로
사용된 것은 국산 닭고기 중 4만 5,649톤, 수입 닭고기 중 9,541톤이었다(그림 3).
<그림 2> 일본의 닭고기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자료: 생산량은 ALIC 조사, 수입량은 財務省 ｢貿易統計｣.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中国における鶏肉調製
品の生産⋅輸出動向’, ｢畜産の情報｣ 2020년 10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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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닭고기 가공품용 물량 추이

주 1: 수량은 부분육 환산.
2: 가공용 물량은 식육가공공장에서 보고된 수량.
자료: 日本ハム⋅ソーセージ工業協同組合｢食肉加工品等流通調査｣.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中国における
鶏肉調製品の生産⋅輸出動向’, ｢畜産の情報｣ 2020년 10월호에서 재인용

일본은 다량의 닭고기 조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같은 해의 수입량은 제품 중
량 기준으로 51만 톤5)이었다(그림 4). 수입 대상국은 신선 닭고기와 그 가공비가
일본보다 싼 태국 및 중국이 지배적이다.
수출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6))가 발생하면, 그 나라에서 닭고
5) 통계 품목 번호 1602.32-290의 실제 무게이며, 고기, 고기 부스러기 또는 피의 중량이 전 중량의
20%를 넘는 것을 가리키고, 닭고기 이외의 것(꼬치, 채소, 조미 액체 등)도 함유된 중량이다.
6)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 또는 avian Influenza, AI)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전염병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A, B형이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그 중 A형만이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emagglutinin(HA)과 neuraminidase(NA)라
는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 데, HA는 18종이, NA는 11종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단백질
의 조합에 따라 모두 198종류(=18×11)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
되고, 특히 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기구, 매개체, 사료, 새장, 옷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철새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철새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자연 병원소로서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철새들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
금류에 옮겨졌을 때에는 고병원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닭의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이 되면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폐사하게 된다. 폐사율은 병원성
에 따라 다른데 병원성이 높은 경우 폐사율이 높아지게 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유형 중 H5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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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입은 원칙적으로 정지된다. 하지만, 닭고기 조제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수
출국의 가축 방역체제나 제품의 원료가 되는 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생닭을 다
루는 식조처리장7) 및 닭고기 가공시설이 위생조건을 충족시키고, 제품에 일정 조
건 하에서 가열처리가 되었다면 수입이 가능하다. 즉,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
이 인정하는 시설에서는 단속적으로 대일 수출이 가능하다8).
이 때문에 태국 및 중국에서는 2004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9)) 발생 이후, 수출품을 닭고기에서 닭고기
조제품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수입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H7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드물게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도 있다. 감염경로는 조
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 또는 그 배설물로 오염된 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7) 닭이나 오리 등 식용조류 처리장(도계장 또는 도압장으로 부름)으로 중소가축의 도축장과 같은 것을
말한다.
8) 일본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청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닭고기 조제품 등의 가열처리된
가금육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 수출국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등 질병의 국
내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 (2) 생닭을 생산하는 농장에서 도살 전 21일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식조처리장, 닭고기를 가공하는 조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일본 정부의 지
정을 받고 있을 것, (4) 가금육 등의 원료로 제공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3)의 식조처리장에서 수출국
정부 기관의 검사관이 하는 도살의 전후의 검사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 (5) (3)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 가열처리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 등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日本農林水産省 動物檢疫所 ホームページ(홈페이지),‘家きん肉等の家畜衛生条件’(https://www.
maff.go.jp/aqs/hou/require/chicken-meet.html)에 게재된 각국의 조건 가운데 ‘아래의 가금육 등은
가축 위생조건에 따라 가열처리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라고 적힌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자료에서는 중국의 시설 인증 및 제품의 가열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9) AI는 빠른 속도로 많은 닭을 죽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일으키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로 나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의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
되어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Orthomyxoviridae과 A형 Influenza 바이러스속으로
분류되는 negative sense RNA 바이러스로서 다른 RNA 바이러스와는 달리 서로 다른 8개의 RNA 분
절로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혈구응집소(hemaglutinin, HA)와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NA)의 표면항원 유전자와 M, NP, PB2 등 6개의 내부 유전자로 나뉘어진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
스는 혈청아형이 매우 많은 데, 이것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헤마글루티닌(HA)과 뉴라미니다아제
(NA)라는 두 종류의 단백질의 조합에 의하여 분류되는 것으로, HA단백질 16개(H1〜H16)와 NA단백
질 9개(N1〜N9)가 144종류의 혈청형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H1N1, H1N2, H5N1, H9N2 등의 혈
청형이 만들어 지며, 같은 혈청형이더라도 병원성은 다른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 병원성은 주로 HA
유전자와 관련이 있으며 HA 단백질 분절 부위에 특정한 유전자 배열을 나타내면 고병원성으로 분류
한다. 현재 중국 등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들도 대부분 혈청형 H5N1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H5형 또는 H7형에 속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우리
나라의 AI 상황과 관련해서는 허 덕 외, ｢2017/201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발생･대응사례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 28과 허 덕 외, ｢2016/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대응사례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 및 허 덕 외, ｢2014/15년 AI 발생･확
산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연구(2014/15년 AI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등을 참조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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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중국산 닭고기 가공품은 태국산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식품안전에 관
한 문제10)가 발생한 바 있다. 태국산은 일본 제품규격에 맞는 커트와 조제방법 등
에 의한 품질 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다.
2019년 일본의 닭고기 가공품 수입량 점유율은 태국이 약 60% 정도이고, 중국
이 40% 가깝다. 하지만 샐러드 치킨은 중국이 더 많다11). 또한 각국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가공품의 배분처를 보면, 중국산은 주로 외식 등 업무용으로, 태국산은 업
무용은 물론이고 소매에도 유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10)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발생한 만두에서 유기인계 약물 메타미도포스가 검출된 ‘중국산
냉동 만두 사건’과 2014년 7월에 발각된 중국 식품가공공장이 제조한 식육가공식품에 소비기한 마감
의 닭고기 등을 쓰던 ‘식품 소비기한 마감 사건’등이 있다. ‘식품 소비기한 마감 사건’에서는 사건의
원인이 된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이 일본이나 미국 등 다수의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으며, 세계 식품
기업이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2014년 7월에 발각된 중국 식품가공 공장에서 제조
된 식육 가공식품에서 소비 기한이 마감된 닭고기 등을 쓰던 문제이다. 이 사건 뒤 중국 국내의 닭
고기 소비가 대폭 감소하였다. 또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은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식품기업들이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출처: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11) 일본에서 닭고기조제품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샐러드 치킨 취급량을 살펴보면, 2019년(예상)
증가율은 2018년에 비해 적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소시지 타입의 신장
률은 높으며, 상품의 차별화⋅다양화가 진행되어 있다. 샐러드 치킨 원료의 원산국별 비율을 살펴보
면, 국산은 보합, 태국산은 증가, 기타는 감소하고 있다. 또, 그 외의 내역은 중국산, 브라질산이며,
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취급업자는 원산국을 결정할 때 공급면이나 품질면, 코스트면 외
에 거래처로부터의 요청을 중시하고 있다. 샐러드 치킨의 판매처별 비율을 살펴보면, 편의점 감소,
슈퍼마켓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이 판매처의 중압으로 여겨져 왔지만, 서서히 슈퍼마켓
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2019년) 강화하고자 희망하는 대응(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판매 채널
의 확대’가 5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먹는 방법(레시피) 제안’(47%), ‘맛(플레버)의 종류 확
충’(47%),‘맛과 산지, 영양 면을 중시한 고부가가치 상품 확충’(35%), ‘편리함에도 중점을 둔 상품 확
충’(35%), ‘기타’(6%)로 뒤를 이었다. 가장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블록타입(한 팩의 가슴살을
이용한 상품)의 시장은 성숙기에 수입되며, 향후 큰 성장은 예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각 사는
맛(플레버)의 종류 확충뿐만 아니라 저칼로리, 고단백질 이외의 영양면을 고집한 상품이나, 지금까지
이상으로 간편성이 높은 상품등의 개발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닭고기 조제
품 이용 실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畜産の情報｣2015년 9월호,‘鶏肉調
製品の輸入および利用実態に係る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鶏肉調製品の輸入量は今後も増加と予
想’(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5/sep/spe-03.htm)과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ホ ー ム ペ ー ジ ( 홈 페 이 지 ) , ‘ サ ラ ダ チ キ ン の 需 給 動 向 に つ い
て’(https://www.alic.go.jp/r-nyugyo/raku02_000076.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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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닭고기 조제품의 수입량 추이

주 : HS코드는 1602.32-290.
자료: 財務省｢貿易統計｣.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中国における鶏肉調製品の生産⋅輸出動向’, ｢畜産の情
報｣ 2020년 10월호에서 재인용

이처럼 닭고기 가공용 물량 및 닭고기 조제품 수입 물량은 증가 경향에 있는 것
으로 볼 때, 닭고기 가공품 수요 역시 증가 기조에 있음이 드러난다.

3. 중국의 닭고기 가공품 생산 현황
3.1. 원료 닭고기 공급 상황
중국의 육류 공급을 보면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은 돼지고기에 이어 많이
생산되고 있다. 2019년 육류 생산량은 2,239만 톤이었다. 이 중 약 60% 정도인
1,375만 톤이 닭고기이다12).
육계에는 재래종인‘황색 육계(黃羽肉鷄)’와 구미 등에서 도입된 외래종인‘백색육
12) 중국에서는 오리, 거위, 비둘기 등 다양한 ‘가금’이 사육되고 있으며, 돼지고기에 이어 가금육이 많
이 소비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가금 총 출하 마릿수는 약 146억 마리이며, 가금육 생산량은 2,239
만 톤이다. 산둥 성(산동성), 허난 성(하남성, 河南省)을 비롯한 중국 동부부터 남부에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1,375만 톤으로 가금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생산량이다.(출처: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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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白羽肉鷄)’2종이 사육되고 있다13). 닭고기 생산량 가운데 약 70% 정도가‘백색
육계’에서 생산된 닭고기(이하 ‘백색닭고기’, 사진 1)14)이다.
이들 가금육은 신선육을 가정이나 외식에서 조리하여 먹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육포 등으로 가공되어 왔다(사진 2).
<사진 1>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진 2> 오리고기 육포. 슈퍼마켓의

백색닭고기. 부위별로 커트되어 판매되고

총채(総菜) 매장이나 스낵 판매장에서도

있다.

많이 볼 수 있다.

13) 중국에 있어서 육계는 해외 수입 품종인 백색육계와 토종인 황색육계가 있는데, 이 두 부류는 사육
기간과 유통 경로, 소비 방식 등 측면에서도 구별되어 있다. 백색육계는 1980년대에 서양에서 수입
되어 퍼져 왔다. 사육기간은 42〜48일로, 출하 체중은 2kg을 넘는다. 황색육계는 55일 이상 사육되
어 출하 체중은 2kg 미만의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오골계는 황색육계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120
일 이상 사육된다. 이 때문에 연간 출하 마릿수는 대략 45억 마리이지만, 닭고기 생산량은 2배 가까
이 차이가 난다. 또 백색육계는 허베이 성(하북성, 河北省) 등 동북부에 많은 고기는 도매상과 소매
를 통하여 부위별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공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과 유럽 등으로 수
출하는 닭고기 조제품도 백색육계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편 황색육계는 광둥 성(광동성) 등 남부에
많으며, 약 90%가 생닭 시장에서 거래되고, 통닭구이나 수프 등 통닭 그대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중국의 닭고기 생산과 소비 동향,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畜産の情報
2020年 5月号의 ‘中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の見通し’(https://www.alic.go.jp/content/001177
622.pdf) 및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그리고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0
〜2029년)(요약)’,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최근의 수급동향에 대해서는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畜産の情報 2020年 10月號의 需給
動向(海外),‘鶏肉供給体制は整うも, 需要増により輸入量は大幅に増加’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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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의 일부는 동남아 등에 수출되지만,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게 되면 가금육 수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질병 발생에 좌우
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닭고기 조제품 생산에 힘쓰고 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닭고기 조제품 수출 물량의 70〜80%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는 모두 백색육계라는 것이다. 결국, 닭고기 조제
품 생산동향은 백색육계 생산과 국내 소비 동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3.2. 닭고기 조제품 생산 체제
닭고기 가공품은 닭고기를 사들이고 생산하는 전문기업도 있지만, 중국도 일본
처럼 수직 인테그레이션15)(Integration, 통합)이 진행되어 대부분을 양계의 인테
그레이터(Integrator, 통합 주체)가 생산한다.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조
사를 실시한 중국 현지의 닭고기 가공품 생산업체 3곳은 국내 수요용 가공품, 수
출용 닭고기 조제품 모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닭고기 조제품 전용 공장을 소유하
고 있다.
또 3곳 모두 그룹 회사 내에 직영 양계장뿐 아니라 사료생산회사나 종계(Parent
Stock, PS16)) 생산업체, 식조처리장을 소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원료인 닭을 조
달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테그레이터는 수송비용과 위생관리 측면 확보 등의 이유로 양계
장과 식조처리장 등 관련 시설을 100킬로미터 이내인 인근에 배치한다. 조사한 3
개 회사도 모두 식조처리장과 가공공장이 인접하고 있었다.
이들 공장은 환경 규제에 따라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 입지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 농민을 고용함으로써 종업원을 확보하고, 공장부지 내에 식당과 기숙사도 병

15) 인테그레이션, integration). 수입, 생산, 도매와 소매를 포함하는 유통을 일관해서 한 가지 주체(예를
들면 종합상사, 농협 등)가 계열화하여 다루고,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 그 예로는 브로일러
(broiler)로써,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업계에서 생산, 가공, 판매를 통합함으로써 생산의 효율화를 꾀하
여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 인구, 식량생산, 영양, 건강 등의 모든 문제를 체계적 프로
그램(integrated program)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에도 이용한다. 즉, 체계화의 의미가 있다.(출처: 네이
버 지식백과 영양학사전, 1998. 3. 15., 채범석, 김을상, https://terms.naver.com/).
16) 식용으로 비육되는 육계(커머셜(Comecial chick, CC)는 종계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그 부모 세대인
종계를 PS(종계), 조부모 세대를 GP(원종계)라고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육계를 생산하는 데, 그 병아
리를 생산하기 위한 GP(원종계)와 PS(종계)를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출처: 허 덕, 김태
련, 김수연,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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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 있었다. 인테그레이터는 농촌진흥을 중시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농민의 수입 확보에 의해 지역 공헌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 3,4).
<사진 3> 허베이 성에 있는 공장. 거리의 중심부로부터

<사진 4> 공장에서 5km 정도의

떨어진 장소에 있지만, 부지 내에 직원 숙소나

민가. 민가 주변은 옥수수 밭.

식당(사진 우측 건물)을 정비하여, 종업원의 직주(職住)
접근을 실현하고 있다.

3.3. 닭고기 조제품의 생산 공정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가공품은 가열품, 숙성
품, 양념품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열품에는 튀김, 꼬치, 샐러드 닭고기, 육포 등
품목의 종류가 많다. 숙성품은 햄⋅소시지류를 말한다. 양념품은 신선육을 양념이
나 향신료로 양념(전(前)조리)한 상품이다.
조사를 실시한 기업도 튀김이나 닭 꼬치 등 가열품을 생산하며, 제품의 일부를
닭고기 조제품으로 일본과 영국, 네덜란드 등에 수출하고 있었다. 해당 기업도 인
테그레이터여서, 양계장과 식조처리장도 자사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들의 닭
고기 조제품 제조공장 내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에 그 공정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
다.
우선 인접 또는 10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식조처리장에서 닭고기 조제품용으로
커트된 닭을 사들인다. 공장 내에서는 (1) 상품에 맞춰서 닭고기를 커트하고, (2)
필요에 따라 양념 작업을 한다(사진 5). (3) 또 닭고기 볼(치킨 볼)과 만두 등 가공
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 때는 수작업으로 가공⋅성형 작업을 한다(사진 6). 그 뒤
(4) 찜, 튀김 등 가열 조리를 한다(사진 7). (5) 개별 포장된 뒤, (6) 금속탐지 등
검사를 받아(사진 8), 합격한 것이 (7) 냉동 보관되어 출하된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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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2) 양념작업용 기계. 튀김

<사진 6> (3) 가공⋅성형시설. 이 공장에서는

등을 제조할 때. 안에 양념소스를

그룹리더가 흰색모자, 위생관리직원이

넣어 일정시간 넣어둔다.

적색모자를 착용하고 있으며, 보는 것만으로
역할을 알 수 있다.

<사진 7> (4) 가열조리용

<사진 8> (6) 검사기구(금속탐지기). 제품을

스팀(패치식). 스팀에는 연속식과

개별포장 후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패치식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이물질혼입이 없는지 확인한다. 작업은 모두

사용을 달리한다.

자동화되어, 모니터 체크하는 사람 1인 배치로
충분하다.

<그림 5> 닭고기 조제품 생산공정

자료: 현장 청취조사에 의해 ALIC 작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中国における鶏肉調製品の生産⋅輸出動
向’, ｢畜産の情報｣ 2020년 10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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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정을 실시하는 작업 에어리어(구역)마다 온도와 습도가 공조설비17)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작업에 있어서는 공정마다 작업원 중에 그룹 리더나
위생 관리 직원을 배치하여 진척 확인 및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ISO
2200018)등을 취득하고, HACCP19)에 의한 관리 하에 생산하는 등 위생관리는 철
17) 공조 설비(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약어 HVAC). 서고 또는 시설 내의 온도, 습도, 유
해 기체 농도, 분진 농도 등을 조절하는 설비. 온도 및 습도의 조절을 위해 냉동기와 보일러가 같이
가동되며, 유해 기체, 분진 등은 여과 장치를 통하여 제거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기록학용어사
전, 2008. 3. 10., 한국기록학회, https://terms.naver.com/)
18) ISO 22000은 식품안전을 다루는 국제표준화기구가 개발한 표준이다. 그것은 ISO 9000의 일반적인
파생상품이다. 식품 안전은 소비 시점의 식품에서 식품에 의한 위험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식품
안전 위험은 식품 사슬의 어느 단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식품체인을 통한 모든 당사자들의 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SO 22000 국제 표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요건을 명시한다. 1) 쌍방향 의사소통, 2) 시스템 관리, 3)
필수 프로그램 등이 그 것이다. 위의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는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
었다. 모든 관련 식품 안전 위해요소가 식품 체인 내의 각 단계에서 식별되고 적절히 제어되도록 하
기 위해 식품 체인을 통한 통신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식품체인의 상류와 하류 양쪽 기관들 사이의
통신을 의미한다. 확인된 위험과 통제 조치에 대한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의사소통은 고객 및 공급
업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는 체인 전체에서 효과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체인 내에서 조직의 역할과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장 효과적인 식품안전 시스템은 구조화된 관리시스템의 틀 안
에서 구축, 운영, 갱신되며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활동에 통합된다. 이것은 조직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한다. ISO 22000은 두 표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ISO 9001과 일치했다. ISO
22000은 다른 관리 시스템 표준과 독립적으로 적용되거나 기존 관리 시스템 요건과 통합될 수 있다.
ISO 22000은 위해요소 중 분석 및 중요 제어 지점 관리(HACCP) 시스템의 원칙과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개발한 적용 단계를 통합한다. 감사 가능한 요건을 통해 HACCP 계획
과 필수 프로그램을 결합한다. 위해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이
다. 위해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통제조치 조합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ISO 22000은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시설의 유형과 관련될 수 있는 위험
을 포함하여 식품체인에서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
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기관이 특정 확인된 위험원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기관이 통제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결정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위험요소 분석 중, 조직은 전제
조건 프로그램과 HACCP 계획을 결합하여 위험관리를 보장하는 데 사용할 전략을 결정한다. ISO는
ISO 22000과 관련된 추가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은 ISO 22000 표준 제품군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다음과 같은 표준이 ISO 22000 표준 제품군을 구성한다. 관련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ISO 22000: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식품 체인 내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구 사항. ISO 22001: 식품
및 음료 산업을 위한 ISO, 9001:2000의 적용에 관한 지침(대체: ISO 15161:2001). ISO/TS 22002:
식품 안전에 관한 전제 조건 프로그램—1부: 식품 제조, 2부: 음식 공급, 3부: 농업, 4부: 식품 포장
제조, 6부: 사료 및 동물 식품 생산. ISO TS 22003: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감사 및 인증을 제공
하는 기관을 위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ISO TS 22004: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ISO 22000:2005
의 적용에 대한 지침. ISO 22005: 피드 및 식품 체인 내 추적성-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위한 일반
원칙
및
기본
요구사항
등이
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SO_22000)
19)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
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
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해썹’ 또는 ‘해십’이라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하였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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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게 되고 있었다.
또 이들 공정의 거의 모든 것을 기계로 하는 기업도 있지만, (1)의 커트와 (3)의
가공⋅성형 공정을 모두 사람이 작업하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
이 경영 과제가 되어, 새로운 대형 기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도 많다.
닭고기 조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생고기를 공급하는 식조처리장은 수출 시
설 인증을 받고 있다.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시설 인정을 받
아야 한다. 즉, 중국 정부 가축위생 당국이 지정 기준20)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가열처리 시설을 일본 정부의 가축위생 당국에 신청하여, 일본 측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닭고기 조제품은 (1) 끊는 포화 수증기에 닿게 하거나 식용유에 튀김으로써 중
심 온도를 1분 이상 섭씨 70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2) (1)에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해 해당 가금육 등의 중심 온도를 30분 이상 섭씨 70도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들 위생 면과 품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 수입업체가 중국 측 공장 설
비 투자나 작업원에게 기술 지도를 하는 사례도 있다.

HACCP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
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
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HACCP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HACCP은 NASA(미항공우주국)의 요청으
로 1959년 필스버리(Pillsbury)사가 우주식에 적합하게 개발 한 것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병원균 혹은
생물학적 독소가 전혀 없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무균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공정, 원
료, 환경 및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여야 한다. 안전한 우주식량을 만들기 위해 필스버리
사와 미육군 나틱(Natick) 연구소가 공동으로 HACCP를 실시한 것이 최초이며, 1980년대에 일반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업체의 자율적이고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식
품위생법 제 32조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현재는 법개정에 따라 48조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HACCP 관련 고시를 보면 HACCP 시스템에 의한 식품 위생관리는 물론 전제
가 되는 시설설비 등의 일반적 위생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위생관리 할 수 있는 식품의 제
조⋅가공⋅조리방법을 의미하고 있다. HACCP은 위해분석(HA : 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CP :
Critical Control Point)으로 구성되어 있다. HA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전공정의 흐름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이고, CCP는 확인된 위해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위해요소를 의미한다.
HACCP는 전 공정에서 CCP를 설정하여 각 CCP의 지점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 해당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HACCP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규정된
12단계와
7원칙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0)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닭고기 조제품 수출에 관련된 위생조건에 규정된 ‘지정 기준’에 대해서
는 農林水産省, ‘中国から日本国向けに輸出される加熱処理家きん肉等に関する家畜衛生条件案’
(https://www.maff.go.jp/aqs/hou/require/pdf/cn_ht_chicken_meat.pdf)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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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산 닭고기 가공품의 수요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닭고기 가공품 총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
대신하여 인테그레이터에 의한 생산량을 집계하면, 2018년 200만 톤의 닭고기 가
공품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이 중 180만 톤이 중국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10% 이상이 가열품, 70% 이상이 양념품이다. 이들은 소매나 편의점, 패스트 푸드
등 외식에 출하되고 있다.
20만 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지만, 이 중 16만 톤이 일본을 대상으로, 4만 톤이
EU로, 나머지 약간 물량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방문한 3곳
중 1곳은 1년간 2〜3만 톤을 수출하고 있었다. 중동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에서
는 제조공장에 공급되는 닭고기는 모두 할랄(HALAL)21) 방식으로 제거되고, 제조
공장은 할랄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도 모두 할랄 제품이라는 점에
서 수출 상대국 수요에 따른 생산체제가 확보되어 있었다.
중국 국내외에서 소비되는 닭고기 가공품의 종류와 수요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다.

4.1. 국내 소비
중국에서는 닭고기 가공품으로 가열품, 숙성품, 양념품이 생산되고, 모두 국내
에서 유통되고 있다. 가열품은 닭의 각 부위를 간장 등으로 익힌 상품과 육포 등
반찬이나 간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많다(사진 9).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에서
가열하면 먹을 수 있는 조리 후 냉동식품도 잘 팔리고 있다.
이들 냉동식품은 중국의 전통적인 가정 요리가 아닌 닭고기 튀김, 치킨 가츠(커
틀릿, cutlet22)) 등 구미의 음식이 많다. 이런 상품의 소비가 늘어난 데는 인테그
21) 이슬람교에서 ‘허용된다’라는 뜻. 식육의 경우 돼지고기 이외의 식육에서 계율에 따라 도축, 처리,
조리된 제품을 말한다. 채소 곡류 등 식물성 음식과 어류 등 해산물, 육류 중에선 닭고기, 소고기 등
이 포함된다. 술, 돼지고기 등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은‘하람(haram)’이라고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22) 축육(畜肉)에 빵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긴 서양요리. 비프(쇠고기), 포크(돼지고기), 치킨(닭고기) 등
이 흔히 쓰이나, 비프나 포크의 커틀릿은 한국에서 만든 서양요리이며, 서양에서는 만들지 않는다.
비프는 기름에 들어가면 맛국물이 빠지고, 또 포크는 습관상의 이유로 쓰지 않는다. 서양의 커틀릿은
송아지고기, 치킨을 쓰며, 튀기는 방법도 기름을 조금 넣고 프라이팬에서 굽듯이 지져 낸다. 커틀릿
에 곁들이는 음식으로는 튀긴 감자, 채소류, 국수, 버터에 볶은 밥 등이 어울린다고 한다.(출처; 네이
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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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터가 수출용으로 생산하던 상품과 같은 상품이 국내에서도 판매되게 되면서,
소비의 저변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최근 수요가 증가한 샐러드 닭고기도 자국 내의 건강 지향의 고조에
따른 가슴살 소비가 늘어나면서,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기회가 늘어
났다.
<사진 9> 가열품
종류가 다양한 닭다리 육포. 1봉
180g에 약 14위안(213엔=2,408원).
중국에서는 간식으로 극히 일반적으로
소비되며, TV를 보면서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

중식용 치킨너겟이나
치킨가츠(냉동). 가정에서
기름에 튀겨 먹는다. 1본당
500g-1kg 상품이 많다.

샐러드 치킨.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샐러드 치킨과 마찬가지로
개별포장되어 있다. 1봉 100g에
약 12위안(182엔=2,064원).

* 2019년 12월 상순. 베이징 시 및 산둥성 칭타오 시내에서 조사.
** 사이즈, 가격은 조사범위에 한한 가격.

숙성품은 햄⋅소시지 등으로 돼지고기 제품이 많지만, 닭가슴살 햄이나 돼지고
기와 닭고기 소시지 등도 볼 수 있었다(사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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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닭 가슴살의 햄
상단은 1봉 120g에 15.8위안(240엔=2,718원), 하단은 1봉 150g에 13.9위안(211엔=2,391원)

양념품은 생고기를 양념한 것으로, 중국식 양념이나 향신료를 추가시켜 세분된
것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사진 11).
<사진 11> 양념 가열품
커트, 양념된 상품. 가정에서 가열만 하면 된다. 1팩 150-500g으로, 중식용 가열품보다 작은 사이즈로 판매
되고 있다.

* 2019년 12월 상순. 베이징 시 및 산둥성 칭타오 시내에서 조사.
** 사이즈, 가격은 조사범위에 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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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으로 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수요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점심
의 수요가 현저하다고 한다. 이번 조사한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모두 중국산
닭고기 가공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일반 소매점 이외에도 제조 공장에 병설된 직매점에서도 닭고기 가공품이 판매
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 닭, 닭고기 가공품 외에 삶은 레버(간) 등 반찬
도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직매점에서는 시내의 슈퍼마켓보다 싸게 구
입할 수 있다고 한다(사진 12).
<사진 12> 소매 이외의 판매 형태
가공기업 직판점

패스트 푸드

대규모 닭고기 가공품 생산기업의 공장 직판점. 식조
처리장이나 공장에서 생산⋅가공된 닭고기나 닭고기
가공품 외에, 매점 내에서 구운요리나 튀김요리를 만
들어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 점포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패스트 푸드
점. 오리고기 육포나 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 2019년 12월 상순. 허베이성 및 산둥성 칭타오 시내에서 조사.

최근에는 패스트 푸드점도 확대⋅보급되고 있다. 대형 외국 체인 점포 수도 많
아지고 있지만, 중국 자체 패스트 푸드 기업도 설립되어 점포수를 증가시키고 있
다. 이들 기업에서는 육포와 함께 후라이드 치킨 등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수요
환기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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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출
중국은 EU에는 찜닭 등 가공도가 낮은 제품을 수출하였고, 일본, 영국 등지에
는 가공도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대일 상품에는 튀김이나 꼬치구이,
치킨 너겟 등 일본의 식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 많다(사진 13).

<사진 13>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닭고기 조제품
튀김

용전(龍田)튀김

치킨 가츠

닭고기 볼(치킨 볼)

치킨 너겟

델리야끼 치킨

* 華郡 食品有限公司 제공.

이들 닭고기 가공품 수출 물량은 증가 경향에 있다.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질
병 발생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품질이 확보된 상품을 값싸게 안정되게 수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중국 측의 요인이 있다. 이 외에도 외식이나 점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국내에서 더 이상의 증산이 어렵다는
수입국 사정도 있다. 이에 대응하는 체제를 확보한 중국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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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23))에 의
해 중국과 주변국에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 여파로 닭고기 조제품 수출
이 저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인과 관계는 분명치 않다.
이어 2020년 상반기를 보아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24))으로
중국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 정지와 물류 정체 등이 있었다. 또한, 수입국
측에서 외식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이 전년 대비
13.6% 줄어든 11만 3,458톤으로 꽤 크게 감소하였다(표 1). 수입국 수요를 지원하
는 체제를 구축한 중국 기업, 향후의 생산 체제와 수출 전략이 주목된다.
23)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
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
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
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
생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
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변 등)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데, 잠복 기간은 약 4∼19일이다. 다만 ASF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
고 다른 동물에도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
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
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
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다. 초기에는 원인
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
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
다며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
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
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
행)을 선포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
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
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
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
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및 네이버 지식사전, 한경 경제용
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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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 추이
2020년 1-6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본

16.5

19.5

21.0

19.3

8.5

▲ 12.1

홍콩

2.3

2.3

2.6

2.9

1.3

▲ 4.9

영국

0.3

0.4

0.7

0.9

0.3

▲ 32.5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한국

0.4

0.5

0.7

0.8

0.3

▲ 33.3

네덜란드

0.7

0.8

1.1

1.3

0.5

▲ 38.8

기타

0.8

0.7

0.8

1.0

0.5

10.3

합계

21.0

24.2

26.9

26.1

11.3

▲ 13.6

주: HS 코드 160232.
자료: ｢Global Trade Atla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ALIC), ‘中国における鶏肉調製品の生産⋅輸出動向’, ｢畜産
の情報｣ 2020년 10월호에서 재인용

5. 향후 중국 국내의 닭고기 가공품 수급 동향과 일본 수출
5.1. 소비 행태 변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 생활수준 향상으로 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닭고기 가공품의 국내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
지는 닭을 통째로 끓이는 요리 등이 많았고, 부위별 소비에 대한 필요성은 미약하
였다. 하지만, 식생활 서구화에 따라 닭다리, 가슴살 튀김 등 새로운 요리 방법의
보급으로 소비 부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을 지향하는 데 대한 관심도 고조되면서, 닭고기 샐러드나 참치치킨
요리 등 닭고기 가슴살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
본에서 자주 먹는 닭고기 조제품과 같은 것들도 중국 내에서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외출이 제한된 때문에 일시적으로 외식이 감소하
고, 택배나 가정 소비가 증가하였다. 소매점 등에서는 보존이 가능한 냉동육은 물
론이고 신선육과 가공품 사재기도 일어났다고도 한다. 이에 따라 신선육과 가공품
유통이나 소비 동향이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25).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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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품 소비에 관한 통계가 없어 상세한 내용은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COVID-19 유행 중에 외출 제한이나 교통 제한이 있었지만, 곧바로 식육 가공
공장도 가동을 재개하며, 정부 지시에 따라 소비지에 식품이 차질 없이 수송되거
나 필요량의 고기나 야채가 각 가정에 배급하기도 하였다26). 이 때문에 이 글 작
25) 중국 언론사 신랑재경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국 간편식품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1,371억 위안
(23조 9,000억 원)을 기록, 전년대비 4.7% 성장했다. 총 이익은 87억 5,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1~5월 간편식품의 소비는 전년
동기비 1.5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 자제, 셧다운이 진행됐던 지난 2월에는 사재기까지 나
타나면서 증가폭이 21.3배에 달했다. 중국 라면시장 1위 기업인 캉스푸(康師傅)의 상반기 매출액은
32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 늘었다. 이중 라면 매출액은 149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퉁이(统一)의 매출액은 118억 위안인데, 이중 라면 매출은 52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2% 성장했다.
신랑재경은 최근 몇 년간 간편식품이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9년의
산업규모는 4,500억 위안에 달하고, 2025년에는 6,300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
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과 영양을 생각한 기능성 간편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
다는 분석도 나왔다. 왕레이 코트라 난징무역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중국 비만인구가 2억
5,000만 명을 넘어서며 비만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회 발전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건강의식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간편대체식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왕 무역관은 “간편식품은 단순히 식사대체에서 과학적인 다이어트, 영양보충의 개
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능성 간편제품의 수요는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며, 그 시장규모는
2024년 87억 8,000만 위안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출처: 머니투데이,‘코로나에 중국인 집에
서 보글보글...中라면왕 '캉스푸' 매출 껑충’, 2020년 9월 18일자 기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허 덕,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4)’,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5호(2020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을 참조하길 바란다. 또한, 동 자료 중 특히,‘중, 코로나19⋅홍수 여파 쇠고기도 공급부족, 돈육
파동 이어 가계부담 가중, 외식산업 회복에 수요는 급증, 국경절 특수 등으로 가격 더 오를 듯’, ‘코
로나19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컸던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간편식 시장 호황’(이상 2020년 9월), 등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6) 각 국 특히 중국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조치에 대해서는 허 덕,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
보(1)〜(4)’,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4호(2020년 8월)〜9권 5호(2020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중국의 관련 조치로서 동 자료의 ‘각 유명 전망기관, COVID-19로 중국경제를 비롯
한 글로벌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전망’, ‘중국 정부, 적극적 재정, 안정적 통화 발표와 더불어,
일부 지방정부는 생활보장 소득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상 2020년 3월), ‘COVID-19 확대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주요 동향’(2020년 5월),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대두 업계 관계자, ‘중국 대두 구매자
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의 보증을 원한다’고 보고’(2020년 6월), ‘중국, COVID-19로 인해
브라질 공장 3곳에서 육류 수입 중단을 조치’, ‘COVID-19로 중국 식품 소비 트렌드 빠르게 변화’,
‘FAO,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식량난 경고’, ‘美최대 육류회사 타이슨푸드, 140개 공장 코로나 검사’,
‘(중)국내 최대 거래 규모 농산물 전문 도매 시장,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영
업을 정지’, ‘2020년 상반기 양돈업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배(중국)’(이상 2020년 7월), ‘美 코로
나 사망자 벌써 17만 명. 저소득층은 식량난까지. 경제난⋅공급차질로 식량 값 올라, 굶주린 有자녀
가구 20%로 폭증. 부양책 협상마저 공전 '설상가상', ‘코로나 원인조사 둘러싸고 호주와 중국간 긴장
고조’, ‘호주 당국, 중국 멍뉴의 호주 유업체 인수 불허, 무역 분쟁 등으로 이어지며 관계 악화’, ‘시
진핑 주석, 특히 올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는 만큼
‘식량안보’경각심 강조’,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선정 발표’,‘중, 조미료, 육류, 조류, 계란, 야채, 수
산품, 과일, 음료수, 주류, 유제품 등 식재료 포함 20개 품목의 수입관련 15년 만에 세제혜택 부활’,
‘중국, 코로나19, 수해⋅메뚜기떼 등 피해로 올해 농작물 수확량 크게 감소 우려’, ‘식량안보 핵심 ‘대
두’, 미국 수출 중단 걱정 대체작물 연구 박차 ’(이상 2020년 8월), ‘중국,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미
가공업체 닭고기 수입중단’(2020년 9월) 등에 중국의 관련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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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당시에는 식육 가공품 생산과 유통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정보를 알기 쉽지 않
은 상태였다.

5.2. 향후 생산 및 수출 전망
중국 양계산업에 있어서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수출은 중요한 대응정책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도로 가공된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일본을 주요
수출국으로 인식하여, 국내 닭고기 수급 동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는 닭고기 증산이 계속되고 있으나, 돼지고기 생산량은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노동자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의 닭고기 조제품 생산체제는 아직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2019년 11월에는 미국에 대해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고, 2020년 1월
에는 제1차 미⋅중 경제무역협정 합의로 미국에서 닭고기를 포함한 농산품 수입을
증가시키려 하였다. 한편,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태국이 환태
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CPTPP27))에 참가를 표명하였으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
27)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
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
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
체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경제협력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
조를 유지하며, 미국의 양자 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CPTPP
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참여국들은 전자
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
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5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공
식서명을 마치고 각국이 국내 비준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던 도널
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비판하며, 2017년 1
월 TPP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즉, 총 12개국 중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경제권 규모와 참가국 인구가 대
폭 축소되는 것은 물론 TPP가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본의 주도로 TPP 협상이
진행됐고, 결국 11개국이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1000개 이상의 항목 중 의약품 특허 보호 등 미

336

Issue Box 9편 : 중국의 닭고기 조제품 생산⋅수출 동향

며, 수입국에서 COVID-19로 소비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점 등, 중국의 생
산체제 및 수출 경쟁력, 수출 대상국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아졌다. 이
러한 요인들을 모두 감안한다면, 향후 생산 및 일본 수출 동향과 전망을 하기는 쉽
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국을 보면 저렴한 가격을 주 무기로 하는 중국산과 고품질을 주 무기로 하
는 태국산의 경쟁이 치열하다. 반대로 수입국을 보면, 높은 가공도를 요구하는 일
본이나 영국 등이 있는가 하면, 낮은 가공도라도 좋아하는 EU와 같은 나라들도
있다.
이처럼 닭고기 조제품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함께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
문에, 향후 이러한 수급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 하지
만, 수출국에서의 생산비용 증가 경향이나 수입국에서의 수요, 정국 불안정과 같
은 불안 요소를 계속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맺음말
일본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령화 등을 배경으로 한 음식의 외부화로 닭고
기 가공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닭고기 가공용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닭고기 조제품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 조제품의 주요 수입 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서는 닭고기 가공품 수
출 물량은 증가 경향에 있지만,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닭고기 가공품 수요 증가도
만만치 않다. 닭고기 조제품 생산 기업은 앞으로도 생산량, 수출량을 모두 증가시
키고자 한다.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품에 대한 중국 국내 수요와 국제 정세가 수출
물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경우, 국내외에서 닭고기 조제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내 대
형 인테그레이터(통합자)는 더욱 증가시키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SF
에 따른 육류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 정세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이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22개 항목만 동결하고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동결한 항목들은 향후 미국이 복귀하면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협정의 명칭
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했다. 참여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
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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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수출 체제는 안정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비교적 저렴한 닭고기 조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닭고기 수급을 둘러싼 정세와 닭고기 가공품의 소비 동향은 앞으로
도 주시해야 할 포인트일 것으로 생각된다.
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해석해 보면, 중국과 같이 닭고기를 비
롯한 축산물 수출국의 국내외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곡물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
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닭고기 수입국인 경우, 닭고
기를 비롯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한다. 하지만, 수입 축산물(닭고기 등) 수요 증가
는 수입에 의해 충당된다. 국제 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의 곡물 수요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자국산
축산물(닭고기 등) 수요 증가 여부가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번에 살펴본 중국의 닭고기 가공품(특히 조제품) 수급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곡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닭 수요가 가공품 수요로 점
차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곡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정의 방향으로 미칠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기존 수요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같은 무게(1끼 식사량 등)를 생산
하는 데 있어 원료가 되는 닭고기를 사용하는 물량 자체는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의 축산물 수요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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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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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5편

태국의 국제농업협력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
김정호(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2 8)

1. 머리말
태국(Thailand)은 1960년대부터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2019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풍부한 자원과 기
술개발을 통해 아시아의 중심적인 농업국으로,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농식품 수출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태국에는 국제기구의 본부나 사무국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 산
하의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사회위원회(ESCAP) 본부를 비롯하여 UN 산하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가 방콕(Bangkok)에 개설되어
있으며, UN 기구의 지역사무소를 합하면 총 25개에 달한다. 그래서 세계 규모의
아시아권 국제회의가 대체로 방콕에서 개최된다.
이렇게 국제적 환경을 지닌 배경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태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떠나
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이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
건을 제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돈독하다. 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때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으며, 1959년에 수교하여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다. 양국은 아세안지
역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경제협력단체를 통하여 우호 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2016년에 농업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여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 kreik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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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태국의 국제농업협력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여 소
개한다. 소절로 국제기구와의 관계, FTA 협상 동향,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상황, 한국과의 농업협력 동향 등의 순으로 편성하여 서술한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COVID-19) 영향을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란다.

2. 국제기구와의 관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열강의 식민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친밀관계
를 맺어 많은 경제원조를 받았다. 현재 외교는 반공(反共)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
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공산국가들과도 돈독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내의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1)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1)
196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결성에 적극 참여하여 아세안의
결속 및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하였다. 창설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에 브루나이,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여 10개국
으로 늘어나 ‘아세안 10(ASEAN 10)’이라고 불린다.
아세안은 1990년대 들어 지역적 안보환경이 개선되면서 1992년에 아세안자유
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그리고 1994년에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출범시켜 정치⋅경제 분야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였다.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였으며, 선
발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 간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ASEAN 비전 2020’을 채택
하였다. 최근 2016년 비엔티안 정상회의에서는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 행동계획’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아세안연계성기본계획 2025’를 채택

1) 네이버 지식백과 “태국의 대외 관계”에서 편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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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89년에 설립된 UN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에이펙)는 방콕
에 본부를 두고 있다. 창설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와 아세
안 6개국 등 12개국이며, 현재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역내 각료들의 최고협의기구이다.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역경제통합
촉진, 경제적⋅기술적 협력, 역내 복지 증진, 우호적⋅지속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의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꾀하
고 있다.
태국은 인근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도 주력하였으며, 태국이 중심국가가 되는 광역경제권 결성을 궁극적인 목
표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3년에 태국의 주도로 메콩지역경제협력체(ACMECS;
애크멕스)를 설립하였으며, ACMECS에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
아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1년에는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를 출범시키고,
한⋅메콩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참여국들의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추진
해 오고 있다.

2) 태국 소재 유엔기구 사무소2)
태국은 UN 창립 이듬해인 1946년에 가입하였으며,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UN
산하의 여러 국제기구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① 본부 : 1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ESCAP)

②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 16개
식량 및 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신연맹(ITU),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 유엔 에이즈계획(UNAIDS), 유엔 개발계획(UNDP), 유
엔 환경계획(UNEP),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 인구기금
(UNFPA), 유엔 아동기금(UNICEF), 유엔 마약범죄국(UNODC), 유엔 연구
사업소(UNOPS), 만국우편연합(UPU)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관, 국제전
기통신연맹(ITU), 유엔 여성기구(UNWOMEN), 유엔 자원봉사단(UNV)
2) 네이버 지식백과, “태국 소재 국제기구 현황”(태국 개황, 2019. 11.)에서 편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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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지역 사무소 : 9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 동남아지역 사무소, 유엔 사막화방지기구
(UNCCD) 아시아지역 사무소, 유엔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
아시아지역 사무소, 유엔 인권위원회(UNOHCHR) 동남아지역 사무소, 세계
식량계획(WFP) 지역사무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유엔 산업
개발기구(UNIDO) 지역사무소, 국제이민기구(IOM) 동남아지역 사무소,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 동남아지역 사무소

④ 국별 사무소 : 4개
유엔 인간거주센터(UN-HABITAT), 유엔 훈련조사연수원(UNITAR), 국제금
융공사(IFC), 세계보건기구(WHO)

3) 태국 소재 기타 주요 기구 : 15개
그 밖의 주요 기구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공과대학(AIT), 아시아⋅태
평양우편연합(APPU), 아시아⋅태평양체신협의체(APT), 아시아재보험공사(ARC),
세계은행(IBRD),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방콕지역 대표단, 국제적십자연맹
(IFRC) 방콕지역대표단,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지원 사무소, 동남아수산개발센
터(SEAFDEC),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아시아⋅태
평양 양식연계센터(NACA)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동남아교육장관기구
(SEAMES), 국제이민기구(IOM) 동남아⋅태국 사무소,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
(CCOP) 동아시아 및 동남아지역 관할 사무소 등이 있다.

3. 양자 FTA 추진 동향3)
1) 호주(태국-호주 FTA)
2005년 1월 1일에 호주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발효 시에 태국은 전품목의
49%(호주는 83%)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또한 양국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여
3) 이 절의 내용은 일본무역진흥기구 홈페이지의 태국 자료(https://www.jetro.go.jp/world/asia/th/trade)
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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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시점으로 태국 측은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13품목(식육 관련)을
제외하고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2025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호주
측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하였다.

2) 인도(태국-인도 FTA)
2003년 10월 9일에 인도와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위한 기본틀 협정이 체결되었
다. 2004년 9월 1일부터 가전제품⋅자동차부품 등 83개 품목의 관세를 선행하여
일단 합의가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는 ‘얼리 하베스트’(EH, 관세 선행 인하)를 실
시하였다. EH 품목의 관세는 2006년 9월 1일에 모두 철폐되었고, 2008년 12월말
에 실시된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칙의 일반규칙에서 HS코드 6자리 수준의 변경
(CTSH) 및 부가가치 기준 35% 적용에 합의하였다. 그 동안 2012년 1월에 EH를
규정한 '태국⋅인도 자유무역지역 구축을 위한 기본협정'의 '제2수정 의정서'가 체
결되었다.

3) 일본(태국-일본 EPA:JTEPA)
2005년 9월에 기본틀에 합의하여 2007년 4월에 서명하고 동년 11월 1일에 발효
되었다. 이것은 물품 무역과 함께 세관 절차, 상호 승인, 서비스, 투자, 인적 이동,
지적 재산, 정부 조달, 경쟁 등 폭넓은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이다. FTA 성
과에 대하여 태국 무역협상국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태국은 총품목 중 2019년 시
점에서 99.1%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했는데, 일본은 총품목의 88.1%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미국(태국-미국 FTA)
2004년 6월부터 본협상을 개시하였다. 태국 내에서는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의약품 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에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측이 2006년 9월 쿠데타 이후 과도정부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태국 측도 이를 받아들인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2011년 미국은
FTA와 관련되지 않은 무역과 투자 등의 문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양자협의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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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5) 바레인(태국-바레인 FTA)
2002년 12월에 기본틀 협정을 체결하였다. 626개 품목의 얼리 하베스트(EH)를
실시하지 않은 채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태국은 관세동맹인 걸프협력회의
(GCC)와의 FTA 협상을 우선할 방침이다.

6) 페루(태국-페루 FTA)
2003년 10월에 기본틀 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 11월에 얼리 하베스트(EH) 의
정서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2009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 각료회의에
서 얼리 하베스트 제2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에 의정서가 발효
되었다. 페루는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자유화, 나머지 30%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
하고 있다.

7) 뉴질랜드(태국-뉴질랜드 CEPA:TNZCEP)
2005년 7월 1일에 뉴질랜드와 FTA가 발효되었으며, 호주와의 협상(TAFTA)을
모델로 하고 있다. 현재 태국이 수입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
하고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는 철폐되고 있으며, 나머지 물품의 관세는 2025년까
지 철폐하기로 하였다. 태국과 뉴질랜드는 2017년 7월 24일에 특정 농업에서의 무
역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뉴질랜드-태국 경제동반자협정(TNZCEP) 부속서3를
수정하는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8)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태국-EFTA)
2013년 8월 태국에서 EFTA와의 협상 틀이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어 국회에 제출
되었다. 태국에서 2014년 5월에 발생한 쿠데타로 협상을 중단하였으나, 정치 상황
이 정상화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협상 재개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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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U(태국-EU⋅FTA)
2012년 12월에 협상 틀이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어 2013년 3월에 협상을 시작하
여 5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었다. 태국에서 2014년 5월에 발생한 쿠데타로 협상을
중단하였으나, 2017년 12월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칠레(태국-칠레 FTA)
2010년 11월에 APEC 정상회의(일본) 개최기간 중 양국 수뇌 간에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서명하고 2015년 11월 발효하였다. 2018
년 현재 태국 측은 88.6%, 칠레 측은 90.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부분
은 8년간 서서히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 중이다.

11) 기타 국가
파키스탄(태국-파키스탄 FTA)과는 FTA 협상단계이지만 체결에는 이르지 않았
다.
터키(태국-터키 FTA)와는 FTA 틀이 협상단계이지만 아직 체결에는 이르지 않
았다.
스리랑카(태국-스리랑카 FTA)와는 2017년 7월 13일에 FTA 협상이 개시되어
2020년 내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 중이다.

4.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상황4)
1) 중국(ASEAN-중국 FTA)
ASEAN-중국의 FTA 기본틀 협정 하에서 얼리 하베스트(EH; 관세 선행 인하)
를 실시 중이다. 2003년 10월부터 HS07-08류(야채, 과일)의 관세를 철폐하고,
2004년 1월 이후 01-06류(농산물)의 관세인하를 개시하였다. EH 이외의 관세 인
4) 이 절의 내용은 일본무역진흥기구 홈페이지의 태국 자료(https://www.jetro.go.jp/world/asia/th/trade)
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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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005년 7월 20일부터 개시하였다. 그 후 기본틀 협정 하의 투자협정에 대해
서는 ASEAN과 중국 간에 2009년 8월 서명하였다.
ASEAN 선행 가맹 6개국 및 중국은 노멀 트랙(Normal Track;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폐지) 대상 품목에 대해 2010년 1월 1일에 관세철폐 완료하였다. 민
감품목에 대해서는 2018년 0~5%로 인하되었다. ASEAN 신규 가맹 4개국(캄보디
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노멀 트랙 대상품목에 대해 2015년에 관세 철폐하
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0~5%로 인하한다.
원산지 규칙에 대하여 일반사항은 누적 원산지 비율 40% 이상의 부가가치 기준
만 적용되었으나,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원산지 규칙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HS코드 4자리 관세분류 변경기준을 새롭게 적용한다.
농림수산품은 완전생산품(WO) 기준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규
칙(PSR)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정판 PSR도 2019년 8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단,
베트남의 경우만 2019년 8월 20일부터 실시).
2015년 11월 21일에 ASEAN과 중국은 ASEAN-중국 FTA 기본틀 수정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 인도(ASEAN-인도 FTA)
2003년 10월에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틀 협정을 체결하였다. 기본협정에는 얼리
하베스트(EH)의 실시, 2006년 1월부터 관세 인하를 개시하여 2016년 말까지 FTA
로서 확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8월에 후술하는 관세 철폐⋅인하 방식으로 협상에 실질 합의하였다.
2009년 2월말의 ASEAN 정상회의에서 서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세계 금융위기
의 영향이나 인도 측의 총선거가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여 서명이 재고되었다.
2009년 8월 13일 방콕에서 개최된 ASEAN-인도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되었으며,
태국에서는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양허표에 대해서는 인도 측이 2종류(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 그 외 ASEAN 9개
국으로부터의 수입), ASEAN 측이 3종류(필리핀, 필리핀을 제외한 선진 ASEAN 5
개국, CLMV5)) 존재하므로 관세철폐 일정이 각각 다르다.
관세 철폐⋅인하 방식으로 ① 일반 품목(NT): 품목수의 80% 및 무역액의 75%
5) CLMV는 ASEAN 신규가입 4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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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다. 2013년 말까지 관세 철폐한다(일부 품목은 2016년 말까지 유
예). ② 민감 품목(SL) : 품목 수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품목은 2016년 말
까지 관세율 5%로 인하한다. ③ 고도 민감 품목(HSL) : 2019년 말까지 일정 이하
의 관세율로 인하한다. ④ 제외 품목(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 : 489개(전
체 품목수의 9.36%) 및 교역액의 5% 이내이다. ⑤ 원산지 규칙: 관세번호 변경기
준(HS 6자리 수준[CTSH])과 누적 원산지 비율 35%를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1일에 ASEAN-인도 서비스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이 인도와 브루나
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간에 발효되었고, 이어 라오스
간에도 발효되었다.

3) 일본(ASEAN-일본 CEP)
2003년 10월에 ASEAN-일본 포괄적 경제연합 기본틀을 체결하였다. 2005년 4
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7년 11월에 타결되었다. 2008년 4월에는 ASEAN 10개
국과 일본과의 서명을 완료하였다. 2008년 12월 1일에 우선 일본과 싱가포르, 베
트남, 미얀마, 라오스 사이에서 발효되었고, 그 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 이어
태국(2009년 6월 1일), 캄보디아(2009년 12월), 필리핀(2010년 7월 1일), 인도네
시아(2018년 3월)가 발효되었다.
물품 무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발효 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93%를 무관세
화하도록 하였다. 농산품은 지금까지의 양국 간에 관세 철폐에 응한 품목을 그대
로 양허하였다. ASEAN의 선행 가맹 6개국은 10년 이내에 무역액의 90%(품목 베
이스로 90%)를 무관세화 하고, 베트남은 90% 품목을 발효 15년 이내에, CLM(캄
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85% 품목을 18년 내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
다.
원산지 규칙에 대해서는 완전생산품(WO) 기준(일부 대상 품목), 관세분류 변경
기준(HS 4자리 수준) 또는 누적 원산지 비율 40%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 규칙(PSR)이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4) 한국(ASEAN-한국 FTA)
2002년 3월에 산학관공동연구회를 개최하여 2003년 12월부터 정부 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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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하였다. 2006년 5월에 태국 이외에는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틀 협정에서의 상
품무역협정에 서명했지만, 태국만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을 거쳐
2009년 2월에 서명하였다. 태국과 한국 간의 관세 삭감은 2010년 1월 1일에 개시
되었다.
일반 품목은 2019년 현재 90.9% 제품에 대해 관세철폐, 태국은 2019년 현재
88% 제품에 대해 철폐로 적용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에 ASEAN-한국물품무역
협정(AKFTA) 제3수정의서에 대하여 타결하였다. 포괄적인 항목별 관세 인하 스
케줄, AKFTA에 관련하는 신법령의 신속한 공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고 있다.

5) 호주, 뉴질랜드(ASEAN-호주 NZ⋅FTA: AANZFTA)
2005년 2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007년 5월까지 9회 협상을 실시해 왔으며,
2008년의 ASEAN-호주-NZ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9년 2월
에 ASEAN, 호주, 뉴질랜드의 경제장관 간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1일자로 호
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의 간에 발
효되었고, 태국은 2010년 3월 12일에 발효되었다.
2014년 7월, 국가평화질서평의회는 AANZFTA의 제1 수정의정서 개요를 승인
하고, 동년 8월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 의정서는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를 제
외하고 2015년 10월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이들 2개국 간의 의정서는 2016년 1월에 발효되었다. 2019년 시점에는
호주 측이 96.0%의 상품, 뉴질랜드 측이 90.1%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
다.

6) 벵골만 다분야 기술협력 이니셔티브(BIMSTEC)
2004년 2월에 BIMSTEC 가맹국에서 FTA 기본틀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6월 14번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네거티브 리스트 품목 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한 일반 품목의 관세인하 범위 및 인하율에 대해 네팔이 합의하지 못
하였다.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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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U(ASEAN-EU⋅FTA)
본협정 검토를 위한 회의가 2009년 3월까지 7차례 열렸으나 이후 협상은 중단
되었다. 2011년 5월 5일에 개최된 ASEAN-EU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 양 지역의
비즈니스 관계 및 네트워크 강화나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는 등 무역상의 관계 강
화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4월 ASEAN과 EU는 FTA에 관
한 논의를 재개할 준비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8) 홍콩(ASEAN-홍콩 FTA)
2017년 11월 12일에 ASEAN과 홍콩은 ASEAN-HKC 자유무역협정(AHKFTA)
과 ASEAN-HKC 투자협정(AHKIA)에 서명하였다. AHKFTA는 시장접근의 자유
화, 무역원활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규칙, 지역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촉
진을 목적으로 한 협력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AHKFTA는 2019년 6월 11일에 홍콩,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
오스 및 베트남에서 발효되었다. AHKIA는 2019년 6월 17일 홍콩, 태국, 싱가포
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에 발효되었다. 2019년의 시점
에서는 태국 측이 84.9%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
는 2029년까지 전품목 관세 철폐할 예정이다. 홍콩 측은 AHKFTA의 발효 일부터
100%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 철폐를 완료하였다.

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

⋅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
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태지역 16개국 정상들은 2012년 11월 20일에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RCEP 협상을
2013년에 개시하여 2015년까지 타결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6
년까지 RCEP를 타결하는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협상 7년만인 2019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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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에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2012년 11월에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협정문 타결에 이르기까지 약 7년간 28
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가 이어졌다.
2019년 11월 4일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되면서,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RCEP가 체결되면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규모 10조 1,310억 달러(약 1경
1,043조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된다. 이로써 명목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
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출범한
셈이다.
<그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자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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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과의 농업협력 동향6)
1) 양국 간의 교류 개요
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때 UN군으로 전투병력을 파견한 우방이며, 한국과는
1959년 1월에 수교하여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특히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등 주요 사안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다. 1974년 외교정책 다
변화 이후 1975년 5월에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겸임공관을 두었다. 현
재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양국이 수교한 후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였으며, 1967년에
타놈(Thanom Kittikachorn) 총리가 방한하였다. 그 후 양국 정상 간의 상호방문
이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2014년에 쁘라윳(Prayut Chanocha) 총리가 방한하였
고, 2019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한-아
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쁘라윳 총리와 정
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외교적으로 양자 관계는 물론 다자회의를 통한 양국 간의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즉, ASEAN+3, EAS, APEC 및 ASEM 정상회의 (정상, 외교장관
등), ASEANPMC 및 ARF(외교장관, 매년 7월), ACD 회의(정상급 또는 차관보급
이상), ESCAP 총회 등이다.
양국 간의 주요 조약으로는 무역협정(1961), 항공협정(1967, 개정 1991), 이중
과세방지협정(1974, 개정 2006), 사증면제협정(1981), 과학기술협력협정(1985),
투자보장협정(1989), 정부간공동위원회설립협정(1998), 해운협정(2002), 문화⋅
교육협력협정(2004), 민사상사사법공조협약(2013) 등을 체결하였다.
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 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20,200명이
며, 시민권자를 제외한 재외국민 수는 20,12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여행업이나
요식업 등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한국계 투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본국과도 사업상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6) 이 절의 내용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태국 개황 외교간행물 정보에서 인용하였으며(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과 태국의 경제⋅통상 관계),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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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양국은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과학기술⋅항공⋅
해운 분야 협력 협정(또는 약정) 체결 등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
추고 있다. 특히 태국은 한국을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무역과 투자 확
대 등 경제⋅통상 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2010년부터‘태국의 한⋅아세안 FTA상품
및 서비스협정 가입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양국 간의 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교역량은 2011년 13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간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양국
간 교역량은 141억 달러(수출 85.0억 달러, 수입 5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
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한국이 29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철
강, 전기⋅전자, 기계, 플라스틱, 선박 등이고, 수입 품목은 전자부품, 기계, 고무,
플라스틱, 목재 등이다.
<표 1> 한국과 태국의 연도별 교역 현황(2010년~2018년)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연도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무역수지

교역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4.6
84.6
82.2
80.7
76.0
63.6
64.8
74.7
85.0

42.7
30.9
-2.8
-1.8
-5.9
-16.3
1.9
15.2
13.9

41.7
54.1
53.5
52.3
53.4
48.5
45.6
52.0
55.8

28.7
29.9
-1.1
-2.3
2.2
-9.2
-6.0
14.1
7.3

22.9
30.5
28.7
28.4
22.5
15.1
19.2
22.6
29.2

106.3
138.7
135.7
133.0
129.4
112.1
110.4
126.7
140.8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태국에 대한 투자는 1988년 이래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국과 베트남 등
새로운 투자 대상국이 등장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는 총 3,210건, 누적액 33.9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제39위 투
자 대상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이다. 태국의 대 한국 투자는 총 422건, 1.7억
달러(2018년 말 누계, 신고 기준)이다.
투자 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대 태국 투자(신고 기준)는 제조업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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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약 58.5%를 차지하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3.6%, 건설
업 7.4%, 도매 및 소매업 6.4% 등으로 구성된다. 제조업 중에는 1차 금속 제조
(44.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7.2%)과 금속가공제
품 제조업(7.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4%)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현재 영업 중인 태국 내 우리 기업 약 400개사 중 제조 기업이 210개사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표 2> 한국과 태국의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계

대
태국
투자

금액
건수

280.9
251

131.1
208

177.5
164

110.5
191

111.7
227

110.5
189

3,387
3,210

대
한국
투자

금액
건수

3.0
22

1.9
13

51.8
12

4.4
33

7.3
49

11.4
47

173
422

누계 : 대 태국 투자(1980~2018), 대 한국 투자(1962~2018)
출처: 한국수출입은행(대 태국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대 한국 투자), 신고 기준

최근 이슈로, 2019년 6월 7~8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한류박람회가 개최되었
다. 한류박람회는 신남방정책 중심지 태국에서 한류를 활용한 유망 소비재와 서비
스 브랜드의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며,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
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콘텐
츠진흥원의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이 행사에는 한국 기업 175개사 외에도 태국
및 동남아 지역 바이어 307개사가 참가했으며, 이틀간 2만 2,000명 이상의 관람
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였다.7)

3) 태국과의 농업협력
태국과 한국의 농업협력은 공식적으로는 2016년에 양국 농업부 장관이 양해각
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8)

7) KOTRA 보도자료(2019.6.9.)에서 발췌 인용.
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9.)에서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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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2016년 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농업‧
협동조합부 찻챠이 사리쿤야(Chatchai Sarikulya) 장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 확대
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 ‘농업협력위
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관개배수 분야 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태국 KOPIA센터 및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한-태국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 전수에 대한 태국 측의 기대와 관심이
많았다. 태국 KOPIA센터는 2015년부터 옥수수 일대잡종(NS3) 종자 생산으로 태
국의 외국산 종자 구입비 60%를 절감하였고, 원격계측 물관리 정보시스템 설치사
업을 통해 물관리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수자원종합관리계획
(2015~2026년)에 따라 관개배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한국과 태국을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3 비상 쌀 비
축제’(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 애프터)를 통한 교류도 추
진하고 있다.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특별히 협력할 사항은 많지 않으나,
양국 모두 식량원조국이라는 점에서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APTERR 사
무국이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APTERR는 아세안+3국간에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
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이다. APTERR의 협
정발효 요건이 2012년 6월에 성립되었고, 2012년 7월부터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13년 7월에 국회 비준을 완료하였다.
<표 3> APTERR 국가별 쌀비축 현황(2019년)
(단위 : 천 톤)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싱가폴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300

250

150

15

각 14

각 12

6

5

각3

합계
7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PTERR를 통한 우리나라의 지원실적은 2017~2020년간 5개 수원국에 총
15,000톤을 지원하였다. 세부내용은 2017년에 재해대비용 750톤(미얀마 5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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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250톤), 2018년에 긴급구호용 12,300톤(베트남 1만 톤, 미얀마 1,300톤,
라오스 1,000톤), 2019년에 재해대비용 1,000톤(미얀마, 라오스 각 500톤), 2020
년에 비상구호용 950톤(필리핀 950톤) 등이다.
최근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2020년 8월 5일 제19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국
장급 사전준비회의(영상회의)에 참석하였다.9) 이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안보 공동대응을 위하여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농업협력사업 추진실적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2020년 7월에는 태국 방콕의 FAO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에 지역대표로
한국인이 처음으로 임명되었다.10) FAO 세계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에 기여해 온 한
국의 국제적 위상이 농업 분야에서도 격상된 것이다.

6. 맺음말
태국에서 탁신 정권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외국과의 FTA 체결 움직임은
2014년 쿠데타 발생으로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 후 2017년에 쁘라윳 정권이 민주
제 이행의 일정을 제시하면서 EU와의 관계도 개선되고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
도 진전되었다.
태국은 2019년 말 현재, 양자 FTA를 6개국(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페루, 칠레)과 체결하고 있는 것 외에 스리랑카와는 제2차 FTA 협상을 실시
하여 2020년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SEAN 가맹국으로서 ASEAN 6개
의 FTA 협정(중국,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인도, 홍콩)에 참가하
고 있다. ASEAN 물품무역협정(ATIGA)은 201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2019년 4
월에는 ASEAN 서비스무역협정(ATISA)이 ASEAN 가맹국(미얀마, 베트남, 필리
핀 제외) 간에 합의되었다.
최근에 미국이 이탈하여 11개국이 서명한 포괄적⋅선진적인 환태평양파트너십
협정(CPTPP)에 대하여 태국은 멕시코나 캐나다와는 양자⋅다국간 모두 FTA를 체
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8.6.)에서 발췌 인용.
10)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표로 김종진 부소장(전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을 로마시각 2020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FAO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소재하여 5개 지역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관할 지역의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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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2019년 11월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과의 협정을 타결하였
고, 2020년에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시행될 전망이다
태국과 한국은 1959년 1월에 수교하여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외교적으
로 양자 관계는 물론 다자회의를 통한 양국 간의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양
국은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과학기술⋅항공⋅해운
분야 협력협정(또는 약정) 체결 등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
으며, 무역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의 농업협력은 공식적으로는 2016년에 양국 농업부 장관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양국 간에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가 교류와 농업기술 개발 및 농촌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 태국이 아시아의 선구적인 농식품 수출국이며 또한 ASEAN
의 중심국가로서 한국과 농업⋅농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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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1편

프랑스 밀과 빵의 푸드 시스템 개관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1. 서론
자가 사료용을 포함하면 프랑스 농업경영의 절반 정도가 연질밀(Soft Wheat)2)
을 재배하고 있다. 또 밀로 만든 빵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의 프랑스인이 먹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3)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빵인 바게트4)
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5)으로 등록하려는 의욕을 보인 적도 있다.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須田文明, ‘フランスにおける小麦と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Primaff Review｣No.88, 日本農水
産業政策硏究所, 2019.3 (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190326_pr88_03.p
df)의 내용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관련 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의 연속 글로 작성하여 게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문에 해당하는 須田文明(201
8), ｢フランスにおける小麦=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プロジェクト研究: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研究資料 第６号, 平成29年度 カントリーレポート: 米国(米国農業法，農業経営の安定化と農業保険，S
NAP‒Ed)，EU(CAP農村振興政策，フランス，英国)，韓国，台湾｣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所(https://ww
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180300_29cr06_05.pdf)를 미리 참조해도 좋을 것이다.
2) 연질 밀(soft wheat). 주로 제과용으로 사용되는 박력분(薄力粉)의 원료가 되는 밀이다. 단백질은
10% 내외로 낮고, 배유를 손가락으로 으깨면 간단히 흰 가루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연질밀이라는 이
름이 붙었다. 겨울파종이 많으며, 알갱이의 빛깔은 엷은 황백색⋅적갈색 등의 종류가 있다. 비중은
약 1.29로 경질밀(1.31)보다 낮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10., 한국식
품과학회, https://terms.naver.com/)
3)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정치인, 현 프랑스 대통령. 1977년 12월 21일 출생, 주
요 경력사항으로는 2017.05 ~ 현재: 제25대 프랑스 대통령, 2016.04: 프랑스 앙마르슈, 2014.08~
2016.08: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 2014~2014.08: 프랑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2009: 로스차일드
은행, 2006~2009: 프랑스 사회당, 2004~2008: 프랑스 재무부 금융조사관 등을 들 수 있다.(출처: 네
이버 인물검색, https://people.search.naver.com/)
4) 바게트(Baguette). 프랑스에서 유래한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윤기 있는 빵.(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완
벽제과제빵실무, 2000. 2. 28., 이정훈, 채점석, 정재홍, https://terms.naver.com/)
5) 세계유산(World Heritage, 世界遺産). 미래 세대에 전달할만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
화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을 말한다. 1972년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
호 협약'(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다. 특정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류 모두를 위해 발굴 및 보호⋅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 움직이기 힘든 부동산이 대상이며 박물
관 내부에 있는 조각이나 회화, 동⋅식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이외에도 '무
형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① 문화유산 ② 자연유산
③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문화유산은 기념물과 건조물군, 유적지로 구성된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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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프랑스의 밀 생산에서 빵 소비에 이르는 푸드 시스템을 간략하게 소
개하고자 한다6).

2. 프랑스 밀 생산
2.1. 밀 생산 추이
2017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농지는 전 국토의 52.2%(2,870만ha)를 차지하였으
며, 농지 중 경종이 45.8%, 목초지 49.0%, 영년작물7) 3.5%, 기타(채소 등)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경종 면적 1,313만 ha 중 곡물⋅유량종자 면적이 90% 정
도인 1,182만 ha를 차지하며, 그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 연질밀이 파종되어 있다.
프랑스의 밀의 대부분은 가을에 파종되어 이듬해 6월말부터 8월말에 수확된다.
프랑스의 밀 생산 동향은 <표 1>과 같다. EU에서는 2위인 독일을 능가하여 프랑스
가 1위 밀 생산국이다(2015년 프랑스 4,100만 톤, 독일 2,700만 톤).
<표 1> 프랑스 연질밀 생산 추이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면적(1,000ha)

4,748

4,910

4,899

5,161

5,137

4,967

단수(トン/ha)

6.6

7.3

7.2

7.9

5.4

7.4

생산량(100만 톤)

31.4

35.7

35.5

40.9

27.6

36.6

1979〜81년 평균을 100으로 한 지수
면적

109

113

112

118

119

115

단수

133

146

146

160

108

149

생산량

145

165

164

189

129

171

자료: 須田文明, ‘フランスにおける小麦と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Primaff Review｣No.88, 일본농수산업정책연구
소, 2019.3

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복합유산으로 지정한다. 이와 별개로 전쟁이나 재해, 개발 등으로 파
괴될 가능성이 있는 유산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6) 이 글에서 밀은 연질 밀이다.
7) 영년생작물(perennial crop, 永年生作物)이라고도 한다. 반영구적으로 출현, 생육, 수확, 번식 등을 거
쳐 매년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어떤 목적으로 재배되는 작물. 즉 다년간 생육이 계속되는 작물을 말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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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프랑스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예로 2016년에는 극단적으로 낮은 밀 생산량을 기록
하였다. 이때는 심각한 기상 조건 때문에, 밀 단수도 2000년대보다 상승하였다고
는 말할 수 없다. 그 이후에도 밀 단수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획
기적인 품종이 등장하지 않는 한, 밀의 단수 성장은 한계점에 왔다고 볼 수 있다.
밀 단수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북부에서는 ha 당 8~9톤 정도인데 반해,
남부에서는 기껏해야 ha 당 5톤 정도이다. 유기농 밀의 단수는 ha 당 3.9톤으로
관행적인 농업의 밀 단수인 ha 당 7.5톤의 절반 수준이다.

2.2. 밀의 용도
프랑스에서 수확된 연질밀의 용도는 절반은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용 밀 중 제
분용과 가축용이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2).
<표 2> 연질밀의 용도
(단위: ％)

(만톤)

2015/16
（3,700）

2016/17
（2,740）

2017/18
（3,380）

밀 수출

55.6

40.3

51.9

12.8

17.7

14.1

제분
국내용

제분 후 소맥분수출

1.4

1.7

1.0

가축사료

14.1

19.7

16.4

전분 외

7.7

10.0

8.4

기타

8.5

10.7

8.1

자료: ANMF/FranceAgriMer(2018). 須田文明, ‘フランスにおける小麦と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Primaff Review｣
No.88, 일본농수산업정책연구소, 201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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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밀의 국제경쟁력
프랑스에서 수출하는 밀의 절반 정도는 유럽 지역 외로 수출되고 있다. 2014년
부터 2016년까지의 비유럽 국가에 수출한 평균 국가별 수출량을 보면, 알제리에
400만 톤, 모로코에 174만 톤, 이집트 116만 톤 정도를 수출하였다.
최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과 치열한 경쟁을 볼 수
있다. 수입국으로 부터는 가격에 대해서는 물론, 품질에 대한 요구도 점차 강해지
고 있다
프랑스산 밀의 단백질 함유율은 2년에 1번꼴로 11.5%를 밑돌고 있다. 2014년에
는 단백질 함유율 11.5% 이상을 목표로 밀 관련 업종 조직에서 협정이 체결되었
다. 이에 따라 각 집하시설에 단백질 함유율 간이 측정기 등이 설치되게 되었다.
주요 밀 수출국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밀작지대의 경영을 비교한 것이 <표 3>이
다. 프랑스는 면적이 작은 반면, 단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3> 프랑스 밀의 국제경쟁력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영 형태

복합

복합

경종

경종

경종

경종

경종

평균 면적(ha)

3,800

4,000

2,100

2,000

180

경종 평균 면적(ha)

3,3001)

3,600

1,300

1,900

180

밀/경종면적(%)

27

38

15

54

45

35

25

경영 당 취업자 수(명)

4

3

12

2.8

1.5

140

22

밀 평균 단수(톤/ha)

4.7

1.9

2.72)

3.2

8.9

5.3

3.6

생산비(유로/톤)

109

159

146

137

146

72

93

부가가치(유로/ha)

306

170

191

2203)

6833)

409

210

노동 생산성(톤/명)

3,880

2,280

2,925

1,960

1,070

455

350

주 1:
2:
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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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0
12,00
0

2,000
2,000

3,300ha 중 1,100ha는 2기작(밀-콩)으로 농지는 연 4,400ha
캐나다 사스캐추완 주 봄 밀
보조금 미포함.
L’Herbier, 2017．須田文明, ‘フランスにおける小麦と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Primaff Review｣No.88, 일
본농수산업정책연구소, 201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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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 경영의 생산과 경비
프랑스의 경종경영은 1988년의 17만 5,000호에서 2016년의 12만 4,000호로 감
소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경종경영 중 전문적인 경영은 8만 2,000호 정도이다.
반면 젖소 전문경영은 같은 시기에 17만 5,000호에서 4만 1,000호(직업경영은 4
만 호)로 격감하였다. 복합작물 복합가축도 19만 9,000여 호에서 4만 8,000여 호
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평야지역에서 곡물을 경작할 수 있는 곳에서는 곡
물부문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농업인은 자신의 경영으로 수확한 밀을 종자로 사용할 수 있다. 프
랑스 농업인이 농장종자를 이용할 권리는 34개 작물에 대해 인정되고 있다. 밀도
그 중 하나이다.
밀 구입 종자의 비율은 2015년에 파종 면적의 52%이다. 농업인의 자가 채취 권
리와 육종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사이에 대립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밀
생산 부문의 업종 조직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생산자(소규모 농업자 제
외)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밀 집하 시에 톤당 0.5유로의 분담금을 징수하고, 육성기업에 시장점유율에 따
라 징수된 금액의 85%가 배분된다. 나머지 15%는 작물 육종 지원 기금으로 연구
개발에 충당하고 있다. 육성기업의 80%는 농협계열이다.
<표 4> 연질밀 생산비용, 판매액, 단수
(단위: 유로/톤)

2010

2015

2016

2017

단수(톤/ha)

8.0

8.8

6.2

8.1

밀 판매액

177

150

147

145

밀 판매액 + 보조금

218

181

188

175

생산비용 전체

182

184

249

182

토지 임차료

18

18

25

20

기타 경비

19

18

24

19

기계⋅건물 경비

55

57

76

58

작물 투입재

49

59

82

55

주: 생산비용 전체는 자기노동 보수 등도 포함.
자료: OFPM, 2017, 2018에서 須田文明 작성. 須田文明, ‘フランスにおける小麦と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Primaff
Review｣No.88, 일본농수산업정책연구소, 2019.3에서 재인용

36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표 4>는 프랑스에서 연질밀을 생산하는 전문경영의 판매액과 생산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5. 밀의 집하와 제분 가공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밀의 75% 정도가 농협을 통해 집하된다. 밀을 집하하는
농협 수는 1989년에는 438개소였으나, 통합이 진행되어 오늘날에는 165개소 정도
로 나타났다. Axéréal, Vivescia, Cérévia, CEREMIS, Sillage 등 몇몇 거대 농협그
룹이 이 부문을 지배하고 있다.
또, 가치 사슬의 하류에는 현재 359개소의 제분기업이 있다. 이 부문에서도 강
한 집중화 경향을 볼 수 있다. 전국 규모로 제분사업을 벌이는 네 개의 기업 집단
인 Nutrixo(구 Grands Moulins de Paris에서 Chamagne Céréales의 자회사가
되었다), Soufflet, Grands Moulins de Strasbourg, Axiane(Axéréal 계열)가 49
개소의 제분사업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 제분량의 57%를 점유하고 있다.
제분업체의 45%는 1,000톤 이하의 제분능력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국에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사업소가 농촌부에서의 제빵에 공헌하고 있다.

6. 빵 생산과 소비
제분된 밀가루의 대부분은 빵으로 가공된다. 2013년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298
만 톤의 빵이 생산되었는데, 그 중 60%는 전문적인 빵집에 의한 것이다. 나머지는
공업제빵(27.7%), 할인점 내 빵 공방(9.4%) 등이며, 빵 수입은 국내생산의 2.9%
이다.
시장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 전문적인 제빵업소는 32,000개소의 사업소가 있
다. 이들 전문 제빵업소에서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ul이나
Brioche Dorée 등 공업 빵집은 공장에서 반죽을 만들어, 냉동 내지는 냉장 반제
품을 각각의 점포에서 가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제빵업소도 제분기업과
파트너십8)을 맺고 프랜차이즈9)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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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점포 개업, 기술 지원, 밀가루 조달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저명한 브랜드명 내지 프랜차이즈(괄호 안은 해당 제분 기업)을 들어 보면,
Banette(Axiane 및 Grands Moulins de Strasbourg), Campaillettte 브랜드를
가진 Rondes Pains(Nutrixo), Festival(33개 농협이나 중소제분기업의 그룹으로
구성된 GIE Meuniers de France), Rétrodor(Viron), Baguépi(Soufflet) 등이 있
다.
지역에 빵집이 없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아르데슈(Ardèche) 주10)의 Rocles라는 인구 246명의 도시에서 2017년에
빵집이 폐업한 적이 있다. 그러자 바로 Miimosa라는 클라우드 펀딩에 의해 200명
이상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Episerie au Fournil(검은 빵이라는 의미)이라는 빵집
이 개업하였다. 4인의 빵 전문과 종업원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
이 빵집에서는 동일 지역 내 농업인으로부터 재래종 유기농 밀을 직접 조달한
밀가루를 사용, 천연효모로 구워내고 있다. 빵집에 병설된 지역 유기채소 판매장
도 있다. 빵집이 지역 이노베이션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표 5>는 프랑스인의 연령별 빵 소비량을 조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프랑스에서는 빵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
만, 다이어트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의 빵에서 멀어지는 진행이 배경이 아닐까 판
단된다.
8) 파트너십(partnership)은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동업자들이 상호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합의이다. 유의어로는 동업자가 있다. 동반자 관계이다. 파트너십에는 동업, 조합, 합명회사가 있다.
동업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조인트 벤처나 컨소시엄으로 병합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학에서는 흔히
연합이라는 곳에서 정부는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를테면 제2차 세
계 대전이나 냉전 기간 동안 국익에 반하는 연합국가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트너십이다.
지식분야에서는 교육에서 승인 기관들이 학교나 대학교들을 평가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일부 파트너
십은 동거동반자 관계에서 발생한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wiki/)
9) 프랜차이즈(franchise). 프랜차이즈 본사(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지)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
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본사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체인사업(가맹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체인점을 일컫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10) 아르데슈(Ardèche)는 프랑스 남부의 주이다. 마시프상트랄 남동부를 차지하고 있다. 주도인 프리바
이다. 주의 넓이는 5,556km2이며, 인구는 27만 8,000명 정도이다. 농업 지역이지만 제사(製絲) 공업
이 성하다. 론 강(프랑스 남동부를 지나 지중해로 흘러드는 강. Rhône River) 연안에 시멘트 공업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사전, 2009. 3. 25.,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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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령별 빵 소비량
(단위: g/일)

연령

2003

2007

2010

2013

2016

3-10세

66.8

50.0

48.8

42.5

43.9

11-19세

110.6

96.3

89.1

45.56

72.2

20세 이상

143.3

136.0

129.5

104.9

103.3

자료: 須田文明, ‘フランスにおける小麦と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Primaff Review｣No.88, 일본농수산업정책연구
소, 2019.3

7. 맺음말
프랑스 밀은 지중해 연안 및 아프리카 지방을 중심으로, 흑해지역 국가(우크라
이나, 러시아산 밀)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앞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야부에서의 밀 단일 경작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생
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한편에서는 지역경제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고용을 삭감하
는 것에 연결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수출 지향적 밀 작부 경영은 프랑스 농업이 강하다는 점을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이다. 그러나 2018년 가을에 성립된 ‘신농업⋅식량법’이 학
교급식의 식재료 중 지역산 농산물 등 사용비율을 50%(그 중 20%를 유기농업)로
하는 목표를 규정11)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 정부는 최근
다양한 농업 모델의 공존을 표방하며, 소규모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의 신
규취농 촉진 등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빵 수요 감소와 정부의 전환이 진행되어 밀 생산자와 제분, 제빵
사업자가 놓인 상황도 변화시킬 것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4)-프랑스 새로운 농업
⋅식품법의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
구원-해외곡물시장정보-세계곡물 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정보 최신자료(http://www.krei.re.kr:18181/
board/newdata/view/wr_id/5557_), 또는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
etCache/IE/H2FCKDX6/%EC%9C%A0%EB%9F%BD%EC%9D%98_%EB%86%8D%EC%97%85_%EC%
A0%95%EC%B1%85%C2%B7%EC%A0%9C%EB%8F%84_%EB%8F%99%ED%96%A5_%EB%B6%84%
EC%84%9D(4).pdf)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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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2편

프랑스의 밀 수급 동향과 국제경쟁력 분석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서론
이 글은 프랑스의 연질밀(Soft wheat) 수급 동향과 프랑스 연질밀의 국제 경쟁
력에 대해 분석해 본 것이다. 프랑스의 연질밀 생산에는 약 20만 호 이상의 농가
(전체 농가의 절반 수준)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다(농장에서의 자가소비 사
료 등을 포함). 또한 프랑스에서는 곡물 생산 면적의 54%를 연질밀이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인의 98%가 빵을 소비한다. 한편, 프랑스의 제빵기업(Paul 등)이 일본에
도 진출하고 있으며, 프랑스 빵은 일본인에게도 세련된 식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또 일본 등지에서 국산 밀을 사용하는 제빵사업소가 급성장하고 있다고는 하
지만, 밀 원료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吉田, 20162)). 나아가 ‘아랍의 봄’
의 배경 중 하나로 곡물가격 급등이 있었던 점에서도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
한 각국의 곡물 수출제한 또는 금지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밀 수급은 국내 정치
안정과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3)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須田文明(2018), ｢フランスにおける小麦=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プロジェクト研究: 主要国農
業戦略横断⋅総合］研究資料 第６号, 平成29年度 カントリーレポート: 米国(米国農業法，農業経営の
安定化と農業保険，SNAP‒Ed)，EU(CAP農村振興政策，フランス，英国)，韓国，台湾｣日本農林水産政
策研究所(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180300_29cr06_05.pdf)의 내용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2) 吉田行郷, (2016), ｢民間流通制度導入後の国内産小麦のフードシステムの変容に関する研究｣，農林水産
政策研究叢書 第11号
3) 프랑스 곡물의 개황에 대해서는 清水卓, (2016), ‘フランス穀物業界の現状と課題：AGPB 穀物白書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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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랑스의 중요한 산품인 밀 수급 동향과 국제경쟁력에 대해 프랑스의
실태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빵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고는 하지만, 빵과 그 원료인 밀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품이라는 점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13~16 세기에 어느 도시에서나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빵의 시작(試作) 실험｣보고서로부터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도시행정부 감독 하에 행해진 이 실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각각의 시점에서 일정한 곡물에서 취할 수 있는 가루의 양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맥류의 구입가격, 밀가루 가공료, 최종제품인 빵을 만들 때까지의 비용을 고려하
여, 그 가루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빵의 중량과 가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빵집의 노동보수를 통제하는 동시에 불우한 도시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1인당 빵 할당량’을 확보하는 것이다(デポルト，1987，p.144)).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프랑스의 ‘연질밀’이다. 프랑스의 경질밀(Hard
wheat)은 연간 200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파스타 원료로 사
용되고 있다. 경질밀의 주요 생산지대는 남프랑스인데, 수확량의 75%는 수출로
충당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가축 사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지역차가 있기는 하
지만, 프랑스의 연질밀은 가을에 파종되어 이듬해 6월말~8월말에 수확된다. 다음
기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연질밀 생산의 개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연질밀은 2012/13년~2016/17년의 5년간 평균 약 3,600만 톤의 생
산 가운데 54%가 수출되었으며, 제분업에 사용되는 비율이 15%, 이하 공업용(전
분, 바이오 연료 등) 13%, 배합 사료 15%로 나타났다(Intercéréales, 20175)).
프랑스에 있어서 최근의 밀 사정에 대한 요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OFPM,
20186)).
1995년 이후 파종 면적은 평균 450만 ha 이상이며, 최근 몇 년간은 500만 ha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2015/16년도 514만 ha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8년 2월 현
재 기준으로 490만 ha가 되었다. 2014/15년도에는 4,100만 톤의 생산량을 자랑했

読む’，｢駒澤大学経済学論集｣ 第47巻 第1号，pp.39-54를 참조하기 바란다.
4) Despotes, F. (1987) Le Pain au Moyen Age, Editions Olivier Orban, 1987,(デポルト,F., ｢中世のパン｣,
見崎恵子訳, 白水社)
5) Interecéréales, (2017), Plan de transformation filière céréals.
6)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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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16/17년도에는 2,790만 톤으로 기록적인 감소를 보였다. 2017/18년에는
평년 수준인 3,700만 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프랑스 밀의 품질 저하로 인한 국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었으나,
2016/2017년도에는 단백질 함유율이 전국 평균 12.3%, 수분 13.1%, 용적량
77.2kg/hl로 매우 높은 품질을 보이고 있다. 2017년산 밀의 70%는 밀 전문 업종
조직인 Inetercéréales의 기준으로 불리는 ‘프리미엄’ 또는 ‘상급’으로 등급이 매겨
졌다.
프랑스의 밀 전문 업종 조직인 Intercéréales의 연질 밀 분류기준은 이하와 같
다.
<표 1> 프랑스 Intercéréales의 연질 밀 분류 기준
분류

단백질 함유율(%)

제빵력 W

hadberg 낙하 수

용적량 kg/hl

프리미엄

11.5% 이상

170 이상

240 이상

77 이상

상급

11% 이상

-

220 이상

76 이상

중급

10.5% 이상

-

170 이상

-

수용 가

계약에 의함.

-

-

-

2．국제 밀 수급의 개요
2.1. 세계 곡물 수급
이 글은 프랑스 밀의 수급 동향과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개관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우선 프랑스의 밀 생산에 대해 검토하게 되는데, 당연히 전 세계의 밀
생산 및 소비 상황에 대해서도 그 대략적인 전체상을 제시함으로써 프랑스의 밀
생산의 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밀의 절반은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밀의 국제 수급을 언
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프랑스 농업부에서 매년 갱신되고 있는 농업통
계 최종판인 Graph Agri 20177)에 따라 세계의 곡물 생산, 프랑스의 곡 물생산 개
7) Graph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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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보고, 그 후에 밀 통계를 제시하기로 한다.
옥수수와 쌀, 밀은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곡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세계 곡물 생산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국이 곡물 생산 제1
위(전체의 20%)이며, 미국(17%)이 그 뒤를 잇는다(표 2).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EU, 인도, 흑해 연안 국가(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캐나다, 남미(브라질 아르헨티
나)가 뒤를 잇는다.
중국과 인도만으로 세계 전체 쌀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과 미국이 곡물생산을 급증시켜 온 것이 특필할 대목이다.
또 곡물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가 주요 수입국이다. 중국과 일본이 세계
의 주요 곡물 수입국으로, 2016-17 곡물연도(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에 이
두 나라에서만 5,300만 톤을 수입하였다. 이집트도 주요한 수입국이며, 밀의 제1
내지 제2의 수입국이다8).
<표 2> 세계 곡물 생산량
(단위: 100만 톤)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P

1952

2058

2525

2498

2476

2592

2545

2773

2808

2777

2823

중국

404

407

480

483

498

521

543

555

563

576

564

미국

312

343

404

419

402

387

357

436

448

433

475

캐나다

57

51

56

50

46

47

50

66

49

48

55

인도

194

235

267

251

268

288

287

297

289

287

300

러시아

117

64

106

96

60

92

69

90

102

101

111

-

24

53

45

39

56

46

62

60

60

63

188

217

315

296

280

292

2892

306

332

315

-

프랑스

55

66

70

70

66

64

68

67

72

73

54

독일

38

45

50

50

44

42

45

48

52

49

-

스페인

19

25

14

18

20

22

18

25

21

20

24

영국

23

24

24

22

21

21

20

20

25

25

22

세계

우크라이나
EU-28

출처: Graph 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8)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최대의 밀 수입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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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제 곡물 무역
(단위: 100만 톤)

90/91 00/01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P
국제 무역량

185

235

281

266

282

310

304

347

375

394

385

12

19

19

26

36

39

28

주요 수입국
중국

17

9

9

11

일본

27

27

26

26

25

25

25

25

23

23

24

멕시코

7

15

15

14

15

19

13

16

17

20

20

이집트

8

11

12

15

16

19

14

19

19

21

21

EU-28

6

7

13

9

14

16

19

21

17

23

21

한국

9

12

13

13

14

13

14

15

14

15

15

주요 수출국
미국

82

85

79

83

90

76

54

82

83

80

89

EU-28

26

25

28

23

29

24

28

40

48

47

37

아르헨티나

10

24

19

21

27

32

33

18

27

31

37

호주

16

22

16

19

23

31

28

26

24

22

26

캐나다

26

21

21

21

20

20

24

27

29

27

26

출처: Graph 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밀은 곡물 국제무역량의 제1위를 차지하며, 옥수수가 그 뒤를 잇는다. 반대로
쌀은 생산지대에서 대체로 소비되고 있다. 미국이 곡물 수출의 제1위이자 2016년
곡물 전체 수출 물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곡물 교역량은 2012/13년도 이후
급증하였으나, 2016/17년은 전년도에 비해 2.4% 감소하였다(표 3).

2.2. 세계 및 EU에서의 밀 수급
이 글의 대상인 밀의 경우, 밀의 국제 생산량은 2016년에 정점을 지나 7억
4,200만 톤에 달한다. EU는 그 중 18%, 프랑스는 4%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며, 북미가 주요 수출지역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수출 확대가 현저하다(표 4).
1990/91년도 이후의 밀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수출량)을 나타낸 것이 <표 5>
이다. 모든 항목에 대해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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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국의 밀 생산량
(단위: 100만 톤)

1990* 2000* 2008 2009 201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P
세계

561

582 683.2 686.7 649.3 678.5 699.4 671.5 717.1 732.9 733.8 742.4

90

98

141.3 130.2 127.8 129.5 130.7 125.4 135.9 149.1 152.1 134.8

프랑스

33

35

36.8

36.1

35.5

35.2

34.0

35.5

36.9

37.5

40.9

27.6

독일

25.9

25.1

23.7

23.8

22.7

22.4

25.0

27.1

26.5

24.5

EU-28

15

22

중국

95

100 112.5 115.1 115.2 115.9 117.4 121.0 121.9 126.2 130.2 128.6

러시아

45

34

63.8

61.7

41.5

53.1

56.2

37.7

52.1

59.7

61.8

69.5

우크라이나

-

10

25.9

20.9

16.9

20.0

22.3

15.8

22.0

24.1

26.5

25.6

인도

53

76

78.6

80.7

80.8

82.8

86.9

94.9

93.5

95.9

86.5

93.5

북미

95

88

100.6 91.3

86.9

97.1

83.3

92.2

99.3

88.1

87.1

97.5

미국

61

61

68.0

60.4

60.1

58.3

54.4

61.7

58.0

55.1

55.8

63.2

캐나다

30

27

28.6

26.8

23.2

25.1

25.3

27.2

37.5

29.3

27.6

30.5

주: 1990, 2000, 2010년은 그 해의 전후 3년간의 평균으로 한 원전 그대로 상태임.
출처: Graph 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표 5> 세계의 밀 생산과 소비
(단위: 100만 톤)

90/91

00/01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P

재고량

171.6

206.5

169.2

203.2

198.7

197.9

177.1

194.7

217.6

242.6

256.4

생산량

588.8

583.3

683.7

687.0

649.3

696.9

658.3

715.1

728.0

737.0

754.1

소비량

549.5

585.2

636.8

649.5

633.1

689.7

686.9

690.8

700.3

709.2

735.8

수출량

103.8

101.3

144.1

137.0

132.7

158.2

137.5

165.9

164.2

172.8

180.3

출처: Graph 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EU 내 주요 생산국의 연질밀 생산량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16년에 기상 조건 때문에 프랑스의 연질밀 생산은 2015년에 비해 32% 감소
하여 2011〜15년의 평균보다 25% 감소한 2,79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단수는 최
근 30년 중 가장 낮은 5.3톤/ha이다. 유럽 전체로 보더라도, 2015년에 비해 2016
년은 11%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또한 유럽 전체 생산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제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의 연질밀 파종 면적으로 보아도 프랑
스가 500만ha 이상, 독일 330만ha, 폴란드 240만ha, 루마니아 200만h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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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U 각국의 연질 밀 생산
(단위: 100만 톤)

1990

2000

2008

2015

2016P

81.4

95.3

140.4 129.3 127.6 130.5 124.9 135.9 149.2 152.1

135.1

프랑스

31.4

35.7

36.8

36.1

35.6

34.0

35.5

36.9

37.5

40.9

27.9

독일

15.2

21.6

25.9

25.1

23.9

22.7

22.4

25.0

27.7

26.5

24.5

영국

14.0

16.7

17.2

14.1

14.9

15.3

13.3

11.9

16.6

16.4

14.4

폴란드

9.0

8.5

9.3

9.8

9.5

9.3

8.6

9.5

11.6

11.0

11.0

루마니아

7.3

4.4

7.2

5.2

5.7

7.2

5.3

7.3

7.6

8.0

8.4

EU-2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처: Graph 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3. 프랑스의 연질 밀 생산과 국제 경쟁력
3.1. 밀 단수 추이
이하에서는 Courbou(2016)9)를 통해 프랑스의 밀 생산을 둘러싼 개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프랑스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각 지형 형태별 비중을 보면, 삼림이 31%, 습지
대 황무지 등 자연공간이 8.7%로 대부분 안정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도시화 등에 유래하는 인공지가 2006년의 8%에서 2014년의 9.3%로 증가하였
으며, 이는 주로 매년 초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지는 2006년 18%에서
2014년 15.2%로 감소하였다. 경지면적은 거의 안정되어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의 농지 면적은 2,870만 ha로 국토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 곡물 파종면적은 1,000만 ha로 농지 면적의 3분의 1이다. 프랑스
의 농지 면적은 200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다. 즉,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는 영년초지의 감소에 의
한 것이며, 곡물 파종면적은 2000~2014년 기간에 오히려 5% 증가하였다. 2013년
9)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Di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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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면적의 구성을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프랑스 농지 구성(2013년)
(단위: %)

곡물
유량 종자⋅단백질 작물
기타 밭농사, 공예 작물
사료 작물
일시적 초지(6년 미만)
영년 초지
기타
⋅영년작물
⋅휴경
⋅채소, 노지채소

35
9
2
5
12
30
7
(4)
(2)
(1)

출처: Graph 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연질밀이 프랑스의 주요 곡물이며, 곡물면적의 54%를 차지한다10). 이어서 보리
20%(2000년 16%), 옥수수 16%(2000년 23%)이다.
단수의 급등락은 주로 기상 조건에 의해 설명된다. 2015년에는 초여름에 높은
기온으로 곡물의 생장에 좋은 날씨였으며, 이것이 파종 면적의 증가와 단수 증가
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이후에는 단수가 경
향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50년간, 단수는 직선적으로 증가해 왔지
만, 최근의 단수 성장 둔화는 기상 변동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곡물경영이나 낙농경영의 변화에 따라 윤작체계에서 콩과 사료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이 이러한 단수 감소의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콩과 사료작물의 면적은 1998
년부터 20% 감소한 것이다. 이하에 두 가지 경향의 표가 나타내고 있듯이, 프랑스
에서 연질밀의 단수가 2000년대보다 상승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획기적인
품종이 나타나지 않는 한 단수의 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10) 2009/10-2013/14년 사이 5년간 평균으로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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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프랑스의 연질 밀 생산 추이

면적(1,000ha)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4,748

4,910

4,899

5,161

5,137

4,967

단수(トン/ha)

6.6

7.3

7.2

7.9

5.4

7.4

생산량(100만 톤)

31.4

35.7

35.5

40.9

27.6

36.6

1979〜81년 평균을 100으로 한 지수
면적

109

113

112

118

119

115

단수

133

146

146

160

108

149

생산량

145

165

164

189

129

171

출처: Graph 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또한 연질밀 단수는 프랑스 북부와 남부에서 완전히 다르다. 북부에서는 8〜9톤
/ha인데 반해, 남부에서는 기껏해야 5톤/ha이다. 연질 밀 생산은 유럽에서 본 상
위 10개 주에서 전생산량의 80%,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프랑스
북부 주이며 옛 생트르 주와 옛 피카르디 주에서만 프랑스 전체 생산량의 13.5%,
면적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피카르디 주와 노르⋅파드칼레 주가 합병되어 Haut de France
주가 되고, 샹파뉴⋅아르덴느 주와 알자스 주⋅로렌 주가 합병하여 Grand Est 주
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문 상트르 주는 선두의 위치를 잃었다.
2000년과 2010년의 농업센서스를 비교해 보면, 곡물생산농가가 36만 호에서
27만 호로 25% 감소한데 반하여, 연질밀은 26만 호에서 20만 호로 24% 감소하였
다. 파리 분지나 프랑스 북부에서 연질밀 경영 면적이 크며, 경영체당 연질밀 평균
파종면적이 45 ha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연질밀 파종면적 평균은 구(舊) 미디
필레네 주, 론 계곡, 오베르뉴 주에서는 20 ha이며, 브르타뉴 주에서는 평균 15
ha, 남부나 산악지대(알프스, 피레네, 마시프⋅생트랄)에서는 10 ha 이하이다.

3.2. 프랑스의 밀 윤작 체계
Courbou(2016)11)에 따르면, 프랑스 곡물의 윤작체계는 연질밀→보리→유채가
곡물 면적의 9%로 보이며, 연질 밀→옥수수의 윤작이 5%이다. 또 Le Stum(201

11)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Di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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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에 의하면, 연질밀은 곡물뿐만 아니라 춘채13)(원문에는 甜菜(첨채))나 경우에
따라서는 노지채소 등에도 윤작되고 있다. 곡물 유량종자⋅단백작물 경작면적은
1,200만 ha이나 곡물전문경영은 이 중 680만 ha에 지나지 않는다. 곡물 전업이
아니더라도 연질밀은 대부분의 경영에서 파종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주요 곡물의 윤작은 다음과 같다.
<표 9>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윤작
지대

윤작 패턴(괄호 안은 면적 비율)

Centre, Poitou-Charante

연질밀-보리-유채(10%)
연질밀-연질밀-유채(4%)
연질밀-유채-연질밀-해바라기(4%)

Haute Normandie, Picardie, Nord-Pas-de-Calais

연질밀-보리-유채(8%)
연질밀-옥수수(6%)
연질밀-연질밀-유채(5%)

Bourgogne-Champagne\-Ardenne-Lorraine

연질밀-보리-유채(26%)
연질밀-보리-휴경(5%)
연질밀-유채-연질밀-보리(4%)

Bretagne-Basse Normandie-Pays dela Loire

연질밀-연질밀(14%)
옥수수(5%)
연질밀-옥수수-옥수수(4%)

출처: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Dijon

2009년에 연질밀 면적의 17%가 전작이 연질밀이다. 이 패턴은 특히 파리 분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옥수수→연질밀은 특히 브르타뉴 지역에 많다. 이 두 곡물은
가축사료로 사용되는데, 이 주는 복합작물 가축지대이며, 프랑스의 가축사료회사
의 대부분이 이 주에 집중되어 있다. 미디피레네 주도 비슷한 윤작을 볼 수 있다.

12) Le Stum, H. (2017) Le Blé, Ed. France Agricole.
13) 춘채는 월동 작물로, 가을에 씨앗을 심어 초겨울까지 싱싱한 채소를 거둬먹고, 이른 봄에 파종한 작
물이 아직 뿌리를 내리기 전에 싱싱한 잎과 줄기를 수확할 수 있다. 춘채는 병충해가 거의 없어 기
르기 쉽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므로 지역에 따라 9월 중하순 혹은 10월 초순에 씨앗을
뿌리면 별 무리 없이 기를 수 있고, 늦가을과 이른 봄에 신선한 채소를 수확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하루나’ 또는 ‘시나난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묘상에서는 ‘춘채’ 혹은 ‘월동춘채’라는 이름으로 씨앗
을 판매한다. 남부 지방에서는 춘채를 10월에 파종하면 11월에 거둬서 먹고, 나머지를 남겨두면 월
동한 후 이듬해 3월 상중순에 재차 수확할 수 있다. 3월이 오면 춘채는 빠르게 자라는데, 3월 하순
이 되면 잎이 억세어져서 부드러운 맛이 떨어진다.(출처: 네이버 포스트, 푸른지식, ‘(시리즈) 텃밭가
꾸기대백과: #4 가을에 심는 작물 : 춘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
546153&memberNo=7463142&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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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기농업
연질밀에 있어서는 관행적 농업이 일반적이며, 유기농업은 과수나 채소 정도로
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유기농업 보급조직인 Agence Bio에 의하면, 2016년에 유
기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 농지 면적의 5.7% 정도에 불과하다. 작물마
다 그 비율은 다른데, 과일은 17.4%이지만 곡물에서는 2.8% 정도에 머문다.
연질밀만 들여다보면, 2014년에 0.9%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유기농업 연질밀
의 생산 인증을 받은 경우는 4,400호 정도의 경영이 있지만, 이는 연질밀을 생산
하고 있는 경영의 2% 정도에 머문다(Courbou, 2016)14).
유기농업 연질밀은 생산성이 극히 낮으며, 단수는 관행농업의 절반 정도이다.
유기농업용 연질밀 품종 육성은 저투입으로 잡초에 대한 경쟁력이 강한 품종이 요
구된다. 하지만, 연질밀 품종은 질소부족에는 취약하다. 고급빵용 밀인 PBS로 분
류되는 품종은 유기농업에서는 단백질 함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빵용에는 적합
하지 않다.
또 유기농업은 유축복합경영(有畜複合經營)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다. 유기농업
밀은 가축이 있어야 성립하고, 초지나 콩과식물의 윤작체계에 통합되어 있을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경종 부문에 특화된 지대에서는 이런 조건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파리 분지 곡창지대에서의 유기농업 전환이 적다는 점, 연질밀의 유기비율이
낮다는 점에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유기농업
연질밀 생산량이 유럽 중 2위로, 유기농 빵 국내 수요의 90%를 자국산 밀로 확보
하고 있다.

3.4. 프랑스의 연질밀 수급과 국제 경쟁력
1) 프랑스의 연질밀 수급
연질밀은 프랑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곡물로, 1995년 이후 평균 450만 ha
이상의 면적 및 3,500만 톤 생산을 보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2013/14년도 이후, 작부 면적은 확대되어 2016/17년도에는 520만 ha를 이루었는
데, 이는 1936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수준이다.
14)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Dijon

38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그러나 4년 전15)부터 이러한 면적 확대는 생산량의 새로운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과거 2년도는 예외적이었으며, 2014/15년도에 4,100만 톤으로 크게 증대
되었지만, 다음 연도(2016/17)는 2,790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2015년은 면적 확대(2014/15년에 비해 3.2% 증가)와 과거 5년간의 평균(7.3톤
/ha)을 넘는 7.9톤/ha의 단수가 있었다. 2016년에 있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
은 주로 단수가 원인이다. 연질밀 면적은 확대되었으나(+0.3%), 장마와 일조 부족
이 발생하여 전국 평균 단수는 5.3/ha로 2015/16년도에 비해 32%, 과거 5개년도
평균에 비해 27% 정도 대폭 감소하였다.
5년간의 평균으로 보면, 프랑스의 연질밀 수출은 1,850만 톤으로 55%를 차지하
고 있으며, 내수용은 1,500만 톤으로 45% 수준이다. 내수용 가축사료는 470만 톤
으로 31%, 제분용은 490만 톤으로 33%, 전분은 290만 톤으로 20%, 바이오연료는
160만 톤으로 11%, 기타는 3%, 종자는 3%로 나타났다(2009~2013년의 평균
France AgriMer, 2013 및 201616)). 참고로 2010년 연질밀 수확 후의 용도를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연질 밀 수확 후 용도(2010년)
1,000톤
면적(1,000ha)
단수(톤/ha)

%

4,926
7.3

공급
생산량
초기재고
밀수입
기타(1)

35,728
3,424
800
65

공급 전체

40,017

이용
국내 이용
⋅제빵
⋅전분，글루텐
⋅비스켓，과자
⋅다양한 사용(몰트 등)
⋅바이오 연료，알콜

18,455
2,970
2,990
1,200
850
1,530

48.3
7.8
7.9
3.2
2.2
4.0

15) 2018년 현재 기준이다.
16) FranceAgriMer (2016) Variétés de blé tendre, Recolte 2016 및 FranceAgriMer (2013) Prospective
filière française semences de blé ten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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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톤

%

⋅종자
⋅로스
⋅가축사료공장
⋅농장자가소비
⋅기타

350
323
4,600
3,472
200

0.9
0.9
12.1
9.2
0.5

밀 수출
⋅EU
⋅EU 역외
⋅기타 (해외 현)

18,560
6,845
11,600
115

49.0
18.1
30.6
0.3

밀가루/전분 수출
⋅EU
⋅EU 역외
⋅기타(해외현)

820
200
600
20

2.2
0.5
1.6
0.1

전체 사용량

37,865

100

기말재고

2,153

주: 원문은 incorporation.
출처: FranceAgriMer (2016) Variétés de blé tendre, Recolte 2016 및 FranceAgriMer (2013) Prospective filière
française semences de blé tendre.

또, 앞의 표보다 상세하지는 않지만 연질 밀 수급 추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 프랑스산 연질 밀 수급
(단위: 1,000톤)

90/91

00/01

08/09

10/11

12/13

13/14

14/15

15/16

16/17P

초기재고

4,785.0 5,523.0 2,741.0 3,424.0 2,281.0 2,916.0 2,346.6 2,850.3 3,346.2

생산량

31,417.0 35,667.7 36,757.9 35,486.6 35,502.9 36,870.8 37,466.1 40,944.6 27,866.4

집하

27,849.0 31,775.0 32,176.0 33,009.0 32,645.0 34,012.1 34,475.3 37,010.4 25,696.6

자가소비，
농장저장

3,568.0 3,892.7 4,581.9 2,477.6 2,857.9 2,858.7 2,990.8 3,934.2 2,169.9

수입

144.0

264.0

458.0

1,038.0

338.0

277.6

514.5

434.8

850.0

공급

36,346.0 41,454.7 39,956.9 39,948.6 38,121.9 40,064.4 40,327.2 44,229.7 32,062.6

기말재고

5,915.0 3,392.0 3,449.0 2,969.0 2,916.0 2,346.6 2,520.4 3,346.2 2,604.3

국내소비

13,202.0 19,189.7 19,167.9 16,604.6 17,402.9 17,950.3 17,945.4 19,991.9 18,243.3

가축사료

7,997.0 12,031.7 10,297.9 7,037.6 7,986.9 8,679.2 8,259.9 10,416.4 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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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14/15

부 록

15/16

16/17P

식품，공업용 5,205.0 7,158.0 8,870.0 9,567.0 9,416.0 9,271.1 9,685.5 9,575.4 9,228.0
수출(1)
EU28 역내

17,229.0 18,873.0 17,340.0 20,375.0 17,803.0 19,767.5 19,861.3 20,891.7 11,215.0
6,597.0 11,164.0 7,025.0 6,869.2 7,403.6 7,027.9 8,186.3 7,868.5 5,735.0

주: 1) 곡물 환산 밀가루를 포함.
출처: Graph 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2) 프랑스 밀의 수출과 그 국제 경쟁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연질밀 산출량의 약 절반은 수출로 채워졌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연질밀 수출을 많이 실시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후, EU 역외 전용 수출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기록적인 산출량이었
던 2015/16년도에 프랑스는 2,040만 톤 가까이를 수출하였으며(밀가루 제외), 이
중 780만 톤이 EU, 1,260만 톤이 EU 역외로 수출되었다.
이러한 무역 대상국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Courbou,
201617)).

① 2007/08년도 국제 식량위기의 결과, 특히 개발도상국은 국내 생산으로 부족
한 식량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과 전략적인 재고 형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프랑스의 연질밀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② 헝가리나 루마니아, 불가리아라는 새로운 EU 가맹국 참가에 따라 유럽 시장
에서 경쟁이 격화되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와 EU 간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어 우크라이나산 밀과의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유럽연합 중에서는 연질밀의 주요 무역상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
리아이다. 국제적으로는 아프리카, 특히 북아프리카(알제리, 이집트, 모로코)가 주
된 상대편이며, 알제리만으로도 EU 역외 수출량의 35%를 차지한다(프랑스 연질
밀 수출량 전체의 22%). 이는 유럽 제일의 수출국인 네덜란드로 수출량의 배에 상
당한다.
알제리에 있어서 연질밀의 수입 대상국에서 차지하는 프랑스의 시장 점유율은
17)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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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다. 이집트나 모로코, 그 외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이 점유율은 70-100%
에 이른다. 이들 국가에서는 인구 증가에 의한 국내시장 확대가 곡물 수입의 증가
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시장 현황은 프랑스의 밀에 있어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공급국 다각화가 진행되어 역사적인 5개 최대 수출국(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
시아, 호주)에 의해 점유되어 온 점유율은 1990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또 수입국
측은 고품질 밀을 요구하고 있어, 품질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어 왔다. 이리하여
흑해 연안(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이집트나 아랍 제국에 있어서 프랑
스 연질밀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었다.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수출세를 폐지함에 따라 아르헨티나도 밀 국
제 무역에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특히 그 품질을 둘러싸고 프랑스의 국제 경
쟁력에 먹구름이 끼는 사태가 되었다.
프랑스 연질밀에 대해 살펴보면, 2016/17년도에는 산출량이 적고 수출량도 감
소하였으며, 또한 품질 저하 때문에 특정 수입국의 사양(spec) 요구에 대응할 수
없었다. 2019년도 최초 7개월로 보면, 그 전통적인 수출국으로의 수출을 떨어뜨리
고 있다. 즉 알제리에 대해서 전년도 동기에 비해 그 판매량이 54% 감소하였고,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도 31% 감소되었다.
밀 수출은 흑해 연안 제국에 의해 강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2018년 3월 21일에 개최된 France Export Cereales 주최의 심포지엄 발언에서
포착해 보고자 한다(Magnard, 201818)).
2016/17년도에 러시아 밀에 만족한 수입국들이 모두 2017/18년도에도 러시안
산을 수입하여, 프랑스 밀은 전통적인 수입국에서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콩고나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가나에서는 2015/16년도에는 러시
아 밀 점유율은 10% 이하였지만, 2017/2006년도에는 40%를 넘었다. 모로코, 이
집트와 같은 거대 수입국에서도 프랑스의 점유율은 급락하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에 의한 경쟁력 있는 가격만이 이유만은 아니다. 수입국 측의 제
분공업은 프랑스 밀의 연차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낮은 단백질 함유율과 높
은 함수율이라는 품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러시아의 밀의 가
공적성은 점차 안정되었으며, “러시아의 밀은 12.5%의 단백질 함유율로 이집트 시
18) Magnard, A./GFA (2018) “Table ronde organisée par France Export Céréales le 21 mars a Paris”,
www.lafrance.agri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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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표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한다19).
프랑스의 밀은 예를 들면, 모로코에서와 같은 특정 시장을 잃어가고 있다. 모로
코에서는 2015/16년도에는 러시아산 밀의 점유율이 3%였지만, 2016/17년도에는
19%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프랑스산 밀의 점유율은 그 생산량 감소이기도 하
지만, 66%에서 8%까지 격감하였다. 이집트에서는 2016/2017년도에 밀 수입의
73%가 러시아산이었다.
France Export Céréales 교역부장인 Duclos씨는 “판매방침이 해외 고객보다는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로 적합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 밀이 국
제기준이 되고 있으며, 그 가격은 프랑스산보다 30% 저렴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에 접한 프랑스의 저장 능력은 300만 톤으로, 러시아의 200만 톤을
웃돌아 생산 지대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프랑스산 밀의 주요 수출국과 해당국에서 프랑스산 밀의 시장점유
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조달처의 다각화에 따라 보다 저
렴한 가격으로 밀을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수입국에서의 프랑스산 밀의 시
장점유율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프랑스 밀의 예외적으로 낮은 생산량으로 인해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 밀이 대량으로 프랑스 수출처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수입국에서는 러시아
산의 높은 밀 품질에 눈을 크게 뜨고20), 서서히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밀의 조달처
를 바꾸는 움직임도 있다.
세네갈 밀 수입상사인 Olam 그룹의 Talil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프랑스의
2016년도 수확 저조가 러시아산 밀이 우리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러시아
밀은 제빵력(또는 제빵성) 지표인 W와 단백질 함유율에 대해 100%, 우리의 구입
사양서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La France Agricole, 201821)).
또한 가장 최근의 프랑스 밀 수출 사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OFPM 201822)).
상술한 바와 같이, 2016/17년도에는 기록적인 수확 감소로 인해 수출도 1,100만
19) France Export Céréales 카이로 지국의 Guiragossian 씨의 발언
20) 이러한 기사와는 달리, 러시아 산 밀은 저품질이며, 가격에 의해서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세한 것은 長友謙治, (2018), ‘第4章 ロシア－世界最大の小麦輸出国へ－｣, ｢平成 29年
度カントリーレポート: タイ，オーストラリア，ロシア，ブラジル｣, 農林水産政策研究所를 참조하기
바란다.
21) La France Agricole (2018) Le blé française peine a reconquerir l’Afrique, www.lafrance.agricole.
22)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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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밖에 되지 않았다. 이 중 500만 톤이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 이러한 수확량 저
조는 밀 생산량 감소에 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수입국의 사양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아니었기 때문임은 상술한 바와 같다.
2017/2006년도에는 지역 내 수출이 850만 톤으로, 매년 평균인 670만 톤을 상
당히 웃돌았다. 그러나 단백질 함유율이 12.3%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
국으로의 수출은 2015/16년도에 비해 23% 감소하였으며, 특히 알제리에 대해서는
35% 감소,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69% 감소하였다.
<표 12> 프랑스 연질밀의 주요 수출 대상국(2014-2016년 평균)
수출량 (백만 톤)

시장 점유율(%)

알제리

3.99

74

네덜란드

1.94

45

벨기에

1.78

54

모로코

1.74

42

스페인

1.19

20

이집트

1.16

13

이탈리아

0.97

20

포르투갈

0.55

46

코트디브아르

0.45

89

세네갈

0.38

75

출처: France Export Céréales, 2018. Les debouches de la production céréaliere francçaise

그렇다면, 주요 밀 수출국과 비교하여 프랑스 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아래 <표 13>은 프랑스 작물연구소 Arvalis의 정점관측조사(定
点観測調査)에 의한 것이다. 제시한 자료는 각국의 특히 퍼포먼스가 좋은 곡창지
대를 선택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각국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다른 밀 생산국과 비교하여 프랑스의 특징은 그 단수의 크기에 있음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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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프랑스 밀의 국제경쟁력(밀 경영 타입의 경우)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영 타입

복합

복합

경종

경종

경종

경종

경종

평균면적(ha)

3,800

4,000

2,100

2,000

180

12,000

2,000

경종평균면적(ha)

3,300１)

3,600

1,300

1,900

180

12,000

2,000

밀/경종면적(%)

27

38

15

54

45

35

25

경영당 취업자수(명)

4

3

1.2

2.8

1.5

140

22

밀 평균단수(톤/ha)

4.7

1.9

2.7２）

3.2

8.9

5.3

3.6

생산비(유로/t)

109

159

146

137

146

72

93

부가가치(유로/ha)

306

170

191

220３）

683３）

409

210

노동생산성(t/人)

3,880

2,280

2,925

1,960

1,070

455

350

주 1 : 3,300ha 중 1,100ha는 2기작(밀/콩)으로 농지는 연 4,400ha．
2: 캐나다 사스카추완 주 봄밀．
3: 보조금 불포함.
자료; L’Herbier, C. (2017) “Des coûts de production en hausse dans les principaux pays exportateurs de blé et
de mais”, Cahier Demeter, no. 15, pp.119-152.

3.5. 밀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단백질 플랜
프랑스의 곡물 업종 조직인 Intercéales는 정부 발 ‘프랑스를 위한 식물 단백질
플랜 2014-2020’에 호응하는 형태로 ‘연질 밀가루 단백질 플랜’을 발표하였다. 해
당 플랜은 2014년 6월 7일의 데크레(décret, 행정명령)23)에 의해, 업종 조직의 협
23) 프랑스 법령체계를 보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조직법률과 보통법률, 오르도난스(ordonnance),
데크레(décret), 아레테(arrêté), 훈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前文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이라 인정하여 헌법과 같은 효력
을 인정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법률로 규정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명령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
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그 강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
정기간에 대해 통상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서 정하는 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헌법에 의한 수권, 의회에 의한 수권
또는 국민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사항에 개입하여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국가원수
의 정치적 의견을 실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데크레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발하는 명령
이고, 아레테는 집행기관(각부장관, 도지사, 시장)이 제정한 명령 혹은 규칙을 총칭하는 형식을 말한
다.(출처: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La hiérarchie des normes et l‘Etat
de droit en France, ｢공법학연구｣ vol.12,no.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pp.199-229). 한편 오르도난
스는 프랑스 법제사상 국왕의 칙령 일반을 말하는데, 현재는 행정부가 그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리는 정령 중 통상적으로는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조치를 한정된 기간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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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써 모든 생산자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시장의 요청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요
청은 단백질 함유율 11%에서 12.5%로 상승하고 있다. 제3국은 오로지 제분용 밀
을 구입하는 것이지 가축사료용이 아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수출국이 다양화되
고 있는 가운데 수입국은 그 품질적 요청을 높이고 있다.
이하, 이 계획의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 연질밀의 단백질 함유율
이 2년에 한 번 정도 국내 평균 11.5%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단수와 단
백질 함유율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단수를 올리는 데에는
성공하여 왔으나, 단백질 함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평균은 11.1%
로, 단백질 함유율 측면에서는 프랑스 밀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프랑스
의 연질밀의 단백질 함유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내 시장 및 외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플랜은 전국 평균 단백질 함유율 11.5% 달성을 목표
로 내걸고 있다.
2014년 6월 7일 발표된 데크레는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분용이든
가축(사료)용이든 모든 용도의 연질밀에 해당하며,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우선, 이 단백질 함유율에 관한 업종협정은 밀의 매각과 집하에 관한 모든 계약
서에 단백질 함유율 기재를 의무화하였다. 밀 단백질 함유율 간이 측정기를 모든
집하업자에 설치할 수 있도록 France AgriMer의 투자 플랜이 책정되었다. 또, 단
백질 함유율 11.5%는 전국 평균의 목표이며,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달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정부가 발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제도에 의거한 것을 말한다. 콘세유 데
터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각의에서 정해져 공시 후 즉시 효력이 생기나, 추인 법률안이 수권법에 의하
여 정해지는 날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효된다(프랑스 헌법).(출처: ブリタニカ国際
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https://kotobank.jp/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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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마그레브24) 제국의 수입 기준
모로코

서 아프리카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이란
(프) (독)

수분 %

14

13.5

14

14

13

14.5 14.5

용적량 kg/hl

77

79

78

78

77

78

단백질 함유율 %

11

11.5

11

12.5

11.5

11.5

Hagberg 낙하수

230

250-300

240

300

200

230 250

제빵력 W

170

190

160

-

-

12

주: Hagberg 낙하수 및 제빵력 W는 제빵상의 기술적 품질을 측정하는 수치임.
자료: France Export Céréales, 2017. Les debouches de la production céréaliere francçaise

이를테면, 이란에서는 프랑스와 독일로부터의 수입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
다. 프랑스는 톤당 10유로를 독일보다도 싸게 사고 있다. 이와 같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높은 단백질 함유율의 밀을 가진 독일이나 흑해 연안(러시아, 우크라이
나,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2002~2013년 프랑스의 평균 단수는 7.2톤/ha로, 단백질 함유율은 11.7%였다.
이에 비해 벨기에는 각각 1.4톤/ha, 0.2%, 독일은 0.2톤/ha, 1.2%, 영국은 0.5톤
/ha, 0.5% 높은 수준이다.
왜 구매자는 높은 단백질 함유율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것은 기술적 요청에 의
한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빵집의 시장점유율에서는 1985년에는 전문 빵집이
8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0년에는 59%까지 하락하였으며, 공업 빵집이 10%
에서 32%까지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전문적 빵집이라면 단백질 함유율이 낮은 가루로도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지
만, 공업적 빵 사업소가 냉동 혹은 반완성품을 단지 빵만 굽는 터미널 점포로써 도
매하는 경우, 이러한 소매점 혹은 빵의 체인점은 제빵사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이러한 경우, 균질적으로 구워지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가루도

24) 마그레브(Maghreb). 리비아⋅튀니지⋅알제리⋅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의 총칭이다. 마그리
브(Maghrib)라고도 한다. 이 말은 아랍어로, 동방(東方: Mashriq)에 대하여 서방(西方: 땅의 끝)을 뜻
한다. 이슬람의 ‘동방세계’가 아랍인과 페르시아 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서방세계’는
아랍화한 베르베르인이 중심이 되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 7세기 말부터 이슬람 왕국의
흥망과 이합집산이 되풀이되어, 19~20세기에 트리폴리타니아가 이탈리아령이 된 외에 서방은 프랑스
령으로 분할⋅통치되었다. 1950년대에 리비아⋅튀니지⋅모로코 등이 독립하면서부터 알제리 독립전
쟁(1954∼1962) 중에 모로코와 튀니지가 마그레브 연방 형성을 제창하였다. 현재도 교통⋅통신⋅무
역⋅관광 등의 목적을 위해 마그레브 정신을 살리려고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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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적이며, 단백질 함유율이 높을 필요가 있다25).
또한 가축사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밀의 단백질 함유율 향상이 과제가 되고 있
다. 밀을 사료로서 사용할 경우, 단백질 함유율이 낮으면 원료비가 늘어나게 된다.
단백질 함유율이 높으면 수입 콩에 의지할 필요 없이 가축 생산을 실시할 수 있다.
양계를 예로 들면, 밀 속에 1포인트 단백질이 적다고 하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대두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대두박 가격을 톤당
450유로로 가정할 경우, 가축 사료 1톤당 5유로 추가 비용이 든다.
또, 단백질 함유율을 시계열로 보면, 그 년도에 따라 높낮이 차이가 심하다. 일
반적으로 단수와 단백질 함유율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다. 단수 향상만을 추구
한 결과, 단백질은 경시되어 왔던 것이다.
단백질 함유율을 연차순으로 들어보면, 1996년 11.8%, 2000년 11.1%, 2005년
11.4%, 2006년 12.3%, 2007년 12.2%, 2008년 12.3%, 2009년 11.5%, 2010년
11.3%, 2013년 11.4%, 2014년 11.2%, 2015년 11.0%이다. 2016년은 단수가 극단
적으로 낮아 단백질 함유율은 예외적으로 12.6%로 높아졌다(Le Stum, 201726)).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밀 수급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프랑스 연질밀의 국제경
쟁력을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각종 통계자료 및
업계단체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대략적으로 기술해 왔다.
국제 밀 생산량은 2016년에 정점을 지나 7억 4,200만 톤에 달한다. EU는 그 중
18%, 프랑스는 4%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며, 북미가
주요 수출지역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수출 확대가
현저하다.
프랑스의 연질밀은 생산한 물량의 절반 정도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같은 EU 역내 국가인 헝가리나 루마니아, 불가리아와도 경쟁이 치

25) 밀의 품질과 프랑스의 밀 생산부터 빵 소비까지의 푸드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원고인 허 덕,
박지원, 김태련, ‘(제3편) 프랑스 밀 생산부터 빵 소비까지의 푸드시스템’,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
호(2020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다루기로 한다.
26) Le Stum, H. (2017) Le Blé, Ed. France Agri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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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해졌다. 프랑스는 EU 역외로의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밀 수입국측에서
는 고품질 밀을 요구하고 있어, 품질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어 왔다. 이리하여 흑
해 연안(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이집트나 아랍 제국에 있어서 프랑스
연질밀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었다.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가 수출세를 폐지함
에 따라 아르헨티나도 밀 국제 무역에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특히 그 품질을
둘러싸고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에 좋지 않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연질밀에 있어서는 관행적 농업이 일반적이며, 유기농업은 과수나 채소
정도로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유기농업 보급조직인 Agence Bio에 의하면, 2016
년에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 농지 면적의 5.7% 정도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밀에 대한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품질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며, 아울러 유기농 밀이라는 차별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단백질 함
유량 제고와 같은 품질향상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와 같은 분석은 밀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의 실태는 물론, 프랑스
의 연질밀 구매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 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밀 생산에 관한 시책 구상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하게 해 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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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3편

프랑스 밀 생산부터 빵 소비까지의
푸드시스템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이 글은 프랑스의 연질밀(Soft wheat) 생산부터 빵의 소매, 소비자에 의한 빵
소비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반을 개관한 것이다. 아울러 밀 생산의 후방에 해당
하는 육종연구를 언급함과 동시에 최근 ‘글루텐 프리(Gluten free1))’ 빵 소비동향
에 이르기까지, 밀 생산에서부터 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푸드시스템
전반을 다루고 있다.
프랑스의 연질밀 생산에는 약 20만 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장에
서의 자가소비 사료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영의 절반이 조금 안되는 농가들이 어
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다. 또한 곡물 생산 면적의 54%를 연질밀이 차지하고 있
다. 소비의 경우, 프랑스인의 98%가 밀가루를 이용한 빵을 소비하고 있다.
밀 수급은 국내 정치 안정과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에서 밀은
우리나라나 일본에 있어서 쌀에 필적할 정도로 대중적인 푸드시스템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밀 생산부터 빵 소비까지의 푸드시스템 전반을 개관한 연구는 필자가 아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글루텐은 밀가루 속에 있는 단백질이다. 음식에 맛과 식감을 높여주지만, 장에서는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글루텐은 장 점막을 헐겁게 하는 물질의 양을 늘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장벽을 통과하면 안 되는 물질이 혈류로 들어와 만성염증과 자가면역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장 염증, 설사 등을 자주 겪는다고 한다. 이러한 점 때
문에 글루텐이 없는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꿈샘, ‘[니
모건강사전] 밀가루에 대한 고민_글루텐 프리 식빵’(2020년 7월 17일), https://blog.naver.com/iris86
79/2220333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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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2).
이 글은 이러한 중요한 산품인 밀 및 빵의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해 프랑스의 실
태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문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빵
소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빵과 그 원료인 밀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품
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3).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프랑스의 ‘연질밀’이다. 주로 파스타류의 원료가
되는 경질밀(Hard wheat)은 다루지 않는다. 또한 가축 사료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

2．밀 육종 부문
2.1. 종자 부문의 현황
프랑스에서 밀의 육종기업 수는 1995년 39개에서 2013년 26개로 감소하고 있
다. 1988~2013년 기간 동안 육종기업 상위 4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금액 기준으
로 평균 70%에 달한다. 육종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수단(시험
장 플랫폼) 등을 공유해 왔다.
종자 생산업체 역시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종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100여 개이며, 이들 종자 생산 기업은 6,900명의 농업인
에게 종자를 위탁 생산 받고 있다.

1) 육종과 품종등록
유럽에서 품종은 육성자권(COV)4)과 CVO(의무적 임의분담금)에 의해 보호되고
2) 프랑스 곡물의 개황에 대해서는 清水卓, (2016), ‘フランス穀物業界の現状と課題：AGPB 穀物白書を
読む’，｢駒澤大学経済学論集｣ 第47巻 第1号，pp.39-54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원고인 허 덕, 박지원, 김태련, ‘(제2편) 프랑스 밀 수급동향 및 국제경쟁력
분석’ ,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6호(2020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제1편) 프랑스
밀과 빵의 푸드 시스템 개관’,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6호(2020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다루었다.
4)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을
말한다.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간 기구로서 지난 1961년 식물의 신품
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된 후 1968년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을 중심으로 식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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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허와는 달리, COV는 두 개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첫 번째 특례는 다음
의 경우 농업인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즉, 다음 계절의 파종에 맞춰 동일 경영으
로 자신의 경영에서 수확된 종자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이
권리는 34개 작물에 부여되었으며, 여기에 연질밀도 포함되어 있다(2014년 8월 3
일자 데클레 2014-869).
두 번째 예외는 연구에 대해서이다. 이는 각 육성자가 이미 보호받고 있는 모든
품종을 그 연구 프로그램 안에서 식물 소재 자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예외 조항은 밀과 같은 자가수분 품종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각각의 육성자는 자기 자신의 육종의 기초로서 경합 상대의 품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COV는 이와 같이 유전적 진보의 보급을 촉진하고, 누적적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Perronne, R., Goldringer, I. et al. 20165)).

2) CVO
2001년 6월 26일에 농업단체 간에 체결된 전문업종 협정인 밀에 대한 ‘의무적
임의분담금 CVO’는 집하된 밀의 양에 따른 거출금 지불(0.50유로/톤, France
AgriMer, 2013, p.146))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육성자를 위해 배분된다. 즉, 다
양한 육성자에 대해 그 시장점유율(판매되는 종자의 양)에 따라 85%가 배분되고,
종 육성자의 권리를 가맹각국이 보장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창설되었다. 1972년, 1978년의 조
약개정을 거쳐 1991년 육성자권의 강화, 보호대상식물의 확대 등을 위해 제 3차 개정이 이루어져 9
8년 4월 24일 발효되었다.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
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맹국 간에
식물품종에 대해 국가간 협력 및 법률의 상호 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기간은 20년 이상(다년생 작물은 25년)이며, 품종명칭도 '상표권'처럼
배타적으로 보장되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회원국들은 자국내 품종관리법원이나 일반법원에서 종
자특허권 소송을 다루고 있다. 이사회, 자문위원회, 행정및 법률위원회 그리고 기술위원회의 조직으
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한편, 종묘법은 벼, 보리, 콩 만이
아니라 채소와 꽃 등 식물 전체에 대한 법률인데, 종묘법에서는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육성자권’이 주어지고, 육성자권을 가진 주체 이외에는 씨앗과 모종을 육종하거나, 판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농업인이 씨앗을 받거나 받은 씨앗으로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일(자가증
식)은 인정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종묘회사가 계약에 의해 자가채종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감자
와 딸기 등 뿌리와 줄기, 덩굴 등에서 ‘영양번식’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가증식이 제한되어 있다.(출
처: 다음 블로그 @농자료창고, ‘모든 생명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http://blog.daum.net/stonehinge/8
732493)
5) Perronne, R., Goldringer, I. et al. (2016) “L’evolution de la filière blé tendre en France entre 1980
et 2006: quelle influence sur la diversité cultivée?”, NECE, no.41, pp.83-113
6) France AgriMer (2013) Prospective filière française semences de blé ten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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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5%가 ‘작물육종지원기금 FSOV’에 적용된다.
소생산자 농업인에 대해서는 CVO의 징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소
생산자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에서 규정된 단수에 근거하여, 곡물 및 유
량 종자 92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 면적 이하 농업인으로
하고 있다. ‘소생산자’ 농업인 개념은 유럽규칙 CE, no.1782-2003(2003년 9월
29일자)에 규정되어 있다.

3) 육종기업의 품종공급과 유통
프랑스에서 재배를 허가받아 작물 품종 카탈로그에 등록된 연질밀 품종 공급은
수십 년 사이에 급격히 늘고 있다. 1980년에는 파종되어 있는 품종수가 60개 정도
였던데 비해, 종자가 증식되어 있는 품종수가 70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 품종수가
90개였다. 그런데 2005년에 와서는 등록품종이 250개에 대해 증식 품종수도 거의
동수, 파종되어 있는 품종수는 350개나 된다. 1995년 이래, 파종되고 있는 품종수
는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수를 웃돌고 있다. 이는 인접국의 품종의 종자,
혹은 유럽의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이 파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파종되어 있는 품종이 더 이상 카탈로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도
농장에서 자가 채취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연질밀 자가 채취에 의한 종자 사용 비
율은 1980년대 초 이후 안정되었다. 즉 195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질밀 인증종
자(구입종자) 사용률 추이를 보면, 1950년에 10% 미만이었던 것이 1960년에는
20%, 1970년에는 40% 미만, 1980년에는 60% 미만이 되었다. 그 이후에는 50%〜
60% 사이에서 연도별 차이에 따라 증감은 있지만, 안정된 모습이다. 2015년에는
파종면적의 52%를 차지하였다.

4) 농협과 농업인의 품종선택 행동
농협에 관한 법률제도는 과거에는 농협에 의한 ‘전량조달=전량출하’ 원칙을 취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였고(1990년 9월28일자 데클레 no.90-879), 또 자회사화
(프랑스어 filialisation)를 촉진하였다(농협의 자기자금강화와 계열회사의 발전에
관한 1991 및 1992년의 법률). 이에 따라 해당 집하지대로 인해 경쟁을 면했던 농
협 간의 경합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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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농협은 경쟁하는 농협과 합병하거
나 다른 품종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농협과 차별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Perronne 등의 조사(2016)7)에 의하면, 프랑스 북부에서는 농협간의 합병
이 다수 나타났으나, 품종수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1년 및 1992년의
자회사화(filialisation)에 관한 법률은 상법 상의 자회사의 창출을 통해, 연질 밀
부문의 복수 활동부문, 특히 가공부문과 종자 생산부문을 통합하는 농협그룹의 증
가를 가져왔다.
종자 생산 기업의 80%는 농협이다. 농협 및 농협그룹은 다양한 활동부문을 수
직적 통합함으로써 농업인과 다른 체인(chain)간의 중개자 지위를 높여, 품종지정
에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ⅰ) 품종의 갱신
연질밀의 품종 갱신(turnover)은 프랑스에서는 30년 전부터 급속화 되고 있으
며, 품종 공급 증가, 품종의 판매 사이클 단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갱신의 급속
화는 1970년 이래의 지배적 품종(Soissons8) 품종 제외)의 파종면적 감소에 의해
설명되며, 프랑스 북쪽 절반에서 품종 다양성 증가를 초래하였다.
농업인에게 인증종자를 직접 판매하는 증식기업이 신규 품종을 추천하기 위해
신품종 판매와 관련한 품종 갱신이 진행되고 있다. 종자생산 업체에서 농업인에게
판매가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 또 곡물의 농협에 대해 실시된 2015년의 조사
에 의하면, 농협은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품종의 일부를 매년 최근에 등록된 품종
으로 교체하고 있다. 조사된 농협 중 조합원에게 다수의 품종을 제공하는 농협은
매년 종자를 갱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급 품종의 증가는 품종 갱신의
급속화를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erronne은 프랑스의 관련 농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Perronne,
7) Perronne, R., Goldringer, I. et al. (2016) “L’evolution de la filière blé tendre en France entre 1980
et 2006: quelle influence sur la diversité cultivée?”, NECE, no.41, pp.83-113
8) 수아송(Soissons). 수아송은 프랑스 오드프랑스지방 엔주에 있는 도시이다. 파리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엔강에 위치해있으며,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다. 오늘날 수아송은 12
세기 수아송 성당(Soissons Cathedral)과 생장데비뉴 수도원(St. Jean des Vignes Abbey)을 가장 중
요한 역사적 건물로 가지고 있는 상업 및 제조 중심도시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지명사전 :
프랑스,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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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 그는 2015년에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연합회(Coop de France)의 협력을
얻어 41개 농협(프랑스 곡물농협의 30%)에 대해 조합원에게 품종 추천에 대해 물
어보았다. 이들 농협의 조합원수는 100명 정도에서 1,500명이며, 100〜1,000명이
18개소 농협, 1,000〜5,000명이 16개소 농협, 5,000명 이상이 7개소 농협이다.
조사 대상 농협은 프랑스의 31개 주를 망라하고 있다.

(ⅱ) 농업인이 사용하는 품종에 대한 농협의 영향
농업인과 가치사슬의 전방부문인 중개역을 맡고 있는 농협은 판로를 고려하여
농협 조합원에게 상당히 다양한 품종을 선택하도록 촉구한다. 아래 표는 농협에
의해 그 조합원에게 제안된 품종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된 41개소 농협은 조합원에게 5~41개의 품종을 제안하였다. 농협의 80%는
8〜25개 품종을 제안하였다. 조합원수와 농협에 의해 제안되는 품종 수 간에는 플
러스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한다. 이 조사에 한해서는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수를
가지고 있는 농협은 가장 많은 품종을 제안하는 농협이 아니었다.
<표 1> 농협에 의해 조합원에게 제안한 품종 수(2015년)
제안된 품종 수

농협 수

5

1

6-10

8

11-15

12

16-20

14

20 이상

5

자료: Perronne, R., Goldringer, I. et al. (2016) “L’evolution de la filière blé tendre en France entre 1980 et
2006: quelle influence sur la diversité cultivée?”, NECE, no.41, pp.83-113

또한 이러한 농협이 품종을 제안할 때 기초로 삼고 있는 자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농협 자체 시험결과부터 품종을 제안한 농협이 35개가 넘는다. 이어
서 몇 개의 농협이 가맹한 시험연구 플랫폼에 의한 시험결과에 의한 것이 32개,
ANMF10) 목록과 Arvalis11) 기준에 의한 것이 27개, 고객의 수요에 의한 것이 23
9) Perronne, R., Goldringer, I. et al. (2016) “L’evolution de la filière blé tendre en France entre 1980
et 2006: quelle influence sur la diversité cultivée?”, NECE, no.41, pp.83-113
10) 프랑스 제분업 협회(ANMF)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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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종자회사의 팜플렛에 의한 것이 10개이다.
품종 선택은 각각의 농협에 고유한 선택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은 특히
목적이 되는 판로나 집하지대의 농업기상 조건(조생, 다양한 병충해와 관련된 위
험, 전작 등)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다. 연질밀을 판매하고 있는 40개 농협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5가지 품종 선택 기준(단수, 내병성, 농업기상조건, 제빵용 품질,
기술적 분류) 중 단수, 내병성, 제빵용 품질, 기술적 분류 등 4가지를 품종선택 기
준으로 하고 있는 농협이 75%이다.
첫 번째 기준으로 단수를 드는 농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20개 농협). 단수
보다 품종의 제빵 품질을 강조하는 곳이 7개 농협이다(40개 농협이 질문에 답하였
다. Perrone(2016)12)).
농업인에 의한 품종 선택 기준도 최근 몇 년간 농협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며, 단
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물론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내병성이나 농업기상조건
에 대한 품종의 적응, 기술적 품질, 특히 단백질, 용적량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연질 밀 경영분야에서 파종하는 품종의 수가 1품종만 경영하는 경우는
29%, 2품종인 경우는 23%, 3품종인 경우는 18%, 4품종인 경우는 13%, 5품종인
경우는 7%, 6품종 이상인 경우는 10%이다(France Agrimer, 201613)).

3．프랑스 밀 생산부터 빵 소비까지 푸드 시스템의 주체(Actor)
3.1. 개요
이하에서는 2010년 이후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게 된 ｢식품 가격 및 마진 형성
관측｣ Observatoire dela formation despixet des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Rapportau Parlement, (2017, 201814))에 의하여 밀 생산부터 제
분, 제빵, 소매에 이르는 흐름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이 그림
11) 프랑스의 전문적 기능단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되고 있는 프랑스 작물 생산 응용 연구기관
12) Perronne, R., Goldringer, I. et al. (2016) “L’evolution de la filière blé tendre en France entre
1980 et 2006: quelle influence sur la diversité cultivée?”, NECE, no.41, pp.83-113
13) FranceAgriMer (2016) Variétés de blé tendre, Recolte 2016.
14)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및 OFPM, (2017), Rapport au Parlement 2017;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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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1 참조).
먼저 2015년 프랑스 AgriMer(농업 및 해양산물국15))의 자료를 통해 프랑스 곡
물생산의 최근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Les fiches de France AgriMer, 2015).
생산조직으로서는 프랑스의 곡물생산은 극히 잘 조직화되어 있다. 곡물생산자
는 30만 호 정도, 곡물집하업자는 177개 협동조합, 그 중 2개는 협동조합연합회
(unions de cooperatives), 605개 중개조직, 그리고 가공업자이다. 또 연질밀을
집하하는 농협은 1989년 438개에서 2014년 149개로 나타났다.
2016년도 프랑스의 곡물생산은 프랑스 전체 농용지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950
만 ha(2009/10〜2013/14년도 5년간 평균 930만 ha)이다. 또 이러한 곡물생산 경
영의 구조를 나타내면 다음 <표 2>로 나타낼 수 있다. 전체 경영인의 54%(25 ha
이하 규모)가 14%의 곡물 면적을 경영하고 있으며, 100 ha 이상 규모인 9%의 경
영이 35%의 곡물면적을 경영하고 있다. 곡물 경영의 절반 이상이 25ha 미만 경영
이다.
<표 2> 프랑스의 곡물경영 구조
곡물 생산규모

경영 수 비율(%)

경영 수(개소)

곡물 면적 비율 (%)

곡물 면적 (ha)

25 ha 이하

54

139.272

14

1,333.746

25-50 ha

20

50.049

19

1,796.777

50-100 ha

17

44.488

33

3,134.226

100 ha 이상

9

22.606

35

3.358,450

전체 경영

100

256.413

100

9,623,198

자료: Enquete structure，2013．

15) 프랑스 AgriMer는 2009년 3월 25일 2001년 3월 25일 프랑스 AgriMer(농업 및 해양산물국)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농업 및 식품부가 주관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프랑스 AgriMer는 2009년 4월 1일 오피
머(Ofimer, Of) Fice de l'Elevage, ONIGC, Onippam et Viniflhor)와 MNM(시장 뉴스 네트워크)의 접
근이다. 프랑스 농업과 어업분야를 위한 정보, 교환, 숙고, 중재, 경영의 장소, 프랑스 AgriMer는 한
시설 내에서 함께 모였다. 국가 및 유럽 기술 및 금융 지원 장치를 구현하고 시장 규제 장치를 관리
한다. "접속" 시장 추적을 하고, 경제적,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기술 협력 활동에 기
여하고, 세계 각지의 분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실패"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 정책의 대화, 조정 및
시행을 조직한다. 따라서 France AgriMer는 정부 및 농업 및 식품 부문의 대표자를 긴밀하게 연계하
여 그것의 행동과 지배를 독창적으로 하는 세 가지 개별적이고 보완적인 "직업"으로 특징지어진다.
(출처: FranceAgriMer 홈페이지, https://www.franceagrimer.fr/FranceAgriM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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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생산에서부터 빵 소비까지의 흐름도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는 단위를 밀가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 프랑스의 연질 밀부터 빵까지의 흐름도

주: * 표시는 가축사료, 글루텐, 알콜 등
자료: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p. 217

농업경영에서 집하된 연질밀을 제1차 가공하는 제분기업(생산사업소 unités)은
1987년 1,034개소에서 2014년 439개소로 줄었다. 5만 톤 이상의 제분 능력을 가
진 사업장은 1987년에는 전체의 1.8%였으나, 2014년에는 8%로 증가하였다. 1987
년에는 제분 능력의 39%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62%를 차지하면서, 두 개의
제분 그룹이 프랑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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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 사이에 생산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생산사업장이 없어졌으
며, 보다 대규모 제분능력 사업장으로 제분 할당권리(쿼터권, 후술)가 이전되고 있
다. 전분공업은 매우 집중화되어 있어, 2003년에 제분기업 판매액보다도 높은 판
매액을 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는 6개의 기업밖에 없었다.
가축사료공업도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연질 밀 부문의 중심에 위치한 프랑스 제분업계가 1차 가공을 수행하고 있다.
1961년 6월 23일 이후 프랑스 행정명령의 한 유형인 데크레16)에 의해 제분소 경영
자와 제분 도매업에 대하여 곡물 사용량에 대한 또 관행적 농업 혹은 유기농업에
유래하는 제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프랑스 정부의 외곽단체인 France AgriMer에 의해 수집되고 있
으며, 이는 프랑스의 제분업 활동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17년
에 밀가루 환산으로 410만 톤의 연질밀(주로 프랑스 산)과 수입 내지 이월된 40만
톤과 합하여 450만 톤의 밀가루가 생산되었다. 이 중 40만 톤이 수출되었다. 생산
된 밀가루의 주요 용도는 식용 빵이다.
프랑스인의 98%에 의해 소비되는 빵은 프랑스 식사 모델의 주축이다. 빵은 밀
가루와 물, 소금으로 제조된다. 전문적 제빵⋅제과 사업소가 프랑스에서 밀가루의
제1의 판로이며, 공업적 제빵⋅제과 사업소가 그 뒤를 잇는다. 2013년에는 전문적
제빵⋅제과 사업소 3만 2,000개소가 빵의 60%를 제조하였다. 공업적 제빵⋅제과

16) 프랑스 법령체계를 보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조직법률과 보통법률, 오르도난스(ordonnance),
데크레(décret), 아레테(arrêté), 훈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前文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이라 인정하여 헌법과 같은 효력
을 인정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법률로 규정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명령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
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그 강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
정기간에 대해 통상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서 정하는 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헌법에 의한 수권, 의회에 의한 수권
또는 국민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사항에 개입하여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국가원수
의 정치적 의견을 실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데크레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발하는 명령
이고, 아레테는 집행기관(각부장관, 도지사, 시장)이 제정한 명령 혹은 규칙을 총칭하는 형식을 말한
다.(출처: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La hiérarchie des normes et l‘Etat
de droit en France, ｢공법학연구｣ vol.12,no.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pp.199-229). 한편 오르도난
스는 프랑스 법제사상 국왕의 칙령 일반을 말하는데, 현재는 행정부가 그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리는 정령 중 통상적으로는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조치를 한정된 기간에 한해
정부가 발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제도에 의거한 것을 말한다. 콘세유 데
터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각의에서 정해져 공시 후 즉시 효력이 생기나, 추인 법률안이 수권법에 의하
여 정해지는 날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효된다(프랑스 헌법).(출처: ブリタニカ国際
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https://kotobank.jp/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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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는 240개소 정도 되며 점유율로는 28%를 차지하고 있다. 할인점 내 제빵
공방이 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수입이다.
2016년의 기상불순에 따라 프랑스 밀의 평균적 품질이 악화17)되었다. 당시의
품질 악화는 프랑스 제분업을 직격하였다. 한편, 밀의 일부에 대해 열매가 별로 맺
지 않았고, 용적량(kg/hl)도 낮아져 밀가루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품질에 지역적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분업자는 조달 범위를 확대시켜 추가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밀부터 빵까지의 푸드 시스템을 둘
러싼 주체(행위자)에 대해 차례차례 살펴보기로 한다.

3.2. 밀 경영
1) 밀 경영 소득
우선 연질밀을 포함한 곡물 경영 전반에 대해 개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기
정보 네트워크인 RICA에서 얻은 중대 규모 곡물 경영(‘곡물 유량 종자’ 및 ‘기타
일반 밭작물(곡물 외, 감자, 노지 채소 등 포함), OTEX 15, 1618))의 개요를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프랑스 농업 전체와 경종 부문 현황(2016년, 중대규모 농가)
전체

곡물⋅유량종자

일반 밭작물

호수

297,886

52,363

19,722

평균경영면적 (ha)
그 중 소작면적

87.3
71.8

125.1
106.5

118.6
109.3

가축두수

80.9

7.0

10.0

2.0
1.4

1.4
1.2

2.2
1.4

부채액 (1,000유로)

189.9

141.4

251.3

판매액⋅자가소비 (1,000유로)

185.0

119.8

239.5

자재조달경비 (1,000유로)
기타 경비 (1,000유로)

71.5
53.3

64.4
39.5

95.9
65.0

경영보조금 (1,000유로)

28.6

31.5

33.9

전업 노동단위
그중 비임금 노동자

17) 단백질 함유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는 품질향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보면 품질 악화로 보고 있다.
18) ‘곡물유량종자는 품목분류 OTEX 15이며, 기타 일반 밭작물은 품목분류 OTEX 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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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곡물⋅유량종자

일반 밭작물

임차료 (1,000유로)

14.0

15.5

24.4

인건비 (1,000유로)

14.6

3.4

20.4

경영 조이윤 (1,000유로)

60.2

26.8

72.4

과세전 경영소득 RCAI(1,000유로)

25.6

-5.3

26.9

비임금노동자 일인당 조이윤 EBE(1,000유로)
활동 수당 RCAI(1,000유로)

43.1
18.3

22.2
4.4

52.2
19.4

출처: Agreste Les Dossiers, 2018, no.41.

다음으로 연질 밀 생산 경영의 산출액 및 경비 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OFPM, 2017, 201819)).
연질밀 생산 경영에 대해서 산출액에 대한 과세 전 경영소득 RCAI의 평균 비율
은 13%에서 30%로 연차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2014년 산출액 189,529 유로
에 대해 RCAI는 23,353 유로이며, 2015년 산출액 199,680 유로에 대해 RCAI는
28,459 유로였다. 그러나 2016년은 산출액 147,615 유로에 대해서 RCAI는 마이
너스 4,700 유로로 적자 경영이 되었다. 경영 종사자 1인당(비임금 연간 노동 단
위 1인당) RCAI는 2014년에는 19,400 유로, 2015년에는 23,200 유로였으며,
2016년에는 마이너스 3,954 유로이다.
<표 4> 연질밀 생산경영의 평균소득구성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경영 산출액 (천유로)

190.7

221.5

204.0

189.5

199.7

147.6

일인당 RCAI (천유로)

44.3

57.8

27.4

19.4

23.2

-4.0

일인당 보조금 (천유로)

30.9

29.9

31.4

28.9

27.3

25.7

산출액 비율 (%)
연질밀 산출액

45

46

45

44

45

35

기타 산출액

36

38

36

38

39

45

경영보조금

19

16

18

18

17

21

경비 비율 (%)

19)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및
OFPM (2017) Rapport au Parlement 2017;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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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전 소득

28

30

16

12

14

-3

작물투입

24

24

31

32

31

39

중간소비，자재

17

18

20

21

20

23

감가상각

15

13

15

15

17

19

지대，금융경비보험，인건비

16

15

18

20

16

22

출처: OFPM, 2017, 2018부터 나가토모(長友) 작성.

2) 연질밀 생산비용
여기에서는 프랑스 전국 농업부기 센터인 CerFrance의 데이터에 따라
Arvalis-Unigrains 관측에 의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산비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
다(OFPM, 2017, 201820)).
표본은 4,000경영을 포함하여(‘곡물유량종자’, 품목분류 OTEX 15)와 ‘기타 일
반 밭작물’, 품목 분류 OTEX 16), 프랑스 연질밀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16개
주로 분산되어 있다. 이들 주는 루아르 강 이북에 위치하며, 그곳에서는 프랑스 연
질밀 생산량의 38%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단수는 전국 평균보다도 10% 높다.
여기에서 생산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경영자의 노동 표준 보수(전업농 1인당 트랙터 운전자의 보수(1.1 SMIC=최
저임금)에 해당).

⋅ 경영자의 사회보험 부금(이 부금은 RICA의 경영경비로서는 불포함).
⋅ 자기자본과 소유 농지의 보수(주의 평균 토지 임차료)
OFPM(2017, 2018)에 의하면, 2016년에는 생산비용은 톤 당 249유로(생산자 1
인당 소득도 경비로 산입)으로 2015년의 톤 당 184유로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65유로/톤)는 단수 격감으로 설명된다. 2016년의 단수는 6.2톤/ha로,
2010~2015년 평균 8.1톤/ha보다도 상당히 낮다. 2016년에는 밀 판매액이 시장가
격의 침체와 품질의 저하 때문에 150유로/톤에서 147유로/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및 OFPM (2017) Rapport au Parlement 2017;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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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포함한 밀 생산액 전체에서는 2015년보다 7유로/톤 증가한 188유로/톤
이 되었다.
연질밀의 생산 경영의 순이익은 밀 판매액만 보면, 마이너스 102유로/톤, 보조
금을 포함하면, 마이너스 61유로/톤이었다. 2017년은 예측치 이지만, 생산비용은
182유로/톤, 단수는 예외적인 해였다. 2016년부터 증가하여 평년과 같은 8.1톤
/ha이었다.
<표 5> 연질밀의 생산비용, 판매액, 단수 등(2007-2017)
(단위: 유로/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수 톤/ha

7.1

8.1

8.4

8.0

7.8

7.9

8.0

8.2

8.8

6.2

8.1

밀 판매액

184

147

112

177

183

214

179

157

150

147

145

밀 판매액+보조금

237

194

157

218

225

256

219

192

181

188

175

생산비 전체

-

-

-

182

201

218

220

211

184

249

182

토지임차료

18

17

17

18

19

19

19

19

18

25

20

기타 경비

19

17

17

19

20

22

21

20

18

24

19

기계건물경비

55

54

50

55

62

67

66

64

57

76

58

작물투입재

50

53

60

49

56

64

67

64

59

82

55

주: 2016년의 데이터는 기초가 되는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잠정치이다. 2017년 데이터는 수년 전의 데이터의 연
장과 현장에서의 관측에서 도출한 예측치이다. 생산비 전체에는 자기노동보수(풀타임 1인당 1.1 SMIC)와 자기자
본보수, 가족노임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재는 없다. 2009년 이전의 생산비 전체에 대한 기재는 없다.
출처: OFPM, 2017, 2018부터 나가토모(長友) 작성.

연질밀 생산에 드는 경비를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것이 <표 6>이다. 이것은 <표
5>와 같이 CerFrance에 의해 수집되고 Arvalis-Unigrains 관측에서 가공된 부기
데이터에 의한 것이다. 대상은 역시 루아르 강 이북의 16개 주에 걸친 곡물 유량
종자 및 기타 일반 밭농사로, 표본 수는 4,600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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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질밀 생산비용(2011-13년 3년 평균)
(단위: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유로/ha)

토지 임차료

177

보험，기타 관리비

133

자기자본보수

46

금융경비

34

임금，고용자 사회보험

50

경영자 사회보험

98

가족노임

143

감가상각

290

유지비，수리비，연료비

168

농작업 위탁･외주

61

비료

230

농약

185

종자

76

기타 경비（건조，관개）

0

경비 전체

1,689

단수 (톤/ha)

7.9

생산비（유로/톤）

214

주: <표 18>과 대응 관계는 자세하지 않음.
출처: APCA, 2015

3.3. 밀의 집하 조직(농협)과 단백질 함유율 고려
1) 농협에 의한 밀의 집하
프랑스에서는 곡물 집하의 대부분을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다(이하 Courbou,
201621)). 농협이 집하량의 74%를 차지하며, 민간도매가 26%이다. 2015년에 약
1,300명의 자연인, 혹은 법인이 곡물을 저장하도록 인가받았으며, 이에는 가축사
료공업, 제분업자, 저장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회사는 전국에 분산한 7,500개소의 집하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체 저장능력은 4,900만 톤으로 추산된다(2012년, 농장에서의
저장 제외). 이 저장능력은 생산량 전체를 넘지만, 판로에 따른 수확 로트(lot)의
21)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Di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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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를 확보하기에는 불충분하다(500만 톤 이상 부족함).
밀 집하 지대가 여러 주에 걸친 농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농협이 연질밀 집
하를 실시하고 있는 주의 평균수는 1989년 하나에서 2014년에는 1.62가 되었으
며, 같은 해에 48개소의 농협은 2개 이상의 주에서 집하를 실시하고 있다. 농협은
지리적 지역과 결합하고 있으며, 그 합병은 주(州)차원에서 농협그룹의 창출을 가
져온다.
밀 집하의 농협 부문은 2015년에 165개소로, 1980년대 이후 큰 집중화 움직임
을 보이며, 몇몇 거대 그룹이 이 부문을 지배하고 있다. Axereal, Vivescia,
Cerevia, Ceremis, Sillage가 유명하다.
집하와 거래 활동은 종종 구별된다. 특정 협동조합은 그 설립의 농업지대에서
집하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판매연합회 안에서 그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예
를 들면, 판매 연합회 Cerevia의 경우가 있다. 이 그룹에는 Dijon Céréales,
Cerepy, Seine Yonne, Cooperative Bourgogne Sud, Terre Comtoise, Terre
d'Alliance & groupedauphinaoise 등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 연합회는 수송비용을 삭감시켜(규모의 경제), 이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
였다. 경쟁력 강화에 의해 가장 먼 지역에서도 프랑스의 수출항에 대한 접근을 보
증한다. 예를 들면, Cerevia를 통해 내륙부에 있는 부르고뉴 지방의 밀은
Fos-Sur-Mer의 지중해항으로 수송된다. 농협은 또 판매에 대해 민간 도매 트레
이더를 사용할 수 있다.
농협은 1980년대 이후 CAP(유럽공동농업정책) 개혁, WTO(세계무역기구), 규
제시스템 하에서(특히 1991-1992년의 협동조합 근대화에 관한 법률), 또한 곡물
부문의 경제 환경 변화 하에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할인점 집중화와 과점적
지위는 곡물 부문의 상류층 업자들 간의 경쟁을 격화시켰으며, 이는 보다 대규모
화 하기 위해 농협의 흡수⋅합병을 가속화시켰다(內田, 201822)).
경제 인테그레이션 전략(혹은 가치사슬 상 전방으로의 수직적 다변화)은 곡물
부문에서는 뒤늦게 실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그룹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
Vivescia는 2012년에 NutriXo, Axereal 그룹(집하 부문의 리더임)을 매수하였다.
Axereal 그룹이 가공부문의 기업(제분 기업 Axiane)을 매수한 것이다.
이러한 밀 부문에서의 수직적 다각화는 낙농부문에 비해 상당히 늦은 것이다.

22) 内田多喜夫(2018) ｢フランスにおける農協の新たな展開｣， 農林金融 6 月号，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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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공통농업정책(CAP) 시스템이 유제품 부문에서는 분유나 버터(가공
품)를 대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데 반해, 곡물 부문에 대해서는 곡물(제1차 산품)
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농협이 수직적 다변화 전략을 기업 매수에 의해 실시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필
요할 것이다. 1990년대에는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본이
필요 없는 파트너십과의 연계를 확립하는 방법을 우선시하였다.
집하와 거래 활동 외에 농협은 자재 공급(종자나 비료, 농약 등)이나 농업 보급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 부문은 곡물 종자 생산에서 시장점
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료나 농약 판매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의 3분
의 2를 차지하고 있다.

2) 농협 집하의 단백질 함유율 고려
연질 밀 단백질 플랜은 전국 평균 11.5% 이상의 단백질 함유율이라는 목적을 설
정하였다. 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밀의 단백질 함유율 정도에 따라 가격프리미엄을 매기는 품질지
불시스템 실시는 협동조합 재량에 맡겨져 있다.
Arvalis-Institut duvégétal에 의해 실시된 분석으로는 2015년도의 Baranger
연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로서 6개의 농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는 다른 품질 지불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Courbou, 201623)).
단백질 함유율 11%를 중립점 즉, 포상도 벌금이 없는 점으로 하여, 판매의 표준
으로 하는 것이 많다(농협2와 5는 제외). 농협 1, 3, 4,는 중립점의 폭을
11.0~11.5%로 하고 있다.

⋅ 농협 1: 단백질함유율 8〜9%까지 –3유로/톤, 9.5%에서 –2유로/톤, 10.0%에
서 –1유로/톤, 11.0〜11.5%에서 중립점. 12%에서 +1유로/톤, 12〜14%에서
1.5유로/톤.

⋅ 농협 2: 단백질 함유율 8〜9.5%까지 –10유로/톤, 10%에서 –7유로/톤, 10.5%
에서 –2유로/톤, 11%에서 –1유로/톤, 11.5%에서 +2유로/톤, 12.0%에서 +3
23) Baranger(2015)에 대한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Dijon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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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톤, 12.5%에서 +5유로/톤, 13〜14%에서 +6유로/톤

⋅ 농협 3: 단백질 함유율 8.0〜10%까지 –15유로/톤, 10〜10.5%에서 –6유로/
톤, 10.5〜11%에서 –2유로/톤, 11.0〜11.5% 중립점, 11.5〜12.0%에서 +2유
로/톤, 12.0〜12.5%에서 3유로/톤, 12.5 이상에서 4유로/톤.

⋅ 농협 4: 단백질 8〜11.5%까지 중립점, 11.5%에서 +2유로/톤, 12%에서 3유
로/톤, 12.5% 이상에서 4유로/톤.

⋅ 농협 5: 단백질 함유율 8〜10%까지 중립점, 10.5%에서 +0.5유로/톤, 11%에
서 +1유로/톤, 11.5%에서 +4유로/톤, 12%에서 +6유로/톤, 12.5% 이상 +8
유로/톤.

⋅ 농협 6: 단백질 함유율 8〜10%에서 –12유로/톤, 10%에서 –10유로/톤, 10.5%
에서 –5유로/톤, 11%에서 –2유로/톤, 11.0〜11.5%에서 중립점, 11.5%에서
+1유로/톤, 12%에서 +4유로/톤, 12.5%에서 +9유로/톤, 12.5% 이상 +10유
로/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포상=벌금 시스템: 협동조합 1, 2, 3,과 6은 중립점을 넘은 단백질 함유율의
경우에 보너스를 지불하고, 이 이하의 경우는 가격을 공제한다. 이것은 가장 인센
티브가 있는 시스템이다. 그것은 목표 이하로 생산하는 생산자를 벌하고, 이것을
넘은 생산자에게 보다 많은 보수를 주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6은 가격 증감 폭이
크고, 협동조합 1은 그 정도는 아니며, 인센티브 강도에도 정도가 있다.

② ‘포상’ 시스템: 이에는 협동조합 4와 5가 해당한다. 이들은 보너스만을 채용
한다(협동조합 5는 큰 보너스, 협동조합 4는 작은 보너스). 이들 시스템은 ① 정도
로 인센티브가 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표 이하의 생산자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농업 실천을 수정하는 인센티브가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 함유율을 고려한 가격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 농협의 지불 시스템을 바탕으로 Courbou가 실시한 시산에 의하면, 현재
의 단백질 지불 시스템은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다. 단수가 많으면, 낮은 단백질 함
유율에 의한 저가격을 상쇄해 버리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단백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질소비료의 투입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현재의 단수를 유지 내지 증대시키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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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프랑스의 제분 공업
1) 밀가루 제분
앞의 ‘1. 머릿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2/13년~2016/17년까지 5년간 평균
약 3,600만 톤에 이르는 프랑스 연질밀 생산 중 54%가 수출되어, 제분업에 사용
되는 비율이 15%, 공업용(전분, 바이오연료 등) 13%, 배합사료 15%이다
(Intercéréales, 201724)).
이하에서는 연질밀의 하류인 제분을 중심으로 한 가공 부문을 살펴본다.
제분업 및 전분 제조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연질밀의 양은 2006년 이후 감소 추
세를 거듭하여 2016년에는 800만 톤을 밑돌았다. 연질 밀가루 생산량은 410만 톤
이었다. 밀가루 판매도 외국 판매 부진으로 줄었다. 밀가루 수출은 주요 수출지역
인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10.9% 감소하였고, EU 역내 수출도 7.7%
감소하였다. 밀가루 수입은 6.4% 증가하였으며, 주로 독일에서 들여왔다(Graph
Agri, 201725)).
<표 7>에서는 연질 밀가루와 전분의 생산량을 그리고 <표 8>에서는 밀가루 출
하처를 나타내었다.
<표 7> 프랑스에서의 연질밀에 의한 제분 및 전분 생산
(단위: 1,000톤)

2005
밀 사용량
그 중 제분업
그 중 전분공업
밀가루 생산량
그 중 글루텐분
밀가루 수입
밀가루 출하량
그 중 국내시장 용
그 중 수출용

2010

2013

2015

2016

…

8,661

8,516

8,133

7,768

5,136

5,575

5,622

5,336

5,307

…

3,086

2,894

2,797

2,461

3,977

4,370

4,383

4,169

4,117

11.8

0.4

4.2

3.5

20.9

171

183

216

298

279

4,346

4,831

4,764

4,454

4,424

3,736

4,225

4,212

4,081

4,080

610

606

552

373

343

주: 밀가루 생산량 밑에 있는 ‘글루텐 전분’은 제분업에 의해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출처: Graph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24) Interecéréales (2017) Plan de transformation filière céréals.
25) Graph 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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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내시장 밀가루 출하처
(단위: 1,000톤)

2005

2010

2013

2015

2016

제빵

2,133

2,243

2,284

2,239

2,279

전문적

1,292

1,304

1,286

1,257

1,222

공업적

617

708

780

772

848

할인점

224

231

218

210

208

식품공업 (과자류)

921

1,110

1,113

1,095

1,032

가축사료

75

57

59

59

61

기타

606

815

755

688

709

포장 밀가루

201

266

251

211

217

전분

12

0.4

4

3

21

전체

3,736

4,225

4,212

4,081

4,080

출처: GraphAgri 2017,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18.

2) 제분기업구조
제분업 부문의 직업 대표 조직으로는 프랑스 제분업 협회 ANMF가 있다(이하
Courbou, 201626)). ANMF에는 2014년 활동 중인 제분업체 439개소 중 372개 업
체가 가입해 있다. 이 부문은 강한 집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4개의 기업
(Grands moulins de Paris의 자회사 NutriXo, Moulins Soufflet 사, Grands
moulins de Strasbourg 사, Axereal 농협이 소유한 Axiane 사)이 전국 제분량의
5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9> 제분업의 기업구조 (2014년)
연간 제분량

1,000톤 이하

제분사업소 수

204 (46%)

1,000-5,000톤 5,000-10,000톤 10,000-50,000톤
110 (25%)

29 (7%)

62 (14%)

5만 톤 이상
34 (8%)

제분량 (100만 톤)

0.05 (1%)

0.28 (5%)

0.22 (4%)

1.48 (27%)

3.42 (63%)

출처: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Dijon,
p.26

Courbou에 의하면, 중세 이래, 프랑스 전 국토에 제분업이 밀도 높게 존재하고
있던 시기부터, 이 부문은 기계화공업화와 함께 150년 전부터 크게 변화하여 왔
26)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Di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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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분업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국가의 식량 공급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전후에는 전통 시스템으로부터 보다 집중한 시스템으로 이행하여, 더욱 더 경쟁력
을 높였다.
통계치를 들어 보면, 1900년에는 4만 개소, 1950년에도 6,000 개소 정도의 제
분기업이 있었고, 20세기 말에는 650 개소, 오늘날에는 439 개소가 있다. 반수의
제분업체는 소규모이며(연간 1,000톤 이하의 제분량), 농촌지역에서의 식량조달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농촌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제분 부문은 특별한 정책의 틀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제분 생산에 있어서는
1934년 이후 할당제가 도입되어, 각각의 제분기업은 생산할당을 받았다. 그것이
제분의 권리로 바뀌었고, 그 권리는 기업의 폐쇄 시에는 다른 기업으로 이전이 가
능하였다.
할당제는 과잉 생산을 예방하고 국토 전체에서 제분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
하여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현재에도 살아 있다.
게다가 식량용으로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제분은 특별한 세금(농업인사회공제인
MSA로 이전됨)의 대상이다.
연질밀 제분 생산량은 2014년에는 427만 톤으로 2013년에 비해 2.5% 감소하였
다. 이에 국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제분 수입량이
28% 증가하였다. 그런데도 수입량은 아주 약간에 불과하며,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96%는 국내산이다. 프랑스에 수입되는 밀가루는 주로 독일(주로 독일의 저가 점
포인 Lidl와 Aldi를 통해서 수입)과 벨기에로부터의 수입되는 것이다.

3) 제분품질에 관한 기대
제분 기업의 품질에 관한 기대는 가치사슬의 전방부문(전문적, 공업적 제빵 사
업)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기대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 50여 년 전부터 확립해
온 공업적인 빵 및 과자 제조 부문애서는 원료 조달을 다각화하여 시장을 세그먼
트(segment, 세분)화 해 왔다. 예를 들면, 비스킷용 밀에 대한 특별한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테스트이다.
또 공업적인 제조 공정이나 새로운 판매 방식 도입은 특정 기술적 품질의 밀가
루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냉동한 빵을 단지 굽기만 하는 설비를 갖춘
빵집 체인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포에서는 전문적인 빵집과는 다른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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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분으로 만들어진 빵(반제품)이 제공된다.
가장 일반적인 제분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Lestum, 201727)). 즉 비스킷용
밀은 ‘소프트 밀’타입으로, 제빵력(또는 제빵성) W28)가 약하고(150 이하), 단백질
함유율 11% 이하인데 반해, 제빵용에는‘미디엄 하드 밀’로 W가 150 이상, 단백질
함유율 11%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냉동 크루아상29)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W 250
이상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밀 품질에 관한 분류를 살펴본다.

i) 밀 품종 등록 시점에서의 밀 품종 분류
밀 품종 등록 시점에서 신품종 육성 업종 조직인 CTPS는 밀 품종을 이하의 표
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 기준은 Arvalis(전문적 기능단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되고 있
는 프랑스 작물 생산 응용 연구기관)에 의해 작성되었다. 매년 Arvalis는 기술적
품질의 테스트(제빵력 W를 측정하기 위한 alveographe de Chopin 테스트, 용적
량 kg/hl 측정, 해당 품종에 대한 제과 테스트)에서의 결과로부터 신규로 등록되
는 품종을 분류하고 있다. 이 ARVALIS 기준에 근거하여, 프랑스의 밀의 기술적
품질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Arvalis에 의한 밀의 분류
약칭
BAF

의미

설명

단백질이 풍부하고, 제빵력 W가 높은 밀. 빵 제조에 있어서 다른 품종의 밀을
개량 또는 강력한 밀 보강하기 위해 혼합해서 사용하던지, 특별한 용도를 위해 그 상태 그대로 사
용됨.

BPS

상등 빵용 밀

BP

빵용 밀

BAU

기타용 밀

빵 제조 테스트에 맞도록 충분한 제빵력, 상등한 기술적 품질의 밀가루
빵 제조 테스트에 맞도록 충분한 제빵력, 표준적인 기술적 품질의 밀
위의 카테고리에 대응하지 않는 품종, 사료용 밀, 과자용 밀

자료: Le Stum, H. (2017) Le Blé, Ed. France Agricole

27) Le Stum, H. (2017) Le Blé, Ed. France Agricole. p. 164
28) 제빵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W에 대한 산출 공식을 찾을 수 없었으나, 제빵력 W를 측정하기 위해
alveographe de Chopin이라는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다고 한다.
29) 크루아상(croissant). 밀가루와 버터로 반죽을 빚어 켜켜이 층을 낸 초승달 모양의 빵.

420

특집 2 : (제3편) 프랑스 밀 생산부터 빵 소비까지의 푸드시스템

프랑스에서는 2000년 이후, BPS와 BAF 밀이 지배적이다. 기술적 품질이 높은
밀(BPS+BAF)의 비율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상승해 온 것이 흥미롭다. 즉
1990년 대 말에 이 분류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측
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그 품종 선택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07년 이후에는 BP 밀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2007년에는 13%였던 것이 2017년에는 28%가 되었다. 대신 2007
년에 78%였던 BAF와 BPS의 비율이 2017년에는 68%로 하락하였다. 이는 밀의 품
질에 대해 제분업계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도 제빵에 적합하지 않은
밀의 비율은 199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제빵용 밀은 1998년에는 68%였으
나 2017년에는 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고급 품질인 BAF와 BPS 등급 밀의 감소는 농업인의 전략에
따라 설명된다. 즉 농업인은 품종 선택 시에 품질보다 단수와 병에 대한 내성을 중
시한다. 이는 2015년 France AgriMer에 의한 1,000명 이상의 연질밀 생산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제시되었다. ‘연질밀을 뿌릴 때 당신의 품종 선택의 주된 기준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단수(28%), 병에 대한 내성(26%), 기후 적응(12%), 농학적 기준(파종 시기나 토
양이나 지역에 대한 적성, 도복 내성, 전작 상황, 조수해 예방 등)(11%), 물리적⋅
기술적 품질(용적량이나 단백질 함유율, 제빵 적성 등)(10%), 위생적 품질(6%), 보
급 지도(5%), 기타(2%)이다(France Agrimer, 201630)).
이처럼 제빵 적성 등의 기술적 품질을 중시하는 생산자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의 단백질 플랜에도 불구하고, 밀의 품질은 농업인에게는 우선 목표가 아니
었다. 같은 해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단백질 함유율을 향상시키도록 육종된 밀 품
종을 사용하기 위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라는 질
문에 대한 응답이 보수(報酬)(51%), 농학적 기준(10%), 단수와 단백질의 결합
(9%), 없음(8%), 질소관리(7%), 기타(5%), 품종의 퍼포먼스(4%), 판매(3%), 자가
소비(3%)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보수(이익)를 중시하는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단백질 함유율 향상을 목표로 한 현행 품질에 따른 지불 시스템은 충분한 인센
티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백질 함유율이 높은 빵용으로서 보다 상질의 밀

30) FranceAgriMer (2016) Variétés de blé tendre, Recolt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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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을 선택하는 것보다, 품질이 다소 낮더라도 단수가 높은 품종 쪽이 돈벌이가
될 것이다. 그것은 상술한 밀 수출 기관 France Export Céréales의 거래 부장
Duclos 씨가 2018년 3월 21일의 회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클라이
언트보다 오히려 생산자 측의 주장이 통했다”는 말과 부합된다.
또한 유기농업에서는 이와는 달리, 단수보다도 품질이 주요한 품종 선택기준이
다. 기술적 품질이 높은 밀을 요구하는 제분업자가 유기 밀의 주요한 운송처가 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기농업에서는 BPS, BAF 품종이 많이 사용된다.
유기농은 남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파종되는 품종이 남북에서 다
르다는 점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ii) 제분업계에 의한 밀의 품질에 대한 기대
상술한 것처럼, 1990년 말 이후 실시하여 온 연질 밀 품종 분류의 ARVALIS 기
준을 살펴보았다. 한편, 프랑스 제분기업은 매년 빵용 밀의 리스트를 매년 발행하
고 있다. 이 리스트는 두 개의 카테고리(VRM과 BPMF)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사
용법에 따라 또다시 몇 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표 11> 제분업계에 의한 연질밀 품종 분류
약칭

의미

설명

VRM

제분업자에 의해
추천되는 품종

혼합하지 않고 사용하여, 고품질의 제품(빵, 과자)을 만들 수 있는 품종.
이하 4가지 분류로 구별(제빵, 과자, 기타 밀가루 보강, 유기)

프랑스 제분업을 위한
밀

제빵, 과자 제조를 위해 VRM과 혼합할 수 있는 품종. 특정 품종에 대
해서는 사용 시의 조건, 제약이 있음. 예를 들면, 2014/2015 리스트에
서는 CELLULE，HYPHI,JOKER,RUBISKO,ZEPHYR의 각 품종은 혼합
물의 15% 이상을 점하면 안됨. 이하 4가지 분류로 구별. 제빵, 과자,
보강, 유기)

BPMF

출처: Courbou, 2016.

제분기업이 독자적인 기준을 작성한 것은 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Arvalis기준
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되었다. ANMF는 Arvalis 분류에 있어서의 환경적 특징
의 고려(저투입 상황과 스트레스에 대한 품종의 내성)가 제빵에 있어서의 기술적
품질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 파종된 상위 10개 품종과 그 기술적 품질의 분류, 파종면적 비율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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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면 이하와 같다.
상위 10개 품종이 연질 밀 전국 파종 면적의 47%를 차지한다. 이들 10개 품종은
제빵용이며, Arvalis 분류를 따르면 그 중 8개는 고급 제빵용 밀 BPS이다(BP는 2
개). 또, 제분업계 ANMF 분류에 의하면, 6개는 혼합하지 않고 제빵에 사용된다고
해서 추천되는 VRM이다. France AgriMer(2016)에 의하면, 제분업계의 분류인
VRM이 전국 파종 면적의 35%를, BPMF가 역시 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연질밀 상위 10개 품종의 분류와 파종면적(2015/2016년)
Rubisko
Cellule
Fructidor
Arezzo
Boregar
Oregrain
Apache
Pakito
Bergamo
Terroir

2012
2012
2014
2008
2008
2012
1998
2011
2012
2013

BP
BPS
BPS
BPS
BPS
BPS
BPS
BPS
BP
BPS

기타

BPMF
BPMF
VRM
VRM
BPMF
VRM
VRM
VRM
무 기재
VRM

12.8
7.9
4.9
4.0
3.8
3.8
3.5
2.3
2.2
2.0

12.8
20.7
25.6
29.5
33.4
37.1
40.7
42.9
45.1
47.1

53%

100%

출처: France AgriMer, 2016, Variétés de blé tender.

4) 제분기업 경비
제분기업의 원료 구입비는 2015년 산출액의 61.1%, 2016년 59.2%를 기록하였
다. 이처럼 원료구입비가 저하되었던 것은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밀 가격 하락
과 관련되어 있다. 조마진율은 38.9%에서 40.8%로 상승하였다.
기타 구입비 및 경비의 비율은 2015-2016년 사이에 증가하였다(산출액의
16.7%에서 19.0%). 인건비는 2015년에는 산출액의 11.8%에서 2016년 11.4%로 감
소하였다. 과세 전 경영소득 RCAI의 비율은 2015년의 0.3%에서 2016년에는 1.9%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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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제분 기업의 경비 구조(%)
2012

2013

2014

2015

2016

원료구입，기타

63.6

66.2

63.0

61.1

59.2

기타 구입

16.1

14.9

15.6

16.7

19.0

인건비

11.6

10.9

10.7

11.8

11.4

과세전 경영소득 RCAI

0.2

0.3

1.8

0.3

1.9

주: 세금이나 감가상각 등 비목의 숫자가 없어 비율(%)의 합계가 100이 되지 않지만, 원전 그대로임.
자료: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5) 밀가루 카르텔
‘밀가루 카르텔’은 프랑스의 제분기업 사이에서, 또 프랑스 기업과 독일 기업 간
의 가격에 대한 협정 전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의 실천은 프랑스의
경쟁을 담담하는 당국에 의해 추적되고 있으며, 부정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Corbour, 201631)).

⋅ 2002~2008년: 프랑스 제분기업과 독일기업 간의 협정에 의해 국내시장이
분단(비침략 non-agression 협정)되었다. 이는 프랑스 기업 간의 또 다른
협정을 만들었다. 벌금은 9,500만 유로였다.

⋅ 1965-2008년: 봉지 밀가루 프랑스 시장 조직. 밀가루 전체가 하나의 기업
(France Farine)에 의해 판매되고 있었으며, 제분 기업이 그 주주였다. 이러
한 독점 상황에 의해 France Farine는 할인점 전용의 판매 가격을 독점적으
로 설정하였다. 벌금은 1억 5,000만 유로였다.

⋅ 2007년: 제빵 사업소에 팔리는 밀가루 가격에 대한 협정. 제분업자는 ANMF
와의 사이에서 제빵 사업소에 대해 통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밀가루 가
격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벌금 110만 유로였다.

31) Courbou, R. (2016) La filière blé panifiable en France face à l’enjeu de la quailté, Agro Sup.
Dijon,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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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프랑스의 제빵 기업
1) 개요
밀가루의 대부분은 제빵용이다. 제빵은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문
적인 빵⋅과자 제조업, 공업적인 제빵, 할인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제빵 공방,
공공부문이다. 2013년 국내시장에서 298만 톤의 빵을 제조하고 있는 빵 제조업의
내역은 전문적 제빵 60%, 공업적 제빵 27.7%, 할인점 내 제빵 공방 9.4%, 빵 수
입 2.9%, 공공부문 0.1%이다. 시장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 전문적 제빵은
32,000개소의 사업소가 있으며, 16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프랑스 전국 빵⋅과자 연합회 CNBPF는 1884년 이래 전국 직능단체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전문적 제빵은 국가 자격인 ‘빵 제조 직업 적성 자격 CAP’(해당 직업
고교 졸업 자격 혹은 3년간의 실천에 의해 취득 가능)의 보유자에 의해 하나의 사
업소에서 빵 반죽의 제조로부터 빵 굽기, 판매까지를 실행한다.
공업적 제빵이 제2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40개소의 기업이 있다. 이러한
기업은 통상의 빵 외에 냉동품이나 반완성품을 생산하여 소매점(3,500개소)뿐만
아니라 할인점에도 공급하고 있다. 즉, 냉동품이나 반완성품을 들여와 소매점에서
냉동 혹은 반제품을 굽는 것이다. 1960-70년대 할인점의 발전과 스낵, 패스트푸
드(샌드위치 등)의 발전과 함께 빵 공업도 발전하였다. 공업적 제빵의 상당수는 제
분사업소나 할인점 계열이 많다.
빵집이 지역에 분산되어 존립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인
식되고 있다. 할인점이나 공업적 제빵 사업자로부터 전문적 제빵 사업자를 보호하
기 위해 1993년 9월 13일의 데크레(no.93-1074)가 ‘빵 메종’및 그 동의라는 호칭
을 빵 반죽 생산에서부터 빵 굽기, 빵 판매의 모든 공정을 실시하는 사업소에 부여
하였으며, 또 ‘프랑스의 전통적 빵 및 그 동의’라는 호칭을 빵용 밀, 소금, 음료수
로 이루어진 반죽을 효모에 의해 발효하여 만든 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폴리 피자 전문가의 전통적인 기술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됨
에 따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32)은 2018년 1월에 프랑스의 바게트33)를 유네스
32)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정치인, 현 프랑스 대통령. 1977년 12월 21일 출생,
주요 경력사항으로는 2017.05 ~ 현재: 제25대 프랑스 대통령, 2016.04: 프랑스 앙마르슈, 2014.08~
2016.08: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 2014~2014.08: 프랑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2009: 로스차일드
은행, 2006~2009: 프랑스 사회당, 2004~2008: 프랑스 재무부 금융조사관 등을 들 수 있다.(출처: 네
이버 인물검색, https://people.search.naver.com/)

42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코 문화유산34)에 등록하고자 하는 희망을 밝혔다.
또한 제빵 사업소의 규모는 대체로 소규모이며, 사업소의 77%는 종업원 5명 이
하의 규모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 없음 21%, 1~2명 26%, 3~5명 30%, 6-9명
15%, 10-19명 7%, 20-49명 1% 등이다(Bouteldja, et al. 201635)).

2) 제빵사업소의 경영
다음은 빵 부문의 소매가격 구성비를 살펴보고자 한다(OFPM, 2017, 201836)).
단, 여기에서 원료가 되는 제분용 밀의 가격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Eure 주와
Eure-et-Loir 주의 출하액이다. <표 14>를 볼 때에는 이 기준에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밀 가격은 두 개의 주의 ‘로컬’ 가격이다. 이에 반해 공급망(supply-chain)
기타 단계에서의 가격 데이터는 전국 평균이다. 집하된 밀의 모든 것이 프랑
스 제분업계로 향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집하된 밀은 ANMF의 빵용 밀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다.
⋅ 기준이 되는 가격의 관측은 두 주의 저장기관 출하에서 비롯되며, 농업 생산
의 현장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밀 가격은 오퍼레이터인 마진을 포함하고 있
다. 그러나 그 금액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2014년 이후, 국립통계경제연구소 INSEE와 정부의 ‘가격관측’ OFPM 간

33) 바게트(Baguette). 프랑스에서 유래한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윤기 있는 빵.(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완
벽제과제빵실무, 2000. 2. 28., 이정훈, 채점석, 정재홍, https://terms.naver.com/)
34) 세계유산(World Heritage, 世界遺産). 미래 세대에 전달할만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을 말한다. 1972년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다. 특정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류 모두를 위해 발굴 및 보호⋅보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 움직이기 힘든 부동산이 대상이며 박
물관 내부에 있는 조각이나 회화, 동⋅식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이외에도 '
무형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① 문화유산 ② 자연유산
③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문화유산은 기념물과 건조물군, 유적지로 구성된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복합유산으로 지정한다. 이와 별개로 전쟁이나 재해, 개발 등으로 파
괴될 가능성이 있는 유산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35) Bouteldja, A. et al. (2016) Analyse Secteur Boulangerie-Patisserie-Viennoiseries,
36)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및 OFPM (2017) Rapport au Parlement 2017;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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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정에 의해 가격관측은 전문적 제빵사업소와 공업적 제빵사업소, 할인점의 빵
공방을 위한 빵용 밀가루의 월별 평균가격을 입수하였다. 이러한 점이 <표 14>에
는 반영되었다.

i) 바게트 가격의 원료 및 마진의 분해
소매 전체에서 바게트의 평균 가격은 2005년에 3유로/kg이었던 것이 2010년에
는 3.35유로/kg, 2017년에는 3.5유로/kg이 되었다. 시계열을 쫓아가 보면, 가격
급등이 있었던 시기는 2008년과 2011~2013년 이었는데, 이 시기의 가격이 연질
밀 가격 급등에 뒤늦게 반영되고 있다. 제분업의 마진은 2010~2017년에 바게트
1kg당 평균 20 상팀37)이다.
원료 가격은 최종제품의 가격에 대해 그다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
다. 밀 가격의 비율은 빵 가격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이후는 6% 이
하가 되었다. 2016년의 밀 시세의 하락(국제 재고에서 유래함)은 바게트의 평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2016년의 수확량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제
분사업소가 고품질의 밀을 입수하기 위해 품질 보너스를 할증하여 지불해야만 하
였기 때문이다.
<표 14> 바게트의 소매 전체에서의 연간 평균가격의 원료 및 조마진으로의 분해
(단위: 소매바게트, 유로/kg )

2006

2009

2010

2013

2015

2016

2017

부가가치세

0.16

0.17

0.17

0.18

0.18

0.18

0.18

제분사업소 후방(제빵/제과) 조마진지표

2.77

3.01

2.80

2.84

2.86

2.88

2.88

0.19

0.19

0.22

0.23

0.23

제분사업자 조마진지표
제분용 밀 원료(Eure, Eure-et-Loir 출하액)

0.14

0.15

0.19

0.26

0.21

0.18

0.19

소매 전체에서의 바게트 가격(평균)

3.07

3.34

3.35

3.47

3.46

3.47

3.47

주: 2006년과 2009년의 제분 사업자와 그 이하의 내역에 대해서는 원전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및 OFPM (2017) Rapport au Parlement 2017;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37) centime. 프랑스와 스위스, 벨기에의 화폐 단위. 1상팀은 1프랑의 100분의 1이다.(출처: 네이버 국
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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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업적 제빵 사업소의 경비 구조
공업적 제빵 제과 사업소(개인 사업소와 회사를 포함)의 원료 구입액은 2013년
과 2014년에는 안정적으로 산출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조마진율은 69%이다.
기타 구입 경비의 비율은 2013년 산출액의 20.5%에서 2014년 21.5%로 나타났
다. 인건비가 산출액의 38% 정도이다(표 15).
<표 15> 공업적 제빵사업소의 경비구조
(단위: %)

2013

2014

상품⋅원료구입

31.0

31.2

기타 구입

20.5

21.5

인건비

38.4

38.0

세금

Nd

Nd

감가상각 등

Nd

Nd

과세전 소득

2.8

2.1

주: OFMP 2018에는 공업적 제빵 사업소에 대한 기재 없음.
자료: OFPM (2017) Rapport au Parlement 2017;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3) 전문적 제빵사업소의 경영회계
<표 16>은 전문적 제빵⋅제과 사업소의 평균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소로써, 노동
은 주로 경영자에 의해 공급되어 소득으로부터 보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경비에 산입하고 있다.
<표 16> 전문적 제빵사업소의 경비구조(사업소당 평균. 2016년)
(단위: 1,000 유로, (%))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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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가상각，금융경비
사회보험료
종업원
세금
기타 외부경비

38.0 (12.9)
11.6 (3.9)
17.4 (5.9)
89.4 (30.3)
59.3 (20.1)

원재료구입

74.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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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액
보조금，기타 생산

4.8 (-)

기타 생산물（총채(総菜) 등）

8.2 (2.8)

재판매

17.1 (5.8)

과자류

126.9 (43.0)

빵류

138.3 (46.8)

주: 원전에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있으며, 비율(%)의 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것은 원전 그대로 기입하
였기 때문임.
자료 OFPM (2018) Rapport au Parlement 2018;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 des
Produits Alimentaires, section5 Pain

4. 소비자의 빵에 대한 평가
4.1. 빵 소비
프랑스의 빵 소비 개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38). 이하에 나타내는 수치는 1999
년 이후 3년에 1번 수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식사 행동⋅소비’ 조사(CCAF)에서 수
행하고 있는 ‘빵 관측’(2016년 실시)에 근거한다39).
프랑스인의 98%가 빵을 먹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프랑스인은 25% 정도가 빵 소
비를 줄였다. 2016년의 조사에서는 세대 간에 의한 식사 행동의 차이도 나타내고
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도 소비량이 적지만 샌드위치 형태로 먹는 비율이 높
다. 후생노동성은 식이섬유의 관점에서 빵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
미한 실정이다.
2003년 이후의 연령별 1일 빵 소비량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8) 이 부분의 기술은 Credoc, 2016, 2017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였다.(출처: Crédoc (2016, 2017)
Comportements alimentaires et consummation de pain en France.)
39) CCAF는 ‘식사행동’에 대해서는 2016년에 9-14세의 어린이, 15세 이상이 일괄되어 있으며, 1,519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표본에서는 15세 이상 개인이 2,456명，3-14세 어린이가 1,175명(그 중
9-14세는 588명)이다. 한편, 또 하나의 조사인 ‘식료소비’ 조사에서는 3-10세 어린이 784명，11-19
세 청소년 370명，20세 이상 성인이 표본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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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연령별 빵 소비량
(단위: g/일)

연령

2003

2007

2010

2013

2016

3-10

66.8

50.0

48.8

42.5

43.9

11-19

110.6

96.3

89.1

75.5

72.2

20세 이상

143.3

136.0

129.5

104.9

103.3

자료: Crédoc (2016) Comportements alimentaires et consummation de pain en France.

또 청소년(11〜19세)은 고전적인 빵(바게트)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샌드위
치를 더 많이 소비한다(표 18). 이 연령층에서 빵 소비는 2007~2016년에 계속 저
하되어 하루에 1회 이하만 빵을 먹는 비율이 2007년의 29%에서 2016년의 44%로
급증하였다. 2016년에 11〜19세에서는 주 1회 이상 샌드위치로 빵을 먹는 비율이
67.9%인데 반해, 2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은 49.3%에 지나지 않는다.
<표 18> 유형별 빵 소비량(11〜19세)
(단위: g/일)

2007

2010

2013

2016

고전적 바게트

70.2

64.8

48.3

34.8

전통적 빵

0.1

0.1

2.3

4.0

특별 빵

10.2

4.9

5.2

10.9

식 빵

4.9

5.0

6.2

7.1

샌드위치

11.0

14.3

13.6

15.3

주: 원전에는 2003년에 대한 데이터가 없음.
자료: Crédoc (2016) Comportements alimentaires et consummation de pain en France.

또 빵을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무자녀 부부가정(121.0g/일)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가 있는 부부(96.4g), 한부모 가족(88.6g)의 순이다. 또 지역적으로는 농촌지
역(인구 2,000명 이하)에서 109.0g, 소규모 읍⋅면⋅마을(2,000〜2만 명)에서
116.0g이며, 직업별로는 농업인, 수공업자가 121.4g으로 가장 많은 빵을 먹었다.
그런데 최근, ‘글루텐 프리(gluten free)’, ‘락토오스(유당) 프리(lactose free)’
식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어지게 되었다. 프랑스 성
인(20세 이상, 2,456명, 2016년)에게 물어본 청취조사에서는 이러한 식사 실천이
확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015년에는 건강 상의 이유로 혹은 다이어
트를 위해 글루텐 프리 식사를 실천하고 있던 비율은 1.6%에 그치고, 락토오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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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식사를 실천하고 있던 비율은 2.0%였다. 참고로 식육소비를 제한하고 있던 사
람의 비율은 23%였다.

‘글루텐 프리’식사는 여성은 2.2%, 남성은 0.9%이다. 체중별로 보면, 비만자
1.2%, 살찐 사람 1.0%, 표준체중 1.5%, 마른 사람은 10.2%에 이른다. 표현은 적절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스스로의 ‘스타일’에 특히 관심을 기지고 식사섭취량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건강⋅미용정보에 민감한 여성이 ‘글루텐 프리’ 빵을 선택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4.2. 소비자에 의한 전문적 제빵 사업소의 평가
이하에서는 Mevel(2017)40)에 따라 전문적 제빵 사업소(스스로 빵을 반죽하고
굽는 어디에나 있는 전통적인 소규모 사업소)와 소비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
내 보고자 한다41).
우선 ‘당신은 어디에서, 가장 자주 빵을 구입하십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95.3%의 소비자는 전문 제빵사업소(동네 빵집)라고 답하였고, 이어 슈퍼마켓
46.9%, 굽는 렌지(또는 굽는 시설)를 갖춘 빵 체인점(Poul, Brioche Dorée, Mie
Caline 등) 20.9%, 편의점 19.9%, Marie Blancherre, Ange 등과 같은 빵집 체인
점 17.0% 등 저렴한 곳이 많다. 이처럼 소비자는 ‘동네 빵집’에서 가장 자주 빵을
구입한다.
다음으로 동네 빵집에서 구입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이 있다. ‘동네의 빵집이라
고도 불리는 전문적 제빵 사업소에서 당신의 빵을 사는 주요한 이유 3가지는 무엇
입니까?’라는 물음에 11가지 선택사항으로부터 선택토록 하는 것이다. 71.3%는

‘높은 품질을 위해(맛, 식감 등)’를 꼽았고, 이어서 ‘집 근처에서 통근 통학 중에 있

40) Mével, F, et MévelO, (2017) Etude Boulangerie, www.sp-boulangerieparis.fr，2018년 3월 16일
접속
41) 이하의 질문은 2017년 9월〜10월에 걸쳐, 인터넷에 의해 1,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모집
단은 식품을 구입하고 있는 세대로 주 1회 전문적 제빵 사업소에서 빵을 구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전문적 제빵 사업소에서 빵을 구입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절에서의
조사 경향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1,500명 가운데 26.7%가 파리 및 파리 주변지대,
73.3%가 파리 및 파리 주변지대 이외 거주하고 있다. 파리 및 파리 주변지대 400명, 리옹 200명, 스
트라스부르 150명, 릴 100명, 볼드, 툴루즈, 낭트, 렌, 마, 루세유, 니스, 각 75명. 덩케르크⋅메스⋅
물루즈 각 50명으로 대도시가 많다. 연령 분포는 20〜25세 9.8%, 26-35세 21.0%, 36-45세 20.5%,
46-55세 18.7%, 56-65세 17.4% 66세 이상 12.7%이다. 또 세대수는 단독 20.1%, 2명 38.1%, 3명
18.7%, 4명 17.4%, 5명 4.7%, 6명 0.8% 7명 이상 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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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 48.1%, ‘프랑스 빵 전통을 지키고 싶어서’ 39.3%, ‘신선함을 위해’
36.6%, ‘건강에 좋은 빵을 사고 싶어서’ 30.3%, ‘빵 종류가 풍부해서’ 16.1%, ‘다른
모든 빵의 판매자보다 빵집을 믿기 때문’ 10.5% 등이었다. 2번째와 마지막을 제외
한 5가지 선택사항을 빵의 품질에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면, 많은 소비자는 품질로
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 전 절에서는 빵 소비가 감소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하여‘당신은
5년 전보다 빵 소비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늘고 있
다’ 15.7%, ‘안정적’ 70.5%, ‘줄고 있다’ 14.3%’로 나타났다. 또 ‘줄고 있다’라고 대
답한 사람에게 이유를 묻어 본 결과, 215명이 자유 응답이 있었으며, ‘스타일 때문
에’ 79회, ‘건강을 위해’ 23회, ‘식사 습관의 변경’ 19회, ‘매일 사는 것은 어렵다’
16회 등의 이유가 많았다.
빵 소비를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 ‘빵을 기타 음식으로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
에는 ‘대체시키지 않고 있다’가 127회로 많았다. 빵을 ‘식빵’으로 대신하고 있는 사
람이 40명 있으며42), ‘비스킷’으로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35명, ‘시리얼’으로 대신
하고 있는 사람이 27명이다.
소비자에 의한 빵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다. ‘아래의
문장에서 당신은 어느 것에 공감하십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빵
은 맛있다’ 70.2%, ‘빵은 문화적이며 나는 매일 먹을 것이다’ 58.9%, ‘빵은 건강하
고 먹어야 한다’ 50.7%, ‘빵을 먹으면 살이 찐다’ 10.3%, ‘빵은 없어도 아무렇지 않
게 현재의 생활양식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4.9% 등이다. ‘빵을 먹으면 살찐다’라
고 회답한 사람의 비율이 25〜35세에서 많다는 점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유기농 빵을 구입하고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대해 ‘네, 유기농 빵은 건강에 좋기 때문’ 20.1%, ‘네, 유기농 빵
은 환경을 보전하기 때문’ 9.4%, ‘아니오, 너무 비싸기 때문’ 28.1%, ‘아니오, 유기
농 빵은 별로 맛있지 않기 때문’ 42.5%로 나타났다. 70.6%의 사람은 유기농 빵을
구입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빵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
다. ‘다음 문장 중 어느 쪽에 동의합니까?(하나만 선택)’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품
질이 좋은 빵을 먹기 위해서는 그 가격을 수용해야 한다’가 66.9%인 반면, ‘현재로
42) ‘식빵 paindemi’는 Credoc의 조사에서는 빵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Mével의 조사에서는 빵과는 다른
분류를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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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저렴하고 맛있는 빵도 찾을 수 없다’는 응답이 33.1%였다. 파리에서는 ‘가
격을 받아들인다’가 71.5%였다.
또 젊은 계층(20-25세)에서는 ‘가격을 수용한다’는 53%로, 연령이 상승함에 따
라 품질에 알맞은 가격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66세 이상에서는 75%). 또 일반
적으로 동네 빵집 빵은 슈퍼마켓 빵보다 가격이 비싸다. 이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슈퍼마켓과 동네 빵집 간의 가격 격차는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네, 가격은
다른 품질을 반영하고 있다’가 85.1%인데 대해, ‘아니오, 빵의 품질은 동일하다’
14.9%로 나타났다. 이처럼 85%의 소비자는 동네 빵집과 할인점 빵과의 가격격차
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당신에게 있어서 빵의 품질은 우선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
한 대답은 ‘제빵사의 노하우’53.5%, ‘사용되는 밀가루의 품질’ 38.7%, ‘굽는 방법
과 곡물 원산지’ 7.8%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빵을 구입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
다. ‘당신이 빵을 살 때에,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다섯 가지 선택한
다면?’이라는 질문 항목이 있다. ‘제빵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 15.6%, ‘신선함’
9.9%, ‘냉동되지 않았고, 굽는 렌지(또는 굽는 시설)에서 구워지지 않았을 것’
7.4%, ‘아직 따뜻한 것’ 6.5%, ‘다음 날 이상까지 보존 가능’ 6.2%, ‘사용되는 가루
의 타입(옥수수, 통밀, 보리 등)’, ‘색’ 3.3%, ‘저렴’1.3%, ‘가루의 원산지’2.9%, ‘가
벼운 것(보다 많은 공기를 넣은 빵)’ 2.9%, ‘빵집과 연계된 품질 라벨’ 2.4%, ‘유기’
2.1%, ‘인증 라벨링(고품질을 보증하는 증표)’1.7%,‘모양’ 1.7%, ‘밀도의 정도’
1.5% 등이었다. 이와 같이 빵 전문가의 노하우가 톱 위치에 있으며, 빵의 내재적
품질과 합하면 67.3%가 품질에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품질에 관한 설문을 살펴보면, 슈퍼마켓, Paul과 같은 체인점, 거리의 빵
집 사이에서의, 소비자에 의한 품질의 지각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당신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Paul과 같은 체인점에서 또는 거리의 빵 집에
서 산 바게트 중에서 미각 상 품질의 차이는 있는가?(하나만 선택)’이라는 질문에
대해 ‘예, 거리의 빵집은 다른 두 군데 보다 좋은 빵을 만들고 있다’ 74.3%이며,

‘빵집 체인점과 거리의 빵집 간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슈퍼마켓은 그다지 맛이
없다.’ 15.7%, ‘모두 맛이 없다. 보다 맛있게 만드는 전문가가 없다’ 1.5% 정도로
나타났다. 즉, 품질의 관점에서 거리의 빵집의 자리매김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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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신은 과일이나 육류를 구입할 때 어느 산지에서 생산된 것인지 자주 궁금
해 하겠지만, 빵 원료인 밀가루의 원산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
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47.4%, ‘네, 하지만 최근에 와서’ 40.0%, ‘항상
생각하고 있다’ 12.6%였다.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빵에 대한 질문 항목도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밀
가루로 만든 빵을 찾으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네, 지역에서 만든 빵을 사고 싶다’
85.7%, ‘아니오, 이런 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14.3%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에게 있어서, 좋은 빵집에 대한 기준을 묻는 항목도 있다. ‘당신에게
좋은 빵집은 무엇인가?(3개까지 선택)’라는 질문에 대해 ‘높은 품질의 밀가루를 선
택한 빵집’ 69.5%,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빵집’ 55.8%, ‘언제든지 신선한
빵을 만들 수 있는 빵집’ 49.9%, ‘자기가 일을 좋아하고 이에 대해 고객에게 이야
기할 수 있는 빵집’ 42.0%, ‘고객에게 조언할 수 있는 빵집’ 17.1%, ‘편안하고 매력
적인 빵집’ 1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른 질문 항목에는 ‘드라이브 스루’에 의한 빵 판매나,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빵
집에 가지러 가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의향을 물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가 있었다고 해도, 소비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 스루 등에 대해서는 ‘빵집과 같은 상업에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는 중요
하지 않다’ 31.9%, ‘드라이브 스루 등과 같은 서비스보다 좋은 빵을 원한다’ 55.6%
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프랑스인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먹는 빵은 마을의 전문적인 빵집에
의하여 만들어진 빵이 가장 좋다는 조사 결과가 얻어졌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밀부터 빵 푸드시스템 전반을 개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종 통계자료 및 업계단체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대략적으로 기술해 왔다. 이 푸드
시스템의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OFPM는 경비나 소득, 가격 형성의 구조를 밝히고
있다.
먼저 이 글에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자 생산업체는 집중
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종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종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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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생산 받고 있으며, 각각의 육성자는 자기 자신의 육종의 기초로서 경합 상대의
품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재배를 허가받아 작물 품종 카탈로그에
등록된 연질 밀 품종 공급은 수십 년 사이에 급격히 늘고 있다. 이는 인접국의 품
종의 종자, 혹은 유럽의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이 파종되고 있기 때문이
다.
농협에 관한 법률제도는 과거에는 농협에 의한 ‘전량조달=전량출하’ 원칙을 취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였고, 또 자회사화를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집하지대
로 인해 경쟁을 면했던 농협 간의 경합을 초래하였다. 농업인에 대한 협상력을 유
지하기 위해 이들 농협은 경쟁하는 농협과 합병하거나 다른 품종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농협과 차별화를 촉구하였다. 종자생산 기업의
80%는 농협이다. 농협 및 농협그룹은 다양한 활동부문을 수직적 통합함으로써 농
업인과 다른 체인간의 중개자 지위를 높여, 품종지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연질밀의 품종 갱신은 30년 전부터 급속화 되고 있으며, 품종공급 증가, 품종의
판매 사이클 단축을 볼 수 있다. 농업인과 가치사슬의 전방부문인 중개역을 맡고
있는 농협은 판로를 고려하여 농협 조합원에게 상당히 다양한 품종을 선택하도록
촉구한다. 품종선택은 각각의 농협에 고유한 선택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
은 특히 목적이 되는 판로나 집하지대의 농업기상 조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다.
단수, 내병성, 제빵용 품질, 기술적 분류 등 4가지를 품종선택 기준으로 하고 있는
농협이 75%이다. 생산조직으로서는 프랑스의 곡물생산은 극히 잘 조직화되어 있
다.
제분단계에서는 두 개의 제분 그룹이 프랑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프랑스인의 98%에 의해 소비되는 빵은 프랑스 식사 모델의 주축인데, 전문적
제빵⋅제과 사업소가 프랑스에서 밀가루의 제1의 판로이며, 공업적 제빵⋅제과 사
업소, 할인점 내 제빵 공방이 그 뒤를 잇는다. 수입은 2〜3%에 불과하다.
연질밀 생산 경영에 대해서 산출액에 대한 과세 전 경영소득 RCAI의 평균 비율
은 13%에서 30%로 연차에 따라 다르다. 2016년 기준 생산비용은 톤당 249유로이
다.
프랑스에서는 곡물 집하의 대부분을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다. 농협이 집하량의
74%를 차지하며, 민간도매가 26%이다. 또한, 밀 집하 지대가 여러 주에 걸친 농
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농협은 지리적 지역과 결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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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합병은 주(州)차원에서 농협그룹의 창출을 가져온다.
농협은 1980년대 이후 CAP(유럽공동농업정책) 개혁, WTO(세계무역기구), 규
제시스템 하에서(특히 1991-1992년의 협동조합 근대화에 관한 법률), 또한 곡물
부문의 경제 환경 변화 하에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할인점 집중화와 과점적
지위는 곡물 부문의 상류층 업자들 간의 경쟁을 격화시켰으며, 이는 보다 대규모
화 하기 위해 농협의 흡수⋅합병을 가속화시켰다. 농협이 파트너십과의 연계를 확
립하는 방법을 우선시한 이유는 수직 통합이 자본투자가 크기 때문이다.
연질밀 단백질 플랜은 전국 평균 11.5% 이상의 단백질 함유율이라는 목적을 설
정하였다. 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
하지 않고 있으며, 밀의 단백질 함유율 정도에 따라 가격프리미엄을 매기는 품질
지불시스템 실시는 협동조합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단백질 함유율을 고려한 가격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 농협의 지불 시스템을 바탕으로
Courbou가 실시한 시산에 의하면, 현재의 단백질 지불 시스템은 인센티브가 없다
고 한다. 단수가 많으면, 낮은 단백질 함유율에 의한 저가격을 상쇄해 버리기 때문
이다. 농업인들은 단백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질소비료의 투입을 증가시키기보
다는 현재의 단수를 유지 내지 증대시키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제분업 및 전분 제조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연질밀의 양은 2006년 이후 감소 추
세를 거듭하여 2016년에는 800만 톤을 밑돌았다.
제분업 부문에서는 4개의 기업이 전국 제분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제분 부
문은 특별한 정책의 틀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제분 생산에 있어서는 1934년 이후
할당제가 도입되어, 각각의 제분기업은 생산할당을 받았다. 그것이 제분의 권리로
바뀌었고, 그 권리는 기업의 폐쇄 시에는 다른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였다.
할당제는 과잉 생산을 예방하고 국토 전체에서 제분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
하여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현재에도 살아 있다.
게다가 식량용으로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제분은 특별한 세금의 대상이다.
제분 기업의 품질에 관한 기대는 가치사슬의 전방부문(전문적, 공업적 제빵 사
업)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기대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 밀가루 품질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는 2000년 이후, 고품질인 BPS와 BAF 밀이 지배적이다. 1990년 대 말
에 이 분류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서플라이 체인 측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그 품
종 선택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07년 이후에는 BP
밀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고급 품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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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F와 BPS 등급 밀의 감소는 농업인의 전략에 따라 설명된다. 즉 농업인은 품종
선택 시에 품질보다 단수와 병에 대한 내성을 중시한다.
제빵 적성 등의 기술적 품질을 중시하는 생산자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유기농업에서는 이와는 달리, 단수보다도 품질이 주요한 품종 선택기준이다. 기술
적 품질이 높은 밀을 요구하는 제분업자가 유기 밀의 주요한 운송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기농업에서는 BPS, BAF 품종이 많이 사용된다. 유기농은
남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파종되는 품종이 남북에서 다르다는 점
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제분기업이 독자적인 기준을 작성한 것은 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Arvalis기준
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되었다. ANMF는 Arvalis 분류에 있어서의 환경적 특징
의 고려가 제빵에 있어서의 기술적 품질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제분기업의 원료 구입비는 2015년 산출액의 61.1%, 2016년 59.2%를 기록하였
다. 이처럼 원료구입비가 저하되었던 것은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밀 가격 하락
과 관련되어 있다. 조마진율은 38.9%에서 40.8%로 상승하였다.
기타 구입비 및 경비의 비율은 2015-2016년 사이에 증가하였다. 인건비는
2015년에는 산출액의 11.8%에서 2016년 11.4%로 감소하였다. 과세 전 경영소득
RCAI의 비율은 2015년의 0.3%에서 2016년에는 1.9%가 되었다.

‘밀가루 카르텔’은 프랑스의 제분기업 사이에서, 또 프랑스 기업과 독일 기업 간
의 가격에 대한 협정 전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의 실천은 프랑스의
경쟁을 담담하는 당국에 의해 추적되고 있으며, 부정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빵은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문적인 빵⋅과자 제조업, 공업적인
제빵, 할인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제빵 공방, 공공부문이다. 빵집이 지역에 분산
되어 존립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할인점
이나 공업적 제빵 사업자로부터 전문적 제빵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3년 9월
13일의 데크레(no.93-1074)가 ‘빵 메종’및 그 동의라는 호칭을 빵 반죽 생산에서
부터 빵 굽기, 빵 판매의 모든 공정을 실시하는 사업소에 부여하였으며, 또 ‘프랑
스의 전통적 빵 및 그 동의’라는 호칭을 빵용 밀, 소금, 음료수로 이루어진 반죽을
효모에 의해 발효하여 만든 빵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빵 사업소의 규모는 대체로 소규모이다. 원료 가격은 최종제품의 가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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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밀 가격의 비율은 빵 가격의 4%〜6%
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이후는 6% 이하가 되었다.
공업적 제빵 제과 사업소의 원료 구입액은 안정적으로 산출액의 31%를 차지하
고 있다. 조마진율은 69% 정도이다. 기타 구입 경비의 비율은 산출액의 20.5〜
21.5%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산출액의 38% 정도이다.
청소년(11〜19세)은 고전적인 빵(바게트)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샌드위치
를 더 많이 소비한다. 이 연령층에서 빵 소비는 2007~2016년에 계속 저하되어 하
루에 1회 이하만 빵을 먹는 비율이 2007년의 29%에서 2016년의 44%로 급증하였
다. 건강 상의 이유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글루텐 프리 식사를 실천하고 있던 비
율은 1.6%에 그치고, 락토오스 프리 식사를 실천하고 있던 비율은 2.0%였다.
소비자는 ‘동네 빵집’에서 가장 자주 빵을 구입한다. 소비자는 품질로 빵을 선택
하고 있었다. 유기농 빵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품질에 알맞은 가격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
다. 품질의 관점에서 거리의 빵집의 자리매김이 가장 높았다. 새로운 서비스가 있
었다고 해도, 소비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프랑스인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먹는 빵은 마을의 전문적인 빵집에
의하여 만들어진 빵이 가장 좋다는 조사 결과가 얻어졌다.
밀부터 빵의 푸드 시스템의 각 단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
이 향후의 과제이다. 이러한 분석은 밀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의 실태는 물론,
빵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는 식사행동의 요인 분석 등 우리나라의 쌀보리 생산에
관한 시책 구상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하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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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업현황과 전망
이규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1)

1. 들어가기
미국에서 농업은 국가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의 농산물교역에서 중요한 순 수출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국의 농업은
미국에서만의 관심이 아니라 세계의 농업환경에서 특히 농산물 교역에서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옥수수와 대두 생산은 세계에서 1위이고, 밀 생산 4위, 사탕무우
3위, 면화 3위, 포도 3위, 쌀 12위, 사탕수수 10위, 토마토 3위, 수수 1위, 오렌지
4위, 딸기 2위 등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 생산이 세계의 농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비록 미국의 농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1%에 불과하지만,
미국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품공급과 세계인을 위한 식량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농업 관련 이슈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농산물 생산현황, 농산물 가격, 농
산물 교역, 이러한 요소와 관련된 농업정책은 미국의 농민뿐만 아니라 외국의 농
산물 생산자와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농산
물 수입국이나 수출국을 막론하고 미국의 농산물 작황이나 가격, 정책 등에 민감
하게 반응하게 된다.
미국의 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에 관한 것이다. 농업예산의 70%
정도가 식품과 관련되어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식품문제의 중요성은 소비자(일반
시민)를 위한 안전한 식량공급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
인들의 가치관도 단순히 소득보다는 삶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농업정책은 대농이나 소농 등 계층에 치우치기 보다는 안정된 식량공급에 집중되
어있다.
1) leegyu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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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영농활동은 모든 주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오대호의 서쪽부터
록키산맥 동쪽에 걸친 대평원에 집중되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토양의 질, 강
수량, 기후조건 등의 특성에 특정 작목이 재배되고 있다. 옥수수생산지와 밀생산
지대에서는 옥수수와 밀이 주로 재배되고, 캘리포니아 계곡은 과일, 채소와 견과
류, 남부지방은 면화, 담배, 쌀의 생산지로 구분되어, 소위 특화된 농작물이 생산
되고 있다.
미국적 농업의 특징은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이나 재배기술 등을 확산시키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각 주의 중심적 주립대학의 농과대학이 현장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확산과 환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종자개량, 화학제재,
기계화, 바이오연료 등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번 ｢해외곡물시장 동향｣ 2020년 12월호에서는 미국의 농업에 관한 기획시리
즈를 구성하였다. 제1편은 미국의 농업의 현황과 전망, 제2편은 곡물 수급 현황과
관련 주요 대책, 제3편은 축산물 수급 현황과 관련 주요 대책, 제4편은 농업정책,
그리고 제5편에서는 농업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관련정책으로 나누어, 총 5회로
나누어 게재한다.
제1편에서는 미국의 농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특히, 미국농업의
밑바탕에 흐르는 사상적 검토로부터 출발한다. 즉, 미국 국민들이 농업에 대해 어
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농업활동에 관련한 농업의 구조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
황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농촌지역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농
업구조를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적 농업의 특
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농업의 소수계층에 속하는 유색인종 등이 농업에서 어떤 위
치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 농업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
미국인들에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농업에 대한 시각은 농업윤리가 그 기
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농업을 산업적 측면이든 안보적
측면이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결과는 적어도 일반국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어
떠한 우려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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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이후 철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은 철학을 농업정책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농업정책의 철학적 주요 이슈는 식품안전, 환경, 동물복지,
해외원조, 지속성, 그리고 가족농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농업 관련 정책담
당자나 국민들의 관심은 농업정책의 표현으로 인식되는 예산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를 꾀하지 않고 점증주의적 시각을 견지했다.
WTO 체제가 출범하고 미국도 직접지불제를 도입했지만, 예산에 직접지불제라
는 항목은 없다. 이전부터 해왔던 주요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도이
다. 농업정첵의 표현인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재분배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
다. 즉, 농업정책의 기본적 방향이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안정되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제공하며, 농업인
들의 소득과 직결된 농산물 교역에 관한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농업에의 진출입
과 고용의 문제와 연결하여 어떻게 기회를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분석틀은 정책과정, 윤리와 정책의 결합, 그
리고 농업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Wunderlich, 1995).
농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시각은 농업과 농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농업에 관한 문제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농업사연구회
(Agricultural History Society)의 결성과 회원들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농업사
연구회의 농업에 대한 중심적 연구는 농업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시각을 연구하는
데서 출발했다.
여기서의 연구는 주로 농정담당자들에게 농업의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 가치
가 있고 필요한 정책적 시각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연구 분야는 농업사
를 근간으로 하여 토지정책, 남부 노예제도, 농업조직, 상업농, 정부정책, 농촌지
역의 역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미국의 농업분야에 흐르는 핵심적 맥락은 소작제도(최근의 임차제도)가 자본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영농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와 미래 농업인을 위
해 유용하고 영구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초기 농업문제의 핵심적 이슈는 토지에 대한 투기문제와 금융자본가의 행태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토지투기자나 금융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농장
주들을 소작계급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에 이르러
미국농업을 파멸시킨 장본인으로 토지투기와 금융자본가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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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도 농업에 대한 전반적 틀을 제도화하던 초창기에도 농업인들
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소득이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업적 영농을 통
한 이익극대화가 그다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농업인들은 탐욕적 이익추구
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였다. 농업인들이 추구하
는 목표는 매년 가족단위의 생존과 장기적인 가계재정의 보장과 지역사회에서의
가구가 필요로 하는 것의 충족과 사회적 관계였다.
일반 국민들은 영농과 목축을 역사적, 도덕적으로 칭송받을만한 활동으로 보아
왔고, 농촌주민의 삶의 모습이 도덕성의 모델로 인식하였다. 농업인으로서 혹은
농업기업 대표로서의 경력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농촌지역의 농업인들과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윤리적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자산으로 여겼다. 모든 국민
의 삶이 안정된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행위 또한 농업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농민이 도덕성의 덕목을 가진 모델이라는 견해가 지속되어오다, 1964년 출판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나오면서 농업의 도
덕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다. 카슨의 논의 이후에도 제퍼슨과 에
머슨의 농업을 특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유지되었지만, 농업을 보는 시각이 확
대되어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었다.
비료나 농약과 같은 화학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인식이 일어난 환경적 관심과 지
속가능한 농업, 농장의 규모와 경제적 구조에 있어서의 기술발전과 공공정책의 영
향,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 부유한 국가나 개인이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제공하는 원조, 인구증가와 식량생산의 관계 등을 포함하게 되었
다.
농업을 중시하는 농본주의자들은 영농활동이 도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
정책이 농업을 특별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믿었다. 토마스 제퍼슨은 농민을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기술하며 농민이 도시주민과 달리 도덕적 덕목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루즈벨트도 영농활동을 도덕적 순수성으로 보았다. 루소도 자연으로부
터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보다 완벽하게 덕목을 향한 인간의 능력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제퍼슨은 미국에서 토지소유자는 귀족이 아니고 영세 토지소
유자가 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제퍼슨은 농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
기 위한 행동을 하고, 군사적 보호와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강한 경제를 필요
로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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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Berry)의 농업철학은 미국의 철학적 전통과 일치하는 요구 즉, 자연주의,
영적 원천으로서의 보편주의, 관계의 중요성, 자연에 대한 존중의 요구였다. 그는
인간이 자연 속에 섞여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농업의 도덕적 실패는 인간 속성
의 실패라고 보았다. 그는 미국인이 너무 탐욕적이고, 낭비적이고, 게으르고, 가식
적이기 때문에 인간 속성에 실패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인의 속성
에서 농업의 위기를 찾았다. 베리는 농지, 야생동물, 이웃을 돌보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건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었다.
지금도 미국의 농촌은 모든 미국인에게 상징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미국 농촌거주자들은 농본주의자라는 자체의 이미지에 매달려 있기도 한다. 비록
농업에 대한 욕구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농업이 도덕적이라
는 자체 이미지와 농업이 독특한 사회적, 도덕적 목적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비지
니스적 관점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제퍼슨은 농업이 인간의 노력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견해는 역사적인 슬로건(Food will win the War, Feed the World, Green
Revolution)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슬로건들은 식량생산의 도덕
적 진실성을 방어하는 데 우호적인 것들이었다.
반면에 톰슨은 농업경영자들이 식량생산에 근거한 사회계약의 관념주의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톰슨은 농업주의자들이 내재적 농업윤리를 식량생산 증대에 기
반하고 있다는 사회계약의 이상주의로 타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가 의미한 것은
사회계약이 최초로 도덕적 언어와 윤리철학으로의 연결이라는 것이다(Diebel,
2008, p.304).
사회계약은 사회적 윤리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이다. 오
로지 충분한 식량의 공급자로서의 농업에 대한 사회계약은 진부하다. 새로운 사회
계약이 발전과정에 있고 농업경영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쉽지 않은 윤리적 물음이
중심에 있다. 농업경영자들은 농업의 복잡성, 새로운 사회계약의 좌절, 사회적 합
의에 대한 철학적 언어의 생소함에 직면한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하기도 했고, 윤리
적 논쟁으로 이끌기도 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도덕철학은 인류애 중심
적(anthropocentric)가치와 생태중심적(ecocentric)가치 사이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생산주의와 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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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가치를 두는 환경적 관점 사이의 갈등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풀
기 어려운 숙제이다.
그래도 현재 농업정책에서 제퍼슨이나 에머슨의 도덕적 덕목으로서의 농민이나
농촌을 보는 시각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남아있다. 미국농업
에 이해를 위해 접근하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미국 농업과 관련된 관계에서 농업
은 오늘날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농업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3. 미국 농업의 현황
여전히 미국에서 농업을 보는 시각은 보호되어야 산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이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이라는 시각에서는 벗어나 산
업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식량안보나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하나의 산업이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에 대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농업구조이다. 농업의 구
조적 특징을 보려면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인구통계학적으로 어
떤 구조적 특성을 가졌는지를 인지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농업을 이해하는데 핵심
적 요소가 된다.

3.1. 농업과 경제
2012년 기준 미국의 영토면적은 거의 23억 에이커이며, 12억 에이커가 농경지
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적 활용은 1949년 63%에서 2012년 52%로 감소했
다.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의 활용은 점차 감소지만, 초지산림은 급격하게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밀식사육 중심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3.1.1. GDP에서 농업의 위치
2017년 농업, 식품, 연관 산업이 미국 총 GDP(1,053조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5.4%이다. 순수한 농업생산의 총액은 1,328억 달러로 전체 GDP의 약 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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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기여는 이보다 훨씬 크다. 왜
냐하면 농업과 관련된 식품, 음료, 담배, 산림, 낚시, 식품서비스 등의 관련부문이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표 1>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과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를 나타낸
다. 식품서비스, 식당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으며,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식품, 음료, 담
배 생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기여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식품과 음료 판매점과 식품, 음료, 담배생산물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1).
<표 1> 농업과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2010-2017)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식품서비스, 식당과 음료 장소

300.7

321.5

337.3

359.2

389.4

414.5

434.1

식품과 음료 판매점

130.0

131.8

135.9

138.8

145.9

148.6

151.8

의류와 가죽제품

10.1

10.0

10.2

9.9

9.7

9.6

9.3

식품, 음료, 담배 생산물

209.2

219.3

227.9

238.5

260.8

263.4

264.0

산림, 낚시, 연관활동

28.7

30.6

31.0

32.9

34.6

35.3

35.1

농산물

152.2

148.9

184.6

168.1

146.0

129.0

139.4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0.

<그림 1> 농업과 농업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추이(2007-20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 and Food Statics, Feb. 5, 2020.

44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3.1.2. 미국 가계의 생활비
2018년 기준 미국 가계의 생활비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의 32.8%,
교통비의 15.9%, 다음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변화는 아주 미미한 편
이다. 개인보험과 연금, 오락과 알코올 비용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표 2> 미국 가계의 생활비 구성(2018년)
구분

점유율(%)

주택

32.8

교통비

18.9

식품

12.9

개인 보험과 연금

11.9

의료비

8.1

오락, 알코올, 음료

6.3

저축

3.1

의류

3.0

교육비

2.5

기타

3.5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0.

3.1.3. 농산물의 시장 가치
2017년 기준 농업인들의 주요 작물 재배 농장과 판매 현황은 <표 3>과 같다. 판
매액이 가장 큰 부문은 곡물, 유지종자, 건조된 콩으로 106,868백만 달러이지만
경작 농장수에서는 소와 송아지를 키우는 711,827백만 달러 다음이다. 곡물, 유지
종자, 건조 콩을 재배하는 농장수가 적은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경작지 규모
가 크기 때문이다. 가금류와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와 우유를 생산하는 농장은 규
모화 되어, 농장수는 적으면서 판매액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위치에 있다. 이는
규모화된 농가들에서 생산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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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판매액 기준 농산물 시장가치 순위
구분

농장 수

판매액(백만 달러)

곡물, 유지종자, 건조 콩

451,716

106,868

소와 송아지

711,827

77,189

가금류 및 달걀

164,099

49,210

우유

40,336

36,724

과일, 견과류, 베리

109,994

28,581

돼지

64,871

26,267

채소류

75,320

19,584

원예

46,970

16,174

기타 농작물(건초 포함)

513,608

13,793

면화

16,104

6,685

수경재배

5,350

1,779

기타(말, 나귀, 염소 등 동물)

158,037

5,669

총계

2,042,220

388,523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2017.

3.1.4. 고용 현황
<표 4>는 미국의 전체 취업자 중 농업과 농업 연관 산업에서의 전업과 시간제를
합친 고용상황을 보여준다. 농업과 농업연관 산업은 미국 전체 고용의 11%를 점하
고 있다. 2018년 2천 2백만 명이 전업과 시간제 고용일자리로 농업과 식품 부문에
서 일어났다. 직접적인 영농활동은 2.6백만 명으로 미국 취업자의 1.3%이고, 농업
과 식품 연관 산업의 취업자는 19.4백만 명이며, 이 중 12.8백만 명(6.4%)의 취업
자는 식품서비스, 식당, 카페 등 음료 제공 장소에서, 식품과 음료 판매점에서 3.2
백만 명(1.6%),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에서 2.0백만 명(1.0%), 산림 등의 영역에서
1.0백만 명(0.5%)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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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농업, 식품, 연관 산업의 고용 현황(2018년)
(단위: 백만 명, %)

구분

고용

점유율

식품서비스, 식당과 음료 장소

12.8

6.4

식품과 음료 판매점

3.2

1.6

의류와 가죽제품 제조

0.4

0.2

식품, 음료, 담배 생산

2.0

1.0

산림, 낚시, 연관활동

1.0

0.5

농산물

2.6

1.3

계

22.0

11.0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0.

농업과 연관 산업 내의 구체적 분야별 2018년 고용 현황은 육류와 가금류 분야
에 29.3%, 식품과 음료 제조에서 12.2%, 동물사료 3%, 과일과 채소재배에 9.4%,
제빵과 토르티야 15.5%, 음료 12.2% 등의 분야에서 종사한다(표 5).
<표 5> 식품과 음료 제조 부문 고용 현황(2018)
구분

점유율(%)

곡물과 유지종자

3.2

동물 사료

3.0

설탕과 과자제조

4.9

과일과 채소

9.4

유제품

8.8

육류와 가금류

29.3

생선

1.9

제빵과 토르티야

15.5

음료

12.2

기타 식품

11.9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2018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3.1.5. 농업부문 예산 상황
미국의 농업예산의 추이를 보면, 식품과 영양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직접지
불제를 포함한 작물재배지원과 외국의 농업서비스 프로그램, 작물보험이나 환경
보전과 산림 등의 다른 분야는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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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농무부 예산 개요(2006-2015)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FY2008-FY2016 USDA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2020.

3.1.6. 농가 수입(소득)
총 농장수입과 순 농장수입은 2013년에 정점을 찍고 그 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비
가 줄어들고 있으며, 총 농장수입과 순 농장수입은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농무부의 예측을 보면, 2020년에 생산비는 2.1% 줄어들어 순 농장수입은
1,027억 달러로 1천억 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 농장수입은 2016
년 이후 1천억 달러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그림 3).
농장의 소득 구성은 작물 현금수입, 축산과 농산물 현금수입, 기타 농업관련 현
금수입, 정부보조로 구성되는데, 전체적인 농가수입은 2012-2013년에 정점에 달
했지만, 그 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단지 정부보조와 기타 농업관련 현금수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반면에, 작물 현금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그림 4).

45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그림 3> 총 농가소득, 생산비용, 순농가소득(2000-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arm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Feb. 2020

<그림 4> 총 농가 수입 구성(2000-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arm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Feb.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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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작물 현찰 수입은 총 1,946억 달러이며, 옥수수와 대두의 수입이
43.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작물별 수입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작물별 농장 수입액(2019년)
(단위: 억 달러)

구분

수입

옥수수

501

대두

342

과일과 견과류

287

밀

90

건초

76

면화

71

채소

190

기타 작물

390

총계

1,946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0

2019년 축산물의 현찰 수입은 1,760억 달러이다. 이중 소와 송아지가 662억 달
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유제품 405억 달러, 가금류와 계란
404억 달러, 돼지는 22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표 7).
<표 7> 축산물 수입액(2019년)
(단위: 억 달러)

구분

현찰 수입액

소와 송아지

662

유제품

405

가금류 및 계란

404

돼지

220

기타 동물

69

총계

1,760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0

45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미국의 농장 수입은 농산물 판매의 현찰 수입, 농장 연관 수입,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에 가족농 형태가 97.9%에 달한다. 작은 가족농인
소농(35만 달러 미만)이 90%에 달하고 대규모 가족농(100만 달러 이상)은 2.7%이
지만, 전체 생산가치의 45.9%를 점하고 있다(표 8).
<표 8> 농장규모별 점유율(2018년)
(단위: %)

구분

농장수 점유율

생산 점유율

가족농-소농(150,000달러 미만)

89.7

21.1

가족농-중농(350,000-999,999달러)

5.5

20.6

가족농-대농(1,000,000달러 이상)

2.7

45.9

비 가족농

2.1

12.4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0.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농업 외 소득을 얻는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 농업인은 주
로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한다. 중간의 농업인의 가계소득은 72,481달러로 미국 전
체 가계소득 63,179달러를 상회한다. 대부분의 농장의 경작규모는 아주 작다.
50% 이상의 농장의 농작물 판매수입이 10,00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주로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한다. 경작규모가 큰 대농은 348,811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 경작으로부터 소득을 올린다.

3.1.7. 농산물 수출과 경제
무역은 담배와 면화가 가장 중요한 수출 농작물이었던 식민지 시대부터 오늘날
의 곡물, 유지종자,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미국 농장과 농촌경제에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농업이 미국 전체 GDP에서 비교적 적은 몫을 차지
하지만, 아직도 미국 전체의 경제와 세계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보호무역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부각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는 보
다 통합되고 세계무역 등 국가 간의 연결은 더 깊어진다.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들
과 맺는 무역협정은 무역의 장애요소를 줄이고, 외국 시장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위한 잠재적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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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1,382억 달러이며, 2016년 대비 2.6% 증가했으나
최고를 기록했던 2014년의 1,500억 달러에 비해서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캐
나다, 아시아, 중동, 멕시코, EU의 경제가 성장하면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미국농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미국 농업수출은 생산, 고용, 소득과 농가나 비농가의 구매력을 증대시킨다.
2017년 1,380억 달러의 농산물 수출은 경제활동에 1,790억 달러만큼의 생산에 기
여하게 되어, 결국은 3,170억 달러의 추가적 생산효과를 가져온다. 농산물 수출이
매 10억 달러 증가시마다 전 산업을 통해 8,400명의 고용이 필요하다. 2017년의
농산물 수출은 비농업부문의 795천 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1,160천의 일자리를
요구한다.
또한 미국의 거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농산물 무역이 기여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 농산물 시장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농산물 무역이나 국가별 상황 등은 다음의 주제에서 구체
적으로 다루고, 여기서는 농산물 무역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3.2 농업구조 현황과 변화 추이
3.2.1. 전체 농업인 구조
2017년 미국의 총 농업인 수는 3.4백만 명으로 2012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2012년에는 56%의 농가에서 1인 생산자였지만, 2017년에는 1인 이상의 생산자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표 9).
생산자별 농장의 농업인 수는 1인 생산자 농장이 1,181천 호였는데, 2017년에는
932천 호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반면에 2인 생산자 농장은 786천 호로부터 931
천 호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경제가 어려
워지면서 가족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농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경제성장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경제가 좋아
지면 가족 생산자 중 누군가는 취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가의
수입이 충분하다면 농업에 계속 종사하겠지만, 다음의 수입구조에서 볼 수 있듯,
수입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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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연령 분포는 35세 미만은 8%, 35세-64세는 58%, 65세 이상이 34%의
분포를 보인다. 미국의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2012년의 56.3세에서 2017년 57.5세
로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생산자별 농장의 농업인 수
(단위: 천)

구분

2012

2017

1인

1,181

932

2인

786

931

3인

111

112

4인

21

48

5인 이상

10

20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9.

3.2.2. 여성농업인
2017년 기준 총 농업인구는 3백 4십만 명이며, 이 중 여성 농업인의 비율은
35%로 1백 2십만 명이다. 특히 2017년의 여성농업인 수는 2012년 대비 27%가 증
가했다. 남성농업인보다 여성농업인들은 그들이 경작하는 농장에 거주하는 비율
(56%)이 높으며, 여성이 경영하는 농장은 총 농장의 43%이지만, 미국농업판매액
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1인 혹은 그 이상의 여성이 농장경영의 의사결정을 책임
지는 농장은 전체의 56%이다. 이에 반해 1인 혹은 그 이상의 남성이 농장경영을
책임지는 농장은 91%에 달한다.
<표 10> 여성농업생산자와 농가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7년

증감(%)

여성

969,672

1,227,461

27

전체

3,180,074

3,399,834

7

923,945

1,139,675

23

2,109,303

2,042,220

-3

생산자

농장(의사결정주체)
여성생산 농장
전체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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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특성을 보면, 여성생산자는 남성생산자의 평균연령 57.7세에 비해 약간
젊은 57.1세이며, 10년 이내의 경력은 여성이 30%이고 남성은 25%이다. 이는 최
근에 여성농업인이 증가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가. 여성 농업인의 소득
정부의 보조금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소득은 1천 달러 이하가 남성농업인의
22%에 비해 27%, 5만 달러 이상은 남성의 26%에 비해 19%로 낮은 수준이다(표
11). 여성농업인이 경영하는 농장은 1,480억 달러의 농산물을 판매한다. 농산물이
730억 달러(49%), 축산과 축산산물이 750억 달러(51%)를 차지하며, 이 판매액은
미국 전체 농업판매의 38%이며, 40억 달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표 11> 소득(정부보조금 포함) 분포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1,000 이하

27

22

$1,000-$4,999

23

21

$5,000-$9,999

12

11

$10,000-$49,999

19

20

$50,000 이상

19

26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9.

나. 여성 농장경영의 의사결정 현황
여성농업인은 일상의 결정과 기록/재정 관리에 많이 참여하고, 남성농업인은 토
지이용/작물결정과 축산 결정에 많이 참여하는 활동별 특성을 보인다(표 12). 앞
으로 점차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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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농장 경영의 의사결정 현황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토지이용/농작물

59

83

축산

55

65

기록과 재정관리

74

75

자산계획/상속계획

55

57

기타 일일 결정

78

92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9.

3.2.3. 기타(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아메리카 인디언) 농업인의 구조
2017년 기준 히스패닉, 라티노, 스페인계로 분류되는 112,451명의 히스패닉 농
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3.3%를 차지하며, 주로 택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플
로리다에 분포하고 있다.
2012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전체농업인수의 증가율이 7%인데 반해, 히스
패닉은 13% 증가했다. 히스패닉 경작농장도 같은 기간에 8% 증가했다. 히스패닉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비교적 젊다. 히스패닉이 경작하는 농장들은 미국
전체 농업판매의 5.6%를 차지하며, 이들이 경작하는 경작지는 전체의 3.6%이다.
흑인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0.8세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2012년부터 2017년 사
이 흑인농업인은 5%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흑인 농업인은 48,697명이다. 전체
농업인의 1.4%에 해당한다. 흑인의 농장들은 더 작고 농업판매액은 전체의 1% 미
만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흑인농업인의 증가는 5%에 불과하다.
흑인이 경작하는 농장수도 전체와 같이 동 기간에 3% 줄었다.
아시아계 농업인은 2017년에 25,310명으로 0.7%를 점유하고 있다. 주로 캘리
포니아와 하와이에 집중되어있다. 아시아계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장의 농업판매
액은 전체의 약 2%를 차지하고, 농장의 50%이상이 특화된 작물을 경작한다. 아시
아계의 특성은 여성농업인이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연령은 54.9세
로 비교적 젊은 편이다. 이는 40% 이상이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아메리칸 인디언 농업인은 2017년 기준 79,198명으로 2.3%를 점하고 있다. 이
들은 보다 젊고 여성농업인이 많다. 이들의 농업판매액은 전체의 1%이지만,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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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면적은 6% 이상이다. 같은 기간 동안 농업인의 10% 증가했고, 농장수도 7% 증
가했다. 여성 농업인은 전체의 34%에 비해 44%로 높다. 농업인 평균 연령은 56.6
세도 전체 평균보다 1.1세 젊다.
<표 13> 기타(히스패닉계, 흑인, 아시아계, 아메리칸 인디언) 농업생산자와 농장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7년

증감(%)

히스패닉

99,734

112,451

13

흑인

46,582

48,697

5

아시아계

24,067

25,310

7

아메리칸 인디언

71,947

79,198

10

3,180,074

3,399,834

7

히스패닉 농장

79,807

86,278

8

흑인

36,382

35,470

-3

아시아계

18,007

18,338

2

생산자

전체
농장(의사결정주체)

아메리칸 인디언
전체

56,092

60,083

7

2,109,303

2,042,220

-3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9.

히스패닉이 경작하는 농장의 총 농업판매액은 218억 달러이고, 이 중에
59%(128억 달러)는 농작물판매수입이며, 41%(90억 달러)은 축산 수입과 축산관련
수입이다. 미국 전체 농업판매의 5.6%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1억 5천 8백만 달러
의 정부보조가 포함되어있다. 1,000달러 이하의 수입 농가가 33%로 아주 영세한
편이다. 5,000 달러 이하의 수입 농가가 57%에 달한다. 50,000달러 이상은 16%
에 불과하다.
흑인이 경작하는 농장의 총 농업판매액은 14억 달러이며, 전체 미국의 0.4%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59백만 달러의 보조를 받고 있다. 이 중 61%(858백
만 달러)는 농작물판매수입이고, 39%(559백만 달러)는 축산 수입과 축산관련 수
입이다. 1,000달러 이하의 농가가 30%를 차지한다. 57%의 농가는 정부보조를 포
함하여 5,000달러 이하의 수입이다. 오직 7%의 농가가 50,000달러 이상의 수입
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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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가 경작하는 농장의 총 농업판매액은 75억 달러이며, 전체 미국의
1.9%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27백만 달러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수입
중 58%(43억 달러)은 농작물판매수입이고, 42%(32억 달러)는 축산 수입과 축산관
련 수입이다. 37%의 농가의 수입이 5,000달러 미만이고, 31%가 50,000달러 이상
의 수입을 올리는 농가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이 경작하는 농장의 총 농업판매액은 35억 달러이며, 전체 미국
의 0.9%를 점하고 있다. 이중 40%(14억 달러)은 농작물판매수입이고, 60%(21억
달러)은 축산 수입과 축산관련 수입이다. 정부로부터 1억 3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63%의 아메리칸 인디언 농업인은 5,000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고,
10%의 농가만이 50,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표 14> 소득(정부보조금 포함) 분포
(단위: %, 달러 )

구분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아메리칸인디언

전체

$1,000 이하

33

30

20

41

23

$1,000-$4,999

24

27

17

22

21

$5,000-$9,999

11

15

11

11

11

$10,000-$49,999

16

21

21

16

20

$50,000 이상

16

7

31

10

25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9.

정부의 보조금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소득은 1천 달러 이하가 남성농업인의
22%에 비해 27%, 5만 달러 이상은 남성의 26%에 비해 19%로 낮은 수준이다. 여
성농업인 경작 농장은 1,480억 달러의 농산물을 판매하며, 농작물이 730억 달러
(49%), 축산과 축산물이 750억 달러(51%)을 차지하며, 이 판매액은 미국 전체 농
업판매의 38%이고, 40억 달러는 정부로부터 받는다.
농장규모에 있어서도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50에이커 미만의 농장을 경영
하는 농가수가 아시아계가 67%, 히스패닉이 61%, 흑인 52%, 아메리칸인디언 51%
의 분포를 보인다. 500에이커 이상 대농의 비율도 아시아계가 가장 낮다.

462

특집 3 : (제1편) 미국의 농업현황과 전망

<표 15> 농장 규모
(단위: %)

구분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아메리칸인디언

전체

1-9 에이커

26

16

33

25

13

10-49 에이커

35

36

34

26

29

50-179 에이커

20

33

21

22

28

180-499 에이커

10

11

7

12

15

500 에이커 이상

9

4

5

15

15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9.

3.3. 농업구조 변화
3.3.1. 농업인 수와 경작면적 변화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농업인 수는 2.33백만 명에서 2.04백만 명으
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경작면적도 1997년 955백만 에이커에서
2017년 900백만 에이커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농가 당 경작규모는
2012년 434에이커에서 2017년에는 441에이커로 1.6% 증가했다(표 16). 같은 기간
에 10에이커 이하의 소농과 2,000에이커 이상의 대농의 비율은 증가했으며, 모든
규모의 중농(10에이커 이상 2,000에이커 미만)은 수적으로 줄어들었다.
<표 16> 농장과 경작규모 변화(1997-2017)
구분/연도

1997

2002

2007

2012

2017

농장수(만)

222

213

220

211

204

경작면적(백만 에이커)

955

938

922

915

900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7 census of agriculture

46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그림 5> 농장수와 경작면적의 변화 추이
1200
1000

1997

800

2002

600

2007

400

2012

200

2017

0
농장수(만)

경작면적(백만 에이커)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7 census of agriculture.

<표 17> 경작규모별 농장(2017년 기준)
구분

총 경작면적 대비 비율(%)

총 농장수 대비 비율(%)

1-9 에이커

1 이하

13

10-49 에이커

2

29

50-179 에이커

6

28

180-499 에이커

10

15

500-999 에이커

10

7

1,000-1,999 에이커

13

4

2,000 에이커 이상

58

4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7 census of agriculture.

3.3.2. 토지이용
2017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은 영구초지가 401백만 에이커로 45%를 차지하고,
농작작물경작지는 396백만 에이커로 44%, 산림이 73백만 에이커로 8%, 기타(농
장의 건물 포함)30백만 에이커로 3%를 차지하고 있다.

464

특집 3 : (제1편) 미국의 농업현황과 전망

<표 18> 농지이용현황(2017년 기준)
구분

총면적(백만 에이커)

농가비율(%)

영구초지

401

45

농작물재배

396

44

(농작물 수확)

(320)

(36)

73

8

산림
기타

30

3

전체

900

100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7 census of agriculture.

3.3.3. 경작토지소유 형태
경작지에 대한 토지소유형태는 완전소유는 69%의 농장으로 경작면적의 34%를
차지하고, 평균경작규모는 220에이커이며, 수입은 100,738달러이다. 부분 소유주
의 농장수는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작지는 56%를 차지한다. 평균 경작규모는
1,020에이커로 수입은 418,884 달러이다. 임차농의 경우 농장수는 7%이며, 총 경
작면적의 10%에 해당된다. 이들의 평균경작규모는 620에이커로 수입은 285,606
달러이다(표 19).
<표 19> 토지소유 현황
구분

농장 비율

경작지 비율

평균규모(에이커)

평균수입($)

완전소유

69

34

220

100,738

부분소유

24

56

1,020

418,884

임차

7

10

620

285,606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7 census of agriculture.

3.3.4. 작목 특화 현황
75%의 농장은 작목이 특화된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2017년의 축우와 낙농으
로 특화된 농장수는 692,625이다. <표 20>은 특화된 농장의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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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작목 특화 농장
구분

총 경작면적 대비 비율(%)

총 농장수 대비 비율(%)

유지종자와 농작물

30

16

과일, 채소, 묘목

3

9

기타 농작물물

13

22

축우와 낙농

44

34

돼지

1

1

가금류와 계란

1

2

양과 염소

2

5

기타 동물

6

11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7 census of agriculture.

3.3.5. 농업 생산비
미국의 농업 생산비는 2018년에 3,540억 달러로 2017년 3,578억 달러 대비
1.1% 줄었다. 생산비 중에서 가장 생산비가 높은 4개 항목이 2018년에 1,781억 달
러로 50.3%인데, 사료 15.2%, 농장서비스 12.5%, 축산, 가금류 관련 비용 13.1%,
그리고 노동 9.6%를 차지한다. 2019년에는 총 생산비는 3,578억 달러를 기록해
2017년과 같다. 2011년, 2012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최근 2015년 이후는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안정되었다(표 21).
<표 21> 연도별 농업 생산비
단위: 10억 달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비

287.4

289.1

318.7

360.1

367.3

397.6

362.8

346.9

357.8

354.0

357.8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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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산비 변화 추이
500
400
300
200
1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2019년 항목별 생산비 분포는 사료가 594억 달러(16.6%), 축산, 가금류와 연관
산업의 생산비는 428억 달러로 12%, 농장서비스 비용이 428억 달러로 12%를 차
지하고 있다(표 22).
<표 22> 항목별 생산비 구성(2019)
구분

10억 달러

구성 비율(%)

사료

59.4

16.6

축산, 가금류와 관련 비용

42.8

12.0

농장 서비스

42.8

12.0

노동력

34.8

9.7

임차료

29.7

8.3

비료와 토양 개량제

22.3

6.2

종자와 묘목

21.2

5.9

부품과 수선비

17.6

4.9

농약

15.5

4.3

농장 개선과 건축

13.5

3.8

세금

13.4

3.7

연료

12.3

3.4

기타

32.5

9.1

총계

357.8

100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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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농업의 변화 전망
4.1. 유기농업의 증가
미국 농업의 생산형태는 지속적으로 규모화가 진행되어 대량생산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농업인의 인력구조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구조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 변화의 폭은 미미하다. 하나의 특징적인 변화는 대
규모 농장에서도 유기농 재배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생산방식에 의한 GMO 농산물과 대량생산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유기농이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축산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농무부가 인증한 유기농의 농축산물이 증가하고 있다. 아마존의 홀푸드(Whole
Food)는 주로 유기농산물 위주의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특화
되어 있다. 이런 변화의 추세에 맞춰 Kroger와 같은 대형 식품유통회사에서도 유
기농 농산물 판매 섹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농무부는 유기농 생산과 가공처
리에 관한 기준을 2002년에 설정했다. 농무부의 기준에 따른 다양한 농작물과 가
축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상원에서 1990년 유기농 식품 생산법이
통과된 이후, 인증된 유기농 경작지가 100만 에이커에 이르렀다. 2002년까지 2배
로 증가했고, 2005년까지 2002년을 기준으로 다시 2배로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기초지와 방목장의 면적은 해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
는 변화를 보였지만, 농작물 경작지는 거의 80%가 증가하여 3.1백만 에이커로 증
가했고, 유기축산도 급격히 같은 속도로 증가했다. 유기농우유 수요의 팽창이 가
져온 결과이다. ERS가 수집한 통계자료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로 한정되었지
만, 유기농업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표 23). 2011년에는 5.4백만(농작물 3.1백
만, 축산 초지 2.3백만) 에이커에 달했다.
농작물 경작지 중 405천 에이커는 과일과 채소의 경작지였다. 비록 유기농을 실
행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 전체의 농작물 경작지
는 0.8%, 축산 초지는 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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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유기농장의 변화(1992-2011)
구분

1992

1997

2002

2007

2008

2010

2011

작물경작+초지와방
목장(천 에이커)

935

1,347

1,926

4,290

4,816

4,371

5,383

가축(천두)

12

19

108

363

476

486

492

가금류(천두)

61

798

6,270

12,185

15,518

23,705

37,028

총 인증농장(천)

3.6

5.0

7.3

11.3

12.9

13.2

12.9

자료: USDA-accredited State and Private Organic Certifiers. Organic Production, 2019.

유기농 재배의 장애요인으로 농업인들이 느끼는 장애는 새로운 영농방식으로의
전환, 유기농 경작시스템에 대한 인식부족, 마케팅과 인프라의 부족 등을 지적하
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인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투입비용이 저렴하고
재생 불가능 자원의 보전, 높은 시장가격과 소득 증가에 있다.
정부는 품질유지를 위한 기준의 확립과 주의 경계를 넘는 확산 등을 위해 2008
년 농업법에 새로운 조문을 포함시켰다. 즉, 식품, 보전, 에너지법(2008 Farm
Act)을 통해 유기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2014 농업법에 관련 조문을 제정했
다. 따라서 60개 이상의 유기농인증조직을 탄생시켰다. 주요 농작물의 유기농 경
작 비율이 옥수수 0.3%, 대두 0.2%, 밀 0.6% 낮지만, 유기농 당근재배는 14%, 사
과 5%에 이르고 다양한 작목들이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농무성이 증명한 유기농 작물의 판매규모는 76억 달러로 2015
년의 62억 달러 대비 23% 증가했다. 농작물이 56%, 축산, 가금류 및 연관제품이
44%를 보였다. 유기농 생산, 농장과 경작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약 10%에서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 농
장들은 유기농 경작과 유기농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식용 옥수수의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1년에 27%, 대두 25% 증가하였
다. 채소의 경우는 토마토 102%, 감자 127%의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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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요 섹터의 유기농 판매액(2016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축산과 가금류 제품

판매액

주요 작물별 판매

2,205

우유

1,386

달걀

816

채소(상추, 토마토, 감자, 시금치 등)

1,644

과일

1,407
사과

327

딸기

242

포도

218

베리

101

축산물(소고기, 터키, 닭)

1,157

농장 재배 농작물

763

식용 옥수수

164

밀

107

대두

78

원예

113

버섯

111

보존 채소

89
총계

7,554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또한 농무부는 환경보전프로그램(CRP)을 통해서 2019년 22.3백만 에이커를 환
경 민감지역으로 설정하고 18억 달러(농무부의 최대 단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등록 농업인은 매년 렌탈비와 경작지를 10년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휴
경의 대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지역들은 전국적으로 존재하지만, 특히 강수량이 적고 바람에 의한 침식이
심하게 발생하는 평원지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지역은 농무부의 정책방향
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영농방
식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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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농산물 소비 증대와 소규모 지역농업 활성화
미국의 일반 소비자의 행태 변화가 진행된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
면서 유기농산물과 같이 지역농산물을 선호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지역
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특성을 가진 지역농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아 신
선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농산물은 대량생산되어 유통되는 관행농업의 농산물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지만, 소득의 증가와 경제의 활성화로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계층이 증
대되고 있다. 지역농산물의 선호는 유기농의 증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중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율이 35%, 유기
농산물 22%, 지역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동일하게 구매하는 소비자는 41%를 차
지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량의 24%는 지역에서 생산된다. 유기농업과 더불어 지역
농업의 확대는 소규모경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성농업인의 증가도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4.3. R&D의 효율화 추구
농업부문에서의 변화, 특히 생산비의 절감은 결정적으로 기술발전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동물이나 작물 유전자의 혁신, 화학비료나 농약의 발전, 농사장비의 개
발, 농가조직의 발달 등이 더 많은 투입을 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생산을 증대시
킨다. 결과적으로 농업경작지와 노동력 투입이 감소하는 반면, 전체 농업 생산은
1948년 대비 2017년에 약 3배 증가했다.
미국의 인구는 1948년부터 지난 60년 동안 2배로 증가했으며, 농업 생산도 비
슷하게 증가했다. 미국 농업은 경작면적은 오히려 25% 줄었고, 노동투입은 78%
감소했다. 또한 농업 생산성은 인구증가에 주로 책임이 있다.
토지의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농업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식되
기도 하고, 전체 요소의 생산성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든 같
은 기간에 대두의 생산은 2배가 되었고, 옥수수는 4배, 노동의 생산성은 16배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의 실질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 높은 생산
성이 토지와 노동을 농장에서 다른 산업으로 조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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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증가나 노동생산성 제고는 기술발전의 영향이 컸다. 장기적 농업의 성장
은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제공된 연구를 통한 혁신에 의존한다. 도로와 같은 인프
라와 ARS와 같은 공공기관의 활동이 농업인에게 기술보급을 그리고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토양이나 기후의 변화에 적합한 농산물의 품종이
나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
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농업성장의 주요 견인요소는 R&D이다. ERS의 예측을 보면, 연
구개발 지출이 1% 증가하면 농업의 성장은 1.46% 증가할 것이고, 미국의 농업이
증가하는 국내와 국제적 식품 수요에 맞출 수 있다고 내다본다. 따라서 미국의 농
업은 국내 수요와 국제적 수요의 모습에 따라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전략을 활용할 것이다.

5. 맺기
미국의 농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에 불과하지만, 영토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활동 범위와 농촌지역의 경제와 농업인들의 소득에 직결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이다. 미국에서 농업을 보는 시각도 최근에는 조금은 퇴
색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업을 보는 시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모든 사회의 변화에 농업 환경도 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농업경영이 이루
어지는 농지는 줄어들면서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농업구
조의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소농이나
중농의 수는 줄어들고, 대농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
인과 유색인종의 농업활동에의 참여는 증가할 것이다. 특히, 유색인종의 참여 확
대는 언젠가 인종문제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먼 미래에는 도래할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추는 농업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유
기농업의 확대와 지역농업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영농활
동이 자연자원과 환경의 질을 낮추기 때문에 환경보전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휴경지와 보전면적을 점진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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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농산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농업
성장은 지속할 것이지만, 경쟁의 심화 등으로 농가소득은 현재의 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농업의 정책수단은 농업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8 농
업법에 따라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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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제2편

미국의 곡물 수급 현황과 관련 주요 대책
이규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1)

1. 시작하기
미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명목상 GDP와 부(富) 그리고 수입(輸入) 측면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구매력과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이다. 미국
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경제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세계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미국의 곡물 생산과 교역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주요 곡물의 수급, 특히 밀, 옥수수, 대두, 쌀의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은 세계
곡물 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상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는 곡물
중에서 주요 곡물인 밀, 옥수수, 대두, 쌀에 관한 생산, 소비, 수출과 수입, 가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이에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곡물의 수급 현황
2.1. 옥수수
옥수수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서 생산되는 곡물이다. 옥수수는 생산량의
95%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 그 외 다른 사료곡물로는 수수, 보리, 그리고 귀
리가 있다. 대부분의 옥수수는 가축사료의 에너지원으로 공급된다. 또한 옥수수는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식품과 산업생산물로 가공된다. 예를 들면, 시리얼, 알코
* leegyu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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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스위트너, 사료부산물 등의 가공원료이다.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2012년부터 2016/17년까지는 3백만 에이커1) 이상을
기록했지만, 2017/18년부터 급격하게 줄어 2.49백만 에이커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연도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3백만 에이커
미만에서 경작되고 있다.
생산량은 재배면적에 따라 증감을 보였다. 2020/21에는 175.92백만 부쉘2)의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과 수확면적이 감소한 것은 단위당 수확
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단위당 수확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급상황에 맞
춰 재배면적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1/12년의 에이커 당 수확량이 69.10 부쉘 이었던 것이 2020/21년에는 78.82
부쉘로 약 14% 증가했다. 반면에 평균 농장가격은 부쉘 당 5〜6달러 선을
2015/16년까지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4달러 중반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작을 위한
영농자금을 대출받는 금액은 최근에 부쉘 당 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표 1, 그림
1, 그림 2, 그림 3).
<표 1> 옥수수의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 단위당 수확, 대출율
년도/구분

재배면적
수확면적
(백만 에이커) (백만 에이커)

생산량
(백만 부쉘)

단위당 수확량 평균농장가격
(부쉘/에이커) (달러/부쉘)

대출액
(달러/부쉘)

2010/11

2.56

2.24

154.79

69.1

5.35

1.95

2012/13

3.66

3.27

218.99

66.9

6.43

1.95

2013/14

3.53

3.04

216.75

71.3

6.06

1.95

2014/15

3.03

2.5

181.54

72.7

5.30

1.95

2015/16

3.58

3.16

218.19

69.1

5.52

1.95

2016/17

3.06

2.57

199.91

77.9

4.96

1.95

2017/18

2.49

1.96

143.26

73.0

4.47

1.95

2018/19

2.55

1.98

153.53

77.5

4.62

1.95

2019/20

2.72

2.18

169.57

77.7

4.69

2.50

2020/21

2.80

2.23

175.92

78.8

4.45

2.50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9.

1) 기호는 ac 또는 acre. 1에이커는 4,840 yd2(제곱야드)이다. 이 값은 40.468a(아르)에 해당한다. 1에이
커=4,046.85642 m2.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 과일, 곡물 등의 중량 단위. 1부셸은 소맥, 대두의 경우 27.2kg(60파운드), 옥수수의 경우 25.4kg(58
파운드)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1부셸이 28.1kg, 미국에서는 27.2kg으로 사용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해설,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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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균농장가격, 대출액, 생산량, 단위당 수확량 변화추이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옥수수 생산량 동향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 옥수수 수급 동향
(단위: 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http://www.krei.re.kr:18181/new_su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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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옥수수의 생산규모는 세계시장의 교역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표 2>는 연도별 옥수수의 수출시장 가격변화를 보여준다.
2011년, 2012년에는 부쉘 당 6달러 선을 유지하다 2013년에는 4.46달러로
2012년 대비 35% 하락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3달러 중반에서 유지되
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가격하락은 브라질과 경쟁국들의 생산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했다.
<표 2> 수출시장 가격변화
(단위: 달러/부쉘)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가

6.22

6.89

4.46

3.70

3.61

3.36

3.36

3.61

3.60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주요 국가들의 미국 산 옥수수 수입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최대 수입국인 멕
시코의 옥수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2019년에는
16,123천 톤에 달했다. 멕시코 다음의 수입국은 일본이다. 2018/19년 일본의 수입
은 13,227천 톤으로 연도별로 증감의 폭은 크지만 최근 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2013/14년 이후로 수입이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중국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 옥수수에 대한 중국의 수입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2011/12년에는 5,146천 톤이었다가, 2014/15년부터 급격하게
줄어 2018/19년에는 259천 톤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브라질에서 주로 수
입하는 것으로 수입선(輸入先)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는 미⋅
중간의 무역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정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수
출을 중요시 하는 하나의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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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옥수수 수출국 현황
(단위: 1,000 톤)

국가

Dec-11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멕시코

10,097

4,581

10,490

11,333

13,337

13,932

15,715

16,123

일본

11,518

6,865

11,939

12,003

10,439

13,602

13,210

13,227

콜롬비아

274

155

3,562

4,371

4,548

4,752

5,085

4,761

한국

3,564

451

4,961

3,934

2,964

5,601

5,732

3,748

캐나다

870

468

479

1,490

1,014

704

1,663

2,461

타이완

1,553

530

1,781

1,839

2,038

2,961

2,461

2,034

페루

0

0

1,246

2,555

2,379

2,989

3,238

1,949

중국

5,146

2,390

2,732

747

264

807

307

259

계*

39,096

18,545

48,790

47,421

48,228

58,313

61,916

52,483

* 계는 이 표에 수록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포함한 전체의 수출량.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0.

2.2. 밀
밀은 재배면적, 생산, 총 농가수입 측면에서 미국의 밭작물 중에서 옥수수와 대
두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한다. 2016/17년에 농장은 겨울 밀, 봄 밀, 그리고 드럼
밀을 합쳐 50.2백만 에이커에서 8억 2천만 부쉘을 생산했다. 2017/18년 밀 재배
면적은 46백만 에이커로 많이 줄어들었고, 2019/20년도는 44.3백만 에이커로 더
줄었다. 식부면적과 생산이 줄어든 것은 밀의 상대적 수입이 적고, 농업인에게 좀
더 식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정부의 프로그램 변화와 세계 밀 시장에서 경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계의 밀 시장에서의 미국 점유율은 EU와 러시아의 증가에 따라 지난 20년에
걸쳐 감소해왔다.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미국의 세계 밀 시장의 점유율은 25%
였던 것이 2016/17년에는 15%로 미끄러져 내렸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밀 재배면적은 2014년 56.8백만 에이커로 정점에 달했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44.3백만 에이커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수확면적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2020년에는 36.7백만 에이커로 감소했다(그림 4). 이러한
수확면적의 축소는 밀 시장의 가격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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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밀 재배면적의 변화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밀 생산량은 2016년 23.1억 부쉘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17년 이후는 20억 부
쉘 미만에서 유지되고 있다(그림 5).
<그림 5> 밀 생산의 변화
(단위: 10억부쉘)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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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면, 2011년 이후 미국의 밀가루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
며, 수출은 2016년 정점에 이르고, 이후는 5백만 cwt에서 6백만 cwt3)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소비는 큰 변동 없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표 4> 미국 밀가루 생산, 수출, 국내소비 현황
년도/구분

밀가루 생산
(1,000 cwt)

총 공급
(1,000 cwt)

밀가루 수출
(1,000 cwt)

국내 소비
(1,000 cwt)

2011

411,745

423,443

6,309

413,519

2012

420,365

432,356

5,997

422,465

2013

424,550

436,831

5,274

427,803

2014

424,949

438,808

5,303

429,841

2015

424,910

439,663

6,376

429,720

2016

423,846

438,884

7,368

428,543

2017

426,399

441,242

6,212

432,253

2018

426,871

442,440

5,693

434,024

2019

422,277

437,995

5,864

429,530

자료: Bureau of the Census, Flour Milling Products (MQ311A) and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밀수출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무상원조 부분에서 커
다란 변화가 있었다. 가난한 국가에 대한 원조로 대변되는 P.L. 480 프로그램(농
업수출진흥 및 원조법)은 1991/92년에 2,286천 톤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줄어
2010/11년에는 521천 톤으로 감소했다. 이 법은 자국의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고 농
산물수출을 진흥하는 한편, 저개발국가에 대한 식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1954법
제화된 제도로서 필요할 때 시행하는 농산물 수출 진흥정책의 일환이었다.
Section 416은 고용주 매칭 프로그램이지만 2000년과 2002년 이후는 집행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미국의 밀 관련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정책이다.
3) CWT는 영국, 영국, 미국 및 미국 관습적인 무게 단위인 백중량(hundredweight, cwt = 센텀 무게
(centum weight)의 약어이다. 1CWT=112 파운드=50.802345 kg으로, 대략 20CWT가 1톤이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WT 및 네이버 지식인 ‘(Q) 3/15일
오늘 국제원자재가격중 쌀가격이 1,395.6센트/cwt라고 하네요. 그럼 쌀 1kg은 몇 원인가요? 34원이
맞는가요?’(2012년 3월 12일), https://kin.naver.com/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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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농업인들의 생산을 위한 농업법에 정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직접지불제
의 방식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중심이다. 수출확대 프로그램
(EEP)은 1995/96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다(표 5).
<표 5> 밀 수출 관련 정부의 프로그램(1,000 톤)
년도/구분

P.L. 480

Section
416*

Food for
Progress

총 무상
원조

수출
신용보증
(CCC)

수출확대프
로그램
(EEP)

총 밀 수출

1991/92

2,286

0

130

2,416

13,334

21,111

34,287

1995/96

1,530

0

0

1,530

5,662

570

33,708

Jan-00

1,294

1,638

177

3,109

4,026

0

25,275

Feb-01

1,093

875

67

2,035

4,614

0

25,411

Jun-05

969

17

205

1,191

1,052

0

25,005

Jul-06

767

0

194

961

1,008

0

29,636

Aug-07

734

12

95

841

1,360

0

32,847

Sep-08

722

12

231

965

2,691

0

22,545

Oct-09

793

16

92

901

2,078

0

25,698

Nov-10

521

0

152

673

2,785

0

34,583

Dec-11

595

13

53

661

2,388

0

--

* 고용주 매칭 프로그램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재구성.

2.3. 대두
가공된 대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축의 단백질 사료 원료이다. 미국은 대두생
산을 선도하는 국가이며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다. 대두는 미국에서 유지종자 생
산의 약 90%를 차지한다. 기타 땅콩, 해바라기 씨, 플렉스(flax, 아마)가 나머지
10%를 차지한다.
대두의 식부면적은 2017년 90.2백만 에이커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지만, 2019년에는 76.1백만 에이커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대
출액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부쉘 당 5 달러를 유지하다가 2019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6.2 달러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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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산출은 2011년 에이커 당 42부쉘에서 2016년 에이커당 51.9부쉘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에는 50부셀 내외에서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47.4
부쉘로 감소했다(표 6). 이는 기후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6>
는 대두 식부면적, 수확면적, 생산량, 생산액, 단위당 생산, 대출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고, <그림 7>은 대두의 수출변화와 농가수입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표 6> 대두의 식부면적, 수확면적, 단위당 산출, 생산량, 가치와 대출 현황
년도/구분

식부면적
(백만 에이커)

수확면적
(백만 에이커)

단위당 산출
(부쉘/에이커)

생산량
(10억 부쉘)

가치
(10억 달러)

대출
(달러/부쉘)

2011

75

73.8

42

30.9

38.5

5

2012

77.2

76.1

40

30

43.7

5

2013

76.8

76.2

44

33.6

43.6

5

2014

83.3

82.6

47.5

39.3

39.5

5

2015

82.7

81.7

48

39.3

35.2

5

2016

83.5

82.7

51.9

42.7

40.7

5

2017

90.2

89.5

49.3

44.1

41.3

5

2018

89.2

87.6

50.6

44.3

36.8

5

2019

76.1

75

47.4

35.6

31.2

6.2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그림 6> 대두 식부면적, 수확면적, 생산량, 가치, 단위당생산, 대출 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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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두의 수출과 농가수입의 변화
3000
2000

수출

1000

농가수입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저자 작성.

<표 7>은 대두의 연도별 생산, 수입, 수출의 규모를 나타낸다. 특이한 것은 농
가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부쉘 당 12.5 달러였던 수
입이 2019년에는 8.7 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2011년 대비 2019년의 총 농가수입
은 약 20% 감소하였다. 이런 현상이 정부의 농작물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원인으
로 작용하였다.
<표 7> 대두 수출, 수입, 농가의 수입액
년도/구분

생산
(백만 부쉘)

수입
(백만 부쉘)

수출
(백만 부쉘)

농가수입
(달러/부쉘)

2011

3,097

16

1,365

12.5

2012

3,042

41

1,328

14.4

2013

3,357

72

1,639

13

2014

3,928

33

1,842

10.1

2015

3,927

24

1,943

8.95

2016

4,296

22

2,167

9.47

2017

4,412

22

2,134

9.33

2018

4,428

14

1,748

8.48

2019

3,558

15

1,825

8.7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2.4. 쌀
쌀은 세계 인구의 50% 이상의 주곡이며, 전 세계에 걸쳐 생산된다. 쌀은 약
90% 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된다. 미국도 주요 쌀 수출국 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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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50% 정도를 수출한다. 미국의 쌀은 주로 장립종인데, 이
는 남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중립종과 단립종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다.
연도별 쌀 식부면적과 수확면적을 보면, 대략 2.5백만 에이커에서 3백만 에이커
사이에서 경작되고 있다. 단위당 산출도 에이커 당 7천 파운드에서 7.7천 파운드
정도의 분포를 보여 비교적 안정적인 재배환경에서 경작하고 있다. 생산량의 연도
별 차이는 식부면적의 변화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다(표 8, 그림 8).
<표 8> 미국의 쌀 식부면적, 수확, 생산 현황
년도/구분

식부 면적
(1,000에이커)

수확면적
(1,000/에이커)

단위당 산출
(파운드/에이커)

생산량
(백만 cwt)

2011

2,689

2,617

7,067

174.9

2012

2,700

2,679

7,463

199.9

2013

2,490

2,463

7,694

189.5

2014

2,954

2,933

7,576

222.3

2015

2,625

2,584

7,472

193.1

2016

3,150

3,097

7,237

224.1

2017

2,463

2,374

7,507

178.2

2018

2,946

2,910

7,692

223.8

2019

2,540

2,472

7,471

184.7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그림 8> 쌀 식부면적, 수확면적, 생산량, 단위당 산출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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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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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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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연도별 쌀의 형태별 수출현황을 보여준다. 쌀 생산이 많았던 2016/7
년에 4,226천 톤으로 최대를 기록하였고 2017/18년에는 가장 낮은 3,171.7천 톤
을 기록했다. 수출량도 생산량과 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9). 태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 대한 쌀 수출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쌀 수출 현황은
<표 2-10>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9>는 쌀 국내소비, 수출⋅입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표 9> 미국의 쌀 형태별 수출
(단위: 1,000 톤)

년도

백미

브라운 쌀

파아보일드 쌀*
(parboiled rice)

쌀가루

벼

가공품

계

Dec-11

1,528.40

295.9

297.6

56

1,495.30

13.4

3,686.70

2013/14

1,591.70

197.7

258.8

56.8

1,270.90

19.4

3,395.30

2015/16

1,399.90

197.9

184.9

72.4

1,764.50

18.9

3,938.50

2016/17

1,770.60

253.9

221.4

132

1,831.00

17

4,226.00

2017/18

1,449.20

117.3

204.2

73

1,308.40

19.5

3,171.70

2018/19

1,439.50

233.4

198

63.1

1,498.00

18

3,450.00

* 쪄서 말린 쌀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그림 9> 쌀 국내소비, 수출, 수입 변화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http://www.krei.re.kr:18181/new_su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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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쌀 수출 현황(2011/12-2019/20)
(단위: 톤)

국별/년도

Dec-11

2013/14

2015/16

2016/17

2017/18

2018/19

태국

387,642

428,589

437,342

482,326

529,335

531,116

베트남

21,664

45,352

35,617

28,985

19,590

15,554

인도

110,541

138,789

166,581

150,049

183,254

187,968

파키스탄

15,224

26,646

27,601

20,959

21,922

23,194

중국

3,584

3,223

3,920

4,047

34,127

66,242

아르헨티나

3,366

3,980

5,931

4,926

5,210

6,815

브라질

30,499

14,421

51,769

15,242

38,970

42,750

우루과이

13,211

5,292

3,236

892

952

4,477

멕시코

1,085

1,203

1,964

1,983

1,838

1,053

이탈리아

8,215

8,246

9,529

11,696

11,693

9,636

스페인

4,669

1,232

2,070

1,707

4,085

5,301

영국

39

497

3,197

2,758

406

43

이집트

1

-

383

1

-

28

호주

16

37,393

992

626

2,309

2,424

기타

21,484

25,587

22,583

24,320

26,004

29,057

계

621,241

40,449

772,716

750,518

879,695

925,659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20.

3. 곡물 수급 전망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세계적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과 사료곡
물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가는 미국의 사료곡물과 대
두의 수요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예상된다. 세계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또 한편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밀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다소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흑해지역과 EU의 의미
있는 생산 증가는 미국의 밀수출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수출을 약화
시켜온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달러강세가 작용한다. 무역 갈등과 달러 강
세는 미국의 밀에 대한 수출가격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들어 수출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전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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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록 무역경쟁이 강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밀의 질과 시
장의 효율성으로 세계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옥수수의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유지될 것이지만, 대두, 밀,
쌀의 점유율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주요 곡물의 가격은 2020년보다 2029/30년까지는 높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대두 가격은 가까운 시기에 중국과의 갈등과 관세정책이 반영되어 비교적 낮게 유
지될 것이다. 사료곡물의 가격은 낮게 유지되는 반면, 쌀과 밀은 현재와 같은 가격
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도 순수입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
일 것이다.
옥수수, 대두 밀의 재배면적이 유지되지만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다. 주요 작물
의 재배면적은 앞으로 10년간 246.3백만 에이커에서 249.4백만 에이커를 유지할
것이다. 2018 농업법에 의한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이다. 환경유
보프로그램(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에 따라 등록된 면적은 2018
농업법에 의해 입법화된 최대한도인 27백만 에이커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20
년 22백만 에이커에서 2029년에는 26.8백만 에이커에 이르게 될 것이다.

3.1. 옥수수 수급 전망
옥수수 생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대두 경작보다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세계시장에서의 수입 증가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육류 생산의 증대가 식품, 종자, 산업의 확장을 위한 사료의 생산을 이끌 것이
다. 따라서 옥수수 경작면적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그 후의 기간은
유지할 것이다.
또한 수요에의 새로운 균형을 맞추면서 옥수수의 재배가 증가할 것이다. 이 기
간에 공급과 수요가 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작면적 증가와 생산량 증
가가 결합되어 가격을 억제하고 재고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낮은 옥수수 가격은
사료와 부가적 사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옥수수 기반의 에탄올 생산은 느리게 증가할 것이다. 에탄올의 효율성 증가 등
의 이유로 국내소비가 감소할 수 있지만 수출이 이를 상쇄할 것이다. 옥수수를 활
용한 식품, 종자 산업은 2025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옥수수 시럽 생산은 감
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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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년에 옥수수 수출은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29.6〜30백만
톤의 수준과 비교해서 53.3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이나 우크라이
나, 아르헨티나와의 지속적인 경쟁과 국내 사료와 에탄올 수요의 증가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27백만 에이커의 경작을 전제로 30.5%에서 2029/30년에 31.6%로
약간 증가할 것이다.
<그림 10> 옥수수 사용, 에탄올, 수출 추이 전망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Baseline Database, 2020.

3.2. 밀
밀의 재배면적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45.0백만 에이커에서 46.5백만 에이
커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최근 5년의 48.8백만 에이커보다 낮은 수준이
다. 밀 수출은 거의 정체되어 있고, 미국의 세계무역의 점유율은 흑해 지역과의 경
쟁 때문에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의 식품 사용은 인구증가에 대비해 느리게 증가할 것이다. 밀 가격은 안정적
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료곡물들의 공급에 밀 사료와 부산물은 이 기
간의 첫 몇 해에는 감소하고 그 후 그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국내 수요와 공급
의 수준 유지는 미국의 수입도 비슷하게 유지하게 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호조로 인한 소득증가는 세계 밀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밀 교역도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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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국의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EU로부터의 지속되는 가격 경쟁에 의해 증
가하지 못할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국들의 공급이 줄어들 때, 미국은 밀수
출을 증가시키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대안적으로 최근의 흑해지역에서의 경험에
서처럼 이들의 밀수출은 미국의 낮은 수출과 전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그림 11> 밀 국내소비와 수출 추이 전망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Baseline Database, 2020.

3.3. 대두
2019/20년 기후관련 경작 이슈와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줄
어든 이후 대두 재배는 다시 재개되고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되는 것으로 예측된
다. 재배면적은 80백만 에이커 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식용 대두와 대두유를 위한 국내 수요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곡물들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료 가격, 축산
물 생산 증가, 안정되지만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바이오디젤을 위한 대두유 수
요 등의 여건에 따라 수입국들의 점증적인 수요 증가를 반영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대두 수출은 2012/13년부터 2017/18년 사이의 급격한 증가 이후
2019/20년에 완화되었지만, 최근에는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당분간 현 수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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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것이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브라질이 시장 점유를 장악
할 것이고, 미국 무역의 점유는 이 기간에 34.0%에서 32.5%로 하락할 것이다.
대두유와 식용대두의 미국 수출은 남미로부터 강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 대두 수출에서 아르헨티나의 점유는 2029/30년에 45.9%까지 증가할 것이
다. 브라질은 대두의 2번째 수출국이 될 것이고, 같은 기간에 22.6%에서 24.6%까
지 점유를 확대할 것이다. 대두 수출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세계적 점유는
17.9%에서 16.3%로 낮아질 것이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대두유는 매년 11억 갤런의 바이오디젤 기반의 대두
유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85억 파운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과
재생디젤의 추가적인 수요는 재생연료기준에 따른 분량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
<그림 12> 대두 국내 소비와 수출 추이 전망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Baseline Database, 2020.

3.4. 쌀
2019/20년 미국남부지방의 벼 생산지에서 벼 재배에 우호적이지 않은 날씨로
인하여 경작면적이 13.8%까지 줄어들었으나, 2020/21년에는 14%로 회복될 것이
다. 다시 2021/22년에 10%가 줄어 2.5백만 에이커로 줄고, 그 다음부터는 2.6〜
2.65백만 에이커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장립종은 주로
남부에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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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국내소비와 부가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수요를 유지할 것이다. 수
입쌀에 대한 수요는 매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주로 아시아의 다
양한 아로마틱 품종(香米)이다. 주로 태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으로부터 배타
적으로 들여온다.
미국의 수출은 2020/21년 이후 약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증가는 4% 미만이
될 것이다. 쌀 수출도 남미의 공급자들과의 강력한 경쟁으로 미국의 수출 시장이
제약될 것이다.
중립종과 단립종 쌀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2020/21년에서 2027/28년까지
6.9% 증가할 것이고, 그 후는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중-단립종 미국
쌀의 주요 시장인 동아시아로의 수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와
중동은 예측대로 시장이 팽창될 것이다.
쌀에 대한 세계교역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지만, 미국은 동남아시아로의 쌀 수
출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쌀 수출의 점유율은 2019/20년의 6.6%에서 10년
후 5.8%로 줄어들 것이다.
<그림 13> 쌀 국내소비와 수출 추이 전망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Baseline Databas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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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장의 주요 곡물 가격 전망
중국과의 무역 갈등과 기후관련 재배의 어려움은 2019/20 어느 정도의 가격적
영향을 상쇄되었다. 중국은 미국보다는 브라질에서의 수입을 강조했다. 미국의 생
산은 2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증가와 소득 증가, 에탄올의 안정적
증가로 인해 곡물 가격은 서서히 오를 것이다. 옥수수, 밀, 대두의 명목가격은
2010-19년 기간의 것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나, 2000-09년의 평
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대두 수출은 중국시장에서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중국 이외의 다른 외국
시장의 확대에 기인하여 부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2018/19년 가격이 떨어졌지
만, 2019/20년에는 낮은 생산으로 가격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의 초반에는 가격 하락이 있겠지만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중국과의 무
역 갈등이 지속된다면 브라질이 중국 수요의 대부분을 수출할 것이다. 미국은 세
계의 나머지 국가들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명목적인 옥수수 가격의 완만한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 가격은 약간 하락할 것이다. 미국의 밀에 대한 해외 수
요는 비교적 일정할 것이다. 식품, 사료, 수출 증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
다. 미국의 쌀 가격은 매년 약간 상승할 것이다.
<그림 14> 농가의 옥수수, 대두, 밀 가격 추이 전망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Baseline Databas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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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물 관련 정책
미국의 농업정책은 간단하게 농장정책(farm policy)이라고 불린다. 이는 5년마
다 제정되는 농업법으로 경작, 식품과 영양, 농촌지역, 바이오에너지, 산림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다. 2018년 농업법은 농업증진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이다. 이 법은 농작물 프로그램, 작물보험, 농업용지의 보전, 농업교역,
영양, 농장크레딧, 지역경제발전, 농업연구, 주와 개인의 산림, 바이오에너지, 원
예, 유기농에 관한 것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주요 곡물 관련법으로는 농작물 정책(crop commodity policy)과 작물보험
(crop insurance)정책이 있다. 작물 보험, 농작물 프로그램, 연구와 기술 확산, 특
수작물, 유기농, 지역이나 지방 식품, 진입농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 예비역
들의 농장이나 목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농업법 규정에 따라 2019-2023년까지 예산의 76%는 영양, 9%는 농작물 보험,
7%는 농작물 정책에 집중 투자되었다. 여기서는 농작물 진흥 프로그램에 한정하
여 간단히 소개한다.
<그림 15> 2018 농업법에 따른 농업예산 배분(2019-2023)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based on Congressional Outlays.

494

특집 3 : (제2편) 미국의 곡물 수급 현황과 관련 주요 대책

4.1. 농작물 정책(Crop Commodity Programs)
2018 농업법 타이틀 I에서는 USDA’s Farm Service Agency에게 다양한 생산
자를 지원하는 업무 권한을 부여했다. 2014 농업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약간
조정된 정도로 앞으로 5년 동안 정책의 규모나 기조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농작물 관련 정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가격손실 커버리지
(PLC: Price Loss Coverage)와 농업위험 커버리지(ARC: Agriculture Risk
Coverage)이다. 시장지원 대출 프로그램(MAL: Marketing Assistance Loan
Program)은 시상가격이 낮을 때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비
보험작물 재난지원 프로그램(NAP: 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은 연방작물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작물의 생산자를 보호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다룬 주요 작물은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다. 4대
주요곡물의 경우는 PLC와 ARC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된다.

4.1.1. 가격손실보전(PLC)
2018 농업법에 의해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125,000 달러가 지원의 상한선이다.
참조가가 지원의 상한선이다. <표 11>은 4대 곡물에 대한 가격손실 커버리지의 상
한선과 기준가를 나타낸다.
<표 11> 유효가격과 유효기준가격
적용기준/품목

참조가
(참조가격의 115%)

참조가격(A)

시장평균가격의 85%

밀(부쉘)

6.33

5.50

4.42

옥수수(부쉘)

4.26

3.70

3.02

쌀(cwt)
장립종
중립종

16.10
16.10

14.00
14.00

9.80
14.11

대두(부쉘)

9.66

8.40

8.19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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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14 농업법과 2018 농업법 비교

자료: USDA-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2018.

4.1.2. 농업위험 커버리지(ARC)
이 제도는 2014 농업법을 통해 처음 실시되었다. 이는 생산자에게 역사적 기준
면적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당해 카운티의 에이커 당 평균수입이 보장된 가격이나
생산량 이하로 떨어질 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직접지불제와 같이 과거의 기준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4.1.3. 무담보 판매지원대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시장가격이 수확기에 낮을 때 농작물의 출하를 늦출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단기의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8 농업법에서 농작물 신용대출
금액이 상향되었음을 보여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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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4 농업법과 2018 농업법 대출금액 비교
작물/비교

2014 농업법

2018 농업법

밀(부쉘)

2.94

3.38

옥수수(부쉘)

1.95

2.20

쌀(cwt)

6.50

7.00

대두(부쉘)

5.00

6.20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2018.

5. 맺으며
미국은 주요 곡물에 대한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재
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성이 높아져 생산량은 유지되고 있다.
브라질 등의 국가들과 경쟁이 심화되지만, 해외 수요의 증가로 수출은 증가해왔
다. 밀의 경우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두의 경우는 식
부면적이 시장가격의 수준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75백만에서 90백만 에이커 수준
에서 경작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은 최근연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쌀
의 경우도 가격에 따라 경작면적의 증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예측기관의 분석을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대두는 생산과 수출이 완만
하게 증가할 것이고, 쌀과 밀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옥수수의 경
우 사료곡물의 생산과 수출은 해외 수요의 증가로 단기적으로 몇 년간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지만, 그 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곡물 가격은 현재의 수준에
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가격의 변동이 심하게 발생하면 정책적 수단을 통
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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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제3편

미국의 축산물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이규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1)

1. 서론
미국에서 2019년 기준 농업총생산가치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이
며, 농작물 생산의 가치로는 44%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축산부문
은 명실상부하게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역사적으로 작물생산이 축산보다 큰 비중
을 차지하였지만, 최근에는 거의 대등한 수준을 보인다. 2019년 기준으로 총 농업
생산이 409,992백만 달러이며, 작물생산이 181,037백만 달러, 축산이 176,342백
만 달러로 점차 축산생산 비중이 커지고 있다(표 1, 그림 1).
<표 1> 연도별 농업생산액, 작물생산액, 축산생산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구분

농업생산액

작물생산액

축산생산액

2011

409,981

199,292

163,754

2012

439,117

212,865

169,114

2013

473,063

233,764

181,112

2014

473,521

206,311

214,340

2015

429,989

184,329

194,144

2016

399,273

189,302

165,430

2017

413,868

187,915

176,896

2018

411,454

186,220

177,406

2019

409,992

181,037

176,342

자료: USDA-ERS - Data Products, 2020.

축산은 자국민의 식생활에서 필수요소임과 동시에 농업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의 하나이다. 농장의 수입과 농업인의 부가 축산의 수급과 세계시장의
1) leegyu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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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포함한 수급에 관련한 정책은 강화되며 지속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축산 중에서 중요한 육우(쇠고기 포함), 젖소(우유 포함), 돼지(돼지
고기 포함), 닭(닭고기 및 계란 포함)의 수급현황과 미래의 전망에 대한 분석과 이
들 품목을 위한 관련 정책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그림 1> 연도별 미국 농업총생산액, 작물생산액, 축산생산액
600000
농업생산

400000

작물생산

200000
0

축산생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처: 저자 작성.

농장의 현금수입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였지만, 2014년을 정점으로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통한
지급이나 다른 농업연관소득, 축산과 축산연관제품, 작물수입도 같은 방향으로 진
행해왔다(그림 2).
<그림 2> 총 농장 현금수입의 요소 변화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arm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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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물의 수급현황
연도별로 축산 생산현황을 보면, 젖소 사육두수의 경우 2011년 9,199천 두에서
2017년 9,406천 두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9,336천
두로 감소하였다. 쇠고기 생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7년부
터 증가하여 2018년부터 2011년의 생산을 뛰어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2014년의 22,858백만 파운드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9년에는 27,652백만 파운드로 증가해 2011년 대비 21% 증가했다. 육계
의 경우 2012년에 약간 줄었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43,435백만
파운드에 이르러 2011년 36,804백만 파운드 대비 18% 증가했다(표 2).
<표 2> 연도별 축산물 생산 현황
(단위: 1,000두(젖소), 백만 파운드)

구분/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젖소

9,199

9,237

9,224

9,261

9,320

9,334

9,406

9,398

9,336

쇠고기

26,270

25,989

25,790

24,316

23,760

25,288

26,250

26,938

27,224

돼지고기

22,775

23,268

23,203

22,858

24,517

24,957

25,598

26,329

27,652

닭고기

36,804

36,643

37,425

38,153

39,620

40,261

41,217

42,145

43,435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and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2020.

<그림 3>은 미국의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의 생산량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1990년부터 닭고기 생산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생산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돼지고기 생산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쇠고기 생산은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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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의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산 변화 추이(1990-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Livestock and Meat Domestic Data. 2020

2.1. 육우와 젖소 및 쇠고기
육우사육 산업분야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또한 고품질이며 곡
물사료 쇠고기의 국내 소비와 수출을 위한 생산에서도 가장 큰 나라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국은 쇠고기 순수입국이다.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값싼 쇠고기
수입과 방목으로 사육한 쇠고기 수입 때문이다.
미국의 육우 산업은 크게 두 가지 생산 분야로 구분된다. 육우-송아지 사육과
육우-사료생산이다. 육우와 쇠고기 산업은 사료곡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곡물의
공급과 가격이 쇠고기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육우생산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업 분야이다. 2019년 농장의 현금수입이 662억 달러이다. 이는 전체
농업 수입 3,740억 달러의 18%를 차지한다. 미국에서는 젖소 분야와 구분하여 쇠
고기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최근년도의 육우와 쇠고기 생산에서 젖소의 생산은 큰 진폭 없이 지속적으로 완
만한 변화를 보이며 유지하고 있다. 2011년 젖소의 생산은 약 9.2백만 두이고 해
마다 9백만 두 이상의 두수를 유지하고 있다. 쇠고기 생산은 2011년 26,270백만
파운드에서 2015년 23,760백만 파운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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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27,224백만 파운드로 4년간
14.6% 증가했다.
<표 3> 연도별 젖소와 쇠고기 생산
(단위: 1,000두, 백만 파운드)

구분/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젖소

9,199

9,237

9,224

9,261

9,320

9,334

9,406

9,398

9,336

쇠고기

26,270

25,989

25,790

24,316

23,760

25,288

26,250

26,938

27,224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Livestock and Meat Domestic Data. 2020.

쇠고기 수입은 2015년 3,368백만 파운드에서 2017년까지 2,993백만 파운드로
감소했다가 2018년 2,998백만 파운드로 증가하고, 2019년에는 3,058파운드로 점
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쇠고기 수출은 수입과 반대로 2015년 2,267백만 파운드
에서 2018년까지 대폭 증가하여 3,159백만 파운드로 3년 동안 39.3%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3,026백만 파운드로 약간 줄어들었다.
생우(生牛) 수입은 2011년 1,984천 두였다가 2016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2,043천 두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생우
수출은 2011년에 73천 두였다가,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307
천두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4).
<표 4> 쇠고기와 육우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천 두)

구분/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쇠고기 수입

3,368

3,012

2,993

2,998

3,058

쇠고기 수출

2,267

2,557

2,859

3,159

3,026

생우 수입

1,984

1,708

1,807

1,899

2,043

생우 수출

73

69

193

243

307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and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2020.

미국에서 육우와 쇠고기 생산과 이에 대한 수출입의 변화는 육우와 송아지의 생
산 상황과 깊게 연결된다. 송아지를 포함한 육우의 규모의 증가나 감소는 시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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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싸이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주로 육우나 송아지의 적정한 규모 측면에서의
진폭이 일어나는 것은 육우와 송아지 생산자의 반응이 지연되는 생물학적 제약 때
문이다.
미국에서 총 육우의 수는 이런 싸이클의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육
우의 싸이클은 육우가격에 대한 복합적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소는 모든 육류를
생산하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긴 임신기간과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무게까지 송
아지를 키우는 시간이 길고, 초지의 상태와 관련 있는 기후조건이 생산의 싸이클
을 만든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들은 서서히 두수를 늘리고, 가격이 낮으면
두수를 줄인다.
육우 사이클은 평균 8〜12년이다. 그러나 목초지의 지속적인 건조한 조건의 유
무와 수확 후 사료 공급의 현상으로 인해 이 싸이클의 기간을 당겨질 수도 있고 늘
어날 수도 있다.
2004년에 94.4백만 두의 육우와 송아지 상태로 육우 싸이클이 시작되었다. 사
료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사육두수의 축소가 시작되었지만, 그 후 2007년까
지 3년 동안 96.6백만 두까지 확대되었다.
사료와 에너지 가격이 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사육두수 축소 현
상이 일어났고, 초지의 건조한 조건이 2013년까지 지속되어서, 2010년까지 사육
두수 축소가 계속 진행되었다. 건조한 조건은 사육에 유용한 목초지의 감소로 이
어졌고, 이듬해 송아지 사육의 사료곡물을 감소에 따라 생산자들은 육우를 도태시
키고 암송아지 보유를 제한했다. 각 연도의 송아지 사료곡물은 다음해의 송아지
공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의 싸이클에서는 농가들이 다시 육우부문으로 진입하면서 목초지 조건 향
상과 사료가격이 낮아진 2013〜2014년까지 멕시코의 비육용 소에 대한 수요를 증
가시켰으며, 비육용 소 도입에 의한 방법으로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로 비육용 소
를 가축사육장(feedlot2))으로 옮겼다. 이러한 현상은 육우와 송아지 이익을 증가
시키는 비육용 송아지 가격을 상승시켰다. 2013년 후반기와 2014년에는 방목 조
2) feedlot은 가축사육장 또는 곡물 비육장이라고도 하며, 가축사육 방법(animal feeding operation,
AFO)의 일종으로, 특히 소, 돼지, 말, 양, 칠면조, 닭, 오리 등을 도축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가축사육
을 하는 데 사용된다. 대형 소 사료는 미국에서 집중적인 가축사료 공급 운영(CAFO,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캐나다에서는 집중적인 가축 공급 운영(ILOs, intensive livestock
operations) 또는 제한적 공급 운영(CFO, confined feeding operations)으로 불린다. 그것들은 여러 개
의 펜에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포함할 수 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Feed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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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향상되었고 사료가격이 낮았던 시기이다.
이는 비육우용 송아지 및 소 가격을 끌어올렸다. 사육두수에 대한 7년의 청산기
간이 2014년 1월에 끝났는데, 당시 육우와 송아지 사육두수가 88.2백만 두로 1952
년 이후로 가장 적었다. 그 후에 사육 조건이 좋아지자 2020년 1월에는 94.4백만
두까지 증가했다.
<그림 4>는 모든 육우와 육우젖소의 사육두수 변화를 나타낸다(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미국 농업통계청) 자료). 모든 육우의 두수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을 계기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다. 육우젖소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앞으로의 추세는 전망에서 다루기
로 한다.
<그림 4> 육우와 육우용 젖소(1970-2020)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Livestock & Meat Domestic Data. 2020.

육우와 송아지 생산 사업은 기본적으로 송아지를 사육하여 육우의 두수를 유지
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대부분 3〜7개월령에 이유(離乳)를 한
다. 그 후 암컷과 수컷의 약간은 남겨두어 후보소로 활용하게 되기도 하지만, 나머
지는 다른 생산자에게 판매한다. 이 송아지 생산 사업은 목초지나 목장의 먹이(농
후 사료 및 조사료)의 상태와 연관된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젖소 농장의 구조적 변화는 농장의 형태가 어떤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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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가 진행되는 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표 5). 소규모 농장의 수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1,000두 이상의 대규모 농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구조
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5> 젖소 농장의 규모 구조 변화(1992-2017)
(단위: 농장(호))

규모(두)/연도

1992

1997

2002

2007

2012

2017

1-9

32,803

22,824

21,016

14,426

16,463

19,932

10-49

60,315

40,833

27,244

19,912

17,869

11,479

50-99

41,813

33,477

25,465

18,986

15,351

12,137

100-199

14,062

12,602

10,816

8,975

7,359

6,757

200-499

4,652

4,881

4,546

4,307

3,712

3,830

500-999

1,130

1,379

1,646

1,702

1,537

1,511

1000이상

564

878

1,256

1,582

1,807

1,953

계

155,339

116,874

91,989

69,890

64,098

54,599

자료: James M. MacDonald, Jonathan Law, and Roberto Mosheim, “Consolidation in U.S. Dairy Farming.
ERS, USDA, 2020.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봄에 송아지를 출산하여 비육 후 출하하는 형태와 가을
에 송아지를 생산하여 비육 후 출하하는 형태 두 가지의 사육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봄(2〜3월)에 태어난 송아지는 7〜9개월 간 어미소와 같이 방목한 뒤 10
월이나 11월이 되어 추워지면 4〜6개월간 소맥 밭에 방목하는 조사료 위주로 공급
을 하는 사육방법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소의 체중은 270〜430kg 정도 되는데,
이를 비육밑소로 하여 4〜5개월간 하절기 육성방목에 들어간다. 그 뒤 또 또다시
4〜6개월간 곡물비육으로 마무리 비육을 하여 출하하는 사육형태이다. 이 때 비육
완성 후 출하시기는 1월에서 4월이 된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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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육용우의 성장과정과 소의 용도별 사육분포

자료: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파워포인트 자료), 2017.6.28.

한편 이 사육형태에서는 어미 소의 생장 주기 상으로 보면, 송아지를 이유한 5
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소와 같이 방목하여, 암소와의 자연교배를 통해 다
음 산차(産次)의 송아지를 임신을 유도한다(그림 6).
<그림 6> 봄에 태어난 육용 송아지의 1년간 사이클

자료: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파워포인트 자료),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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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을에 송아지를 출산하여 비육하는 형태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9〜11
월에 송아지를 생산하여 7〜9개월간 어미소와 같이 방목한 뒤 하절기인 5〜7월에
서 7〜10월까지 2〜3개월간 조사료 위주의 사육을 하게 된다. 그 뒤 동절기에 접
어들게 되면 앞의 봄에 태어난 송아지의 사육형태와 마찬가지로, 소맥밭에 방목한
다. 그 뒤 12월〜3월까지부터 7〜11월까지 5〜6개월 동안 곡물 위주로 마무리 비
육을 한다. 따라서 출하시기는 대략 7〜11월이 된다(그림 7).
<그림 7> 가을에 태어난 육용 송아지의 출하까지의 흐름

자료: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파워포인트 자료), 2017.6.28.에서 재인용

2016년 기준으로 젖소(유용)를 포함한 미국의 소 사육두수 구성비를 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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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국의 젖소 및 육용우 포함 소 사육두수 구성

자료: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파워포인트 자료), 2017.6.28.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유기농 우유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5%의 젖소
농장에서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는데, 농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젖소 두수는 2014
년 기준으로 228,116두이며, 농장 당 평균 101두 정도의 소규모 농장에서 주로 생
산한다. 유기농 젖소로 인증된 두수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사육두수의 변화는 생산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규모화에 따라 생산비의
절감이 많이 이루어진다. 소규모인 10〜49두 농장의 생산비는 평균으로 볼 때
34.29달러/cwt3)인데 반해, 2,000두 이상의 농가는 16.62달러/cwt로 생산비의 절
감이 50%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규모농장이 증가하고 소규모나 중규모 농장
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1992년 대비 총 농장수가 35%로 줄어든 2017년의 분포를 감안하면, 1,000두 이
상의 농장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
는 상황에서 생산비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표 6).
3) CWT는 영국, 영국, 미국 및 미국 관습적인 무게 단위인 백중량(hundredweight, cwt = 센텀 무게
(centum weight)의 약어이다. 1CWT=112 파운드=50.802345kg으로, 대략 20CWT가 1톤이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WT 및 네이버 지식인 ‘(Q) 3/15일
오늘 국제원자재가격중 쌀가격이 1,395.6센트/cwt라고 하네요.. 그럼 쌀 1kg은 몇원인가요? 34원이
맞는가요?’(2012년 3월 12일), https://kin.naver.com/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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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젖소 사육두수에 따른 생산비* 비교(2016)
(단위: 달러/cwt)

규모/구분

저비용 25%

평균비용 50%

고비용 25%

10-49

26.95

34.29

42.48

50-99

22.40

26.69

34.23

100-199

19.76

22.86

27.51

200-499

18.08

20.74

23.76

500-999

16.96

18.80

21.21

1,000-1,999

16.27

18.02

20.54

2,000 이상

15.02

16.62

19.63

* 유기축산 농가를 배제한 관행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James M. MacDonald, Jonathan Law, and Roberto Mosheim, “Consolidation in U.S. Dairy Farming.
ERS, USDA, 2020.

미국에서 젖소 사육두수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줄어들었다. 그
러나 2000년대 초기 원유(原乳) 생산이 1980년 이후로 67% 증가하였지만, 젖소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이는 기술개발과 규모화로 인한 우유의 생산성 증
대에 기인했다. 원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 이후 점차 젖소 사육
두수 수준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미국 우유생산과 젖소 수의 장기적 변화 추이(1980-2017)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Baseline Related Historical Dat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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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돼지 및 돼지고기
돼지 사육 농장수는 1991-2009년의 기간 동안 70%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돼지
사육두수(hog inventories)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결과는 대규모로 돼지를 사
육하는 농장들이 기업화 되었고, 특화되었다. 계약생산이 보다 많아지고 가정에서
경작하여 자급하는 사료 대신에 사료를 구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규모의 증대와 생산의 특화는 돼지생산에서 획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
다. 새끼(仔豚) 출산부터 마지막 출하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한 군데에서 수행하는
농장(전통적 일관(一貫)농장)이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의 돼지고기와 관련 제품 생산국가 이기도 하지만, 소
비국가 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거나 또는 두 번째의 돼지
고기와 관련 제품의 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연도에서 생산
의 2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돼지는 세 가지 특화된 기업에 의해 생산된다. 돼지새끼(仔豚) 출산부터 240〜
270파운드의 돼지 도살까지 사육하는 Farrow-to finish(일관생산) 형태를 취하
는 기업과 새끼(仔豚) 출산부터 10〜60파운드까지만 키워서 파는 Feeder pig
producers(번식 중심) 형태의 기업이 있다. 그리고 중돼지를 사서 키워 도살하는
Feeder pig finishers(비육 중심) 형태의 기업도 있다.
미국의 양돈산업은 수십 년 동안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
는 기술변화와 생산자, 포장업자,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참여자수는 적어지고 대
규모의 사육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 이후로 돼지농가는 70%까지 줄었고, 개별기업이 크게 성장했다. 한 단
계의 생산에 특화하는 대규모의 사육이 새끼부터 최종 도살까지 한 농장에서 수행
했던 관행적인 형태를 대체했다. 이에 따라 계약 생산이 증가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능률성을 향상시켜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생산성 향상은 주로 규모의 증대와 사육,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달성한 기술혁
신에 기인했다.
미국의 2000년대 초반부터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으로 등장했다. 1995년에 순
(純)수출국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 등장한 것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2016년에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1%에 달했다.
구조적 변화가 생산자들의 위험을 줄이고, 연중 생산능력을 적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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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최근의 돼지고기의 수출입과 생돈의 수출입 추세를 보여준다. 돼지고
기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은 줄어드는 추세인 점을 알 수 있다.
돼지고기 수출은 2015년에 5,010백만 파운드였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
년에는 6,321백만 파운드로 늘어, 5년 간 26.2% 성장했다. 반면 수입은 2015년
1,116백만 파운드였다가 연도별로 약간의 진폭은 있었지만, 2017년 이후로 감소하
여 2019년에는 945백만 파운드로 줄었다. 최근 5년간의 수입은 15.3% 줄었다.
또한 생돈 수입도 2015년 5,740천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9년에는 5,096천
두가 되었다. 반면에 생돈(生豚) 수출은 41천 두에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64천 두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에 60천 두로 다소 감소했다.
<표 7> 돼지와 돼지고기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천 두)

구분/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돼지고기 수입

1,116

1,091

1,116

1,042

945

돼지고기 수출

5,010

5,239

5,632

5,876

6,321

생돈 수입

5,740

5,657

5,597

5,250

5,096

생돈 수출

41

48

59

64

60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and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2020.

<그림 10>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돼지고기 수입과 수출의 장기적 변화과정
을 보여준다. 돼지고기 수입은 1,000백만 파운드 내외에서 안정적인 추세에 있지
만,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10> 미국의 돼지고기 교역(1989-2016)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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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이 줄고 세계교역의 증가에 따라 미국의 세계 돼지고기 수입의 점유
가 줄어, 현재는 세계돼지고기 수입 시장에서 10% 미만을 차지한다. 미국의 돼지
고기는 주로 캐나다(80%)와 EU(10%)로부터 수입한다.

2.3. 육계, 닭고기 및 가금류 산물
미국의 가금류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자이며, 두 번째 가금류⋅육류와
계란 수출국이다. 미국에서 가금류(닭고기, 칠면조, 기타 가금육) 소비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능가했지만, 적색 육류(赤色 肉類4)) 전체보다는 적다. 총 가금류 생산
의 18% 정도를 수출하는 미국의 가금류 산업은 환율의 진폭, 무역협상, 수입국의
경제성장으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는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닭고기 생산은 1990년 이후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생산
의 성장을 뛰어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닭고기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
는 주요 육류가 되었다. 미국의 일인당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의 소비는 몇 년
동안의 높은 사료가격과 소매가격, 그리고 2007년〜2009년의 경제 침체가 반영된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육류와 육류제품은 지속적으로 수요의 중요한 원천
이 된다.
<표 8>은 미국의 닭고기, 란(卵) 가공품, 계란 수출의 현황과 변화를 보여준다.
닭고기 수출은 2015년 6,231백만 파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7,103백만 파운드로 증가했다. 란(卵)가공품 수출은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
다. 계란 수출은 2015년 218백만 더즌(dozen, 12개짜리 한 묶음, 다스)을 기록했
다가 차츰 줄어 2017년에는 183백만 더즌 이었으며,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211백만 더즌으로 2015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4) 적색육(赤色肉)은 조리나 요리를 한 후, 또는 그 이전의 날고기일 때 붉은 빛을 띠는 고기를 뜻하며,
대부분의 포유류가 이를 갖고 있다. 조리나 요리를 한 후에는 짙은 색을 띠기 때문에 흑색육(黑色肉)
이라고도 한다. 영양학에서는 일정 수치 이상의 미오글로빈 색소가 농축된 고기를 적색육으로 규정
하며, 닭고기나 물고기 등 백색육에서는 0.05% 이하의 수치를 기록하는 반면 돼지고기, 송아지고기,
쇠고기 등 적색육에서는 평균적으로 0.1~2.0%의 수치가 검출된다. 미식 분야에서는 백색육과는 달리
짙은 색을 띠는 고기를 적색육으로 정의하며, 소, 송아지, 양, 돼지, 말 등의 포유류에서 나온 고기가
이에 포함된다. 적색육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유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건강에 해롭다는 논란이
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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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닭고기, 란가공품, 계란수출
(단위: 백만 파운드, 백만 dozen)

구분/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닭고기 수출

6,231

6,645

6,786

7,069

7,103

란가공품 수출

342

304

354

333

334

계란 수출

218

196

183

193

211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and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2020.

3. 축산물 수급 전망
세계적인 수요의 증가로 앞으로 10년 간 미국의 육우부문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생산비 중 사료비 비율은 육우의 가격하락과 사료가격의 완만한 상승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돼지산업은 생산비 중 사료비 비율이 높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대 말 정도에 하락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에 걸쳐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할 지라도, 전체적인
육류와 유제품에 대한 국내와 세계의 수요는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적색
육류와 가금류 생산은 구조변화와 능률성 달성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젖소의 농장 가격은 2020년대 초반에는 하락하지만 중⋅후반기에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육우두수는 2020년대 전반부에는 낮은 수익으로 줄어들 것이다. 줄어든 육우두
수는 가격을 상승시켜 중⋅후반부에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쇠고기 생
산은 2029년까지 295억 파운드까지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간 옥수수 가격은 서서히 오를 것이고, 돼지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나 돼지의 무게가 늘어나 돼지고기 산업은 우상향으로 성장할 것이
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생산이 대략적으로 최근 들어 비슷한 반면, 앞으로는 돼지고
기 생산이 쇠고기 생산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9년에는 쇠고기 생산이 29.5
백만 파운드 정도로 예측되는 데 비해, 돼지고기 생산은 32.1백만 파운드로 정점
을 찍게 될 것이다. 닭고기 생산의 성장은 하반기에 낮은 가격 조건으로 정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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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육계 생산 증가(사육수수 증가)는 중량의 증가를 반영하게 될 것이
다.
일인당 쇠고기 소비는 2021년에 55.5파운드, 2022년 53.8파운드였다가 2029년
까지는 57.6 파운드로 회귀할 전망이다. 전반기에 쇠고기 생산이 줄고 높은 수출
수요로 일인당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기간에 걸쳐 쇠고기
공급 증가가 일인당 소비를 증가시켜 쇠고기 생산은 증가할 것이다.
돼지고기 생산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그 속도는 느리게 진행될 것이
다. 돼지고기 수출은 2029년까지 생산의 3분의 1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같이 육계 생산도 느린 속도로 증대될 것이고 수출도 증가하겠지만,
돼지고기처럼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 닭고기 소비는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될 것
이다. 육우와 육계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공급초과로 하락하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
2019년과 2020년에 급격하게 증가된 돼지고기 생산으로 인한 많은 공급은 앞으
로 10년간 수요를 능가할 것이다. 이것이 가격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2021년에는
가격이 48달러/cwt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50달러/cwt 수준은 유지
될 것이다. 예상되는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수출조건에는 양호하게 작용하여 수출
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에 쇠고기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차이는 줄어들 것
이다. 세계의 쇠고기 생산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수출 성장으로 경쟁력이
강해질 것이다. 쇠고기 생산이 브라질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 국가이지만, 10년 동
안에 호주와 같게 될 것이며, 점유율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세계 제일의 쇠고기
수입국에서 중국에 추월당해 2위 수입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가금류의 수출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의 효율에 의한 소득이 세계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돼지고기 수출에서 2인자의 자리가 유지될 것이고, 2029년에는 제1의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금류 수출은 특히 닭고기 수출의 선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 외 EU와
태국이 뒤를 이을 것이고, 이들 4개국이 가금육류 수출의 84%를 차지할 것이다.
<그림 11>은 미국의 적색육과 가금육 생산에 있어서 2029년까지의 예상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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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망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11> 미국의 적색육과 가금육류 생산의 변화 전망

자료: ERS, USDA, USDA’s Agricultural Baseline Projections. 2020.

4. 축산 관련 정책
4.1. 주요 지원 정책
연방정부는 축산과 축산관련 이슈를 농무부와 다른 연방기관을 통해 관리한다.
정책은 축산에 관한 보험으로부터 환경보전 프로그램까지를 망라한다. 연방정부
의 분뇨저장과 처리, 동물복지와 안전, 의무적인 가격 보고(報告), 축산과 육류의
생산과 시장유통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
모든 농작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정책에 더해 축산과 관련해서는 곡물
에 관한 정책과 구분되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2018 농업법에 따라 다음의 세 가
지 프로그램 하에서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한다.
세 가지 프로그램이란 첫째, 축산 조사료 프로그램(Livestock Forage Program)
이고, 둘째, 축산 배상 프로그램(LIP: Livestock Indemnity Program), 셋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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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꿀벌, 양식어류를 위한 비상지원(ELAP: Emergency Assistance for
Livestock, Honeybees, and Farm-Raised Fish) 프로그램이다.

4.2. 축산 지원정책
연방정부의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은 한발, 고온, 질병, 곤충, 홍수, 화재, 허리
케인, 지진, 심한 폭풍우, 한파, 다른 자연재해가로 인해 고통을 겪는 생산자를 지
원할 필요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상상황으로 제한된다. 미국 농무부의
FSA(Farm Service Agency)가 관련 업무를 취급한다. 2018 농업법에서는 2014
농업법의 네 가지 재난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축산 배상 프로그램(LIP: Livestock
Indemnity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축산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들
은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든 축산에 해당된다.
첫째, 축산 조사료 프로그램(LFP: Livestock Forage Program)이다. 이는 목초
지나 목장에 초지의 상실로 고통받는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축산 배상 프로그램(LIP: Livestock Indemnity Program)으로, 이는 정
상적인 치사율을 넘는 가축의 폐사에 대해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셋째, 축산, 꿀벌, 양식어류를 위한 비상지원(ELAP: Emergency Assistance
for Livestock, Honeybees, and Farm-Raised Fish) 프로그램이다. 이는 질병에
의한 손실을 입은 비상상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LFP와 LIP의 지원에서 배제된 농가들에게 지원된다. 그 외 연방정부의
보전 준비 프로그램(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과 환경 질 인
센티브 프로그램(EQIP: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에 따른 지
원도 받는다. 기타 2014 농업법의 낙농 마진 보호 프로그램(MPP-Dairy: Margin
Protection Program)을 2018 농업법에서 이름이 바뀐 낙농 마진 커버리지(DMC:
Dairy Margin Coverage)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개인 초지 보전(Conservation of Private Grazing Land)을 위해 기술
적, 교육적, 초지의 보전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야생 서식지, 어류
서식지, 수생시스템을 위한 것이다.
농무부의 농업마케팅청(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은 식품구매
프로그램(Food Purchase Program)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육류, 가금,
생선, 계란 제품을 구매한다. 농무부의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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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 돼지, 양의 가격 하락과 총 마진 축소에 대비한 보험을 제공한다.
돼지에 대한 연방 프로그램은 곡물의 정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연방
정부는 농가들에게 비상사료, 고기 구매, 질병 제거, 한발 보조, 보전/환경 프로그
램을 시행한다. 생산자들이 재정적 곤란에 놓일 때 농무부의 농업마케팅청(AMS)
이 가격지지를 위해 농작물 구매 프로그램(CPP: Commodity Purchase
Programs)을 통해 고기를 구매한다. 농무부의 동⋅식물 건강 검사소(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가 질병퇴치 등을 통해 농장을 지
원한다.
농무부의 농장지원청(FSA: Farm Service Agency)은 생산자에게 가뭄, 홍수,
화재, 동해, 토네이도, 페스트 감염 등 자연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준다.
기타 환경 질 인센티브 프로그램(EQIP: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이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고 비용-효과 측면에서 농가와 목장주
인에게 토양, 수질, 관련 자연자원에 관한 그들의 관심사항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4.3. 규제정책
연방정부는 축산의 환경적 이슈에 따라 동물 밀식도, 공기와 물의 질, 축산분야
노동자의 직업병,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제도 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전청
(EPA: 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은 축산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한다. 집
중적인 밀식사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식에 관해 규제한다. 가금류와 돼지사육은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동안 갇혀진 장소에서 사육되기 때문이다.
육우는 초지에서 주로 사육되고 마지막에 밀식도가 높은 비육장(또는 사육장,
feedlot)으로 옮겨진다. 원유(原乳)를 생산하는 젖소는 갇혀진 장소에서 사육되어,
원유를 생산하지만 주기적으로 초지에 나가도록 한다.
환경보전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축산을 위한 환경적 의무를
부여하고 FDA에 의한 동물사료의 성분을 규제한다. 또한 육우는 다른 나라 정부
의 동물건강, 식품안전, 의무적인 가격 보고 등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
는다.
공적 토지를 관리하는 연방기관들은 장소나 밀식사육의 정도에 대한 규칙을 제
정한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수용력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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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으며
곡물의 수급과 축산의 수급 미국 농업의 양대 주류이다. 따라서 수입, 수출, 생
산, 소비, 가격을 포함한 이들의 수급은 농업인들의 소득과 지역경제의 상황에 결
정적인 요소이다. 농장 수입(收入) 측면에서 곡물이나 축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다. 축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육류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특히, 닭고기 가격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가격상승보다 좀 더 가파르게 될 것이다. 수출에 있어서는
돼지고기의 수출이 닭고기나 쇠고기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축산의 생산이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자연 재해로부터 농장을 보
호하기 위한 정책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장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
하고 있다. 축산 관련 정책은 단순히 지원정책에 한정되지 않고 환경을 위한 규제
정책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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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업정책
이규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5)

1. 농업정책의 철학적 배경
미국에서 농업은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문으로 여기고 있다. 농산물 가격
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은 농민뿐만 아니라 외국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농업정책의 철학사상적 기반
은 규모 확대나 농업부문의 번영을 위해서라는 점에서 대부분 서구국가들의 철학
적 배경과동일하다(Moore, 1987, p. 5).
미국의 연방정부가 농업부문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 대공황
시대부터였다. 헌법에 표현된 정의를 확립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서였다. 대공황기의 미국농업은 낮은 농산물가격, 농민의 부채증가, 한발로 인한
토양침식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쇠약해졌다. 이 때부터 시작된 농민을 돕는 지원
에 대한 정당성은 철학적 개념인 형평(equity)의 이념에서 찾았다.
전통적으로 미국사회는 부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형평은
선이고 불균형은 악으로 생각한다. 농가소득은 도시소득에 비해 몇 십 년 동안 현
저히 뒤떨어지자, 정부는 어떤 것이든 해야 한다는 철학적 사고로부터 정의 개념
에 포함되는 형평성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또 하나의 이념은 시장 실패에서 찾았다. 최근에는 도시와의 소득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위험이나 불확실성에서 오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
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즉, 시장실패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두
었다.
세 번째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은 자원의 보존과 환경적 이슈에서 찾았
다. 여기에는 농촌인구의 유지와 농촌발전이 포함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포
* leegyu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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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네 번째는 식량안보의 문제에서 찾았다. 지구온난화 등 변화되는 환경에
서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함이다.

2. 농업법의 역사성
농업법은 미국 농업정책의 근거법이다. 농업정책은 대개 5년마다 제정되는 농
업법(Farm Bill)에 의해 승인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형식을 띤다. 성문화(成文
化)된 최초의 농업법은 ｢1933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

｣이다. 이 법은 “농업구매력을 증진시켜 국가 경제의 비상사태를 완화하고, 비상
사태로 인한 초과비용에 대응하는 수입증대, 농업관련 부채에 대한 긴급 완화조
치, 연합 토지은행(joint-stock land banks)의 원만한 청산과 기타의 목적을 가진
다”라고 성문화되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불평
등의 점진적 시정을 통해 구매력의 평등성을 추구, 농장의 생산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적시되어 있다.
농업법은 처음 도입된 1930년대부터 약 5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도입 초기의 농
업법은 밀, 콩, 옥수수, 면화, 우유 등의 주요 농산품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중심
이었으나, 1973년 이후에는 저소득층 대상의 영양 프로그램도 포함하는 형태로 범
위가 확대되었다. 그 후, 이 법은 환경보호나 바이오 에너지에 관련된 프로그램 등
을 포함하게 되어 현재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1938년 농업조정법은 개정을 통해 ｢1938 토양보전과 국내 할당 법(Amendments
to Soil Conservation and Domestic Allotment Act)｣으로 명명하고, “국가의 토
양 자원의 보전과 농산물의 외국과의 적절하고 균형 있는 농산물의 이동을 제공”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농업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로 명명되었으며, 농무부가 담당하는 모든 정책영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14 농업법과 2018 농업법은 정부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프
로그램을 망라하고 있으며, 농무부는 이에 기초해서 향후 5년간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5년 동안 농업법을 통해 입법부가 승인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농무부의 예산의 70% 이상이 국민의 식량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원에 할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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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식량문제의 중요성은 소비자(일반시민)를 위한 안전한 식량공급이라는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농업법은 국내의 농업여건이나 세계시장의 상황에서 미국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법이 나올 때
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정책의 강화나 중지 등 최소한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2014 농업법은 2008 농업법에서 승인된 4대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무한대로 확
대했다. 생산자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더 이상 작물보험에 가
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2008 농업법에서는 위험관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
록 했었다.

3. 2018 농업법
3.1. 2018 농업법의 개요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확정된 2018 농업법은 ｢2018 농업증진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이라 불린다. 이 법은 2023년까지 5년 동안의 농장,
식품 프로그램과 정책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망라한 국가의 농업예산 배분과 식품
및 농업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하원 예산처는 영양 프로그램, 작물지원 프
로그램, 주요 보전 프로그램, 작물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프로그
램들에 대해서는 10년(2028년까지) 동안 8,670억 달러를 사용하도록 했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적 지출
(Mandatory Spending) 두 가지로 분류하여 지출한다. 재량적 지출은 각 회계연
도의 개별 세출예산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이 예산법 범위 안에서 예
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의무적 지출은 주로 엔터테인먼트라 불리는 복지예산 등에
대한 것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의료부조 사업인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8 회계연도에는 총지출 378조 달러 중 재량적 지출은 약 126조 달러(전체의
약 33%), 의무적 지출은 약 252조 달러(전체의 약 67%)이다. 하원 예산처
(Congressional Budgeet Office: CBO)의 추계로 재량적 지출과 의무적 지출은
각각 증가하여, 2029년 시점에서는 약 154조 달러, 약 452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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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무적 지출⋅재량적 지출의 추이⋅예측(2005~2029년)

주: (*)는 예측치임. 붉은 점선은 2018 농업법 실시기간.
출처: CBO, CBO's budgetary projections, May 2019에 의거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
⋅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3.2. 농업법의 구성
2018년 농업법은 2023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다음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표 1).
<표 1> 2018년 농업법 구성
장

명칭

주요 특징

1

작물프로그램
(Commodity Programs)

• 주요 농작물과 관련된 제 지원 규정
※부족분 지불제도의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이나 수
입학습제도의 농업위험보상(Agricultural Risk Coverage; ARC)은 여
기에 포함됨.

2

보전(Conservation)

• 토양 등의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휴경이나 경작지 프로그램을 규정

3

무역(Trade)

4

영양(Nutritions)

• 농작물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국제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규정
• 저소득 가정에 대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 규정.
※보조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SNAP) 포함됨.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 Farm Bill Primer : What is the Farm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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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명칭

주요 특징

5

신용(Credit)

• 농장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규정

6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 지역 상업이나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램을 규정

7

연구개발(Research,
Extension, and
Related Matters)

8

산림(Forestry)

• 산림관리 프로그램을 규정

9

에너지(Energy)

• 농장과 지역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촉진 프로그램을 규정

10

원예(Horticulture)

11

작물보험(Crop
Insurance)

12

기타(Miscellaneous)

• 농업분야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규정

• 특수작물, USDA 인정 유지식품, 지역산 식품 생산에 대한 인증 프로그
램 규정
• 작물보험 프로그램을 규정
• 신규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기타 프로그램 규정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3.3. 2018 농업법의 방향2)
하원 예산처는 2018 농업법에 따라 2019~2028 회계연도까지의 10년간 의무적
지출(영양 프로그램, 농작물 프로그램, 주요 보전 프로그램, 작물 보험을 포함)을
8,670억 달러로 시산했다. 이 추산은 2014 농업법이 연장된 경우의 지출 예측(기
준선 시나리오)과 동등한 지출규모이다. 2019~2023 회계연도의 의무지출은
4,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비교해 180억 달
러 정도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2).

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2018 farm bill (P.L.115-334) : Summary and Side by Side
Comparison', 20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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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하원예산처의 베이스라인(5 회계연도⋅10 회계연도) 비교
5 회계년도(2019-2023)

10 회계년도(2019-2028)

번호

타이틀

CBO베이스라인
(2018년 4월 시점)

지출 예측
(농업법 성립시점)

CBO베이스라인
(2018년 4월 시점)

지출 예측
(농업법 성립시점)

1

작물프로그램

31,340

31,440

61,151

61,414

2

환경보호

28,715

29,270

59,754

59,748

3

무역

1,809

2,044

3,624

4,094

4

영양

325,922

326,020

663,828

663,828

5

신용

2,205

2,205

4,558

4,558

6

지역개발

98

432

168

2,362

7

연구개발

329

694

604

1,219

8

산림

5

5

10

10

9

에너지

362

471

612

737

10

원예

772

1,022

1,547

2,047

11

작물보험

38,057

38,010

78,037

77,933

12

기타

1,259

1,944

2,423

3,161

426,463

428,283

867,200

867,271

계

* 점선(노란 색) 부분은 2018년 농업법의 실시 기간을 나타냄.
출처: CRS, Budget Issues That Shaped the 2018 Farm Bill, February 2019에 의거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3.4. 2019 회계연도 농무부 예산3)
2023년까지 적용되는 예산의 지출은 2018 농업법을 근거로 한다. 각 회계연도
의 재량적 지출은 회계연도별 개별 세출예산법에 의거 실시된다. 2019 회계연도
농업세출예산법(Agriculture Appropriations Bill)은 주로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USDA),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HHS)에게 지출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농업분야 예산총액은 1,520억 달러이며, 농업분야 예산
중에서 의무지출이 전체의 약 85%(1,290억 달러)이고 재량지출은 약 15%(290억
달러)의 비율이다.
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griculture and Related Agencies: FY2019 Appropriations ’,
2019/5/8.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9월까지이다. 2019 회계년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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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의무적 지출 내역⋅비율
농업분야 의무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저소득 가정용 영양지원 프로그램
인 보조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으로, 전체의 약 60%(730억 달러)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SNAP 다음으로
소아영양 프로그램(230억 달러), 농산물신용공사(150억 달러), 연방수확물보험공
사(150억 달러)가 뒤를 잇고 있다(표 3).
<표 3> 2019 회계연도 주요 의무지출 항목
지출항목

지출액(10억 달러)

비율(%)

SNAP(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

73.0

58

소아영양 프로그램

23.0

18

CCC(농산물신용공사)

15.0

12

FCIC(연방수확물보험공사)

15.0

12

계

126.0

100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3.4.2. 재량적 지출 내역⋅비율
재량적 지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및 품목 보조 식품 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으로 전체의 약 30%(61억 달러)에 가깝다. WIC 및 CSFP
다음으로는 연구개발(34억 달러), 지역개발(320억 달러), FDA(3.1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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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9 회계연도의 주요 재량적 지출항목
지출항목

지출액(10억 달러)

비율(%)

WIC(여성,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
및 CSFP(품목 보조 식품 프로그램)

6.1

27

연구개발

3.4

15

지역개발

3.2

14

FDA(식품의약청)

3.1

14

해외지원

2.2

10

FSA(농장생산관리 섹터를 포함한 농장지원청), RMA(위험관리청)

1.8

8

FSIS(식품안전검사소)

1.0

4

APHIS(동⋅식물건강검사소)

1.0

4

NRCS(천연자원보호소)

1.0

4

계

22.8

100

출처: CRS, Budget Issues That Shaped the 2018 Farm Bill, February 2019에 의거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3.5. 미 무역대표부(USTR)의 농산품 무역
USTR의 연례보고서에서는 2018년은 중국 등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로 인한 수출시장 혼란과 만성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2018년(1〜11월) 농가
소득은 약 663억 달러가 되었다. USTR은 미국 농가소득의 약 20%가 수출에 의한
것이므로 농산물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다른 나라가 국제무역 의무를 준수하게 하
는 것을 농업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책분야는 (1) 수
출시장 개척, (2) 무역협정 협상, (3) 양국간⋅지역 활동, (4) SPS4) 관련 분야의
상응적 대응과 과제, (5) WTO에서의 농업 분야 대응, (6) 무역협정이다(표 5).
6가지 대책사항 중 (1) ‘수출시장 개척’에서는 미국산 농작물의 해외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부처 간 연계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미국산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4)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식품및 동식물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으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등 4개분야에
걸쳐 기준치와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수 없다는 것이다.
95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SPS협정에 따라 식품의 국제규격 기준이 각 국에 강제 적용된다.(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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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2) ‘무역협정 협상’에서는 USMCA의 캐나다, 멕시코와의 농작물 수출입과 관련
된 조건이나, WTO/SPS 협정 준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미
국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는 특히 캐나다와의 유제품이나 가금류
등의 교역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또 멕시코에 관해서는 NAFTA(북미무역자유협
정, USMCA의 전신)에서 계속 제로 관세를 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2국간⋅지역 활동’에서는 11개국과 지역을 들 수 있으며, 이미 자유무역협
정이 발효된 한국이나 칠레 등이나 자유무역과 관련한 협정 등의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제시되어 있다.
(4) ‘SPS 관한 분야의 상응적 대처와 과제’에서는, WTO에서의 SPS 위원회 등
에서의 농약의 최대 잔류 기준(Pesticide Maximum Residue Levels: MRLs)이나
농업에서의 바이오 기술 등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5) ‘WTO에 있어서의 농업 분야의 대처’에서는, WTO 농업위원회의 ｢모니터링
협정｣의 이행⋅의무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USTR의 농업분야 실시사항
항목

1

2

표제

주요 개요

수출시장 개척

l 미국산 농작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
요하다. USTR은 무역정책 관계자 위원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
TPSC)를 통해 통상정책을 수립⋅실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접근방식을 주도
한다.
l USTR은 USDA의 해외농업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및 국무부,
그 산하의 대사관과 제휴하여 과학이 뒷받침되어 무역의 왜곡을 최소한으로 억
제하고, 국제적인 무역상의 의무에 근거한 정책⋅규제를 외국정부가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l 식품의약청, 환경보호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소 등의 규제 담당 조직 등이 제
휴해, 미국산 농작물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확실하게 한다.

무역협정
교섭의 실시

【USMCA 전체】
l USMCA를 통해서 NAFTA보다 현대에 적합하고, 보다 균형 잡힌 무역 규칙이
나 TPP보다 높은 수준을 확립시킨다. 이를 통해 미국의 농가, 기업, 및 노동자
의 이익을 촉진한다.
l USMCA에는 관세 할당 관리에 관한 규칙도 포함되어 있어 NAFTA의 제로 관
세 농산물은 USMCA에서도 유지한다.
l USMCA에는 21세기 농업에서의 농업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
운 중요한 규정이 포함된다.
【USMCA-대 캐나다】
l NAFTA에서는 미국산 유제품의 캐나다 시장접근이 어려웠다. USMCA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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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요
서 미국산 유제품의 동 시장에의 새로운 접근이 가능했다. 또 미국산 가금류 및
계란 제품의 캐나다 시장 접근도 개선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캐나다산 유
제품, 땅콩, 설탕 등의 시장접근을 캐나다에 제공한다.
l USMCA에서는 캐나다의 유가(乳價)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가 유가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미국 유제품의 캐나다 수출이 감소한다. 또, 캐나
다의 스킴 밀크 파우더나 기타 유제품의 세계로의 수출이 증가한다.
l 미국은 협정 실시 후, 캐나다가 USMCA의 약속을 준수하는지 주의 깊게 감시
한다. USMCA에는 당사국이 무역 왜곡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l 캐나다의 미국산 밀에 대한 차별적인 등급을 폐지한다.
【USMCA-대 멕시코】
l 멕시코는 특정 치즈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미국산 치즈의 시장 접근을 제한
하지 않기로 한다.
【SPS 협정】
l SPS 협정 당사국들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주권
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방지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SPS
조치 개발과 실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추진하며, 양자
간 SPS 조치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이 외에 각종 규정
에 의해 SPS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과정과 기반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동
질적이고 지역성을 고려한 감사 실시, 인증요건의 위험 연계 확인, 정보교환과
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각국의 규제당국 직원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한다.
【대상 테마】
[아시아⋅태평양 지역]
l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의 자유무역협정(AUSFTA)
l 미국-한국의 자유무역협정

3

2국간
지역활동

[중남미 지역]
l 미국-아르헨티나 무역 투자 협정
l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l 미국 파나마의 무역 촉진 협정
l 미국-페루 자유 무역 협정
l 미국⋅도미니카공화국-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중동⋅아프리카 지역]
l 미국-이집트 무역 투자 협정
l 미국-모로코 자유무역협정
l 미국-이스라엘 농작물 무역 협정
l 미국-바레인의 자유 무역 협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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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와 관계된
분야 상응적
추진과 과제

l 미국의 농업생산성과 효율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대부분의 생산
성은 생산자가 현재의 과학기술을 관리⋅활용하는가에 의존한다. 미국 생산자에
의한 지속적인 과학적 진보의 포용은 세계에서의 미국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정책의 토대는 무역상대국에 대해 투명성이
나 예측가능성을 갖고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처치하는 규제의 틀을 적용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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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5

6

표제

주요 개요

WTO의
농업분야 계획

l 미국은 가맹국의 시기적절한 통보를 통해서 투명성을 촉진한다. 또한 WTO 회
원국의 수출보조금, 시장접근, 국내지원, 무역 왜곡 관행과 관련한 약속의 감시
를 강화하기 위해 WTO 농업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WTO 농업위원회
가 발리 및 나이로비에서 각료들이 결정할 때 미국은 다른 멤버와 협력한다. 나
아가 미국은 계속 WTO 농업위원회 의장 및 사무국과 긴밀히 연계해, 통보의
적시성과 완전성을 개선하고 위원회 전체의 유효성을 높일 방법을 찾는다.
WTO 농업위원회는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AoA)에 따라
후발 개도국(LDC) 및 NFIDC(식량 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의 잠
재적 악영향에 관한 조치의 영향을 계속 감시 및 분석한다.
l 올해 주요 쟁점은 현재 농업무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또 농업무역협상
의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통보 및 투명성 개선을 지속한다. 미국을 포함
한 회원들은 2020년 7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제12회 WTO 각
료회의에 이르기까지 농업무역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협정의
실시

l 미국의 농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폭넓은 범위의 무역협정의 집행과 집행 상황을
감시한다. 이 대처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상대가 협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
실히 한다. 이러한 대처에는 WTO에서의 분쟁해결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무역
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국의 규제안에 대한 검토나 코멘트, 무역상 불공
정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또 필요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는 WTO나 자유무역협정의 틀에서 정식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한다.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4. 2018 농업법의 주요 농업정책
4.1. 작물 프로그램: 판매 지원 대출
판매 지원 대출(Marketing Assistance Loan)은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다. 각 지역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경우 가격보전을 실시한다. 대
상작물은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업랜드면(陸地綿, upland cotton5)), ELS
면6), 장립쌀, 중립쌀, 땅콩, 콩, 기타 유지종자, 등급이 있는 양모, 등급이 없는
5) 어느 정도 거친 느낌이 있는 면으로 섬유 길이 1.3~2.3cm로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되고, 생산고
가 가장 높다. 여러 섬유 제품에 이용된다. G. hirstum에 속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
6) 특히 긴 섬유질을 가진 형태가 1800년대에 개발된 이후 특히 귀하게 여겨졌다. 이 종과 연관된 다른
이름으로는 바다 섬, 이집트, 피마, 그리고 엑스트라 롱 스테이플(ELS) 면화가 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Gossypium_barbad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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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모헤어(mohair7)), 꿀, 건조완두콩, 렌즈콩(lentil bean), 작은 누에콩(소잠
두, 小蠶豆), 큰 누에콩(대잠두, 大蠶豆)이다.
농가는 임의의 양의 작물을 담보로 9개월의 단기융자를 받는다. 단기적인 자금
을 확보함으로써 농가는 수확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한꺼번에 모두 판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농작물이 고가가 된 시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이 대출에는
원금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농가가 담보로 잡은 농작물을 정부에 넘겨주면, 농가는
상환의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농작물 가격이 융자액 이하일 때는 농가가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정부
에 농작물을 넘겨주고 갚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시장가격
보다 높은 융자단가로 판매한 것과 같은 수입이 확보된다.
판매 지원 대출률(loan rate)은 2018 농업법에서 인상(引上)되었다. 이러한 대
출률 인상은 추가적인 장래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생산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의회의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그 목적 중 하나이다.
2018 농업법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대상 작물의 대출률이 인상되었다.
이 중 가장 인상 비율이 큰 작물은 옥수수로 2014 농업법에 따른 대출률보다도
32% 인상되었다. 그 다음으로 인상 비율이 큰 작물은 콩으로 24%가 오르고, 기타
작물은 20%가 채 안 된다(표 6).
<표 6> 2018 농업법의 주요 작물의 론 레이트8)
(달러/부셸)

작물명

2014 농업법

2018 농업법

증가치

밀

2.94

3.88

0.94

옥수수

1.95

2.20

0.25

수수

1.95

2.20

0.25

보리

1.95

2.20

0.25

7) 앙고라 산양에서 얻은 모섬유. 섬유는 순백색에 가깝고 회색이나 담황색, 적갈색의 것도 있다. 탄력
성이 좋고 광택이 풍부하지만 질감은 거칠다. 모헤어의 특징은 실크와 비슷하고 우아하면서도 화려
한 광택이 난다. 여름에는 몸에 잘 달라붙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고급 하복지 소재로 쓰
인다. 그러나 습기에는 매우 예민하여 구김살이 잘 생기는 것이 흠이다. 내구력이 뛰어나 의자나 실
내장식용의 첨모직물(添毛織物) 제조에 사용된다.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양모, 면, 비스코스 섬유 등과
혼방하여 고급품은 피복지로, 하급품은 방모직물이나 융단 등에 사용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패
션전문자료사전, 1997. 8. 25.,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 Farm Bill Primer: Marketing Assistance Loan Program”.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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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2014 농업법

2018 농업법

증가치

업랜드면(cwt)

0.52

0.52

0

ELS 면(cwt)

79.77

95.00

15.23

장립 쌀(cwt)

6.50

7.00

0.5

중립 쌀(cwt)

6.50

7.00

0.5

콩

5.00

6.20

1.2

땅콩(cwt)

17.75

17.75

0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2019년 5월 발표된 CBO는 6가지(콩, 밀, 업랜드면(육지면), 쌀, 땅콩, 기타 유
종)의 작물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에는 밀과 기타 유종, 2019~2023년까지는 업
랜드면, 쌀, 콩, 땅콩, 기타 유종에서 지출이 예상된다. 총지출은 2018 농업법 실
시기간 중에는 2018년에 약 6,000만 달러, 2020년에도 5,500만 달러, 2021년부
터는 4,500~5,000만 달러의 지출을 예측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판매 지원 론의 지출 예측(2018~2029년)
(단위: 100만 달러)

주: (*)는 예측치임. 붉은 점선은 2018년 농업법 시행기간.
출처: CBO, USDA's Mandatory Farm Programs, CBO's May 2019 Baseline에서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
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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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물 프로그램: 농업위험 커버리지(ARC: Agriculture Risk
Coverage)⋅가격손실커버리지(PLC: Price Loss Coverage)
ARC는 수입보장(收入保障)의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입보장이란 과거 몇
년간 평균적인 농가의 수입수준을 당해 연도의 수입이 밑돌 경우, 그 차액(또는 그
일부)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ARC에서는 카운티(郡)기반의 수입보장(카운
티 ARC-CO)으로 할 것인지, 개별농장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보상(ARC-IC) 중 선
택할 수 있다.
카운티 ARC에서는 해당 카운티의 “작물수입액”즉, ‘{(카운티(邑)의 평균 단
수)×(연도 평균 전국 판매가격)}’이 ‘기준수입액의 86%’보다도 적은 경우에 그 차
액을 지불한다.
기준 수입액은 ‘(카운티의 5년 올림픽 평균 단수)×(5년 올림픽 평균 전국 판매
가격)’이다. ‘올림픽 평균’이란 ‘최저와 최고의 해를 제외한 중용 년도의 평균’을 가
리킨다. 보상 폭은 10%에 한하여 작물수입액이 기준수입액의 76%까지 떨어져도
기준 수입액의 86%가 확보된다. 75% 이하는 생산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커버한
다는 전제에 서 있다.
농장 ARC는 농장이 생산하고 있는 각 작물의 수입‘(‘작물의 생산량’×‘판매연도

⋅전국 평균가격’)’의 총계액이 각 작물의 ‘기준수입액(각 연도의 수입액의 5년 올
림픽 평균액)’ 총계의 86%를 밑돌 경우에 그 차이의 지불을 한다. 보상의 폭은 카
운티 ARC와 같다.
PLC는 부족불 프로그램이다. 부족불이란 해당 연도의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을 밑돌았을 경우에 그 차액(또는 그 일부)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PLC에서
는 준거가격(reference price)에 판매가격(판매연도 12개월간의 전국 평균가격)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지불한다. 지불액은 ‘(그 차이)×(지급 단수)×
(기준 면적×0.85)’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참조 가격이란 지급액의 유무 및 기
준이 되는 가격을 가리킨다.
ARC(수입보장형)와 PLC(부족불형)은 성격 상 차이가 있다. 수입보장형은 기준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의 농산물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때에도 발
동될 수 있어 농산물 가격 상승에 수반하는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저가나 가격하락이 계속 되면, 발동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ARC의 보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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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인 가격 하락의 경우는 ARC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이상의 수입 보충에는
농업보험이 필요하다.
부족불형은 기준가격이 일정하고 농작물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발동되기 어렵
다. 한편으로, 가격 하락이 대폭적인 경우에는 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저가나
가격 하락이 계속 된다고 해도 보상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이 급
등할 때는 ARC가 유리하지만 가격 하락 때나 침체기가 지속되면 PLC의 보상액이
유리해진다. 2012년 이후 많은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 기조에 있기 때문에, PLC가
유리할 수 있다.
2018 농업법에서 변화된 것 중 하나는 PLC에서 농작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시
장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 참조가격(Effective Reference Price)이 도입된
것이다. 실효 참조가격은 ‘참조가격’과 ‘5년간 연평균 올림픽 시장가격(marketing
year average(MYA) price)의 85%’ 중 금액이 높은 것이다. 다만 후자의 금액은
참조가격의 115%를 넘지 않는 범위라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실효 참조가격과 같은 구조의 도입은 농작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4년
농업법 실시기간에는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어 어려웠지만, 2018년 농업법에서
는 농작물 가격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CBO의 전제 하에 도입이 가능해졌다. 실
효 참조가격의 상한이 115%로 설정한 것은 예산의 제약을 반영한 것이다.
2018 농업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PLC와 ARC의 연도별 선택제이다. 2014년 농
업법에서는 한 번 생산자가 PLC⋅ARC 가입을 선택하면 농업법 시행 기간 중 5년
동안은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2018 농업법에서는 연도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농가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
려는 제도의 변화이다.
2018년 농업법에서는 작물 프로그램 대상에 ‘실면(Seed Cotton9))’이 추가되었
다. 면화는 종자(면화씨: Cotton Seed)에 솜털이 붙은 상태에서 수확된다. 면모는
면화(Cotton)로써 분리되며, 남은 면실껍질10)은 부산물이 된다.
9) 실면(seed cotton, raw cotton, 實綿). 목화에서 아직 씨를 빼지 아니한 솜.(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
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10) 면실껍질(cottonseed hulls, 綿實皮). 면실의 바깥껍질.(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
흥청, https://terms.naver.com/). 목화를 수확하면 솜 속에 목화종자가 들어 있다. 이를 솜과 분리하
여, 목화종자를 볶아서 기름틀에서 기름을 내고 남은 목화씨깻묵을 말한다. 이를 썩기 전에 분쇄하여
사료로 사용하게 된다. 모든 깻묵은 사료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도 채종박의 하나이므로 썩어면
좋은 거름(퇴비)이 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Q) 면실피란 무엇인가?’(2014년 4월 8일),
https://kin.naver.com/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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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불 프로그램에는 면화가 포함되었으나, 2003년 브라질에 제소된 면화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하면서, 2014년 농업법에서는 작물 프로그램에서 제
외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4년 농업법에서는 새롭게 면화를 위해 설치된 ‘누
적소득보상보험(STAX: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에 생산자가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STAX는 다른 작물보험과 마찬가지로 그 수확기간 내의 가격변동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여러 해 단위의 가격 침체에는 대응할 수 없다. 실제로 면화 가
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락하였기 때문에, 수확년도를 넘나드는 가격 침체
를 STAX가 효과적으로 보상하지 못하였다.
연도별 선택이 가능하여 매년 ARC⋅PLC 중에 선택하기 때문에 매년 접수하고
수급하게 한다(표 7 참조).
<표 7> 2018년 농업법 ARC⋅PLC 접수기간11)
계약 년도

수급 기간

2019

2019년 9월 3일부터 2020년 3월 15일

2020

2019년 10월 7일부터 2020년 6월 30일

2021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 15일

2022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15일

2023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15일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
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표 8>은 작물별 2019년 실효참조가격과 참조가격의 실제 적용의 예를 보여주
는 것이다.

11) USDA, “2014 Farm Bill vs. 2018 Farm Bill – Agricultural Risk Coverage & Price Loss Coverage”,
2019. 8

536

특집 3 : (제4편) 미국의 농업정책

<표 8> 2019년의 실효 참조 가격12)(파란색은 참조가격과 MYA 중 값이 큰 쪽)
참조가격
참조가격의
5년간 올림픽시장 실효참조
(2019년), 115%(2019년), 연평균가격의 85%,
가격
(달러)
(달러)
(달러)
(달러)

작물

작물년도

단위

밀

6월1일-5월31일

부셸

5.50

6.33

4.42

5.50

보리

6월1일-5월31일

부셸

4.95

5.69

4.47

4.95

오트밀

6월1일-5월31일

부셸

2.40

2.76

2.24

2.40

땅콩

8월1일-7월31일

파운드

0.2675

0.3076

0.1830

0.2675

옥수수

9월1일-8월31일

부셸

3.70

4.26

3.02

3.70

수수

9월1일-8월31일

부셸

3.95

4.54

2.99

3.95

콩

9월1일-8월31일

부셸

3.95

4.54

2.99

3.95

건조완두콩

7월1일-6월31일

파운드

0.1100

0.1256

0.1037

0.1100

렌즈콩(lentil bean) 7월1일-6월31일

파운드

0.1997

0.2297

0.2233

0.2233

카놀라

7월1일-6월31일

파운드

0.2015

0.2317

0.1445

0.2015

큰 누에콩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2154

0.2477

0.2652

0.2477

작은 누에콩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1904

0.2190

0.2060

0.2060

해바라기종자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2015

0.2317

0.1655

0.2015

아마인(flax, 亞麻)

7월1일-6월31일

부셸

11.284

12.977

8.854

11.284

머스타드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2015

0.2317

0.2814

0.2317

채종

7월1일-6월31일

파운드

0.2015

0.2317

0.2414

0.2317

베니바나(홍화)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2015

0.2317

0.1989

0.2015

크랜베(아몬드 종)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2015

0.2317

0.3046

0.2317

참깨

6월1일-5월31일

파운드

0.2015

0.2317

0.3315

0.2317

실면

8월1일-7월31일

파운드

0.3670

0.4221

0.2852

0.3670

장립 쌀

8월1일-7월31일

파운드

0.1400

0.1610

0.0978

0.1400

중립⋅단립 쌀

8월1일-7월31일

파운드

0.1400

0.1610

0.1057

0.1400

10월1일-9월30일 파운드

0.1730

0.1990

0.1669

0.1730

자포니카 쌀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카운티(郡) ARC의 지불 단가에서는 23개 품목 중 21개 품목의 벤치마크 가격이
MYA를 상회하고 있으며, 벤치마크 가격이 지불률로 채택되고 있다. 한편, 귀리와
12) USDA, “Program Year 2019 Data - Effective Reference Price for 2019”,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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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에 관해서는 MYA가 벤치마크 가격보다 앞서고 있으며, 지불률은 MYA가
채택되고 있다(표 9 참조).
<표 9> 2019년 카운티 ARC의 지불율(예측)13)
(단위: 달러)

작물

작물년도

단위

5년간
카운티
실효참조 카운트ARC
올림픽시장 론 레이트 ARC지불율
가격
벤치마크
연평균가격
(2019년)
(예측,
(2019년) 가격(2019년)
(예측, 2019/20)
2019년)

밀

6월1일-5월31일

부셸

5.50

5.66

4.55

3.38

4.55

보리

6월1일-5월31일

부셸

4.95

5.26

4.60

2.50

4.60

오트밀

6월1일-5월31일

부셸

2.40

2.73

2.95

2.20

2.95

0.2675

0.2675

0.2060

0.1775

0.2060

옥수수

땅콩

8월1일-7월31일 파운드
9월1일-8월31일

부셸

3.70

3.70

3.85

2.20

3.85

수수

9월1일-8월31일

부셸

3.95

3.98

3.40

2.20

3.40

콩

9월1일-8월31일

부셸

8.40

9.63

9.00

6.20

9.00

건조완두콩

7월1일-6월31일 파운드

0.1100

0.1220

0.0950

0.0615

0.0950

렌즈콩

7월1일-6월31일 파운드

0.2233

0.2627

0.1500

0.1300

0.1500

카놀라

7월1일-6월31일 파운드

0.2015

0.2015

0.1474

0.1009

0.1474

큰 누에콩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2477

0.3120

0.1800

0.1400

0.1800

작은 누에콩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2060

0.2423

0.1400

0.1000

0.1400

해바라기종자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2015

0.2057

0.1780

0.1009

0.1780

아마인
(flax, 亞麻))

11.284

11.456

8.980

5.560

8.980

7월1일-6월31일

부셸

머스타드

9월1일-8월31일 파운드

0.2317

0.3310

0.2980

0.1009

0.2980

채종

7월1일-6월31일 파운드

0.2317

0.28407

0.1875

0.1009

0.1875

베니바나(홍화) 9월1일-8월31일 파운드
크랜베
9월1일-8월31일 파운드
(아몬드 종)
참깨
6월1일-5월31일 파운드

0.2015

0.2340

0.2080

0.1009

0.2080

0.2317

0.3583

0.2250

0.1009

0.2250

0.2317

0.3900

0.3400

0.1009

0.3400

실면

8월1일-7월31일 파운드

0.3670

0.3670

0.3151

0.2500

0.3151

장립 쌀

8월1일-7월31일 파운드

0.1400

0.1400

0.1220

0.0700

0.1220

중립⋅단립 쌀 8월1일-7월31일 파운드

0.1400

0.1400

0.1220

0.0700

0.1220

자포니카 쌀 10월1일-9월30일 파운드

0.1730

0.2000

0.1830

0.0700

0.1830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13) USDA, “Projected Prices for 2019 ARC County Coverage”,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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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에 발표된 CBO의 지출 예측에서는 2019년에는 카운티 ARC가 PLC
의 지출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 후에는 2020~2021년에 걸쳐 카운티 ARC보다
PLC의 지출이 웃돌아, 2022~2023년의 2년간은 지출의 90% 이상이 PLC가 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3).
<그림 3> PLC/ARC-CO 지출 예측(2019~2029년)

주: (*)는 예측치임. 붉은 점선은 2018년 농업법 시행기간.
출처: CBO, USDA's Mandatory Farm Programs, CBO's May 2019 Baseline에서 작성.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4.3. 낙농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2014년 농업법의 낙농프로그램에서 낙농 마진 보호 프로그램(DMPP: Dairy
Margin Protection Program)이 도입된 점이 큰 변화였다. 낙농 마진 보호 프로
그램은 원유가격과 사료비용의 차이(마진)에 근거하여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낙농농가의 시장 환경이 열악해짐과 동시에 유가와
사료 가격이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발동되지 않았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 농업법에서 낙농 마진 커버리지 제도(DMC: Dairy Margin
Coverage)가 도입되었다.
DMC는 DMPP의 틀을 계승하고 있어 마진이 프로그램 참여농가가 설정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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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밑돌면 발동한다. DMC 참가자들은 보상을 원하는 마진을 선택하고, 연간 100
달러의 관리비용을 지불하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보상 마진의 설정은 매
년 선택이 가능하나, 5년간 고정 마진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에 25% 할인이 적용된
다.
2019년 9월 말 기준 가입한 낙농농가의 비율은 78.4%로 22,631호의 농가가 가
입하였다. 각 농가에의 지불금은 평균 13,385달러이고, 총 302,906,824달러로 3
억 달러를 상회했다. 2019년 5월에 발표된 CBO의 지출 예측에서 2018~2023년에
걸쳐 유가가 16.2달러/cwt에서 계속 상승하여 2023년에는 18.2달러/cw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마진 커버리지 프로그램 지출은 2018년 2.4억 달러에서
2019년 6.0억 달러로 증가하여, 2020년 6.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하고, 이후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
<그림 4> MPP의 지출 예측(2018~2029년)
(왼쪽 축: 지출액, 오른쪽 축: 가격)

주: (*)는 예측치임 붉은 점선은 2018년 농업법 시행기간.
출처: CBO, USDA's Mandatory Farm Programs, CBO's May 2019 Baseline에서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
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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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양프로그램
농업법 중 영양프로그램은 2019~2023년까지 5년간 농업예산 중 약 80%를 차
지한다. 영양프로그램은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4), 그 중 가장
큰 프로그램은 보조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이다. SNAP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내 저소득자에 대
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8 회계연도에는 4,030만 명, 2,010만 가구가 수급하고,
약 60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SNAP의 수급자⋅지급 금액은 경기후퇴의 영향으로부터 2007~2013년에 걸쳐
증가하였다. 2013년이 정점으로 약 4,800만 명에 760억 달러에 달했으나, 그 후
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9 회계연도(2019년 6월 기준)에는 SNAP 수급자
수⋅지급금액은 약 3,600만 명⋅약 440억 달러로 전년 6월 시점보다 각각 5.9%,
9.5% 감소하였다15)(그림 5).
<그림 5> SNAP 수급자⋅지급액 추이(2000~2018년)

출처: CBO, USDA's Mandatory Farm Programs, CBO's May 2019 Baseline에서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
月에서 재인용

SNAP를 수급하기 위한 인증의 종류로는 (1) 전통적인 자동 수급자격 인증

1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 Farm Bill Primer: SNAP and Nutrition Title Programs”,
2019. 1
15) USDA, “SNAP Data Tables”, https://www.fns.usda.gov/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
am-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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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Categorical Eligibility), (2) 제한적인 자동 수급자격 인증(Narrow
Categorical Eligibility), (3) 광범위한 자동 수급자격 인증(Broad-Based
Categorical Eligibility)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2019년 7월 시점에서는 42개 주
가 광범위한 자동 수급인증을 채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이 미국 국내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표 10> SNAP 인증의 종류와 개요16)
인증의 종류

개요

전통적인 자동적
수급자격의 인증

l 빈곤가정일시부조（TANF）나 보족적 보장소득（SSI）나 주⋅자치체가 실시
l 일반부조(GA: general assistance)로부터 세대원 전원이 현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SNAP 수급자격을 인증함.
l TANF, SSI, GA의 수입⋅자산에 관한 수급조건은 대략 SNAP보다 까다로움.

한정적인 자동적
수급자격의 인증

l 현금수급에 더하여, TANF로부터의 특정 비현금서비스 수급（보육 서비스나 카운
셀링 등）에 의해서도 자격을 인증함.
l 전통적인 자동적 수급자격의 인증보다도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보다 많은 세대가
대상이 됨.

광범위한 자동적
수급자격의 인증

l 현금수급에 더하여, TANF로부터의 비현금 서비스 수급, 또는 주정부의 노력 지원
(MOE: Maintenance of Effort) 지출에 의해 수급자 자격을 인증함.
l TANF의 비현금 서비스는 소득이 비교적 높은 세대에도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가
장 넓게 SNAP의 자격을 인증함.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2019년 5월에 발표된 CBO의 지출예측에서는 2019~2021년에 걸쳐 SNAP 지출
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실업률은 2019년의 3.6%에서 2023년에는
4.8%로 상승할 전망이고, 그 후에도 상승하는 수준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6).

16)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平成30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米国の
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農林水産省委託事業）, 2019年,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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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NAP의 지출 예측(2019~2029년)
(왼쪽 축: 지출액, 오른쪽 축: 실업률)

주: (*)는 예측을 나타낸다. 붉은 점선은 2018년 농업법 시행기간
출처: CBO, USDA's Mandatory Farm Programs, CBO's May 2019 Baseline에서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
月에서 재인용

SNAP의 수급자수는 2019년 3,79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3,34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1인당 월 급여액은 2019년 123.5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3년에는 136.7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그림 7). 이 같은 1인당 월지
급액 상승은 주로 물가상승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 7> 1인당 지급액⋅지급인구 예측(2019~2029년)
(좌축: 지급액, 우축: 지급인구)

주: (*)는 예측치임. 붉은 점선 부분은 2018 농업법 실시 기간임.
자료: CBO, USDA's Mandatory Farm Programs, CBO's May 2019 Baseline에서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
月에서 재인용

54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4.5. 보전 프로그램
보전 프로그램은 농무부가 농지의 환경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업법의 보전 프로그램은 의무지출로서 상품신용공사
(CCC)를 통해 실시된다.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주로 경작토지 프로그램(Working
Land Program)과 휴경 및 완화 프로그램(Land Retirement and Easement
Program)의 2가지로 분류된다.
경작토지 프로그램에는 보전관리 프로그램(CSP: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과 환경개선 장려 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이 포함된다. 휴경 및 완화 프로그램에는 환경보전 유보 프로그
램(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과 농업환경 완화 프로그램(ACEP: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이 포함된다.
보전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법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2018 농업법에 따라 보전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보전프로그램의 종류별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주요 보전프로그램
분류

경작토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보전관리
프로그램(CSP)

l 농업생산자가 경작지에서 기존의 보전활동 강화나 새로운 활동을
실시할 때 금전적 비용을 지원. 보전성과가 높을수록 많은 지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 장려
프로그램(EQIP)

l 농업생산자가 경작지(working farm)에서 토양, 물, 대기 등 자원
보존활동을 실시할 때, 금전적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

환경보전 유보
프로그램(CRP)

l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농업생산자는 10〜15년간, 토양침식이 우
려되는 토지를 휴경하여, 토양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식물을 심는
피복에 지원.
l 휴경기간 동안, 상업적으로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대가로 지대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는다.

농업환경 완화
프로그램(ACEP)

l 크게 농지보전지역 프로그램과 습지보전지역 프로그램으로 나뉜
다. 전자는 농지(목초지 포함)을 개발하거나 비농지로의 전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 및 지방정부 등의 보전지역권 매취(買取)
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후자는 수원보전이나 야생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습지 보호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토지소유자
에 의한 보전지역권 매취를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휴경/완화
프로그램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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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법에서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지속되고 있으며, CSP의 EQIP로의 통
합이다. 그리고 대체로 보전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표 12).
<표 12> 보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분류

경작토지
프로그램

휴경/완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

보전관리
프로그램(CSP)

l EQIP와 통합을 진행되어, 현행 계약이 실효하는 2025년에 소멸.
l 연간 등록면적 상한은 약 880 만 에이커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
(EQIP）

l 연간 예산은 2019년, 2020년이 17억 5천만 달러, 2023년까지 약 20
억 달러로 증가
l 우선순위가 높은 자연자원의 우려에 대응하는 ｢보전인센티브계약｣을 새
롭게 제공
l 프로그램의 50%를 가축관련에, 10%를 야생동물보호 관련에 충당한다.

환경보전
유보프로그램
(CRP）

l 2019회계연도 2,400만 에이커에서 2023회계연도에는 2,700 만 에이
커까지 확대
l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호수(정화프로그램(Clean Lake Program),
하구프로그램(Estuaries), 토양건강 프로그램(Soil Health Program) 등)

농업환경
완화프로그램
(ACEP）

l 2018회계연도 2억 5천만 달러에서 2023회계연도에는 4억 5천만 달러
까지 증가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2019년 5월에 발표된 CBO에 의한 지출 예측에 따르면, 주요 보전 프로그램 전
체의 지출 총액은 2018년 시점의 50억 달러 수준에서 2023년에는 47억 달러로 감
축될 전망이다. EQIP 지출은 2018년의 14억 달러 수준에서 상승하여 2023년에는
18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8). 이는 EQIP로 통합되는 CSP
예산의 축소분이 EQIP로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54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그림 8> 보전 프로그램의 지출 실적⋅예측(2018~2029년)
(단위: 100만 달러)

주: (*)는 예측치임. 붉은 점선은 2018년 농업법 시행기간.
자료: CBO, USDA's Mandatory Farm Programs, CBO's May 2019 Baseline에서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
月에서 재인용

4.6. 작물보험
작물보험은 미국 농가의 중요한 안전망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작물보험 중
수입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현재는 주요 농작물 보험 가입 면적의 90%를
수입 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보험상품 가운데 가입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것이 수량보상(YP)보험과 수입보상(RP)보험이다. 작물보험의 개요와 종류별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표 14>와 같다.
<표 13> 작물보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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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보험대상 리스크

보험대상 농작물 등

수량보험

자연재해 등에 의한 수량감소, 한발,
동상해, 습윤해, 폭풍우, 홍수, 병해,
충해, 수해, 화재, 분화 등

곡물⋅유량종자, 과일, 채소, 공예작물, 목초, 양봉,
양식 등

수입보험

상기 이외 자연재해 등에 의한 수량
감소, 압각 저하(圧覚 低下) 중 모두

【작물별】
- 옥수수, 수수, 밀, 쌀, 콩, 채종, 해바라기, 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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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보험대상 리스크

보험대상 농작물 등

또는 그 양방에 의한 수입 감소

호프콘, 두류
- 과수(체리, 딸기, 감귤류 등）
【경영단위】
- 모든 농작물（가축 및 축산물 포함）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표 14> 작물보험의 종류와 그 개요
분류

수량
보험

수입
보험

보험대상 리스크

보험대상 농작물 등

대재해 작물보험（CAT:
Catastrophic Crop
Insurance）

통상년도（과거 4-10년）평균단수의 50％를 하회하는 경우,
하회분에 대해 예상시장가격의 55％를 지불. 보험료는 전액정
부가 부담하지만, 가입한 작물마다 3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

과거실적 생산보험（APH:
Actual Production History）

CAT로는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농업자에 대해 상승보증50-8
5％）를 실시하는 보험. 보증가격은 기대예상가격FCIC가 결
정）의 55-100% 범위에서 가입자가 선택하며, 선택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

수량보상 보험（YP: Yield
Protection）

기본적 틀은 APH와 같음. 적용되는 가격은 ARH와 달리 경작
전 선물가격을 사용

지역수량보상 보험（AYP: Area
Yield Protection）

개개 농장의 수량이 아니라, 군(邑) 베이스 수량을 기초로 보증
하는 작물보험

수입보상보험（RP: Revenue
Protection）

단수저하와 가격저하에 의해 실제 판매수입이 수입보증액（기
준단수×기준가격×보증률）을 하회하는 경우에 하회분을 보
상.

과거실적 수입보상보험（ARH:
Actual Revenue History）

과수를 대상으로 단수, 가격, 품질저하에 의해 실제 판매수입이
과거 평균단수×보증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에 보상.

지역수입 보상보험（ARP: Area
Revenue Protection）

AYP와 마찬가지로 군 베이스 수입액을 기초로 수입을 보증

총농장 수입 보상보험（WFRP:
Whole Farm Revenue
Protection）

경영단위의 농업수입이 기준수입（과거 평균수입×보증수준
（50-85%））를 하회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수입보험.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2014 농업법에서는 생산자가 카운티 ARC에 가입할 경우, 임의 추가보상(SCO:
Supplemental Coverage Option)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2018 농업법에서는
SCO에 더해 카운티 위험 보상도 카운티 ARC와의 병용이 불가능해졌다.
2019년 5월에 발표된 CBO의 지출예측에서는 작물보험 지출액이 2018년의 64
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에는 80억 달러 정도까지 증가하고, 2023년에도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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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상 대상이 되는 면적은 2018년의 3.35억 에
이커에서 2019년에는 3.38억 에이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후의
보상 대상 면적은 감소해 2023년에는 3.36억 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9).
<그림 9> 작물보험의 지출 실적⋅예측(2018~2029년)
(왼쪽 축: 지출액, 오른쪽 축: 보상면적)

주: (*)는 예측치임. 붉은색 점선부분은 2018 농업법 시행 기간임.
자료: CBO, USDA's Mandatory Farm Programs, CBO's May 2019 Baseline에서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
月에서 재인용.

4.7. 에너지 정책17)
2002 농업법에서 도입된 에너지정책의 기본적 틀은 유지되면서 조금씩 수정되
었고, 2018년 농업법에서도 바이오 연료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별도의 장(제
9장: 에너지)으로 규정되었다. 에너지정책은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에 의한
것으로 혼재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2014 농업법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
다.
1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verview of Bioenergy Programs in the 2018 Farm Bill”,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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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2종류의 주요 프로그램이 있고, 대부분이 민간사업자 및 지방정부 및 고
등교육기관에 조성금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8 농업법에 추가된 프로그램은 리
파워링 지원 프로그램(Repowering Assistance Program)과 이산화탄소 활용과
바이오가스 교육 프로그램(Carbon Utilization and Biogas Education Program)
이 있다.
반면에, 지역에너지 자급자족 이니셔티브(Rural Energy Self-Sufficiency
Initiative)는 폐지되었다(표 15).
<표 15> 2018년 농업법의 주요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명

개요

바이오기반 시장 프로그램
（Biobased Markets Program）

l 연방정부에 의한 구매나 독자적인 제품상표를 통한 바이오기
반 제품 촉진.
l 바이오기반 제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USDA 인정 바이
오기반 제품상표 표시.

바이오정제⋅재생 가능한
화학물질⋅바이오기반 제품제조지원
프로그램
（Biorefinery, Renewable Chemical,
and Biobased Product Manufacturing
Assistance Program）

l 고도 바이오연료⋅재생가능한 화학물질⋅바이오기반 제품에
활용 가능한 신흥기술개발을 촉진
l 민간사업자가 바이오 정제공장 등을 건설 혹은 개조할 때 대
출 보증.

고도바이오연료용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Bioenergy Program for
Advanced Biofuels）

l 고도 바이오연료 생산자（콘스타치에 의한 것은 제외）에 대
해, 그 생산량이나 생산량 증가율에 따라 지급

바이오 디젤 연료
교육프로그램（Biodiesel Fuel
Education Program）

l 비영리단체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바이오 디젤 활용을 통한
편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성금 제공
l 교육대상은 프리트 단위 차량을 가진 민간⋅공공부문 조직

미국을 위한 지역
에너지프로그램（Rural Energy for
America Program）

l 주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체나 대학⋅조합 등에 대해 에너지
감사나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실시하기 위한 조성금 제공
l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나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구축
을 위한 조성금 등의 금융지원 제공(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
에는 바이오연료, 풍량⋅태양광⋅바이오매스⋅지열⋅해양 등
에너지원을 포함)

지역에너지절약프로그램
(Rural Energy Savings Program）

l 재생가능 에너지나 에너지 비축시스템 포함, 지속가능하고 코
스트⋅에너지 효율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가정에 대해 대출 제공

바이오매스R&D이니셔티브（Biomass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l 바이오연료나 바이오기반제품 연구개발⋅기술실증 등에 대해
조성금이나 계약 등의 형태를 통해 펀딩을 제공.

사료재고 유연화 프로그램
（Feedstock Flexibility Program）

l 설탕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CCC가 설탕을
구매하여 에탄올 생산자에게 재판매

바이오매스곡물지원프로그램（Biomass

l 농업용지 등의 소유자에 의한 바이오매스 원료의 생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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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의 수송에 대한 보조 제공

커뮤니티 목재에너지⋅목재 혁신
프로그램（Community Wood Energy
and Wood Innovation Program）

l 지역의 목재에너지시스템 도입⋅혁신적 목재제품시설 건설을
위한 조성금 제공

선 그랜트 프로그램（Sun Grant
Program）

l 바이오에너지⋅바이오매스⋅바이오제품 연구개발⋅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조성금 제공

이산화탄소활용과
바이오가스교육프로그램（Carbon
Utilization and Biogas Education
Program）

l 이산화탄소활용 등의 경제적 이익 등을 교육하기 위한 조성금
제공
l 바이오가스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한 유기성 폐기물 수집에 관
한 교육을 농업인이나 관계자에게 실시하기 위한 조성금 제공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2019 회계연도를 보면, 주요 프로그램 12개 중 가장 지출액이 큰 프로그램은 ｢
미국을 위한 지역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약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큰 프로그램은 ‘바이오 정제⋅재생 가능한 화학물질⋅바이오기반 제품
제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게 5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 밖에
예산이 배정된 프로그램은 지역에너지 절약 프로그램과 선 그랜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표 16 참조).
<표 16> 주요 에너지 정책의 지출
(단위: 100만 달러)

프로그램
바이오기반 시장 (Biobased Markets Program）
바이오정제⋅재생가능한 화학물질⋅바이오 기반 제품제조지원 프로그램
(Biorefinery, Renewable Chemical, and Biobased Product Manufacturing
Assistance Program）
고도 바이오연료용 바이오 에너지 프로그램（Bioenergy rogram for Advanced
Biofuels）
미국을 위한 지역에너지 프로그램（Rural Energy for America Program）

2019회계년도
예산배분액
【의무적지출】：3
【재량적지출】：0
【의무적지출】：50
【재량적지출】：0
【의무적지출】：7
【재량적지출】：0
【의무적지출】：50
【재량적지출】：0.335

지역에너지절약 프로그램（Rural Energy Savings Program）

【의무적지출】：0
【재량적지출】：10

선 그랜트 프로그램（Sun Grant Program）

【의무적지출】：0
【재량적지출】：3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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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출촉진정책 및 무역지원 프로그램
2018년 농무부는 미⋅중 무역갈등이 촉발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지원
패키지(Trade Aid Package)를 추진하였다. 이 패키지는 상품신용공사(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를 활용한 시장촉진 프로그램(MFP: Market
Facilitation Program:), 식품구입⋅배급 프로그램(FPDP: Food Purchase and
Distribution Program), 농업무역증진 프로그램(ATP: Agricultural Trade
Prog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 회계연도 무역지원패키지의 전체 예산은 160억 달러로, 2018 회계연도의
120억 달러보다 40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MFP가 45억 달러, FPDP가 2억 달러
증가한 반면, ATP는 1억 달러 감소했다. 또 프로그램의 대상 작물이 전년의 9종에
서 41종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MFP는 2019년 8월, 11월, 2020년 1월 3회에 걸
쳐 실시되었다. 그 후 미⋅중 무역협정이 제1단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4.8.1. 시장 촉진 프로그램(MFP)
시장 촉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대상의 작물 생산자에 대해서 직접 지불을 실
시하는 것이다. 2018년 MFP에서는 작물별로(대상작물 9종류) 지불률이 정해져 있
는데, 미⋅중 무역마찰에서 특히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대두 생산 주, 특히 콘
벨트 지대의 주에 대한 지불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두의 지불 단가는 가장 높은 1.65달러/부쉘로 책정되었다. 2018년에는 대두
가 풍년이 들기도 하여, 대두 생산자에게 2018년 MFP 집행액의 약 82%에 해당하
는 70억 달러가 지급되었다.
2018년 MFP에서 지불액이 가장 큰 주는 일리노이 주(약 11억 달러)이며, 그 다
음으로 아이오와 주(약 10억 달러), 미네소타 주(약 7억 달러), 네브래스카 주(약
6억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019년 MFP 대상작물은 비특수작물(곡물, 유지종자), 특수작물(과일, 견과류),
축산물 등 3종류로 구분되어 있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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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시장촉진 프로그램의 지불 레이트(2019 회계연도)
대상작물

1 단위당 지불액

비 특수작물*

⋅단일군(群) 지불 레이트는 에이커 당 15~150 달러까지 변동

우유

⋅0.20 달러/cwt

돼지

⋅11.00 달러/1 두

너트류

⋅146.00 달러/에이커

크랜베리

⋅641.14 달러/에이커

홍당무

⋅340.00 달러/에이커

앵두

⋅1,463.38 달러/에이커

식용포도

⋅624.60 달러/에이커

* 비대상 작물에는 알팔파 건초, 보리, 카놀라, 옥수수, 크랜베, 건조콩, 건조완두콩, 초장면(超長綿), 아마인, 렌즈
콩, 장립 및 중립 쌀, 수수, 겨자씨, 귀리, 땅콩, 유채씨, 호밀, 홍화, 참깨, 크고 작은 누에 콩, 수수, 콩, 해바라
기씨, 온대 자포니카 쌀, 호밀, 업랜드면, 밀이 포함됨.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4.8.2.식품구입⋅배급 프로그램(FPDP)
농무부 농업마케팅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은 무역지원패키
지 중 하나의 프로그램인 식량 구입⋅배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농무부가
인증업체를 통해 과일, 채소, 일부 가공식품, 쇠고기, 돼지고기 등 무역마찰의 영
향을 받는 미국산 농작물을 수매한다. 시장에서의 공급을 감소시켜 대상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무역마찰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농무성이 구
입한 식량의 대부분은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TEFAP)에 참가하고 있는 푸드 뱅
크 등에 제공된다.
FPDP에서는 대상이 되는 29개 품목의 매입 목표가 정해져 있으며, 2018 회계
연도 총액은 약 12억 달러였지만, 2019 회계연도에서는 14억 달러로 늘었다. 2018
회계연도 구매 대상 품목 중 가장 목표액이 큰 품목은 돼지고기였으며, 이어 사과,
피스타치오, 유제품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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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농업 무역증진 프로그램(ATP)
ATP는 미국산 농림수산품의 해외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펀딩의 형식으로 민간
조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펀딩의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광
고, 판매 시연, 무역 전시회 참가, 시장 조사, 기술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에 농무부는 48개 단체에 대해 약 1억 달러의 펀딩을 제공하였다.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대두협회로 2,200만 달러이며, 육류수출협회 약
1,800만 달러, 곡물협회 약 1,400만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펀딩을 받은 많은
단체는 품목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은 대부분 협회이다. 또한, 2019회계연도에
펀딩을 받은 많은 조직은 2018회계연도에도 동일하게 펀딩을 받았다(표 18).
<표 18> ATP 펀딩금액 상위 10개 조직(2019 회계연도)
(단위: 달러)

조직명

펀딩액

대두협회（American Soybean Association）

$21,882,165

식육수출련합회（U.S. Meat Export Federation）

$17,556,680

곡물협회（U.S. Grains Council）

$13,944,690

미국북동부식품수출협회（Food Export USA Northeast）

$13,890,275

미국중서부식품수출협회（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Midwest USA）

$13,859,825

미국남부무역협회（Southern United States Trade Association）

$12,592,090

와인협회（Wine Institute）

$9,789,190

국제면화협회（Cotton Council International）

$9,174,190

워싱턴 사과위원회（Washington Apple Commission）

$8,457,600

소맥협회（U.S. Wheat Associates）

$8,249,315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Western United State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

$7,422,920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arm Policy : USDA's 2018 Trade Aid Package”, 2019. 12. 9 株式
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 2020年 3月 재인용.

55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5. 결론
이 글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은 농업법을 중심으로 했다. 미국의 농업정책
은 대개 5년마다 법제화되는 농업법에 근거해서 시행된다. 농업분야에 특수한 상
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
지만, 대개는 5년 간 국민의 의도가 의회를 통해 반영된 농업법의 테두리에서 농
무부가 정책을 집행한다. 농업정책을 위한 예산도 규정된 범위에서 지출하기 때문
에 큰 변동이 없다. 농무부의 예산에서 약 의무지출이 약 85%에 이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농업정책은 농산품 가격과 생산, 수출 그리고 농장의 수입에 관한 것으
로, 주목적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그로 인한 농장수입의 안정에 두고 있다. 미⋅
중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대 중국 수출의 급감에 대처해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장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나 작물보험의 강화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
난 5년 전의 농업법에 의한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을 보완하기도 하지
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의 농업법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신
농업법의 시행 원년부터 다음의 농업법의 정책방향이나 구체적인 보완에 대한 논
의를 시작하여 농업정책수립의 기초로 한다.
이처럼 5년간의 활발한 논의의 결과물로 나오는 농업법이기 때문에, 정책의 근
본적 목적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농업부문의 문제를 접근한다. 이렇게 장
기간의 논의와 평가를 통해 농업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찾아내어, 다음
5년의 농업법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정해진 5년의 농업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농업정책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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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제5편

미국의 농업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관련 정책
이규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1)

1. 들어가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URAA)은 시장접근 장벽, 국내 농업 지원,
수출 보조금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부과했고, 비관세 조치를 위한 규칙을 설정했
다. UR협정 이후 2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농산물 교역에 정부의 개입은 진화했
고, 농산물 교역은 팽창해왔으며, BRI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국가들과 기타 부각되는 경제가 중요한 농산물 교역자가 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비록 관세 축소와 수출보조금의 제거 등과 같은 명백하고 투명한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관세, 비관세 조치, 국내 정책에서 보다 나은 원칙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 농산물 교역량은 매년 평균 3.5%에 이르는 견고하고 빠르게 증가했다.
BRIIC 국가들의 수출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빨리 증가했다. 중국의 성장으로 수입
도 크게 증가했지만, 유럽의 수입은 아주 느리게 증가했다. 대규모 교역 국가들은
농산물 수입관세를 15-22%, 세계무역기구에서 정한 최대한은 46%이다.
국가들의 수입관세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농산품을 수입하는 것과 어떤 상
황에서의 한정된 시기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여
기에 더해 지역의 무역협정이나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농산품에 우호적인 관세조치
를 한다. 약간의 선진국들은 직접지불 등의 제도를 통해 생산자를 지원한다.
농산물 교역은 축산이나 작물에서 시작된 다양한 변화를 포함한다. 무역과 투자
의 자유화에 따라 생산, 소통, 수송 관리에서의 기술적 변화가 지난 20여 년간 교
역의 획기적인 증대를 촉진했다. 미국과 세계의 교역은 세계인구, 경제성장, 소득

1) leegyu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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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세계시장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 다른
요소는 세계의 수요와 공급, 환율의 변화, 정부의 지원, 그리고 보호무역정책 등이
교역에 영향을 미친다.

2. 미국 농산품 교역 현황
미국의 농산품 교역도 세계의 교역에 따라 성장했다. 평균 1.4% 이상 달성하여
1995-1999년에 연 평균 850억 달러가 2011-2015년에는 1,050억 달러가 되었다.
미국은 EU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산품 교역국이다. 지난 4반세기 동
안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팽창과 외국시장에의 접근성을 확대하게 했던 정책
을 통해 미국의 수출입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미국의 농산품 교역은 지역적 분포나 농작물의 구성이 변화했다.
2005-2006년에 농산물 교역의 흑자규모가 가장 작아졌다가, 2015년까지는 흑자
폭이 커지다가 2016년부터 흑자규모가 다시 작아지고 있다(그림 1).
<그림 1> 미국 농산품 교역 변화 추이(2000-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Censu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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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산품 교역의 미국 경제 효과
2018년의 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의 농산품 수출은 농장과 비 농장 부문에서 농업생산, 고용, 소득과 구매력을 지원
한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미국 농산품 수출은 1% 증가하
여 1,396억 달러였다.
ERS의 분석에 따르면, 1달러의 농산품 수출은 사업활동에 1.17달러만큼 자극을
준다. 이는 1,396억 달러의 농산품 수출은 경제활동에 1,629억 달러를 추가하여
총 3,025억 달러의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10억 달러의 농산품 수출을 위해서는
약 7,500개의 일자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체 농산품 수출을 위해서는 1,048천
개(691천 개 비 농장 일자리 포함)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수입의 측면에서, 미국의 수입은 1,287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
입의 마이너스 효과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입량만큼의 농산
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가치를 계산하여, 수입으로부터 오는 이론적 경제적 손실
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커피, 바나나, 코코아와 같은 농산품의 수입량을 국내에서 생산되지는 못하지
만, 단순히 손실로 본다면 2018년의 수입 1,287억 달러가 국내에서 생산된다면 국
내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2,497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2.2. 미국 농산품 수출 현황
많은 농작물의 국내수요보다 미국의 농산물 생산은 빠르게 증가해서, 농업인들
과 농기업들은 가격과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시장에 의존해오고 있다. 그 결
과로 미국의 농산품 수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1994년의 461억 달러에서 2019
년 1,367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산품 수출의 제품 구성은 세계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되
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지향의 유제품, 육류, 과일과 채소 등 고부가
가치 수출제품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세계의 인구증가와 식생활의 다
양성, 소득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2>와 <그림 3>이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대용량(벌크) 수출은 2000
년부터 2014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2017년까지 줄었고, 최근에는 완만하게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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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미국의 대용량과 고부가가치 농산품 수출(1994-2019)

주: 대용량 농산물: 곡물, 유지종자, 면화, 담배.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그림 3> 연도별 미국의 가공수준별 고부가가치 농산품 수출(1994-2019)

주: 고부가가치제품: 완전가공품, 원자재농산물, 반가공품을 포함(완전가공품: 육류, 우유, 곡물제품, 가공과일과
채소, 쥬스, 와인, 비알코올 음료, 에센셜 오일, 열대작물제품; 반가공품: 사료, 밀가루 기름, 설탕, 섬유소; 원
자재농산물: 생동물, 과일과 채소, 견과류, 건조과일 및 채소).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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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반세기 동안 미국의 농산품 수출처도 변화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2020년 변경되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의 결과
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94년의 총 농산품 수출은 461억 달러인데 동아시아가 35.24%, 북미가
21.96%, EU와 영국이 15.88%, 북아프리카와 중동 7.38%, 남미와 카리비안
6.06%, 남아시아 5.60%등의 분포로 구성되었다. 2019년에는 북미가 29.20%로
최대의 수출처로 부각되었고, 동아시아는 29.01%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남미와
카리비안도 7.3%로 증가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EU와 영국은 8.5%로 급격하게
비중이 줄었다. <그림 4>가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1994년과 2019년을 가치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모가 확대
되었다. 특히 북미는 1994년 101억 달러에서 2019년 399억 달러, 극동아시아는
163억 달러에서 396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그림 5). 북미는 NAFTA의 영향, 극
동아시아는 경제규모의 확대가 크게 증가한 원인이다.
<그림 4> 미국 농산품 수출의 지역별 점유율 비교(2014년과 2019년)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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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역별 미국의 수출 가치 비교(1994년과 2019년)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다른 나라에 판매한 미국의 농산물 및 식품 생산의 점유율은 해외 시장에 의 의
존도를 가리킨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8년 이후로 세계시장의 약 20%를 차
지하고 있다. ERS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추산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의 기
간에 미국의 농업생산 중에서 평균적으로 수출 점유율이 비가공품의 22%와 가공
품의 21%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국내의 생산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은 식량곡물은 65.12%에 달하고, 유지종
자 52.22%, 과일 및 견과 41.03%, 농작물 34.48%, 사료곡물 19.94%를 차지하는
등, 수출이 국가경제나 농업인의 소득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그림 6).
<그림 7>은 국내 생산의 가공품 중 수출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나타낸다. 곡물,
유지종자, 분쇄제품의 수출 점유율은 51.03%, 육류제품 34.65% 등, 수출의존 비
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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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의 농업생산 중 비가공품 수출 점유율(2008-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그림 7> 미국의 농업생산 중 가공품 수출 점유율(2008-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농산품의 주요 수출국, 수출액, 점유율은 <표 1>과 같다.
캐나다가 가장 크게 15%, 멕시코 14%를 점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출국인
EU-28과 일본이 다음으로 각각 10%, 9%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비슷하
게 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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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농산품 주요 수출국(2018)
(단위: 억 달러, %)

국가/구분

수출액

점유율

캐나다

209

15

멕시코

191

14

EU-28

135

10

일본

129

9

중국

91

6

한국

83

6

기타 국가들

557

40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Trade Multipliers. 2020.

<그림 8>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농산품 수출 변화를
나타낸다. 대부분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에 있지만, 중국의 점
유율은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2018년도에 많이 줄었다.

<그림 8> 5대 미국의 농산물 수출국(2000-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 and Food Statics, Feb.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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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의 농산품 수입 현황
미국 농산품 수입도 지난 4반세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확대는
주로 소비자 지향의 농산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1994년
과 2018년 사이에서 전체 농산품 수입은 1,290억 달러에 도달해서, 최저 수준을
보였던 2000년이 270억 달러의 3배 이상이다(그림 9).
소비자 지향적 제품이 미국의 농산품 수입을 지배했고, 총 농산품 수입보다
1994년 이후 연평균 7%이상 증가하는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연중 내내 식품의
다양성 수요의 증가는 미국 생산의 휴지기간 동안 원예제품의 수입을 촉진했다.
2019년에는 미국의 원예 제품 수입이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절반이상을 차지했
다. 설탕이나 코코아, 커피, 고무와 같은 열대농산품이 약 17%를 차지했다(그림 9
참조).
미국에 농산품을 공급하는 20대 큰 공급자는 베트남(후추, 캐슈넛), 페루(신선
과일), 인도(후추, 참깨, 채소 추출물), 스위스(탄산음료), 그리고 싱가포르(열대유
와 방향유)이다.
<그림 9> 연도별 미국의 대용량과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입(1994-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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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공 수준별 수입을 보면, 완전 가공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원자재 농
산물은 완만하게 상승한다. 반면 반가공품은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연도별 미국의 가공수준별 고부가가치 농산품 수입(1994-2019)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2020.

미국의 인구가 규모나 다양성에서 증가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식품의 양과 다양
성도 확대되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전반적인 식품과 음료의 수입 비중은 2009년
에 11.7%에서 2018년에는 16.6%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치 기준으로 보면, 비가공품보다 가공품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 가공품은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소비증가의 비중의 증가를 견인했지만, 2013년 이후 식
량곡물과 원예제품과 같은 비가공품이 식품 소비에서 수입 비중의 증가를 견인했
다(그림 11,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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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국의 농업생산 중 비가공품 수입 점유율(2008-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2020.

<그림 12> 미국의 농업생산 중 가공품 수입 점유율(2008-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2020.

미국의 농산품 수입은 멕시코로부터 20%, EU-28개국으로부터 18%, 캐나다로
부터 18%로, 세 곳에서 5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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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농산품 주요 수입국(2018)
(단위: 억 달러, %)

국가/구분

수입액

점유율

멕시코

259

20

EU-28

238

18

캐나다

230

18

중국

49

4

인도네시아

34

3

브라질

33

3

호주

32

2

칠레

31

2

기타 국가들

380

30

자료: USDA, ERS, Agricultural Trade Multipliers. 2020.

2.4 관세 이슈
농업분야에서 시장접근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제한된다. WTO(국제무역
기구)의 안팎에서 협의된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여전히 다양한 교역 제품에
남아있다. 이에 더해 국가들은 무역정책 도구들(관세쿼터, 세이프가드,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 혹은 의무이다. 관세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 수준을
낮추는 것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기본 목적이었다.
이를 대체해서 우루과이협정은 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했던 쿼터나 다른 정책
들을 단순한 관세로 대체했다. 관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관세는 우루과이협정에
서 제거되었던 기존 집행에 의해 가능했던 보호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계산되었
다.
그럼에도 많은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가 존재한다. 단순한 평균 관세를 세계무역
기구의 구성원 국가들에게 평균 15〜22%로 확대했다. 그러나 양자협정을 통해 낮
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보, 상호호혜를 실행하는 국가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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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거대한 농산물무역 국가들 중 한국, 이집트, 터기, 스위스, 인도, 태국은 높은
30% 이상의 농산물관세를 유지한다. 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러시아, 중국은
평균 20%를 유지한다. 반면 주요 수출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칠
레와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는 평균 10% 이하를 적용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최대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스위스처럼 1,000% 이
상인 국가가 있는가 하면, 브라질이나 중국처럼 50-100%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표 3).
<표 3> 농산물 관세의 최대한도
1,000% 이상

500-1,000%

200-500%

100-200%

50-100%

스위스
이집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일본
타이완

캐나다
미국
러시아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EU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

중국
우크라이나
필리핀
브라질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World Tariff Profiles, 2015.

농산물에 대한 평균 양허관세의 주요 32개 국가별 관세율은 <표 4>와 같다.
<표 4> 농산물에 대한 평균 양허관세-주요 32개국(2016)
100% 이상

50-100%

40-50%

30-40%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인도

이집트
콩고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터키
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멕시코
남아프리카

태국
브라질
필리핀
아르헨티나

20-30%

10-20%

칠레
아랍에미레
이트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타이완
캐나다
중국
사우디아라
비아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0-10%
뉴질랜드
미국
호주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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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칙에 따르면, 다음의 두 조건에서 최호혜국 수준 이하의 관세부과를 회
원국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들에게 일반호혜시스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을 적용할 수 있다. 단, 호혜 대상국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미국은 108국가에 GSP를 적용하고 있으며, 저개발국가
들(Least-Developed Countries)에 이 수준보다 낮은 특별선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47개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둘째, 회원국들은 상호적 기반에서 제공되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호혜적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을 맺을 수 있다. 무역 가치의 측면
에서 가장 큰 호혜적 무역협정은 EU와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이
해당된다. 2010년 이후로 중국에 이어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PTAs를 추구하고
있다.
관세 쿼터(TRQs)는 특수한 수입량에 대한 증진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 관세
쿼터는 무관세거나 이에 근접한 관세를 부과한다. 쿼터를 넘는 수입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산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중 간 무역협정의 골자가 쿼터를 정하
는 것이다. 정해진 쿼터 할당량은 소진한 비율은 캐나다는 증가하며, 한국과 일본
은 90%〜100% 내에서 유지되고, 미국, 중국, EU는 50% 이내를 보이고 있다(그림
13).
<그림 13> 관세율 쿼터 소진율(1995-2014)

자료: Jayson Beckman, John Dyck, Kari E.R. Heerman “The Global Landscape of Agricultural Trade,
1995-2014,”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7.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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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무부의 국제 지원 정책
미국의 국제적 지원 서비스는 해외농업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이 담당한다. 미국 농산물 무역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부터 국제지원 업무를 담당한
다.
미국 농무부는 2018년 회계연도에 351백만 달러 이상을 해외의 식품지원에 사
용했다. 농산물의 판매 증가, 학교 어린이들의 안전망, 활력 재생, 문맹 퇴치, 영
향 증진, 농업부문 지원 등에 지원했다.
농무부는 국제 교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농산물에 대
한 수요가 확대되고, 세계의 식량 안전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세계 식량안전 전략(2017-2021년까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전략(“미래를 먹이자:
feed the future)의 구체적 집행 프로그램은 여러 부문에 걸쳐 진행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맥거번-돌 교육과 아이들 영양을 위한 세계 식량 프로그램
(McGovern-Dole: the McGovern-Dole International Food for Education and
Child Nutrition Program), 지방과 지역적 정부조달 프로그램(LRP: Local and
Regional Procurement Program), 그리고 발전을 위한 식량지원 프로그램(FFPr:
Food for Progress Program)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국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세계적인 긴급 식량 필요에 대
응하는

자금을

보유하는

빌

에머슨

인본주의

트러스트(Bill

Emerson

Humanitarian Trust), 개발도상국의 식량안전과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그 들 국
가의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를 조언하고 훈련시키는 보라그 펠로우십 프로그램
(Borlaug Fellowship Program), 개발도상국이나 중간 소득국가의 농업전문가들
을 위한 단기간 미국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코크란 펠로우십 프로그램
(Cochran Fellowship Program), 농업 교육자들의 한 학기의 장기 연수 프로그램
인 교환교수프로그램(Faculty Exchange Program) 등이 있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세 개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전체적으로 이 핵심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는 <표 5>가 보여준다.
농무부의 국제식량지원과 능력구축 프로그램은 2018년에 38개 개발도상국에
4.6백만 명의 수혜자를 지원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
려는 의도로 시행된다. 식량지원으로 351백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240천 톤
(MT)의 식량이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4.6백만 명이 수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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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8 미국 농무부의 식량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농작물(규모/가치)

총 가용 자원

증진을 위한 식량지원

195,910MT/92,238천 달러

137,016천 달러

맥거번-돌

43,720MT/30,679천 달러

204,000천 달러

농무부의 지방과 지역 프로그램

-

10,000천 달러

계

239,630톤/122,917천 달러

351,016천 달러

자료: USDA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Report Fiscal Year 2018.

2.5.1. Food for Progress
1985년 식량 증진법(Food for Progress Act of 1985)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농업분야의 개인기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신생 민주주의를 돕기 위
해 제정되었다. 2018년의 경우, 1,016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31개국에서 52개
사업을 시행하였다.
증진을 위한 식량 프로그램(7 USC 1736o)은 자원봉사조직들과 개발도상국에게
농업생산성을 증가하고, 시장과 교역에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훈련과 기술지원
을 제공하는 국제조직들과 같이 진행한다. 농부부에 기증된 미국 농산물을 판매해
서 만든 기금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8년에는 191,965명이 수혜를 받았
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68,805명의 개인들이 기술, 관리 실습, 농민들이 그
들의 농산물을 판매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표 6>은 2018년 식량증진법의 실행을 통해 혜택을 받은 지역별 분포를 보여준
다. 아시아지역에 77,033천 달러, 아프리카에 12,831천 달러, 남미에 47,152천 달
러를 지원했다.
<표 6> 지역별 식량증진 수혜 가치(2018)
(단위: 달러, 톤)

지역

금액

규모

아시아

77,032,777

133,100

아프리카

12,831,136

19,360

남미

47,151,718

43,450

계

137,015,631

195,910

자료: USDA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Report Fiscal Yea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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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McGovern-Dole
McGovern-Dole(7 USC 1736o-1)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조직들과 국제 조직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중남미의 높은 식품 불안정 국가들의 여성, 유
아와 어린이를 위한 학교급식과 영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법적 목적은
굶주림을 줄이고 문맹률을 낮추며, 학령아동들의 건강과 식사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여자 어린이에 집중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3백만 명이 직접 수혜를 받았다. 215백만 달러의 예산에
서 법적으로 지정된 지방과 지역프로그램에 10백만 달러, 1백만 달러 수질정화사
업을 포함하여 215백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했다.
<표 7>은 지역별 지원 현황을 나타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아프리카가 가
장 많은 수혜지역이고 아시아 그리고 중미의 순서를 보인다.
<표 7> 2018 지역별 농무부 멕거번-돌 수혜
(단위: 달러, MT)

지역

금액

규모

아시아

52,000,000

7,460

중미

27,000,000

7,740

아프리카

97,000,000

28,520

계

176,000,000

43,720

자료: USDA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Report Fiscal Year 2018.

2.5.3. Local and Regional Food Aid Procurement(LRP)
농무부의 LRP 프로그램은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된 작물을 사용하여 개발지
원과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봉사조직들과 국제조직과 같이 일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다. 이 프로그램은 맥거번-돌 프로그램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조
직들에 우선순위를 둔다. 2018년에 지속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업으로 91,000명
이상이 직접 수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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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농산품 교역 관련 정책
미국은 농산품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농업법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3.1. 농산물 무역 증진 프로그램(ATP)
농산물 무역 증진 프로그램(ATP: Agricultural Trade Promotion Program)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돕고, 다른 나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ATP는 고객에
대한 조언, 공공관계, 무역박람회나 전시회 참여, 시장 조사, 그리고 기술적 지원
과 같은 활동을 하는 미국의 조직들에게 비용을 분담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ATP는 주로 전국적 혹은 지역적 비영리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어업과 산림
제품 생산자를 포함하여 미국농업의 모든 부문에서 가능하다. 해외농업청는 상품
신용공사법의

범주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상품신용공사(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는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이슈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혹은 잠재적인 비관세 장벽에 의해 가해지는 활동을 하는
농산업에 대해 지원한다. 이러한 규칙은 필수사항, 변제를 위해 가능한 활동, ATP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한다.

3.2. 유제품 수입 면허 프로그램
수입허가는 농무부가 미국의 유제품의 수입을 위한 할당관세율 체제를 관리하
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유제품은 할당관세에 속하기 때문에 낮은
계층의 관세율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해외농업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인들도 연 중(9월 1일부터 10월 15일)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
한 할당 관세 하에서 특정된 양까지만 수입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양을 넘어 수입할 수 있다. 높은 관세율도 1995년
우루과이 협정 이후 15%로 낮춰졌다. 따라서 관세율과 수입량은 제품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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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3.3. 신흥 시장 프로그램(EMP)
신흥 시장 프로그램(EMP: Emerging Markets Program)은 미국의 농산품 수
출자들이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나라들과 상업적 시장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수출을 촉진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농업청은 실현가능
성 연구, 시장 조사, 부문별 평가, 훈련이나 비즈니스 워크숍과 같은 활동에 대한
비용분담을 제공한다.
특이한 것은 모든 미국의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정부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흥시장에 대한 특별한 국가를 고정시키지 않고,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자격이 있는 국가에 대한 지침이 제공된다.

3.4. 해외시장 개발 프로그램(FMD)
해외시장 개발 프로그램(FMD: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은 미
국 농산품의 장기 수출시장을 창조하고 확대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외농업청은 미국의 농산품 생산자와 가공업자와 파트너로 비용
분담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 지향적 브랜드 제품 보다는 미국 상품의 일반적인 증진에
초점을 둔다. FMD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해외의 수입제한을 감소시키거나 수출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 기회를 표방한다.

3.5 기타 프로그램
기타의 무역 증진 프로그램들은 수출 신용보증 프로그램(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해외 대사관에서 과학자들이 환경, 과학, 기술, 건강과 관
련된 이슈에 전물적 지원을 하는 대사관 과학 동료 프로그램(Embassy Science
Fellows Program),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등이 있다. 이
런 모든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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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관련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4.1. EU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대상이며, 물품, 농작물, 서비스 3개 분야에서 2018년
대EU 총 수출액은 5,910억 달러, EU로부터의 수입총액은 7,111억 달러이다.
EU와의 농산물 관련 협정의 주요 내용은 무역에 있어서 관세⋅비관세 장벽 완
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성 확대, 미⋅EU간의 규제⋅표준 양립성
향상, 농업 바이오 기술관계의 정보교환⋅기술협력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미⋅EU 무역협상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EU가 농업 분야를 협상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의회나 농업단체가 대EU 무역협상에 농업분
야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자동차에의 추가관세와 연동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EU는 2019년 4월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에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관한 권
한을 주기로 합의하여 협상체제를 갖추었지만, 농업분야는 협상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EU 무역협상의 진전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EU 수입 확대 합의를 꼽는다.
이 합의는 2019년 11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현행 무관세 수입물량(연 4
만 5,000톤) 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쿼터를 2020년부터 늘릴 수 있다.
WTO 규칙상 무관세 수입물량 안에 미국산 이외의 쇠고기 할당도 의무화되어
있어 타국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할당물량은 당초 1만 8,500톤에서
7년에 걸쳐 3만 5,00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무관세 쿼터 증가 대상인 쇠
고기는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조건이 있다2).
이 외에 미국의 대EU 무역협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영국의 EU 탈퇴를 들
수 있다. EU에서의 영국은 다른 가맹국과 비교하면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이탈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EU의 자세가 더욱 경직
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 만약 미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상 결과 영국의 규제 틀 등이 보다 미국에 적응
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for the 116th Congress,” Jan,
2020,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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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갖춘다면, EU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
다.

4.2. 영국
영국의 EU로부터 이탈에 따라 협의를 위해 설치한 무역투자 워킹그룹(미국-영
국 무역투자 워킹그룹(U.S.-UK Trad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에서는
1) Brexit 실시 전 미국과 영국의 무역⋅투자 관계의 강화, 2) Brexit에 따라 미국
과 EU 간에 체결되고 있는 각종 합의의 미⋅영 합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정, 3)
Brexit 후의 미⋅영 자유무역협정을 향한 기본적 방침 등의 책정, 4) 세계적인 각
종 무역 문제에서의 연계에 관한 주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총액이 연간 2,300억 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부
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이 무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벽에
대한 대응으로 물품무역, 투자, 지적재산 등을 포함한 24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도
하고 있다.
농작물 무역 분야에서는 5개의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영국과의 농작물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미국산 농산물의 영국 시장 접근 확대,
양국 간의 규제⋅표준의 양립성 향상, 농업 바이오 기술 관계의 정보 교환⋅기술
협력의 시스템 구축 촉진에 관한 것이다.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 관련 쟁점은 염소소독 닭고기(Chlorinated Chicken) 문
제이다. 미국은 닭고기의 염소소독을 허용하는 반면, EU는 미국산 염소소독 닭고
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U에서의 탈퇴 후에도 영국은 염소소독 닭고기 수입
에 소극적이다. 또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호르몬 소 수입에 대하여서도 영국은 소
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은 자국산 양고기⋅쇠고기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4.3. USMCA
농산물, 식품분야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수출처(206억 달러, 2017년)이며,
멕시코는 세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186억 달러, 2017년)3)이다. 1993년 미국, 캐
3)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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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멕시코 간 NA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이들 2개국에 대한 농작물
수출이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92년 현재 캐나다⋅멕시코로의 농작물 수출
액은 87억 달러이었지만, 25년 후인 2017년에는 390억 달러로 303억 달러 증가하
였다.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농작물 수입도 계속 증가하여 같은 기간 65
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로 405억 달러 증가하였다.
반면, 농작물 분야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2014년부터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
는 NAFTA 체결 이후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불만인 상황에
서 NAFTA가 USMCA로 대체되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 따르면, USMCA 체제를 통하여 연간 미국산 농작물⋅식품 분야의 수출
액이 2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USMCA에서는 주로 미국⋅캐나다 간 농
작물 무역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 캐나다 수출에서는 미국산 유제품⋅닭고기⋅계
란⋅밀 등의 수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에서는 캐나다
산 설탕이나 유제품 등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멕시코간은 이미 농작물의 관세가 제로이기 때문에, 농작물 무역에
서는 큰 변화가 전망되지 않으며, 현재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4) 또한,
멕시코와의 무역적자의 개선에 관하여서도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
측하고 있다5).
NAFTA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농작물⋅식품의 관세는 제로로 되어 있었지만,
미국산 유제품이나 가금류를 캐나다가 수입할 때는 제로 관세 조건에서 제외되었
다.6)
USMCA에서는 NAFTA에서 제로관세 제외 취급을 받던 품목에 변화가 가해지
고 있다. 우선 USMCA에서는 미국산 유제품의 캐나다 시장접근이 확대된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한도를 초과하면 313.5%의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USMCA는 미국산 유제품의 무관세 한도를 매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정되는 유제품에는 우유, 치즈, 크림, 스킴밀크 파우더, 농축 우유, 요구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April, 2019.
4)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April, 2019, p. 22.
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Provisions of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Oct., 2018.
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Provisions of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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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관세 쿼터는 1년차에 16,667톤, 6년차에 100,000톤, 19년차에 109,103톤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USMCA에서는 관세할당제 실시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규정에는 기존의 저관세 할당량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전 통지,
저관세 할당량을 이용한 수입의 실시 정도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8> 상정되는 무관세 쿼터 증가량
(단위: 톤)

유제품의 종류

1년차

6년차

19년차

밀크

8,333

50,000

56,905

크림

1,750

10,500

11,950

스킴밀크 파우더

1,250

7,500

8,536

버터, 크림 파우더

750

4,500

5,151

산업용 치즈

1,042

6,250

7,113

치즈, 전종류

1,042

6,250

7,113

밀크 파우더

115

690

785

농축 밀크

230

1,380

1,571

요구르트, 버터밀크

689

4,135

4,706

분말 버터밀크

87

520

592

웨이 파우더

689

4,135

na

천연밀크 관련 제품

460

2,760

3,141

아이스크림

115

690

785

기타 유제품

115

690

785

합계

16,667

100,000

109,103

자료: USDA, “USMCA Agriculture TRQs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ppendix-C”(USTR)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 2019. 4.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
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유제품 분야 외에 가금 분야의 대 캐나다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USMCA에서
는 미국산 닭고기 및 계란에 대한 캐나다의 무관세 쿼터가 늘어난다. USMCA 하
에서는 닭고기 무관세 쿼터는 1년차에 47,000톤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6년차에는
57,000톤으로 증가한다. 그 후로 10년간 매년 1%마다 무관세 쿼터를 늘려 16년째
에 62,963톤에 이른다.
그리고 이 무관세 수입 물량이 유지될 전망이다. 달걀에 대해서는 새로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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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즌의 무관세 한도를 매년 받을 예정이다. 또 칠면조 및 구이용 계란의 무관세 한
도는 캐나다 측 생산 상황에 따라 설정된다.
USMCA에서는 미국이 캐나다산 유제품, 설탕, 땅콩, 면화를 보다 많이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미국은 캐나다산의 유제품, 설탕 등의 저관세 할당을
증가시키고, 면화와 땅콩은 USMCA 발효 후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캐나다산 땅콩에 대한 미국의 현행 관세는 131.8%이다.

4.4. 중국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상품 수출액은 1,214억 달러, 수입액은
5,396억 달러로, 약 4,195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무역적자의 과거
10년의 경과를 보면, 2010년 시점에서는 2,730억 달러이었던 것이 2018년까지 약
1,500억 달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양국의 무역 갈등으로 수입, 수출, 적자폭이 줄었다. 미⋅중간 무역
갈등의 영향은 농산품 무역에서도 드러났다. 2018년 4월 중국이 과일, 견과류, 돼
지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수입품 30억 달러 상당에 추가관세, 대두를 포함한 106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관세 대상이 된 미국
생산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 후 진행된 양국의 협상에 따라 이미 적용된 보복관세, 약 2,500억 달러 상당
에 부과한 25%의 관세는 유지하되, 9월 발동한 1,200억 달러어치의 관세율은 15%
에서 7.5%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중국도 예정하였던 추가관세 부과
를 연기하였다.
이러한 무역마찰로 인하여 2018~2019년 미국의 중국과의 물품 교역액은 수입
이 5,396억 달러에서 4,185억 달러로 1,211억 달러 감소하고, 수출도 1,201억 달
러에서 977억 달러로 224억 달러 감소하였다. 전체 수출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적
자도 987억 달러 축소되어 4,195억 달러에서 3,208억 달러로 나타났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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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미국과 중국의 무역 변화 추이(2010-2019)

자료: US Census Bureau, “Trade in Goods with China”,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
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식품과 농작물 등을 800억 달러 구입⋅수입7)하기로
하였다. 농작물만 놓고 보면 2년간 320억 달러 상당의 수입8)을 합의하였고, 대상
에는 유지종자, 식육, 곡물, 면화, 어패류9)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또 밀, 옥수수, 쌀에 관하여 WTO 규칙에 따른 적절한 관세할당제
(Tariff Rate Quota: TRQ) 실시에 동의하였다. 중국의 관세할당제 실시에 대해서
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4월에 승소하였다. 이에
는 밀⋅옥수수⋅쌀에 관하여서 저관세가 적용되는 1차 세율 수입쿼터를 중국이 만
족시키지 못한다는 배경이 있었다10). 관세 할당제의 적절한 실시로, 이러한 작물
의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으로의 2018년 농작물 수출액은 2017년 대비 46% 감소하
고 있다. 그 때문에, 해당 기간 사이에 감소한 중국의 수입이 회복해 나가는 방향
만으로,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장 확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11). 또 중국의 미국산 농작물 수입은 시장 상황에 따라12) 70여개로
추정되어 2년간 32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13).
7) USTR,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act Sheet –Agriculture and Seafood Related Provisions”, 2020. 1. 15.
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China Phase One Deal: Agriculture”, 2020. 1. 22.
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China Phase One Deal: Agriculture”, 2020. 1. 22.
10) USDA, “Study shows China's tariff rate quota severely impacted U.S. wheat exports
1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China Phase One Deal: Agriculture”, 2020. 1. 22.
12) USTR,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apter 6, Article 6.2.1”,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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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타 국가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의 감소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다
른 수출처를 개발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 와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그 외에도 인도⋅
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일본 등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사하
라 사막 이남(Sub-Sahara Africa)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장기 수출시장으로 꼽
혔다. 또한 중동지역도 유망지역이 되었다(표 9).
<표 9> 새롭게 부상한 유망 농산물 수출 시장
분류

분야

전체

품목별

지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농작물
일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제국

곡물분야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탄자니아, 케냐

밀 분야

인도네시아, 한국, 베트남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제국

낙농분야

동남아시아 제국

-

-

면화분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터키

-

돼지고기분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기타 동남아시아 제국

-

-

쇠고기 분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

아프리카 제국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
析）報告書, 2020年 3月

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China Phase One Deal: Agriculture”,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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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으며: 농산물 무역 전망
대부분 해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소비는 쌀이나 밀 같은 주식에 대한
비용지출이 줄어드는 대신에, 고기, 유제품, 과일, 채소와 같은 고가치 식품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는 세계적으로 식품 판매를 다
시 형성하고 세계 식품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한다.
식품공급자와 소매업자들도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한다. 미국의 농산품
수출은 국가경제와 농업인의 소득과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의 수
출은 해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 중국 농산품 수출이 줄었음에도, 기타 지역 국가들로
의 수출이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지 곡물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
같은 나라와의 대두나 옥수수 같은 곡물의 수출 경쟁의 심화로 가격은 유지할 것
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여 이 들 국가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육류, 곡물, 유지종
자, 면화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인구증가(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신흥국들의 농산품에 대한 수요를
강하게 유인할 것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중국 등의 생산, 소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식생활의 다양성이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미국의 농산품 무역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밀, 대두, 옥수수, 쌀 등의 곡물의 세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농작물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농무부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농산품 수출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지만 무역 흑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15>는 미래의 미국 농산품 무역
의 방향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런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생산활동과
정부의 무역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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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도별 미국 농산품 무역 가치(1990-202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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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국제곡물 포럼

코로나19 이후 곡물 및 축산 관련 산업의
모습과 대응방안
오영균(국립축산과학원)*

1)

1.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저하(사료자원
확보)
사료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축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무
역거래의 약화로 사료자원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며, 가격 폭등도 우려되는 상황
이다. 한우산업의 경우 사료비가 경영비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구조에서 사
료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과 상충하고 있는 농식품부산물의
사료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버려지는 자원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이를 사료로 재활용하여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와 사료자원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2000년 “식
품순환자원의 재생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Eco-feed 인증제도를 시
작하였고, 2011년 5월부터는 Eco-feed로 생산산 축산물의 인증을 시작하여 점차
사료 대체 비율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식품부산물은 일반적으로 수분함량이 높아 장기간 보관 시 부패하여 사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농식품부산물유통센터의 건립 확산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부산물 유통체계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란다.

* oh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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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봉쇄로 인한 축산현장의 인력 확보 어려움(ICT 스마트팜
육성)
축산현장은 대부분 단순작업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미숙련된 외국인 노동
자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이들의 공급이 원만하지 못하여 현장에서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
우 계속 지속되거나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축산업도 타 산업과 같이 현장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노동력이 적게 요구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축산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축산농가에서 ICT 장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농가가 ICT 장비에 대한 전
문성이 부족하여 사료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노동력 절감이나 농장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농가의 경우를 보면 체계적인 ICT 농장 체계 구축보다는 장비 지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정책을
가속화하고 축종 및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현장에서 쉽게 따라오고 적
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와 같이 축산현장 시스템이 현대화 되고 디지털화한 스마트 팜을 조성함으로
서 단순노동산업이라 축산현장을 기피하고 있는 청년들을 흡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축산물 생산 체계를 갖춤으로서 축산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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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 코로나 관련 정보 제5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5)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Ⅰ. 북미
[미국]
1. (2020년 8월 11일) 쇠고기 육질 등급별 격차 비율, 프라임급이 과거 최
고를 갱신
2019년도의 평가 실적
미국 농무부 농업 마케팅국(USDA/AMS)이 공표한 ‘National Summary of
Meats Graded’에 따르면, 2019년도(2018년 10월~2019년 9월)의 육질 등급별 쇠
고기 등급 실적2)(중량 기준)은 육질 등급을 받은 쇠고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프라
임급(최상위 등급)의 비율이 8.8%(전년도 대비 1.2포인트 증가)로 과거 최고를 경
신했다(표 1). 비중이 가장 큰 초이스급은 73.4%(동 0.3%포인트 감소), 다음으로
많은 셀렉트급은 17.5%(동 1.0포인트 감소)로 나타났다. 또 육질등급을 받은 쇠고
기 전체 중 상위 3등급(프라임급~셀렉트급)으로 분류된 것이 99.7%, 수율 등급의
등급을 받지 않았던 것이 71.9%였다. 또한 과거 5년간은 프라임급이 증가, 초이스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
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
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과 2편에 이어 이번 3편에서도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2) 미국에서는 육질 등급(프라임~캐너의 8단계)과 수율 등급(Y1~Y5의 5단계)의 2종류의 등급이 존재하
며, USDA 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한다. 육질 등급은 성숙도(연령)과 지방 교잡의 정도로 평가되고, 프
라임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하고 있다. 수율 등급은 생체 중량에 대한 살코기 제품 수율의 비율을 나
타내는데, Y1을 최상위 등급(52.3% 이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米国における牛肉生産の産
業 構 造 〜 消 ･ 輸 出 入 の 動 向 ま で 〜 ( 畜 産 の 情 報 2 0 1 6 年 1 1 月 号 ) ｣
(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6/nov/wrepo02.htm)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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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대체로 보합, 셀렉트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표 1> 미국의 육질⋅수율 등급별 쇠고기 등급 비율(2019년도)
프라임
8.8%

초이스
73.4%

Y1
5.3%

Y2
33.9%

육질등급
셀렉트
기타
17.5%
0.3%
수율 등급
Y3
Y4
47.8%
11.2%

계
100.0%
Y5
1.9%

주 1: 2019년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중량베이스
2: 사사오입으로 내역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육질등급의 기타란 스탠다드, 캐너의 하위 5등급을 말함.
자료: USDA

<그림 1> 미국의 육질등급별 등급비율 추이

주: 각 년도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
자료: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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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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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 등급별 쇠고기 등급 실적은 수율 등급의 등급을 받은 쇠고기 전체에 차지
하는 Y1(최상위 등급)의 비율이 5.3%(동 0.5%포인트 감소), Y2가 33.9%(동 0.9%
포인트 감소), 비중이 가장 많은 Y3가 47.8%(동 0.3포인트 증가), Y4가 11.2%(동
1.1포인트 증가), Y5가 1.9%(동 0.2포인트 증가)로, 상위 2등급(Y1, Y2)이 감소,
하위 3등급(Y3, Y4, Y5)이 증가했다. 또한 과거 5년간은 모든 등급도 거의 보합세
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미국의 수율등급별 비율 추이

2019년도의 평가 실시율을 보면, 미성숙 비육우(거세우⋅미경산우)의 95.6%,
경산우 0.9%가 육질 등급, 수율 등급의 모두, 혹은 하나의 등급을 받았다. 또 미성
숙 비육우의 육질 등급, 수율 등급 평가 실시율은 각각 95.1%, 27.2%로 나타났다.

코로나 영향의 등급 동향
USDA/AMS가 매주 발표하는 ‘National Steer&Heifer Estimated Grading
Percent Report’에 따르면, 프라임급의 주별 비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의 영향으로 미국 내 도축장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2020년 4월 하
순 이후 고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5월 중순(5월 17일~23일) 전성기에는 셀렉
트급 비율(12.28%)을 웃도는 12.55%를 기록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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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쇠고기 등급판정 실적에서 점하는 프라임급의 비율

자료: USDA

한 요인으로서, 도축장의 가동률 저하로 곡물비육장에서 출하 지연에 따른 비육
기간 장기화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육질등급은 지방교잡이 많으면 상위
가 되기 때문에 비육기간이 긴 편이 상위등급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또 프라임급에 더해 초이스급 비율도 전년을 웃돌아 추이하고 있으며, 셀렉트급
은 그만큼 크게 줄어 4월 하순 이후 전년보다 크게 밑돌아 추이하고 있다(그림 4,
그림 5).
<그림 4> 쇠고기 등급판정 실적에서 점하는 초이스급 비율

자료: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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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쇠고기 등급판정 실적에서 점하는 셀렉트급 비율

자료: USDA

최근의 육질 등급별 쇠고기 도매가격 추이
USDA/AMS가 매주 발표하는 ‘Comprehensive Boxed Beef Cutout’에 따르면,
육질 등급 상위 3등급(프라임급~셀렉트급)의 쇠고기 도매가격은 등급 간 가격차
가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대체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등급별 도매가격을 2019년
연간 평균으로 보면, 프라임급은 100파운드당 247.1미국 달러(286,984원), 초이
스급은 동 219.7미국 달러(255,162원), 셀렉트급은 동 205.4달러(238,089원)으로
등급 간 가격차에서는 프라임급과 초이스급의 가격 차이는 동 27.4달러(31,823
원), 초이스급과 셀렉트급의 가격 차이는 동 14.3달러(16,680원)였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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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의 육질등급별 쇠고기 도매가격 및 그 가격차 추이

주: 컷아웃밸류란 각 부분육의 도매가격을 1두분 지육으로 재구성한 도매지표가격
자료: USDA

또한 등급 간 가격차는 비육기간 등 수익성에 관한 경영 판단을 위한 지표의 하
나로 여겨지고 있어, 가격 차이가 크면 장기비육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경
향이 있다.
최근의 쇠고기 도매 가격을 보면, COVID-19의 영향으로 도축장 가동률이 떨어
져 2020년 5월 중순을 정점으로 급등하고, 그 뒤 가동율 회복에 따라 급락하였
다3). 폭락 이후에는 곡물비육장으로 출하 대기를 하고 있는 소가 많은 데다, 외식
수요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전년을 밑돌아 추이하고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3) COVID-19가 미국의 쇠고기 도매가격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米国農務省, 牛肉加工処理施設火災
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牛肉市場への影響調査結果を公表(海外情報2020年8月5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57.html), ｢牛肉市場、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伴う
異例の混乱から回復(畜産の情報2020年8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263.html)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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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8월 21일) 미국 농무부,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
대상 농작물 추가
올해 5월 19일 미국 농무부(USDA)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농가와 목장 주인들 등을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바이
러스 식량지원 프로그램(CFAP)의 세부 내용을 공표했다. 그 뒤 USDA는 6월 22일
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하고, 개인과 단체로부터 접수된 1,740건의 의견과 데이터
를 검토한 결과, 7월 9일 및 8월 11일 CFAP 대상 농작물 추가와 납부율 조정을
공표했다.
5월 19일에 공표된 CFAP의 상세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CFAP의
직접지불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구제 및 경제 안전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과 상품신용공사(CCC) 헌장법에 근
거하여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이다.
단위의 환산은 1미국 달러=1,161.41원(2020년 10월 6일 기준 환율), 1파운드
=0.453592킬로그램을 사용했다.

가축
지불 대상으로 축우 가운데 비육우 체중이 1400파운드 이상에서 1,200파운드
초과로 확대됐고,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에 2세 이상의 모든 양이 추가되었다(표
2: 변경 부분은 주황색).
<표 2> 대상 가축과 단위당 지불액

가축

소

CARES Act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CCC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미국달러

원화환산

미국달러

원화 환산

비육우(600파운드(272kg) 미만)

102

118,464

33

38,327

비육우(600파운드(272kg) 이상)

139

161,436

33

38,327

도축우: 비육우
(1,200파운드(544kg) 초과)

214

248,542

33

38,327

도축우: 성우(도태한 번식우)

92

106,850

33

38,327

기타 소(번식우, 후보우,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

102

118,464

33

38,327

대상

지불단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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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CCC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미국달러

원화환산

미국달러

원화 환산

자돈(120파운드(54kg) 미만)

28

32,519

17

19,744

성돈(120파운드(54kg) 이상)

18

20,905

17

19,744

2세 미만 모든 양

33

38,327

7

8,130

2세 이상 모든 양

24

27,874

7

8,130

가축

돼지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대상

지불단위

과일이나 야채 등
과일이나 야채 등에 대해서는 크게 대상 작물이 추가되면서 ,더욱 일부 대상 작
물에 대해서는 지불액도 조정이 이루어졌다(표 생략). CCC에 근거한 단위당 지급
액에 대해서는 당초 대상 작물의 중량에 대해 지불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 작물
의 면적에 따른 지불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계란
지급 대상의 농산물에 액란 및 냉동액란이 추가됐다. 지불은 2020년 1월부터 3
월 제1분기의 생산량에 대해서, CARES Act에 의거한 지급액과 CCC에 의거한 지
급액을 각각 곱한 금액의 합계가 된다(표 3). 또한 껍질이 있는 계란 및 건조한 계
란은 COVID-19의 영향으로 전미에서 5% 이상의 가격 하락이 확인되지 않아 대상
이 되지 않았다.
<표 3> 계란의 단위당 지불액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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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CCC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미국달러

원화환산

미국달러

원화 환산

액란

0.05

70

0.02

23

비육우(600파운드(272kg) 이상)

0.06

58

0.02

23

지불단위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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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기 외에 관상용 식물과 절화, 수산물도 지불 대상으로 추가됐다.

신청과 지불
이번에 많은 농작물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한편 복숭아와 루바브(대황 속의
채소의 일종)에 관해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판매됐지만, 5% 이
상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생긴 농산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항목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2020년 4월 15일까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의 판로를 잃는
중대한 품질 열화가 생긴 농산물인 복숭아, 루바브, 아스파라거스 및 버섯에 관해
서는 데이터를 정밀히 조사한 결과, 지급액이 감소하였다.
당초에는 자금을 마련하느라 신청이 승인된 생산자는 우선 지급액 80%를 받았
고, 그 후 농장 서비스국(FSA)이 나머지 20%를 생산자에 자동적으로 지불하는 구
조였다. 향후에는 CFAP를 신청하는 생산자는 신청이 승인된 단계에서 지급 한도
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또 신청 마감이 9월 11일 연장됐다.
8월 11일 공표에 맞추어 퍼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가와 목장주가
COVID-19 대유행을 극복하고 미국과 세계에 충분한 식량과 섬유를 공급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CFAP에서 160억 달러의 직접지
불을 승인하고, 오늘 우리는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농작물을 더 CFAP의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었다. CFAP는 생산자가 COVID-19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
해서 USDA가 마련한 수많은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며, USDA는 대출의 지불 유
예와 작물 보험과 신청 기한에 유연성을 가하는 등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
은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参考：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情報（米国）】

⋅米国農務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生産者への支援策の詳細を発表(海外情報
(令和2年5月26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09.html
⋅米国農務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農業支援策を発表(海外情報(令和2年4月28日発), ht
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
⋅食肉団体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る業界の窮状を訴える（海外情報（令和2年4月17
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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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8월 28일) 북미 식육 협회가 노동 안전 위생청과 제휴 협정을
체결
북미식육협회(NAMI)4)와 미국노동성 노동안전위생청(DOL/OSHA)은 7월 29일
식육⋅식조처리장이나 정육가공시설(이하 ‘처리장’)등의 종업원을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COVID-19)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익한 정보와 지침 등을 공유하
기 위한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본 협정으로 NAMI및 OSHA는 NAMI회원 노동 현장의 안전 및 위생 대책의 전
문가, 처리장 종업원, 일반 시민에 대해서,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자의 책무를 이해하고, COVID-19에게의 감염 리스크를 저감시켰고,
종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지침,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본 협정에서 참가자가 협력하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처리장에서의 COVID-19의 감염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의 과제에 관한 정보
를 정기적인 원격 회의 및 온라인 통신 수단 등을 통해서, OSHA직원과 업계
의 안전 및 위생 대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한다.

⋅COVID-19의 전파 위험에 대한 이해와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최선 조치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고, 이들 정보를 업계 고용자와 노동자에게 인쇄물, 전자
매체 언론과 지원 수단, OSHA및 NAMI의 웹 사이트 등을 매개로 제공한다.

⋅공동 포럼, 좌담회, 이해 관계자와 회의, 웨비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처리장
에서의 COVID-19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OSHA가 제공하는 지침 및
NAMI가 제공하는 뛰어난 대처나 효과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지원을 실시한다.

⋅COVID-19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자재와 뛰어난 대처
에 관한 OSHA및 NAMI가 주최하는 회의 지방에서 열리는 회의 및 기타 행사
에 참여하고 전시 및 강연을 한다.

⋅NAMI의 회원 및 기타 업계 관계자에게 OSHA의 지방 사무소와 관계 구축을
높이고 OSHA가 승인할 주별 노동 안전 계획을 작성하며, OSHA의 현장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직장의 안전과 위생 대책을 개선하여 처리장에서
4) 육류, 가금육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정육가공 업체와 가공처리용 기기 제조 기업 등 축산물 생산
에 관련 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NAMI 회원은 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가공처리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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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OVID-19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 양측 대표자로 구성되는 실행 팀은 1년에 1~2회 회합을 열어 참여자의 책무
에 대해서 논의하고, 활동 상황을 공유하며 연계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협정 체결로 NAMI의 줄리 안나 폿츠 회장 겸 CEO는 “이 협정을 통해서 우
리는 OSHA와 협력하고 COVID-19의 대유행 간 및 그 뒤에서 처리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처를 함께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종업원은 미국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지역 경제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OSHA의 로렌 스웨트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식량공급 안전성은 건강한
종업원에 의한 조업이 계속되는 처리장에 의존하고 있다. OSHA와 NAMI는 협정
을 맺는 것으로 중요한 축산업계의 고용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
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정보를 확실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28일 COVID-19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적용되는 사이에서 국
방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근거하여 미국 국민에게 단백질을 계속 공
급하기 위해, 도축장은 조업을 계속할 것을 명한 대통령령이 발령됐다. 이로써 처
리장은 종업원의 적절한 안전 위생 대책을 철저한 위에서 조업하고 있지만, 미국
의 COVID-19종식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본 협정에 의한 향후의 성과가
주목된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参考：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情報（米国）】

⋅トランプ大統領、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る大統領令を発出（米国）（海外情報（令和2年
5月7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1.html
⋅食肉⋅食鳥処理場の処理能力、前年同時期の95％超まで回復（米国）（海外情報（令和2年6月12日
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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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9월 22일) 美 식당 체인 시즐러, 코로나19 여파로 파산 신청
미국 식당 체인 시즐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21일(현지시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이었던 시즐러는 외식업
경쟁 격화로 부진한 경영 실적을 보여 왔다.
미국의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시즐러(Sizzler)’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21일(현지시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시즐러가 이날 캘리포니아 주 북부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시즐러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14개 직영
식당의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며 가맹점 90여 곳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크리스 퍼킨스 시즐러 사장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데다 매장 임대인들이 임
대료 인하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식당을 임시 폐쇄한 영향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하
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즐러는 지난 1996년에도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1958년 캘리
포니아에서 출발한 시즐러(Sizzler)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미국을
대표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 외식업 경쟁이 격화되면서
부진한 경영 실적을 보여 왔다. 한국에도 진출했다가 2000년대 초반 철수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또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인 처키치즈(Chuck
E. Cheese)의 모회사 CEC엔터테인먼트(CEC Entertainment)도 지난 6월 파산보
호를 신청한 바 있다.
(출처) 서울경제, ‘美 식당 체인 시즐러, 코로나19 여파로 파산 신청’, 2020년 9월 22일자(https://www.
sedaily.com/NewsView/1Z7YDXN7FS)

5. (2020년 9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130억 달러의 농장 원조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7일 저녁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농가들에게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 방침이 있을 것이라고 발
표하였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바이러스로 낙농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위스
콘신 주는 대선 레이스의 격전지이다.
그러나 새로운 원조를 통해 농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어떤 자금원이 이용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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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 130억 달러의 농장 원조 발표’, 농업관측 ｢국제곡물｣
2020년 10월호
- 원문출처: 로이터(Reuters), 2020.9.17.

6. (2020년 9월 28일) 농무부 경제조사국, 2020년 농가소득 전망 발표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2020년 농가소득 전망을 발표하였다. 주요 전망으로
는 △농가 현금 수입이 감소, △정부 직불금의 증가, △총생산비의 감소, △농가
자산의 증가 등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농가 지원금액은 2020년에 증가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
한 농가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 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
과 소규모 경영체를 돕기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장촉진프로그램
(Market Facilitation Program), 농업위험보장(Agriculture Risk Coverage) 등
의 예산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자금은 2019년
에 비하여 40억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38 (2020.9.21.)
- 원문 출처: 미국 농무부, “Highlights from the September 2020 Farm Income Forecast”(202
0.9.2.)

7. (2020년 10월 5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미국 정부의 대응
코로나19 발생 초기(2020년 2월~4월) 미국의 실업률은 3.5%에서 14.7%로 상
승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4일까지 약 5천만 명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었
다.
재택 명령(Stay-at-home order) 이후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의 실업률은 급상
승했지만, 농업 분야는 같은 기간 실업률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농업
분야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품 공급을 책임지는 “필수 분야”로 지정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며 계속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농업부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식품 공급 사슬의 각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식품 공급 사슬을 세 부문(식품 서비스⋅식품 가공⋅식품 생산)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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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서비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업률이 5.7%에서 35.4%로 상승하였
다. 요리사, 바텐더 등 약 5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재택 명령으로 인
한 외식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식품 가공) 같은 기간 실업률이 5.7%에서 10.1%로 상승하였다. 식품 가공 부문
도 “필수 분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힘든 육류
가공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설의 폐쇄로 실업률이 증가(예: Smithfield
의 South Dakota 시설 폐쇄)하여 육류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24.5%p 감소하였
다.
(식품 생산) 같은 기간 실업률이 11.0%에서 9.6%로 1.4%p 감소, 전년 동기 대비
(3.7%p 감소) 덜 감소했지만 타 부문과 비교해 영향이 미미한데 이는 식품 생산
부문이 “필수 분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식품 생산 부문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힘든 노동 집약적 작물(과일 및 채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사재기(panic buying)의 효과는 미미했는데, 이는 사재기로 인한 수요증
가가
저장성이 높은 상품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비농업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휴양 및 숙박, 의료,
교육, 그리고 전문직 분야가 큰 영향을 받았다. 의료분야의 경우 같은 기간 실업률
이 2.2%에서 10.4%로 상승(27,000명 임시 해고)하였다. 교육 분야의 경우 같은
기간 실업률이 4.6%에서 12.7%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으로
인한 결과이다. 전문직(회계사, 변호사, 전문 엔지니어 등)의 경우 같은 기간 실업
률이 4.4%에서 9.0%로 상승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계약직 군에서 두드러진
다.
코로나19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인종 간에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히스패닉
노동자 그룹에서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진다(17.4%p 상승). 이는 히스패닉 노동
자 고용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휴양, 숙박, 외식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다. 2조 달러 규모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를 마련하여 기업, 소규모 사업장, 가계,
실업 보험 급여 등에 집중적으로 지급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총 3억 4,900
만 달러 규모) 지원금의 60%를 직원 고용 유지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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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의 경우 160억 달러가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30억 달러는 잉여농산물
을 구매하여 푸드뱅크에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가계부문 경기부양 지원금
(stimulus check)은 성인 가구원 1인당 $1,200, 17세 미만 가구원 1인당 $500을
지급한다. 연방 전염병 실업 보상 프로그램(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 FPUC)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들에게 매주 600달러
를 최대 13주간 지급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39 (2020.10.5.)
- 원문출처: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Choice Megazine, “COVID-19 and the Agricultural I
ndustry: Labor, Supply Chain, and Consumer Behavior”(2020.9.16.), (https://www.choic
esmagazine.org/)

8. (2020년 10월 6일) 美 유제품시장, 코로나 충격 딛고 회복세 보여, 3월
대비 소매수요 10% 이상 증가...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유제품 수
출도 한 몫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제품 국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수출도 전년대
비 증가하면서 유제품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낙농식
품협회(IDFA) 회장 마이클 다이크스는 최근 한 농업관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유제품 소매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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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3, 4월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회
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음식점과 학교에서 유제품 수요가 붕괴되면서 낙농
가들이 우유를 쏟아 부은 기억이 생생한데, 최근 시장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치즈
가격도 코로나 유행 당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 정상 수준까지 거의 회복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제품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물량
으로 16%, 금액으로는 14% 증가한 유제품 수출을 꼽았다.
그는 “올해 들어 특히 동남아시아로의 전지분유 수출과 중국으로의 유청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고, 작년과 비교해 물량으로는 164천 톤, 금액으로는 496백만
달러(6천억 원)이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유청 수출 증가는 올해 14천 개의 돼지농
장이 새로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美 유제품시장, 코로나 충격 딛고 회복세 보여’,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6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0월 2일

9. (2020년 10월 8일) 코로나19 이후 식물성 유제품 소비 빠른 증가 예상
하고 있는 가운데, 美 낙농업계, 식물성 식품의 유제품 표기 제한 촉구
미국 낙농업계가 식품 라벨링 업무를 관장하는 FDA에 식물성 식품의 우유 또는
유제품 용어의 제한적 사용 제도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 낙농가연
합(NMPF)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신을 FDA측에 전달하고, 자사 웹사이트에도
게재했다 NMPF는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FDA가 코로나 사태로
지연됐던 현안업무를 재개한 만큼 유제품에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라벨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NMPF는 지난 몇 년간 FDA측에 식물성 식품이 우유/치즈/버터/요거트 라는 용
어와 모조(imitation)/대안(alternative)/ 대체(substitute)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
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속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식물성 식품 연합(PBFA)은 현재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는데도 모조 등의 용어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식물성 유제품 업계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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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에서 우유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식물성 유제품 시장
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낙농업계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
나19 이후 식물성 유제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
근 식물성 식품 업계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식물성 유제품 시장이 연 평균
10%(금액 기준)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美 낙농업계, 식물성 식품의 유제품 표기 제한 촉구’,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8일자
- 원문출처: thefecnepost.com, 10월 6일

10. (2020년 10월 12일) 코로나19에 대응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1분기 미국 경제는
2008년 경제 위기 후, 최저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
기 침체는 최근 100년 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행태가 변화했으며, 팬데믹이 계속되는 한 변화된 소비행
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소비행태 변화를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중기로 나누어 관찰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소비행태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팬데믹 선언과 재택 명령으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아
래와 같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 사이 식료품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은 50%p 급증하였으며, 3월 이후에도 연초 대비 7.5%p 높은 수준
을 유지하였다. 이는 사재기를 통한 식료품 비축의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팬데
믹 기간에도 식품 산업 분야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식료품 소비 증가는 재택
명령이 시행된 주(state)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재택 명령으로 인한 외식감소의
결과로 보인다.
여행 및 여가 상품의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자동차, 전자제품, 주택과
같은 고가 상품(Big-ticket items)의 소비 역시 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고소
득 계층과 40대 미만 소비자 계층에서 두드러진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냄으
로 인해 밀가루와 같은 식품 재료와 청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재기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소비행태 관찰 후 식료품 품
귀 현상을 우려한 비축 활동으로 보이며, 이는 감정적인 동기(Emotion driven)가

62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지배적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와 관련한 변화, 예를 들어, 상
점 운영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였고,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신용카드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중기] 경제 재개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0년
5월부터 일부 주(state)에서 경제 재개를 선언하였으나, 감염 급증에 대한 우려로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GDP는 6~60%p, 소비자 실구매는
4.7%p 감소가 예상됨. 실업률은 약 3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대공황기
최고 수준이었던 25%를 상회한다.
일자리 불안정은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 불안정은 고소득층에 주
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젊은 계층의 경
우 향후 소비를 줄일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소득 중년 가구
의 경우 향후 소비 변화에 대한 응답을 꺼렸다.
사재기 현상은 둔화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비
하여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성적인 판단(Ration driven)의 결과로 보
인다.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 외에 지역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였다. 이
들은 저렴한 가격 여부보다 높은 신선도와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는 동시에 지역
생산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다. 더 많은 식료품 유통 업체들이 온라
인 구매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전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나타날 소비행태의 뉴노멀(New Normal)은 다
음과 같다.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코
로나19 발생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될 전망이
다.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예를 들어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등
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ietrich 외(2020)가 수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무위험(Risk-free)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Fork)의 공급 사슬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었으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지불 의사를 보였다. 이는 식품에 대
한 정보 파악이 용이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식료품 유통 업체들의 온라인 구매 채널 제공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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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관리, 배송, 매장 픽업의 자동화와 같은 고도화된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따라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주도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함에 따라 가정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편의 식품
(HMR 혹은 ready to eat meals)과 식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온라인
유통 채널과 식품 안전 기준이 강화된 식료품의 가치 사슬의 발달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40 (2020.10.12.)
- 원문출처: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Choice Megazine, ““The Path Forward: U.S. Consu
mers and Food Retail Responses to COVID-19”(2020.9.16.), (https://www.choicesmaga
zine.org/)

11. (2020년 10월 19일) CB insight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번창할 것으
로 예상되는 산업 및 주요 기술을 선정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번창할 것으로 예
상되는 산업 및 주요 기술을 선정하였다. CB insight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번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 24가지 주요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코로나19 대
유행으로 의료, 교육, 금융 및 제조 산업에 이르기까지 격리(Quarantine)는 기업
운영 거의 모든 측면의 재구성 필수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 교육, 병원 방문, 운동 등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전
환 되고, 사람들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배우고, 돈을 모으고,
운동 하고, 휴식을 취하고, 심지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를 경험하게 된다.
이 기간 디지털 공간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감안하면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술 변화는 비접촉 결제와 산업 자동화와 같은 기술 트렌드의
가속화 형태로 올 것이며, 가상현실, 3D 프린팅, 원격의료와 같은 경우에는 업계
의 진로를 바꿀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40 (2020.10.12.)
** 원문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코로나19 이후 번창할 산업 및 주요 24개 기술”(2020.9.17.),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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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10월 21일) 美 캘리포니아주, 지역 유제품으로 여유있는 아침
식사 광고-11월 한 달간 TV에 방송...코로나 상황 감안해 6월부터 유
사 캠페인 진행 중
캘리포니아주 농식품부 산하 우유자문위원회(CMAB)가 지역 유제품으로 가족
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는 장면을 담은 TV 광고를 제작해 홍보에 들어
갔다. 이번 주 소셜미디어를 시작으로 11월부터 한 달간 TV를 통해 방송되는 이
광고는 휴대전화와 비디오콜을 통해 들려오는 이메일 수신 알람과 함께 정신없이
시작되는 가정의 아침 풍경과 아침식사로 캘리포니아산 유제품을 여유 있게 즐기
는 다른 가정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CMAB 관계자는 “아침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바쁜 일과준비로
인해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원격근무가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침시간을 찾을 수 있게 돼 이 광고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아침 식사로 캘리포니아산 유제품을 권하는 CMAB의 캠페인은 이미 지난 6월
시작됐다. 이 캠페인은 유명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이 소셜 미디어에 등장해
아침식사를 포함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가정주문(stay-at-home order)
행태로 다양한 유제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MAB는 11월에도 아침
식사 레시피를 보여주는 유사한 형태의 홍보 아이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 주요 우유생산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는 이 외에도 지역우유 소
비촉진을 위해 캘리포니아산 인증마크(Real California Milk Seal)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美 캘리포니아주, 지역 유제품으로 여유 있는 아침식사 홍보 광고’, ｢글
로벌 낙농뉴스｣2020년 10월 21일자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0월 13일

13. (2020년 10월 26일) USDA, 코로나19 기간 동안 4억 달러 해당 신선식
품 등 푸드뱅크와 비영리 식품 지원 단체에 공급, 음식물 쓰레기에 대
한 인식 제고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of the UN)는 2020년 9월 29일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바로 알기”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메시지가 소개되었다. 즉, 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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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는 식량 생산, 소비, 처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 ⅱ) 음식물 쓰레
기 감소는 푸드시스템 개선에 기여, ⅲ) 혁신, 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계발이 푸드
시스템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 코로나19는 식량 생산, 소비, 처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
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레스토랑, 호텔 등이 영업을 중단하여 해당 식품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50~60%p 감소한 반면, 소비자들의 식품 수요가 식료품점과 식품 배
달 업체로 옮겨감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
다.
이와 같은 수요 변화에 식품 공급 사슬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음
식물 폐기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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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하게 대응해야 했다.
식품 산업은 소비되지 않은 식품을 푸드뱅크와 빈곤계층 구호 활동 단체에 공급
하였다. Kroger Co.의 경우 우유 재고를 생산자로부터 푸드뱅크로 공급하였고, 코
로나19 기간 동안 미국 농무부(USDA)는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program
을 통해 4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낙농 식품, 육류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푸드뱅크와 비영리 식품 지원 단체에 공급하였다. 대학생들은 FarmLink 프로젝트
를 통해 초과 생산 식품을 생산자로부터 푸드뱅크로 배달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활동은 ⅰ) 미국의 식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

ⅱ) 식품 기부 증가로 빈곤 계층에 대한 식품 공급 상황 개선, ⅲ) 음식 쓰레기 감
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평균 1천 5백 달러에 해당하는 음식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19 기간 증가한 가정 내 요리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배출하
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높아진 음식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향후 음식 쓰레기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푸드시스템 개선에 기여한다. 미국에서는 한 해 생
산된 식품의 1/3 이상이 소비되지 않고 음식쓰레기로 낭비된다. 식품이 낭비되면
식품 공급 활동에 연관된 토지, 물, 노동, 에너지와 같은 투입 요소 역시 낭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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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식품 공급 활동이란 생산, 가공, 운송, 저장, 음식 쓰레기 처리 등
이다.
음식쓰레기와 관련하여 낭비되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푸드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한 온라인 주문, 배달 및 포장 주문을 통
해 생산, 주문, 재고 관리의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잔여 음식물의 경우 동물 사료 혹은 퇴비로 사용하는 등 새로운 생산활동에 활
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식품 생산자, 가공업체,
식료품점과 연계하여 식품 공급 사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함으로써 식품의 공급
및 운송을 조절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셋째, 혁신, 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계발이 푸드시스템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식품 공급의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냉장 보관과 같은 온도 유지 운송 기술과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는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식품 운송 네트워크의 효율화는 인프라에 해당한다.
미국 농무부는 가공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고 버려지는 잔여물들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는 혁신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AIA(Agricultural
Innovation Agenda)에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50%p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새로운 물질이란 크린랩, 말린 과일 스낵 등을 말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 ｢주간농업
농촌식품동향｣ Vol. 42. 2020.10.26일자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USDA), “Three Key Messages from the First International Day of Aw
areness of Food Loss and Waste”(2020.9.29.)(https://www.usda.gov/media/b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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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미
[아르헨티나]
1. (2020년 10월 5일) 아르헨티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 어려워지자
외환보유고를 높이기 위해 대두 수출 세율 인하
아르헨티나가 경기침체와 외환보유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는 무역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두 수출세를 3%포인트 인하했다고 발표했
다. 금요일 경제부가 세율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공된 대두박과 대두유에
대한 부과금은 약 28%에서 시작하여 일시적으로 다양한 비율로 인하될 것이다.
모든 수출세는 1월까지 점진적으로 다시 인상될 것이다.
경제부 장관 Minister Martin Guzman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 행사
에서 “우리는 국가의 비축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러나 농민과 분석가들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채무 재협상을 진행함에 따
라 농가들의 판매를 크게 늘리고 절실히 필요한 수출 달러를 창출하기에는 충분하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두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현금 작물이다. 옥수수와 밀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한
이 나라는 유럽에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대두박 가축 사료의 세계 최고 공급국
이다. 그동안 33% 수준이었던 대두유와 대두박 수출세는 10월에 28%로 떨어진 뒤
11월 29.5%, 12월 30%, 1월 31%로 인상된다.
아르헨티나의 CIARA(대두분쇄협회)는 금요일 오후 감세 계획안이 불충분하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CIARA는 항상 모든 수출세와 곡물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제약이 시장에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18년 이후 위축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봉쇄로 더욱 위
축됐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0,599명의 아르헨티나가 COVID-19로 사망
했다고 한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아르헨티나가 안전한 미국 달러를 위해 현지 페소 화폐를 쏟
아 부으면서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자본통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대두와 그 파생상품은 157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2019/20년 시즌부터 3,220만 톤의 대두를 판매했으며, 이는 수확량의 약 6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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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에 등록된 판매량보다 440만 톤 적은 것으로 공식 자료
에 나타났다.
2020/21년 작물은 이달 말에 파종하기 시작할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a cuts soy export tax rate in bid to boost FX reserves’, ｢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5일자(http://www.krei.re.kr:181
81/board/briefing/view/wr_id/5521/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10월 7일) COVID-19로 어려워진 재정 보충 위해 도입한 감세
가 농민들은 분쇄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판매에 박차를 가하지
는 않을 듯
가공된 대두유와 대두박보다 대두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의 새로운 수출세 제도는 일부 농부들이 자국의 방대한 오일시드 분쇄 산업에 보
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것이 재배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를 촉진하지 않을 것
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남미 곡물 강국은 대두의 주요 수출국이자 유럽에서 동남
아시아까지 이르는 대두유와 대두박 가축 사료의 세계 최고 공급국이다.
정부는 지난주 수출을 늘리고 필요한 달러를 모으기 위해 대두와 부산물에 대한
수출세율을 연말까지 인하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부들은 대두 수확물을 팔기
좋은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출세율 인하의 목표는 농부들의 대두 저장고를 비우고, 수출을 증가시키고,
COVID-19로 악화된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확신
하지 못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창지대의 농부 Eduardo Bell은 “우리는 계속해서 농작물을
붙잡고 현금이 필요할 때만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농부들은 국제
거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국가의 공식 환율과 지역 농장 공동체에서 사업을
지배하는 비공식 페소 시장의 금리 사이에 90% 이상 퍼져 수익이 손상되었다고 말
한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파쇄량은 재배농가들이 대두를 축적함에 따라 올해 9.5% 정
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2019/20년 시즌부터 대
두를 3,220만 톤 판매해 수확량의 약 60%, 전년도 같은 시점에 등록된 판매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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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40만 톤이 감소했다.
2020/21년 작물은 이번 달에 파종하기 시작할 것이다. 농업 경영 분석가인
Pablo Adreani는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모든 사람들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는
농부들이 곡물을 팔도록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페소
화 가치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 거래로 평가절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Adreani는 “정부가 재배자들에게 대두 재고를 팔도록 설득하기 위해 취할 수 있
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분쇄협회 CIARA-CEC은 아르
헨티나가 모든 대두 수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산물 수출 경쟁국인 미국과 브라질은 대두나 파생상품에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농부 David Hughes는 “수
출세가 아예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farmers say tax cuts favor crushers, won’t spur selling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감세가 분쇄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판매에 박차를 가하지는 않을
것임)’,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7일자http://www.krei.re.
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31/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3. (2020년 10월 14일) 아르헨티나 오일시드 노동자, 일부 항구에서 무제
한 임금 파업 시작-24시간 만에 파업 철회
아르헨티나 오일시드 노동자 연맹(Oilseeds Workers Federation)은 화요일 오
후 2시(1700 GMT)부터 공개 임금파업을 시작했다고 노동계가 밝혔다. 노동부는
종종 의무적인 협상을 지시하며, 그동안 중요한 국가 산업의 파업은 중단된다.
연맹의 한 소식통은 “현재까지는 의무복귀 통보가 없다”고 말했다. 연맹은 로사
리오 곡물 운송 허브의 일부 지역에서 대두 분쇄 노동자들을 대표하지만, 대부분
의 분쇄 작업이 로사리오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주요 대두 수출국이자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돼지, 소,
가금류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대두박 가축 사료의 세계 최고 공급국이다. 성명
을 통해 “분쇄 및 수출기업과의 임금협상은 두 달 전에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했
다. “오일시드 노동자들은 물론 아르헨티나의 전체 노동자 계층도 생활임금에 대
한 헌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두 파종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 10월은 농산물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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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쁜 달이 아니다. 그러나 COVID-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
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채무 재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출
달러가 필요하다.
CIARA(아르헨티나 식용유 공업협회)의 한 대두 분쇄 업체 관계자는 노동자과
영구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농업이 어
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노조, 노동자와 함께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
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당국, 대두 노동자 파업 종식
아르헨티나 당국은 수요일에 주요 화주인 Cargill, Bunge BG.N, Glencore
GLEN.L, Dreyfus가 소유한 공장에서 현지 대두 가공을 일시적으로 오일시드 노
동자연맹(Oilseed Workers)이 임금파업을 24시간 만에 종료했다고 말했다. 노동
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다음 주에 회사 및 근로자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할 예정인
가운데 노조의 복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노동부가 지시한 이번 조치로 오늘 오후 1시(GMT 1600) 파업
과 10월 20일 청문회 개최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핵심
곡물 중심지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중단은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노동 중단이 중요한 국가 산업에 영향
을 줄 때 협상을 강요한다. 아르헨티나는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돼지, 소,
가금류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세계 최고의 대두박 축산물 수출국이다. 이번 파
업은 경기 침체와 채무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침체된 국내 페소화를 지원하기 위
해 중앙은행 보유고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 달러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발생했
다.
정부는 이달에 수출세를 인하하여 주요 현금 작물인 대두의 판매를 촉진하고 무
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외환 불확실성으로 농작물을 계속 축적할 것이라
고 밝혔다.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의 스프레드는 117%로 확대돼 암시장에서 비용
을 지불하면서 공식환율로 급여를 받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고용주들이 인플레이션에 뒤지지 않는 임금을 내놓기 어려워
일손을 멈추는 일이 흔한데, 정부는 내년에 29%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oilseed workers start open-ended wage strike at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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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s(아르헨티나 오일시드 노동자, 일부 항구에서 무제한 임금 파업 시작)’, ｢KREI 해외곡물시장
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14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
g/view/wr_id/5542/page/1)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authorities step in to en
d soy workers strike(아르헨티나 당국, 대두 노동자 파업 종식)’,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
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15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
wr_id/5544/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브라질]
1. (2020년 10월 16일) 옥수수와 대두의 높은 가격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브라질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두 작물에 대한
관세 철폐 논의
브라질 정부는 금요일 메르코수르 무역 블록 밖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이 전했다. 익명성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경제부
내 기술기구인 Gecex 회의에서 이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면제의 가능성은 브라질에서 두 곡물 모두 기록적인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브라질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
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부는 금요일에 Gecex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그 외에는 언급을 피했다. 브라질 농업부도 언급을 피했다.
브라질 경제부는 9월 초 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으로 낮추기로 결
정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포함된 메르코수르 외부에서 수입되는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부과금은 현재 8%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to discuss eliminating tariffs on corn and soy, source says
(브라질,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관세 철폐 논의)’,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16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47/pag
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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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럽
[EU]
1. (2020년 7월 27일)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
2020년 7월 3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EU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
국발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 경제는 긴 침체에 빠졌지만, 2020년 초기에 EU의
농식품 무역은 안정세를 보였다. EU의 전체 교역액은 2019년 동기대비 4.7% 증가
한 786억 유로로 나타났다.
[전체수출]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468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수출 증가)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며, 아
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촉진되어 전년 대비 11억3,600만
유로 증가함.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러시아, 미국 순으로 수출이 증가하
였다.
(국가별 수출 감소)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 1월 브렉시트 단행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700만 유로 감소하
였다. 이외에 홍콩, 레바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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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318억
유로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 증가)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이다.
전년 대비 100% 넘는 3억 6,600만 유로가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 코
트디부아르, 터키, 말레이시아 순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국가별 수입 감소) 수출과 마찬가지로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
가는 영국이며, 특히 주류, 제과, 곡물류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외에 우크
라이나, 미국, 호주, 인도 순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0.
2020.07.27일자
- 원문출처: EU 집행위원회,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
ARY-MARCH 2020”, 2020.7.3.일자(https://ec.europa.eu/info/news)

2. (2020년 8월 7일) EU⋅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 8월 발효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이 약 8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8월 발효되
었다. 유럽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EU가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으로 관세 삭감, SPS조치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 해결, 지
리적 표시(GI) 보호, 정부 조달⋅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 포함됐다.
필 호건 무역 담당 위원은 “베트남은 양국 간 무역협정 하에서 EU와 무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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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7개국 중 일원이 된다. 이번 협정은 EU와 활력에 찬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경
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위기 이후
부흥에 이바지할 만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타결에 이르기까지 무역
협상으로 베트남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해 개선되는 것으로, 무역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
다.
농축산물에 관련된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감축
EVFTA에서는 EU에서 베트남에 대한 모든 수출 품목의 65%의 관세는 발효 즉
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 최종적으로는 모든 수출
품목의 관세 99%가 철폐된다.
이번 발효에 따른 철폐하는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율과 철폐까지 기간은 <표 4>
과 같다.
<표 4> 베트남의 주요 농축산물 관세율과 철폐 시기
품목

발효 전

발효 후

철폐시기

하드계 치즈(팔미지아노⋅렛자노, 콘테 등)

10%

4년차

유제품(분유, 크림, 버터, 브루 및 후레쉬 치즈

15% 이하

6년차

닭고기

40% 이하

11년차

냉동돼지고기 및 햄(티로라⋅쥬베크, 하부고 외)

25% 이하

10년차

냉동 돼지고기

15%

8년차

쇠고기 및 양고기

30% 이하

4년차

조정 식료품(베이비 푸드 포함)

40% 이하

빵 및 페스트리

40%

6년차

사과, 양배(洋梨), 포도, 복숭아, 감귤류

30% 이하

4년차

올리브 오일

20% 이하

4년차

밀

5%

4년차

맥아 및 전분

20% 이하

6-11년차

초콜릿 및 코코아조제품

30% 이하

6-8년차

자료: 유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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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GI) 보호
169개의 EU산 음식물의 지리적 표시가 보호된다. 이 중에는 팔마지아노⋅렛쟈
노와 페타와 같은 치즈와 티 롤러 슈벡(오스트리아의 베이컨)과 슈바르츠 베르타
당근(독일의 햄)등 식육 가공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협정에 의해 미래적으로
는 새로운 GI가 목록에 추가되는 것이다.

관세 할당
EU는 베트남에서 수입에 의해 EU의 생산자가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할당을 설정하게 되었다(표 5).
<표 5> 주요 품목의 관세할당 수량(발췌)
품목(대상 코드)

2020년 8월1일〜
12월 31일

2021년
이후(매년)

계란
(0408.11.80, 0408.19.81, 0408.19.89, 0408.91.80,
0408.99.80)

208

500

마늘(0703.20.00)

168

400

스위트콘(0710.40.00, 2001.90.30, 2005.80.00)

2,083

5,000

버섯(0711.51.00, 2001.90.50, 2003.10.20., 2003.10.30.)

146

350

타피오카 전분(1108.41.00)

12,500

30,000

설탕류(1701.13.10, 1701.13.90, 1701.14.10, 1701.91.00,
1701.99.10, 1701.99.90, 1702.30.50, 1702.90.50,
1702.90.71, 1702.90.75, 1702.90.79, 1702.90.95,
1806.10.30., 1806.10.90)

8,333

20,000

특수 당(1701.14.90)

167

400

가공전분(솔비톨 등)
(2905.43.00, 2905.44.11, 2905.44.19, 2905.44.91,
3505.10.10., 3505.10.90, 3824.60.19)

833

2,000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에서는 싱
가포르에 이어 2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2019년 교역액은 455억 유로(62조 2,222
억 원: 1유로=1,367.52원5))에 이른다. 또 EVFTA는 EU와 ASEAN회원국 사이에
서 체결한 무역협정으로는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이며, 일본, 한국과의 기존 협정
5) 1유로=1,367.52원(2020년 10월 6일 기준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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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EU의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고비가 되고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영국]
1. (2020년 9월 25일) 영양전문가, 식물성 식품 편취시 심각한 영양 불균형
경고
최근 유럽 등에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보다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의 영양전문가들이 식물성 식품 편취시 심각한 영
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2/3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으
며, 특히 비만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코로나19에 두 배 이상 취약한 것으
로 알려지면서, 식물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체 칼로리의
18%, 단백질의 37%를 공급하는 축산업이 토지사용량의 83%,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한다는 학술발표 등이 이어지면서, 식물성 식품 판매가 급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양전문가들은 이 같이 동물성 식품 섭취를 급격히 줄이거나 식단에서
동물성과 식물성의 조화로운 균형이 깨질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영양재단(BNF)의 Judy Buttriss 박사는 “철의 경우
25%, 요오드 60%, 아연과 비타민B2의 50% 이상을 육류, 유제품, 달걀, 생선 등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 영국의 10대들이 10년전에 비해 철
과 같은 주요 영양소 섭취가 크게 줄어 문제가 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성
식품을 급격히 줄일 경우 심각한 영양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물성과 식품성 단백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다. 뉴질랜드
AgResearch의 선임연구원인 Simson Loveday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에 들어있지 않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 식물성으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고 양자의 조화로운 섭취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영양전문가, 식물성 식품 편취시 심각한 영양 불균형 경고’, ｢글로벌 낙
농뉴스｣, 2020년 9월 25일자
- 원문출처: foodnavigator.com, 9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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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0월 16일) 英, 코로나19로 인한 우유 폐기 등에도 불구하고
사료 구매비용 크게 줄어 올해 낙농가 수익 회복 전망
올해 영국의 낙농가 수익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유 폐기 등에도 불구하고 사료
구매비용이 크게 줄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재무회계법인
올드밀과 농업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원유 생산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기준 낙농가의 두당 평균 수익이 233파운드 약(35만 원)로 전년도 141파운드
(약 21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해, 낙농가의 수익이 작년 하락 후 회복될 것으로 전
망했다.
이는 원유생산비 중 기계 관리비가 10% 오르는 등 현장 운영비는 증가했으나,
2019년 기상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사료비 지출이 두당 97파운드(약 14.5만 원)
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평균 원유가격은 리터당 31펜스(약 465원) 선을 유지했는데, 이는 우유 구매업
자들이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들에게 우유생산을 줄이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했고,
생산자들이 이에 굴복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편 생산성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수익성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는 리터당 평균 12펜스(약 180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하위 10%는 5.48
펜스(약 82원) 의 손실이 발생했다. 컨설팅 그룹 관계자는 상하위 낙농가의 수익
격차로 인해 연간 2.5%의 낙농가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
라면 하위 10% 생산자들이 경영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4-5년 안에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英, 올해 낙농가 수익 회복 전망’,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16
일자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10월 12일자

[독일]
1. (2020년 10월 5일)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 독일 농산업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 발표
EU 집행위원회 소속의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는 독일의 농산업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

63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다. 독일은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전 세계 3위 규모의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이
다. 2016년 기준, 독일 내에는 약 275,000개의 농업 기업이 있으며, 940,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정규노동자 중 외국인의 비중은 농업 및 관련 산
업에 약 24.2%, 임업에 17.3%, 축산에 33.0%, 그리고 조경 관리 종사자가 20.6%
로 나타났다.

독일 내 농업에 종사하는 계절 근로자는 평균 300,000명이며, 최근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 2016년 기준 약 286,300명의 계절 근로자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독일 계절 근로자의 대부분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이주해 왔으며, 이외에 크로
아티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남동부 유럽이 주요한 노동 공급 국가이다. 계절 근
로자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55%, 여성이 45%로 균형을 이루지만, 비계절 이민노
동자는 남성이 64%로 나타났다.
계절 근로자는 노동집약적인 아스파라거스 생산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타격을
입었다. 노동집약적인 생산이 필요한 아스파라거스는 2018년 기준, 23,400ha의
농지에서 133,000톤이 생산되었다. 2015년 계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도입
되자, 농가는 이전에는 시간당 4~5유로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7유로가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임금이 생산비의 절반을 구성하는 아스파라거스 농가는 최저임금 도입으로 인
하여 생산비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가들은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동시에,
계절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져, 아스파라거스 농가들은 타 국가에서의 인력 공급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및 보호가 미비한 부분들이 존재한
다.
(사회보장제도 적용 누락) 계절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에 70일 혹은 3달 이하로
근무하는 한계 고용(marginal employment) 형태로 고용이 되는데, 고용주는 이

640

특집 5 : 코로나 관련 정보 제5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5)

들을 고용할 때, 의무사회보장금을 면제받도록 보장받아, 임금 부담을 낮출 수 있
고 고용 인원도 증가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정책이지만,
고용된 계절 근로자들이 70일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의무사회보장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고용) 축산에서는 독일 외부의 하도급 업체가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근로
계약이 일반적이며, 2015년과 2017년에 축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보호 법안
이 발효되자, 축산 이주노동자들은 대량의 이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민자 고립 유도) 이민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민자
들의 여권을 빼앗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공정한 계약 방식) 구두계약을 진행하거나, 독일어로 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민자들에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서 사본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39 (2020.10.5.)
- 원문출처: EU 집행위원회, “Are Agri-Food workers only exploited in Souther Europe – Case
studies on migrant labour i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eden”(2020.9.16.)(https:/
/enrd.ec.europa.eu/)

[아일랜드]
1. (2020년 8월 28일) 총액 5000만유로의 비육우 생산자용 COVID-19지원
조치 채택
아일랜드 농업⋅식량⋅해양부는 8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받은 4만 2,000호의 비육우 생산
자용으로, ‘비육우 생산자 지불(Beef Finishers Payment(BFP)’로 총 5,000만 유
로(683억 7,600만 원)의 소득지원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는 육용우 부문이 놓인 가격 하락과 출하처의 수입 중단 등 어려움
으로 생산자 단체가 정부에 대한 긴급 지원 실시를 요청했다(아래 참조(2020년 4
월 21일 발 海外情報).
동 성의 Dara Calleary 장관은 이번 발표 때 COVID-19가 육용우 부문에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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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위기 및 농촌 경제에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도시 봉쇄(락다운)으로 외식산업
폐쇄에 의해, 특히 ‘비육 생산자들은 가격 하락과 출하 제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COVID-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동
시에 농촌 지역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를 할 예정으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로 하고, 대상 비
육우와 대상 생산자의 요건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대상 소의 주요 요건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2일까지 기간에 도축된 비육우⋅도축 시 8
개월 령 이상일 것

⋅대상 생산자가 도축 전 최저 30일 동안 소유하고 있을 것(이에 못 미치는 경
우 이전 소유자가 대상 생산자 30일 이상 갖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1호당 최대 100두까지

대상 생산자의 주요 요건
⋅대상 기간에 도축을 위해 출하한 것
⋅2020년 유럽 연합(EU)공동농업정책(CAP)의 기본 지불제도(BPS) 대상자
⋅아일랜드 정부 식량청(Bord Bia) 쇠고기, 양고기 품질보증계획 멤버 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이 멤버인 사람
또한 지급 단가는 1마리당 100유로(136,752원)을 예정하고 있지만, 지불액이
5,000만 유로의 예산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 범위에 들어가도록 단가를 감액하도
록 하고 있다.
또 이 조치는 유럽 위원회가 정하는 회원국의 잠정적인 보조 틀에 근거한 아일
랜드 국가 예산으로 실시되므로, 인가에 아일랜드 정부에서 유럽 위원회에 신청
중이다(아래 참조(令和2年4月8日発海外情報).

【参考】
⋅アイルランド生産者団体、肉用牛農家への緊急支援の即時実施を要請. 新型コ
ロナウイルスによる影響に対応(海外情報( 令和2年4月2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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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対応する農業⋅食品部門を引き続
き 支 援 ( 海 外 情 報 ( 令 和 2 年 4 月 8 日 発 ) ) ,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러시아]
1. (2020년 9월 29일) 러시아 농업부, 대규모 작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곡
물 수출 쿼터 메커니즘 여전히 유효 밝혀
러시아 농림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용된 자국
곡물 수출 쿼터 메커니즘이 올해 수확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월요일 밝혔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국내 물량 확보가 필요할
경우 2021년 1~6월로 곡물 수출 쿼터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부는 성명에
서 “수확 전망이 밝지만 곡물 수출에 대한 비관세 쿼터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관련
이 있으며, 농업부는 앞으로 개선해 이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부 장관 Oksana Lut은 월요일 러시아 곡물 최대 수출국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농업는 가능한 할당량에 대한 다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
았다. 러시아 곡물수출협회는 회의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현 마케팅 시즌에 곡물 쿼터가 제한되지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 정통한 두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정확한 쿼터제 도입은 아직 논
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1~6월 할당량은 곡물 2천만 톤이 될
수 있다. 농업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농업부는 러시아의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곡물 수출 가능 물량이
4,50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7월 1일부터 1,200만 톤을 수출했다. 세
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기록적인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곡물을
수확할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농민들은 이미 전체 면적의 88%에서 1억 1,280
만 톤의 곡물을 수확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s agri ministry: grain export quota mechanism relevant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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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e large crop‘,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9월 29일자(http://w
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19/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10월 8일) 러시아, COVID-19 절정이던 봄에 사용되던 곡물
수출 할당제 메커니즘 최근 다시 정부 의제로 떠올라. 곡물수출 전망치
상향조정, 1월~6월 수출 쿼터 축소
러시아가 1~6월 수출 쿼터 발표를 준비하면서 2020/21년 곡물 수출 가능 흑자
전망치를 500만 톤에서 5,0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세
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올해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가 상승과 루블화 약세로 인해 COVID-19 전염병이 절정에 이르
렀던 봄에 사용되던 곡물 수출 할당제 메커니즘이 최근 다시 정부 의제로 떠올랐
다. 부총리 Victoria Abramchenko는 러시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곡물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Abramchenko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020/21
년 마케팅 시즌에 5,0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업부
는 이전에 4,500만 톤의 수출을 예상했었다. 농업부는 수요일에 쿼터가 1월~6월
까지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무역업자들은 러시아가 7월 1일 이후 이미 1,400만 톤을 수출했기 때문에
2020/21년 수출 전망치가 높아지면 무역업자들에 대한 쿼터로부터의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잘 알고 있는 두 소식통은 9월 로이터통신과
의 인터뷰에서 “2020/21년 곡물 수출 예상량이 5,000만 톤으로 1월~6월까지
2,000만 톤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8월과 9월에는 러시아 밀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겨울의 출하량은 보통 더 낮지
만, 많은 것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 세계 가격, 환율에 달려있다. 유럽의 한 무역
업자는 “러시아 정부는 밀 수출에 대한 애정/혐오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전반적으
로 밀은 큰 수출 수입원이지만 국내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밀
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항구에 선박이 크게 줄지어 있어 수
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블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수출 판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컨설팅업체 Sovecon은 현재로선 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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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년 수출에 큰 제한 효과를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지난주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ups grain export forecast, Jan-June export quota looms(러
시아는 곡물 수출 전망치 상향 조정, 1월~6월 수출 쿼터 축소)’,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
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8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
/553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슬로바키아]
1. (2020년 9월 28일) 슬로바키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8월 말 기준 외
국인 노동자 수 2월보다 약 5,000명 감소한 7만 3,300여 명으로 집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8월 말 기준 슬로바키아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2월보다
약 5,000명 감소해 7만 3,3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슬로바키아에 거
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은 우크라이나인으로, 7
월보다 약 153명 감소해 2만 1,200여 명에 달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루마니아인(8,000명), 체코인(6,000명), 헝가
리인(5,000명) 등으로 주로 인근 동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
났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9]｣, 2020년 9월28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9.23.), Slvoak Specta
tor, The coronavirus crisis keeps reducing numbers of foreign workers (2020.9.21.)

[에스토니아]
1. (2020년 10월 19일)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에스토니아에
서 근로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체류 보장 요구, 정부는 더 엄격
하게 시행할 방침
에스토니아상공회의소(Eesti Kaubandus-tö ö stuskoda)가 단기로 국내에 체
류하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에스토니아에서의 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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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에
스토니아상공회의소는 이 방안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속해있는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노동자가 받는 국가 지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정부는 비EU 국민이 학업이나 노동을 이유로 에스토니아에
입국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에스토니아 내무부는 비EU 국민
이 비교적 자유롭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공공질서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특히 내무부는 비EU 국민의 국내 입국을 통제함으로써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농업⋅건설업 등 여러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
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
이 제한되면서 계절별 임시 노동자로서 여름에만 에스토니아에서 노동하던 우크라
이나인들의 발길이 끊김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1]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10.13.), (Err News,
Commerce chamber asks government to prolong foreign worker stay periods (202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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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세아니아
[호주]
1. (2020년 9월 22일) 호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
제조사 촉구,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에도
비난
호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에도 비난을 하는데 동조하는
조치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
를 잃으며 수입산 유제품이 급증했다. 그러나, 면역력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유
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되며 국내산 소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호주가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고, 미국과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안전법) 제정에 대해 비난하고 나서자, 중
국에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국심이 고취되며 수입산 유제품 소비가 급감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호주산 우유 수입량도 20% 이상 줄어들
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中, 애국소비 로 해외 유제품 입지 좁아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9월 22일자
- 원문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scmp.com), 9월 21일자

[뉴질랜드]
1. (2020년 9월 24일) 라보뱅크, 3/4분기 식품서비스 판매 증가 등 소비
회복세...코로나 19 등 불확실성 여전하여 뉴질랜드 원유가격 kg당 380
원선으로 상향전망
라보뱅크가 2020/21 시즌 뉴질랜드의 원유가격 전망을 올해보다 25원 오른
380원선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보뱅크는 최근 발표한 3/4분기 보고서에서 식품 서비스 부문의 판매
가 증가하는 등 유제품 소비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밝히고, 20/21 시즌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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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선 최근의 유제품 소비회복은 각국 정부 차원의 유제품 구매 재고관리 소비자
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책적인 측면이 큰 작용을 해,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지가 향
후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중국의 유제품 수입 수요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봤다. 지금까지 중국의
유제품 소비회복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으나, 국내 생산이 빠르게 늘고 있고 주
요 수입국과의 외교마찰로 당국의 재고전략 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주요 7대 수출지역의 원유생산은 4/4분기 1.3%, 내년 상반기 1.0%, 2/4
분기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뉴질랜드 원유가격 전망, kg당 380원선으로 상향-라보뱅크’, ｢글로벌낙
농뉴스｣ 2020년 9월 24일자
- 원문출처: nzherald.co.nz, 9월 22일

2. (2020년 10월 5일) 폰테라,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으로 석탄 대체, 2050
년까지 전 지역 공장 무배출 시스템화 추진
뉴질랜드 유업체 폰테라가 테아와무투 지역 유가공장의 연료를 석탄에서 친환
경 연료인 목재펠릿으로 대체했다. 연초 폰테라는 석탄 가스와 전기를 혼용해서
원유를 가공해 온 해당 공장의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데, 코로나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에너지 보전협회(EECA)와 목제팰릿업체인
Nature Flame과 협력해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젝트는 폰테라의 장기 전략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 업무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뉴질랜드 전역에서 가동 중인 모든 공장의 무배출 시스템화
(Zero-emission)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료 전환이 마무리되면 전국 석탄 사
용량이 약 10% 줄고, 탄소 배출량은 연간 8만 4천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폰테라,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으로 석탄 대체, 2050년까지 전 지역 공
장 무배출 시스템화 추진’, ｢글로벌낙농뉴스｣ 2020년 10월 5일자
- 원문출처: bioenergy-news.com,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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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중국]
1. (2020년 9월 22일) 中, 코로나19로 중국내 우유 소비량 증가 반면,‘애
국소비’로 해외 유제품 입지 좁아져. 올해 해외 제품 온라인 점유율
23%...전년대비 12% 감소
코로나19로 중국내 우유 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주요 수입국과의 관계 악화 등
으로 해외 유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조사업체인
차이나 스키니(China Skinny)의 유제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티몰(T-mall, 온라인몰)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에서 해외 브랜
드가 23%를 차지했으며 2016년 52%에서 2019년 35%까지 줄어들며 지속적인 감
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를 잃으
며 수입산 유제품이 급증했으나, 면역력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유제품의 안전
성이 강화되며 국내산 소비가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호주
가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고, 미국과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안
전법) 제정에 대해 비난하고 나서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국심이 고취되며 수입
산 유제품 소비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호주산 우유 수입량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업인 유로모니터는 중국이 판매량 기준 2022년 세계 최대
우유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 관계 악화로 해외 우
유 생산자들의 중국 진출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中, 애국소비 로 해외 유제품 입지 좁아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9월 22일자
- 원문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scmp.com), 9월 21일자

2. (2020년 10월 12일)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 라이브 커머스 인기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자 비대면으로 제품을
살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도시를 넘어 농촌까지 확산되어 약 9억 5,000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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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티즌 중 농촌 네티즌 수가 3억 명에 이르고, 2019년 기준 농촌 온라인 커머
스 매출액은 약 1조 7,000억 위안(약 292조 원)을 기록하였다. 이 중 농산물 매출
액은 3,976억 위안(약 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등 라이브 커머스가
농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진작방안의 일환으로 라이브 커머
스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25일 상무부는 <전염
병 방제기간 동안 농산물 생산⋅유통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공고(关于进一步做好
疫情防控期间农产品产销对接工作的通知)>를 발표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농산
물 유통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50

특집 5 : 코로나 관련 정보 제5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5)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4월 20일 중국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
오바오’에서 라이브 방송 중에 중국 산시성 자수이현 농촌 마을 타오바오 생방송
스튜디오를 찾아 현지 특산물 자수이 목이버섯을 홍보하면서 “전자상거래는 농촌
지역 빈곤 퇴치와 지역경제 도움이 돼 매우 유망하다”고 강조하고 “라이브 커머스
가 향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날 평소 1만 명 정도 되는 시청자가
시 주석의 깜짝 등장으로 2,200만 명가량이 동시 시청했고, 이날 하루 약 23톤에
달하는 목이버섯이 판매되어 평소 4개월 분량에 해당되는 320만 위안(약 5억
5,000만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시진핑 주석의 ‘좋아요’는 “사상
최강 다이훠”로 불리며 각 포털의 검색어 순위를 차지하는 등 핫토픽이 되어 인터
넷에서 열풍을 일으켰다.
중국 인민망신전자상거래연구원이 2020년 4월 24일 발표한 <중국 농촌 전자상
거래 물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농촌 건설, 전자상거래 농촌 보급 종합
시범 및 전자상거래 탈빈곤 등 사업의 심층 전개와 더불어 중국의 농촌 지역 전자
상거래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촌의 온라인 소매 성장
세가 계속되고 농촌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다시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의 수요
를 자극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농산품 브랜드화 도시진출(農貨上
行) 체계에서 지능화⋅시스템화⋅규모화 물류를 실현하기 위한 “신 인프라”의 대
표 주자로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 라이브 커머스 인기’,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40, 2020. 10. 12.
- 원문출처: 아주경제, “[라이브 커머스가 뜬다] ② 中도 라이브 커머스 급성장... 쇼핑 판도 바꿔”,202
0.6.2.
매일경제, “中 농촌에 전자상거래 보급 확산…탈빈곤 속도낸다”, 2020.6.25.
한국일보, “코로나19 이후 농가에 부는 라이브 커머스 바람”, 2020.7.29., 한국경제, “시진핑, 버섯
판매 방송에 '깜짝등장'…라이브 커머스 뭐길래 ”, 2020.9.12.
헤럴드경제, , “제주 라이브커머스 교육기관 한국 유튜브크리에이터교육센터, 톡딜 연계 라이브커머
스 방송 성료”, 2020.9.23.
이투데이, “ [중국은 지금] 중국 농촌도 라이브 커머스 전성시대!”, 2020.10.6.
KOTRA 해외시장뉴스, “코로나19 영향, 중국 라이브 커머스 열풍”, 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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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10월 24일) "中, 美농산물 25조9000억 구매"…무역합의 목표
71% 수준. 코로나 책임론 상황 하에서 이루어져 관심 높아
중국이 올해 미국산 농산물 230억 달러(약 25조9000억원) 어치를 수입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했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농무부
(USDA)와의 공동보고서를 게시하고,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담긴 57개
약속 중 최소 50개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은 특히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을 크게 확대했다며“올해 중국은
230억 달러(약 25조 9,000억 원) 이상의 농산물을 구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체 농산물 구매 목표액의 71%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USTR은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한 이후 중국은 미국 식품과 농산물의 수출을
방해하는 수많은 구조적 장벽을 해소해 왔다”며 “이같은 구조적인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농부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했다.
품목별로는 미국산 옥수수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인 870만 톤을 기록했다. 콩 판
매량은 2017년 대비 두 배가 늘었다. 수수의 경우 1~8월 중국에 6억 1,700만 달러
가 판매되며 2017년 동기 5억 6,1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육류 수출로는 돼지고기가 지난 5개월 동안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8월까지
쇠고기 판매량은 2017년 전체 수출액의 3배 이상이다. 농무부는 “그밖에 애완동물
사료, 건초, 땅콩, 완성 식품 등 농산물의 대중국 판매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소니 퍼듀 미 농무부 장관은 "농산물 시장에 더 공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더 높은 가격의 유지는 농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더 많은 매출로 이어졌
다"고 평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의 불공
정 무역관행에 맞서고, 미국 농업에 대한 시장 기회를 확대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8개월 전 협정이 발표된 이후 중국과의 농
업분야 무역 관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앞으로 몇 년간 우리 농
민과 목장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中, 美농산물 25조9000억 구매”…무역합의 목표 71% 수준’, 2020년 10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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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 (2020년 8월 24일)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재고 증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해제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대
로 음식점 영업 전면 재개가 늦어지면서, 소고기 및 쌀, 버터 등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정용 식재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용 및 가공용 식재 판
매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체 수요 침체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다.
[소고기] 2020년 7월 연휴 전까지는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2차 전파 우려로 인
한 외식 자제에 따라 외식용 소고기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외식 감소로 인
해 소고기 재고량이 전년을 웃돌고 있다.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국산 소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575톤이었다. 수
입 소고기를 포함한 전체 재고량은 15만 톤에 육박하여, 통계치가 있는 1990년 이
후 최대 수준이다.
[쌀] 전체 30%를 차지하는 식당 및 가공용 쌀의 수요 감소 장기화로 인해 재고
량이 예년 이상으로 늘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020년 6월 말 시점의 민간 재
고량은 201만 톤으로 4년 만에 200만 톤을 초과하였다. 도매상은 식당 및 가공용
쌀 수요 감소를 가정용 쌀 판매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지만, 음식점 경영 악화에 따
른 폐점으로 판매처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6월 식당 및 가공용 쌀 도매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하여, 5월 감소폭보다 회복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7월 이후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판매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버터] 일본의 J 밀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버터 재고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만 9천 톤에 이르며, 이는 음식점 및 특산물용 가공품 판매량이 저조
한 것에서 기인한다.
[탈지분유]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에서 탈지분유로 전환한 재고가 소진되지 않아,
2020년 8월 말 재고량은 8만 톤 이상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웃돌 전망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지표’,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34,
2020.8.24.
- 원문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自給率⋅食料自給力指標について”, 2020.8.5.(https:/
/www.maff.go.jp/) 및 일본농업신문, “食料自給38％ 微増 小麦増収’目標とは隔たり 19年度”, 2
020.8.6.(https://www.agrinews.co.jp/p515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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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0월 5일) 고령 인구 및 취업 현황 외
일본 총무성에서 2020년 9월 20일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인구) 및 고령자 취
업 현황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고령 인구]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는 3,617만 명이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7%로 인구와 비율 모두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남성은
1,573만 명(남성 인구 25.7%), 여성은 2,044만 명(여성 인구 31.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71만 명 많다. 세계 고령 인구비율의 평균은 9.3%이며, 일본의 고령 인
구비율은 28.7%로 세계 201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23.3%, 포르투갈 22.8%, 핀란드 22.6% 순이며, 한국은 15.8%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71년~1974년)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도 일본의 고령화율은 3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 현황] 고령 취업자 수는 2004년 이후 16년 연속 증가해 왔고, 2019
년 기준 892만 명으로 역대 최대이며, 15세 이상 취업자 중 고령 취업자의 비율은
13.3%였다.
(산업별) ‘도매업, 소매업’이 12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농업, 임업’이
108만 명, ‘서비스업(기타)’이 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고령 취업자 비율은

‘농업, 임업’이 52.2%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 물품임대업’26.4%, ‘서비스업(기
타)’ 22.6% 순이었다.
(고용 형태) 임원 12.2%, 자영업⋅가족종업원 30.9%, 임원을 제외한 취업자
56.9%이다. 임원을 제외한 취업자의 77.3%는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으로 근무
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편리한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남성 30.9%, 여성 38.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령 취업자 수가 2020년 4월까지 감
소하였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지유지직불금 대상 면적 감소]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농지 및 농로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다원적
기능 지불금 중, 기초적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유지직불금의 대상 면적이
2014년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다. 농지 및 농로 보전활동을 지원하
는 다원적 기능 지불금은 농가 등이 만든 활동 조직이 수로 관리 등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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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단가는 홋카이도를 제외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은 단위면적(10a)당 논
3,000엔, 밭 2,000엔이며, 홋카이도는 논 2,300엔, 밭 1,000엔이다.
농지유지 직불금 대상 면적은 2014년 196만ha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229만ha, 활동 조직은 2014년 2만 4,885개소에서 2018년 2만8,348개소로 증가
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따라 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대상 면적은 227만ha로 전년 대비 1만 8,495ha가 감소하였으
며, 활동 조직 또한 1,730개소가 감소하였다. 이는 인력 부족 및 직불금 신청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성은 인력 부족에 따른 활동 조직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 이외의
인력 및 여성을 조직에 유입한 경우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
고 있다. 또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농림수산성 ‘공통 신청 서비
스’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
다.
한편, 활동 조직 중 농지면적이 200ha 이상인 광역활동조직은 899개소에서
947개소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5% 증가하였다.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
조직이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활동조직은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행정작
업이 집약되는 장점이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39 (2020.10.5.)
- 원문출처: 일본 총무성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高齢者-｢敬老の日｣にちなんで-”(2020.9.20.), 일본
농업신문, “農地維持支払 初の減少 農水省”(2020.9.23.),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多面的機能支払交
付金実施状況”(2020.8.)(https://www.stat.go.jp/data/topics/topi1260.html, https://www.a
grinews.co.jp/p51965.html, https://www.maff.go.jp/j/nousin/kanri/r1jissi.html)

3. (2020년 10월 19일) 일본 수입(収入)보험 코로나19 특례 제정, 식품 손실
대응 추진
일본 농림수산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보험 제도 특례를 제정하였다. 수입보험은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보험기간(1년) 중 농업인(개인⋅법인)의 농산물 판매
수익이 기준수익의 90%를 밑돌 때 그 금액의 90%를 상한으로 보상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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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평균 수익을 기준수익으로 하며, 2021년 기준수익은 2016년도~2020년
도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2021년에 수입보험을 이용하는 농가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게 된
다.
농림수산성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1년도 수입보험 기준
수익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수입보험 코로나19 특례를 제정하
였다. 개인은 2020년도의 수입, 법인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의 수입 중 코로
나19에 의한 피해가 더 큰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정 가능하다.

식품손실(food loss) 대응 추진
일본 소비자청은 2020년 6월 9일 소비자백서를 발표하였으며, 2장에서 지속 가
능한 사회를 위한 식품손실 감소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일본 국내 식품폐기물량은
2,550만 톤에 달하며, 이 중에서 섭취 가능함에도 버려지는 식품손실량은 612만
톤이다(2017년도 추계). 원천별로 보면, 식품제조업 1,411만 톤, 식품도매업 12만
톤, 식품소매업 123만 톤, 외식사업 206만 톤, 일반가정 783만 톤이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식품손실이 발생하며, 식품손실은
소비자의 의식⋅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품손실을 단계별로 분석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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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 개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
인 대응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식품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수입(収入)보험 코로나19 특례 외’, ｢주간농
업농촌식품동향｣Vol. 41, 2020.10.19.
-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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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
ps://www.maff.go.jp/, 일본 소비자청 “令和2年版消費者白書概要”(2020.6.9.)(https://www.ca
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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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10월 26일) 일본, 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으로 일
본 농촌 현황에 변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2020.3.31. 발표)의 농촌정책

⋅토지 이용 방법 프로젝트 추진 검토를 위해 새로운 농촌정책 검토회(이하 검토
회)를 신설하였으며, 2020년 10월 13일 5차 검토회에서는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
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과 농촌 소득과 고용기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구감소 사회>
[일본 인구] 일본 총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쿄권에 쏠려 있
다. 2050년에는 약 절반의 지역에서 인구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고령화⋅인구감소) 농산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도시지역보다 빠르게 진
행되고 있으며, 산간지역일수록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가구 수가
9가구 이하인 마을의 비율이 증가하고, 농촌 마을에 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
다.
(인구감소 영향) 인구감소로 인해 과소지역에서는 빈집증가, 경작 포기지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귀농⋅귀촌 증가>
[귀농⋅귀촌 증가] 최근 3대 도시권(도쿄 권, 오사카 권, 나고야 권)서 전입하는
인구가 전출 인구를 상회하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귀농

⋅귀촌 동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지방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40대의 젊은 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 거
주민의 약 40%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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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이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
의 젊은 층에서 농업 연계되는 것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두 지역 거주(듀얼라이프)] 농촌 이주에 관한 관심뿐만이 아닌, 도시와 지방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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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거주하는 듀얼라이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에서는 불가
능한 나 자신을 위한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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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상생활권, 통근 등에 의한 관계인구로 집계되었다.
[농촌 이주조건] 농촌 이주 중점 요건으로는 ‘생활이 유지 가능한 수입’으로 응답
한 비율이 약 28.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소비⋅지출 비교) 도시와 소도시(인구 5만 명 미만)⋅농촌의 1세대당 월간 평균
소비⋅지출을 비교하면 소도시⋅농촌은 대도시의 90%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소도시⋅농촌은 광열⋅수도, 교통⋅통신비는 대도시를 상회하였으며, 그 외에는
대도시를 하회하였다.

<코로나19 영향>
[업종⋅고용형태⋅지역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행률은 업종, 고용형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업종 중 30%가 재택근무를 경험하였고, 재택근
무 경험 비율은 교육⋅학습지원 50.7%, 금융⋅보험⋅부동산 47.5%, 도매업
45.5% 순으로 높았으며, 농림어업은 17.7% 수준에 머물렀다.
[재택근무 지속 의향]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2020년 5월 조사에서는 62.7%, 7월 조사에서는 75.6%가 희망한다고 응답
하여,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근무 관련 의식변화] 재택근무경험자는 미경험자 대비 삶과 업무의 균형 중
에서 삶의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직업
선택⋅부업 등에 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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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도시에서 일하는 것에 리스크를 느낌’, ‘재택 근
무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가능’ 등이 있었다.
[도시권 사무실 수요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도쿄

65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중심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사무실 크기를 축소해 가는 경향
을 보였다.
[워케이션(Worc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이며, 휴가지에서
의 업무를 인정하는 근무 형태로 일본에서 점차 도입되고 있다. 워커이션 도입에
관심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경영자의 과반수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며, 재택근
무를 이용 중인 회사원의 60% 이상이 긍정적인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형 농촌관광(농림수산성), 산림 서비스
(산림청), 국립공원(환경성) 등을 활용한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근무방식] JA(일본농협)의 연계를 통해 민간기업이 JA조
합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는 노동력 지원체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 농
업에 관심이 있는 자, 사회적약자 등을 고용하여 농작업 팀을 꾸려 JA를 통해 노
동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위탁받은 농작업을 진행하는 구조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현장은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등과 연계하여 타 업종의 노동력을 농업계로 유입하여,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야의 노
동력 흡수를 통해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업과 다양한 일을 함께하는 삶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020년 7월 29~8월 24일, 농업을 포함한 타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시행(응답 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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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워크※에 관련하여 개선 및 도전하고자 하는 것
※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복수의 일을 종사하는 근로방식
• 효율화, 사업확대, 6차 산업화
④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를 함에 있어 새로운 개선 및 도전 시 장애 요소와 원
하는 환경
• (장애 요소) 인정농업인이 아니면 강습 수강 불가, 농지 확보
• (희망 사항) 멀티워크에서 본격적인 농업으로 전환 모델, 농지 임차⋅매매 원활화
⑤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저변확대 및 지원을 위해 필요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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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진입장벽 낮추기, 신규 농업인 기술지도, 신규 농업인 지도처 지원 등
⑥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 애칭
• 프리스타일애그리, 플러스원농업, 농마루워크, 농 and fan, 멀티농민, 멀티애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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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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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
9 영향) 제고’,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2. 2020.10.26일자
-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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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aff.go.jp/j/study/nouson_kentokai/farm-village_mee
t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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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1. (2020년 9월 21일) 캄보디아, 2021년도 최저임금을 월 192달러(한화 약
22만 8,000원)로 결정
캄보디아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월 192달러(한화 약 22만 8,000원)로 결정했
다. 캄보디아는 최근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직업훈련부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와 사측 대표, 그리고 노동자 대
표가 모여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긴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190달러(한화 약 22만 5,500원)에서 2달러(한화 약 2,500원) 인상한 192달러로
확정되었다.
사측 대표와 노동자 대표는 최저임금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먼저 노동자 대표는 190달러에서 12달러 인상한 202달러(한화 약
23만 9,800원)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곳이 많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달러 낮춘 173달러(한화 약
20만 5,400원)로 할 것을 주장했다.
사측과 노동자 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임금 협상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020년과 동일한 190달러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 동결안을 보고받은 캄보디
아 총리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2달러 인상한 192달러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고,
이것이 그대로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다.
사측과 노동자측 모두 만족하지는 않으나 수용하는 모습이다. 먼저 사측은 최저
임금이 2달러 인상된 것이 현재 캄보디아 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상폭이 크지 않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 2달러 인상폭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도 있다면서, 최종 결정안에 대한 반발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노동자 측도 2달러 인상한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
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사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이
오랜 기간 중지된 것을 목격했으며,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임금협상을 마치고 일
자리에 복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8]｣, 2020년 9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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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9.14.), (Khmer Times,
Phnom Penh Post, Ecotextile News 등, 2020.9.10.)

2. (2020년 10월 23일) 캄보디아에 다수의 외국 농업 기업이 진출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일자리 창출 기대
캄보디아에 다수의 외국 농업 기업이 진출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생산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타코 그룹(Thaco Group), 황안지아라이 그룹
(Hoang Anh Gia Lai Group), 타디 컴퍼니(THADI company) 등 베트남 계 농업
기업 3개가 합작하여 캄보디아에 진출하였다.
합작 기업의 농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기간에도 작업을 지속하면서
노동자에게 월 250~350달러(한화 약 28만 3,800~39만 7,300원)의 월 임금을 정
기적으로 지급했다. 그 결과 합작 기업 농장 프로젝트에 고용된 캄보디아 주민도
코로나 19 기간 동안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작기업은 현재 1만 3,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고용했으며, 그중 1,000명은 농업
전문가와 컨설턴트 등 전문 인력이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 정책에 맞추어 새로운 농업 프로
젝트를 시작했으며, 2020년이 지나기 전에 캄보디아 내에서만 총 8,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합작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형 농업 프로젝트를 농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
다면서, 캄보디아 정부에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2]｣, 2020년 10월 26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10.23.), (Khmer Times,
Viet Explorer, Vietnam Plu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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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1. (2020년 9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방글라
데시 낙농업 지원 위해 방글라데시의 프란유업에 1,000만 달러 규모 대
출 계약 체결
9월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코로나19 위기상
황 속에서 방글라데시의 낙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의 3대 유제품 제조업
체 중 하나인 프란유업(PDL, Pran Dairy Limited)에 1,000만 달러(한화 약 118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대출로 프란유업이
기존 공급 체인망에 포함되어 있던 1만 2,000명의 소규모 낙농주들을 포함해 추가
로 1,200명의 낙농주들에게 원유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민간 부분 운영부의 투슈나 도라(Tushna Dora)는 최근 코로나
19 위기가 방글라데시의 농업 관련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언급하였
다. 투슈나 도라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
유와 같은 필수 식품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지원이 공급망의 혼란을 해결하고 방글라데시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농업 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연간 990만 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전체 우유 수요의 70%에 해당한다. 또한 방글라데시에는 약 30만 개의 낙농장이
있으며, 약 1,020만 명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9]｣, 2020년 9월28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9.23.), Daily Observer,
The Financial Express 등 (2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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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1. (2020년 9월 28일) 부탄 수출협회, 민간 수출업자의 수출 위해 표준 운
영 절차에 따라 카다멈 등 농산물 수출 재개 예정
9월 17일 부탄 수출협회(BEA, Bhutan Exporters Association)는 민간 수출업
자의 수출을 위해 표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에 따라
카다멈(cardamom)6) 등 농산물 수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최근 부탄 농업부가 마
련한 표준 운영 절차는 카다멈, 사과, 오렌지, 생강 및 야채 수출에 적용될 것이
다. 이에 따라 부탄 수출협회는 올해 약 100톤의 카다멈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탄 당국이 발행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환적 지역을 드나드는 차량은 엄격
히 모니터링될 예정이다. 또한 수입 및 수출업자들은 물품 통관 하루 전까지 세관
에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탄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국가봉쇄령을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부탄의 농산물 수출이 영향을 받아 온 바 있
다. 부탄 농업부는 국가봉쇄에 의한 농민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과를 비
롯해 카다멈, 감귤 등의 상업용 작물을 사들이고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돌지 체링(Dorji Tshering) 부탄 수출협회 회장 국가봉쇄가 완화될 경우 파사카
(Pasakha) 국경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사과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9]｣, 2020년 9월28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9.18.), Kuensel, Agri
culture products export to resume from tomorrow(2020.9.16.))

6) 생강과에 속하는 향료 식물로 인도 말라바르 연안이 원산지다. 열매껍질 속에 있는 씨앗을 말려서
향신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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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 (2020년 10월 13일) 비나밀크, 코로나19로 베트남 지역에서 31만 8천명
근로자 학교급식 지속 위해 정부 등과 학교우유 가격 조정 위해 협의
중
베트남 최대 유가공기업인 비나밀크(Vinamilk)가 지난 9월 30일 세계 학교우유
의 날을 맞아 자사의 학교우유 프로그램 운영 14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비나밀크는 2007년 바리어붕 따우((Ba Ria-Vung Tau)에서 베트남 기업 최초로
학교우유 프로그램을 시작해 2016년 베트남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사업을 전국
으로 확대했다. 현재 23개 지역에서 33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우유를 공급하
고 있다.
비나밀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매년 학교우유 급식률이 기대치를 초과하
는 좋은 성과를 거둬 왔다. 특히 하노이 지역은 급식 시작 2년 만에 3-10세 어린
이의 91%인 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급식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바리어붕 따우와 박닌 지역의 경우는 급식률이 각각 100%와 99.3%에 달하고 있
다.
학교우유 프로그램은 지난 수년간 베트남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닌 지역 어린이들의 발달 저하률은
2013년 26.9%에서 2020년 23.6로 줄었고, 바리어붕 따우 지역의 영양실조율은
2007년 28.4에서 올해 18.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나밀크는 올해 코로나19로 베트남 지역에서 31만 8천명의 근로자가 학
교급식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에 따라, 정부, 주정부 등과 학교우유 가격
을 조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비나밀크, 14년간 베트남 학교우유급식 활성화에 큰 역할’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0월 13일자
- 원문출처: acrofan.com,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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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1. (2020년 10월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메디나 지역 관개 농지 개선 위한 수자원 처리 프로젝트 착수
발표
9월 1일 파이잘 빈 살만(Faisal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Madinah)
주지사가 메디나 지역의 관개 농지 개선을 위한 수자원 처리 프로젝트가 착수되었
음을 발표하였다. 사우디 관개청(Saudi Irrigation Organization)은 수자원 최신
식 관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총 4단계로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는 첫 단계에서는 메디나 지역 내 농장 300여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단계에서는 메디나 북부의 대추야자 농장 지역과 자연
보호 지역, 3단계와 4단계에서는 메디나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역 내 지하수
수자원 보호 및 현지 농민 지원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메디나 이외에도 홍해 연안 지역에서 바닷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9월 7일 사우디 농림수자원환경부는 수경 농업 전문기업
인

국가수경농업그룹(National

Aquaculture

Group),

샤르크

수경농장

(Aquaculture Sharq Farms)과 홍해 바닷물을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첨단 기술 도입과 설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재생 가능한 수자원과 경작에 적합한 토지가 극히 부족하여 국내 식량 필요량
중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사우디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 식량 공급망 교
란은 식량 안보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에 사우디는 수자원 개발과 관개 프
로젝트를 통한 국내 농업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식량 수입 경로 다변화를 통해 안
정적으로 필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울러 사우디농축산투자회사(SALIC)과 사우디국영해운공사(National Shipping
Company of Saudi Arabia)가 합작하여 지난 8월 24일 사우디곡물회사(National
Grain Company)를 설립하였다. 사우디곡물회사는 안정적인 식량 수입과 관리를
위해 얀부(Yanbu) 항구에 2022년까지 연 3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곡물 관리
터미널을 건설하고, 2023년에는 처리량을 50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0]｣, 2020년 10월 12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9.17.), Successful
Farming 등(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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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1. (2020년 10월 19일) 카자흐스탄,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르케스탄(Turkestan) 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이 목화
수확하는 현장 목격
카자흐스탄 투르케스탄(Turkestan)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이 목화 농장에 투
입되어 수확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었다. 카자흐스탄 노동법에 따르면 만 14세부
터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지만,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 노동자 수급이 어려
워짐에 따른 결과이다. 카자흐스탄 목화 농부들은 그동안 해외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 목화를 수확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때문에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0~15세 청소년 노동자는 하루에 약 30kg의 목화를 수확하며, 최대 2달러가량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자흐스탄 남부의 목화 농부들은 불가피하게 청소년들을 동원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의 교사들은 수년 전부터 청소년이 목
화 수확에 동원되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카자흐스탄 지방에서 온라인 수업이 제대
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지방과 농촌 가정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추수에 자녀를 동반하고 있다고 해명
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2]｣, 2020년 10월 26일자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10.19), (Eurasianet,
Radio Azattyq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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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2020년 9월 21일) 나이지리아 경제정상그룹, 코로나19로 인해 영내 식
량난이 가속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 경고
나이지리아 경제정상그룹(Nigeria Economic Summit Group)이 코로나19로 인
해 영내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였
다. 라오예 야이옐로아(Laoye Jaiyeola) 나이지리아 경제정상그룹 CEO는 코로나
19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야이옐로아 CEO는 국내 농산업이 불과 1.6% 성장
한 점과 많은 인구를 고려하면 나이지리아는 식량난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야이옐로아 CEO는 현재 농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브로드밴드와 핀테
크를 이용한 성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타이워 오예델레
(Taiwo Oyedele)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조세 담당관은 전문 회계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2/4분기 나이지리아의 GDP는 전년 동기보다 약 6.10% 감소하였다. 이
로써 나이지리아의 GDP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섰다. 나
이지리아 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의 경우, 전년보다 6.63%
쇠퇴하였다. 반면 금융업, 보험업, IT, 농업 등 일부 비석유 산업의 실적이 두드러
졌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8]｣, 2020년 9월21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9.15.)(Nairametrics,
Punch Nigeria 등, 2020.8.24.)

2. (2020년 10월 12일) 나이지리아 정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
수입 통제 강화
나이지리아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 수입 통제를 강화하였다. 9
월 10일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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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에 지시한 식량과 비료 수입 대금에 필요한 외화 결제 중단 명령을 재확
인하였다. 부하리 대통령은 식량과 비료 수입을 위해 외화를 지출할 수 없다는 원
칙을 재확인하며, 식량과 비료 국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한편, 식량 수
입 대금으로 외화를 지출하는 민간기업이 나이지리아 국내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
고 비판하였다.
또한 부하리 대통령은 국내 민간기업에 식량 수입 대금 지출이 아닌 국내 농업
발전과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함마드 사보 나노노(Mohammed Sabo Nanono) 나이지리아 농업개발부 장관
역시 니제르(Niger), 타라바(Taraba), 지가와(Jigawa), 켑비(Kebbi) 네 개 주에서
나이지리아 전 국민의 식량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양의 쌀을 생산한다고 지적하며
식량을 수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나이지리아중앙은행은 쌀, 닭
고기, 달걀, 카사바, 옥수수 등 주요 식량을 포함한 43개 품목 수입에 대한 외화
지급을 제한해왔으며, 지난 2019년 4월 부하리 대통령은 중앙은행에 식량 수입업
자에 대한 외화 지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내 농업 생산량 증가를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농업 인프라 개선, 사료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30일 나노노 장관은
국내 소규모 농가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6,000억 나이라(한화 약
1조 8,485억 원) 규모의 농업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식량 가격 폭등 문제에 직면하
였는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가 국내 식량 운
송망을 교란하면서 나이지리아 식량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나이지리아통계청에
따르면, 식품 가격 상승률은 5월과 6월 각각 15.04%와 15.18%를 기록했으며,
2020년 1월 2만 6,500나이라(한화 약 8만 1,646원)였던 쌀 50kg 가격이 2020년
7월 3만 4,000나이라(한화 약 10만 4,753원)까지 상승하였다.
부하리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경제 침체 속에서 식량 가격이 폭등하
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강조하며, 폭리를 추구하
는 일부 상인의 이기적 행동이 식량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비난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0]｣, 2020년 10월 12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9.18.)(The Guardian,
Forget border reopening for now, eat what we produce, Buhari tells Nigerians 등 (2020.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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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글로벌
1. (2020년 8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비건 소비 트렌드로 부상
[비건 개념] 비건이란 개념은 1944년7) 영국의 도널드 왓슨에 의해 소개되었으
며, ‘vegetarian’ 철자의 ‘veg’와 ‘an’을 결합해 만들어져, 처음에는 ‘유제품도 먹
지 않는 채식주의’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동물성 제품의 섭취 및 재료 사
용도 허용하지 않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식물성 식품만을 섭취하는 식습관 또는 생활양식을 일컬어 흔히 ‘채식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채식주의 유형은 섭취가 허용되는 식재료에 따라 크게 플
렉시테리언(경우에 따라 육류 허용), 페스코(생선 허용), 폴로(가금류 허용), 락토
-오보(달걀과 유제품 허용), 오보(달걀 허용), 락토(유제품 허용), 그리고 가장 엄
격한 수준의 채식주의인 ‘비건(vegan)’으로 분류된다.
[비건 소비 트렌드로 부상] 최근 들어 식품을 넘어 패션, 화장품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비건(Began) 바람은 올해의 강력한 트렌드이자 ‘핫’ 소비 트렌드로 부
상하고 있다. 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등 거대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시대의 비건이란 개인은 물론 동물과 자연 및 생
태계 등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중 의식이라고 말하기
도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비건(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하는 극단적인 채식주의)
트렌트는 기존 축산품을 대체하는 식품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체식품 수요 증가]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이후 건
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체식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식품을 구할 수 없거나 먹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성분과 영양이 비슷해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뜻하며, 최근에는

‘소비자 개개인의 건강과 신념 등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대체된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건 인구] 전체 인구의 30~40%가 채식주의자로 추정되는 인도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 채식주의자 수는 약 1억 8,0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완전 채식을
지향하는 비건은 5,400만 명 수준이다. 2020년 8월 18일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7) 1944년 비영리단체 영국 비건협회 초창기에 비건식이 규정되면서 나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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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2019년 150만 명으로, 10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2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건 시장규모] 전 세계 비건 식품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27억 달러에서
2019~2025년에는 연평균 9.6%의 성장률과 함께 약 24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현재는 비건을 중심으로 대체 식품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내 식물성 식품 소매판매액은 4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 성장했고, 2026년에는 전 세계 비건 식품시장 규모가
243억 달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하기도 한다.
웰빙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식품업계에서도 비건이 이제는
까다로운 소수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 급부상 중이며, 채식주의자가 아니지만,
건강과 윤리적인 이유로 순식물성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비건 식품 다양화 추세] 최근 업체들이 비건 제품의 맛을 끌어올리면서 비건은

‘건강을 위해 맛없는 것을 참고 먹는다’는 고정관념도 깨고 비건을 위한 식품이 라
면은 물론, 만두, 아이스크림, 볶음밥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식물성 육류 제품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미국의 비욘드 미트(Beyond Meat)는
완두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효모 섬유질 등과 배양하여 실
제 고기의 맛, 형태, 육즙까지 재현한 대체육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세
계적으로 동물복지, 환경보호 및 건강⋅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
열풍과 함께 비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기업들은 이러한 고객 수요에 부
응해 식물성 계란8), 유제품, 라면 등 각종 비건 제품과 육류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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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하고 있다. 여기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베이커리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
의 호응도 높다. 이는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비거니즘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건인증 획득⋅상품출시 잇따라] 유통업계는 빠르게 채식 인구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 중이며, 비건 식품은 물론 ‘좁은 문’으로 통하는 비건 인증을 받은
상품도 속속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비건 제품은 동물성 원료 및 동물유래 원료를
포함하지 않으며 동물실험을 배제하는데, 이러한 비건 제품은 검증 과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승인을 통한 인증마크가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는 비건 제품을 쉽게 알
아볼 수 있는 반면, 비건 인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비건 인증마크 대신 ‘비건이 섭
취하기 적합한’ 혹은 ‘식물성 기반’ 문구를 표시하기도 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이 증가하면서 젖소에서 얻는 전통적인 우유
의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견과류, 씨앗 등 식물성 기반의 음료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2018년 미국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0
년 대비 25.9% 감소했지만 식물성 우유 제품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의 유제품 대체 시장도 2025년까지 22억 2,000만 달러로 연평균 7.2% 이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육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대체 육류가 대안으로 떠오
르고, 이후에도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채식 선호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
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식물성 식사가 권장됨에 따라 비건을 포
함한 채식 문화는 트렌드를 넘어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지표’,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34,
2020.8.24.
- 원문출처: 농수축산신문, “[대체축산식품 시장을 조망하다] ① 대체육 시장 현황과 국내 사례”, 2020.
8.4.일자, 농민신문, “코로나19로 김치 수출 ‘날개’” 2020.8.5.일자, 전자신문, “[모션그래픽]채식주
의 끝판왕 ‘비건’...세계 트렌드 자리매김” 2020.8.13일자, NEWSIS, “[대체식품 전성시대]가치소비
중시...건강한 먹거리 뜬다” 2020.8.17.일자, 경향신문, “[친절한 식품 이야기]코로나9와 기후변화 넘
는 ‘한국형 비건’” 2020.8.17.일자, 글로벌이코노믹, “‘비건’ 인구 잡아라…유통업계는 채식 열풍” 20
8) 식물성 계란(소이콩, 병아리콩 등 식물성 재료를 통해 계란과 비슷한 맛이나 효과를 내는 식물성 계
란 식품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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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9.일자, 서울경제, “150만 비건 입맛 잡아라”…채식 차리는 식품업계” 2020.8.20일자

2. (2020년 9월 22일) 주요 곡물 선물가격,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발
생 증가에 대한 우려로 하락
밀 선물가격(▼3.5%)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3.5%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세
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봉쇄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이탈하
면서 2019년 8월 이후 가장 큰 일일 매도세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미 농무부는 주간 밀 수출 검사량이 46만 9,939톤으로 지난주의 69만 2,422톤
보다 감소했으나 이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월요일 오
후 미 농무부의 보고서를 앞두고 9월 20일 현재 미국 겨울 밀 작물의 22%가 파종
되었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옥수수 선물가격(▼2.3%)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3%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은 위험회피 거래일에 매수 포지션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락했다. 무역업자들
은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한 상품 매각을 촉발
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계절적 수확 압박도 옥수수 시장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분
석가들은 월요일 오후 미 농무부의 보고서를 앞두고 9월 20일 현재 미국산 옥수수
수확량의 11%가 수확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두 선물가격(▼2.0%)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0%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
은 투자 펀드가 광범위한 상품 매도의 일환으로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4월 1
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약세는 증가하는 세계적인 코로
나바이러스 사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대두박과 대두유 또한 원유시장의 약세로 압력이 가중되면서 급락했다. 무역업
자들은 투자자들이 최근의 가격 급등이 향후 몇 주 동안 중국인의 매수세 둔화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면서 일부 수출 호조 뉴스를 일축했다.
미 농무부는 주간 대두 수출 검사량을 131만 1천 톤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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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들이 중국에 13만 2천 톤, 파키스탄에 13만 2천 톤, 미지의 행선지에 17
만 1천 톤의 대두를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 2020년 9월 22일자(http:
//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506/page/1)
- 원문출처: 시카고선물거래소

3. (2020년 9월 28일) 코로나19처럼 식량위기도 갑자기 온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더 엔지니어가 필요 없습니다. 비행
기나 텔레비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세상은 농부가 필요합
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농부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전직 조종사 겸 엔지니어인
주인공 쿠퍼가 아들 대학 진학 문제로 만난 교장이 한 말이다. 영화는 모래폭풍과
병충해 등으로 감자와 밀이 멸종하고 옥수수조차 수확량이 감소. 인류가 식량 부
족으로 멸망할 위기를 맞은 2067년이 배경이다.
코로나19가 수개월째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후
유증이 몇 년 갈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충격 못지않게 식량위기가 현실
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농산물 이동과 유
통이 제한되면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사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
다. 코로나19 초기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은 국경 폐쇄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을 우
려, 곡물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당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식량위기를 경
고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18년 46.7%이지만 곡물 자급률은 23%에 그친다. 연
간 1600만t 이상을 외국에서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다. 2018년 기준 쌀
자급률은 97.3%이나 밀 1.2%, 옥수수 3.3%, 콩 25.4% 등은 자급률이 매우 낮다.
코로나19 초기에 일어난 마스크 대란을 기억할 것이다. 마스크가 부족해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었다. 약국을 전전하기 바빴고, 쇼핑몰 클릭 신공을 발휘해야 했
다. 결국 정부가 개입했고, 한동안 구매수량을 제한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배정받은 요일에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했다. 인공지능(AI)과 5G
시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마스크를 식량이란 단어로 바꿔 보자. 식량 대란은 마스크 대란과 비교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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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사가 될 것이다.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수급 탄력성이 없다. 농부가 구슬땀을
흘려야 하고, 자연이 선사하는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한다. 곡물이 익을 몇 개월의
시간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올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했다. 과학자
의 노파심으로 여겼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갑자기 등장해 일상을 멈추게 했다. 여
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있
는가. 식량위기도 돌연 인류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는 알려 줬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와도 관련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탐욕이 지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나온 괴물이다. 인류는 탄소에 의존한 과학기술과 공장식 농축
산업으로 풍요를 누리는 대신 지구의 자연환경을 망가뜨렸다. 자연 속에서 갈 곳
잃은 바이러스는 인류를 숙주로 삼았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감염병도 활성
화되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등등. 전문가들은 발생 주기도 빨라지고 더
센 ‘놈’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본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 집행위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는 우리가 얼
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인간 활동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
한지 보여 줬다”고 했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딜 핵심과제로 ‘농장에서 포크까지 전략’을 발표했다. 식량 시
스템을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처) 서울신문, ‘[세종로의 아침] 코로나19처럼 식량위기도 갑자기 온다’, 2020년 9월 28일자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8029005&wlog_tag3=naver)

4. (2020년 10월 6일) IDF,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세계학교우유의 날
기념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행사에서 세계 학교우유정보 허브 구축
계획 밝혀
IDF는 지난 9월 30일는 세계학교우유의 날을 맞아 개최된 자체 온라인 기념행
사에서 ‘세계 학교우유 정보허브’를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
인으로 운영될 이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 공급 사례와 데이터, 지속가능
한 식품체계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건강한 식단에서 우유와
유제품의 역할 등 학교우유와 관련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
다는 계획이다.
IDF 사무총장 캐롤라인 이몬드는 “2020년 세계 학교우유의 날을 맞아 낙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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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 세계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영양 공급 비전에 한발 더 다가서는 새로운
업무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IDF는 수개월 내에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올해 세계 학교우유의 날 기념행사에
서는 지난 3월 발간됐으나 런칭 행사가 지연된 바 있는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 운
영현황 블레틴 출간기념 행사와 함께 미국과 인도의 학교우유 프로그램이 성장기
영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등이 발표됐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 IDF, 세계 학교우유정보 허브 구축키로’,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6일자
- 원문출처: IDF 본부, 9월 30일자

5. (2020년 10월 7일) '곡물자급률' 역대 최악... 결국 해답은'-[식량주권]
곡물값 폭등 이후 10년, 새로운 식량안보 위협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경고이
며, 생태적인 방식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
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경고이
며, 생태적인 방식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
다. 2007~2008년의 세계 식량위기 이후 약 10여 년 만에 다시 식량위기가 국제사
회에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으로 국제적인 물
류 체계가 마비되고 자국의 식량위기 등을 우려한 일부 국가들이 선제적인 수출금
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요 국제기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식량위기 때 각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곤욕을 치렀던 세계무역기구(WTO)와 유
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지난 3월 31일, 사무총장 공
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골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먹거리 공급
에 미칠 영향 혹은 국제 무역 및 먹거리 보장(식량안보)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 대응의 핵심은 자국민만을 위한 수출제한 등
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9)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세 기구 사무총장의 공동성
9) QU Dongyu, Tedros Adhanom Ghebreyesus and Roberto Azevedo(2020) "Mitigating impacts of
COVID-19 on food trade and markets". Joint Statement by Directors-General of FAO, WHO and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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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경 시작된 수출금지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계속 늘어나
총 22개의 국가에서 수출금지 조치가 발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2020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이상기후도 안정적
인 먹거리 생산 및 공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평년보다 고온이 나
타났고 대서양의 허리케인, 캐리비안 지역의 열대폭풍 등이 매우 자주 발생했다1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가 2020년 한 해에 동시에 나타난 것은 한편
으로는 우연이지만 세계화된 먹거리체계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필연이다.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을 저술한 롭 월러스는 기후변
화와 삼림 파괴, 그리고 산업적 농업, 특히 공장형 축산이 얽혀 코로나19와 같은
병원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11). 2020년 우리에게 함께 찾아온 코
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경고이며, 생
태적인 방식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식량위기 당시에도 '값싼 먹거리의 시대는 끝났다', '식량자급률 제고', '식
량주권12) 실현' 등의 다양한 논의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식량주권 운동, 먹거리 정의 운동 등 다양한 대안적 먹거리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이 운동들의 주장과 가치가 제도화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
다. 10년 전에는 소수의 거대한 농식품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제적인 곡물시
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면, 이후 국가별, 지역별로 대안을 만드는 과정
들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식량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 먹거리체계를 만들고 식
량주권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국내외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째, 식량주권의 제도화를 통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농민과 시민의 권리를 보
장하며 먹거리를 통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거나 사회에 비용을 전가하는 기업
을 규제하려는 흐름이다. 에콰도르와 네팔, 볼리비아는 헌법에 식량주권의 개념을
포함시켰고,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은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먹거리와 영양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했다13).
10) FAO(2020), “The dual threat of extreme weather and the COVID-19 crisis : Anticipating the
impacts on food availability”.
11) Wallace, R(2020), “How Global Agriculture Grew a Pandemic”.
12) 국제 소농들의 조직인 농민의길 La Via Campesina은 식량주권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에 대한 민중의 권리이자, 그들 스스로 농업 및
먹거리체계를 규정할 권리”라고 정의함.
13) 송원규⋅윤병선(2017), 식량주권의 제도화와 농민권리 선언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27(2)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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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계화된 먹거리체계가 초래한 소농의 몰락, 먹거리 안전 위협, 농민과
시민의 권리 침해 등에 대응해 먹거리체계를 (재)지역화하려는 흐름이 꾸준히 진
전되고 있다.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 이후 지역 단위의 먹거리종합계획을 수
립하는 도시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2020년의 코로나19 위기는 이와 같은 흐름
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식량주권 제도화를 위한 노력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먹거리 위
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인도 케랄라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에 대한 먹거리 전달을 위해 지역 여성네트워크가 무료로 운영하는 공동체 부엌을
활용했고, 프랑스 정부는 공동체지원농업과 농민시장을 통한 먹거리 공급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위생 지원을 시행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농민시장과 공동
체 텃밭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선언했고, 세계의 많은 곳에서 무료급식 제
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먹거리 공급(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공적 목적) 등 대안
적 유통 경로의 확대 시도가 있었다14). 식량주권의 제도화와 먹거리체계의 지역화
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먹거리 공공조달 체계의 구축, 농민의 생산권
과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중요한 의제를 통해 만난다.
(출처) 오마이뉴스, ‘‘곡물자급률’ 역대 최악... 결국 해답은: 식량주권-[식량전쟁①] 곡물값 폭등 이후 10년,
새로운 식량안보 위협’, 2020년 10월 7일자 기사

6. (2020년 10월 8일) 코로나가 극빈층을 1억명 늘렸다
미국 뉴욕의 명품 매장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미국의 초부유층의 순자산은
3월말보다 37%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EPA⋅A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계 빈곤 문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약 8,800만~1억 1,400만 명이 추가로 극빈층이 됐다고 밝혔다. WB는
2021년 말까지 극빈층 증가 규모가 최대 1억 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4) iPES FOOD(2020), “COVID-19 and the crisis in food systems : Symptoms, causes, and potenti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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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은 하루 1.9달러(약 2,200원), 연간 700달러(약 81만 원)로 생활하는 사람
들을 가리킨다.
이로써 전세계 극빈층은 최대 7억 2,9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9.4%에 달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WB가 예측한 2020년 말 전세계 극빈층 규모 6억
1,500만 명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때문에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세계 극빈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이 성장한 덕에 극빈층 수가 줄었지만, 코로
나19의 피해는 어떤 국가도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WB는 일반적으로 극빈층이 저학력 농업 종사자들에게서 나왔지만 점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10
명 중 8명은 중간 소득 국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WB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장기적인 예측은 불가
능하다”면서, “코로나19가 지난 30년 간 지구촌 빈곤 감소라는 목표를 향한 노력
에 최악의 좌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는 이를 되돌리
기 위해 각국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경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순자산이 3,000만 달러(약 350억 원) 이상인 ‘수퍼갑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손실을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부유층 자산 조사업체 웰스X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말 대비 8월말 기준
수퍼갑부의 부의 총량은 9%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
기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3월말에 비하면 수퍼갑부의 부는 불과 5개월여 만에
약 27%나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6조 8,310억 달러(약 7,900조 원)에 달한다. 수퍼
갑부의 수는 이 기간 18% 늘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광범위한 경기부양과
유동성 공급이 일시적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회복시키고 부의 창출 기회를
다시 만든 것이다.
특히 증시 급등 수혜를 받은 북미 지역의 수퍼갑부는 이 기간 순자산이 37%나
늘었다. 마야 임버그 웰스X 분석책임자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기업 이익에도 주
식 활황으로 코로나19 초기에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극단
적이었다”고 밝혔다.
(출처) 헤럴드 경제(인터넷판), ‘코로나가 극빈층을 1억명 늘렸다’, 2020년 10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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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 10월 12일) 유제품 시장,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느리
지만 꾸준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여
지난 10월 6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2.2% 오르며 2회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버터, 전지분유, 체다치즈가 2주 전
인 9월 15일 대비 각각 8.4%, 1.7%, 0.4% 올랐고, 탈지분유는 0.9% 내렸다. 전지
분유는 8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3천 달러(약 350만 원)를 넘어서며 회복세를 이어
간 반면, 2회 연속 올랐던 탈지분유는 조정을 받으며 가격이 소폭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유제품 시장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느리지만 꾸준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버터와 전지분유의 상승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9월 25일자)은 전지분유와 버터
는 주전 대비 각각 0.8%, 0.9% 올랐고, 탈지분유는 변동이 없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 GDT 유제품 시세 2.2% 올라 - 2회 연속 상승’, ｢글로벌 낙농뉴스｣20
20년 10월 12일자
- 원문출처: globaldairytrade.info, 10월 6일자, USDA Dairy Market news, 9월 25일자

8. (2020년 10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전망(OECD, KDI 경제동향)
세계경제: 주요국이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
가 지속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었고, 제조업심리와 경기선행지수가 상
승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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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유로존과 일부 신흥국에서 서비스업 관련 지
표가 악화되거나 기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등 경기 하방압력도 매우 높은 상황
이다.

미국은 소비와 고용 부문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주요 경기 및
선행지표가 부진하고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8월 소매판매(2.6%)
와 실업률(9월: 7.9%)이 개선되었으나, 내구재주문(-6.2%)과 설비가 동률(71.4%)
은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로존은 제조업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미약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
나, 코로나19의 감염 증가로 주요 경기 관련 심리는 위축된 모습이다. 7월 소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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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0.4%)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완만하게나마 개선 추세를 보인 반면, 서비
스업 및 건설업 관련 심리지수(9월)는 여전히 기준을 크게 하회하였다.

일본경제는 수출과 생산 등 주요 실물지표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8월 산업생산(-13.3%)과 수출(-14.8%)이 주
요 산업과 품목에서 급감한 가운데, 소매판매(-1.9%)도 자동차⋅연료 수요가 감
소하여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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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진적
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 통신장비와 자동차 품목이 크게 늘어나면
서 소매판매(0.5%)가 소폭의 증가로 전환되었고, 수출(9.5%)은 미중 간 무역갈등
에도 불구하고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계경제는 2020년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1년에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OECD는 선진국의 소비
회복과 중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를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감
염 확산이 심화되어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다시 시행될 경우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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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인 견해도 늘어나면서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선진국의 장
기금리가 소폭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대비 강세
를 나타내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 관련 불확실성
도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변동성 지표도 상승하였다.

(출처) 한국개발원, ｢KDI 경제동향｣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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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10월 15일) 9월 FAO 유제품 가격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식품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2.1% 올라...4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가
월 유제품 가격지수는 102.2포인트로 7월 100포인트 대 회복 이후 3개월째 비
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최저치를 기록했던 5월 대비 8.3%,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2.5% 높은 수준이다.
버터는 단기수요 증가와 유럽지역 생산 감소로 가격이 올랐고, 치즈도 유럽지
역의 식품 서비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와 국내수요가 동반 증가하면
서 강세를 보였다. 탈지분유 또한 유럽지역의 계절적 원유생산 감소 영향으로 다
소 올랐고, 전지분유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원유 생산이 계절적으로 피크를 맞은
가운데, 수입수요 특히 중동지역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렸다.
한편 9월 FAO 식품가격지수는 97.97로 전달대비 2.1%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
승세를 이어갔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9월 FAO 유제품 가격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12일자
- 원문출처: fao.org, 10월 8일자

10. (2020년 10월 14일)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97.9포인트, 코로나19
확산 초기 수준으로 회복
FAO가 9월 세계식량지수를 발표하였다. 동 지수는 전월 대비 2.1% 상승하여 5
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완연하게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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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세계식량가격지수(왼쪽) 및 품목별 가격지수(오른쪽)

품목별로는 곡물⋅유지류 가격은 상승하였고, 유제품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
었다. 반면 육류와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다. 옥수수 가격은 상승하였고, 돼지고기
는 독일 ASF로 다시 하락했다.
<표 6> 2020년 9월 품목별 세계식량가격지수

육류 가격의 경우 8월(92.4포인트) 대비 0.9% 하락한 91.6포인트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4% 낮은 수준이다. 돼지고기와 양고기 가격은 하락했고,
가금육은 상승했으며, 쇠고기는 안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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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가격 하락은 독일 ASF 발생에 따른 중국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
지 조치로 유럽 내 돼지고기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그림 8> 독일을 비롯한 유럽지역 ASF 발생 상황

앞서 전달인 8월 돼지고기 가격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공급 위축 속에 중국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9
월 돼지고기 가격은 전달 반짝 상승을 멈추고 하락한 셈이다.
양고기 가격도 하락하였는데, 최대 수출국인 호주의 공급량이 매년 하반기에 증
가하기 때문이다. 가금육는 국제 수요가 많으나 브라질의 수출용 공급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상승하였다. 쇠고기는 브라질산 가격 상승과 호주산 가격 하락으로
국제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곡물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8월에 이어 9월도 또다
시 상승하였다. 유럽의 생산량 감소와 미국의 공급량 감소가 예상에 따른 것이다.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90년 이후 23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73개)을
모니터링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로 매월 작성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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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데, 2002-2004년 평균을 ‘100’으로 기준한다.
(출처) 돼지와 사람, ‘독일 ASF 여파로 국제 돼지고기 가격 하락 전환’, 2020년 10월 14일자 기사(http:
//www.pigpeople.net/news/article.html?no=8837)

11. (2020년 10월 19일)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구매력 손실로 소비 감소, 품목별로는
식물성 오일, 축산물 수요 위축, 주식에 대한 수요 영향은 미미
OECD는 FAO(UN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향후 10년간의 중기 농업전망 보고
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0-2029 농업전망｣은 코로나 19로 인해 조정된
2020-2021년 간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같은 기간 동안 농식품 분야의
단기 영향을 예측한 파트도 수록하고 있다. 그 중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영향>
[코로나19 영향] 전례 없는 구매력 손실로 인해 농식품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
고 소비가 감소되며,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심화, 또한 일시적으로
노동력 공급, 물류⋅운송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생산⋅유통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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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식물성 오일,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주식(쌀, 밀 등)
에 대한 수요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41, 2020.
10.19.
- 원문출처: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2020.7.16.일

12. (2020년 10월 20일) 코로나 이후 세계 낙농 진로는? - 11월 4일 IDF
리더스 포럼 열려
IDF WDS(세계낙농정상회의)가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IDF는 최근
남아공의 개최 포기로 벨기에에서 약식으로 개최키로 했던 2020 IDF WDS를 코로
나19로 인한 여행제한이 계속됨에 따라,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회원
국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올해 IDF WDS는 11월 2일 총회를 시작으로 3일부터 13일까지 분야
별로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학술행사
인 IDF 포럼과 낙농지도자포럼Dairy Leaders Panel 2020)은 11월 3일 현지시각
개최된다.
우선 IDF 포럼(한국시간 11월 3일 20-21시)에서는 금년 총회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IDF 회장 주디스 브라이언스와 과학사업조정위원회(SPCC) 위원장, 사
무총장 등이 나와 IDF 현황과 올해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개최되는
낙농지도자포럼 (한국시간 11월 4일 00시-01:30분)에서는 IDF 회장과 중국 멍뉴,
캐나다 사푸토와 노르웨이 티네 社의 CEO가 출연해, ‘세계 낙농산업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가-코로나19부터 UN 식품시스템 총회까지’를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학술행사는 회원국 관계자는 물론 참여를 희망하는 업계관계자 누구나 무
료로 참석할 수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코로나 이후 세계 낙농 진로는? - 11월 4일 IDF 리더스 포럼 열려’,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20일자
- 원문출처: 국제낙농연맹(IDF),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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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0년 10월 22일) 코로나 시대 승자는 치킨 시장…美日서도 성장세
뚜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는 외식업계는 침체를
겪고 있지만 치킨업체들은 배달 수요를 등에 업고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1위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다음 달 12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등 자
본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중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치킨 시장이 커지고 있다.
1991년 설립한 교촌에프앤비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한
다. 기존에 코스닥에 상장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페이퍼컴퍼니와 합병해 우회상장
한 것과 달리 첫 정규상장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올해 상반기(1~6월) 매출이 2,156
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5.8%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국내 매장을 1234개에서
1,500개로, 해외 매장을 37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간편가정식(HMR), 수
제맥주 등 신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외식업체들이 매물로 쏟아지는 가운데 노랑통닭은 성공적
으로 매각이 완료됐다. 국내 사모펀드(PEF)인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는 노랑푸
드 지분 100%를 공동 인수하는 작업을 16일 마무리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
는 “노랑통닭은 매출이 2017년 150억 원에서 지난해 502억 원으로 급증한 데다 가
맹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페리카나는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인수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모색
하고 있다. 단, MP그룹이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한국거래소의 상
장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상장이 유지되는 조건하에 인수를 확정짓기로
했다. 거래소는 늦어도 다음 달 결론을 낼 방침이다.
IB업계에서는 한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18.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3㎏에 못 미치는 점을 들어 치킨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본다. 외식업
체를 보유한 한 PEF 관계자는 “외식업계가 양극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육류 소비에
서도 아예 질 좋은 쇠고기를 먹거나 가성비가 좋은 닭고기를 찾는 트렌드가 심화
하고 있다”며 “지난해 치킨이 주재료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가 3,500억 원 안팎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PEF에 팔린 것도 이
런 배경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치킨 시장이 수혜를 보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닭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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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문점인 윙스톱은 21일 주가가 119.07달러로 연초 대비 40.5%, 코로나19 저
점(3월 18일) 대비 139.5% 올랐다. 배달, 테이크아웃 수요가 늘고 치킨이 피자나
햄버거보다 건강한 식품으로 조명 받은 덕분이다. 한국내 PEF인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치킨 브랜드 본촌 역시 미국 내 매장을 현재 약 100개에서 5년 내 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올해 튀김닭(치킨가라아게) 시장 규모가 2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동아일보, ‘코로나 시대 승자는 치킨 시장…美日서도 성장세 뚜렷’, 2020년 10월 22일자 기사

14. (2020년 10월 22일) 미국농무부, 세계 양돈시장, ASF 그늘 벗어날 것
으로 전망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한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내년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
로 전망됐다. 내년 중국의 생산이 10% 가까이 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의 수입도 다소 줄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세계 육류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돼지고기 생산량이 올
해 9천 787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4% 감소, 18년(1억 1천 294만 톤) 이후 2년
연속 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감소세를 끝내고 생산량이 1억 216만
톤으로 올해보다 4.4% 늘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3년만에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생산이 늘
것으로 전망돼서이다. 농무부는 중국의 생산량이 ASF 여파로 18년 5천 400만 톤
에서 올해 3천 800만 톤까지 감소하지만, 그동안 돼지 사육두수 회복 노력을 기울
여온 결과 내년에는 4천 150만 톤으로 올해보다 9.2% 늘 것으로 예측했다.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ASF 피해가 컸던 베트남과 필리핀도 내년 생산이 다소
회복(전년비 4.9%, 5.9%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량 회복과 함께 올해 세계적인 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됐던 소비 시장도 다
시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무부는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경제 상황 개
선과 외식 부문의 회복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멕시코, 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입량은 19년 감소세(전년비 각각 4.6%, 2.5%, 17.9%↓)서 내
년 증가세(1.4%, 3.6%, 7.9%↑)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지난 2년간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의 수입량은 올해 480만 톤에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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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톤으로 6.3% 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생산물량 회복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전체 세계 수입물량은 내년 1천 31만 9천 톤으로 올해보다 0.4% 가량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국가별 내년 전망을 보면 생산량의 경우 EU는 2천 415만 톤, 브라질 427
만 5천 톤, 러시아 360만 톤으로 올해보다 각각 0.6%, 3.6%, 2.3% 늘 것으로 예
상됐다. 또 수출은 EU와 캐나다의 경우 올해까지는 중국의 수입 수요 호조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2.6%, 2% 각각 줄고, 미국도 일본,
멕시코 등에 수출이 늘지만, 대 중국 수출물량 감소가 이를 상쇄하면서 올해 수준
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출처) 양돈타임스, ‘세계 양돈시장, ASF 그늘 벗어나나’, 2020년 10월 22일 기사

15. (2020년 10월 23일) 코로나19 1차 확산세 완화 이후 중국 유제품 수요
회복되며 가격 회복에 영향 미쳐, GDT 유제품 시세 소폭 상승
지난 10월 20일 실시된 세계유제품경매(GDT)에서 유제품 가격이 3회 연속 올
랐으나 상승폭은 0.4%로 크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버터, 체다치즈, 전지분유가 2
주전인 10월 6일 대비 각각 3.3%, 3.0%, 0.3% 올랐고, 탈지분유는 0.2% 내렸다
전지분유는 2회 연속 톤당 3천 달러(약 350만 원)를 넘어서며 회복세를 이어간 반
면, 탈지분유 가격은 소폭 내리며 2회 연속 조정장을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제품 생산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제품 가격이
인상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1차 확산세 완화 이후 중국의 유제품 수
요가 회복되며 가격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10월 9일자)은 버터, 전지와 탈지
분유 모두 2주전 대비 각각 0.9%, 1%, 1.1% 내렸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GDT 유제품 시세 소폭 상승’, ｢글로벌 낙농뉴스｣2020년 10월 23일자
- 원문출처: globaldairytrade.info, 10월 20일 , USDA Dairy Market news, 10월 09일자

16. (2020년 10월 23일) 2020 세계 낙농산업동향 보고서 론칭 행사 사상
최초 온라인 생중계, 코로나19가 세계낙농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
용 별도로 다뤄
IDF가 ‘2020 세계낙농동향 보고서 론칭 행사’를 10월 27일(한국 시간 21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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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회원국에 알려왔다. 이 행사는 매년 IDF 세계낙
농정상회의(WDS) 부대행사로 열려 WDS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석이 불가
능했지만, 올해는 국내에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IDF의 주력 출판물인 ‘세계낙농동향 보고서’는 IDF가 전 세계 50여개국으로부
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낙농정책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더한 연차 보고서로,
원유생산 가공, 소비, 무역, 가격 등 낙농산업 전반의 통계자료와 함께 시장트렌드
와 업계의 주목할 만한 성과 등을 소개한다. 특히 2020년판은 코로나19가 세계 낙
농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다루고 있다.
한편 IDF는 글로벌 유업계 CEO들이 출연해 코로나19 부터 내년 말 개최되는
UN식품총회까지 세계 낙농산업 현황 및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낙농지도자포럼(한
국시간 11월 4일 00시-01시 30분)도 개최한다. 이 행사 역시 온라인으로 개최된
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2020 세계 낙농산업동향 보고서 론칭 행사 사상 최초 온라인 생중계’,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23일자
- 원문출처: 국제낙농연맹(IDF)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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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 코로나 관련 정보 제6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6)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Ⅰ. 북미
[미국]
1. (2020년 9월 25일) 코로나 화근의 소비자 물가 지수(1) - 식품 급상승
미국 노동성 노동 통계국(BLS)이 매달 공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CPI2))은 최
근 식품 비식품 함께 많은 월에서 전년 동월을 넘어 소비자의 구입 가격(소비자 단
계에서의 물가)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세계적인 감염 확대로 미국인 소비 생활에 영향이 나오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그 해 8월 현재까지 종합(비식품 포함)의 CPI는 줄곧 전년 동월
을 넘어선 것의 상승률은 크게 둔화되었다(그림 1).
둔화된 요인으로는 비식품이 4월 5월에 하락세로 돌아선 점이 꼽힌다. 비식품의
가운데도 휘발유와 의류 관련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바닥으로 된 5월의 CPI는 각
각 전년 동월 대비 33.8%, 이 7.9%하락하였다.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
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
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3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2)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준년을 100으로 한 경
우 가격 지수의 것을 말하며, 물가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본 조사는
품목별로 기준 년도가 다르다는 점 등에서, 본고의 본문이나 그림에서는 전년 동월비를 이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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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자료: BLS

비식품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식품의 CPI는 COVID-19유행 예전에는 동 2%
정도에 머물던 중 4월 이후는 급상승하고, 정점의 6월은 동 4.5% 올랐다. 이는
COVID-19에서 생긴 공급망의 소용돌이에 따른 일부 농산물 도매가격의 상승과,
가정 내 식사 기회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소매의 수요 증가 등이 요인이라고 보며,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 내역을 보면, 3월까지 동 1% 미만에 머물던 가정 내(소매 등)은 6월에는
이 5.6%까지 상승했다. 한편 동 3% 정도로 비교적 높게 유지하던 외식(테이크 아
웃 및 택배 포함)은 4월 이후 완만하면서 상승 기조가 되고 있지만 가정 내를 밑돌
았고, 외식 CPI에 대한 영향은 가정 내에 비해서 작은 것이다(그림 2). 요인으로는
식품 메뉴 가격에서 원료 농산물의 비율3)이 외식이 가정 내보다 작은 것이나(그림
3), 외출 제한으로 외식 수요 감소 등이 꼽힌다.

3) 가격에서 원료 농산물의 비율은 가정 내의 식품 가격, 외식 요리 메뉴 가격에서 농가에 따른 농산물
출하시의 농산물의 가치 비율을 말한다, 출하 후부터 소비까지 관련된 유통 단계(수송, 도매, 외식점
이나 소매점에서 인건비 등)에서 부가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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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식품의 소비자물가 지수 추이(전년동월비)

자료: BLS

<그림 3> 식품⋅요리 메뉴가격에서 점하는 원료농산물 비율

주: 나머지 비율은 농가에 의한 농산물 출하 후부터 소비까지에 관련된 유통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자료: USDA

외식의 업태별의 CPI의 동향을 보면, 음식점은 2020년 4월에 크게 둔화되었지
만, 전년 동월을 웃돌아 추이하고 있다. 한편, 주문이 비교적 좋은 패스트 푸드는
그 해 3월 이후 계속 올랐으며, 4월 이후는 레스토랑을 웃돌게 되고 8월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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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식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 동월비)

자료: BLS
[참고]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外食支出額, 2019年は過去最高も2020年2月以降急落(米国), ｢畜産の情報｣, 海外
情報 2020年 6月 9日 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1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2年9月25日付）コロナ禍の消費者物価指数（1）, 食品が急上昇
(米国）,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1月號,（https://www.alic.go.jp/chosa-c/joho0
1_002719.html）

2. (2020년 9월 25일자) 코로나 화근의 소비자 물가 지수(2)-쇠고기는 6
월 전년 동월 대비 25.1%로 급상승
미국 노동성 노동 통계국(BLS)이 매달 공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CPI4)) 중 육
류, 계란은 어느 품목도 도매가격에 대체로 연동되고, 2020년 4월 이후 전년 동월
비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1). 특히 쇠고기, 송아지 고기는 도매가격이 일시적
인 급등이 소매가격에 전가되면서 피크시인 6월은 동 25.1% 올랐다. 8월은 동
9.6% 상승으로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수준이다. 또 계란에 대해서는 미
국 내외의 왕성한 수요 등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크게 변동하고 있다.

4)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준년을 100으로 한 경
우 가격 지수의 것을 말하며, 물가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본 조사는
품목별로 기준 년도가 다르다는 점 등에서, 이 글의 본문이나 그림에서는 전년 동월비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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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육류⋅계란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비)

자료: BLS

우유⋅유제품을 보면, 2019년 이후 어느 품목도 상승세이다(그림 2). 2020년 4
월 이후 코로나 사태의 공급망의 혼란으로 유가와 도매가격 등락이 있지만, CPI의
변동은 쇠고기와 달걀과 비교하면 작다.
<그림 2> 우유⋅유제품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비)

자료: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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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채소를 보면, 2019년은 재배 면적 감소와 호조인 수요 등으로 대부분의 품
목에서 대체로 전년을 웃돌게 되었다(그림 3). 2020년 4월 이후, 감자튀김에 생산
량의 약 3분의 1이 하는 시금치, 양상추, 토마토 등 샌드위치, 부메뉴(샐러드 등
메인 요리에 부수되는 요리)등의 외식 수요가 많은 품목은 외출 제한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되었지만, 소매 수요가 증가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림 3> 신선 채소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비)

자료: BLS

설탕 및 인공 감미료를 보면, 일기불순에 따른, 천채당, 감자당 모두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2019년 7월 이후 전년 동월을 넘어섰고, 2020년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하였지만, 8월에는 동 6.0% 상승으로 한창 때에 비해서 안정되고
있다(그림 4). 이는 코로나 사태에서 소매 수요 시프트에 의한 작은 봉지 출하가
증가했지만, 식품업체와 외식업계로의 큰 봉지와 액당의 대규모 출하 감소분을 상
쇄할 정도는 아닌 것이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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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탕 등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비)

자료: BLS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2年9月25日付) コロナ禍の消費者物価指数（2）, 牛肉は6月に前年
同月比25.1％と急上昇（米国）,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1月號,（https://www.alic.
go.jp/chosa-c/joho01_0027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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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11월 2일) 2020년 미국 대선 주요 동향 및 전망, 코로나 19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 전망
미국은 2020년 11월 트럼프 현직 대통령(공화당)과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이
대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
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다
소 높지만 격차가 작아 박빙의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
산 및 대응,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 차별 시위, 우편 투표 등이
이번 미 대선의 큰 변수로 등장하였다.
2020년 미국 대선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나, 당선에 필요한 결정
적 메시지 부재 및 대중 갈등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지지층 결집효과 등
으로 인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론조사 결과 격차, △오바
마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 △2018년 중간 선거에서의 민주당 주지사 득
세, △우편투표의 상대적인 유리성,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상반기 경제 상황
의 저조 등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 반면, 2016년 대선에서 빼
앗긴 3개 주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를 위한 바이든 후
보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갈등을 활용한 지지도 결집이
높은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2016년과 같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대통령 주요 공약>
바이든과 트럼프의 10대 공약은 비교하면, 바이든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무게를 둔 반면, 트럼프는 성장 친화적 경제정책 지속에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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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트럼프의 주요 10대 공약 비교❙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미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산업을 재건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경제 공약으로 발표하고 ‘국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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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공약에는 새로운
통상공약이 없고, 공화당 또한 2020년 정강⋅정책을 발표하지 않아 트럼프 행정
부 2기는 1기 통상정책의 연장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는 대기업 위주, 세금 인하, 중국 적대적인 면을 보이는 반면, 바
이든은 중소기업 위주, 세금 인상, 중국과 동맹을 강조해 두 후보의 공약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공약 비교❙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통상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재선된다면 지난 4년
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 후보 역시 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다만, 양 후보 간에 가장 큰 차
이는 환경정책 부문이다.

❙바이든과 트럼프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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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질서의 경우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WTO 체제의 개혁 논의가
진전될 것이므로,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전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WTO
체제 개혁은 사실상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는 일정 부분 진전이 예상되며, 이에 개도국 지위, 산업보조
금, 전자상거래 등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
리의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 바이든 당선 시 영향 분석>

출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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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2020년 미국 대선: 2020년 미국 대선 주요 동향 및 전망’, ｢주간 농
업농촌식품동향｣ vol. 43, 2020년 11월 2일(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
/Windows/INetCache/IE/AGV9OUYS/(20201102)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2020.10.5.),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바이든이 미 대통령이 된다면”(2020.10.6.),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2020.10.19.),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https://
www.eugenefn.com)

4. (2020년 11월 2일) 막대한 코로나19 손실에도 불구, 미국 농민 대부분,
여전히 트럼프 지지
지난 2년간 발생한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19는 미국 농민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설문조사(Zhang and Li, 2020)에 따르면, 미국 농민들 대부분은 다
가오는 2020 대선에서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무역수지 악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과 2019년 중국의 대미(對美)
보복 관세 부과로 미국 주요 작물의 대중(對中) 수출이 급감하였다. 콩(Soybean)
의 경우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손실의 크기는 주(State)별로 다
르게 나타났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60억 달러로 최대 손실을 기록하였고, 이외
11개 주는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연방 보조금]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농업
부문에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방 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한 보조금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보조 프
로그램은 미국 농민들에게 2018년 85억 달러, 2019년 143억 달러를 지급하였다.
손실액이 주(State)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액은 손실액
크기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공화당 지지층이 집중된 중서부(Midwest)지역
주(State)에 집중되어 있다. 중서부 지역의 주란 Iowa, Nebraska, Indiana,
Kansas 등이다.
보조금이 세금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몇몇 주는 손실 대비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손실을 본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60억 달러의 손해,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20억 달러의 세금
기여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전금액으로 1억 6백만 달러만 지급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 손실] 미⋅중 무역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코로
나 19로 인해 미국 농민들은 또 다른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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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집행하였으나,
이 역시 공화당 지지층이 집중된 중서부(Midwest)지역에 주로 지급되었다. 미⋅
중 무역 전쟁 손실 보조금과 코로나 19로 손실 지원금 총액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빠르게 증가하였고, 2020년 460억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에 대한 여전한 지지] 대미(對美) 보복 관세 부과 이후 중국 식품 업체들
은 새로운 공급처를 모색하였고, 이에 따라 브라질의 대중(對中) 콩(Soybean) 무
역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의 콩(Soybean) 생산자들은 2020년 5월 및 6월
역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미국 내 콩(Soybean) 생산 지역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감소가 예상되
지만, 여전히 중서부(Midwest) 농민들의 56%는 대중(對中) 무역 전쟁을 지지한다
고 응답하였다. 2020년 8월 Farm Journal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
한 농민 중 82%가 다가올 2020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
며, 75%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민 대부분, 여전히 트럼프 지지,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3, 2020년 11월 2일(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
oft/Windows/INetCache/IE/AGV9OUYS/(20201102)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Members in News, “Most US farmers remain loyal
to Trump despite pain from trade wars and COVID-19”(2020.10.10.),
(http://blog.aaea.org/search/label/Members%20in%20the%20news)

5. (2020년 11월 2일)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 정부의 식량 안보 우려는 커
졌지만, 미국 작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Archer Daniels Midland ADM.N의 CEO Juan Luciano는 COVID-19 발병으
로 인해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수입업체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랜만에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들은 식품
을 사재기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면 식품 가공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
에,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뒤엎었다.
Luciano는 분기별 결과를 보고한 뒤 전화 회담에서 “정부들이 식량 안보와 전
세계에 식량 공급을 계속하는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uciano는
“글로벌 곡물업계 1위인 ADM은 공급 과잉 지역과 수출업체들이 적자를 겪고 있는
지역을 연결하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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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통령 Jair Bolsonaro은 “세계 최고의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은 국내 가
격 상승으로 대두를 포함한 주요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라고 밝혔
다. Luciano는 브라질이 대두 재고를 고갈시켰고 푸드 인플레이션 환경에 처해 있
다고 말했다. Luciano는 “통화 변동성이 큰 경쟁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농부들은
농작물을 판매할 동기가 거의 없으며, 미국을 주요 공급국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Luciano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세계는 미국의 대두와 옥수수 공급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대두 수입국인 중국이 올 여름과 가을에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 구
매를 늘렸다. 로이터 통신은 동물 사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앞으
로 1년간 수백만 톤의 옥수수 추가 수입 허가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ADM은 코로나바이러스로 휘발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미국의 옥수수 건
조 공장 두 곳에서 에탄올 생산을 중단했다. 최고재무관리자인 Ray Young는 “올
겨울 제분소는 유휴 상태로 있을 예정이지만 2021년 상반기에 재가동될 수 있다”
고 말했다. ADM은 손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에탄올 공장의 산업용 알코올 생
산을 늘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OVID-19 raises governments’ food security concerns, demand for
U.S. crops(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의 식량 안보 우려와 미국 작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해외
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2일자(http://www.krei.re.kr:18181/
board/briefing/view/wr_id/5575/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6. (2020년 11월 4일) 美 ADM사, 내년 식음료 트렌드 Top 5 발표-영양
식, 지속가능성, 식물성 대체식품, 장내 미생물, 투명성 등 소비자 식습
관에 큰 변화 가져올 것
코로나 19로 소비자들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기는 가운데, 미국의 영양식품 전
문 업체인 ADM 사가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식음료 트렌드 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 확대, 익숙한 풍미와 색소로 감각을 자극하면서
천연성분을 함유한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
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성 제품들이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속가능성 강화, 탄소배출 절감, 폐기물 감소,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등

70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지속가능성 중심의
트렌드가 확산될 전망이다.
셋째, 건강을 위한 장내 미생물 활용. 코로나로 면역력 증진, 체중관리 등 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 건강
이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등
장 건강을 위한 식음료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
라, 식물성 유제품과 육류 그리고 대체 해산물 등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이 내년에
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끝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제품의 원산지와 영양성분에 대
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뢰 제고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제
품 라벨링 등 업계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ADM사는 “코로나 19로 건강증진을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1년에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능성 식음료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소비자
들의 식습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업계동향] 내년 식음료 트렌드 Top 5 - 美 ADM사 발표, 영양식, 지속
가능성, 식물성 대체식품, 장내 미생물, 투명성 등’,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4일자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10월 29일자

7. (2020년 11월 12일) 美, 홈쿡 증가로 버터 판매량 급증, 랜드 오 레이크
스社, 2020년 총 버터 판매량 평년대비 20% 증가 전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과 식품서비스업의 영업중단 등으로 전 세계 식
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유업체 중 하나인 랜드 오 레이크
스는 기록적인 버터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요리하는 이른바 ‘홈쿡’이 증
가하면서, 현재까지 버터 판매량이 약 13만톤에 달하며 2020년 총 판매량은 평년
보다 20%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당 업체 매출의 15-20%를 차지하는 식
품서비스업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美, 홈쿡 증가로 버터 판매량 급증-랜드 오 레이크스社,
2020년 총 버터 판매량 평년대비 20% 증가 전망-’,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12일자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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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 11월 13일)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
리프 발표, 간편식, 요거트, 식물성 대체식품, 부가가치 제품, 사업 확
장 등
코로나19로 유제품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
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 스마트브리프가 낙농산업에 자리 잡은 트렌드 5가지를 발
표했다.
첫째, 간편식 수요 확대. 편리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
아짐에 따라, 요거트 치즈스틱 등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간식 외에도 개별 포장된
포션 치즈 등 간편식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요거트 붐. 시장조사전문업체인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요거트 수요가 늘
어나며 요거트 시장이 연간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이러한 추
세에 발맞춰 저당 요거트를 비롯해 오트밀 토핑이 추가된 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요거트가 출시되고 있다.
셋째,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귀리, 콩 등 식물 기반 대체식품들이 출시되며 대체식품 산업이 계속해서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장점만 뽑아낸 하
이브리드 우유가 출시되기도 했다.
넷째, 부가가치 제품 성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
강식품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에 단백질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보충제가 첨가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끝으로, 사업 확장. 대형 유업체들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사업 확장에 나
서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식음료업체인 네슬레는 6개월 안에 아이디어를 상품화하
겠다는 목표로 최대 규모의 유제품 및 식물성 대체 식품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시
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간편식, 요거트, 식물성 대체식품, 부가가치 제품, 사업 확장 등-’,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
1월 13일자
- 원문출처: smartbrief.com,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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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미
[브라질]
1. (2020년 11월 3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겪는 브라질, 미국으로부터 대규
모 대두 수입, 멕시코 연안 지역 터미널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미국 대
두 선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 인근의 미국 곡물 수출터미널이
브라질로 선적하기 위해 미국산 대두 3만 8,000톤을 대량 화물선에 싣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두 수출국인 미국에서 오일시드의 1위 공급국인 브
라질로의 이례적인 선적은 브라질에서 국내 주요 식량 가격 상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Refinitiv Eikon 선박 데이터에 따르면, Discoverer 선박은 월요일 아침 미시
시피 강을 따라 있는 터미널 루이지애나 주 Louis Dreyfus Port Allen에 도착했
다. Discoverer는 대형 파나맥스 선박의 절반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handisize’
선박으로, 중국 등 주요 수입국으로 한 번에 6만~7만 톤을 옮기는 데 쓰인다.
Louis Dreyfus는 코멘트를 구하는 이메일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브라질 대통령 Jair Bolsonaro은 지난 주 브라질에서 수입 대두와 쌀을 구입하
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메르코수르 무역
권 밖의 옥수수, 대두 및 대두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잠정 중단했다. 올해 초
기록적인 몇 달 동안 브라질의 대두가 중국에 수출되면서 대두가 고갈되었으며,
다음 수확부터 상당한 양의 대두가 1월 이전에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
미국 인구조사국 무역자료에 따르면, 3만 8천 톤의 미국산 대두가 브라질에 수
출된 것은 1997년 이후 가장 큰 거래다. 브라질 오일시드 분쇄업체 그룹인 Abiove
는 지난 주 미국산 대두 화물이 브라질에서 내부 가공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많은 양을 수입하려면 미국에서 승인되었지만 브라질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특정한 유전자 변형 대두 형질의 승인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bound U.S. soybean vessel loading at Gulf Coast terminal
(멕시코 연안 지역 터미널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미국 대두 선적 적재)’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
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3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
/wr_id/558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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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럽
[EU]
1. (2020년 8월 11일) EU위원회의 코로나19 추가대책의 특징
EU위원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EU의 농업 및 식품산업을 지
원하기 위해 EU경쟁법의 일부를 적용제외(원유 생산감축을 목적으로 한 ‘자주적
원유공급계획’ 수립)하는 등의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1. 추가대책 수립 배경
유럽 원유생산자단체인 EMB(European Milk Board)는 지난 4월 15일, 코로나
19로 인한 우유⋅유제품시장의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차원에서 자주적
인 원유 생산감축 프로그램을 즉시 실시할 것을 EU위원회에 요청했다. EMB는
EU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생산감축 실시가 필요하다면서, 증산 농
가에는 제재를 가하는 반면 자율적으로 생산감축에 나서는 농가에게는 전년동월대
비 감축량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낙농가의 생산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EMB는 EU내에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버터와 탈지분유의 PSA(민간재고
보조)와 공적시장개입(수매)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 유제품을 재고로 쌓아두는
것은 시장압력을 완화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재고량 자체가 유해한 압력을 만들
어 낸다' 면서 즉시 자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잉여원유 생산을 차단하는 것이 필
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2016년에 원유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통농업정책(CAP)의 공통시장규칙
(CMO)에 규정된 시장혼란 시 특별조치로서 생산감축을 목적으로 한 '자주적 원유
공급계획' 수립을 가능토록 하는 EU규칙을 제정하고, 특정 기간을 한정하여 실시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EMB가 요청한 자주적인 생산감축을 실시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확산 속에서 다른 나라들도 낙농가와 유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EU처럼 '자주적인 생산감축'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침체된 원유가격 보전하고, 캐나다는 치즈⋅버터의 시장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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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책을 실시한 바 있다.

2. 추가대책
야누시 보이치에호브스키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5월 4일 발표한 보도자
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업과 식품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면서,
“일련의 추가조치가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서 즉시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한 추가대책은 국가보조 증액, 선급금 증액, 보조
금 신청기한 연장 등 EU위원회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초기에 시행한 포괄적인 대
책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재고보조(PSA, Private Storage Aid)
유제품(탈지분유, 버터, 치즈)과 육류를 대상으로 하는 PSA를 발동한다. PSA는
대폭적인 가격하락 등 EU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량을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해당 유제품을 재고로 보관하는 업체에게 보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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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PSA를 통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5~6개월 동안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격리가 가능하다. 시장에 대한 공급량을 줄여서 장기
적으로 다시 시장의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이며, 신청기간은 올해 5월 7일부터 6
월 30일까지였다.
PSA는 시장격리를 위해 유제품을 보관하는 민간업체에게 보관비용을 보조하는
데 치즈는 상한선이 10만 톤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올해 1~3월에 EU 원유생산
량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했고, 원유생산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직전인 4
월에는 원유가격이 전년동기대비 △0.5%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EU회원국으
로 부터 탈지분유 4800톤, 버터 3만 1000톤, 치즈 3만 8000톤의 PSA 신청이 들
어왔으며, 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스웨덴⋅영국 5개국은 이미 국가별 치즈
PSA 한도에 도달했다고 한다.

(2) 유연한 시장지원사업 운용(Flexibility for market support programmes)
와인⋅청과물⋅올리브오일⋅양봉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지원사업과 우유⋅유제
품 및 청과물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청과
물은 사업실시 중에 사업변경이나 일시중단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화된다. 또한 학
교급식사업은 학교의 휴교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
하고, 집행액에 관계없이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3) EU 경쟁법 적용제외(Temporary derogation from EU competition rules)
원유⋅화훼⋅가공용감자를

대상으로

공통시장조직규칙(Common

Markets

Organization Regulation) 제222조에 의거 EU경쟁법의 일부 적용제외가 인정되
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장안정대책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장안정을 위해 생산자나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시장격리, 무상배부, 공동판
매촉진, 계획생산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원유부문은 공동으로
원유생산을 조절할 수 있고, 꽃⋅감자는 공동으로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시키는 것
이 가능하다.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동보관도 허용된다.
EU경쟁법 예외 적용기간은 6개월이며, 꽃⋅가공용감자는 5월 5일부터, 원유는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자율적인 생산조절 대책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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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회원국에 보고하고, 회원국은 EU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EU위원회
는 소비자가격을 비롯하여 EU 단일시장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감
시한다. 일부에서 요구했던 원유생산감축 장려금 지급은 이번 추가대책에는 포함
되지 않았다.
그리고 프랑스는 원유 생산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총 1000만 유로(약 140억원)
를 지급하는 독자적인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2~5%의 생산량을 줄
인 낙농가에게 감축량 1ℓ당 0.32유로(약 446원)를 지급했다. 앞으로 다른 회원국
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추가대책에 대한 낙농가의 평가
이번에 발표한 추가대책 중 특히 PSA(민간재고보조)에 대한 낙농가의 평가는
냉혹했다. EMB는 ‘PSA로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는 원유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
3000만 유로(약 418억원)의 보조금을 PSA보다 생산량을 감축한 낙농가에게 지원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부산갈매기, ‘EU위원회의 코로나19 추가대책 특징’(2020년 8월 11일), (https://
blog.naver.com/jtriple00/222057645941)
- 원문출처: 일본 중앙낙농회의 '중낙정보(2020.7월호)'

2. (2020년 10월 29일) EU 낙농업계, 코로나 계기로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프로젝트 추진-식품공급망 혼란 반복 방지위해 업계 공동 디지털 시스
템 구축
올해 코로나 19에 낙농공급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은 EU
낙농업계가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올해 3
월부터 9월 사이 유럽 전역에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되면서, 봉쇄조치로 호텔 식
당 등 식품서비스업이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
지 못해 낙농가들이 원유를 폐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에 대해 업계에서는 급격한 수요 변화시 낙농가와 가공업자간 소통할 수 있는 시
스템이나, 이러한 상황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위기상황에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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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지원으로 영국 레딩대, 이탈리아 카톨리카 대학, 이
탈리아 축산농가협회와 농업 연구센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낙농업계의
코로나 19피해 현황을 취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해, 이
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낙농업계가 수요 변동 등의 문제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식품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종사자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 19 등 위기상황 재발 시, 문제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EU 낙농업계, 코로나 계기로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29일자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10월 22일자

3. (2020년 10월 29일) 유럽연합 밀,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유럽산 밀 선물은 수요일 치솟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세계 시장을 적자로 몰아넣었고, 주요 산지에서의 일부 환영할 만한
강우량에 의해 압박을 받아 2주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넥스트의 12월 밀링
밀 BL2Z0은 10월 14일 이후 가장 낮은 톤당 204.25유로로 1.2% 하락했다.
그러나 무역업자들은 곡물시장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3월 매도 때
상승했으며, 러시아 등 일부 주요 수출시장의 높은 가격이 일부 지지를 불러올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경쟁 수출업체들, 특히 러시아에서 가격이 높
게 유지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내에 더 많은 수출판매가 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
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 독일 무역업자는 “러시아는 여전히 비싸 보이고 독일, 발
트해 국가, 폴란드는 몇 주 안에 새로운 수출 판매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그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지난 몇 달 동안 대량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사
용 가능한 수출 물량이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올해 7~12
월 사이에 100만~12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의 예상 수출
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판매자들은 때때로 파리 가격 하락에 직면하여 거래하기
를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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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거래자는 “지난 며칠간 유로넥스트의 급격한 하락에 판매자들 사이에서
는 상당한 충격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건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
다는 게 시장의 시각인 것 같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wheat falls to two-week low on global coronavirus gloom(유럽
연합 밀은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
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0월 29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
wr_id/557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4. (2020년 11월 1일) 코로나 2차 대확산에 패닉 빠진 유럽… 식료품⋅의
료대란. 신규 확진자 1주간 150만 명 늘어, 집중치료실 점유율 17일 만
에 2배 ↑, 英, 佛⋅獨 이어 4주간 봉쇄 조치, 벨기에⋅포르투갈 ‘고
강도 이동제한’, 슈퍼마켓 장사진… 화장지 등 동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 거리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텅 비어 있다. 멈출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유럽이 혼돈에 빠졌다.
각국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잇단 2차 봉쇄령
에 불안해진 시민들이 사재기를 시작해 식료품⋅생활필수품 등 일부 품목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한스 클루
게 유럽국장은 최근 유럽 보건장관들과의 긴급회의에서 “유럽이 다시 이번 팬데믹
(감염병 대유행)의 진원지가 됐다”면서 최근 일주간 유럽의 신규확진자가 약 150
만명 늘어 팬데믹에 들어선 이후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조만간 의료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코로나19 환
자를 수용할 집중치료실이 빠르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질병통
제예방센터(ECDC) 집계에 따르면 유럽 내 병원 집중치료실 점유율은 17일 만에 2
배로 치솟았다. AFP통신이 52개 유럽 국가 중 35개국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코로
나19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환자는 13만 5,000명에 달한다. 불과 1주 전까지만 해
도 유럽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0만 명에 못 미쳤다.
영국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2만 명대로 늘고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
자, 프랑스, 독일에 이어 이날 잉글랜드 전역에 봉쇄조치(lockdown)를 다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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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긴급 내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4
주간의 봉쇄조치를 발표하며, “지금 강력한 조처를 함으로써 (크리스마스에) 가족
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자 믿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비필수 업종인 가게, 펍, 식당 등의 영업이
중단된다.
벨기에도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비필수 업종 가게
의 영업을 중단하는 봉쇄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는 “우리나라는 보건 비상사태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격한
봉쇄에 다시 들어갈 것”이라며, “이는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은 수도 리스본을 포함, 전체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지역 121곳에 비
필수적 이동을 제한하는 부분 봉쇄령을 내렸다. 준봉쇄’ 수준의 고강도 제한 조치
에도 30일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선 이탈리아 역시 전역으
로 봉쇄령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오른쪽)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화상 정
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였다. 잇단 재봉쇄에 유럽 시민들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슈퍼마켓은 물건을 사기 위해 몰린 사람들
로 장사진을 이뤘고, 화장지 등 일부 품목은 이미 동나기 시작했다. 1차 봉쇄 때
장기간 외출하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이발소나 미용실 예약을 잡는
한편,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대문에 투입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외신은 전
했다.
(출처) 세계일보, ‘코로나 2차 대확산에 패닉 빠진 유럽… 식료품⋅의료대란’, 2020년 11월 1일자 기사

5. (2020년 11월 9일)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EU 농업에 미치는 영향코로나19로 인하여 유럽연합 농업 지원금 증가 상황에서 관세부과 갈등
등 더욱 심화 가능성
네덜란드의 라보뱅크(Rabobank)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EU와 미국 간 전반
적인 무역 및 농업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대서양 연안 국가 간의 무역(trans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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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침체가 발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 탈
퇴, OECD 주도의 관세 제도 재편에 대한 반대 등의 행보를 보여 왔으며, 이는 미
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유지해
오던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무역정책에서 일국주의(unilateralism) 무역정책
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바이든 후보의 집권 이후에는 전반적인 무역 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바
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와 달리 WTO의 개혁 등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
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협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해온 관세 부과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와인
과 치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유럽연합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2020년 11월부터 시행할 것을 검
토 중이다. 이번 관세 부과는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서 16년간 지속되어 온 에어
버스-보잉 간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 관세 부과 조치는 와인과 치즈뿐만이 아니
라, 유럽연합의 에어버스사의 비행기를 포함하며, 이는 유럽연합과 영국으로부터
의 수입액의 1.5%(75억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에 대한 관세 부과이다. 코
로나19로 인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Politico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애국주의
(patriotism)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정책
은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업부문의 적자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파악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시행하고자 하는 탄소 국경
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을 통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조치
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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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한 바 있다.
WSJ은 미국 농부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환경 보호를 위한 제약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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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상승을 예상하여,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도 트
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파리 기후협
약에 미국이 다시 참여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업이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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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EU 농업에 미치
는 영향,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4, 2020년 11월 9일(file:///C:/Users/user/AppData
/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HK3VGNFP/(20201109)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라보뱅크, “Trump versus Biden and the transatlantic trade relationship”(2020.10.
29.), (https://economics.rabobank.com/)

6. (2020년 11월 13일) 유럽연합은 락다운으로 수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곡
물 공급 부족에 직면
Strategie Grains는 “코로나바이러스 봉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유럽 내 곡물
공급은 중국으로의 보리 수출이 계속되고 밀이 수입 옥수수 부족분을 메우고 있
다”고 말했다. 월간 보고서에서, Strategie Grains는 실망스러운 우크라이나 수확
과 높은 중국 수요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을 이유로 2020/21년 유럽연합과 영국의
옥수수 수입 전망치를 거의 200만 톤 낮춘 1,700만 톤 미만으로 전망했다.
Strategie Grains는 “밀링밀에 대한 수요 전망치는 90만 톤 감소했고 맥주 성분
인 맥아에 대한 보리 사용량은 60만 톤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속적인 수
요로 인해 보리 시장이 압박을 받으며, Strategie Grains는 2020/21년 유럽연합
의 보리 수출 전망치를 40만 톤 늘린 740만 톤으로 전망했다.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보리 흑자가 있었지만 이는 아직 시장에 도
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밀 수출 전망치는 10월 2,500만 톤
에서 2,430만 톤으로 감소했으며, 유럽연합 밀 가격은 유럽의 적절한 재고를 보존
하기 위해 해외에서 계속 경쟁력을 잃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trategie Grains는 유럽연합 밀 파종이 반등하고 내년 러시아의 생산량 증가
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수요가 다음 수확이 오는 2021/22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부추겨 공급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facing tight grain supply despite lockdown demand drag(유럽연

72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합은 락다운으로 수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곡물 공급 부족에 직면)’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13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
d/560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7. (2020년 11월 18일) EU위원회 코로나19 사태 이후 푸드체인과 학교의
휴교조치로 가정조리용 제품 수요 증가, 후레시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으로 이동
유제품시장 예상보다 빠른 회복, 반면 불확실성 지적도 많아
EU위원회가

설치한

‘유제품시장

관측사이트(MMO,

Milk

Market

Observatory)’의 경제위원회 9월 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보고서에
는 ‘유제품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2020년은 전세계 원유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밸런스가 무너
지기 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EU(27개국)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유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MMO 경제위원회 제35차 회의는 COPA-COGECA(EU농업조직위원회⋅농업협동
조합위원회), CEJA(EU청년농업자협의회), EMB(EU낙농위원회), ECVC(European
Coordination Via Campesina), EDA(EU유업협회), Eucolait(EU유제품수출입⋅
판매업체연합), Eurocommerce(EU상공회의소) 등의 밀크서플라이체인 전문가들
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지난 9월 25일 개최되었다.

7월까지 집유량 전년동기대비 2% 증가
EU(27개국) 집유량은 7월에만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했고, 7월까지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2％ 증가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의 생산량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생산량이 전년동월보다 낮았던 회원국은 3곳 뿐이었다. 올해 7월까지 집
유량 증가에 따라 전지분유 4.7％, 음용유3.7％, 치즈 2.0％, 탈지분유 1.9％, 버
터 1.6％ 등 모든 유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올해 7월 EU 평균 원유가격은 1㎏당 32.84유로센트(약 431원)로 집계되었다.
작년 7월보다 2.9％ 하락했지만, 과거 5년간 평균보다는 4.7％가 높았다. 올해 8
월 추정치를 보면 ㎏당 32.91유로센트(약 432원)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

722

특집 5 : 코로나 관련 정보 제6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6)

버터가격은 올해 초에 100㎏당 368EUR에서 5월에는 281EUR로 하락한 후에
350EUR까지 거의 회복했다. 1년전 보다는 4％ 하락했다. 6월 초순 이후 EU산 탈
지분유가격은 100㎏당 207~217EUR(㎏당 2716~3556원)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
다. 지금은 214EUR(약 3162원)으로 전년보다 2％ 가량 하락했다.
탈지분유⋅버터 평소 재고량 유지
EU(27개국)와 영국의 유제품 민간재고는 잔여접근법(생산량＋수입량－국내 소
비량－수출량)에 의한 산출결과 탈지분유는 약 12만 톤으로 평소 수준이었고, 버
터도 7월말 현재 평소 수준을 유지했다. EU역외로의 수출증가와 소매판매가 수급
균형을 지탱했다. 치즈 재고량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약간 많았는데, 여름철 외
식산업 회복, 강한 소매수요와 수출이 계속되면서 7월에는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
았다.
EU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원유생산량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올해 7월까지 주
요 수출국(EU 27개국,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는
원유생산이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고, 뉴질랜드와 영국은 각각 △0.1%, △
0.7% 감소했다.
EU 단기전망은 원유량 증가와 사육두수 감소폭 축소에 따라 2020년 집유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하며 계속해서 견조(堅調)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음
용유 생산량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수요와 수출수요가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멈
췄다. 치즈 소비량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
다.

일본, EU산 치즈 수출처 2위로 올라서
세계무역과 EU의 수출은 대단히 호조이다. 수입증가는 소비증가 또는 비축전략
이나, 식량안보 차원의 우려를 반영했는지도 모른다. EU산 치즈의 일본 수출량은
올해 1~7월에 12% 증가하면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 EU의 2위 수출처가 되었다.
EU의 유제품 수출은 US달러에 대한 유로화 상승으로 현재 좀 더 어려워진 상태
다. EU의 유제품 소비는 가공용 유제품 이용에서 다이나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치즈, 버터, 크림의 경우 2009~2019년에 1/3 이상 증가했음). 유청,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의 분말유제품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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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긴 제품으로 소비패턴 변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푸드체인과 학교의 휴교조치로 가정조리용 제품의 수요
가 증가하면서 후레시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으로 이동했다. 일부 회원국
에서는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유기농 유제품 판
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낮은 실정이다.
유제품시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2020년은 전세계 원유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
장의 수급균형이 무너지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경기후
퇴에 관련한 불확실성은 소비자의 행동, 자신,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EU 탈퇴는 EU와 영국 간의 무역에 혼란을 가져와 유제품가격에 압력을 가할 것이
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부산갈매기, ‘EU위원회 ‘유제품시장 관측사이트’ 9월 회의결과’(2020년 11월 18
일), (https://blog.naver.com/jtriple00/222147621665)
- 원문출처: 일본낙농유업협회 ‘J-MILK INTELLIGENCE(2020.10.09.)’

[프랑스]
1. (2020년 11월 4일) 전 주 러시아⋅미국 밀 성장 지역 비 소식과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 재개에 대한 투자자 우려 압력 불구, 파리 밀 시장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 안정
유로넥스트 밀은 화요일 거래자들이 유로화의 급등과 작물 조건 개선에 대하여
시카고의 견고한 추세와 활발한 국제 수요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 12월
밀링밀 BL2Z0은 0.25유로(0.1%) 상승한 톤당 205.25유로(240.68달러)에 거래됐
다. 이에 앞서 현물계약은 미국선물의 하루아침에 상승한 207.75유로로 1주일 만
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시카고 밀 랠리가 주춤하고 달러 대비 유로화가 큰 폭
으로 상승하면서 이익이 줄어들었다.
10월에 몇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밀 시장은 지난 주 러시아와 미국에서
건조하게 성장 중인 지역에 대한 비 소식과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치 재개에 대
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압력을 받았다. 무역업자는 이제 시장이 미국에서 옥수수와
대두 수확, 호주와 아르헨티나에서 밀 수확, 그리고 겨울 이전의 미국과 러시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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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을 더 명확하게 그려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도전자 조 바이든의 치열한 유세 끝에 치러진 화요일
미국 대선의 여파로 이번 주에도 일부 변동성이 예상됐다. 수입국들의 최근 입찰
자들은 튀니지가 5만 톤을 예약하고 파키스탄이 32만 톤을 입찰하는 것을 고려하
는 등 꾸준한 국제 밀 수요를 강조했다.
Refinitiv 선적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밀 수출이 10월에 반등하여 적어도 10
년 만에 중국으로의 최대 월간 선적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10월에
알제리로 사실상 프랑스산 밀이 선적되지 않은 후, 선적 스케줄은 약 6만 톤이 11
월 초에 선적될 예정임을 보여주었다.
($1 = 0.8528유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aris wheat flat as market seeks fresh direction(파리 밀은 시장이 새
로운 방향을 모색함에 따라 안정)’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4
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8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11월 18일) FranceAgriMer, EU지역 외 연질밀 수출 전망 상향
조정. 코로나19로 연말연시 앞두고 프랑스산 봉쇄조치 재개되면서 맥주
⋅육류 등 소비가 우려
프랑스 농수축산사무국(FranceAgriMer)은 화요일 2020/21년 유럽연합 외 프
랑스산 연질밀 수출 전망치를 2개월 연속 상향 조정해 올 시즌 프랑스에 대한 수
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월간 수급 자료에서 FranceAgriMer는 7~6월 중 유럽연합과 영국 외에서의 연
질밀 수출량을 지난달 670만 톤에서 685만 톤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2019/20년 시즌에 예상된 기록인 1,346만 톤보다 49% 낮은 수치로 악천후로
인해 올해 프랑스 수확량이 급감했음을 반영한다.
FranceAgriMer의 곡물부 차장 Marion Duval은 기자들에게 “수출 모멘텀이 좋
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중국은 시즌
전반기에 매우 적극적인 바이어였다.” 프랑스는 이미 7월부터 밀 100만 톤을 중국
에 출하했으며 일부 무역상들은 본격적인 계절에 걸쳐 수출이 200만 톤에 달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FranceAgriMer 유럽연합 내 예상 연질밀 수출량은 8만 톤 감소했고, 동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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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제조업체의 내수 수요는 옥수수 대비 경쟁력 증가로 10만 톤 증가했다고 밝혔
다. 이러한 조정으로 FranceAgriMer는 2020/21년 말 예상 연질밀 재고량을 지난
달 260만 톤에서 250만 톤으로 줄였다.
FranceAgriMer는 유럽연합 내 옥수수 수출 전망을 2개월 연속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동물 사료 사용과 전분 수요의 감소로 옥수수 재고량은 220만 톤으로 안
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보리의 경우 국내 맥아 사용량 및 유럽연합 내 수출에 대
한 공급과 감소에 대한 상향 조정을 반영해 2020/21년 재고량 전망을 지난달 100
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높였다.
FranceAgriMer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프랑
스산 봉쇄조치가 재개되면서 곡물을 사용하는 맥주나 육류 등의 제품 소비가 우려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ranceAgriMer raises non-EU soft wheat export outlook again(Fra
nceAgriMer, 비 유럽연합 연질밀 수출 전망 다시 상향조정)’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
스/브리핑, 2020년 11월 18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
5612/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영국]
1. (2020년 9월 18일) 영국 정부, 외식 지원을 통해 1억 끼를 넘는 이용이
있었다고 발표
영국 정부는 9월 4일, 8월에 실시한 식대의 반액을 보조하는 외식 지원책(Eat
Out to Help Out Scheme)이 1억 끼 이상이 이용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외식 지원
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확대의 영향을 받은 음식 업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8월 3일부터 8월 31일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지원 방안에 참여하는 식
당 등에서 가진 음식(포장이나 알코올 음료를 제외)

⋅ 보조율: 대상이 되는 식대 최대 50%(1번의 식사를 한 명당 상한 10파운드
(1420엔: 1파운드=142엔)

⋅ 보조 횟수: 기간이면 몇 번이라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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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이용 금액 등 제한: 없음
⋅ 보조의 구조: 고객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자동적으로 밥값에서 할인
되고 식당 측이 밥값에서 할인 금액을 정부에 청구했다
리시⋅수지 너클 재무 장관은 이 지원책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180만 명의
생활을 지키고, COVID-19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주가 지날수록 이용이 증가하고 8월 말까지 레스토랑 예
약 수가 대폭 증가했다. 8월 31일까지 당초 예상을 웃도는 총 1억 끼를 넘는 이용
이 있었다. 지원책에 참가한 8만 4700채의 레스토랑에서 할인 금액에 대한 보조
신청 건수는 13만 건으로 그 금액은 5억 2,200만 파운드(741억 2,400만 엔)이었
다.
영국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외식함으로써 경제를 북돋우고 더 많은 일자리가 확
보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당 등에서 보조 신청은 9월 말까지 받고 있
는 만큼 이들 숫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 리시⋅수지 너클 재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당초부터 일자리를 지킬 우리의 사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례 없는 창조적
인 대처에 과감히 도전할 필요가 있었다.

⋅ 이번의 데이터는 외식 지원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였다. 저는 외식 지원 방
안을 받아들이고 경기 회복을 밀어 준 레스토랑 관계자나 식사를 나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 이 지원책은 ‘고용 계획’의 일부일 뿐 우리는 다시 강한 국가가 되는 것을 보
증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창출한다.
또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식당의 예약은 전년 같은 요일과 비교하여 8월 전체
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평균 53% 증가했다. 7월의 레스토랑 예약은 전
년과 비교하여, 월요일부터 수요일의 평균에서 54% 감소했다. 지원책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는 전년 이날과 비교하여 예약 건수는 216% 증가했다. 또 지원 방
안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하루 화요일 레스토랑 예약은 2019년 같은 조건
의 날과 비교하여 2% 증가하고 수요를 높이고 있는 것이 초기 징후로 나타나고 있
다고 말했다.
이 지원책은 영국 전체에서 실시되었으며, 1주째에 합계 1,050만 끼, 2주 만에
3,500만 끼 3주 만에 6,400만 끼 식사와 이용은 증가하고, 8월 31일까지 총 1억
끼를 이용하였다.

72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한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실시 전에는 외식을 할 수 있는 부자들에 대한 포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예측이나 정크 푸드를 장려하게 된다는 지적도 들렸다. 또, 실시
기간 중에는 소셜 디스턴스의 필요성과 수요 증가에 대처할 점원에 대한 클레임의
증가를 원인으로 한 외식 지원책에 참가 취소나 주 초에 내객이 집중되는 것에서
주말 거래의 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2年9月18日付）英国政府, 外食支援策により1億食を超える利用が
あったと発表,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1月號,（https://www.alic.go.jp/chosa-c/
joho01_002719.html）

2. (2020년 1월 9일) 英, 코로나 극복 위해 20년 만에 TV 우유 광고. 민관 합
동으로 다양한 매체활용 우유 홍보...캠페인 기간 중 우유판매 11천 톤 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유제품 소비를 만회코자 영국 정부와 낙농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Milk Your Moments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코로나로 인해 혼
란이 가장 심했던 5월 중순부터 12주간 진행됐던 이 캠페인은 우유와 유제품이 항
상 우리 곁에서 생활의 일부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테마로 영상물을 제작해 옥
외광고판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배포했고, 특히 20년 만에 처음으로 TV로도
광고를 방영했다.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최근 발표한 캠페인 결과 평가에 의하면, 주
요 타켓층들이 낙농산업과 유제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식단에 유제
품을 추가하는 가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21만여 명
의 소비자들이 계획에 없던 우유를 구매해 약 1만 1천여 톤의 우유가 더 판매된 것
으로 나타났다.
부대행사로 진행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모금에서도 1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 원)가 모금되는 성과를 거뒀다.
Dairy UK의 주디스 브라이언스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와 같은 위
기 속에서도 낙농산업이 항상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계
기가 됐다. 특히, 유제품 판매증가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英, 코로나 극복 위해 20년 만에 TV 우유 광고’,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1월 9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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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 (2020년 11월 6일) 아일랜드, 코로나 이후 25%가 유제품 소비 늘려. 젊
은 세대, 유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 높아져...환경 영향에 대한 인식
은 개선 필요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침체와 급격한 소비패턴 변화로 올해 세계 낙농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아일랜드에서는 상당수의 소비자가 유제품 소비를 늘린 것으
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국립유제품자문위원회(NDC) 회장 조 카바나크는 최근 아
일랜드 농업저널과 인터뷰에서 자체 조사결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소비자의
25%가 유제품 소비를 늘렸고, 특히 35세 이하의 경우는 40%가 소비를 늘린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것은 코로나 이후 유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Z세대(16-23세)의 경우는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80%, 밀
레니얼 세대(24-39세)도 66%인 것으로 나와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반면, 낙농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높았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아일랜드, 코로나 이후 25%가 유제품 소비 늘려 - NDC 소
비동향조사’,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6일자
- 원문출처: farmersjournal.ie, 10월 29일자

[우크라이나]
1. (2020년 10월 30일) 우크라이나, 코로나19로 제한하였던 밀 수출 쿼터
량 57% 소진
우크라이나는 2020/21년산 밀 수출 쿼터를 1,750만 톤 이내로 확정하였다. 그
러나 현재까지 수출된 물량은 1,000만 톤 수준으로 전체 쿼터량의 57% 수준이 이
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100만 톤이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며, 300만 톤의 밀이 이미 계약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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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컨설팅업체 APK-Inform은 수입업체의 수요 확대와 겨울철 밀 파종 속도
가 느려지면서 우크라이나 밀 제분 가격이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톤당 255달러까
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곡물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
으며, 2019/20년 시즌에는 약 5,7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는 2020/21년 시즌에는 건조한 날씨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수출량이 4,740만 톤
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관측｣, 2020년 11월호, P.19 (aglook.krei.re.kr)
- 원문출처: 로이터(Reuters), 2020.10.26.

2. (2020년 11월 3일) 우크라이나 농업부, 옥수수, 밀 수출 감소에도 불구,
코로나19로 시작된 곡물 수출쿼터 재검토 않기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옥수수 출하량이 줄면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
월까지 이어지는 시즌에 현재까지 15.8% 감소한 1,650만 톤을 기록했다고 농업부
가 밝혔다. 무역업자들은 작년 같은 기간에 440만 톤의 옥수수를 판매한 것에 비
해 250만 톤의 옥수수를 판매했다.
밀 수출은 약 1,100만 톤에서 1,060만 톤으로 감소했다. 곡물상들과 정부는 현
지의 수요를 보장하고 수출 제한을 막기 위해 이번 계절에 수출할 수 있는 밀의 양
이 1,750만 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농업부는 지난 주 월요일 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쿼터를 재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무역업자들이 2020/21년 시즌까지 쿼터의 57% 이상
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세계 곡물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는 2019/20년 시즌에 해외 바
이어들에게 약 5,700만 톤의 곡물을 판매했다. 정부는 2020/21년에는 수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이 4,740만 톤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부는 악천
후로 인해 2020년 곡물 수확량이 2019년 기록인 7,510만 톤에서 약 6,800만 톤으
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kraine’s grain exports down 15.8% so far in 2020/21 season(우
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2020/21년 시즌 현재까지 15.8% 감소)’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3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
/558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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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1. (2020년 11월 3일) 크로아티아 농림부, 2020년 ‘국가 와인 산업 지원프
로그램’ 일환으로 국내 와이너리 업계에 1,010만 유로 지원했다고 발표
크로아티아 농림부가 2020년에 ‘국가 와인 산업 지원프로그램(National Wine
Aid Programme)’의 일환으로 국내 와이너리 업계에 1,010만 유로(한화 약 135억
8,672만 원)를 지원했다고 발표하였다. 와이너리 지원 정책의 절차와 과정이 간소
화되면서 수혜 농가 수 또한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는 포도밭 개보수 정책의 지원금 지급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5%로 높였으며, 향후 3년 동안 포도밭 농가를 대상으로 보수로 인한 손
실액을 보상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와인 산업 지원 정책의 규모를 대
폭 늘렸다. 정부는 국내 와인 산업 부흥을 위해 5년 동안 유럽기금(European
Fund)의 지원금을 활용해 연간 1,100만 유로(한화 약 147억 9,742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농촌 지역의 관광업을 활성화 하고자 와인 산업을 관광업과 결합한 새
로운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관광청은 이 같은 시도가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함. 실제로
2020년 1~8월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을 이용한 관광객의 총 숙박 일수는 6만
6,300여 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3]’ 2020년 11월 3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10.21.), Total Croatia
News, Croatia Wee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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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세아니아
[호주]
1. (2020년 1월 12일) COVID-19 대유행과 봉쇄로 경제활동에 큰 혼란으로
호주의 GrainCorp은 연간 손실 감소, 2021년 수익 증가 전망
GrainCorp GNC.AX는 호주의 대량 곡물 취급업자의 구조조정 노력과 오일시
드 분쇄량이 마진에 도움이 되어 내년 겨울 작황으로 인한 수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2020년 연간 손실이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동부 전역
의 농장을 황폐화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킨 3년간의 가뭄과 싸운 후, 더 나은 강
우량과 곡물 계약의 구조조정이 상반기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GrainCorp의 운명은 올해 초 바뀌었다.
COVID-19 대유행과 봉쇄로 경제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반면, 식량과 농업은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어 호주에 본사를 둔 이 회사가 침체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
지되도록 도왔다. GrainCorp는 동부 연안의 겨울 작황 증가와 최근의 구조조정으
로 인한 지속적인 수혜로 2021 회계연도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농업 경영에서 재배 조건과 지금까지 받은 곡물의 양에 따라 “매우 강
한” 2020/21년 겨울 작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GrainCorp는 강력한 오일시드 분
쇄 마진 또한 이 회사의 가공 부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9월 30
일에 마감된 연도의 세금을 제한 후 순손실은 1,600만 호주달러(1,165만 달러)로
호주 동부의 가뭄 장기화로 인한 지난해 1억 5,800만 호주달러보다 작았다.
($1 = 1.3731 호주달러)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ustralia’s GrainCorp annual loss shrinks, sees growth in 2021
earnings(호주의 GrainCorp은 연간 손실 감소, 2021년 수익 증가 전망)’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
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12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
view/wr_id/5597/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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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1월 16일) 호주 업계, 국가단위 질병 방역 강화 촉구. 단 하나
의 질병으로 농업 전체가 초토화 가능...정부의 관련 예산 미편성 질책
호주 농업인연합회(ANFF)가 정부에 전염성 질병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가단위 질병방역 시스템(Biosecurity System)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호주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가 호주 농업이 전염성 질병과 해충 침입 증
가로 향후 10년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지난 10월
연방 정부가 내년 예산에 국가 질병방역시스템(National biosecurity system) 강
화를 위한 예산은 물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부과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토니 마하르 ANFF 회장은 “국가단위의 강력한 질병방역 시스템은 호주 국가경
제와 지역사회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축산부문을 외래 해충과 질병으로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하고, “올해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단 하나
의 해충이나 질병도 농축산업 전체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만큼 미래 국가 방역 시
스템은 시스템간 연결과 통합을 바탕으로 데이터 및 정보 공유와 지역사회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세계 농축산 부분은 코로나19 에 따른 경제적 피해 외에도 조류인플
루엔자(AI),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전염성 가축질병과 밤나방
(Fall Army Worm), 카프라 딱정벌레(Khapra beetle), 갈색무늬노린재(Brown
marmorated stink bug) 등 외래 해충에 의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호주에서 차단된 생물학적 위험 요소 역시 50%가까이 증
가하는 등 생물학적 질병의 위험과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호주 업계, 국가단위 질병 방역 강화 촉구 - 단 하나의 질병
으로 농업 전체가 초토화 가능...정부의 관련 예산 미편성 질책-’,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16일자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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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11월 17일) 中,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싼 무역갈등으로 호
주산 전지분유에 긴급수입제한조치. 할당물량 초과분에 10% 추가 부과
올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전지분유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호주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싼 양국간 무
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국에 판매한 전지분유 수출량이 기록적인 수준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호주산 분유의 저율관세 할당물량은 22,335톤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이미 19,726톤(88.3%)을 수출했으며, 10월 말 또는 11월 초 할
당량이 초과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5년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ChAFTA)이 체결된 이
후 처음으로 전지분유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이번 달부터 올
해 남은 기간 동안 초과되는 수입 물량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
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 일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올해 들어 호주와의 관계 악화로 와인, 소고기 등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中, 호주산 전지분유에 긴급수입제한조치- 할당물량 초과분
에 10% 추가 부과-’,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17일자
- 원문출처: abc.net.au, 11월 13일자

[뉴질랜드]
1. (2020년 11월 16일) 중국 "수입 쇠고기에 코로나19" 주장에 뉴질랜드 "
진상 규명"하기로 발표
중국 당국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
으로 알려지자 뉴질랜드가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
랜드 총리는 "해당 쇠고기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
었다"며, "보도 경위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중국 산둥성 지난시 당국이 뉴질랜드에서 수입
한 쇠고기 제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을 뿐,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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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질랜드 언론들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 당국이 지난 주말 브라질과 볼리
비아, 뉴질랜드가 원산지인 쇠고기와 내장 제품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
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제
품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냉동식품에 대
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냉동제품 포장에서 코로나19가 옮겨질 위험은 매우 낮다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SBS 뉴스, ‘중국 "수입 쇠고기에 코로나19" 주장에 뉴질랜드 "진상 규명", 2020년 11월 16일자
뉴스
- 원문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5296&plink=ORI&c
ooper =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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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중국]
1. (2020년 11월 9일) 中, 코로나19 계기로 식품안전기준 대폭 강화 추진. 현
행 식품안전기준 중 영양성분, 가공식품 관련 46개 조항 제⋅개정 계획
코로나19가 야생동물 소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내 식품 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2020 국가 식품안전 전략계획(2020 Food Safety National Standards Project
Strategy)를 새롭게 마련했다.
중국 국가건강위원회(CNHC)가 식품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국가계획(national initiative)은 현행 식품안전기준 중 영양성분 및 가공식품
등과 관련해 28개 조항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준 18가지를 신설하는 등, 총 46개
조항을 손볼 계획이다. 이중 12개는 영양성분 및 특별식에 관한 조항이고, 가공 식
품 관련 4개 조항, 식품 첨가물 14개 조항 그리고 나머지는 식품 검사 및 식품오염
분야로 알려졌다.
영양성분(nutrition) 및 특별식(special dietary foods) 분야는 식품의 영양 강
화 성분인 해조류 추출 요오드, 락토페린(초유에 많이 들어있는 항균물질),
1,3-Dioleoyl-2-Palmitoyl Triglyceride(모유 지방 대체 중성지방) 등에 대한 기
준 강화와 알츠하이머 환자용 대체영양식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 신설이 포함된
다. 가공식품(processed foods) 분야는 빵류와 캔류 등에 대한 기준강화와 건조과
일 및 야채 등에 대한 기준 신설, 소금, 설탕, 오일 함량 기준 대폭 강화 등이 포함
될 계획이다.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은 캔류 등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영양건강] 中, 코로나19 계기로 식품안전기준 대폭 강화 추진’,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9일자
- 원문출처: foodnavigator.com,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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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 (2020년 11월 2일) 일본, 미국 대선 후보자 농업정책 비교(농업 보호,
수출)
미국 최대 농업단체 AFBF(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는 공화당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게 무역정책 등 12항목의
질문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2020년 9월 9일 공개하였다. 이에 대한 두 후
보의 대립점 등을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에서 정리하였다.
[국내 농업 활성화] 두 후보의 응답 중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국내 식량 공급시스
템 활성화 방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농가들에게 코로나19 보조금(160억 달러, 4월 17일 공표)을 지
원하고, 농산물을 매입(30억 달러)하여 취약계층에게 식품 꾸러미(Food Box)를
지급하는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바이든 후보) 농업에 신규 진입 및 농업 상속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농가대책,
농지보전 투자와 함께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개발 및 저리 융자, 신품종개발, 온
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정밀농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업의 입지 향상과 농
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망을 개척해가겠다고 하였다. 바이든은 농업
관련 기업의 과점화를 저지하여 중소규모의 농업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흑인
농가에 대한 농무부의 차별적인 농업정책을 폐지하는 등 농업정책에 있어 다양성
을 중시하는 의사를 밝혔다.
[에너지(옥수수 에탄올)] 중서부 지역 농가가 기대하는 옥수수 에탄올 생산 장려
책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에탄올 15%의 혼합휘발유(E-15)의 하계판매금지 철폐를 통해
연간 판매를 실현하였으며, 중국과 브라질 등에 에탄올 수출을 확대하였음을 강조
하였다.
(바이든 후보) 정유기업에 대한 에탄올 혼합의무 면제로 인해 옥수수 농가의 이
익을 저해했다고 비판하고, 바이오에탄올 등의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과 기후 변
화 대책에 가장 중요하다며 청정연료 연구개발에 4,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50
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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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책] 농수산물 수출대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통한 수출 확
대를 강조하였으며, 바이든 후보는 종합적인 전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농수산물 수출대책에 대해 무역협상을 통한 수출 확대와 실적을
중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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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맞서 미국
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통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
라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지구적인 과잉생산과 외국 국
영기업 등의 문제가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해외이전 및 외
국 기업의 생산위탁으로 인한 고용 상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두 후보는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의견을
보엿다.
(트럼프 대통령) 강도 높은 불법 이민대책을 시행하면서 합법적인 계절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농가를 위해 H-2A 비자 발급을 확대할 것이고, 재선될 경우 외국
인 농업노동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에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든 후보) 미국에서 농업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민노동자는 이를 지속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과거 농업노동 실적을 기반으로 이민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및 시민권 취득으로 연계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지지
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대선 후보자 농업정책 비교(농업 보호,
수출),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3, 2020년 11월 2일(file:///C:/Users/user/AppData/
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AGV9OUYS/(20201102)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農政： 薄井寛: 20大統領選と米国農業”, (2020.9.23.)(https://
www.jacom.or.jp/)

2. (2020년 11월 17일) 일본, 코로나19 확산에 외식 장려정책 수정 검토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7일 NHK에 따르면 일
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950명이 새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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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는 12만358명으로 늘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이달 9일(781명)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하지만 요일별 편차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 월요일에는 확진자가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집
계된 신규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으로 올해 8월 3일(965명)에 이어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누적 확진자는 1만 320명이나 늘었다. 직전 일주일에는 6천
744명이 늘었는데, 증가 폭이 확연하게 커졌다.
16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천 474명 수준으로 직전 일
주일의 하루 평균(약 963명)보다 511명 정도(약 53％) 정도 확대했다.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언한 올해 4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7∼8월에 이어 제3
차 확산기를 맞고 있다.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식 장려 정
책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외식비의 일부를 현금성 포인
트로 지급하는 정책인 `고투 이트`(Go To Eat)의 적용 대상에서 5명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를 제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아
울러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
청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지방창생 임시교부금 500억 엔(약 5천 295억 원)을 활용해 영업을 단축한 업체
에 월 20만∼30만 엔(약 212만∼318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
도통신은 전했다.
(출처) 한국경제TV, ‘일본, 코로나19 확산에 외식 장려정책 수정 검토’, 2020년 11월 17일 뉴스
- 원문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5296&plink=ORI&c
ooper=NAVER

[말레이시아]
1. (2020년 11월 6일) 말레이시아 팜유 재고 10월 강우와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으로 생산량 급증, 인도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로 대두 선물가격 3
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1%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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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미 날씨가 공급량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오일시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주간 수출량은 150만 톤으로 지난주보다 6%, 이전 4주 평
균보다 32% 줄었다. 말레이시아의 팜유 재고는 10월에 비오는 날씨와 코로나바이
러스 제한으로 생산량이 급증하는 반면, 인도의 축제 시즌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두 선물가격, 전 세계 공급 우려로 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해외곡물시장
정보-세계곡물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11월 6일 선물시장 현황｣, 2020년 11월 6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587/page/1)

[예멘]
1. (2020년 10월 30일) 내전⋅코로나 겹쳐…예멘 남부, 어린이 10만 명 영
양실조 극심
최근 중동 국가 예멘의 식량 부족 문제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어린이 한 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
는 공동 조사 보고서를 통해 예멘 남부 지역의 5세 이하 어린이 중 최소 10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이며, 긴급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
다.
더불어 올 한해 영양실조 아동 증가 폭은 15.5%로, 예멘 내전 시작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피해가 가장 심각한 항구도시 호데이다에선 어린이 5명 중 1명
이상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멘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국민 80%가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
다. 하지만 코로나 19 대유행과 전 세계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구호품이 크게 줄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출처) KBS 뉴스, ‘[코로나19 국제뉴스] 내전⋅코로나 겹쳐…예멘 남부, 어린이 10만 명 영양실조 극심’,
2020년 10월 30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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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프리카
[아프리카]
1. (2020년 11월 16일) WFP 사무총장, “코로나19로 돈 번 이들 상대로 모
금 운동 나설 것”. “국제 지원 없으면 내년 아프리카엔 인류 멸망 수준
기근”언급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만큼 심각한 최악의 식량 위기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
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WFP본부에서 열린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올해보다 더욱 심한 최악의 식량위기가 내년에 닥쳐올 것"이
라고 전했다.
WFP는 기아 퇴치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식량원조기구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톰슨 피리 대변인은 “거의 모든 민항기
운항이 중단됐을 때 WFP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였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WFP는 식량과 구호물
자를 실어 나르고 이를 나눠주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비즐리 사무총장의 경고다. 그
는 통신에 “우리는 분쟁⋅재난지역과 난민 수용소에서 식량을 공급했지만,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지금부터”라며 “내년에는 더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이 닥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모든 국가의 경제가
악화됐다”며, “중⋅저소득층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당장 3∼6개월 안에 20여 개국은 식량 부족 위험도가 급증
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지원이 없으면 2021년에는 성경에 묘사된 인류 종말의
기근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WFP는 예멘⋅남수단⋅나이지리아 북
동부 등은 오랜 분쟁으로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고, 아프가니스탄⋅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콩고 등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WFP는 그러면서 기아 해소와 아동 지원 등을 위해 내년에 150억 달러(약 16조
6,000억 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기부금을 확보한다면 세
계적인 기근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 30개국은 기근에 시달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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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바란다”며 “조만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일보, ‘[LIVE ISSUE 코로나19 확산 초비상] "국제 지원 없으면 내년 아프리카엔 인류 멸망
수준 기근"’, 2020년 11월 16일자 기사
- 원문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610390005497?did=NA

[잠비아]
1. (2020년 11월 15일) 잠비아 이자 지급 못해…아프리카 첫 ‘코로나 국
가부도’
잠비아가 유로본드 채권 중 하나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친 뒤 아프리카
에서 첫 국가부도를 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30억 달러(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유로본드 채권자들은 전날 잠비아 정
부에 대한 이자지급 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불 만
기가 지난 425만 달러(약 47억 원) 쿠폰에 대한 유예 기간도 지난 13일로 끝나면
서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졌다. 브왈리아 응안두 잠비아 재무장관은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도 유로본드 쿠폰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비아는 팬데믹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채권단에 내년 4월까지
이자 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그들은(채권단) 채무정지를 지지
하거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우리의 위
태로운 입장에서는 연체금을 축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문단을 통해
채권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모종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당장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잠비아는 수년간
국제 자본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채권자들은 잠비아가 중국계 채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채무 상환을 유예해봤자 중국에만 이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중
국 채권단은 잠비아 대외채무의 4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 잠비아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막대한 규모의 대외채무 문제를 겪어왔다.
(출처) 연합뉴스, ‘잠비아 “이자 지급 못해”…아프리카 첫 ‘코로나 국가부도’, 2020년 11월 15일자 기사
- 원문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500090009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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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글로벌
1. (2020년 10월 30일) IDF, 세계 식량안보 현황, 코로나19 에 따른 영향,
영양실조 문제 대응정책 등 발표. 내년 UN 식품시스템 총회 준비도 만전
내년 UN 식품시스템 총회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논의에서 유제품의
역할과 입지를 다지기 위한 IDF(국제낙농연맹)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IDF는 모
든 형태의 영양실조 해결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유제품의 역할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이해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주디스 브라이언스 회장을 필두로 T/F를 구성해 지난 10월 첫 회의를
가졌다. 또한 최근 낙농업계를 대표해 지난 13-15일 개최된 UN 식량안보위원회
의 특별화상회의에 참석해 관련 동향 파악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UN 사무처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 수백 명의 정부 관료, 학계,
국제 UN 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식량안보 현황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그리고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정책 개발 등에 대한 발표
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내년 식품시스템 총회와 함께 총회 보고를 위해 준
비 중인 ‘세계 식품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IDF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우유와 유제품의 역할
강조를 위해 식품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과 UN 식품시스템 총회에 적극 참여한다
는 계획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IDF동향] IDF, 내년 UN 식품시스템 총회 준비 만전’, ｢글로벌 낙농뉴
스｣, 2020년 10월 30일자
- 원문출처: IDF 본부, 10월 20일자 / 10월 21일자

2. (2020년 10월 30일) 주요 곡물 선물가격, 코로나바이러스 락다운으로
인한 우려로 촉발된 광범위한 상품 매도로 하락
밀 선물가격(▼0.8%)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8%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옥
수수와 대두 시장에서의 손실과 코로나바이러스 락다운에 대한 우려로 촉발된 광
범위한 상품 매도에 대한 압력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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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은 미국 평원의 건조한 지역에 내린 비로 농부들이 경질적색 겨울 밀
파종을 마치면서 가격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10월
22일 마감된 주의 미국 밀 수출량은 총 80만 3,200톤으로 시장 전망치 20만~70
만 톤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옥수수 선물가격(▼0.7%)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7%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감이 상품시장에서 더 많은 매도를
유발하면서 손실을 확대했다. 무역업자들은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품 가격을 광범위하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멕시코 바이어들이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양의 미국산 옥수
수를 구매하기 위해 거래를 예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22일 마감된 한 주 동
안 미국 옥수수의 주간 수출량은 224만 4,000톤으로 70만~150만 톤의 추정치를
상회했다.

대두 선물가격(▼0.5%)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5%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
은 코로나바이러스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상품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며 하락했다.
미 농무부는 10월 22일 끝난 한 주 동안 미국 대두 수출량이 163만 톤으로 무역
기대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무역상들은 세계 최고의 대두 수출국인 브라질을 주
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비가 내려 농작물 재배 지역의 건조함이 완화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곡물 선물가격, 코로나바이러스 락다운으로 인한 우려로 촉발된 광범위
한 상품 매도로 하락’, ｢해외곡물시장정보｣, 선물시장동향,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 2020년 10월
31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571/page/1)
- 원문출처: 시카고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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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10월 30일) COVID-19와 더 큰 위험에 처한 인구의 경험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과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이 미국인들이 건강, 웰빙, 건강 형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우선 순위를 정하는지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의 연속으로
서, 새로운 세로방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COVID-19 유행병의 경험에
의해 건강관점과 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2020년 여름 동안 조사된 COVID-19와 더 큰 위험 조
사에서의 인구 경험 중 첫 번째 물결의 결과를 제시하며, 특히 유색인종과 저소득
층과 중간 소득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소외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
이 COVID-19 조사의 질문은 특히 전염병과 관련된 경험(예: 재정적, 신체적,
감정적), 응답자들이 전염병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 건강 조치와 투
자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와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포함)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부문),
그리고 자유와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유행병
적 견해와 대응 기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 저자들은 설문조사에 포함된 각 문
항과 샘플의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최상위 결과를 요약한다. 부록은 일반
인구의 짧은 조사를 위한 최상위 결과를 제시한다.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COVID-19 and the Experiences of Populations at Greater Risk’, ｢경
제정책정보｣-경제정책자료-국외연구자료-최신자료(2020년 10월 30일), (http://eiec.kdi.re.kr/
policy/internationalView.do?ac=0000154339&cat=epic3&source=newsletter&utm_cam
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4. (2020년 11월 2일) 옥수수 가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여행을 제
한하고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수요 억제 우려로 여전히 상한가 유지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과 동일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12
월에 가까운 계약 체결로 매도포지션에 무게를 두었고, 지연된 계약은 수출 호조
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 중서부에서 수확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다음
주에 걸쳐 대체로 건조한 일기예보를 통해 농부들은 대부분 밭일을 마무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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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옥수수 가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여행을 제한하고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여전히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
상들이 중국의 매수 징후를 지켜보면서 수출 호조가 옥수수 가격을 뒷받침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 선물가격, 개선된 작물 날씨로 인해 하락’, ｢해외곡물시장정보｣, 선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 2020년 11월 2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
focus/view/wr_id/5574/page/1)
- 원문출처: 시카고선물거래소

5. (2020년 11월 4일) ASF⋅코로나로 글로벌 돈육 시장 격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으로 글로벌 돈육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농업부는 World Markets and Trade 보고서를 통
해 2020년 아시아 국가들의 ASF 발생의 영향을 전망했다.
전 세계 돈육 생산량 약 1억 1천만 톤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는 중국은 2020년
돈육 생산량이 전년보다 25% 감소(약 1천 100만 톤)하고, 세계 6위 돈육 생산국
베트남은 11%, 필리핀은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중국의 돈육 수입량은 전년보다 35%늘어난 400만 톤, 베트남은 50%, 필
리핀은 3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돈육 수출량은 700~800만 톤 규모
에서 2019년에는 1천만 톤 규모로 늘어났고, 중국은 2019년에 부산물 포함해 300
만 톤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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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줄도산 ‧ 자돈가 폭락
중국은 생돈가격이 kg당 13위안에서 거의 3배에 가까운 38위안까지 폭등했고,
일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돈가를 급등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수출 경쟁력이
높은 미국의 경우 올해 4월, 5월의 대형 도축 가공 공장 직원의 COVID-19 감염
사태로 인한 도축두수 감소의 후유증으로 지육kg당 1.3달러에서 0.6달러로 대 폭
락세를 보이며, 대형 수직 계열사는 물론 수많은 가족형 양돈장을 도산 시켰다.
미국의 도축두수가 8월부터 전년 수준까지 회복되며 돈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
고는 있으나, 2차 가공 처리 규모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위별 커트
와 소매점 스펙 커트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만큼, 돈육 수출도 정상가동 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7월 독일과 네덜란드 근로자들의
COVID-19감염으로 도축 가공장이 폐쇄된 후 중국이 수입돈육의 COVID-19감염
우려를 이유로 독일 최대 육가공사인 Toennies 공장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구나 9월에 ASF 감염 멧돼지가 확인된 독일산 돈육의 전면
수입 중단 조치로 EU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35%를 생산하는 독일의 돈가는
30% 급락했고, 독일로 주간 75만두씩 수입되는 비육용 자돈가격까지 폭락세를 보
이는 등, 유럽 돈육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양돈,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돈육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10.8% 감소한 2
천 838만 톤. 돼지 도축두수는 11.7 % 감소한 3억 1천 868만 두를 기록했다. 네덜
란드 농업금융기관인 라보뱅크에 따르면, 중국의 2019년 돈육 생산량은 16년 만에
최저치인 4천 260만 톤으로 떨어졌고, 올해에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물론 중국의 모돈과 돼지 사육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농업부는 지
난해 9월 이후 번식 모돈 두수는 연속 11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 8월의 모돈두수가
1년 전보다 37%, 8월 전국 돼지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한편, 내년 초반부터 돈가는 본격적으로 하락해 예년 수준으로 회귀 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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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부산물 포함한 올해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400만 톤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총 수출량 중 중국의 수입량은 30-40%에
달하는 것이다.
(출처) 축산신문, ‘<논단>ASF⋅코로나로 격동하는 글로벌 돈육 시장’, 2020년 11얼 4일자 기사(http://
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7108)

6. (2020년 11월 5일) 미국 대선 진행,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유럽의 봉쇄
조치 강화로 시장 불확실성 높아져, GDT 유제품 시세 2.0% 하락
지난 11월 3일 실시된 세계유제품경매(GDT)에서 3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2.0%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체다치즈, 탈지분유, 전지
분유가 2주전인 10월 20일 대비 각각 0.8%, 4.4%, 2.0% 내린 반면, 버터는 톤당,
3,822 달러(약 432만 원)로 3.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유럽의 봉쇄 조
치 강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한편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10월 22일자)은 전지와 탈지분유
는 2주전 대비 각각 0.4%, 0.5% 떨어졌고, 버터는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GDT 유제품 시세,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2.0% 하락’, ｢글로
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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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globaldairytrade.info, 11월 3일, USDA Dairy Market news, 10월 23일자

7. (2020년 11월 12일) “진정한 시장 파괴자는 고객… 코로나로 바뀐 소
비패턴 읽어라”, [동아비즈니스포럼 2020]‘디커플링’ 저자 테이셰이
라 前 하버드대 교수
경영전략서 ‘디커플링’의 저자인 탈레스 테이셰이라 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
수는 “코로나 사태라는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달라진 요구와 ‘안전’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V’자 반등을 경험하게 될것”이라
고 말했다.
“시장 파괴를 주도하는 것은 신기술이 아닌 고객이며,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서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safety)’이다.”전 세계를 뒤흔든 시장 파괴자들
의 공통점을 밝힌 경영전략서 ‘디커플링(decoupling)’의 저자 탈레스 테이셰이라
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본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8
년간의 연구 끝에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등의 신흥 기업이 시장 판도를 뒤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디지털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제품 탐색, 평가, 구매, 사용 등 고
객 가치사슬의 약한 고리를 끊고, 그 지점을 장악한 ‘디커플링’ 전략에 있다고 강
조해왔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동아비즈니스포럼 2020’의 강연자로 나서는 테이셰이라 교
수는 “코로나 사태는 고객의 행동을 유례없이 급격하게 변화시켰지만 고객이 무엇
을 원하고 중요시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집중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고객 불안을 해결하는 기업에 기회
그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됐고, 소비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에 그는 영화, 외식, 공연 등 전 산업에
걸쳐 기존 사업장의 안전을 보증하고 감염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제3의 기업이

‘디커플링’으로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이셰이라 교수는 “영화관, 레스
토랑 등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홍보해봤자 많은 사람은 기업이나 운영자의 주장을
잘 믿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비디오를 보거나 배달 음식을 먹으려 할
것”이라면서 “신흥 기업의 경우 ‘안전성 평가’라는 고객 가치사슬의 일부만 공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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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 기업들은 안전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내는 방안
을 고민해야 한다. 고객이 너무 많아도, 너무 가까이 앉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적은 인원을 수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금의 오프라인 환경을 그대로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받거나,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분리한 뒤 낮은 가격
에 제공해야 한다. 테이셰이라 교수는 “결국 레스토랑이나 바, 헬스장 등이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가는 행위
자체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럭셔리(사치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V’자 반등하는 곳도
그는 또한 고객의 달라진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며 에어비앤비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감염 우려로 공유경
제 비즈니스 모델이 위축되면서 타격을 입었던 에어비앤비는 철저한 고객 중심 접
근으로 최근 ‘V’자 커브를 그리며 매출을 회복했다. 테이셰이라 교수는 “CEO가 나
서서 예약자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를 해주고, 호스트 피해도 일부 보상하는 한편
파티나 대규모 운집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이에 고객들이 돌아
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묵는 호텔보다 에어비앤비를 더 신뢰
하고 찾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디커플링을 통한 혁신
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테이셰이라 교수는 “고객의 시간이나 비용 등을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 고객의 안전과 건강이란 가치를 내세울 때
시장을 혁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DongA.com, ‘“진정한 시장 파괴자는 고객… 코로나로 바뀐 소비패턴 읽어라”’, 2020년 11월 1
2일자 기사(https://www.donga.com/news/View?gid=103918460&date=20201112)

8. (2020년 11월 16일) 금년 세계 원유생산 1.5% 증가 전망, 英 AHDB 발
표-주요국 생산량 회복세...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 우려
올해 세계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USDA, 라보뱅크 등 주요 기관들의 예측자료들
을 종합한 결과, 당초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던 세계 원유 생산량이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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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원유생산국의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
다.
올 초 코로나로 인한 소비감소와 유럽 등 북반구 국가의 원유생산량 증가가 맞
물리며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낙농가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EU와 미국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가 유지되고, 원유가격에도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유럽에서는 2차 봉쇄에 돌입하
면서 낙농업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유생산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생산] 금년 세계 원유생산 1.5% 증가 전망 刪 英 AHDB 발표-주
요국 생산량 회복세...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 우려’,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16
일자
- 원문출처: ahdb.org.uk, 11월 11일자

75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9. (2020년 11월 16일)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시장 변화와 대응
유럽의회조사처는 코로나 19로 인한 식품 시장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
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품 소비 패턴은 변화하였고, 몇몇은 오랜 기간 지속할 것
이다. 식품 시장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공황 구매 및 국경 폐쇄, △식품 오염에
대한 불안감 진정, △농산업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등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식품 시장의 반응으로 공황 구매(Panic buying)와 국경 폐쇄
가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
자, 많은 국가가 봉쇄를 시행하였고, 사람들은 식료품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탈리아에서는 포장된 감귤류, 건조된 콩, 토끼 고기 등을 저장했고, 프랑스에서는
가공 육류, 파스타, 쌀, 영국에서는 고기 통조림, 비타민 영양제, 수프를 주로 구
매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안보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공황 구매가 발생하자,
식료품 체인점들은 업무가 바쁜 의료인들과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아
침 일찍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구매 시간을 설정하였다. 식량안보 취약
계층이 증가하여 푸드뱅크 이용자가 급증하였고, 동시에 봉사활동 및 기부 또한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오염 발생과 그로 인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진정
되고 있으나, 식품 무역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식품에 있는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식품 오염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항공
기 운항이 줄어들자, 항공기로 운송되던 해산물, 과일, 채소 등 신선도가 중요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식품 무역이 어려워졌다. 중국은 베이징 시장에서 유럽산
연어와 관련된 물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로 유럽산 연어의 수입
을 제재하고 있다.
식품공급사슬(food chain)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밀집된 공장의 식품 포장 노동자,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플
랫폼 노동자(platform workers), 식품 검역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
염 위험에 노출되었다. 유럽연합 내 농업 부문에서 연간 80만 명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계절근로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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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다. 육류가공공장에서는 하도급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
상을 숨기고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식품공급사
슬 재편 계획과 비상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식량 위기가 닥칠 경
우를 대비하여 2021년에 식품공급사슬과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춘 비상식량계획
(food contingency plan)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의 길고 복잡한 적시 공급
(just-in-time) 체계에서 벗어나 짧은 공급체계를 갖추어 풍부한 식품 공급 생태
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 단위(local provision)에서 의약
품과 기본적인 식량을 포함하는 중요 품목(critical products)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시장 변화와 대응),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5, 2020년 11월 16일(file:///C:/Users/user/AppData/Local
/Microsoft/Windows/INetCache/IE/H65VAAJD/(20201116)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유럽의회조사처, “How the coronavirus pandemic shook up our relationship with
food”(2020.9.24.),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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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연구>

수입곡물의 베이시스 추정 및 곡물
구매방법간 성과 비교1)
윤병삼(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개요
국내 배합사료회사를 비롯한 곡물 가공회사들은 생산원가에서 원료곡물의 비중
이 매우 높은 만큼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서 곡물을 조달하기 위해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회사들은 곡물가격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일찍부
터 인식하고 선물계약을 매입하여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매입헤지(long
hedge)를 실시하거나 베이시스 거래(basis trading)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곡물을 수입하는 회사들이 원료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미래의 현물 구매가격에 대한 전망이다. 구매 담당자들이 다양한 경로
를 통하여 향후 가격전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손쉽
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선물시장이다.
곡물 선물가격에 기초하여 미래의 예상현물가격을 도출하려면, 선물가격을 해
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도입되는 변수가 바로
베이시스(basis)다. 베이시스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의 현물 구매가격을 예
측해 볼 수 있다면, 곡물 수입회사들이 곡물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많
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베이시스에 대한 예측은 곡물가격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곡물 및 축산물을 대상으로 베이시스

* bsyoon@cbnu.ac.kr
** agscouter@naver.com
1)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곡물시장분석과 해외곡물시장 정보시스템 구
축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사업 중 연구과제 위탁을 받아 수행한 것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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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입곡물을
대상으로 베이시스를 예측하고, 더 나아가서는 베이시스 예측정보를 실제 곡물 구
매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입곡물의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베이시
스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예측 방법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양
한 예측모형들(이동평균모형, 회귀모형,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수입곡물의 베이
시스 예측치를 도출하고, 베이시스 예측치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예측력이 가장 우
수한 예측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또한 본 연구는 베이시스 예측기간(forecast horizon)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예
측기간에 따라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베이시스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모형의 베이시스 예측치를 사용하
여 선택적 매입헤지(selective long hedge)를 실시하는 것이 단순히 현물을 구매
하는 것에 비해 구매가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밝혀낸다.

Ⅰ. 서론
우리나라는 매년 1,5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곡물 순수입국이다. 관세
청 통관 자료를 토대로 2019년 곡물 수입량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1,052만
톤, 소맥(밀) 345만 톤, 대두(콩) 114만 톤, 그리고 쌀 33만 톤 순이다. 곡물 수입
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억 달러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곡물시장은
가격변동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 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얇은 시장(thin market)’의 특성을 보임으로
써,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변동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시 내포
하고 있다. 지난 2007~2008년과 2010~2012년에 걸쳐 세계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했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배합사료회사를 비롯한 곡물 가공회사(이하 ‘곡물 수입회사’라고 한다)들
은 생산원가에서 원료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가능한 한 낮은 가
격으로 곡물을 조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곡물
수입회사들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하기 위해 파나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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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ax)급 이상의 모선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의 곡물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구
매하고 있다.2)
또한 곡물 구매를 위한 공개경쟁입찰 시 곡물의 원산지를 특정하지 않고 공급자
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원산지를 재량껏 선택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optional orig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3)
한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이 예상될 때는 공급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평
상시보다 곡물 구매를 서둘러 진행하여 몇 개월치의 물량을 미리 앞당겨 확보해놓
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곡물 수입회사들은 곡물가격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일찍부
터 인식하고 선물거래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매입헤지(long hedge)를 실시
하거나 베이시스 거래(basis trading)를 헤징(hedging)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곡물 수입회사들이 원료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미래의 현물 구매가격에 대한 전망이다. 곡물 수입회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향후 가격전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선물시장이다.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곡물가격은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곡물 선물가격에 기초하여 미래의 예상현물가격을 도출하려면, 선물가격을 해
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도입되는 변수가 바로
베이시스(basis)다. 즉, 예상현물가격(expected local cash price) = 선물가격
(futures price) + 예상베이시스(expected basis)의 관계식이 성립한다.4) 여기서,
베이시스는 특정지역의 현물가격에서 해당 결제월의 선물가격을 뺀 것으로 정의된
다.
이 관계식은 선물가격에 기초하여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2) 우리나라는 파나막스(Panamax)급 이상의 대형 선박으로 옥수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한 계약에서 체
결하는 수량은 55,000~70,000톤 내외이다. 해운 시황이 악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파나막스급 선형으
로 대략 55,000톤을 공급받아왔으나, 2008년 Lehman Brothers 사태를 겪으면서 해운시장이 긴 불황
에 빠져들고 나서부터는 그 보다 더 큰 선박들이 곡물을 실어 나르고 있어 70,000톤 이상으로도 공
급이 가능해졌다.
3) 2019년 통관 기준으로 사료용 옥수수의 국가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브라질 326만 톤, 아르헨티나
296만 톤, 미국 201만 톤, 파라과이 36만 톤, 우크라이나 32만 톤 등이다. 한편 가공용 옥수수의 국
가별 수입량은 세르비아 78만 톤, 미국 70만 톤, 브라질 45만 톤, 불가리아 33만 톤 등이다.
4) 예상현물가격(expected local cash price)은 곡물 매입자(구매자)의 입장에서 예상매입가격(EBP;
expected buying price)이 되는 한편 곡물 매도자(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예상매도가격(ESP; expected
selling price)이 된다. 본 연구는 곡물 매입자(구매자)의 입장에서 예상매입가격(EBP)을 살펴보는 것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현물가격이라 함은 해상운임을 포함한 가격인 C&F(Cost and Freight)
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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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지역의 베이시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시스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의 현물 구매가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면, 곡물 수입회사들은 곡물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베이시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베이시스에 대한 예측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헤징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헤징기
간 동안 베이시스의 변동 유무가 헤징성과(hedging performance)를 결정짓기 때
문이다.
곡물가격의 상승에 대비하여 선물계약을 매입하는 매입헤지에 있어서, 만약 헤
지를 시작하는 현재시점과 헤지를 청산(종료)하는 미래시점 사이에 베이시스의 변
동이 없다면, 헤저(hedger)는 자신의 목표가격을 온전히 달성하는 이른바 ‘완전헤
지(perfect hedge)’를 실현하게 된다. 여기서, 헤저의 목표가격은 바로 헤지를 시
작하는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이 된다.
한편 헤징기간 동안 베이시스가 약화(하락)된다면, 헤저가 실현하는 순매입가격
(NBP; net buying price)은 목표가격보다 베이시스 약화(하락) 폭만큼 더 낮아져
보다 유리하게 된다. 반면 헤징기간 동안 베이시스가 강화(상승)된다면, 헤저가 실
현하는 순매입가격(NBP)이 목표가격보다 베이시스 강화(상승) 폭만큼 더 높아져
보다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헤저가 베이시스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선택적 매입헤지
(selective long hedge)를 실시함으로써 일상적인 매입헤지(routine long hedge)
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낮은) 구매(매입)가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일상적인 매
입헤지에서 헤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격은 선물계약을 매입하여 헤지를 시작
하는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이 된다. 그러나 베이시스 예측을 통한 선택적 매입헤지
에서는 향후 베이시스가 현재시점의 베이시스보다 하락할(약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만 선택적 매입헤지를 시행함으로써 순매입가격(NBP)이 목표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곡물 선물시장을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
든 또는 헤징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든 간에, 베이시스에 대한 예측은 곡물가격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 특히 미국
에서는 곡물 및 축산물을 대상으로 베이시스 예측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입곡물을 대상으로 베이시스를 예측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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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는 베이시스 예측 정보를 곡물 구매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아직까
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곡물가격은
주로 해상운임포함가격(C&F; CFR; cost and freight)인 만큼 본 연구의 대상은
C&F 베이시스가 된다.5)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수입곡물의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들
을 제시하고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예측모형을 찾아내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예측모형들(이동평균모형, 회귀모형,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수
입곡물의 베이시스 예측치를 도출한다.
둘째, 베이시스 예측치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예측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셋째, 베이시스 예측기간(forecast horizon)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예측기간에
따라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낸다.
넷째, 베이시스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모형의 베이시스 예측치를
사용하여 선택적 매입헤지(selective long hedge)를 실시하는 것이 단순히 현물을
구매하는 것에 비해 구매가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밝혀낸
다.

Ⅱ. 선행연구 고찰
곡물가격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베이시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아울러 미래의 베이시스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이 매우 다양하
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베이시스 예측에 관한 연구는 과거의 베이시스를 단순 평
균하는 방법부터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
지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5) 국내 배합사료 회사들과 옥수수를 이용하여 전분당을 만드는 회사들은 운임포함인도조건인 C&F로
원료곡물을 구매하나, 제분회사들은 운임을 포함하지 않는 본선인도조건인 FOB(free on board)로 소
맥(밀)을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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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평균모형(Moving Average Model)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
에 관한 연구
베이시스 예측에 관한 연구 중 첫 번째 부류는 과거의 역사적 베이시스를 평균
하여 미래의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방법이다(Hauser, Garcia, and Tumblin,
1990; Dhuyvetter and Kastens, 1998; Thompson, et al., 2019; 윤종복⋅김성
훈⋅윤병삼, 2005).
Hauser, Garcia, and Tumblin(1990)은 일리노이(Illinois)주의 대두를 대상으
로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베이시스를 단순 평균하는 방법 외에 보다 정교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귀모
형도 고려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거 베이시스의 이동평균 방법이 가장
우수한 베이시스 예측치를 제공하였다. 베이시스 이동평균 방법 가운데는 지난 1
년 또는 3년의 베이시스를 단순 평균하는 방법이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Dhuyvetter and Kastens(1998)는 캔자스(Kansas)주에서 생산되는 소맥, 옥수
수, 대두, 수수를 대상으로 과거의 베이시스를 단순 평균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
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단기 및 장기간의 평균을 다양하게 적용한 결과, 소맥의 경
우 4년 평균치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옥수수, 대두, 수수의
경우는 5~7년에 걸친 보다 장기간의 평균치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선물가격의 결제월간 스프레드(spread) 또는 근월물 기준 베이시스(nearby
basis)를 반영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방법은 과거 베이시스의 이동평균 방법에
비해 예측력이 향상되지만, 4~12주의 예측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동평균에 의한
예측치가 보다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hompson et al.(2019)은 콘벨트(corn belt) 동부지역(Illinois, Indiana,
Michigan, Ohio)의 옥수수와 대두를 대상으로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방
법에 대해 비교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중 시기별로 베이시스 예측 방법의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특히 수확 후 시기(10월~4월)에는 옥수
수의 경우 3~5년, 대두의 경우는 2년 또는 5년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이 베이시
스 예측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늦봄과 여름철(5월~8
월)에는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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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의 베이시스를 이동평균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현재시점
(예측시점)의 시장정보, 즉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가 과거 평균치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 편차를 반영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되어 왔다(Tonsor,
Dhuyvetter, and Mintert, 2004; Taylor, Dhuyvetter, and Kastens, 2006).
Tonsor, Dhuyvetter, and Mintert(2004)는 캔자스(Kansas)주의 육성우
(feeder cattle; 비육밑소)와 비육우(live cattle)를 대상으로 과거 베이시스의 이
동평균 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현재시점(예측시점)의 시장정보를 포함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6) 여기서, 현재시점(예측시점)의 시장정보란 베이시스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베이시스와 그 베이시스의 과거 평균값 간의 차이(편차)를 의
미한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성우의 경우 3년 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
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비육우의 경우는 4년 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베이시스의
평균값에다 현재시점(예측시점)의 시장정보를 반영할 경우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
도가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ylor, Dhuyvetter, and Kastens(2006)는 Tonsor, Dhuyvetter, and
Mintert(2004)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축산물 대신 소맥, 대두,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
하면, 1년 평균에 의한 베이시스(즉, 전년도 베이시스) 예측치가 보다 장기간의 평
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보다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맥의 경우는 5년 평균치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베이시스의 평균값에다 현재시점(예측시점)의 시장정보를 반영할 경우 수확
기와 수확 후 시기 모두에 있어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보다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윤종복⋅김성훈⋅윤병삼(2005)은 우리나라의 수입 옥수수를 대상으로 과거의
베이시스를 이동평균(3년, 5년)하여 베이시스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단순 현물구매방식에 의한 구매가격과 베이시스
추정치를 이용한 선택적 매입헤지(selective long hedge) 전략의 구매가격을 쌍체
6) Feeder cattle은 송아지가 태어나 이유(離乳) 후 1년 미만(보통 6-10개월)으로 자란 소를 말하는데,
몸무게는 600-800 파운드에 달한다. Feeder cattle은 비육장(feedlot)으로 옮겨진 후 3-5개월간에 걸
쳐 본격적인 비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흔히 ‘비육밑소’라고도 불린다. 비육이 완료된
feeder cattle은 몸무게 1,000-1,300파운드의 live cattle(비육우)이 되어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본고에
서는 feeder cattle을 육성우(비육밑소), 그리고 live cattle을 비육우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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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paired comparison)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베이시스 신호를 이용
한 곡물 구매가격이 기존방식의 현물 구매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으로써, 베이시스 정보를 이용할 경우 곡물 구매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평균을 이용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방법은 직
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이동평균을 산출할 때 포함시키는 기간(연
수)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인데, 최적의 연도 수에 대한
연구 결과는 품목, 지역, 예측 시기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곡물시장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에 취약하다는 단
점이 있다(Hatchett, Brorsen, and Anderson, 2010; Lee and Brorsen, 2017).
즉, 곡물시장의 수급요인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경우(예컨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의한 옥수수 수요 증가) 과거의 베이시스를 단순 평균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방법은 예측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Hatchett, Brorsen, and
Anderson(2010)에 의하면, 곡물시장이 안정적인 기간에는 전통적인 예측 방법대
로 3년 또는 5년의 베이시스 평균치를 사용하지만,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는 naive한 방법대로 단순히 지난해의 베이시스를 예측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회귀모형(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에 관한 연구
베이시스 예측에 관한 연구 중 두 번째 부류는 베이시스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 특히 곡물 수급요인들을 회귀모형에 반영하여 미래의 베이시스를 예측
하는 방법이다(Welch, Mkrtchyan, and Power, 2009; Bekkerman, Bresler,
and Taylor, 2016).
Welch, Mkrtchyan, and Power(2009)는 텍사스(Texas)주의 옥수수를 대상으
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고,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3년 이동평균
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와 비교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회귀모형에 도
입된 독립변수들은 현물가격, 선물가격, 기말재고량, 수송비, 베이시스의 시차값
(lagged basis), 텍사스의 농장 외(off-farm) 재고물량, 그리고 수확기 더미변수
(harvest dummy) 등이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급요인을 반영한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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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도출한 베이시스 예측치가 3년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보다 예
측력이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kkerman, Bresler, and Taylor(2016)는 미국 북부지역(Montana, North
Dakota, Washington)의 소맥(hard red spring, hard red winter)을 대상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였다. 회귀모형에 도입된 독립변수들은
소맥 선물가격, 선물가격의 변동성, MGEX(Minneapolis Grain Exchange)와
KCBT(Kansas City Board of Trade) 소맥 선물가격간의 차이(spread), 단백질함
량지수, 베이시스의 시차값 등이며 독립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13개의 회
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베이
시스 예측치가 이동평균을 이용하여 도출한 베이시스 예측치보다 예측력이 전반적
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시스는 해당지역의 곡물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다분히 지역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역의 시장상황
을 고려한 독립변수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회
사 입장에서는 C&F 베이시스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해상운임 등의 변수를 추가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회귀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가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보다 전반적으로 예측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3. 시계열모형(Time Series Model)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에 관한
연구
베이시스 예측에 관한 연구 중 세 번째 부류는 AR(autoregressive) 모형,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형, VAR(vector autoregressive) 모
형 등과 같은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미래의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방법이다(Jiang
and Hayenga, 1997; Sanders and Manfredo, 2006; Song and Fortenbery,
2017).
Jiang and Hayenga(1997)는 아이오와(Iowa)주의 옥수수와 대두를 대상으로 3
년 이동평균에 의한 예측 방법, 회귀모형에 의한 예측 방법, 시계열모형인
Seasonal ARIMA(SARIMA) 모형에 의한 예측 방법 등 다양한 예측모형을 적용하
여 베이시스 예측치를 도출하고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

76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결과에 의하면,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3년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의 정
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년 베이시스 평균치와 더불어 총
공급량, 수출량, 월별 더미변수(monthly dummy) 등의 수급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도입한 회귀모형이나 Seasonal ARIMA(SARIMA) 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가
3년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보다 예측성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Sanders and Manfredo(2006)는 일리노이(Illinois)주의 대두제품군(soybean
complex;

대두,

대두유

및

대두박)을

대상으로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형,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 등의 시계열모형을 적용하여 베이시스 예측치를 도출하고 5
년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와 비교 평가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ARMA 모형의 예측치가 5년 이동평균의 예측치보다 전반적으로 예측력이 더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두의 경우 단기 예측기간에 있어서 ARMA 모형의 예
측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시계열모형인 VAR 모
형은 5년 이동평균모형과 비교할 때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Song and Fortenbery(2017)는 워싱턴(Washington)주의 소맥(hard red winter,
soft white)을 대상으로 이동평균모형, 회귀모형, 그리고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11개월의 예측기간에 걸쳐 베이시스를 예측하고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이동평균모형에서는 3년 평균을 적용하고 다른 예측모형들과 비교를
위한 기준(benchmark)으로 삼았다. 회귀모형에 도입된 독립변수는 근월물 선물
가격, 기말재고량, 디젤유가격(수송비의 대리변수), 계절 더미변수(seasonal
dummy) 등이다. 그리고 시계열모형으로는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형과 ARMAX(ARMA with exogenous terms) 모형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hard red winter(HRW) 소맥의 경우 4개월과 11개월의 예측
기간에서는 회귀모형의 예측치가 가장 우수하고, 5개월의 예측기간에서는 ARMA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한편, 나머지 예측기간에서는 ARMAX 모형의 예측
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ft white(SW) 소맥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회귀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RMA 모형과 ARMAX
모형간의 비교에서는 ARMAX 모형의 예측력이 ARMA 모형의 예측력보다 전반적
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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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계열모형은 과거의 베이시스를 단순 평균하는 이
동평균 방법보다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회
귀모형과 비교해서는 예측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모형이 보다 복잡해지고 정교해질수록 그만큼 더 예측력
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선험적인 예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anders and Manfredo(2006)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예측모형이 보다 정교하
고 복잡해질수록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실용성(범용성)은 그 반대로 줄어든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변수들을 모형화하기 위한 노력(modeling efforts)과 비용을 감안할
때, 예측의 정확도가 다소 높아지는데 따른 실질적인 편익이 비용과 대비하여 그
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Ⅲ. 이론적 배경
1. 베이시스(Basis)의 개념
베이시스는 특정 지역의 현물가격과 특정 결제월의 선물가격간의 차이를 의미
한다. 즉,

베이시스(b) = 현물가격(S) - 선물가격(F)
베이시스는 다분히 지역적인 개념으로 곡물이 거래되는 지역이라면 어디에서든
베이시스를 산정할 수 있다. 선물가격은 선물거래소라는 중앙 집중화된 시장
(centralized market)에서 형성되는 가격인 만큼, 특정 지역에서 곡물이 거래될
때 거래의 기준가격(benchmark price)으로 활용된다. 한편 베이시스는 선물가격
을 기준으로 표현되며, 특정 지역의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얼마나 할인
(discount) 또는 할증(premium)된 상태인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을 특정 지역의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화(localizing)하는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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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시스(Basis)의 변동
베이시스는 지역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첫째는, 보유비용(cost of carry) 또는 재고유지비용
(carrying charges)으로, 여기에는 보관료, 보험료,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둘
째는, 수송비용(transportation costs)으로, 바지선(barge) 운임, 철도 운임, 해상
운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해당 지역의 곡물 수급상황(local supply/demand
conditions)으로, 곡물의 품질, 가용 재고량, 소요량, 지역 날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상⋅하차비 등의 취급비용(handling charges), 중간상인의 이윤
(profit margins) 등이 포함된다.
베이시스는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상대적인 변동을 반영하므로 현물 및 선
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동함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 베이시스 변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현물가격이나 선물가격 수준의 절대적인 변동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베이시스의 변동은 크게 베이시스 ‘강화(strengthening)’와 베이시스 ‘약화
(weakening)’의 두 가지로 표현된다. 베이시스 강화(strengthening) 또는 축소
(narrowing)는 베이시스가 정(+)의 방향으로 변동함으로써 양의 베이시스인 경우
절대값이 보다 커지는 것을 말하고, 음의 베이시스인 경우 절대값이 보다 작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베이시스 약화(weakening) 또는 확대(widening)는 베
이시스가 부(-)의 방향으로 변동함으로써 양의 베이시스인 경우 절대값이 보다 작
아지는 것을 말하고, 음의 베이시스인 경우 절대값이 보다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베이시스의 변동(basi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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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시스 강화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띤다는 의
미이다. 즉, 가격 상승 시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한편, 가격 하락 시에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선물가격을 중심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가격 상승 시 선물가격이 현물가
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게 상승하는 한편, 가격 하락 시에는 선물가격이 현물가
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베이시스 약화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띤
다는 의미이다. 즉, 가격 상승 시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게 상
승하는 한편, 가격 하락 시에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
락한다는 것이다. 선물가격을 중심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가격 상승 시 선물가격
이 현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한편, 가격 하락 시에는 선물가격
이 현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표 1> 현물 및 선물 가격의 변동과 베이시스의 변동
구분

가격 상승 시

가격 하락 시

현물가격

선물가격

현물가격

선물가격

베이시스 강화(축소)

⇑

↑

↓

⇓

베이시스 약화(확대)

↑

⇑

⇓

↓

주: 가격 상승폭에 있어서 ⇑가 ↑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편, 가격 하락폭에 있어서는 ⇓가 ↓보다 더 크
다는 것을 나타낸다.

3. 매입헤지(Long Hedge)의 순매입가격(NBP)과 예상매입가격(EBP)
매입헤지는 헤저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곡물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곡
물의 가격 상승에 대비하고자 할 때, 선물계약을 미리 매입함으로써 구매가격을
현재 수준의 가격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헤저는 미래의 일정시점이 도래하면
필요한 현물을 구매함과 동시에 앞서 매입해 놓은 선물계약을 전매(轉賣; long
liquidation)하여 청산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이
익)을 선물시장에서의 이익(손실)으로 상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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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입헤지(long hedge)의 개념도

매입헤지에 있어서 헤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격(objective price)
은 바로 헤지를 시작하는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이다. 그리고 헤저가 자신의 목표가
격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헤지를 시작하는 현재
시점과 헤지를 청산하는 미래시점 사이에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매입헤지 시 선물계약의 결제월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향후 현물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즉 필요한 현물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보
다 후행(後行)하지만, 가장 가까운 결제월(최근월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매입한
선물계약은 만기 이전에 반대매매, 즉 전매하여 청산한다.
헤징을 하게 되면 헤저의 관심사는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모두 감안한 순포지
션(net position)이 어떻게 되는가, 즉 순헤지가격(NHP; net hedged price)이 얼
마인가에 집중되게 된다. 매입헤지에 있어서 순헤지가격, 즉 순매입가격(NBP;
net buying price)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시점  (현재)은 선물계약을 매입하여 헤지를 시작하는 현재시점을 의미하
고, 시점  (미래)는 현물을 구매하고 동시에 앞서 매입한 선물계약을 전매하여 헤
지를 청산(종료)하는 미래시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점  의 현물가격과 선물가
격을 각각  ,  이라고 하고, 시점  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을 각각  ,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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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또한 시점  에서의 베이시스를  이라고 하고 시점  에서의 베이시스를 
라고

하자.7)

여기서,

베이시스는

현물가격에서

선물가격을

뺀

값,

즉

     , 그리고      로 정의한다.
<표 2> 매입헤지(long hedge)의 현물가격, 선물가격 및 베이시스
날짜

현물가격(S)

선물가격(F)

베이시스(b)

 (현재)





 (     )

 (미래)





 (     )

매입헤지를 통하여 헤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격은 바로 헤지를 시작하는
현재시점  의 현물가격  이다. 그리고 매입헤지가 종결되는 시점  에 실현되는
순매입가격(NBP)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순매입가격(NBP) =   
식 2)에서 순매입가격(NBP)은 매입헤지를 시작하는 시점  의 선물가격  에다
헤지를 청산하는 시점  의 베이시스  을 더하여 산정한다.
헤징은 미래에 이루어질 현물거래를 선물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매입헤지의 경우 미래에 현물을 구매할 것에 대신하여 현재시점에서
미리 선물계약을 매입해 놓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헤저는 현재시점  에서 선물계약을 매입함으로써 미래의 현물 매입가격을 선물
가격  으로 고정시키고자 하나, 실제로 매입헤지를 통하여 실현하게 되는 순매입
가격(NBP)은    이 됨으로써  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는 헤지를 종
료하는 미래시점에 형성될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 따
라서  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헤징위험(hedging risk), 즉 베이시스 위험(basis

7) 현재시점  의 베이시스  과 미래시점  의 베이시스  는 각각 헤징기간의 시작과 끝이라는 관점
에서 기초베이시스(beginning basis)와 기말베이시스(ending basis)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헤징을 시
작하고 종료(청산)한다는 관점에서 개시베이시스(opening basis)와 청산(종료)베이시스(closing basis)
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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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이 존재하게 된다.
식 2)는 매입헤지에 있어서 베이시스가 낮아질수록(약화될수록), 즉  가 보다
작은 값일수록 순매입가격(NBP)이 더 낮아져 보다 유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즉, 선물계약을  에 매입하여 헤징에 들어가면, 이제 순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데 남게 되는 것은  이며, 헤징기간 동안 베이시스가 약화되어  가 작아질수록
순매입가격이 더 낮아져서 보다 유리하게 된다.
한편 식 2)는 미래에 예상되는 매입가격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론에 대
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식 2)는 어떤 방법으로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예상되는 베이시스(예상베이시스; expected basis)를 추정해 낼 수 있다면, 미래
의 예상매입가격(EBP; expected buying price)을 사전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윤병삼, 2019). 이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3) 예상매입가격(EBP) = 선물가격(futures price) + 예상베이시스(expected
basis)
=   


  는 미래의 일정 시점에 예상되는 베이시스의 예측치를 의미한다. 위
여기서, 
의 식 2)와 3)의 차이점은 실현된 베이시스  가 예상베이시스(expected basis)


  로 대체됨으로써 순매입가격(NBP)이 예상매입가격(EBP)으로 대체되었다는 것
뿐이다.
한편 매입헤지가 종결되는 시점  에 실현되는 순매입가격(NBP)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도 계산된다.

4) 순매입가격(NBP) =        =    
식 4)에서 순매입가격(NBP)은 매입헤지를 시작하는 시점  의 현물가격  에다
헤징기간 동안의 베이시스 변동분 을 더하여 산정한다.
식 4)는 매입헤지를 하였을 때 목표가격( )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베이시스의 변동( )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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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즉, 헤지를 시작하는 시점  과 헤지를 청산하는 시점  사이의 베이시스
변동 여부에 따라 목표가격  의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베이시스의 변동이 없다면(   ), 순매입가격(NBP)이 목표가격( )과
동일해져 목표가격을 온전히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완전헤지
(perfect hedge)라고 한다. 한편 베이시스가 약화(확대)된다면 순매입가격(NBP)
은 목표가격(  )보다 베이시스 약화 폭인 만큼 더 낮아져 보다 유리하게 된다.
반면 베이시스가 강화(축소)된다면 순매입가격(NBP)이 목표가격(  )보다 베이시
스 강화 폭인 만큼 더 높아져 보다 불리하게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매입헤지에서 베이시스의 유리한 변동이란 헤지를 시작하는
시점  의 베이시스  보다 헤지를 청산하는 시점  의 베이시스  가 더 낮아지는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원리에 따라 철저하게 선택적 헤지
(selective hedge)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향후 베이시스가 약화될(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매입헤지를 시행하면 된다(윤병삼, 2019). 다시 말

  을 비교한
해서, 현재시점  의 베이시스  과 미래시점  의 베이시스 예측치 
  이 더 낮을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매입헤지를 시행함으로써 헤징기간
후  보다 
동안 베이시스가 약화(하락)될 때 생기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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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이용된 곡물은 우리나라 곡물 수입량의 1위를 차지하는 옥수수이다.
옥수수 현물가격은 해상운임포함가격(C&F)이며 US $/톤(mt)으로 표시된다. 현물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한국사료협회가 발간하는 사료편람으로부터 구한 가격이
며, 일일가격이 아닌 월평균 가격이다. 선물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Group
Inc.)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선물계약의 일일 정산가격(daily settlement price)으
로, Barchart.com, Inc.로부터 구한 자료이다. 옥수수 현물가격이 월평균 가격인
것에 맞춰 선물가격도 일일 정산가격의 월평균 가격을 사용한다. 선물가격은 부셸
(bushel) 당 센트(cent)로 표시되는데(￠/bu), 여기에 환산단위인 39.36825를 곱
하여 US $/톤(mt)으로 환산한 가격을 사용한다.
옥수수 재고/이용률(stocks-to-use ratio)은 미국 농무부(USDA)가 매월 발표
하는 ‘세계곡물수급전망(WASDE;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산출한 자료이며, 미국의 옥수수 재고/이용률
을 의미한다. 재고/이용률은 기말재고량(ending stocks)을 총수요량(total use)으
로 나눈 개념이다. 기말재고량은 당해 곡물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량을 의미한다. 즉, 기말재고량은 당해 곡물연도의 총공급량(= 기초
재고량 + 생산량 + 수입량)에서 총수요량(= 국내수요량 + 해외수요량)을 뺀 물량
으로 다음 연도의 기초재고로 이월될 물량이다. 재고/이용률은 곡물 수급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재고/이용률이 낮을수록 이용량 대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재고량, 즉 완충재고(緩衝在庫; buffer stocks)가 적다는 뜻이므로, 현재
의 수급상황이 매우 빠듯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월간 배합사료 생산량(monthly compound feed production)은 국내 배합사료
회사들이 매월 생산하는 사료의 양(톤)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표하는 월별 배
합사료 생산 및 가격 통계와 한국사료협회가 발간하는 배합사료 생산실적 통계로
부터 구한 자료이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옥수수의 절대량이 배합사료를 생산하
는데 이용되며, 배합사료의 대부분은 양축용(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등)
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상운임(ocean freight rate)은 미국 걸프항(U.S. Gulf)에서 국내 수입항(인
천, 군산, 평택, 부산, 울산)까지의 월평균 선박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해상
운임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입수하기가 곤란하여, 미국 걸프항에서 일본(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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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f to Japan)까지의 선박운임을 대리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미국
농무부(USDA)의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가 발간하는 ‘벌크 곡물
해상운임(Bulk Grain Ocean Freight Rates)’으로부터 구한 것으로 US $/톤(mt)
으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exchange rate)은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환율로서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제공하는 월평균 매매기준율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 이용되는 모든 자료의 표본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0년이고, 표본의 수는 총 240개이다. 본 연구는 표본기간을 10년씩 이등분하여
각각 내표본(in-sample)과 외표본(out-of-sample)으로 사용한다. 보다 구체적
으로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자료는 내표본으로 이동평균모형, 회귀
모형 및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시스 예측치를 도출하는데 이용하고,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자료는 외표본으로 베이시스 예측성과를 평가하는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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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시스 예측치를 도출한다.
모든 베이시스 예측치는 선물계약을 반대매매하여 헤지가 종료(청산)될 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시스를 의미한다.8) 베이시스 예측모형으로는 이동평균모형
(moving average model), 회귀모형(regression model) 및 시계열모형(time
series model)을 사용한다.
베이시스 예측기간(forecast horizon)은 각 모형별로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모
두 6개의 기간을 고려한다. 각 모형들로부터 예측기간별 베이시스가 도출되면
MAE(Mean Absolute Error), RMSE(Root Mean Squared Error) 등의 척도를 이
용하여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모형의 베이시스 예측치를 사
용하여 선택적 헤지(selective hedge)를 실시할 경우와 단순현물구매할 경우의 구
매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1. 베이시스 예측 방법(Basis Forecasting Methods)
1.1. 이동평균모형(Moving Average Model)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
이동평균(MA)을 사용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과거 몇 년간
의 베이시스를 단순 평균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Dhuyvetter

and Kastens, 1998; Kastens, Jones, and

Schroeder, 1998; Tonsor, Dhuyvetter, and Mintert, 2004; 윤종복⋅김성훈⋅
윤병삼, 2005; Taylor, Dhuyvetter, and Kastens, 2006; Sanders and
Manfredo, 2006; Thompson, et al., 2019).
8) 일반적으로 선물계약을 매입 또는 매도하여 헤지를 시작하는 현재시점의 베이시스를 기초베이시스
(beginning basis) 또는 개시베이시스(opening basis)라고 부르는 한편, 선물계약을 반대매매하여 헤지
를 종료(청산)하는 시점에 형성되는 베이시스를 기말베이시스(ending basis) 또는 청산(종료)베이시스
(closing basis)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한 마디로 기말베이시스 또는 청산(종
료)베이시스의 예측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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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는 베이시스 예측치,  는 선물계약의 결제월(delivery month), 
여기서, 
는 해당월(month),  는 연도(year), 그리고  은 이동평균을 구할 때 포함되는 연
도의 수(3, 5년)를 나타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옥수수 선물계약의 결제월
은 3월(H), 5월(K), 7월(N), 9월(U), 12월(Z)로 정해져 있다.
본 연구는 매월 베이시스 자료를 구축할 때 1개월부터 6개월까지 6개의 예측기
간(forecast horizon;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을 고려함으로
써 근월물을 기준으로 한 베이시스뿐만 아니라 원월물을 기준으로 한 베이시스도
산출한다.9)
베이시스 산출 시 기준이 되는 결제월의 선택은 헤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예컨대, 2010년 1월 현재시점에서 향후 1개월, 3개월, 그리고 5개월간에 걸쳐서
옥수수에 대한 매입헤지를 실시한다면, 헤지를 청산(종료)하는 시점은 각각 2010
년 2월, 4월, 그리고 6월이 된다. 이 경우 헤징의 일반원칙에 따르자면, 옥수수 선
물계약의 결제월은 각각 2010년 3월물(H), 5월물(K), 그리고 7월물(N)을 선택하
여 헤지를 실시하게 된다.10)
이제 만약 3개월간에 걸친 매입헤지를 가정한다면, 우리가 추정해내야 할 베이
시스는 헤지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0년 4월에 형성될 5월물 옥수수 선물계약 기
준의 베이시스가 된다. 여기서 만약 3년간의 이동평균(3-year moving average)
을 적용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한다면,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의 4월에 각각
형성된 5월물 기준 베이시스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6개의 베이시스 예측기간(forecast
horizon;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을 산정하여 해당 선물 결제
월 기준의 베이시스를 도출하고, 각각 3년과 5년의 이동평균을 적용하여 베이시스
를 예측한다.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계산하기
9) 베이시스 예측기간(forecast horizon)은 헤징기간(hedging period)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컨대, 헤징기
간이 3개월이라면 베이시스 예측치는 현재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의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것이 된다.
10)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결제월을 알파벳 기호로 표시하는데 1월은 ‘F’, 2월은 ‘G’, 3월은 ‘H’, 4월
은 ‘J’, 5월은 ‘K’, 6월은 ‘M’, 7월은 ‘N’, 8월은 ‘Q’, 9월은 ‘U’, 10월은 ‘V’, 11월은 ‘X,’ 12월은 ‘Z’이
다. 옥수수 선물의 결제월은 3월(H), 5월(K), 7월(N), 9월(U), 12월(Z)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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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이 방법에 의해 산출된 베이시스 예측
치는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계량경제학적인 모형들
에 의해 산출된 베이시스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Dhuyvetter and Kastens,
1998; Sanders and Manfredo, 2006).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농가, 곡물업계, 학
계, 농업컨설팅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곡물시장에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가 발생할 경우 베
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취약성을 지닌다. 곡물시장의 여건이 안정적
인 시기에는 보다 장기간(3~5년)에 걸친 베이시스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베이시스 예측치를 제공하는 반면, 곡물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에는 보다 단기간(1년)에 걸친 베이시스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베이
시스 예측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tchett, Brorsen, and Anderson,
2010; Lee and Brorsen, 2017).
한편, 이동평균을 이용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되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
스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된다(Tonsor, Dhuyvetter, and Mintert,
2004; Taylor, Dhuyvetter, and Kastens, 2006; Thompson, et al., 2019).





 
 
                      
6) 
  
  





식 5)와 6)을 비교하자면, 식 6)의 전반부는 식 5)와 동일하다. 즉, 식 5)와 마찬
가지로 과거 베이시스를 평균하여 미래의 베이시스를 예측하되, 현재시점(예측시
점)의 베이시스와 그 역사적 평균치(3년 또는 5년)간의 차이(편차)를 반영하는 것
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헤지를 시작하는 현재시점(예측시
점)의 베이시스가 유례없이 높거나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그 수준이 헤징기
간 동안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가
과거 평균치보다 높으면, 식 6)의 후반부(괄호 부분)가 양(+)의 값을 지니게 되어
식 5)의 평균값을 상승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반대로 만약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가 과거 평균치보다 낮으면, 식 6)의 후반부(괄호 부분)가 음(-)의 값을
지니게 되어 식 5)의 평균값을 하락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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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귀모형(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
베이시스는 지역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의 곡물 수급여건, 수송비,
이자 및 저장비용, 취급비용 및 순이익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Chicago Board of Trade, 2004).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베이시스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요인들을 회귀모형에 반영하여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
되곤 한다(Welch, Mkrtchyan, and Power, 2009; Bekkerman, Brester, and
Taylor, 2016; Song and Fortenbery, 2017).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회귀방정식을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하여 베이시스
를 예측한다.



7)            



 



여기서, 은 미국산 옥수수의 해당 작물연도(crop year) 기준 재고/이용율
(stocks-to-use

ratio),

 는 국내의 월간 배합사료 생산량(monthly

compound feed production), 는 U.S. Gulf(Gulf of Mexico)로부터 한국까
지의 해상운임(ocean freight rate), 은 원/달러 환율(exchange rate), 그리
고  는 계절더미(seasonal dummy)로서  은 봄(3~5월),  는 여름(6~8월),

 는 가을(9~11월)을 나타낸다.
위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회귀계수들 가운데 과 은
음(-)의 부호인 반면,  와 은 양(+)의 부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재고/이용율()이 낮아질수록 사용량에 비해 완충재고가 충분하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상승하게 된다.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
( )이 많아질수록 옥수수 구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상승하게 된
다. 그리고 해상운임( )이 상승할수록 C&F 베이시스는 상승하게 된다. 원/달
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 결제금액의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만
큼 구매를 지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베이시스가 하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베이
시스의 변동이 뚜렷한 계절성을 보인다면, 계절더미는 양(+)의 부호 또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회귀모형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은 베이시스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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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요인들을 모형에 반영하고, 각 수급요인들이 베이시스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
을 측정함으로써 미래의 베이시스를 예측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독립변수들의 미래값을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로 추
정하여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근월물 기준 베이시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른 수급변수들
을 독립변수로 도입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 베이시스 예측기간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6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설정한 것에 맞춰 각 독립변수의 미래값도 1개
월부터 6개월에 걸쳐 예측하여야 하는 바, AR(1) 모형을 이용하여 각 독립변수의
미래값을 추정한다. 그 다음 각 독립변수들의 미래값을 예측기간별로 나누어 회귀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각 예측기간별 베이시스 예측치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베이시스 예측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rolling(moving) window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기간은 내표본의 기간과 동일한
10년(120개월)이다.11) 이 방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장 오래된 자료 하나를 제
거하고 새로운 자료 하나를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전체 표본의 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2010년 1월에는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
월까지 총 120개의 월간자료를 이용하고, 그 다음 2010년 2월에는 2000년 2월부
터 2010년 1월까지 총 120개의 월간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된
다.

1.3. 시계열모형(Time Series Model)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
이론적으로 곡물시장에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
를 형성하며, 그 선형결합(즉,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차이)으로 이루어진 베이
시스는 정상적인(stationary) 시계열을 이룬다. 따라서 베이시스는 다음과 같이
ARMA(p,q)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11) 예측모형에서 표본의 설정 방법에 따라 구간확장법(recursive window method; expanding window
method)과 구간이동법(rolling window method; moving window method)으로 나뉜다. 구간확장법의
경우 시계열이 안정적일 때 우수한 성과를 보이나, 구조적 변화 등 불안정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로부터 지속적인 영향(편의; bias)을 받게 되는 약점이 있다. 반면, 구간이동법의 경우 구조적 변화
등 자료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효율성이 저하(분산의 증가)될 수
있다(이진희⋅김덕파, 2014).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은 구간이동법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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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예측 방법은 관측된 과거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 특성
을 모형화하여 미래값을 예측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방법은 경제이론적인 토대가
취약하지만 예측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시계열모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모형 식별(model identification),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ion), 모형 진단(model diagnostics), 예측(forecasting)의 순으로 이어지
는 일반적인 시계열 분석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월물 기준 베이시스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ARMA(p,q) 모형을
추정한다. ARMA(p,q)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서 최적 차수(order)의 결정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에 의거한다. 여기서도 회귀모형을 이용한 베
이시스 예측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rolling(moving) window 방식을 사용하며 1개
월부터 6개월까지의 예측기간에 맞춰 각 예측기간별 베이시스 예측치를 도출한다.

2.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성 척도(Accuracy Measures)
본 연구는 각 예측모형들을 이용하여 구한 베이시스 예측치의 정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척도로써 MAE(Mean Absolute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이용한다. 시점  에 실제로 형성된 각 예측기간별 베이시스를  , 그리고
시점  에 각 예측모형들로부터 구해진 예측기간별 베이시스 예측값을  라고 하
면, 예측오차는      로 정의된다.

 
 
     
9)   

 

 



10)  




 
    










  










MAE는 평균 형태의 정확성 척도로서 예측오차의 평균적인 크기를 알려준다.
한편 RMSE는 분산 형태의 정확성 척도이다. MAE는 각각의 예측오차에 대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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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RMSE는 각각의 예측오차를 제곱한 다음 평균을 구
하기 때문에 예측오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되는 특징을 가진
다. MAE와 RMSE에서 예측오차가 표현되는 단위는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의 측정
단위와 동일하다. MAE와 RMSE는 모두 작은 값일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

3. 단순현물구매와 선택적 매입헤지(selective long hedge)간의
구매 성과 비교
위의 베이시스 예측모형 가운데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모형을 찾아내고 나면,
이 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를 사용하여 선택적 헤지(selective hedge)를 실
시할 경우와 단순현물구매할 경우의 구매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모의거래
(simulation)를 실시한다.
선택적 매입헤지(selective long hedge)를 이용한 구매의 경우는 각 예측기간별
베이시스 예측치를 활용하여 향후 베이시스가 약화(weakening) 또는 하락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베이시스 신호(basis signal)에 따라 선택적으로 매입헤지
를 실시하여 곡물을 구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순매입가격(NBP)은 현재시
점의 선물가격에다 헤지를 청산(종료)하는 시점의 베이시스를 더하여 산출한다
(즉,      ). 한편 단순현물구매(cash purchase)의 경우는 선물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곡물을 구매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개월부터 6개월까지 6개의 헤징기간에 걸쳐 선택적 매입헤지의 순매입가격
(NBP)과 단순현물구매 가격이 각각 도출되면, 양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매입헤지에
의한 순매입가격(NBP)과 단순현물구매 가격을 쌍체비교(paired comparison)하는
paired-difference test(paired t-test)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paired-difference
test의 t-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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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각 헤징기간별로 선택적 매입헤지에
여기서, 
 
  





의한 순매입가격(NBP) 와 단순현물구매 가격  를 쌍체(pair)로 대응하여 구한
차이( )의 평균, 은 쌍체로 짝 지은 차이의 수(number), 그리고  는 차이( )의








 

 


   
 


표준편차, 즉      를 나타낸다.
 
 

  





78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Ⅵ.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에 대한 요약 통계(Summary Statistics)
본 연구에서는 옥수수의 현물가격(C&F), 선물가격(CME), 그리고 베이시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3>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옥수수 현물
가격, 선물가격(근월물 기준) 및 베이시스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세계 식량위기(global food crisis)가 발생했던 2007~2008년과
2010~2011년에 급등하였고, 2012년에는 미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옥수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옥수수 현물가격(C&F)은 선물가격(CME)에 미국의 내륙운송비, 해상운임
등이 합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7~2008년에는 선물가격의 상승과 더불
어 해상운임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선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2012년보다 더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그림 3> 옥수수의 현물 및 선물가격, 베이시스의 변동 추이(2000~2019년)
(단위: US$/톤)

주: 농림축산식품부/한국사료협회가 발간하는 사료편람의 월평균 현물가격(C&F, US $/톤)과 Barchart.com이 제
공하는 CBOT 선물가격(US ￠/부셸)을 US$/톤으로 환산해 월 평균한 가격을 이용하여 그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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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옥수수의 현물가격, 선물가격 및 베
이시스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표 3> 옥수수의 현물 및 선물가격, 베이시스에 대한 요약 통계
(단위: US $/톤)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최대값

최소값

현물가격

216.27

76.66

5,876.61

-0.43

0.57

423.51

101.38

선물가격

149.35

59.15

3,498.19

0.21

0.94

318.33

72.71

베이시스

66.92

25.15

632.30

0.74

0.50

144.50

21.47

회귀모형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에서는 미국의 옥수수 재고/이용률
(SUR; stocks-to-use ratio)이 독립변수로 도입되었다. <그림 4>는 2000년 1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미국 옥수수 재고/이용률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미국 옥수수 재고/이용률의 변동 추이(2000~2019년)
(단위: %)

주: 미농무부(USDA)의 세계곡물수급전망(WASDE)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의 옥수수 재고/이용률을 산출하여 그린
것임.

<표 4>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미국의 옥수수 재고/이용률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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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옥수수 재고/이용률에 대한 요약 통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최대값

최소값

12.9

4.5

20.4

-0.8

0.1

22.6

5.0

회귀모형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에서는 국내의 월간 배합사료 생산량
(MFP; monthly compound feed production)이 독립변수로 도입되었다. <그림
5>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월간 배합사료 생산량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본기간 동안 월간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국내 월간 배합사료 생산량의 변동 추이(2000~2019년)
(단위: 1,000톤)

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표하는 월별 배합사료 생산 및 가격 통계와 한국사료협회가 발간하는 배합사료 생산실적
통계를 이용하여 그린 것임.

<표 5>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월간 배합사료 생산량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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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월간 배합사료 생산량에 대한 요약 통계
(단위: 1,000톤)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최대값

최소값

1,427.93

171.33

29,353.70

-1.00

0.26

1,826.85

1,086.38

회귀모형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에서는 U.S. Gulf(Gulf of Mexico)로부
터 한국까지의 해상운임(OFR; ocean freight rate)이 독립변수로 도입되었다.
<그림 6>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상운임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해상운임은 제1차 세계 식량위기(global

food crisis)가 발생했던

2007~2008년에 급등했다가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맞아 다시 급락하는 양상을 보
였다.
<그림 6> 해상운임의 변동 추이(2000~2019년)
(단위: US $/톤)

주: 미농무부(USDA)의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가 발간하는 ‘벌크 곡물 해상운임(Bulk Grain Ocean
Freight Rates)’에 제시된 미국 걸프항에서 일본(U.S. Gulf to Japan)까지의 선박운임을 이용하여 그린 것임.

<표 6>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상운임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78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표 6> 해상운임에 대한 요약 통계
(단위: US $/톤)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최대값

최소값

46.41

21.50

462.20

3.81

1.63

133.10

16.27

회귀모형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에서는 원/달러 환율(EXR; exchange
rate)이 독립변수로 도입되었다. <그림 7>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원
/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원/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2000~2019년)
(단위: 원/US $)

주: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제공하는 월평균 매매기준율을 이용하여 그린 것임.

<표 7>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요약 통계이
다.
<표 7>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요약 통계
(단위: 원/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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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최대값

최소값

1,125.87

101.84

1,0371.10

0.45

0.16

1,461.98

9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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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별 베이시스 예측 결과
2.1. 이동평균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결과
2.1.1. 3년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결과
<그림 8>은 3년 이동평균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예측기간
(forecast horizon)별로 베이시스를 예측한 결과이다.
<그림 8> 3년 이동평균에 의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 결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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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주: 그림에서 베이시스의 실제값은 실선(solid line), 그리고 베이시스의 예측값은 점선(dotted line)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기간에 걸쳐 베이시스의 실제값과 예측값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3년 이동평균에 의한 베
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Hatchett,
Brorsen, and Anderson(2010)와 Lee and Brorsen(2017)이 지적한 것처럼 곡물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8>은 3년 이동평균모형을 이용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치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표 8> 3년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의 요약 통계
예측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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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실제값

73.19

13.41

179.85

-0.64

-0.11

예측값

77.47

13.42

180.11

-0.26

0.19

실제값

73.09

13.38

178.96

-0.62

-0.09

예측값

77.30

13.44

180.75

-0.26

0.22

실제값

72.87

13.33

177.70

-0.61

-0.06

예측값

77.12

13.44

180.61

-0.25

0.25

실제값

72.70

13.24

175.35

-0.57

-0.04

예측값

76.94

13.40

179.54

-0.21

0.28

실제값

72.48

13.24

175.42

-0.57

-0.01

예측값

76.74

13.38

179.15

-0.18

0.32

실제값

72.31

13.18

173.82

-0.54

0.02

예측값

76.40

13.15

172.98

-0.1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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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5년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결과
<그림 9>는 5년 이동평균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예측기간
(forecast horizon)별로 베이시스를 예측한 결과이다. 3년 이동평균모형을 이용한
베이시스 예측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기간에 걸쳐 베이시스의 실제값과 예측값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5년 이동평균에 의
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9> 5년 이동평균에 의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 결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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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주: 그림에서 베이시스의 실제값은 실선(solid line), 그리고 베이시스의 예측값은 점선(dotted line)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 9>는 5년 이동평균모형을 이용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치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표 9> 5년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의 요약 통계
예측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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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실제값

73.19

13.41

179.85

-0.64

-0.11

예측값

79.52

10.14

102.88

-0.56

0.13

실제값

73.09

13.38

178.96

-0.62

-0.09

예측값

79.37

10.31

106.20

-0.58

0.10

실제값

72.87

13.33

177.70

-0.61

-0.06

예측값

79.22

10.46

109.36

-0.61

0.09

실제값

72.70

13.24

175.35

-0.57

-0.04

예측값

79.06

10.57

111.77

-0.65

0.09

실제값

72.48

13.24

175.42

-0.57

-0.01

예측값

78.92

10.72

114.89

-0.68

0.08

실제값

72.31

13.18

173.82

-0.54

0.02

예측값

78.72

10.80

116.61

-0.7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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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3년 이동평균에 반영한 베이
시스 예측 결과
<그림 10>은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 즉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
이시스가 과거 평균치에 비해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3년 이동평균
모형에 반영하여 향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로 베이
시스를 예측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월의 예측기간에서는 베이
시스의 실제값과 예측값이 매우 근접한 반면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값과 예
측값 간의 괴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간의 예측에 있
어서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단순 이동평균에 의해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것보다 예측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0>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3년 이동평균에 반영한 예측기간
(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 결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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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에서 베이시스의 실제값은 실선(solid line), 그리고 베이시스의 예측값은 점선(dotted line)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 10>은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3년 이동평균모형에 반영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치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표 10>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3년 이동평균에 반영한 베이시스 예측치의
요약 통계
예측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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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실제값

73.19

13.41

179.85

-0.64

-0.11

예측값

73.34

15.27

233.05

-0.73

-0.13

실제값

73.09

13.38

178.96

-0.62

-0.09

예측값

73.22

18.24

332.52

-0.45

0.14

실제값

72.87

13.33

177.70

-0.61

-0.06

예측값

73.10

20.51

420.47

-0.49

0.25

실제값

72.70

13.24

175.35

-0.57

-0.04

예측값

72.97

22.64

512.47

-0.60

0.24

실제값

72.48

13.24

175.42

-0.57

-0.01

예측값

72.81

24.20

585.84

-0.60

0.22

실제값

72.31

13.18

173.82

-0.54

0.02

예측값

72.50

25.81

666.10

-0.61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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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5년 이동평균에 반영한 베이
시스 예측 결과
<그림 11>은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5년 이동평균모형에 반영
하여 향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로 베이시스를 예측
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월의 예측기간에서는 베이시스의 실제
값과 예측값이 매우 근접한 반면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괴
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간의 예측에 있어서 현재시
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단순 이동평균에 의해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것보다 예측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1>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5년 이동평균에 반영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 결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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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에서 베이시스의 실제값은 실선(solid line), 그리고 베이시스의 예측값은 점선(dotted line)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 11>은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5년 이동평균모형에 반영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치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표 11>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5년 이동평균에 반영한 베이시스 예측치의
요약 통계
예측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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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실제값

73.19

13.41

179.85

-0.64

-0.11

예측값

73.41

15.17

230.27

-0.81

-0.08

실제값

73.09

13.38

178.96

-0.62

-0.09

예측값

73.36

18.22

331.90

-0.47

0.21

실제값

72.87

13.33

177.70

-0.61

-0.06

예측값

73.30

20.73

429.70

-0.47

0.34

실제값

72.70

13.24

175.35

-0.57

-0.04

예측값

73.21

23.25

540.33

-0.34

0.41

실제값

72.48

13.24

175.42

-0.57

-0.01

예측값

73.10

25.35

642.56

-0.26

0.44

실제값

72.31

13.18

173.82

-0.54

0.02

예측값

72.91

27.39

750.17

-0.26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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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귀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결과
<표 12>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최소자승법
(OLS)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12) 수급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이
1%의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계절더미 가운데
는 여름이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계
수(  )가 0.8816의 값을 지녀 전반적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2> OLS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2000년 1월~2019년 12월)
변수

계수

t-통계량

p-값

상수항

25.3139

2.4256

0.0160

SUR

-0.6817

-5.0722

0.0000

MFP

0.0272

8.0502

0.0000

OFR

0.9311

29.0358

0.0000

EXR

-0.0283

-4.3776

0.0000

D1(Spring)

-1.3558

-0.8518

0.3952

D2(Summer)

4.8724

3.0566

0.0025

D3(Fall)

2.2767

1.4274

0.1548



0.8816

미국의 옥수수 재고/이용율(SUR)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말재고율이 하락하면 베이시스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선험적인 예측과 부합한다.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MFP)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
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배합사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옥수수 구매량이 증가
하게 되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상운임(OFR)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C&F 베이시스에서 해상운임의 상승

12) 본 연구에서는 구간이동법(rolling window method)을 사용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하고 해당 추정 결
과를 바탕으로 베이시스를 예측하기 때문에 표본구간이 달라질 때마다 매번 새로운 회귀식이 도출된
다. 모든 추정 결과를 일일이 다 제시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표 12>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
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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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베이시스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원/달러 환율(EXR)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원
화 결제액의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구매를 지연시키려는 경향이 나타
나 베이시스가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계절더미 가운데는 여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
름은 신곡의 생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단경기가 가까워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계
절적 특성으로 인해 곡물의 재고가 줄어들면서 베이시스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
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2>는 OLS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예측기간
(forecast horizon)별로 베이시스를 예측한 결과이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베이시스의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괴리가 이동평균모형에서보다 상대
적으로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이동평균모형(3년, 5년)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예측기간(forecast horizon)이 길어짐에 따라 베
이시스의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괴리가 다소 커지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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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LS 회귀모형에 의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 결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주: 그림에서 베이시스의 실제값은 실선(solid line), 그리고 베이시스의 예측값은 점선(dotted line)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 13>은 OLS 회귀모형에 의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
치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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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OLS 회귀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의 요약 통계
예측기간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실제값

73.19

13.41

179.85

-0.64

-0.11

예측값

71.84

7.82

61.11

0.22

-0.39

실제값

73.09

13.38

178.96

-0.62

-0.09

예측값

71.05

7.10

50.38

0.32

-0.43

실제값

72.87

13.33

177.70

-0.61

-0.06

예측값

70.64

6.63

43.90

0.02

-0.30

실제값

72.70

13.24

175.35

-0.57

-0.04

예측값

70.32

6.32

39.98

-0.02

-0.17

실제값

72.48

13.24

175.42

-0.57

-0.01

예측값

70.12

6.30

39.69

-0.08

-0.14

실제값

72.31

13.18

173.82

-0.54

0.02

예측값

70.05

6.36

40.48

0.03

-0.23

2.3. ARMA 시계열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결과
<표 14>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ARMA 시계
열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13) ARMA(p,q) 모형에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에 의거하여 최적의 차수(order)를 결정한 결과 ARMA(3,2)로 나타났
다. 그리고 AR항과 MA항의 계수들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ARMA(3,2) 모형의 추정 결과(2000년 1월~2019년 12월)
변수

계수

t-통계량

p-값

상수항

71.1561

8.4126

0.0000

AR(1)

0.6751

16.4106

0.0000

AR(2)

-0.5982

-12.9178

0.0000

AR(3)

0.7833

19.2381

0.0000

MA(1)

0.3787

35.1829

0.0000

MA(2)

0.9848

128.4092

0.0000

AIC

6.9375

13)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베이시스의 예측에서도 구간이동법(rolling window method)을 사용하여 ARMA
모형을 추정하고 해당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시스를 예측하기 때문에 표본구간이 달라질 때마다
매번 새로운 ARMA 모형이 도출된다. 모든 추정 결과를 일일이 다 제시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표
14>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ARMA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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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ARMA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예측기
간(forecast horizon)별로 베이시스를 예측한 결과이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베이시스의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괴리가 이동평균모형 및 회귀모형에
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ARMA 시계열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이동평균모형(3년, 5년)이나 회귀모형에 의한 베
이시스 예측의 정확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ARMA 시
계열모형에서도 예측기간(forecast horizon)이 길어짐에 따라 베이시스의 실제값
과 예측값 간의 괴리가 다소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ARMA 시계열모형에 의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 결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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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주: 그림에서 베이시스의 실제값은 실선(solid line), 그리고 베이시스의 예측값은 점선(dotted line)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 15>는 ARMA 시계열모형에 의한 예측기간(forecast horizon)별 베이시스
예측치에 대한 요약 통계이다.
<표 15> ARMA 시계열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치의 요약 통계
예측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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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실제값

73.19

13.41

179.85

-0.64

-0.11

예측값

72.90

13.27

175.97

-0.53

-0.01

실제값

73.09

13.38

178.96

-0.62

-0.09

예측값

72.40

12.52

156.66

-0.48

0.01

실제값

72.87

13.33

177.70

-0.61

-0.06

예측값

71.94

11.53

133.01

-0.49

-0.00

실제값

72.70

13.24

175.35

-0.57

-0.04

예측값

71.53

10.91

119.13

-0.49

-0.03

실제값

72.48

13.24

175.42

-0.57

-0.01

예측값

71.09

10.48

109.84

-0.43

-0.02

실제값

72.31

13.18

173.82

-0.54

0.02

예측값

70.71

9.79

95.86

-0.3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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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 분석 결과
<표 16>은 MAE(Mean Absolute Error)에 의거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를 분
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AE는 베이시스의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 즉
예측오차(forecast error)의 절대평균으로서 그 값이 작을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예측모형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모형은
ARMA 시계열모형이고, 그 다음은 OLS 회귀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RMA
시계열모형은 1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예측기간에 있어서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난 한편, 6개월의 예측기간에서는 OLS 회귀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RMA 시계열모형과 OLS 회귀모형 모두에 있어서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MAE 값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예측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시점으로 갈수록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증
가하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은 전반적으로 예측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3년 이동평균의 MAE 값이 5년 이동평균의 MAE 값보다 전반적으로 높
게 나타나 예측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약 베
이시스 예측을 위해 이동평균모형을 사용한다면, 3년 이동평균보다는 5년 이동평
균이 보다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년 이동평균과 5년 이동평균의 MAE 값은 예측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거의 변동이 없는 특성을 보였다. 이동평균모형을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시점
(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할 경우 단순 이동평균에 의해 베이시스를 예
측하는 것보다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예측기
간 1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단기간에 해당하며,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단순 이동
평균에 의해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것이 예측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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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MAE를 적용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 분석 결과
예측기간
(forecast horizon)

MA(3)

MA_C(3)

MA(5)

MA_C(5)

OLS

ARMA

1개월

12.11

5.96

11.88

5.37

6.87

5.16

2개월

12.14

9.22

11.93

8.70

7.31

6.12

3개월

12.17

11.56

11.87

11.20

7.83

7.44

4개월

12.17

13.71

11.84

13.04

8.09

7.97

5개월

12.19

14.63

11.77

14.30

8.41

8.40

6개월

12.05

15.75

11.81

15.62

8.61

9.09

주: MA(3)는 3년 이동평균모형, MA_C(3)는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3년 이동평균모형,
MA(5)는 5년 이동평균모형, MA_C(5)는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5년 이동평균모형,
OLS는 OLS 회귀모형, 그리고 ARMA는 ARMA 시계열모형을 의미한다.

<그림 14>는 MAE에 의거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표 16>의 내용과 같이, 예측기간 1개월부터 5개월까지는 ARMA 시계열모형
의 MAE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 ARMA 시계열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
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예측기간 6개월의 경우는 OLS 회귀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LS 회귀모
형과 ARMA 시계열모형의 MAE 값은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완만하게 증가하여
예측의 정확도가 차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3년 및 5년 이동평균모형에
의한 MAE 값은 예측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동이 없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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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AE를 적용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 분석 결과

주: MA(3)는 3년 이동평균모형, MA_C(3)는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3년 이동평균모형,
MA(5)는 5년 이동평균모형, MA_C(5)는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5년 이동평균모형,
OLS는 OLS 회귀모형, 그리고 ARMA는 ARMA 시계열모형을 의미한다.

<표 17>은 RMSE(Root Mean Squared Error)에 의거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
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RMSE는 베이시스의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차
이, 즉 예측오차(forecast error)를 제곱하여 평균을 구한 다음 제곱근을 취한 것
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RMSE에 의거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 분석 결과에서는 예측기간별로 예측력
이 가장 우수한 예측모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1개월의 예측기간에서는 현재
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5년 이동평균모형(MA_C(5))의 RMSE
값이 가장 작아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개월의 예측기간
에서는 ARMA 시계열모형(ARMA)의 RMSE 값이 가장 작아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예측기간에서는 OLS 회귀모형
(OLS)의 RMSE 값이 가장 작아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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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RMSE를 적용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 분석 결과
예측기간
(forecast horizon)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MA(3)

MA_C(3)

MA(5)

MA_C(5)

OLS

ARMA

14.64
14.65
14.65
14.65
14.66
14.56

7.55
12.00
15.23
17.48
19.11
20.42

14.93
14.96
14.93
14.92
14.90
14.90

6.93
11.23
14.58
17.08
19.22
20.95

8.80
9.43
9.83
10.15
10.59
10.74

7.01
8.41
10.08
10.69
11.24
11.91

주: MA(3)는 3년 이동평균모형, MA_C(3)는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3년 이동평균모형,
MA(5)는 5년 이동평균모형, MA_C(5)는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5년 이동평균모형,
OLS는 OLS 회귀모형, 그리고 ARMA는 ARMA 시계열모형을 의미한다.

<그림 15>는 RMSE에 의거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7>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예측기간 1개월의 경우 현재시점(예측시점)
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5년 이동평균모형(MA_C(5)), 2개월의 경우는 ARMA
시계열모형(ARMA), 그리고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OLS 회귀모형(OLS)의 RMSE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남으로써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예측모형이
예측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3년 및 5년 이동평균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예측모형들의 RMSE 값은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완만하게 증가하여 예측의 정확
도가 차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3년 및 5년 이동평균모형에 의한 RMSE
값은 예측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동이 없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15> RMSE를 적용한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 분석 결과

주: MA(3)는 3년 이동평균모형, MA_C(3)는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3년 이동평균모형,
MA(5)는 5년 이동평균모형, MA_C(5)는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5년 이동평균모형,
OLS는 OLS 회귀모형, 그리고 ARMA는 ARMA 시계열모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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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MAE 값이 가장 작은 예측모형은
ARMA 시계열모형인 한편, RMSE 값이 가장 작은 예측모형은 OLS 회귀모형이라
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측모형에서는 예측오차의 평균적인 크기가 가장 중
요하기 때문에 MAE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ARMA 시계열모형이 베이시스 예측
력이 가장 우수한 예측모형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예측모형의 선택기준에서 예측오차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분산의 크기에
따른 위험도 관점에서 예측모형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RMSE 값이 가장 작게 나
타나는 OLS 회귀모형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평균-분
산 분석(mean-variance analysis)의 관점에서 예측오차의 평균적인 크기가 다소
커지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측오차의 분산이 작아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작
은 대안을 보다 선호한다면, OLS 회귀모형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이 보다 적
절한 선택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단순현물구매와 선택적 매입헤지(selective long hedge)간의
구매 성과 비교
앞서 여러 가지 베이시스 예측모형들 가운데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모형은
ARMA 시계열모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ARMA 시계열모형에서 얻은 베
이시스 예측치를 이용하여 선택적 매입헤지를 실시할 경우의 순매입가격(NBP)과
단순현물구매 시의 가격을 쌍체비교(paired comparison)한 결과가 <표 18>에 제
시되어 있다.
선택적 매입헤지에서는 ARMA 모형에서 도출된 베이시스 예측치가 현재시점
(예측시점)의 베이시스보다 낮을 경우에만 베이시스 신호(basis signal)가 주어지
고 그에 따라 매입헤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표 18>에 제시된 자료 수는 이러한 원
칙에 따라 선택적 매입헤지가 이루어진 횟수를 의미한다.
Paired-difference test(paired t-test)에서는 단순현물구매 가격과 선택적 매
입헤지에 따른 순매입가격(NBP) 간의 차이를 각각 구한 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다. <표 18>에 제시된 쌍체비교 결과를 살펴보
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모든 예측기간에 걸쳐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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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현물구매 가격과 선택적 매입헤지에 따
른 순매입가격(NBP)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18> 단순현물구매 가격과 ARMA 모형의 베이시스 예측치를 이용한 선택적 매입헤지의
순매입가격(NBP)에 대한 paired-difference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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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기간별 쌍체비교
(paired difference)

자료수

평균값

t-통계량

1개월 예측기간의 쌍체비교
(단순현물구매 가격 – 선택적 매입헤지의 NBP)

50

0.37

0.17

2개월 예측기간의 쌍체비교
(단순현물구매 가격 – 선택적 매입헤지의 NBP)

48

-1.05

-0.28

3개월 예측기간의 쌍체비교
(단순현물구매 가격 – 선택적 매입헤지의 NBP)

39

-0.87

-0.16

4개월 예측기간의 쌍체비교
(단순현물구매 가격 – 선택적 매입헤지의 NBP)

36

2.24

0.32

5개월 예측기간의 쌍체비교
(단순현물구매 가격 – 선택적 매입헤지의 NBP)

42

0.04

0.01

6개월 예측기간의 쌍체비교
(단순현물구매 가격 – 선택적 매입헤지의 NBP)

40

1.74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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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국제 곡물시장에서 베이시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베이시
스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곡물가격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베이시스를 예측할 수 있다면 선물가격에 기초
하여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측해낼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상현물가격(expected
local cash price) = 선물가격(futures price) + 예상베이시스(expected basis)의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상현물가격은 곡물 생산자(판매자)의 입
장에서 예상매도가격(ESP; expected selling price)이 되는 한편, 곡물 수요자(구
매자)의 입장에서는 예상매입가격(EBP; expected buying price)이 된다.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면, 곡물 생산자는 언제 곡물을 판매하는 것
이 유리할지 또는 곡물을 저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편, 곡물 구매자는 언제 곡물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
매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래의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헤징전략의 실행을 위해서
도 매우 중요하다. 곡물가격의 상승에 대처하여 매입헤지(long hedge)를 시행함
에 있어서 헤징기간 동안 베이시스의 변동이 없다면, 헤저(hedger)는 자신의 목표
가격(objective price), 즉 헤지를 시작하는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을 온전히 달성하
게 된다. 한편 헤징기간 동안 베이시스가 약화(하락)된다면, 매입헤지를 통해 실현
하게 되는 순매입가격(NBP; net buying price)이 목표가격보다 베이시스 약화(하
락) 폭만큼 더 낮아져 보다 유리하게 된다. 반면 헤징기간 동안 베이시스가 강화
(상승)된다면, 매입헤지의 순매입가격(NBP)이 목표가격보다 베이시스 강화(상승)
폭만큼 더 높아져 보다 불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미래시점의 베이시스 예측치가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보다 낮을 경우에만 베이시스 신호(basis signal)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
선택적 매입헤지(selective long hedge)를 실시함으로써 순매입가격(NBP)이 목표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입곡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를 대상
으로 C&F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아울러 베이시스 예측
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예측모형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이동평균모형, 회귀모형, 시계열모형 등의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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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측하고,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예측모형을 찾아내는 한편,
예측기간(forecast horizon)에 따라 베이시스 예측의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베이시스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모형
의 베이시스 예측치를 이용하여 선택적 매입헤지를 실시하는 경우의 순매입가격
(NBP)과 단순현물구매 가격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시스 예측모형으로 3년 및 5년 이동평균모형(moving
average model),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한 3년 및 5년 이동
평균모형(moving average model with current basis information), OLS 회귀
모형(regression model), 그리고 ARMA 시계열모형(time series model)의 6가지
예측모형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베이시스의 예측기간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6개
의 기간을 고려하였다. 한편 각각의 예측모형으로부터 구해진 예측기간별 베이시
스 예측치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한 척도로서 MAE(Mean Absolute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베이시스 예측치
를 활용한 선택적 매입헤지의 순매입가격(NBP)과 단순현물구매 가격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모의거래(simulation)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베이시스 예측모형들 가운데 MAE를 기준으로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모형은 ARMA 시계열모형이고, 그 다음은 OLS 회귀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RMA 모형은 1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예측기간에 있어서 예측력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6개월의 예측기간에서는 OLS 회귀모형의 예
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RMA 시계열모형과 OLS 회귀모형
모두에 있어서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MAE 값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예측의 정확
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이동평균에 의한 베이시스 예측 방법은 전반적으로 예측의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동평균모형을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시점(예측시점)의
베이시스 정보를 반영할 경우, 2~3개월 이내의 단기예측에 있어서 단순 이동평균
에 의해 베이시스를 예측하는 것보다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시스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ARMA 시계열모
형을 이용하여 예측기간별로 베이시스 예측치를 도출하고, 베이시스 신호(basis
signal)를 파악해 선택적 매입헤지를 실시할 경우의 순매입가격(NBP)을 계산하였
다. 선택적 매입헤지에 따른 순매입가격(NBP)과 단순현물구매 시의 가격을 쌍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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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paired comparison)한 결과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적’헤지라는 선별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효율적 시장
가설(EMH; efficient market hypothesis; 效率的 市場 假說)에서 주장하는 것처
럼, 시장신호에 의존한 ‘market timing strategy’의 무용성(無用性)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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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ussia’s agri ministry: grain export quota mechanism relevant
despite large crop
러시아 농업부, 풍작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출 쿼터 메카니즘 유효
러시아 농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 4월부
터 6월까지 적용한 자국의 곡물 수출 쿼터 메커니즘이 올해 대규모 작물 수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월요일 밝혔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국내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
면, 2021년 1~6월에 곡물 수출 쿼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농업부는 성명을 통해 수확 전망은 밝지만, 곡물 수출을 위한 무관세 쿼터 메커
니즘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이 조치를 개선하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사나 룻(Oksana Lut) 농업부 차관은 월요일 회의에서 러시아 곡물 최대 수출
국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농업부는 가능한 쿼터에 대한 다른 세부 사
항은 제공하지 않았다.
러시아 곡물수출협회는 회의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
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현재 마케팅 시즌에는 곡물 쿼터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논의에 정통한 두 소식통은 쿼터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논의 중
에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1~6월에 쿼터 사이즈는
곡물 2천만 톤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농업부는 로이터 통신의 코멘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2017년 기록적인 수확 이후 대규모 곡
물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은 이미 재배 면적의 88%에서 건조 및 세척
을 하기 전에 약 1억 2,18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하였다(2020.9.28).

* sujung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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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entine grains ship loadings affected by 24-hour strike by
grains inspectors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 검사관들의 파업으로 곡물 수출 선적에
차질이 생겨
아르헨티나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화물 검사관들의 24시간
파업 영향으로 곡물 선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민영항만 사무국장인 Martin
Brindici 은 전했다. 곡물 수출 항만노조인 URGARA의 작업 중단은 자정부터 시
작되었다.
사무국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번 파업은 국가와 산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국제 상업 약속을 위반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CAPyM 항구 및 해양 활동 회의소 관리자인 Guillermo Wade는
이번 파업으로 파라나 강에 위치한 로사리오의 주요 선박 허브에 있는 주요 수출
기업들이 운영하는 부두에서 선박을 적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다른 부두에서의 선적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항만 시설에서의 검사는 항만노조인 URGARA에 속하지 않는 근로
자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9월은 곡물을 운송하는 데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시기로, 대두
와 옥수수가 모두 수확된 지 오래고, 밀 수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 지도부, 민간 수출 기업 임원 및 아르헨티나 노동부 대표자들은 파업에 참
가하고 있는 검사관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협상이 화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곡물을 선적하기 전에 곡물의 품질을 점검하는 검사관들을 대표하는 URGARA
노조는 일요일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국 항만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
을 촉구하였다.
URGARA의 노조원들은 항구 운영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고의 대두박 가축 사료 공급국이자, 옥수수, 밀, 생 대두
등 주요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에서 고용주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임금 인상을 허가하기 어
려워 노동조합의 파업은 흔하게 일어난다(2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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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ed grains output in EU lowered grain
유럽연합(EU), 곡물 생산 전망치 하향 조정
유럽곡물거래업자협회인 COCERAL은 2020년 5차 전망을 통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의 총 곡물 수확량을 2억 9,360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
난 8월 4차 전망치인 2억 9,550만 톤에서 감소했으며, 2019년 수준인 3억 1,240
만 톤보다 1,880만 톤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듀럼밀을 제외한 밀 생산량은 기존 전망치인 1억 2,920만 톤에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작물 1억 4,600만 톤과 비교된다.
그리고 EU의 2020년 보리 생산량은 6,13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전 전
망치인 6,250만 톤과 지난해 6,320만 톤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COCERAL은 이번 하향 조정은 주로 영국과 발칸반도, 스칸디나비아 일부 지역
등의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더 이상 스페인의 상향 조정으로는 상쇄할 수 없
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2020년 옥수수 작물은 기존 전망치인 6,460만 톤에서 6,280
만 톤으로 낮추었다. 지난해 작황은 6,530만 톤이었다. 덥고 건조한 날씨로 특히
발칸반도에서 수확 잠재력이 더욱 감소하였다.
EU-27 회원국과 영국의 2020년 유채(rapeseed) 생산 전망치는 1,700만 톤으
로 변동이 없다. 지난해 작황은 1,680만 톤이었다.
그리고 EU의 많은 지역에서 좋지 못한 재배 조건으로 인해 특히 밀을 포함한 작
물 등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COCERAL은 곡물, 쌀, 사료, 오일시드, 올리브유, 오일, 지방 등 농산물 공급의
무역을 대표하는 유럽협회이다(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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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blames speculation and hoarding for maize price surge
중국은 옥수수 가격 급등에 대해 투기와 사재기 비난하다
중국 한창푸 농업농촌부 장관은 중국의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금융투기
와 비합리적인 사재기 때문이라고 관영 매체에 전했다.
돼지 사육 능력의 회복과 옥수수 가공 산업의 확장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하였으며, 이번 주 가격 상승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장관은 밝혔다.
그리고 충분한 상업 재고와 수확철을 앞두고 더 이상 가격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전했으며, 북동 지방의 태풍으로 비가 내려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작을 볼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같은 장관의 발언은 중국 관세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공급 부족 전망에 따른 국내 옥수수 가격 상승에 힘입어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옥수수 수입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지난 8월에 약 100만 톤 이상의 옥수수를 구입했는데, 공식 관세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2016년 4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중국이 옥수수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
다. 가축 사료와 식용유에 사용되는 대두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곡물 수입을 늘렸지만, 수입은 국내 생산량의 약 2%에 불과하다.
자급 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생산에 의존
하기 때문이라고 장관은 밝혔다.
또한, 중국은 충분한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경질 밀과 연질 밀 품종을 수입
한다고 한다. 중국의 밀 수입량은 미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을 부분적으로 충족시
키기 위해 2020~2021년에 2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9.24).

820

FAO 곡물시장 뉴스

▮ Algeria alters import terms to allow Black Sea wheat, French
exporters say
알제리 흑해 밀 수입의 허용을 위해 수입 조건 변경하기로, 프랑스
수출업자들이 전해
알제리는 러시아산 밀과 같은 흑해 지역 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밀 수입 입찰
조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프랑스 수출 그룹은 전했다.
프랑스 곡물 수출 그룹인 Synacomex의 대표 Thierry de Boussac는 “흑해 지
역 밀을 개방하기 위해 알제리는 다음 밀 입찰 조건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리고 알제리 정부가 승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프랑스 농
수산업진흥공사 FranceAgriMer가 주최한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입찰 조건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정 품종에 대한 해충
피해 한도는 0.1%에서 0.5%로 늘어나고,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알제리의 밀 수입 입찰을 운영하는 곡물 기관인 OAIC에서 이에 관한 답변은 듣
지 못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러시아산 밀이 수출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주요 밀 수입국 중
하나인 알제리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한편, 알제리에서 러시아산 밀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격한 해충 피해 제
한으로 인해 배제해왔다.
프랑스는 알제리의 주요 밀 공급국이지만, 올해 수확량이 훨씬 적어 북아프리카
국가로의 프랑스산 밀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즌에 프랑스는 150~250만 톤의 밀을 알제리로 선적할 예정이었는데, 이
는 전년도보다 최소 500만 톤 감소한 수치라고 Synacomex는 전했다(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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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zil’s maize ethanol booms despite obstacles
브라질, 옥수수 에탄올 산업 호황
브라질의 옥수수 에탄올 산업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 감소와 기록
적인 옥수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맞고 있다.
T&F Agroeconomica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옥수수
에탄올 공장은 지난 5년 동안 브라질 중서부 곡물 벨트에 걸쳐 급증했지만, 지난
3월과 4월 팬데믹으로 인한 대부분의 연료에 대한 수요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옥수수 소비량은 2020년에 663만 톤, 2021년에 7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T&F Agroeconomica의 Luiz Carlos Pacheco 분석가는 “브라질은 소비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옥수수 재배농가들은 더 많이 재
배함으로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왔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높은 가격”이라고 Argus에 말했다.
브라질 농산물공급공사인 Conab에 따르면, 이 옥수수 에탄올 생산을 시작한 이
후 곡물 수확량은 2015~16년 6,650만 톤에서 2019~20년에는 1억 250만 톤으로
급증했다.
2020~21년 옥수수 수확량은 12% 증가한 1억 1,3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며, 이는 옥수수 에탄올 생산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상쇄하는 것 이상이라고
Conab은 분석했다.
그리고 브라질의 옥수수 에탄올 산업 협회인 UNEM에 따르면, 업계의 곡물 수요
는 2021~20년(4월~3월) 설탕과 에탄올 시즌에 8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UNEM의 Guilherme Nolasco 사장은 옥수수 에탄올 생산 업체의 옥수수 사전
구매 전략과 동물성 단백질 생산 업체로부터 주정박에 대한 강한 수요가 결합되어
이 업계가 옥수수 가격 상승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Argus에 전했다.
브라질 최대 옥수수 생산지인 마투 그로수(Mato Grosso)는 현재 2019~20년 옥
수수 재배 면적을 4.4% 증가한 540만 헥타르로 확장했으며, 9월에 파종을 시작하
는 2020~21년에 면적이 5% 증가하여 이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투 그로
수의 주 농업 연구기관 Imea는 최근 전망에서 밝혔다.
마투 그로수 주에서 옥수수 가격은 60kg 봉지 당 R42-R47 ($7.94-$8.88)로
지난 몇 주 동안 기록된 것보다 약간 낮다고 Imea는 분석했다(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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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pt sets up commodities exchange for wheat, oils, sugar and
rice
이집트 밀, 오일, 설탕, 쌀을 위한 상품 거래소 설립하기로
이집트는 2021년 상반기부터 밀, 오일, 설탕, 쌀 등을 거래하는 상품거래소 설
립을 발표했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소규모 농가와 생산업체를 보호하고, 더 넓은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거래소를 설립했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이 거래소는 9,100만 이집트 파운드(578만 달러)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현 조달
청 산하 무역개발청장인 Ibrahim Ashmawy가 의장을 맡게 된다.
농민과 상인, 생산자들은 조달청 인증 저장 시설에 상품을 예치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 다음 전자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
라 소비자를 위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의장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동 상품 전문가는 “감귤류 과일과 같이 이집트에서 많이 재
배하는 작물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감귤류는 이집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품 중 하나이다. 그리고 6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무분별한 식품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밀 외에도 설탕과 식물성 기름을 수입하고 있다.
이집트는 국내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쌀을 재배하지만, 수자원 집약
적인(water-intensive) 작물 생산을 억제하고자 주요 단립 품종(short grain
variety)을 수출하지는 않는다.
상인과 시장 소식통은 이번 발표가 놀랍고, 정부가 전통적으로 농가에서 구매하
는 전략적 상품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소가 실제로 어떻게 운
영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조달청은 4월 국내 수확을 앞두고 밀 Ardeb(198kg) 당 700 이집트 파운드
의 매수 가격을 발표했다.
곡물 가격이 거래소에서 어떻게 책정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직접 매수할지
여부는 당장은 명확하지 않다.
거래소는 향후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옵션 및 선물 계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조달청은 밝혔다(2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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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Nina rains could boost South African maize produc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라니냐’ 비의 영향으로 옥수수 생산량 증가 기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에이커 증가와 기록적인 수확량 덕분에 2019/20년에 약
1,540만 톤의 기록적인 수확량을 보이면서, 사상 두 번째로 큰 옥수수 작물을 생
산했다. 2019/20년 작황은 2018/19년 1,130만 톤의 작물 생산량에서 약 36% 증가
했다. 파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작물은 수분과 등숙기 단계에서 비가 적절히 내린다면, 2020/21년 생산량은 지
난 2017/18년에 라니냐가 이 지역을 강타했을 때와 비슷한 기록적인 작황에 도달
할 수 있다.
옥수수는 남아공 곡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며, 남아공 자체의 국내 수요와
수출 달러에 필수 곡물이다. 남아공에서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음푸말랑가
(Mpumalanga), 노스웨스트(North West) 주는 옥수수 최대 생산 지역이다.
옥수수 최적의 파종 날짜는 중부와 동부 지역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서부 지역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다.
중요한 단계인 수분과 등숙기인 1월과 2월 동안 예상되는 평균 이상의 계절 강
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확량을 예측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흰색과 노란색 옥수수 둘 다 생산한다. 식사 형태의 흰 옥
수수는 남아공 가정 대부분에서 주식으로 사용하며, 반면 노란색 옥수수는 가축
사료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고, 특히 육계 산업에서 많이 이용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년간 적은 국내 생산량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남아공은 풍작 덕분에
수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남미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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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per UK barley crop will not make up for reduction in wheat
production
영국 보리 풍작에도 불구하고 밀 생산량 감소는 만회하지 못할 듯
올해 영국의 보리 작물 수확량은 840만 톤을 넘었지만, 이것으로 밀 생산량 감
소를 상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겨울 밀 재배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영국 보리 재배 면적은 크게
늘어났다.
최근 영국농업원예개발위원회(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 AHDB)의 곡물 전망 회의에서 밀 재배 면적은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 AHDB의 곡물 및 오일시드 수석 분석가인 헬렌 플랜
트는 영국 시장 하락세에 관해 설명했다.
밀 생산량에 대한 잠정 추정치는 1,010만 톤이며, 스코틀랜드와 같은 지역은 올
해 기록적인 보리 생산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 생산량 증가가 밀 생산량
감소를 보충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입한 옥수수는 이번 밀의 일부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월 보리와 밀 가격 차이는 톤당 £44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1975년 이래 가장
큰 월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보리 작물 작황은 맥주보리(malting barley)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맥주보리 사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로 인해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밀과 보리의 가격 차이는 보리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배합사료에 포
함되는 비율에는 한계가 있다. 맥주보리 역시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
영국은 8월 말 허가 받은 장소의 4분의 3이 조금 넘는 곳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9월 말에는 그 수치가 80%를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규제가 다시 발효됨에 따라 맥주보리 사용은 완전한 수요(full demand)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영국에서 밀의 산업적인 사용은 2019년 수준보다 줄어들었으며, 분석가는 에탄
올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 경제학이 얼마나 도와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옥
수수는 가격 경쟁력이 더 높고 밀보다 알코올 생산 수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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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밀 제분은 더 긍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 단계에는 공급과 포장에 문
제가 있었고, 전체 볼륨은 지난 시즌과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아진 곡물과 품질 문제로 인해 올해 영국에서 제분용 밀 공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2020.10.27).

▮ Rains to bring relief for Argentina wheat and maize
아르헨티나, 밀과 옥수수에 도움이 될 강우 예상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증권거래소(Rosario Stock Exchange, BCR)의 10월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밀과 옥수수 작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CR에 따르면, 예상되는 강우가 전국의 광범위한 가뭄으로 악화되었던 밀 재배
조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뭄이 심했던 해당 주간에 보통(fair)불량(poor) 등급의 밀이 10%p 늘어나 45%가 되었었다.
10월 마지막 열흘 동안 아르헨티나는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6개월간의 길었
던 건기가 전국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기가 길게 이어지면서 아르헨티나 밀의 수율은 29 quintals/ha로 전년 대비
10 quintals/ha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비 예보
로 최근 시작된 밀 수확에 대한 생산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21 마케팅 연도(10월~9월)에 아르헨티나 밀 생산량은 1,680만 톤으로 추
정한다. 매우 건조한 날씨로 지난달 추정치보다 6% 하락했다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Buenos Aires Grain Exchange, BAGE)는 10월 22일 전망했다.
비 예보로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성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BCR은
추정했다. 토양 수분이 증가하면 옥수수 수확량도 크게 향상된다.
10월 22일 발표한 BAGE 데이터에 의하면, 10월 21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파
종은 2020-2021 마케팅 연도(3월~2월)에 총 예상 면적 630만 헥타르의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은 2020~2021년에 4,700만 톤으로 예상되면
서, 2019~2020년 5,150만 톤에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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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라니냐의 위협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아르헨티나 농업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라니냐는 향후 몇 달 안에 아르헨티나에 가뭄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어, 밀과 옥수수, 대두 등의 생산량 전망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옥수수와 대두는 라니냐로 인해 최소한
7%~1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에 내리는 비는 앞으로 며칠간 옥수수와 밀 선물에 압력을 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현재 12월 옥수수 선물은 14개월 최고치인 $4.175/bu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
며, 12월 시카고 SRW 선물은 10월 23일 다년 최고치인 $6.50/bu에 근접해 거래
되고 있다(2020.10.26).

▮ Ukraine maize prices jump amid fall in harvest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확량 감소로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는 2020년 옥수수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 가능성과 함께 전 세계 가
격 상승으로 옥수수 수출 가격은 지난주 톤당 $20 상승했다고 APK-Inform 농업
컨설팅 회사는 월요일 전했다.
지난주 말 우크라이나 옥수수 가격은 FOB 기준 톤당 $233~$237였다고 보고서
는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옥수수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지만, 올 여름 날씨
가 좋지 않아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가와 상인들은 지적했다.
농가는 10월 22일 파종 면적의 52%에서 약 1,310만 톤의 옥수수를 수확했다.
그리고 APK-Inform은 많은 상인과 전문가들이 농작물 생산 전망치를 2,600만
톤에서 3,000만 톤 사이로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2019년에 우크라이나는 3,590만 톤의 옥수수를 수확했으며, 2019/20 시즌에는
거의 2,900만 톤을 수출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20/21 시즌에 지금까지 140만 톤의 옥수
수를 수출하였고, 2019/20년 같은 기간에는 310만 톤을 수출했다(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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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at harvest in Australia set for ‘exciting’ season after rains
호주 비 내린 뒤 밀 수확 풍년 기대
호주는 시즌 초반 동부 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 후 수확이 진행되면서 4년 만에
밀 수확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빅토리아 주의 농민들은 특히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풍작에 유리한 상황이다.
호주 상품 중개업인 아이콘 코모디티스(IKON Commodities)에 따르면, 뉴사우
스웨일스 주는 현재 기록적인 시즌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IKON
Commodities는 최근 전국 밀 예상치를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3천만 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빅토리아 주의 곡물 재배 농민이자 GrainGrowers의 회장인 Brett Hosking은
“현재 호주 동부 해안의 상황은 정말 흥미로워 보인다.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
라도 정말 좋은 수확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은 이번 시즌에 2,890만 톤의 밀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라보뱅크(Rabobank)는 2,88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
리 작물 역시 비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수확량이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IKON Commodities는 전했다.
GrainGrowers 회장은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미 호주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국가에 밀 판매 증가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호주산 밀
은 아시아 시장에서 공급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다른 주요 글로벌 수입업체들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곡물을 비축하고 있
다.
건조한 날씨와 허리케인 활동으로 인해 미국과 흑해 지역의 주요 밀 재배 지역
에서 생산량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시즌은 더욱 타이트해졌
다.
시카고 선물은 8월 초부터 해당 지역의 작황에 대한 우려로 17% 넘게 급등했다.
IKON의 최고 경영자인 Ole Houe 회장은 “유럽연합(EU)의 곡물 생산 감소로
러시아 작물의 상당수가 북아프리카와 전형적인 EU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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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우리는 올해 아시아에서 큰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목요일 발표된 라보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세계 곡물 시장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호주 달러에 힘입어 총 곡물 수출
이 지난해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라보뱅크의 수석 곡물 분석가인 Cheryl Kalisch Gordon는 “호주가 마지막으로
이 범위 안에서 수출 물량을 기록했을 때, 호주 달러는 10 ¢ 더 높았고 전 세계 곡
물 가격은 현재 우리가 예상한 내년보다 약 35% 낮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남반구에 강수량이 크게 증
가할 수 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
부 농가는 비 예보로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이번 주에 이미 긴 시간 수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리 수출 금지 조치로 볼 수 있는 중국과 호주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시장에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에 재배자들이 보리 파종에서 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GrainGrowers는 전했다.
또한, 보리를 언급하면서, 호주 재배 농가들이 중국 수출 없이 직면하게 될 첫
수확이며, 이와 결합하면 상당히 큰 수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보리 과
잉이 발생하면 밀과 수수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2020.10.22).

▮ Brazil cuts to zero soy, maize import’s tariff
브라질은 옥수수와 콩에 ‘제로(0)’ 수입 관세 결정
브라질 정부는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두 상품의 국내 가
격이 기록적인 가운데 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두의 경우 무관세 수입은 2021년 1월 15일까지 유효하며, 옥수수는 2021년 3
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조치는 브라질 농업부의 요청에 따라 브라질 국제
무역위원회에서 10월 16일에 발표하였다.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권 밖의 국가들로부터 대두와 옥수
수 수입에는 8%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대두 1억 2,500만 톤, 옥수수 1억 300만 톤의 역사적인 수확 이후에도
국내 농작물 가격은 기록을 세웠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지난 1년 동안 미 달러화에 대해 30% 이상 하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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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와 옥수수 가격 모두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 환율 역시 기록적인 콩 수출로 이
어지면서 국내 재고를 줄이고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브라질은 올해 8천만 톤
이상의 오일시드를 수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옥수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소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육류 업계는 가축 사료용으로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대두와 옥수수 모두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최근에 정부는 12월 31일까지 쌀 40만 톤 쿼터에 대해 수입 관세를 0으로 인하했
다. 브라질은 이미 미국과 인도, 가이아나와 할당량 내에서 225,000톤을 협상했다.
대두와 옥수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없이 정해진 할당량은 없다(2020.10.19).

▮ Argentina first country to approve drought-resistant GMO
wheat
아르헨티나, 세계 최초로 가뭄 저항성 GMO 밀 승인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계 최초로 자국 생명공학업체인 바이오세레스(Bioceres
SA)가 개발한 가뭄 저항성 GMO 밀 ‘HB4’를 공식 승인했다.
바이오세레스 페데리코 트루코 최고경영자와 과학기술부는 성명을 통해 “HB4
기술은 가뭄에 더욱 잘 견디는 종자를 제공하고,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며, 수력 스
트레스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의 용량을 개선한다. 그리고 헥타르 단위로 수
확량에 대한 예상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반 농업 솔루션 제공 업체인 이 회사는 브라질
에서 수입 승인을 받아야만 밀 ‘HB4’의 상용화를 시작할 것이다. 브라질은 대부분
의 밀을 아르헨티나에서 구매한다.
오늘날 아르헨티나는 농업 생명 공학 분야에서 아르헨티나 과학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면서, 국제적인 수준에서 기술 혁신 과정을 주도하도록 장려되었다고 바
이오세레스는 밝혔다.
세계 시장에서 연간 5.1% 점유율을 차지하는 8번째로 큰 밀 수출국인 아르헨티
나는 악천후로 농작물 손실을 입었다. 다양한 강도의 서리 조건이 전국 대부분의
밀 재배 지역을 강타한 데 이어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면서 작물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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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졌다.
옥수수, 대두와 같은 작물은 유전자 변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반면
GMO 밀은 소비자들의 우려 때문에 상업적인 생산이 승인되지 않았다. 아르헨티
나 일부 농업 생산 업체들은 고객이 이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2020.10.16).

▮ Why is Pakistan facing a wheat crisis again?
파키스탄이 다시 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파키스탄은 밀 생산에 있어 자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량으로 소비되는
주요 식량인 밀의 가격은 올 9월 도시에서 42.13%, 농촌에서는 45.12%까지 급등
했다.
국가식량안보부에 따르면, 목표 수확량인 2,700만 톤 대비 2,520만 톤에 그치
면서 올해는 생산량 부족으로 밀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내각은 민
간 및 공공 부문의 밀 수입을 허용했다.
만약 당국이 이미 적시에 생산량 부족을 예상했다면,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역 마피아들이 사재기 한 탓일까? 아니면 파키스탄 야당인 Tehreek-e-Insaf
(PTI)의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이다.
파키스탄은 내각이 각 권고를 승인하는 이상한 중앙 집권화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발생
한다.
작년의 밀 위기를 떠올려 보자. 내각은 6월에 관계 부처가 제안한 밀 수출 금지
를 거부했다. 이 금지 조치는 결국 9월에 시행되었지만, 지연으로 어려움이 증가
했다.
흥미롭게도 파키스탄 경제조정위원회(Economic Coordination Committee,
ECC)는 지난 7월에 금지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9월에 내각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아프가니스탄으로의 밀 수출 금지는 10월에 다시 해제되었지만, 밀가루 수
출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1월에 운송 업체가 파업을 하면서 전국의 공급망이 중단되면서 상황은 더
욱 악화되었다. 이 모든 것은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끝이 났고, 위기를 촉발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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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시작되었다.
올해도 이야기는 다르지 않다. 관련된 관료들의 부족한 점을 예상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부는 6월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예상되는 부족량은 6월에
100만 톤에서 7월에 150만 톤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9월에 300만 톤으로 상향 조
정했다.
국제 밀 가격이 상당히 높아 민간 부문에서 50만 톤 이상의 수입에 대한 거부감
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파키스탄 무역공사(TCP)는 8월 밀 수입 격차를 해소하
는 임무를 맡았다.
내각은 TCF에 의한 150만 톤의 밀 수입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펀자브(Punjab)
지방 정부는 밀 30만 톤을 수입하는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주와 밀 50만 톤을 조달하는 파키스탄 농업유통공사(Agricultural
Storage and Services Corporation, PASSCO)와 함께 70만 톤의 수입을 조달하
기로 합의했다.
국가식량안보부에 따르면, TCF는 톤당 $233.85의 밀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중순에 떠돌던 입찰
은 과도한 금리로 인해 유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밀 계약을 재협상 중에 있다. 러시아로부터 정부 간 기준
으로 톤당 $279에 밀을 조달해 향후 수입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복되는 문제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샤 메흐무드 쿠레시 외
교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필수 상품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작물
에 대한 밀의 최소 지원 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중에 알렸다.
그리고 장관은 산업부와 식량안보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수요와 공급 격
차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사재기와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 행
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신드(Sindh) 주는 신드의 높아진 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루 1만 톤
을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있는 반면, 시민들은 식료품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밀을 잘못 관리하는
경우 정확한 생산량 추정치를 제공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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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식(국제엔지오,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

1)

1. 미국
▮ 2020년 9월
9월 초순(9월 6일~9월 12일), 수십 건의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산불이 서
부 전역에 계속 타 올랐는데, 말라붙은 태평양 연안 주들에 화염이 가장 많이 집중
되었다. 콜로라도의 2건과 함께 주말까지 캘리포니아, 오레곤 및 워싱턴에서 15건
의 활발한 화재가 발생하여 최소 10만 에이커의 초목을 불태웠다. 최소 12건의 활
발한 산불이 100개 이상의 구조물을 파괴했으며, 36건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
다. 몇몇 개인들은 아직 신원 불명 상태에 있었다.
한편, 로키 산맥 일부, 평원 및 중서부에서 강한 비 (높은 고도에서는 눈)가 발
달하여 야외 작업을 늦추기는 했지만, 표토 수분은 상승시켜서 가뭄 스트레스를
받은 방목지, 목초지 및 미숙한 여름 작물에게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대서양 중부
연안 평원과 텍사스 일부를 포함한 어떤 지역들에는 비가 과도하게 내려서 지역
홍수가 발생했다.
주 후반에 열대성 폭풍 샐리(나중에 허리케인으로 변함)와 관련된 폭우가 플로
리다 반도 전역에 퍼졌다. 플로리다키스 제도를 포함하여 플로리다 주의 남부 지
역에 과도한 비가 내렸다. 마지막으로, 매서운 이른 철 한파로 인해 평원, 로키 산
맥 및 중서부 위쪽 전역에 기록적인 저온이 발생한 한편,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및
연안 근처에 그리고 오하이오 계곡 남쪽으로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습한 상태들이 남동부의 더위를 동반했다. 오하이오 계곡과 태평양 연안 주들에
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F 높았으나, 로키 산맥의 북부 및 중부, 평
* leecs24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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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중서부 위쪽을 포함한 넓은 지역은 대체로 평년보다 10~15°F 낮은 온도 범
위에 있었다.
<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7), September. 15. 2020.

9월 중순(9월 13일~9월 19일), 2등급 허리케인 샐리가 9월 16일 4시 45분경
(중부여름시간) 앨라배마 주 걸프 쇼어스 근처에 시속 105 마일 풍속의 지속적 바
람으로 상륙했다. 앨라배마 남부와 플로리다 서부를 가로질러 내린 폭우가 기록적
인 큰 홍수를 촉발시켜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와 정전이 흔하게 일어났다. 남동부
내륙으로 들어온 이후 샐리는 빠르게 약해졌지만, 계속 폭우를 내리면서 버지니아
남부까지 먼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앨라배마 남부와 플로리다 서부를 제외하고 샐리가 미친 전반적인 영향은 개화
된 면화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를 빼면 비교적 미미했다. 텍사스 남부에 지역적으
로 폭우가 내렸고 태평양 북서부에서는 주 후반에 소나기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미국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뒤덮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건조
한 날씨가 여름 작물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했다.
겨울 밀 지역에서는 생산자들이 빠른 속도로 파종했다. 그러나 미국 서부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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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에서 가뭄이 고착되어 있고 산불이 넓은 지역에서 대기의 질을 저하시켰으
며 서부의 여러 지역 사회를 계속 위협했다. 그레이트 베이슨과 인터마운틴 웨스
트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F 높았다.
한편, 서늘한 날씨가 전주부터 동쪽으로 이동하여 주로 중서부와 북동부에 영향
을 미쳤다. 중서부에서 대서양 주들의 중부와 북부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F 낮았으나, 재배기 말에 나타나는 결빙은 주로 1차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지역의 북쪽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8), September. 22. 2020.

9월 중하순(9월 20일~9월 26일), 열대성 폭풍 베타가 9월 21일 오후 10시경(하
절기 중부 표준시) 시속 45 마일의 지속 풍속으로 텍사스 주 포트 오코너 근처에
상륙했다. 내륙에 들어온 이후로 느리게 움직인 베타는 약화되어 북동쪽으로 돌아
미시시피 삼각주를 건너 9월 25일 남동쪽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와 관련된 폭우로 인해, 특히 텍사스 중부 및 상부 해안
을 따라 그리고 그 근처에서 지역 홍수가 발생했다. 베타가 일으킨 폭우는 면화,
벼, 및 대두처럼 아직 수확하지 않은 여름 작물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9월 20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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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미시시피 삼각주에서 면화 꼬투리의 개화 비율은 테네시의 50%에서 루이지애
나의 95%까지 다양했다.
미국 내 나머지 지역의 날씨는, 오대호 위쪽에 내린 몇 차례의 소나기와 북서부
에 내린 약간의 강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건조했다. 평원과 중서부 전역에서 온화
한 날씨가 겨울 밀의 파종은 물론이고 옥수수와 대두의 성숙 및 수확에 도움이 되
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이 방목지와 목초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미국
서부의 많은 곳에서 가뭄이 우려점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이번 주 늦게 날씨가 더워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서부에 여러 건의 새
로운 산불이 일어났다. 서부에서 우세했던 주간 기온이 거의 평년에 가깝거나 그
보다 높았는데, 포 코너스 주들에서는 평년 대비 가장 더운 날씨가 발생했다. 미국
중간 구역 전체에서 폭염이 다시 발생하여 고원 중앙에서부터 먼 중서부 지역까지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최소 10°F 상승시켰다. 대조적으로, 버지니아와 남북 캐롤
라이나 주들에서는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10°F 가량 낮았다. 오하이오 계곡처럼
먼 북쪽까지 남부의 많은 곳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그림 3>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9), September.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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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하순~10월 초순(9월 27일~10월 3일), 완전히 건조한 날씨가 나라의 서쪽
절반을 지배하여 또 다른 산불 파도를 일으켰고 가뭄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주
간 평균 기온이 태평양 연안 주들의 일부에서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높았다. 평
원을 가로질러 건조함이 동쪽으로 확장되어 겨울 밀 파종은 물론이고, 여름 작물
의 성숙과 수확을 도왔다. 하지만 고원을 가로질러 진행되고 있는 건조함이 밀의
발아와 활착에 필요한 수분을 제한했다.
중서부는 며칠 동안 시원했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옥수수와 대두의 수
확이 진전될 수 있었다. 중서부에는, 대부분에 지역에 1인치도 채 되지 못했지만,
주중에 늦게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렸다. 허리케인 샐리와 열대성 폭풍 베타와 관
련하여 흠뻑 적시는 강우가 내린 이후에 남부의 많은 곳들은 날씨가 다시 대체로
건조해졌다. 중남부와 중서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F 가량 낮았다.
기타 지역 중에서 북동부는 따뜻했던 한 주간(메인 주 북부는 평년보다 10°F 가
량 높았음) 이후에 9월 말에 지역적으로 내린 폭우가 가뭄을 다소 해소해주었고,
한편 플로리다 반도 전역은 지속적으로 피어오르는 열대성 수분으로 인해서 흐리
거나 소나기가 내리는 상태를 유지했다.
<그림 4>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0), October.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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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0월 초순(10월 4일~10월 10일), 2등급 허리케인 델타가 10월 9일 오후 6시(하
절기 중부표준시)에 시속 100 마일 (지속 풍속)의 바람을 몰고, 허리케인 로라가
43일 전에 상륙했던 카메론 읍과 같은 군에 위치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州) 크리
올 근처에 상륙했다. 상륙 직전 루이지애나 캘커슈패스에 있는 조위 관측소는 수
위가 7.4 피트로서 기록상 6번째로 높은 수위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로라 때에는 그 곳의 수위가 11.07 피트로 기록되었다. 폭우가 남동부 전역으로
번졌고 먼 북쪽으로 테네스 계곡까지 뻗어갔지만, 델타는 상륙하자마자 빠르게 약
화되었다. 한편, 소나기가 북서부와 오대호와 북동부 주들에 여기저기 내리기는 했
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들 대부분은 건조한 날씨로 덮었다. 북서부와 북동부에 내
린 비가 산불의 위협을 완화했지만 가뭄을 상당히 완화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고원 지대까지 가뭄이 계속 악화되어 방목지, 목초지 및
출현 중인 겨울 밀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름 작물의 성숙과 수확에 이상적
인 조건 속에서 가을 야외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런 건조한 날씨 양상이 중
서부 지역의 많은 곳에 걸쳐 확대되었다. 매우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지속된 남동
쪽 저지대 전역을 제외하면 미시시피 강에서 동쪽으로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흔하게 발생했다.
<그림 5>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1), October.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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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 삼각주와 대서양 중부의 일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F 가량
낮았다. 반면에 태평양 연안에서 평원과 옥수수 벨트 서부까지는 온기가 지배적이
었다. 고원의 넓은 구역과 북서부 내륙의 일부에 걸쳐서 주간 평균 수치는 평년보
다 10°F 이상 높았다.
10월 중순(10월 11일~10월 17일), 주초에 한랭 전선 하나와 상호작용하던 이전
허리케인 델타의 잔여 수분이 대서양 중부 및 북부 지역을 빠져나갔다. 그 후, 나
라 대부분에서 며칠 동안 날씨가 건조하여 여름 작물의 성숙과 수확을 위해 거의
이상적인 조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런 건조한 날씨는 특히 전국 중부의 가뭄
피해 지역에서는 겨울 밀의 활착에 필요한 수분을 더욱 감소시켰다.
한 주가 진행되면서 북동부에는 추가로 내린 비가 가뭄을 완화시켰지만, 나라의
나머지 북부 지역은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떨어졌다. 주 늦게 로키 산맥과 고원의
북쪽 지역에는 눈이 내렸다. 기타 지역 중에서 축축한 남부 들판에는 마르기 시작
할 틈이 생겼고 남서부 사분면에는 가뭄이 더 심해졌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조건 속에서 콜로라도 로키 산맥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서 서부의 산불이 타 오르고 있었다. 고원의 일부에서는 바람이 먼지를 일
으키기도 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평년보다 5~15°F 높았고, 그
레이트 베이슨, 남서부, 고원 남부 및 대서양 지역 남부의 일부에서는 평년보다
5°F 이상 높았다.
<그림 6>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2), Octobe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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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몬타나 북부에서 오대호 위쪽 지역까지 여러 위치에서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낮았다. 결국에는 중서부 지역에 쌀쌀한 공기가 자리를
잡았고 오하오이 강처럼 먼 남쪽에는 주 후반에 기온이 32°F 이하로 떨어졌다. 몬
타나에서 미네소타 북부까지는 수치가 20°F 아래로 떨어졌다.
10월 중하순(10월 18일~10월 24일), 역사적으로 추운 날씨(계절의 아주 초기
에)와 겨울 같은 폭풍이 북부 전역에서 야외 작업과 겨울 밀 성장이 단축시켰고,
한편 지역적으로 강하게 내린 강수 (비와 눈)가 중서부의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 속
도를 급격히 둔화시켰다. 그러나, 북부의 강수는 표토의 수분을 상승시켰고,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출현 중인 겨울 밀을 위해 단열 효과를 내었다.
몬타나와 남북 다코타 주들 서부의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0°F 이상 낮았고, 평원의 북부 절반과 중서부 상부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에서
는 평년보다 최소 10°F 낮았다. 몬타나에서 오대호 위쪽 지역에 있는 여러 위치에
서는 기온이 일주일 내내 40°F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로키산맥과 고원의 북부 구
역에서는 주말로 가면서 0°F 이하로 급강하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고원 중부와 남부까지 주말 내내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방목지, 목초지 및 겨울 밀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가했다. 콜로라도 주
(州) 그랜비 호수 근처에서는 강풍이 이스트 트러블 섬 산불에 부채질을 하는 바
람에 10월 14일 발화한 이 불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크기가 19만 2,000 에이커
이상이 되었다. 콜로라도는 지금까지 올해 현대사에서 가장 컸던 세 차례의 산불
을 경험했고, 한편 캘리포니아는 여섯 번의 가장 큰 불길 중에서 다섯 번을 견뎌
내었다.
캘리포니아 북부, 텍사스 남부, 포 코너스 지역, 남부 및 동부 전역에 흩어져 있
는 지역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F 가량 높았다. 기타 지역 중에서 남
부는 좋은 날씨가 짧은 기간 지속되다가 간헐적으로 내린 소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확이 지연되는 일이 일어났다.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열대 폭풍 베타와 허
리케인 로라, 샐리 및 델타로 부각된) 날씨가 습한 양상을 보이면서 남부에서는 야
외 작업이 제한되었고 작물의 품질이 지역적으로 감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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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3), October. 27. 2020.

10월 하순(10월 25일~10월 31일), 2등급 허리케인 제타가 10월 28일 중부여름
시간 오후 4시 경에 시속 110 마일의 지속적인 바람을 품고 코코드리 근처의 루이
지애나 남동부 해안으로 이동했다. 제타가 전방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홍수
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열대성 폭풍의 힘을 가진 바람 (시속 39~73 마일)이
멕시코만 해안 중부에서 북동쪽으로 애팔래치아 산맥 남부를 가로질러 대서양 해
안 중부까지 퍼졌다. 올해의 많은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들과 마찬가지로 제타는
면화, 대두, 및 사탕수수 같이 수확되지 못한 작물들에게 위협을 가했는데, 주말에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로키 산맥, 평원 및 중서부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20°F 낮았던 기록적인 한파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콜로라도처럼 먼 남쪽은
기온이 0°F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추운 날씨가 동쪽 뉴잉글랜드로 확장되었다. 대
조적으로, 남동부에서 계속된 온기가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5°F 상승시켰다.
더 서쪽에서 로키 산맥과 평원의 중부 및 남부 구역 전역의 겨울 같은 폭풍 전선
이 발생시킨 비, 진눈깨비, 얼어붙은 비, 및 눈이 가축에게는 스트레스를 주었지
만, 가뭄에 시달린 겨울 밀에게는 도움을 주었다. 나중에 그 폭풍은 부분적으로는
제타의 잔존 세력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남부의 중앙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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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폭우를 촉발했다.
나라의 나머지 대부분은 춥고 건조한 날씨를 겪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급증
하는 더 차가운 공기에 돌풍이 동반하면서 두 번의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게 되었
다. 지난 주에 평원 북부, 중서부 위쪽 및 북서부 내륙을 가로질러 내린 눈이 침식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덮인 눈은 시기적절하게도 출현 중인 겨울 밀에게
유익한 수분을 제공했고 단열 효과를 내었다.
<그림 8>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4), November. 3. 2020.

▮ 2020년 11월
11월 초순(11월 1일~11월 7일), 평원, 중서부 및 남부의 많은 곳을 포함해서 미국
중부 전역의 건조한 날씨가 다양한 작물의 수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11월 8일, 많
은 지역에서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 활동이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거의 완결되고 있
었다. 같은 날, 전국적으로 옥수수는 91% 수확되었고 대두는 92% 베어졌다.
때때로 열대 소나기 때문에 면화, 땅콩, 및 대두 같은 작물들의 수확이 지연되었
던 남동부에서 그 건조가 특히 유익했다. 그러나 주중 후기에 열대성 폭풍 에타와
관련된 비와 돌풍이 플로리다 남부로 퍼지기 시작했다. 에타는 11월 8일 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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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표준시) 경 플로리다 키스에 상륙했는데,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결국, 따뜻하고 건조한 서부의 날씨가 더 선선하고 습한 상태로 변했다. 처음에
북서부에서 가장 심했던 강수가 나중에 미국 서부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서 표토
수분을 높였고, 산불 진화 노력을 도왔다. 주중 후기에 서부 내륙의 여러 곳에서
눈이 발달했다. 한편, 평원의 북서부 절반과 중서부 위쪽을 가로질러서 놀라운 늦
철 온기가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10~20°F 높이 올렸다. 따뜻한 날씨가 지배하고
있는 더 큰 면적 중에 평원 남부에서부터 오대호 아래쪽 지역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및 그 선의 북서부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따뜻함 덕분
에 휴면에 앞서서 겨울 밀이, 특히 10월말에 강수를 받은 가뭄 피해 지역에서 더
잘 활착될 수 있었다.
<그림 9>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5), November. 10. 2020.

11월 중순(11월 8일~11월 14일), 열대 폭풍 에타와 한 한랭 전선 사이에 일어난
상호작용으로 대서양 중부 및 남부 지역에 걸쳐서 폭우가 내렸다. 버지니아와 남
북 캐롤라이나 주(州)들에 내린 호우가 이전의 늦철 허리케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강 유역들에서 보통 수준의 또는 큰 홍수를 촉발하는 데에 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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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연결 하나로 충분했다.
한편, 에타는 플로리다에 두 번 즉, 첫째는 11월 8일 오후 11시경 (동부 표준시)
로우어 마티쿰 키에 그리고 둘째는 11월 12일 오후 4시 세다 키 근처의 멕시코 만
에 상륙했다. 지속 풍속은 각각 시속 65 및 50 마일이었다. 플로리다 반도에서 지
역적으로 시속 50 마일을 넘는 돌풍만 제외하면, 에타의 주요 영향은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였다. 에타는 플로리다 남동부에서 6~18 인치 그리고 탐파 베이 부근에
서는 6~10 인치 정도의 비를 내렸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아래쪽 미시시피 계곡까지 남부의 나머지 지역에는 대체
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다른 곳에서는 중서부에서 강수 (비와 눈) 기간이 늦
철 야외 작업을 늦추었고 태평양 북서부에서 고평원 북부까지 폭풍우성 날씨가 발
달했다. 북서부에서는 강수가 가뭄을 조금 완화했고 겨울 밀에게 유익했다.
주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이면서 기록적인 11월 온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남부와
동부의 많은 곳에서 주간 기온을 평년 대비 최소 10~15°F 올렸다. 주 중간 및 후반
기 동안 평원과 중서부를 가로질러 현저하게 더 서늘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서부는
쌀쌀한 날씨가 우세했다. 평년에 비해서 가장 추웠던 날씨 얼마가 몬태나에서 발생
했던 중에 대부분의 미국 서부에서는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5~15°F 낮았다.
<그림 10>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6), November.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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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2020년 9월
9월 초순(9월 6일~9월 12일), 먼 북부를 제외하고 유럽 대부분은 날씨가 다시
건조해졌고 대륙의 동쪽 중앙 부분을 가로질러 좁은 띠처럼 비가 내렸을 뿐이었
다. 최근 유럽의 많은 지역에 적당하거나 강한 비가 내린 후에 맑은 하늘이 겨울
밀과 유채의 파종은 물론이고 작물의 건조와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8월 말과 9월 초에 가벼운 비가 내렸는데, 이곳은 가뭄이
고착되어 그로 인해 겨울 작물의 파종과 출현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부족했었다.
스페인에서는 선선한 우기가 서서히 시작되기도 했는데,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다
가오는 폭풍 전선이 유익한 소나기를 내려주고 있었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해와 발트해에 인접한 최북단 재배 지역에
서는 적당하거나 강한 비 (10~85 mm)가 보고되었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동쪽으
로 폴란드 남부까지 길게 뻗어 있는 지역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겨울 작물의 활착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을 공급해주었다. 기온이 북유럽에서는 평년에 근접했던 반면 남부 작물 지역에서
는 온기 (평년보다 2~5°C 높음)가 머물러서 대조를 이루었다.
9월 중순(9월 13일~9월 19일), 유럽 남동부와 남서부에 한 쌍의 열대 교란이 상
륙했으나, 대륙의 나머지 대부분에는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주 중간에는 이집
트 해안에서 보기 힘든 지중해 허리케인(“메디케인”이라고도 함)이 형성되어 북동
쪽으로 그리스를 향해 표류했다. 메디케인 이오나스라는 이름이 붙은 그 폭풍은 9
월 17일 현재 그리스 서부에 접근하여 18일 상륙했고, 최대 지속 풍속은 65 노트로
추정되었다. 그 폭풍은 그리스의 서부 섬들 앞에서 멈춰서 폭우, 파괴적인 바람 및
돌발적인 홍수를 일으켰다; 공식 보도된 절정의 강우량은 142 mm였으나, 실제 강
우량은 그리스의 험준한 산악 지형의 바람이 향하는 경사면에서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았다.
그리스에서 면화는 곧 수확이 시작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비가 가장 심했던
곳, 특히 테살리아에서는 폭풍이 큰 영향을 끼쳤고 작물에 손실을 초래했을 것으
로 보인다. 두 번째 폭풍인 아열대성 폭풍 알파가 주 후반에 이베리아 반도 바로
서쪽에서 형성되어 얼마 후에(또 이오나스와 같은 날인 9월 18일에) 포르투갈 북

84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부에 최대 지속 풍속 45 노트로 상륙했다.
포르투갈에 최초로 상륙한 폭풍으로 보고된 알파는 가장 동쪽에서 형성된 대서
양 열대폭풍으로 기록되었다. 알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분이 스페인과 포르
투갈에서 총 강우량을 증가시켰지만(10~50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크기가 아주
작아서 이 폭풍의 영향은 미미했다.
대조적으로 프랑스 서부, 잉글랜드 북부 및 노르웨이에 내린 중간 내지 심한 소
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를 제외하면 대륙의 나머지는 건조했다. 결
과적으로 프랑스의 겨울 밀과 유채의 주요 지역에 가뭄이 흔들리지 않게 지속되었
다; 대서양 연안 중부에서 시작해서 벨기에 방향으로 북동쪽으로 내린 90일 총강
우량은 평년의 25~50%에 불과했다. 더욱이, 프랑스는 여름 같은 열기 (33~36°C)
가 증발산율과 토양 수분 손실을 악화시켰으며 일주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8°C 높았다. 다른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겨울 밀, 유채 및 보리의 파종은
물론이고 여름 작물의 수확이 용이해졌다.
9월 중하순(9월 20일~9월 26일),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상당히 내려오면서 대
륙의 많은 곳에서 날씨가 습해졌다. 6월 중순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토양에서
겨울 작물 파종에 필요한 수분이 사라진 프랑스에 광범위한 소나기(북부는 5~30
mm, 서부와 남부에는 50 mm 이상)가 내려서 겨울 밀과 유채의 활착 전망을 개선
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내린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북부 주요 겨울 작
물 지역에서 가뭄을 없애고 토양 수분 프로파일을 완전히 보충해주려면 상당히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나머지 유럽의 많은 곳들에도, 특히 이전에 건조했던 영국과 유럽 남동부 지역
에서, 중간 내지 강한 비 (10~50 mm, 지역적으로 남부 재배 지역 몇 곳에서는 더
많이)가 내려서 겨울 보리, 밀, 유채의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습
한 날씨 패턴에도 불구하고 독일 북부(5mm 이하)는 소나기들이 대체로 우회하여
이곳의 토양은 겨울 작물이 적절하게 활착하기에는 대체로 너무 건조한 상태로 남
아 있었다.
스페인에서는 대부분의 겨울 곡류 파종이 대개 선선한 우기가 확실히 정착된 늦
가을에야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스페인 북부에 내린 다양한 수준의 소나기와 뇌우
들(1~25 mm)이 겨울 밀과 보리의 출현을 위해 필요한 표토 수분을 공급했다. 소
나기가 그리스에도 머물러 있었는데 이곳의 생산자들은 ‘메디케인 이아노스’의 강
풍과 폭우가 수확되지 못한 면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9월 28일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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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남부의 위성 영상에 따르면 추가로 강한 소나기들이 내린 것이 분명해서 복구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 서부 경작지의 기온이 더 선선했던(평년보다 1~3°C 낮
은) 것이 주말까지 대륙을 휩쓸고 있었던 급격히 추운 기단에 대한 전조이긴 했지
만, 중유럽과 동유럽 전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C 높았다.
9월 하순~10월 초순(9월 27일~10월 3일), 유럽의 많은 곳들에서 평년에 근접
하거나 평년 이상의 강우가 2주 연속 계속 되었다.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계
속된 가뭄으로 겨울 작물 파종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사라진 프랑스에서 추가로
광범위하게 내린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20~75 mm)가 계속되던 장기 결핍을 해
소했고, 겨울 밀과 유채의 활착에 대한 전망을 더욱 개선했다.
그러나 지중해에서 온 아열대성 수분이 프랑스 남동부와 이탈리아 북부의 높은
지형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매우 강한 비(50~125 mm)가 발생하여 이탈리아의 피
드몬트 지역 서부에 바로 인접한 산지에 폭우(지역적으로 300 mm 이상)를 쏟아부
어서 기간 시설, 벼 및 초장에 큰 홍수로 피해를 입혔다.
유럽의 나머지 대부분에는 또 한 차례 중간 내지 강한 강우(10~50 mm)가 내려
서 겨울 보리, 밀 및 유채의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특히 이전에 건조했던 영
국 일부와 유럽 남동부에서 상승시켰다. 대륙 전체적으로 날씨가 습했음에도 불구
하고 소나기가 독일 동부 지역은 - 9월말 내린 폭우로 토양 수분 공급이 양호하기
는 했지만 거의 우회했다(5 mm 이하).
변동성이 아주 크기는 했지만 스페인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2~25 mm)가,
스페인에서는 우기가 정착된 늦가을에 대부분의 겨울 곡류 파종이 일어나기는 하
지만, 겨울 밀과 보리의 파종과 출현에 필요한 표토 수분을 공급했다. 그리스에는
더 건조한 날씨가 자리 잡았는데 이곳의 생산자들은 지난 주의 강한 소나기와 9월
셋째 주에 있었던 메디케인 이아노스의 강풍과 폭우가 성숙한 면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유럽 서부 및 남부의 많은 곳에서는 날씨가 현저하게 선선했던(평
년보다 1~5°C 낮은) 반면, 극동부 재배 지역은 온기가 (평년보다 2~4°C 높은) 계
속 머물러 있었다.

▮ 2020년 10월
10월 초순(10월 4일~10월 10일), 3주 연속 습한 날씨가 대륙의 많은 곳에 걸쳐
서 계속되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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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반도까지 내린 총 10~65 mm의 강우가 겨울 보리, 유채 및 밀의 활착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 올려주었다. 이탈리아의 많은 곳들에도 지역적으로 변덕스럽게 내린
소나기 (5~50 mm)가 계속되어 - 지난 주 이 나라의 피에몬테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대홍수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 겨울 밀과 보리의 출현 및 활착을 촉진
했다.
스페인은 날씨가 더 건조해져서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곡류의 파종을 촉진했
다. 그리스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5 mm 미만) 메디케인 이오나스에서 회복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위성 및 레이더 영상에
서 감지된 것처럼) 폭우가 테살리야를 휩쓸어 성숙한 면화의 품질 문제와 잠재적
인 작물 손실을 가중시켰다. 서유럽과 중유럽 전역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낮았던 반면, 대조적으로 동쪽 끝에 있는 재배 지역은 온기 (평년보다
2~6°C 높은)가 계속되었다.
10월 중순(10월 11일~10월 17일), 소나기가 내린 서유럽과 대조적으로 동부 재
배 지역에는 지역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영국, 프랑스,
서독 및 저지대 국가들에는 비가 지난 몇 주보다 더 가볍게 내려서(2~20 mm) 야
외 작업이 약간만 중단되었을 뿐,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고 겨울 작물들에게 필요
한 수분 공급을 양호하게 유지해주었다.
한편,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 전선이 동유럽의 많은 곳에 흠뻑 젖는 비(25~100
mm)를 몰고 왔다. 지난 30일 동안의 총 강수량은 폴란드와 독일 북동부에서 남쪽
으로 발칸 반도까지 평년의 200~500 %에 달하여 토양이 물에 잠기고 야외 작업
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 폭풍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랭 전선이 그리스에서 시기
를 벗어난 추가 소나기를 촉발했다.
그리스의 중앙 면화 지역 (테살리아) 내 몇몇 강우 관측소에서는 10 mm 이하의
강우량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같은 곳에 대한 위성 기반 강수량 추정치는 기상 레
이더 영상과 동일하게 25~50 mm였다. 결과적으로 9월말 메디케인 이오나스의
피해를 입는 동일 지역들에서 성숙한 면화가 추가적인 악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였
다.
한편, 스페인에는 이번 주말에 비가 이베리아 반도로 다가오고 있기는 했지만,
건조한 날씨가 여름 작물의 수확과 봄 곡류의 파종을 촉진했으나, 밀과 보리의 출
현에 필요한 표토 수분을 감소시켰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던(평년보다 2~6°C
낮음) 서유럽과 중유럽 전역과는 대조적으로 최남동부의 재배 지역은 온기 (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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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2~5°C 높음)가 계속되었다.
10월 중하순(10월 18일~10월 24일), 남서부 재배 지역에서 지역적인 폭우가 내
린 중에 유럽 대륙 대부분에서 소나기가 계속되었다. 최근 불안정한 날씨가 한동
안 지속되는 중에 중유럽과 북유럽 대부분에 걸쳐서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2~45
mm)가 겨울 작물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하지만 아주 습했던 가을의 첫 두 달 이후에 따라온 유럽 남동부 전역의 건조한
조건들이 야외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불가리아 북부에서부터 북쪽으로 독일 북동
부와 폴란드 중부까지 내린 60일 총강우량은 평년의 100~250%였다. 한편, 느리
게 움직이던 한랭 전선 하나가 이베리아 반도의 중서부에 걸쳐서 강하거나 과도한
강우(25~270 mm)를 발생시켜서 단기 건조를 없애주었지만, 국지성 홍수를 일으
키고 야외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는 스페인의 겨울 밀과 보리의 이른 활착 전망에 전반
적으로 유익했으며, 여름 작물들을 위한 관개 공급도 상승시켰다. 유럽의 많은 곳
들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C 높았고, 평년보다 낮은 곳 (평년보다 1~2°C
이하)은 최남단 재배 지역들뿐이었다.
10월 하순(10월 25일~10월 31일), 빠르게 움직이는 일련의 폭풍 전선이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유럽 동부까지 광범위한 소나기들을 발생시키면서 최근에 일정 기간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겨울철 재배지에서 일주일 동안 내린 강우
량은 5~50 mm로 집계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최북단 및 최서단 재배 지역과 산악
지역(포르투갈, 알프스와 인접 지역 및 루마니아 중부)에서 보고된 총강우량은 이
보다 더 높았다(50~100 mm).
지난 30일 동안의 지나치게 습한 조건(평년의 200~400%)이 야외 작업을 지체
시켰고, 불가리아 서부에서 폴란드와 독일 북동부까지 침수지가 발생하기는 했지
만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수분 공급이 겨울 작물의 활착을 위해서 여전히 유리했
다. 또한, 그리스 중부 (테살리)에서는 폭우 (지역적으로 25 mm 이상)가 또 한 차
례 시기를 벗어나 내림으로써 수확되지 못한 면화의 품질이 더욱 저하되었는데,
이 작물은 9월 중순 이후로 개화 및 성숙기 중에 시기적절하지 못한 폭우에 에워
쌓여 왔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았는데, 평년
에 가까운 기온은 최남단 재배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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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1월 초순(11월 1일~11월 7일), 주초에 유럽의 많은 곳에 걸쳐서 내린 소나기가
주말이 되자 이베리아 반도에 지역적으로 내린 폭우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빠르게
움직이는 일련의 요란 중에서 마지막 요란이 대륙의 북부와 동부를 휩쓸면서 대부
분의 주요 겨울 작물 지역에서 2~30 mm의 강우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북해와
북대서양 인접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더 많은 강수 총량(25~100 mm)이 보고되었
다.
결과적으로, 수분 공급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겨울 작물의 활착에 여전히 유
리하게 작용했고, 후반기에는 날씨가 좀 더 건조해지면서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
었다. 서쪽으로 더 멀리 가면 폭풍 전선 하나와 그에 동반된 한랭 전선이 이베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표류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를 발생시켰다. 그 지역에서 서늘한 우기가 알맞
게 시작되어 겨울 밀과 보리에 대한 초기 전망이 좋다. 스칸디나비아 북부 지역에
서는 평균 기온의 수치가 평년보다 9°C 정도 높기는 했지만 유럽의 많은 곳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높았다.
11월 중순(11월 8일~11월 14일), 대륙의 많은 곳에 햇볕이 잘 드는 온화한 조건
이 정착한 이후에 서부의 재배 지역에 다시 늦은 주 소나기가 내렸다. 장기간의 불
안정한 날씨가 지나간 후에 프랑스 중부에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칸 반도까지 맑
은 하늘과 평년 이상의 기온이 겨울 작물의 정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최근의 강
우가 중지된 것은 60일 총 강우량이 평년의 200%가 넘었던 폴란드 남서부에서 루
마니아 서부까지에서 매우 유익하게 작용했다.
프랑스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가장 비정상적인 따뜻함이 확장된 반면, 발칸 서
부에 국한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주말에, 폭풍 전선과 그에 수반
되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포르투갈, 스페인 및 잉글랜드 서부에 중간 내지 심한 소
나기(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발생하여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유
리한 수분의 공급을 유지했다. 지속적인 따뜻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더 추운 북
부 및 동부 경작지에서 밀, 보리 및 유채가 휴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
적으로, 유럽의 겨울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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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소련(서부)
▮ 2020년 9월
9월 초순(9월 6일~9월 12일), 늦여름에 더위와 건조가 더해지면서 이 지역의
많은 곳들에서 가뭄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랭 전선이 와서 이 지역의 날씨를 약간
더 시원하게(낮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30도 대) 해주었지만, 전선이 통과하면서
내린 비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건조하면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평
년보다 최대 4°C 높은)가 여름 작물의 성숙, 건조 및 수확을 가속화했다.
하지만 심화되는 가뭄이 서부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상대적으
로 늦게 발달하는 여름 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더욱 감소시켰다. 많은 지역
에서 60일 총강우량은 평년의 25~50% 수준이었다. 더욱이, 겨울 밀이 적절하게
활착하려면, 특히 중부 및 남부 재배 지역에 광범위한 강우가 곧 필요할 것이다.
9월 중순(9월 13일~9월 19일), 이 지역의 많은 곳들이 심화되고 있는 가뭄 영향
을 계속 받고 있어서 2년 연속 겨울 밀의 활착 전망을 낮추었다. 감시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비의 대부분이 서러시아의 북부 지역에만 국한되었으며, 일부 가벼운
소나기(1~10 mm)가 우크라이나 북부에 쏟아졌다.
7월 15일 이후로 주요 겨울 밀 오블라스트의 남부는 물론이고 여름 작물 지역의
북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역 평균 강우량은 평년의 30% 이하로 집계되었다. 여름
작물 수확량은 대체로 정해졌지만, 북부는 종실 비대가 늦게 되는 옥수수, 콩 및
해바라기가 7월 중순에 시작해서 멈추지 않는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 특히 겨울 밀, 유채 및 보리의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 공급은 2년 연
속 아주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는 겨울 밀의 파종 및 활착 조건이 악화되었다. 8월 15일
부터 남부 지구(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르는)를 가로질러 내린 총강우량은 크라스노
다르에서는 평년의 45%, 로스토프에서는 5%, 그리고 볼고그라드에서는 20%였다.
전 지역에서 계절적으로 더 추운 날씨가 겨울 작물을 휴면으로 이끌어가기 이전에
수분이 속히 필요할 것이다.
9월 중하순(9월 20일~9월 26일), 한층 강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이 이 지역의
많은 곳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2년 연속 겨울 밀의 활착 전망을 더욱 낮추고 있
었다. 서러시아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러시아 볼가 지구의 동쪽 끝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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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 지역 전체에서 측정 가능한 강우량은 보고되지 않았다.
7월 15일 이후 우크라이나의 지역 평균 강우량은 남부의 주요 겨울 밀 오블라스
트(州)에서 평년의 30% 미만, 동부 경작지에서 25%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마찬가
지로, 러시아에서 겨울 밀 활착 조건은 악화되었다. 8월 5일 이후 남부 지구 (남쪽
에서 북쪽으로)의 총강우량은 크라스노다르에서 평년의 25%, 로스토프에서 10%,
볼고그라드에서 25% 미만이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 스타프로폴 (북 카프카즈 지구)의 총강우량은 평년
의 25% 이하로 빈약했다. 전 지역에 걸쳐 계절적으로 더 추운 날씨가 겨울 작물들
을 휴면 상태로 이끌기 전에 수분이 곧 필요할 것이다.
9월 하순~10월 초순(9월 27일~10월 3일), 서부 재배 지역에는 가뭄을 완화시
키는 비가 내린 반면, 중앙 및 동부 경작지에는 가뭄이 심화되었다. 고기압이 러시
아 서부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지대의 남서부 주변에서는 굽이쳐 흐르는
폭풍 전선이 몰도바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전역에 중간 내지 강한
강우(25~100 mm)를 만들어내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경작지로 가면 완벽히 건조
한 방향으로 급격히 바뀌었지만, 이 비는 겨울 작물의 활착에 아주 필요했던 수분
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린 지역에는 장기적인 수분 결핍이 계속되었고, 비
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는 악화되었다; 이번 주에 공급된 수분 덕분에 남부의 주요
겨울 밀 생산 주(州)들에서는 7월 15일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지역 평균 강우가 평
년의 55%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동부 경작지에서는 평년의 25% (기록상
가장 건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더 동쪽으로 러시아에서는 겨울 밀 활착에 필요한 조건들이 더욱 악화되어 남부
지구의 최남단 일부(크라스노다르 크라이, 2~20 mm)를 제외하면 비가 내리지 않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8월 5일 이후로 남북으로 러시아의 지역 평균 강우 총량은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낮다. 스타프로폴(평균의 20%), 로스토프(10%), 볼고그라
드(20%), 및 중앙 지구의 남부 일부(30%). 남부 지구의 남서부에 있는 크라스노다
르 크라이는 평년의 40%로 약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난 30년 동안 세 번째로
가장 건조했다.
남부 지구의 북부와 남부 일부에서는 작물들이 대개 각각 11월 초와 말에 휴면
에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의 겨울 밀 활착 전망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
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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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0월 초순(10월 4일~10월 10일), 러시아 서부에 닻을 내린 고기압이, 유럽을 빠
져나가고 있는 폭풍 전선이 동쪽으로 크게 전진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 결과 몰도
바, 우크라이나의 중부 및 서부, 벨라루스 동부 및 러시아 북서부에 보통 내지 강
한 비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다. 동일한 이 지역들에 지난 주처
럼 폭우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비가 내려서, 2주간 내린 강우로(50~125 mm, 지역
적으로 더 많이) 이러한 지역들 중에서 많은 지역들이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서부의 90일 강우량이 각각 평년의 75% 및 100%
에 도달하여 2주 전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이와는 크게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의 강우는 평년의 25%
에 불과하여 지난 30년간 최저치에 머물렀다. 이렇게 서쪽(더 좋음)에서 동쪽(더
나쁨)까지 우크라이나의 주요 겨울 보리, 유채 및 밀 지역들이 조건은 변동이 아주
컸다.
한편, 러시아는 그 기간 중에 보고된 비가 없는 중에 겨울 밀의 활착 전망이 더
욱 악화되었다. 8월 5일 이후 러시아의 지역 평균 강우 총량은 - 남에서 북까지
- 지난 30년간 최저였다. 스타프로폴(평균의 20% 미만), 로스토프(10% 미만), 볼
고그라드(20%), 중앙 지구의 남쪽 일부(평균의 30%). 남부 지구 남서부에 있는 크
라스노다르 크라이는 지난 주의 소나기 덕분에 평균의 35%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지난 30년간 두 번째로 건조했다. 남쪽 지구의 북부 및 남부에서 작물들이 각각
11월 초와 말에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의 겨울 밀 활착 전망 시간이 빠르
게 끝나가고 있다.
10월 중순(10월 11일~10월 17일), 러시아 서부는 주말까지 고기압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중부와 동부의 경작지에서 가뭄을 악화시켰다. 벨로루시, 몰
도바,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및 러시아 북서부에 보통 내지 강한 비(10~4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추가로 내렸다. 지난 두 주 동안 동일 지역에 더 심하지는
않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강우가 있어서 30일 총강우량을 평년의 300% 이상으로
밀어 올렸다.
지난 몇 주처럼 강수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우회했는데, 우크라이나 동부는 7월
15일부터 내린 강우량이 평년의 25%에 불과했다. 서부의 비와 동부의 가뭄 사이에
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겨울 보리, 유채 및 밀 지역은 서부(더 나은)에서 동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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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까지 아주 변동이 심한 조건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겨울 밀 활착 전망은 맑은 하늘과 평년보다 높은 기온(평년보다
최대 7°C 높음)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8월 5일 이후 러시아의 많은 주요 겨울
밀 지역들에 걸쳐서 총강우량이 지난 30년 내로 가장 낮았는데, 카프카즈 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지구 평균 총 강우량이 평년의 20% 미만이었다. 주(州) 수준에서
8월 5일 이후 강우가 로스토프(남부 지구의 중부)에서는 겨우 평년의 10%를 그리
고 스타프로폴(북카프카스 지구)과 볼고그라드(남부 지구 북부)에서는 20% 미만
을 기록했다.
최근의 위성에서 얻어진 식생 건강 지수(VHI)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곳에
있는 겨울 밀 벨트의 많은 곳들에 걸쳐서 아주 나쁜 상태를 나타내었는데, 가뭄이
겨울 작물의 활착에 악영향을 미쳤던 작년 같은 시기보다 VHI가 나빴다. 10월 19
일에 절실히 필요했던 소나기가 그 지역의 핵심 가뭄 지역을 내렸지만, 현재의 극
심한 가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적시는 비가 필요할
것이다.
10월 중하순(10월 18일~10월 24일), 수많은 주요 겨울 밀 지역들에 여전히 극
심한 가뭄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는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일부에는 8월 초 이후로 내린 첫 번째 비가 절실히 필요했던 토양 수분을 제공해
주었다. 이번 주 초에 변동 폭은 컸지만 유익했던 소나기(2~40 mm)가 러시아 남
서부를 뒤덮으면서 8월 초부터 이들 지역을 지배해왔던 극심한 가뭄에서 잠시 피
할 수 있었다.
그 소나기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러시아 주요 겨울 밀 주들에서는 8월 5일 이후
로 내린 비가 평년의 25% 미만에 머물렀고, 볼고그라드(남부 지구의 북부)는 평년
의 15%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와 비슷하게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 이곳도 더
많은 비가 필요하지만 - 가볍거나 적당한 소나기(2~22 mm)가 보고되었다. 이번
주의 강수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 이후로 이 지역에 내린 평균 강우량은 평년의
33%에 불과했다. 그 비가 대체로 환영받은 것은 확실했지만, 러시아 남서부와 우
크라이나 동부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에서 벗어나려면 훨씬 더 많은
강수량이 필요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 중서부 전역에서는 맑은 하늘이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
울 작물의 출현을 촉진했으며, 겨울 작물의 출현율은 10월 초에 내린 폭우로 인한
토양 수분 개선의 혜택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몰도바에서는 10월 상반기에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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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덕분에 겨울 밀 전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 지역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높았기 때문에 최근 수분 개선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겨울 밀 활착 지대
가 확대되었다.
10월 하순(10월 25일~10월 31일), 러시아 서부에 아주 필요했던 비가 내려서
심각한 가뭄이 완화되었고, 늦철 온기 덕분에 생산자들은 겨울 밀 활착을 위한 기
회를 더 얻을 수 있었다. 느리게 움직이는 요란 하나가 러시아 서부와 우크라이나
동부의 인근 지역에 매우 가변적이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2~40 mm)를 발
생시켜서 겨울 밀 정착을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토양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이번
주에 내린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장기 수분 결핍을 해소하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할 것이다.
11월 1일 현재, 8월 5일부터 내린 주(州)의 평균 강수량은 볼고그라드(남부 지구
의 북부)와 스타프로폴(북카프카즈 지구) 두 곳은 평년의 25%, 로스토프(남부 지
구의 중앙부)는 평년의 35%, 크라스노다르(남부 지구의 남서부)는 평년의 50%에
머물렀다. 몇몇 지역이 건조하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 중부 전역에 가벼운 소나기
(2~13 mm)가 만연했다.
9월 말에 적기에 내린 폭우와 이어서 10월 상반기에 내린 소나기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주요 겨울 작물의 여름 가뭄이 경감되었다. 그 결과 겨울 보리, 유채, 및
밀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비슷하게 몰도바에서는 늦은 겨울과 10월
상반기 동안의 폭우로 인해 겨울 밀 전망이 반등했다.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7°C 높아서(먼 남쪽에서 가장 따뜻했음), 최근 수분이 개선된 지역들에서는 겨
울 밀 정착 지대가 확장되었다.

▮ 2020년 11월
11월 초순(11월 1일~11월 7일), 러시아 서부에 또 한 차례 아주 필요했던 비가
내려서 심했던 가뭄을 더욱 완화시켰으며, 늦철 따뜻함이 생산자들에게 겨울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었다. 느리게 움직이는 요란한 비 하나가 우크라이
나와 러시아 서부 전역에서 매우 가변적이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5~50
mm)를 발생시켜서 겨울 밀의 활착을 위한 늦철 토양 수분을 상승시켰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남서부에서 계속 머물던 장기 수분 결핍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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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현재, 평균 강수량이 볼고그라드(남부 지구의 북부)에서는 평년의 25%
에 가까웠고 크라스노다르의 먼 남쪽은 평년의 50%를 약간 웃도는 등 남부 지구에
서 8월 5일 이후로 내린 지역 평균 강수량은 아주 가변적이었다. 평균 기온은 평년
보다 2~6°C 높아져서(먼 남쪽에서 가장 따뜻했음) 최근에 수분이 개선된 지역에
서 겨울 밀의 재배가 가능한 창이 더욱 확장되었다. 역사적으로 겨울철 작물은 북
쪽에서 남쪽까지 11월초에 휴면 상태에 들어갔지만 따뜻함으로 가을 재배 기간이
2~4주 연장되었다.
11월 중순(11월 8일~11월 14일), 유익했던 최근의 강우 이후에 날씨가 다시 더
건조해졌고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늦은 주 강설(1~10 mm 액체 등
량)이 보고되었던 최북단 및 최동단 재배지역에만 강수가 있었다. 그 외에 우크라
이나 중부에서 러시아 서부와 남부에 이르는 주요 겨울 작물 지역은 건조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서부와 남부까지 주말에 있었던 심한 동결(-9에
서 -3°C)이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에게 휴면을 재촉하기는 했지만, 한 주의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약간 높았다 (평년보다 최대 2°C 높음). 우크라이나 중부
와 남부의 겨울 작물들은 가을 가뭄에서 크게 회복된 반면, 겨울 밀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까지 양호하거나 불량한 모양으로 휴면에 들어갔다.
여기까지가 구소련 서부에 대한 마지막 주간 요약이다. 겨울 밀이 휴면에서 깨
어나는 2021년 3월에 보도가 재개될 것이다.

4. 동아시아
▮ 2020년 9월
9월 초순(9월 6일~9월 12일), 남한에서 태풍 하이선이 지난 주의 태풍 마이삭
과 거의 같은 장소에 상륙했다. 이 폭풍은 한반도와 중국 북동부 전역에 광범위한
폭우(50~1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를 일으켜 성숙한 작물들의 밭을 수분으로
더욱 포화시켰다. 일주일에 두 번의 태풍이 강타한 후에 홍수가 벼 생산량이 상대
적으로 적은 한반도 동부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한편, 일본에서는 폭풍과 관련하여 내린 강우(25~100 mm)가, 계절 건조가 만
연했던 북부의 많은 곳을 빗나가기는 했지만, 단기 건조를 완화했다. 호우가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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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보면, 25~50 mm의 강우가 중국 북동부(헤이룽장 서부 및 주변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와 콩에게 도움이 되었다. 남쪽에서 계절풍
소나기 (25~100 mm)가 중국 남부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오래 지속되고 있었던
가뭄을 완화해주었고, 늦작물 벼와 사탕수수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강우의 변화로 인해서 북중국 평원과 양쯔 계곡의 북쪽 절반의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기온이 평년보다 1~3°C 높음) 건조해지면서 여름 작물들의 성숙과 수
확의 개시에 도움이 되었다.
9월 중순(9월 13일~9월 19일), 계절을 벗어난 습한 날씨가 중국의 많은 곳에서
계속되어 일부 미숙 작물에게 도움이 되었다. 북동부에서는 10~50 mm의 비가 미
숙한 옥수수와 대두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농작물들에게 도움이 되기
에는 계절적으로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양쯔 계곡 남부 구역에
좁고 길게 내린 폭우(50~200 mm)가 미성숙 늦작물 벼에게는 좋은 수분 공급을
유지했지만 다른 여름 작물들의 성숙과 수확은 늦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
북 평원에서 한반도까지 건조한 날씨가 확대되면서 작물의 성숙을 촉진했다.
9월 중하순(9월 20일~9월 26일), 유익하게 더 건조한 날씨가 중국 북동부와 한
반도에 퍼졌다. 계절을 벗어난 심한 강우(주로 태풍과 관련된) 이후에 평년보다
1~2°C 높은 기온과 함께 더 건조한 조건이 여름 작물들의 성숙을 촉진했다. 8월
1일 이후로 내린 강우량은 일부 지역에서 평년에 내린 양의 거의 4배에 달했다. 따
뜻하고 건조한 환경도 화북 평원에서 여름 작물들의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습한 날씨가 중국 남부 전역에서 계속되어 양쯔 계곡의 수확을 늦추
었지만, 최남단 지방에서는 미성숙 이모작 벼에 대한 수분 공급을 상승시켰다. 그
밖에 열대성 사이클론(돌핀)이 일본 동부 해안에서 소멸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
(25~100 mm 이상)를 일으켜서 혼슈 북부 일부에 계절성 가뭄을 완화했다. 하지
만 가뭄이 가장 심한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는 더 많은 강우가 필요하다.
9월 하순~10월 초순(9월 27일~10월 3일), 강우는 주로 중국 남부 지구, 특히
총 25~200 mm 이상이 내린 양쯔 계곡에 집중되었다. 이 지역은 기록적인 여름
습윤을 겪었고 토양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 날씨가 좀 더 건조해져야 다음 몇 주
안에 해야 할 유채 파종은 물론이고, 여름 수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화북 평원과 북동부에서는 유익하게 건조한 날씨가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의 성숙
과 수확을 지원해주었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 전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벼와 기타 작물들의 성숙과 수확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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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0월 초순(10월 4일~10월 10일), 유익하게 더 건조한 날씨가 화북평원은 물론
이고 중국 북동부를 덮었다. 이런 조건들이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작물 파종을
위한 야외 활동을 지원했다(화북평원의 밀). 소나기(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
이)가 주로 양쯔 계곡에만 국한되었는데 풍부한 토양 수분은 유지했지만, 여름 작
물의 수확과 겨울 유채의 파종은 늦췄다.
다른 곳에서는 태풍 찬홈 (최대 지속 풍속 80 노트)이 기간이 끝날 무렵 일본의
남동부 해안을 덮었다. 이 폭풍이 혼슈 남동부에 국지적인 홍수 (총강우량이 300
mm 초과)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강우량이 25~100 mm 사이에 있었던 더 먼 북쪽
의 장기 건조를 완화했다.
10월 중순(10월 11일~10월 17일), 남중국 일부에서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중에
화북평원에는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소나기(10~25 mm)가 그리고 양쯔 계곡에는
중간 수준 내지 강한 소나기(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다. 이 강우
때문에 야외 작업이 지연된 것은 거의 없었고, 최근에 심은 밀과 유채를 도왔다.
양쯔 계곡의 대부분이 여전히 과도하게 습해서 날씨가 좀 더 건조해지면 좋겠지
만, 화북평원 (9월 1일 현재 총강우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은 밀의 활
착을 위해서 비가 더 많이 오면 좋을 것이다.
10월 중하순(10월 18일~10월 24일), 중국 동부와 남부 전역에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하여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작물의 파종을 도왔다. 하지만 화북평
원에서는 밀의 활착 촉진과 추가 관개의 필요성 때문에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좋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양쯔 계곡의 기록적인 여름 강우가 유채의 활착을 위한 토양
수분을 확실히 풍부하게 해주었다. 동부와 남부에서는 기온이 대체로 평균 근처
내지 이하였고 겨울 작물의 발아와 출현에 적당하게 충분히 따뜻했다.
10월 하순(10월 25일~10월 31일), 동중국에 대체로 가벼운 비(10 mm 미만)가
내린 중에, 남부에는 더 강한 소나기(10~25 mm) 포켓들이 있었다. 그 소나기들이
양쯔 계곡에서 토양 수분을 유채의 출현과 활착에 알맞게 유지해주었다. 한편, 화
북평원 대부분은 여전히 건조해서 밀의 적절한 출현 수준을 확보하려면 추가 관개
가 필요했다. 더욱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C 높아서, 서리가 내리는 날씨는
북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중에, 작물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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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1월 초순(11월 1일~11월 7일),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중국 동부 전역에서 만연
했으며, 양쯔 계곡의 남쪽 구역에만 가벼운 소나기 (15 mm 미만)가 내렸을 뿐이었
다. 게다가, 대부분의 동부 및 남부 성들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5°C 높은 범위
내에 있었다. 이런 날씨 조건들이 밀과 유채의 발달을 촉진하여 겨울 휴면에 앞서
서 양호한 영양 성장을 확보해주었다.

5. 호주
▮ 2020년 9월
9월 초순(9월 6일~9월 12일), 산발적인 소나기(5~25 mm)가 지역의 수분 공급
을 유지해주어서 생식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에게 유익했고, 여름 작물의 파종에
앞서서 일부 밭의 상태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토양 수분이 밀, 보리 및 캐
놀라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충분했지만, 지역적으로 작물의 상태와
전망을 현재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더 광범위한 비가 내리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밀 벨트 주요 지역 전체에 걸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C 높아서 겨울 작
물의 발달을 가속화하였다. 하지만 남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높
아서 이런 발달을 더욱 가속화했다.
9월 중순(9월 13일~9월 19일), 서호주에서 국지적으로 내린 소나기(지역적으로
5mm 가량)가 생식기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에게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하지 않
았다. 서부 지역의 작물 상태는 여전히 양호했지만 수확량 잠재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먼 동쪽으로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의 최남단에 광범위하게 내
린 소나기(5~25 mm)가 생식기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유익했고, 작물 전망
을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의 나머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증발 손실을 증가시켰지만 맑은 하늘과 대체로 적당한 토양
수분이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을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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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동부의 다른 곳에서는 퀸즐랜드 남부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생식 및
종실비대 중인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었다. 겨울 작물
의 발달을 촉진하고 여름 작물 파종에 앞서서 표토를 적시는데 도움을 주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남부와 동부에서 평년보다 2~3°C 높은 평균 기온이 작물의
발달을 가속화했다.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에 가까웠다.
9월 중하순(9월 20일~9월 26일), 호주 남동부 대부분에 적시는 비(15~50 mm)
가 널리 내리면서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전망을 양호하게 또는 지역적으로 우수하
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많은 겨울 작물들이 생식기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
에 그 비는 아주 시기적절했고 유익했다.
서호주에서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5~15 mm)가 생식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
물들에게 유익했지만, 어떤 지역들에서는 수확량 잠재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
려면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좋을 것이다. 밀 벨트 내 다른 지역들 중에서 퀸즐랜드
남부의 주요 농작물 생산 지역들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5 mm 미만). 상대
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미성숙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게 좋지 못했고, 일찍 파종
한 여름 작물들의 발아를 촉진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는 표토 수분의 양을 제한했
다. 평균 기온이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평년보다 2~3°C 높았고, 남호주와 빅토리
아 북서부에서는 평년보다 2~3°C 낮았으며,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평년에 가
까웠다.
9월 하순~10월 초순(9월 27일~10월 3일),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
즈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5~20 mm)가 생식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의 수
확 잠재력을 양호하게 - 지역적으로는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조
적으로 최근 몇 주 동안 강우량이 평년보다 낮은 경향을 보여 온 서호주의 밀 벨트
를 가로질러 훨씬 적은 비(대체로 5 mm 미만)가 내렸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겨울 작물들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중요한 생
식기를 통과하고 있는 일부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 중에서 퀸즐랜드 남부의 주요 작물 생산 지역에는 대체로 건조
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건조함은 미성숙 겨울 밀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표토 수분
부족 때문에 수수와 기타 건조지 여름 작물들의 파종이 더뎌졌을 가능성이 있었
다. 하지만 면화와 기타 관개 여름 작물들의 파종은 아마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
었을 것이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C 낮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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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와 남호주에서는 평년보다 1~3°C 높았고 서호주에서는 평년에 가까웠다.

▮ 2020년 10월
10월 초순(10월 4일~10월 10일),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의 남부
에 흠뻑 젖는 비(15~50 mm)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곡류와 유지작
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어서 수확 전망을 양호하거나 지역적으로 우수하게 유
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서호주의 밀 벨트 대부분에서는 불리하게 건
조한 날씨(5 mm 미만)가 계속되어서 미성숙 겨울 작물들의 수확 잠재력을 제한한
것으로 보였다.
밀 벨트 내 다른 곳 중에서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건조
한 날씨가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의 성숙을 가속화시켜서 최북단 재배 지역에서
건조 및 조기 수확을 촉진했다. 그 건조가 면화와 수수 파종을 포함한 야외 작업을
지원했지만 표토 수분의 감소가 건조지 여름 작물들의 발아를 늦춘 것 같다. 퀸즐
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C 높았고, 빅토
리아에서는 평년에 가까웠고, 남호주와 서호주에서는 평년보다 1~2°C 낮았다.
10월 중순(10월 11일~10월 17일), 대부분의 서호주 밀 벨트에 전체적으로 불리
하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북쪽에서는 겨울 작물의 성숙을 도왔지만, 미성숙
작물들의 발달은 방해했다. 남호주에서는 맑은 날씨와 적절한 토양 수분이 어울려
서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의 종실 발달을 촉진했다. 그밖에 호주 남동부에는 빅
토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5~3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전망을 양호 내지 우수하게 유지했다.
더 먼 북쪽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중부는 건조한 날씨로 덮여 있었고,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는 산발적인 소나기(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로 덮여 있었다. 그 소나기들이 지역의 밀 수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을 수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았던 것은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 파종에 적
당하게 토양을 준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5°C 높아서 겨울 작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은 대부
분의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C 높았다.
10월 중하순(10월 18일~10월 24일), 건조한 날씨가 서호주 밀 벨트의 북부 지
역을 계속 덮고 있어서 겨울 작물의 건조와 조기 수확을 촉진했다. 서호주 최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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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지적으로 내린 소나기 (최대 10 mm)가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의 종실
비대에 필요한 약간의 수분을 제공하여 지역 수확량 잠재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
움이 되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은 호주 남부와 동부에 광범위한 비(10~50 mm)가 지역의
야외 작업을 중단시켰을 수는 있지만, 미성숙한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유익
했다. 또, 그 비는 고맙게도 표토 수분을 상승시켜주어서, 여름 작물의 발아와 출
현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한편, 면화와 수수의 파종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
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까워서 (대체로 평년의 1°C 이내)
늦겨울 작물과 초여름 작물 발달에 유리했다.
10월 하순(10월 25일~10월 31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 내린
젖는 비(15~50 mm 이상)가 발아 또는 출현 중인 여름 작물을 위해서 수분 공급량
을 더욱 증가시켰지만 다소 일시적으로 파종이 지연되었다. 북부 재배 지역에서는
그 비가 지역의 밀 수확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남쪽에서는 성숙이 늦은
겨울 작물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비슷하게 빅토리아와 남호주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5~15 mm)가 종실 비대
중인 밀, 보리 및 캐놀라에게 유익하게 작용하여 작물 전망을 양호 및 우수하게 유
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은, 서호주 내의 건조한 날씨가 겨울
작물의 성숙과 수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미숙 작물들의 수확량 잠재력은 제
한했을 수 있다.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4°C 높아서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의 성숙을 재촉했다. 반면 호주 남부와 동부 대부분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C 낮아서 작물 발달 속도를 늦추었다.

▮ 2020년 11월
11월 초순(11월 1일~11월 7일), 서호주의 습한 날씨(10~30 mm)가 조숙 겨울 곡
류와 유지작물들의 건조와 수확을 늦추었고, 만숙 품종들의 수확 잠재력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남호주와 빅토리아에서는 날씨가 대체로 건
조하여 최북단 재배 지역에서의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했으며,
먼 남쪽에서는 맑은 하늘과 충분한 토양 수분이 미숙한 겨울 작물의 추가 성장을
돋우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5~25 mm)가 종실 비대 중인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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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작물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했으며 관개 여름 작물들을 위한 저수 수위를 더욱
높였다.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는 건조한 날씨가 면화와 수수의 파종
과 겨울 밀의 수확 등 야외 작업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맑은 하늘과 적절한 표토
수분이 여름 작물의 발아와 출현에 박차를 가했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
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다소 낮았다(평년보다 최대 2°C 낮음).
11월 중순(11월 8일~11월 14일), 서호주에 광범위한 소나기(10~25 mm, 지역적
으로 더 많이)가 계속되어 밀, 보리 및 캐놀라의 건조와 수확이 늦어졌다. 이 비가
작물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호주 남부와 동
부에 있는 밀 벨트에 산발적인 소나기(5~20 mm)가 점점이 내렸다. 그 소나기가
지역의 면화와 수수의 발아와 출현에 도움이 되었고 한편, 최소한으로 지체된 가
운데서도 겨울 곡물과 유지 작물의 수확은 진전될 수 있었다.
서호주의 기온은 평년보다 2~4°C 낮았고, 남호주와 빅토리아는 평년보다
2~4°C 높았으며,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는 평년의 2°C 이내였다.
6. 아르헨티나

▮ 2020년 9월
9월 초순(9월 6일~9월 12일), 중앙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고수확 농장 지역이
다시 건조해졌는데, 이곳은 수분이 겨울 곡류의 발달에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머
물러 있었다. 지난 주에 절실했던 비가 내린 이후에, 코르도바에서 동쪽으로 파라
나 강 계곡 하류를 지나는 넓은 지역(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엔트레 리오스와
산타 페의 남부 구역)이 완전히 건조했다. 한편, 조건들이 영양기 겨울 밀과 보리
에게 더 유리했었던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전역에 가볍거나 적당한 비
(5~25 mm)가 계속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의 1°C
이내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높은 섭씨 10도 대에서 높은 20도 대 범위에 있었다.
짧은 온도 상승 이후 여러 곳에 다시 서리가 내렸지만 기온은 지난 주 만큼 낮지
는 않았다. 북부 전체적으로 더 따뜻한 상태(낮 최고 기온이 낮은 40도 대 수준에
도달)가 우세했지만 소나기(대체로 10~25 mm 사이)는 엔트레 리오스와 코리엔테
스 경계 부근으로 국한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9월 10일
현재 16% 파종되어 작년보다 14 포인트 뒤처져 있었다. 산타 페는 74% 파종으로
가장 앞섰다(작년에는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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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9월 13일~9월 19일), 계절적 온난화가 겨울 곡류의 수분 수요를 증가
시킴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부 및 북서부 전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서쪽으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전체로 뻗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완전히 건조했으며,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 때문에
서부 생산 지역의 가뭄 상태가 악화되었다. 코르도바는 여전히 가장 큰 타격을 입
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낮은 30도 대에 도달했다. 일반적인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더 서늘한 남부 농업 지역에서 결빙(밤 최저 기
온이 -2에서 0°C)이 겨울 곡류의 발달을 제한했는데, 코르도바 남부에서 추위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긴 했지만 취약한 밀에 추가적인 지역 동결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소나기(5~25 mm, 지역적으로 40 mm 초과)가 북동부 전역과
서쪽으로 산타페 북부, 차코 및 포모사까지 가볍거나 적당히 산발적으로 내렸다.
북동부에 내린 비가 겨울 곡류의 발달에 유리했고 면화와 기타 여름 작물의 파종
에 필요한 수분 보유량을 상승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
면, 9월 17일 현재 해바라기는 23% 파종되어 작년 속도보다 12 포인트 뒤쳐져 있
었고, 옥수수는 작년의 6% 대비 10% 파종되었는데, 이 초기 야외 작업의 대부분은
엔트레 리오스 (54%)와 산타페 (39%)에서 일어났다.
9월 중하순(9월 20일~9월 26일), 중앙 아르헨티나에서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높은 생산 지역에 내린 소나기가 미숙한 겨울 곡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라 팜파
에서부터 동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전역을 지나 코르도바, 산타페 및 엔트
레리오스 인근 장소들까지 내린 총강우량은 25~50 mm 였다(지역적으로는 100
mm 이상). 그러나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남부 겨울 곡류 지역들과 코르
도바 중부와 엔트레 리오스 북부에서부터 북부 국경까지 뻗어 있는 북부 지역 모
두를 포함해서 다른 아르헨티나 농업 지역들은 건조했다.
코르도바처럼 먼 북쪽에서 결빙(야간 최저 기온이 -2°C 이하로 강하)이 반복해
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대부분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이
거나 평년보다 높았다. 이 서리가 미숙 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
기되었다.
대조적으로 북부에서는 여름같은 더위(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대 중반에서
낮은 40도 대까지의 범위)가 가뭄의 영향을 악화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
면, 9월 24일 현재 해바라기는 24% 파종되어 작년보다 12 포인트 뒤쳐졌다. 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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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작년의 14%와 비교해서 16% 파종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코르도바에서
는 옥수수가 각각 3% 및 11% 파종되어 두 주 모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9월 하순~10월 초순(9월 27일~10월 3일), 아르헨티나 남부 겨울 곡류 지역 전
역에는 소나기가 계속되었지만, 북쪽의 고수확 생산 지역은 다시 더 건조한 상태
가 되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부 및 남부 농업 지역에 걸쳐 내린 총
강우량은 10~35 mm였다. 비슷한 양이 엔트레리오스 북부 부근에서 기록되었지
만, 다른 곳은 건조한 조건이 우세했다.
라 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코르도바에서 엔트레리오스까지 인근 지역의 주
간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았지만 서리는 전통적으로 더
추운 남부 지역에만 국한되었다. 차코와 포모사 부근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
도 대에 도달하면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C 높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10월 1일 현재 19% 파종되어 작년 속도와
같았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코르도바에서는 각각 3% 및 16% 파종되어 두 주(州)
모두 작년 속도보다 약간 뒤쳐졌다. 해바라기 파종은, 파종 지역이 남부 생산 지역
으로 바뀌어지면서, 24%로 그대로였다.

▮ 2020년 10월
10월 초순(10월 4일~10월 10일), 대부분의 주요 농경지에서 건조한 날씨가 우
세하여 그 건조가 미숙한 겨울 곡류와 출현 중인 여름 작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에 머물러 있는 몇 개의 소나기
(5~25 mm)를 제외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코르도바와 산타 페에서 북
쪽으로는 완전히 건조했다. 평년보다 1~2°C 낮은 주간 평균 기온이 작물의 수분
수요을 낮추어서 그 건조가 발달 중인 작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
이 되었고, 남부 겨울 곡류 지역에서는 다시 결빙(영하의 최저 기온)이 기록되었
다. 낮 최고 기온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낮은 및 중간 20도 대 (섭씨)에서 포
르모사의 높은 30도 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8일 현재 옥수수는 작년과 비슷한 속도로 24%
파종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파종이 14 포인트 진전되어 작년의 19%와
비교해서 22% 완결되었지만, 코르도바(13% 파종된)에서는 계속되는 건조로 인해
현장 작업이 중단되었다. 남부 생산 지역에서는 야외작업이 시작되면서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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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이 26% 완료되었다.
10월 중순(10월 11일~10월 17일),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역에서 대체로 건조하
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압도하면서 미숙한 겨울 곡류와 출현 중인 여름 작물들
에게 필요한 수분을 더욱 제한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와 몇몇 북부 지역, 특
히 북동부 면화 벨트(산타페 북부에서 포르모사까지)에 약하거나 적당한 비(5~15
mm)가 내렸다. 다른 곳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 코르도바 남부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북부까지 완전히 건조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아서 라
팜파 북부처럼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대 (섭씨) 중반에 이르렀다.
이 더위에 건조함이 겹치면서 미숙한 밀과 보리에게 스트레스를 더해주었고, 한
편 지역적으로는 여름 파종을 지연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15일
현재 옥수수는 작년의 전국적인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29% 파종되었다. 하지만 코
르도바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건조 때문에 야외 작업이 겨우 1 포인트 진전되었을
뿐이었다(14% 파종됨). 해바라기 파종은 5 포인트 진전되어 31% 완결되었고, 작
년 속도보다는 8 포인트 뒤쳐졌다.
10월 중하순(10월 18일~10월 24일), 소나기들이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의 발아
에 필요한 수분을 적기에 공급해주었는데, 다만 서부 농업지역에서는 그 수분이
너무 늦어서 겨울 곡류들의 수확량 전망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중
앙 및 북동부 생산 지역의 총강우량은 10~50 mm 였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중부
및 동부 지역에는 더 많이 비(100 mm에 근접)가 내렸다.
농작물들이 이미 가뭄의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코르도바의 중부 및 남부
농업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대체로 25 mm였다. 또한 그 비가 내리기 전에 주초에
잠깐 반짝했던 짧은 폭염(곳곳에서 최고 온도가 40°C에 도달)이 작물들에게 스트
레스를 가했다. 한편, 북서부(살타와 인근에 있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차코, 및
포르모사 내 장소들)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일 기온이 높은 30도 대에서
낮은 40도 대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속도와 동일하게 옥수수가 10월 22일 현
재 32% 파종되었다. 하지만 코르도바에서는 야외 작업이 겨우 2 포인트 진행되어
(16% 파종), 작년 속도보다 13 포인트 뒤떨어졌다. 해바라기 파종은 8 포인트 진행
되어 40%에 도달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3 포인트 뒤진 것이다.
10월 하순(10월 25일~10월 31일), 지역적으로 내린 폭우가 여름 곡류, 유지작
물 및 면화의 발아와 활착을 위해서 시기적절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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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북쪽으로 살타와 코리엔테스 서부 전역에 내린 총 강우량은 10~50 mm였
고 지역적으로는 더 높았다. 코르도바 남부와 그 주변의 다수확 농지에 기록된 강
우량은 50 mm를 넘어갔다. 많은 생산자들에게 그 비는 2주 연속 내린 아주 필요
한 비였다.
그 수분이 늦게 발달하는 겨울 곡류들에게는 유익하겠지만, 대부분의 작물은 초
기 가뭄으로 인해 수확 잠재력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겪었다. 더 습한
조건들로 인해서 그 지역은 더 선선해져서(평년보다 최대 2°C 낮은 주간 평균 기
온) 이전보다 증발산 속도를 더 낮추었다. 차코 서부와 그 주변에서 낮 최고 기온
은 낮은 및 중간 20도 대(섭씨)에서 낮은 40도 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29일 현재 옥수수는 36% 파종되어 작년 속도
와 비교해서 1 포인트 앞섰다. 코르도바에서는 야외 작업이 4 포인트 진전되어
(20% 파종됨) 작년 속도보다 12 포인트 뒤쳐졌다. 해바라기 파종은 11 포인트 진
전으로 51% 완결되어 작년 속도와 같았다.

▮ 2020년 11월
11월 초순(11월 1일~11월 7일), 건조하고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이 지역을 지배
하면서 여름 작물의 재배를 촉진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토양 수분을 최적 수준보다 낮게 유지했다. 대부분의 주요 여름 작물 지역
은 완전히 건조했고,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농업 지역에만 가벼운
비(1~5 mm)가 내렸을 뿐이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이거나 평년보다 약
간 더 높았으며, 라 팜파처럼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보다 낮은 30도 대(섭씨)
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5일 현재 옥수수는 39% 파종되어서 작년 국가
속도보다 1 포인트 앞섰다. 야외작업이 코르도바에서는 1 포인트 진전되어(21% 파
종), 전년도보다 13 포인트 뒤쳐졌다. 해바라기 파종은 21 포인트 진전되어 73%
완결되어 작년 속도(64%)보다 앞섰으나, 면화는 작년의 36%에 비해 15%에 불과
했다.
11월 중순(11월 8일~11월 14일), 남부와 서부의 농업 지역에 다시 소나기가 내려
서 여름 작물의 발아와 겨울 곡류의 늦은 발달에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켰다. 부에
노스아이레스 남중부에서부터 북쪽으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전체로까지 내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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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총량은 10~50 mm였다. 포르모사와 그 주변에 비슷한 양의 강우가 기록되었지
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코리엔테스까지는 가벼운 비(10 mm 미만)가 내렸다.
코르도바에서 그 수분은 특히 반가운 수분이었고, 초기에 있었던 건조 기간 중
에 현재 종실 비대 중인 곡류가 손상을 받았으며, 옥수수의 적기 파종을 방해했다.
그 지역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C 높아서 라 팜파처럼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대 (섭씨) 중반까지 이르렀고, 밤 최저 기온이 영도를
훨씬 웃돌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11월 12일 현재 43% 파종되어 작년의 국
가 수준보다 2 포인트 앞섰다. 해바라기 파종은 15 포인트 진전되면서 88% 완결되
어, 작년 (71%)보다 앞섰다. 그러나 면화의 파종은 작년의 42% 대비 22%에 불과
했다.

7. 브라질
▮ 2020년 9월
9월 초순(9월 6일~9월 12일), 남부 생산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밀의 빠른 발달
에 박차를 가했지만 많은 곳들이 수분 부족 상태에 있었다. 리오그란데두술과 산
타 카타리나에만 강우(5~25 mm)가 있었고, 더 먼 북쪽으로 건조가 계속되었다.
많은 농경지에서 평년보다 더 건조한 날씨가 연속 3주째 이어졌다. 건조가 계속되
었을 뿐만 아니라 여름의 온기(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대 초중반에 도달)로 인
해 파라나와 그 북쪽의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밀의 수분 수요가 높게 유지
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밀은 9월 8일 현재 11% 수확되었고, 수확되지 않은 작물
의 51%는 영양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한편, 리오그란데두술의 밀 가운데
98%가 영양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파라나와 리오그란데두술 모두 주철 옥수수 파종이 진행 중이었다. 브라질의 다
른 곳은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고 북동부 해안을 따라 약간의 소나기가 발생했을
뿐이었다.
9월 중순(9월 13일~9월 19일), 건조한 날씨가 브라질의 많은 곳을 지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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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에게 필요한 수분을 줄였고 대두의 이른 파종 기회도 제한하였다. 소나기도 먼
남쪽(파라나 남부에서 리오그란데 두 술 전역으로까지)과 북동부 해안을 따라 있
는 지역들에만 국한되었다. 수분량이 더 많아져서 영양기 및 생식기 밀이 혜택을
입었지만 주요 생산 지역에서 만숙 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수분은 여전히 부
족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9월 14일 현재 밀은 23% 수확되었지만 나머지의 40%는
여전히 영양기에서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대조적으로 9월 17일까지 리오 그란
데 두 술의 밀의 3% 만이 성숙기에 이르렀다. 주요 재배기 옥수수는 파라나와 리
오 그란데 두 술 양쪽에서 파종이 진행되었다. 여름의 더위(낮 최고 기온이 섭씨
낮은 및 중간 30도 대에 도달)가 파라나의 수분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한편, 중서부와 북동부 내륙 지역(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동쪽으
로 토칸틴스 전체까지)의 대두 재배지에서는 건조와 열기(낮 최고 기온이 40°C에
도달)가 계속되었으며, 농민들은 파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절 강우가 개시되기를
기다렸다.
9월 중하순(9월 20일~9월 26일), 브라질 중부 지방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발달
하기는 했지만, 콩 파종이 광범위하게 시작되기 전에 추가 강우량이 필요할 것이
다. 마토 그로소 남동부와 고이아스 남부에 총 10 mm가 넘는 양이 기록되기는 했
지만, 대부분의 다른 주요 생산 지역은 건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여름
더위(40°C에 달하는 기온) 때문에 비가 내리는 몇 지역에서 증발 손실이 높게 유
지되었다. 건조함이 리오 그란데 두 술을 지나 남쪽으로 확대되어서 농민들이 추
가 강우를 환영할 것이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밀은 9월 21일 현재 44%가 수확되었지만 나머지의 43%
는 여전히 영양기에서 종실비대기 범위 사이에 있었다. 2차 작물 옥수수는 98% 수
확되었고, 1차 작물 옥수수는 34% 파종되었다. 대조적으로 리오 그란데 두 술에서
는, 아직은 수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9월 24일 현재 밀의 9% 만이 성숙
에 도달했다. 많은 지역에서 옥수수 파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州) 수준의 통계는 제공되지 않았다.
브라질의 다른 지역 중에서,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 부근에서 비(5~25 mm)가
커피의 개화를 시작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곳은 건조가 만연했다.
9월 하순~10월 초순(9월 27일~10월 3일),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브라질의
중부 농업 지역을 계속 지배하여 일부 생산자들은 대두 파종 개시를 지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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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의 날 동안 섭씨 낮은 40도 대에 도달하고 있어서
마토 그로소 남부와 마토 그로소 두 술의 북부에서 동쪽으로 해안까지 뻗어있는
지역의 많은 곳들이 완전히 건조하다고 보고했다. 이 정도 수준의 더위는 계절성
강우가 오기 전에 브라질 중부에서 흔하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대두의 파종은 2%만 완료되어서 작년 속도보다 5
포인트 뒤쳐져 있었다. 그 밖의 곳들에서는 계절성 강우량(25 mm 이상)이 대체로
리오 그란데 두 술의 남부 생산 지역에 국한되면서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과 건조
함이 남동쪽으로 파라나, 상 파울로 및 미나스 제라이스까지 확장되었다.
남동부의 더 건조한 조건들이 밭 작물 뿐만 아니라 사탕수수, 커피 및 기타 그
지역에 특화된 기타 작물의 경우에는 작물의 발달 초기에 시기적절하지 않았다.
낮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 대와 낮은 40도 대까지 올라가면서 건조함이 남부 작물
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켰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9월 28일 현재 밀은 63% 수확되었고, 나머지의 51%는
성숙했다. 1차 작물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40% 및 3% 파종되었기 때문에 강우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리오 그란데 두 술에서는 10월 1일 현재 밀은
1%만 수확되었고, 한편 옥수수는 53% 파종되었다.

▮ 2020년 10월
10월 초순(10월 4일~10월 10일), 남부 생산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미숙한 겨울
곡류와 출현 중인 여름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으나, 브라질 중부의 일부에서는
건조가 대두 파종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마토 그로소 두 술에서 리오 그란데 두 술
북부까지 총 10~25 mm의 강우가(지역적으로 50 mm) 기록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밀은 10월 5일 현재 73% 수확되었고, 나머지의 53%는
성숙 상태에 있다. 한편 첫 작물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65% 및 8% 파종되었다. 대
조적으로 리오 그란데 두 술에서는 10월 8일 현재 밀이 겨우 2%만 수확된 한편,
옥수수는 60% 심겨졌다.
그밖에 마토 그로소의 북서부 전역에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지만, 마토 그로
소 동부에서 북동부 해안까지 많은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높은 30도
대와 낮은 40도 대(섭씨)의 낮 최고 기온이 계절 강우가 시작되기 전에 흔히 발생
하는 건조를 동반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0월 9일 현재 대두 파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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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완결되어 작년보다 16 포인트 뒤쳐졌다.
10월 중순(10월 11일~10월 17일), 브라질 중부 및 남동부에서는 작업이 본격적
으로 진행되기 전에 비가 더 와야겠지만, 소나기가 밭의 상태를 여름 작물 파종에
맞게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두 술에서 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까지 전체적으로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 였으며, 파라나의
주요 생산 지역에도 비슷한 양이 내렸다. 그러나 더운 날씨 때문에 증발 손실이 계
속되어서 균일한 발아를 확보하고 작물들이 보다 정상적인 속도로 발달할 수 있도
록 하려면 후속 강우가 필요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대두 파종이 5 포인트 진전되어 10월 16일 현재 8%
완결되었는데, 작년 속도와 비교하면 34 포인트 뒤쳐졌다. 파라나에서는 10월 13
일 현재 밀이 79% 수확되었고, 나머지의 59%는 성숙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1차 작물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78% 및 16% 파종되었다. 다른 곳 중에서 9월 중순
이후로 산발적이면서 가벼운 소나기가 내렸던 리오 그란데 두 술에서는 건조한 날
씨가 계속되어서 밀의 건조와 수확을 도왔지만, 여름 작물에게 필요한 수분은 제
한했다.
주 보고서들에 따르면, 10월 15일 현재 리오 그란데 두 술에서는 밀이 5년 평균
과 같은 수준으로 18% 수확되었고,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66% 및 4% 파종되었다.
10월 중하순(10월 18일~10월 24일), 브라질 중부 지역 전역에서 계절성 소나기
가 강해져서, 강우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체되었던 대두 파종이 광범위하게 촉진
되었다. 마토 그로소 동부, 마토 그로소 두 술, 고이아스 및 상 파울로와 미나스
제라이스에 있는 인근 지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25~50 mm(지역적으로 100 mm에
근접) 였다. 여름 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파종이 계속 지연되었던 여러 곳에서 이
비가 계절 중 가장 많이 내린 비였다. 그 소나기들이 북동쪽으로 토칸틴스와 인근
에 있는 피아우이 및 마란하오의 여러 곳들에까지 확장되었지만, 바히아는 건조한
날씨로 만연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0월 23일 현재 대두 파종이 17 포인트 진전되어
25%에 도달했는데, 작년보다 40 포인트 뒤쳐진 것이다. 이 우천성 날씨가 남동쪽
으로 상 파울로와 미나스 제라이스까지 확장되어 사탕수수, 커피 및 기타 여름 작
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더 남쪽으로 가면 리오 그란데 두 술에서는 비슷한 양이
기록되었지만, 여름 작물의 활착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한 파라나에서는 대체로 건
조하고 따뜻한 날씨(낮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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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19일 현재 밀이 84% 수확되었다. 한편 첫 작물 옥
수수와 대두가 각각 86% 및 32%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두 술에서는 10월 22일
현재 밀이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앞선 31% 수확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70% 및 5% 파종되었다.
10월 하순(10월 25일~10월 31일), 브라질 중부 전역에서 산발적이면서 지역적
으로 폭우가 계속되어 대두의 파종 속도가 빨라졌다. 몇 개의 건조 포켓이 남아 있
는 중에 강우는 가변적이었지만, 마토 그로소에서 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와 바
히아 남부 전역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10~100 mm에 달했다. 비슷한 양이 내륙
북동부(토칸틴스와 인근)에 기록되었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서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은 낮은 및 중간 30
도 대(섭씨)에 도달하여 높은 증발 손실율을 유지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
면, 10월 30일 현재 대두 파종은 29 포인트 진전으로 54% 완결되어 작년 속도보
다 28 포인트 뒤쳐졌다. 그밖에 알맞은 비 (25 mm 이상)가 동쪽으로 파라과이에
서 마토 그로소 두 술의 남부까지 확장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상 파울로에서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두 술 전역으로 소나기가 널리 산발적이면서 가볍게 내려서
많은 위치에서 기록된 강우량은 10 mm 미만이었다.
밀 수확에 도움이 되는 한편 여름 작물 재배가 증가하면서 남부 농업 지역에서
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26일 현재 밀은 90% 수확
되었다. 한편 첫 작물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92% 및 61% 심겨졌다. 리오 그란데
두 술에서는 10월 29일 현재 밀이 60%가 수확되었다고 알려져서 5년 평균치보다
14 포인트 앞서 있는 반면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72% 및 7% 심어졌다.

▮ 2020년 11월
11월 초순(11월 1일~11월 7일), 산발적인 소나기가 브라질 내륙의 북동부에서
대두와 기타 여름 밭 작물들의 발아를 위해서 적기에 수분을 공급했다. 오래된 건
조 포켓 몇 개가 남아 있기는 했지만, 토칸틴스에서 동쪽으로 바히야 전역으로 그
리고 북동쪽으로 피아우이와 마란하오까지 총 10~50 mm의 강우가 있었다. 마토
그로소 중앙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두 술 전역으로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의 날씨가 다시 건조해졌다. 이 지역에서 재배 철 초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여
름 작물의 발달에 필요한 수분은 계속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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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철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강우의 산발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
확량 기대치를 유지하려면 강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토 그
로소 정부에 따르면, 대두의 파종은 거의 30 포인트 진전되어 11월 6일 현재 83%
완결되었는데, 이는 작년 속도보다 8 포인트 뒤져 있는 것이었다. 리오 그란데 두
술에서는 11월 5일 현재 밀이 78% 수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5년 평균보다
10 포인트 앞선 것이고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75% 및 17% 파종되었다.
11월 중순(11월 8일~11월 14일), 브라질 중부 및 남동부 일부에 소나기가 다시
내렸지만 양호한 현재의 작물 전망을 유지하려면 지역 전체에 더 많은 비가 필요
했다. 마토 그로소 서부 및 마토 그로소 남동부에서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와 상 파
울로 북부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였다. 하지만, 서쪽으로 마토 그로소
북동부까지 뻗어 있는 내륙 북동부 (토칸틴스, 바히아 서부 및 주변)는 다시 더 건
조한 상태로 되돌아왔다.
따뜻한 여름(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대 중반에 이름)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지역 전체에서 대두와 기타 여름 작물들의 수분 요구량은 높게 유지되었고, 증발
을 통한 높은 손실이 계속되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1월 13일 현재 대
두 파종이 거의 다 끝나서(94%) 작년 수치 대비 불과 몇 포인트만 뒤쳐진 상태이
고, 5년 평균치보다는 약간 앞서 있었다.
한편, 마토 그로소 도 술과 상 파울로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더 일찍부터 발달
중인 대두와 1차 작물 옥수수에게 필요한 수분이 제한되어 있는 리오 그란데 도 술
전체로까지 소나기가 대체로 산발적이면서 가볍게 내렸다. 더 북쪽에 있는 농업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3°C 높았는데, 더 따뜻한 곳
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30도 대에 도달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9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95% 및 84% 파종
되었고, 각 작물의 일부가 생식기 중에 있었다. 밀의 수확은 거의 97% 완료되었
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1월 12일 현재 밀의 95%가 수확되었다고 알려졌는
데, 이는 5년 평균보다 13 포인트 앞선 것이다. 한편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78%
및 31% 파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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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 ha)
144,676
144,778
141,434
146,576
147,816
146,963
147,543
146,414
145,280
147,289
148,297
150,165
151,725
153,296
155,845
152,687
151,624
147,644
149,508
151,412
154,230
154,536
154,929
158,598
155,942
158,505
160,193
159,994
162,339
162,392
160,488
163,411
162,926
162,476

생산량
(천 톤)
317,998
316,052
315,125
332,046
345,312
351,371
353,267
353,852
354,626
364,055
368,655
380,339
387,370
394,951
409,289
399,188
399,399
378,133
392,510
401,087
418,112
420,326
434,338
450,434
440,969
451,596
469,644
476,057
481,340
482,792
477,130
491,488
494,711
497,041

수입량
(천 톤)
10,311
10,686
10,452
11,701
10,589
10,593
12,028
12,954
16,138
19,380
18,127
16,666
24,232
25,219
20,263
22,073
25,969
26,292
25,014
25,971
26,534
28,585
30,025
27,422
28,256
33,048
35,488
36,741
39,093
41,737
38,782
41,443
47,148
44,050

수출량
(천 톤)
11,485
13,063
11,572
14,015
11,484
12,115
14,453
14,876
15,837
21,058
19,820
19,110
26,646
25,671
22,843
24,005
27,020
28,666
27,464
28,266
29,665
31,357
31,472
28,986
31,361
35,216
39,956
39,407
43,342
43,868
40,685
47,537
47,420
43,894

소비량
(천 톤)
306,781
308,072
312,050
323,346
335,459
343,812
350,806
355,452
359,156
363,742
366,462
375,701
377,493
388,170
397,657
393,678
412,090
405,667
411,408
406,462
412,622
418,549
426,909
436,034
435,480
444,116
455,266
462,151
472,212
473,090
467,975
477,501
480,851
484,491

기말재고량
(천 톤)
97,702
103,305
105,260
111,646
120,604
126,641
126,677
123,155
118,926
117,561
118,061
120,255
127,718
134,047
143,099
146,677
132,935
103,027
81,679
74,009
76,368
75,373
81,355
94,191
96,575
101,887
111,797
123,037
127,916
135,487
142,739
150,632
164,220
176,926

단수
(톤/ha)
3.23
3.21
3.29
3.35
3.45
3.53
3.54
3.58
3.62
3.67
3.69
3.75
3.79
3.83
3.91
3.89
3.92
3.81
3.92
3.94
4.04
4.05
4.16
4.23
4.21
4.25
4.37
4.44
4.42
4.43
4.43
4.49
4.53
4.57

160,346

496,069

41,222

42,868

493,439

177,910

4.62

162,392

501,109

42,145

44,299

497,088

179,777

4.6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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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 ha)
229,788
227,848
220,038
217,842
226,298
230,990
222,783
222,190
221,030
213,327
216,712
227,070
226,370
219,174
212,633
215,346
214,188
213,429
207,907
215,739
217,510
212,317
216,900
224,216
225,801
217,098
221,241
216,183
219,990
221,329
224,007
222,383
218,484
215,451

생산량
(천 톤)
494,802
524,043
498,674
495,264
533,110
588,798
543,437
562,668
558,555
523,121
537,498
581,286
610,176
590,495
587,392
582,633
583,771
569,680
555,671
626,770
618,810
596,631
612,137
684,764
688,138
650,659
698,691
660,539
716,576
730,395
738,218
756,500
762,789
730,896

수입량
(천 톤)
80,505
86,488
112,247
102,384
98,797
99,003
108,361
108,810
98,561
99,877
97,188
98,254
103,533
99,635
106,718
99,344
106,234
103,712
101,107
110,440
111,572
113,934
113,496
137,703
133,605
131,878
150,559
143,245
158,692
159,426
169,826
179,905
181,312
171,124

수출량
(천 톤)
82,452
89,274
111,565
105,151
103,419
103,843
109,948
110,039
103,717
98,215
99,197
106,943
104,400
101,319
113,435
101,195
105,783
105,341
108,519
111,081
117,394
111,559
116,390
144,121
136,764
133,040
157,644
136,148
165,935
164,253
172,671
183,639
182,780
173,673

소비량
(천 톤)
482,825
508,810
531,449
516,536
526,654
549,658
551,450
545,692
547,467
543,525
543,624
563,994
575,783
577,432
580,897
583,916
586,864
602,211
581,459
605,575
616,144
618,817
614,339
636,765
650,367
653,308
690,849
687,089
690,097
700,597
713,240
734,240
740,334
732,202

기말재고량
(천 톤)
178,435
190,882
158,789
134,750
136,584
170,884
161,284
176,731
182,663
163,921
155,786
164,389
197,915
209,294
209,072
205,938
203,296
169,136
135,936
156,490
153,334
133,523
128,427
170,008
204,620
200,809
201,566
182,113
201,349
226,320
248,453
266,979
287,966
284,111

217,035

764,943

185,288

191,826

741,761

300,755

3.53

222,630

772,375

187,617

190,791

749,506

320,450

3.47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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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톤/ha)
2.15
2.30
2.27
2.27
2.36
2.55
2.44
2.53
2.53
2.45
2.48
2.56
2.70
2.69
2.76
2.71
2.73
2.67
2.67
2.91
2.85
2.81
2.82
3.05
3.05
3.00
3.16
3.06
3.26
3.30
3.30
3.40
3.49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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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 ha)
130,821
131,738
126,710
126,035
127,232
128,940
132,419
133,065
130,678
135,151
135,001
141,444
136,217
138,908
138,794
137,009
137,046
137,596
141,519
145,243
144,957
149,424
160,809
159,220
158,812
166,501
175,854
183,729
188,078
188,811
188,091
194,966
191,541
192,081

생산량
(천 톤)
478,821
475,259
450,722
400,350
461,517
481,763
492,711
535,646
475,859
559,592
516,694
592,897
574,161
605,816
608,076
591,461
601,733
604,033
627,800
716,884
700,164
715,569
798,687
806,286
834,001
849,472
910,293
898,760
1,027,295
1,057,639
1,015,178
1,127,843
1,078,557
1,123,353

수입량
(천 톤)
53,470
52,484
57,323
66,465
73,603
58,547
63,107
60,289
56,973
68,911
65,702
64,846
63,206
66,556
70,859
74,994
71,546
75,806
76,963
76,035
80,196
90,270
98,287
82,515
90,488
93,436
100,601
99,585
124,742
124,906
140,115
136,433
150,966
164,422

수출량
(천 톤)
55,302
55,077
59,128
68,461
72,176
58,389
62,053
63,263
58,861
66,126
70,422
65,572
63,347
66,938
75,541
76,722
74,579
76,746
77,135
77,659
80,971
93,933
98,917
83,721
96,618
91,557
116,948
95,373
131,458
142,618
120,795
161,275
148,632
181,728

소비량
(천 톤)
417,464
445,481
456,081
450,776
475,330
473,385
494,112
509,125
507,267
538,473
532,036
559,138
573,137
581,273
600,350
609,009
622,463
627,560
649,827
688,890
707,013
726,589
781,313
794,532
832,327
867,606
885,898
881,518
950,723
974,915
1,001,885
1,063,154
1,092,306
1,126,982

기말재고량
(천 톤)
177,678
204,863
197,674
145,252
132,866
141,402
141,055
162,740
129,444
153,348
133,286
166,319
167,202
191,363
194,407
175,131
151,368
126,901
104,702
131,072
123,448
108,765
125,509
136,057
131,601
115,346
123,394
144,848
214,704
279,716
312,329
352,176
340,761
319,826

단수
(톤/ha)
3.66
3.61
3.56
3.18
3.63
3.74
3.72
4.03
3.64
4.14
3.83
4.19
4.22
4.36
4.38
4.32
4.39
4.39
4.44
4.94
4.83
4.79
4.97
5.06
5.25
5.10
5.18
4.89
5.46
5.60
5.40
5.79
5.63
5.85

193,250

1,116,185

165,792

171,010

1,127,460

303,333

5.78

197,003

1,144,632

178,227

184,771

1,149,994

291,427

5.8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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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 ha)
51,991
51,577
54,054
55,648
58,355
54,413
54,938
56,590
60,254
62,143
61,056
62,423
68,522
71,292
71,872
75,573
79,616
81,577
88,509
93,352
93,036
94,930
91,101
96,569
102,752
103,629
103,145
110,285
112,911
118,737
120,445
119,559
124,271
124,971

생산량
(천 톤)
97,003
98,050
103,650
95,824
107,192
104,279
107,285
117,196
117,569
137,635
124,683
131,932
157,945
159,807
160,298
175,790
184,919
196,827
186,479
215,490
220,778
235,701
219,227
212,230
260,971
264,733
240,832
268,957
282,699
320,489
315,458
349,771
342,929
361,063

수입량
(천 톤)
27,325
29,071
28,143
23,901
26,562
25,546
28,220
30,047
28,178
32,762
32,462
35,631
38,164
38,550
45,522
53,089
54,357
62,885
54,037
63,564
64,100
69,042
78,621
77,870
87,511
89,746
94,659
97,201
113,305
124,299
133,758
144,599
153,296
145,259

수출량
(천 톤)
26,061
28,552
30,114
23,473
27,350
25,392
28,098
29,296
27,729
32,052
31,656
36,364
39,320
37,929
45,708
53,704
52,745
61,156
55,936
64,827
63,637
70,910
78,702
76,707
92,063
91,575
91,774
100,383
112,777
126,428
132,695
147,630
153,139
148,823

소비량
(천 톤)
92,635
102,119
101,095
97,612
104,130
104,605
109,244
115,863
120,789
132,408
131,671
134,238
145,300
158,707
158,761
171,006
183,678
190,784
189,043
204,661
215,833
224,378
229,610
222,412
239,160
252,507
259,261
265,154
277,889
303,631
316,270
331,067
338,333
343,462

기말재고량
(천 톤)
23,602
20,052
20,636
19,276
21,550
21,389
19,470
21,554
18,783
24,720
18,538
15,499
26,988
28,709
30,060
34,229
37,082
44,854
40,391
49,957
55,365
64,820
54,356
45,337
62,596
72,993
57,449
58,070
63,408
78,137
78,388
94,061
98,814
112,851

122,451

336,689

164,344

164,670

353,873

95,341

2.75

126,945

362,637

165,387

167,817

369,030

86,518

2.8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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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톤/ha)
1.87
1.90
1.92
1.72
1.84
1.92
1.95
2.07
1.95
2.22
2.04
2.11
2.31
2.24
2.23
2.33
2.32
2.41
2.11
2.31
2.37
2.48
2.41
2.20
2.54
2.56
2.34
2.44
2.50
2.70
2.62
2.93
2.76
2.89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 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3,489
3,891
4,291
4,785
4,965
5,550
6,165
6,800
7,000
6,950
8,200
8,867
10,357
13,468
13,712
13,718
16,559
18,663
19,761
21,601
25,012
26,061
27,071
24,363
26,624
29,312
27,945
26,089
27,892
30,928
33,211
33,280
28,400
31,200

수입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5
0
0
2
0
1
1
3
4
2
0
0
0
0
1
0
0
1
27

수출량
(천 톤)
3,155
3,467
4,050
4,863
4,004
5,574
6,191
6,090
6,287
6,600
8,277
8,876
9,235
13,423
13,309
13,730
16,586
18,468
19,221
20,650
24,222
25,625
26,816
24,025
24,914
27,615
26,043
23,667
24,972
28,575
30,333
31,323
26,265
28,833

소비량
(천 톤)
226
227
224
225
221
221
223
238
245
265
265
270
275
325
335
325
325
365
425
500
535
594
640
730
830
1,000
1,450
1,850
2,100
2,402
2,672
2,853
2,996
3,126

기말재고량
(천 톤)
410
607
624
321
1,061
816
567
1,039
1,507
1,592
1,250
971
1,819
1,539
1,607
1,275
923
753
870
1,321
1,577
1,420
1,038
650
1,532
2,229
2,681
3,253
4,073
4,025
4,231
3,335
2,475
1,743

29,800

1

27,300

3,180

1,064

30,750

0

27,500

3,250

1,06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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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9,686
11,281
10,129
11,362
12,311
11,135
11,728
12,205
14,491
15,837
17,096
15,728
15,729
16,651
16,478
17,725
19,407
21,449
22,450
22,740
21,920
24,110
24,890
24,700
26,120
28,160
29,510
27,310
28,540
31,300
30,750
31,280
34,300
32,960

수입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100
192
244
69
98
184
342
350
282
252
195
167
180
83
86
58
30
32
26
18
25
35
19
22

수출량
(천 톤)
7,383
8,367
7,347
8,679
9,430
8,201
8,704
8,009
10,661
10,445
12,226
10,557
9,587
9,813
9,950
10,673
11,862
13,657
14,792
14,256
12,895
12,715
12,138
13,109
12,985
13,987
14,678
13,242
13,948
14,290
15,407
13,762
16,032
16,093

소비량
(천 톤)
2,412
2,705
2,337
2,603
2,871
2,883
3,247
3,885
4,122
4,927
5,364
5,365
6,360
6,665
7,086
7,063
7,580
8,055
7,696
8,960
9,328
10,718
12,257
12,800
13,200
13,400
14,000
14,800
15,100
15,700
16,470
16,943
17,311
17,645

기말재고량
(천 톤)
612
821
1,266
1,346
1,356
1,407
1,184
1,495
1,203
1,668
1,274
1,272
1,298
1,540
1,080
1,253
1,560
1,647
1,891
1,667
1,559
2,403
3,078
1,952
1,973
2,804
3,666
2,966
2,484
3,812
2,710
3,320
4,296
3,540

34,350

10

17,510

18,056

2,334

35,275

15

16,800

18,500

2,32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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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22,635
25,182
25,455
22,628
25,146
25,696
27,062
27,546
27,682
30,182
29,508
31,035
34,633
34,285
34,102
35,730
36,552
34,649
32,953
36,936
37,416
39,037
38,359
35,473
37,836
35,608
37,217
36,174
36,909
40,880
40,525
40,630
44,657
44,283

수입량
(천 톤)
0
0
0
16
33
45
63
86
68
64
91
108
60
101
65
50
134
157
259
134
128
142
128
80
145
163
196
222
347
302
358
313
438
620

수출량
(천 톤)
5,476
6,618
6,191
4,937
4,914
5,110
6,442
5,804
4,972
6,205
5,524
6,451
8,722
6,979
6,912
7,335
7,271
5,728
4,690
6,659
7,301
7,987
8,384
7,708
10,125
8,238
8,845
10,111
10,504
11,891
10,843
10,505
12,717
12,191

소비량
(천 톤)
17,318
18,539
19,342
17,689
20,133
20,661
20,733
21,851
22,828
23,974
24,085
24,694
25,964
27,305
27,289
28,363
29,545
29,096
28,531
30,446
30,114
31,166
30,147
27,899
27,795
27,489
28,614
26,308
26,774
29,282
30,037
30,314
32,237
32,851

기말재고량
(천 톤)
192
217
139
157
289
259
209
186
136
203
193
191
198
300
266
348
218
200
191
156
285
311
267
213
274
318
272
249
227
236
239
363
504
365

46,358

580

12,770

34,223

310

46,637

363

12,247

34,745

31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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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712
628
600
1,100
1,285
1,890
1,785
2,250
2,880
2,200
3,200
2,920
3,800
4,295
3,520
3,600
3,520
2,720
4,480
4,000
5,680
5,200
6,640
6,480
6,240
7,480
8,240
8,640
6,960
6,160
4,400
7,200
6,160
7,680

수입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14
3
2
13
3
3
5
8
7
8
7
7
7
7
46
11
11
49

수출량
(천 톤)
450
450
360
890
950
1,420
1,180
2,005
2,200
1,580
2,600
2,450
2,600
2,800
2,571
2,097
2,175
1,295
3,272
2,573
5,035
4,433
5,856
4,217
3,527
5,169
4,877
4,943
3,252
1,521
409
2,019
1,863
2,185

소비량
(천 톤)
262
178
240
210
335
470
605
245
680
620
490
580
1,200
1,325
1,090
1,305
1,260
1,575
1,270
1,290
835
805
810
1,920
2,540
2,775
3,320
3,530
3,640
4,500
4,460
4,675
4,740
5,280

6,720

27

850

5,720

656

7,600

40

1,870

6,085

34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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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110
0
0
170
29
234
333
186
126
276
89
54
33
384
564
108
158
332
407
553
130
647
215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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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11,407

18,012

177

29,419

886

2000/2001

13,310

17,776

253

30,910

809

2001/2002

14,243

20,011

332

33,657

1,074

2002/2003

13,123

20,633

346

33,594

890

2003/2004

11,221

22,128

399

32,982

858

2004/2005

11,408

22,019

533

32,893

859

2005/2006

10,904

22,947

714

33,126

870

2006/2007

11,693

22,362

544

33,525

856

2007/2008

11,808

24,619

422

35,432

1,429

2008/2009

10,223

21,153

464

31,836

505

2009/2010

9,950

20,879

471

30,359

504

2010/2011

9,741

21,877

609

30,842

671

2011/2012

9,164

20,872

884

29,342

481

2012/2013

10,033

16,941

536

26,742

177

2013/2014

10,349

18,140

296

28,042

328

2014/2015

11,416

19,623

362

30,142

863

2015/2016

11,811

19,213

304

30,642

941

2016/2017

11,376

18,794

334

30,242

535

2017/2018

11,811

18,354

395

30,042

263

2018/2019

12,324

18,756

374

30,392

577

2019/2020
(추정치)

12,877

17,700

350

30,692

112

2020/2021
(전망치)

13,272

18,050

300

30,967

167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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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734
831
934
1,028
1,080
1,179
1,329
1,491
1,539
1,553
1,896
1,966
2,281
3,141
3,121
3,190
3,876
4,394
4,729
5,128
5,998
6,424
6,627
5,914
6,476
7,181
6,839
6,364
6,785
7,687
8,433
8,395
7,236
7,910

수입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3
9
22
0
0
0
0

수출량
(천 톤)
636
732
852
882
994
1,122
918
1,122
1,395
1,427
1,590
1,993
1,966
3,111
2,843
3,080
3,630
3,920
4,238
4,757
5,597
5,970
5,789
4,704
4,453
4,561
3,794
4,244
4,087
5,094
5,698
5,387
4,164
5,268

7,674

0

7,920

0

소비량
(천 톤)
80
76
87
91
96
101
106
120
136
149
175
204
213
224
236
247
327
387
394
396
397
459
1,026
1,420
1,915
2,520
3,020
2,245
2,844
2,401
2,840
2,985
3,081
2,574

기말재고량
(천 톤)
137
160
155
210
200
156
461
710
718
695
826
595
697
503
545
408
327
414
511
486
490
485
297
87
195
295
320
288
151
365
260
283
274
342

5,402

2,327

287

5,600

2,354

25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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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2,348
2,726
2,440
2,736
2,983
2,669
2,816
2,908
3,468
3,776
4,081
3,736
3,728
3,960
3,943
4,333
4,700
5,205
5,560
5,630
5,430
5,970
6,160
6,120
6,470
6,970
7,310
6,760
7,074
7,759
7,627
7,755
8,485
8,180

수입량
(천 톤)
122
114
69
41
5
18
65
82
379
125
149
130
245
228
147
69
146
85
26
3
28
4
67
6
37
0
0
6
0
11
63
60
45
24

수출량
(천 톤)
452
949
608
696
866
685
660
689
1,345
1,460
1,600
1,273
1,184
1,441
1,137
1,533
1,775
2,394
2,718
2,414
2,466
2,462
2,388
1,909
1,449
1,668
1,885
1,251
1,378
1,510
1,550
1,241
1,511
1,079

소비량
(천 톤)
1,919
1,902
1,944
2,195
1,991
2,075
2,156
2,350
2,418
2,500
2,665
2,646
2,753
2,741
2,931
2,932
2,935
2,895
2,959
3,091
3,091
3,395
3,955
4,275
4,980
5,205
5,390
5,534
5,705
6,215
6,288
6,570
6,940
7,165

기말재고량
(천 톤)
346
335
292
178
309
236
301
252
336
277
242
189
225
231
253
190
326
327
236
364
265
382
266
208
286
383
418
399
390
435
287
291
370
330

8,500

66

1,156

7,390

350

8,750

40

1,200

7,570

37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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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미국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5,269
5,798
5,885
5,324
5,898
6,082
6,507
6,250
6,328
7,082
6,913
7,145
8,229
8,202
8,085
8,355
8,572
8,360
7,748
8,782
9,248
9,294
9,335
8,503
8,897
8,568
8,954
8,990
9,131
9,706
9,956
10,035
10,783
10,976

수입량
(천 톤)
4
7
88
62
10
8
0
5
31
8
43
24
27
38
37
33
21
21
139
12
16
17
30
41
47
72
68
89
75
120
130
145
152
180

수출량
(천 톤)
570
538
850
754
614
366
746
663
695
1,217
450
922
1,397
1,076
624
636
1,143
1,027
425
600
523
851
1,320
995
1,524
1,466
664
981
852
914
1,017
1,159
1,108
880

소비량
(천 톤)
4,560
4,915
4,956
4,803
5,480
5,506
5,555
5,903
5,869
5,857
6,108
6,471
6,922
7,101
7,284
7,401
7,635
7,748
7,650
7,911
8,147
8,426
8,317
7,378
7,173
7,506
8,396
8,522
8,577
8,599
9,145
9,010
9,698
10,376

기말재고량
(천 톤)
430
782
949
778
592
810
1,016
705
500
516
914
690
627
690
904
1,255
1,070
676
488
771
1,365
1,399
1,127
1,298
1,545
1,213
1,175
751
528
841
765
776
905
805

11,300

145

1,288

10,124

838

11,460

159

1,179

10,433

84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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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160
142
132
247
290
425
400
500
650
495
712
657
859
972
792
810
792
612
1,008
900
1,278
1,170
1,494
1,458
1,404
1,683
1,854
1,944
1,566
1,386
990
1,620
1,386
1,728

수입량
(천 톤)
256
363
419
30
30
20
65
42
41
60
60
49
236
833
587
1,085
1,215
1,159
689
1,554
1,453
1,249
621
892
1,354
817
1,190
1,081
1,804
2,815
4,269
3,534
2,984
3,000

1,512
1,710

수출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4
5
5
11
13
8
16
2
1
0
10
0
1
3
3
1
7
8

소비량
(천 톤)
466
445
621
407
340
445
425
562
711
555
772
706
1,095
1,805
1,300
1,750
2,000
1,850
1,700
2,400
2,650
2,450
2,100
2,300
2,750
2,550
2,900
3,000
3,350
4,100
5,250
5,150
4,670
4,750

기말재고량
(천 톤)
160
220
150
20
0
0
40
20
0
0
0
0
0
0
79
205
208
124
116
159
227
188
187
235
242
192
326
351
370
468
474
477
170
140

3,500

15

5,000

137

3,350

8

5,100

89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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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1999/2000

2,567

84

954

1,702

227

2000/2001

3,033

29

889

2,186

214

2001/2002

3,245

62

894

2,336

291

2002/2003

2,990

30

711

2,345

255

2003/2004

2,557

67

557

2,142

180

2004/2005

2,599

182

526

2,214

221

2005/2006

2,512

719

273

2,925

254

2006/2007

2,694

978

244

3,412

270

2007/2008

2,720

1,038

335

3,205

488

2008/2009

2,350

795

398

2,797

438

2009/2010

2,290

547

386

2,760

129

2010/2011

2,343

906

463

2,400

515

2011/2012

2,204

386

742

2,050

313

2012/2013

2,413

322

1,011

1,850

187

2013/2014

2,489

329

766

1,990

249

2014/2015

2,746

253

1,010

2,040

198

2015/2016

2,841

325

915

2,285

164

2016/2017

2,736

285

819

2,215

151

2017/2018

2,841

284

902

2,225

149

2018/2019

2,964

416

788

2,455

286

2019/2020
(추정치)

3,097

475

775

2,540

543

2020/2021
(전망치)

3,192

415

825

2,640

68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892

기말재고량
(천 톤)

11-2020-12

해외곡물시장 동향

2020 제9권 제6호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20년 12월 1일
발 행 2020년 12월 1일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프리비
전화 061-332-1492 팩시밀리 061-332-1491
E-mail: pri_be@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