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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이번 호에서는 OECD-FAO의 농업전망 2020-2029 중 축산(육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중장기적으로 육류의 공급과 수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감소시킬 다양한 요인들(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이 있으며,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수요 

또한 감소시킬 다수의 요인들이 있어 육류 수급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아세안 혼농임업 개발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혼농임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적 관심은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나타나는 농업부문의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농업부문 영향뿐 아니라 이러한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밀도 있게 분석한다. 분쟁의 결과로 나타날 미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가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이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호의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인도네시아의 비료 수급정책을 소개한다. 비료 수급을 

위한 정책적 활동 중 유기비료 생산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세계농업 관련 다양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FAO 보고서에 나타난 식량안보와 영양, 그리고 지속가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세 가지 시나

리오로 분석한 내용이 시사적이다. 그리고 EU의 그린딜에서 농업투입재 감축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시도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 또한 투입재 감축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범위 

설정에 따라 세 가지로 시나리오로 구별해 분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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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육류

장 희 수 * 1)

1. 육류부문 시장 상황

  2019년 세계 육류생산량은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3억 

2,500만 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아프리카와 중앙 유럽, 

일부 동아시아 국가(북한, 한국, 몽골),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국가(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베트남)로 확산되었다. 중국의 전체 육류생산량은 2019

년에 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최소 21% 감소한 것을 반영하는

데 이 외의 다양한 종류의 육류를 더 많이 생산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그러나 아르헨

티나, 유럽 연합, 터키 및 미국의 육류생산량이 증가하여, 2019년 전 세계 육류생산량의 

감소는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육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육 중량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유럽 연합에서는 소고기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육류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수요가 많아 

생산량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다. 아르헨티나는 주로 증가하는 국외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육류생산량이 증가했다. 

  FAO 육류 가격 지수로 측정된 2019년의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2018년보다 5.6% 상승했

으며 특히 냉동 돼지고기의 평균 가격은 중국의 수입수요가 급증하여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가금육과 소고기의 가격도 아시아 국가의 수요 증가로 상승추세를 보였고, 양고기의 가격은 

오세아니아 국가의 공급량 제한으로 상승추세를 보였다.

 *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과정 (heesoo7189@naver.com).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의 육류부문을 중심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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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계 육류 수출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3,6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아프리

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중국의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체 육류 수입량은 2019년 모든 육류부문에서 62%(약 2백만 톤) 증가했다. 세계 

수출량 증가의 대부분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유럽 연합, 태국 및 미국에서 발생했다.

2. 주요 전망내용

  육류의 명목가격은 기준기간(2017-19 평균) 수준과 비슷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전망 기간 상반기의 가격은 여러 아시아 국가의 공급 제약과 그에 따른 수입수요증

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아시아 국가의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이 돼지고기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가격 상승

은 사료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망 기간 상반기 동안의 육류 생산 수익을 

상승시킬 것이다<그림 2>. 돼지고기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생산량 증가가 계속될 것이므로 나머지 전망 기간에 돼지고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세계 육류 소비의 주요 요인이며, 

고소득 국가에서 양질의 제품에 대한 수요로 1인당 육류 소비를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고기와 양고기의 실질 가격(2019년 USD 기준)은 2029년까지 각각 톤당 3,472달러, 

3,926달러(지육중량 기준(c.w.e))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실질 가격

은 각각 톤당 1,323달러(c.w.e), 1,508달러(제품 중량(p.w.))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육류의 명목가격은 2029년까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 양고기 가격은 호주의 가뭄

으로 인한 수량 감소와 뉴질랜드 암양 사육의 지속적 감소와 함께 아시아 국가의 수입수요

증가와 오세아니아 국가의 공급 제약으로 인해 전망 기간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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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육류 가격

 명목 가격     실질 가격(2019 USD)

주: 돼지는 미국산 거세돼지와 암퇘지 가격, 가금류는 브라질산  닭고기 가격, 소는 미국산 상급비육우 가격, 양은 뉴질랜드산 
양고기 가격을 말함.

자료: OECD/FAO(2020), p.164.       

  올해 세계 농업전망은 아시아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수 발생하여 육류생

산량과 소비량이 2020년에 최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망 기간 초기에 세계 육류

생산량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돼지고기의 가용성 감소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다른 

종류 육류의 더 많은 생산량으로 부분적으로만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육류 소비량은 기준기간 대비 2029년까지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여러 지역의 더딘 소득 증가, 인구 고령화, 고소득 국가의 1인당 육류 

소비 안정화로 인해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1인당 세계 소비량

은 2029년까지 34.9kg(소매 중량 기준(r.w.e.))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기준기간 대비 

1%(0.5kg)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육류공급의 세계적인 확대로 육류 공급량은 기준기간 대비 2029년까지 지육 중량 기준

(c.w.e) 4천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망 기간 생산량 증가와 아메리카 및 유럽 

연합 지역의 소, 돼지, 양 사육두수 증가로 공급 중심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총생산량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금육이 총 육류생산량 증가의 주요 

동인이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전망 

기간의 첫 5년 동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장의 공급으로 전망 기간 초기에는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육류의 비중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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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는 저소득 국가, 특히 국가 생산이 기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 최빈국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래되는 육류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12월 기준 28개국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2020년 7월 협정이 발효된 이후 아프리카 내의 무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 질병 발생, 위생 제한 및 무역 정책은 세계 육류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전망 

기간 기존 또는 미래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예: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은 육류의 

교역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병에 대한 

영향의 규모와 지속기간은 불확실하지만, 육류 생산(도축 및 가공 포함)과 소비 패턴, 특히 

외식산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 환경, 동물복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육류소비에 대한 선호와 태도의 변화와 같은 요소 또한 중기 육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육류 가격

  육류의 명목가격은 전망 기간 높게 형성될 것이다<그림 2>. 육류의 실질 가격은 사료 

가격의 낮은 상승세에 따른 공급 확대와 육류 소비 증가세 둔화로 계속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는 육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기적으

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등 주요 생산국의 소고기 공급량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해 소고기의 실질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소고기 도축업자 수가 감소하고 

생산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명목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의 실질 가격은 기준기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명목가격은 높게 형성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브라질, 유럽 연합 및 미국의 

공급 증가와 특히 중국의 높은 수입수요다. 전 세계적으로 가금육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사료비용의 상승과 수입수요의 증가는 전망 기간 가금육의 명목가격 상승

을 초래할 것이다.

  양고기의 실질 가격은 양 사육두수 감소로 공급이 감소하고, 주요 수출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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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제한되어 여전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망 기간 초기에 세계적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수입수요에 대한 강한 성장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의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전망 기간 두 번째 분기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사료 비용 지수 및 육류와 사료의 명목가격 비율

자료: OECD/FAO(2020), p.165.       

4. 육류 생산 

  중기적으로 육류 생산은 육류-사료 가격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그림 3>. 수입수요증가는 

육류 가격에 영향을 주며, 전망 기간 상반기의 육류 생산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가금육과 돼지고기 생산자는 생산과정에서 사료를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소고기 생산자는 상황에 따라 사료 사용 정도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양고기 생산

자는 주로 목초지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자는 육류와 사료 가격 비율이 낮을수록 혜택이 

적다.

 전망기간 아메리카의 생산량 증가로 육류시장은 공급 주도의 시장이 될 것이다. 가금육은 

여전히 전체 육류 생산 증가의 동력원이다. 낮은 생산 비용, 짧은 생산주기, 높은 사료 전환율

과 낮은 소비자가격이 가금육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선택하는 육류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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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육류생산량은 2029년까지 거의 4,000만 톤 증가한 3억 6,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적으로 육류생산량 증가의 대부분은 추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개발도

상국에 의한 것이다<그림 3>. 단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육류 공급은 아시아의 아프리카돼

지열병(ASF) 발병과 기상 조건으로 인한 호주의 양 사육두수 감소에 영향을 받는다. 2021년 

이후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안정되어 육류 생산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지역과 육류 종류에 따른 육류 생산의 성장

2029 vs 2017-19

주: c.w.e(carcass weight equivalent)는 지육중량기준을 뜻하며 r.t.c(ready to cook)는 반조리식품 기준을 의미함.
자료: OECD/FAO(2020), p.166.       

   

  브라질, 중국, 유럽 연합과 미국은 2029년까지 세계 육류생산량의 약 60%를 생산할 것으

로 예측된다.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공급, 사료, 목초지 이용 가능성,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생산량은 소규모 생산 단위가 대규모로 성장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생산량은 지육 중량 증가와 높은 

수요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 연합의 생산량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 

수요가 소폭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아프리카의 생산량은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 협정의 승인으로 아프리카 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90% 이상이 면세이며, 이는 육류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소고기 생산량은 전망 기간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과 같은 아메리카의 주요 

생산국에서 증가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기준기간 대비 2029년까지 증가할 소고기 생산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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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파키스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터키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선진국의 생산량은 기준기간 대비 2029년까지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주로 미국의 높은 생산량 증가 때문이다. 북아메리카의 

소고기 생산량은 낮은 사료 비용으로 인한 지육 중량의 증가와 사육두수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고기 공급은 호주의 경우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다. 유럽 연합과 

영국에서는 소고기 공급의 약 2/3를 차지하는 젖소가 우유의 생산량 증가로 감소하여 소고

기 생산의 감소 추세가 예측된다. 유럽 연합의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낮은 수익성,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 국내 수요의 감소로 인한 사육두수의 감소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선호가 가공육과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 식사로 변화하여 수요 역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말 이후 육류의 수요와 공급을 크게 변화시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병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많은 국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21년까지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을 계속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

되며, 이후 남은 전망기간 동안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세계농업 전망은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2020년에 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의 생산과 소비는 2025/2026

년에 2017년 수준으로 도달하고,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일 것이다. 

향후 10년간 세계 돼지고기의 생산량 증가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의 생산량 증가는 국내 시장의 공급을 목표로 할 것이다. 

중국의 생산량 증가는 추가적인 세계 생산량 증가분의 2/3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망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도 생산량 증가율의 상승이 예상된다. 유럽 연합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환경 문제와 대중의 우려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금육은 향후 10년간 생산되는 모든 육류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며, 지난 10년에 비해 

전망 기간 동안 증가 폭이 작지만, 육류생산량 증가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생산주기가 

짧아 생산자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유전학, 동물 건강, 사료공급방식을 

수월하게 개선할 수 있다. 가금육 생산량은 중국, 브라질, 미국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낮은 생산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유럽 연합(특히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에서의 투자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돼지고기 소비에서 가금육 소비로의 전환이 중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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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 생산 증가에 영향을 미쳐 아시아에서도 급속한 생산량 증가가 예측된다.

  양고기 생산량의 증가는 대부분 중국이 주도해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지만, 생산량

의 큰 증가는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최빈국에서 발생할 것이다. 도시화, 

사막화, 일부 국가의 사료 공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는 이러한 지역에도 잘 적응하

는 가축이다. 오세아니아는 주요 수출국인 뉴질랜드의 소 축산업자와 낙농업자의 목초지 

경쟁과 호주의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 양 사육두수가 2017년 7,200만 마리에서 2019년 

6,600만 마리로 감소하여 생산량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농업 전망은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의 영향에 따른 농업 전망치를 제공한

다. 시나리오에는 2019년 정부의 향후 3년간 지원 계획과, 돼지 생산의 안정화와 복구를 

위해 설립된 정책이 포함된다. 대규모 생산시설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의 증가, 백신 개발을 

위해 발전된 과학연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 및 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규모 농장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대규모 생산업체를 위해 가축을 제공하는 

대신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1) 2019년에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1% 감소했고 2020년

에는 8%가 더 감소했다. 세계농업 전망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전의 생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9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중국 농업전망(2019-2028)을 반영한 것이다<그림 4>. 수입량은 2019년

에 증가하여 2020년까지 3백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19년에 비해 24%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세계 수입 점유율이 2017년 17%에서 2020년에는 약 

29%로 증가할 것이다. 중국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브라질, 캐나다, 유럽 연합, 미국이

다. 또한 중국은 재고량 확보를 위해 생돈 수입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의 영향은 소규모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베트남에

서도 심각했다. 2019년 2월 첫 발병이 확인된 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모든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2020년 3월까지 약 600만 마리의 돼지가 도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최근 2020년 3월 초에 63개의 주 중 35개의 주에서는 병이 발생하지 않아 

개선 조짐이 보인다고 보고되었다(FAO, 2019). 

  세계농업 전망에서는 2020년까지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2025년까지 2018년 수준에 

 1) OECD(2020), 2020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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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 위해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 다른 몇몇 동아시아 국가

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이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은 2020년 

1월 초부터 세계농업 전망에서 분석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중국 소비자에게 대체 육류, 특히 가금육을 이용하도록 유도했

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의 재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대체 육류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가금육과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돼지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는 전체 사료 수요의 증가가 전망 기간 초기에 변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최저치로 예상

되는 전망 기간의 첫 2년 동안 사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주로 일정한 

물량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물량의 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병은 중국의 육류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초부터 노동 집약적인 육류가공 산업의 근로자 부족과 운송의 병목 현상으로 육류의 부족을 

초래했고, 이는 육류의 가격을 높게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FAO, 2020). 

<그림 4>  중국과 베트남의 돼지고기 생산 변화 

중국                                                                    베트남

 돼지고기 생산량(kt) (왼축)     연간 성장률(%) (오른축)

주: c.w.e(carcass weight equivalent)는 지육중량기준을 의미함.
자료: OECD/FAO(2020),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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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류 소비

  육류 소비량은 높은 인구 수준과 증가율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육류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선진국 대비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상관이 있으며, 증가율은 지난 10년과 비교할 

때 전망기간 동안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AfCFTA)의 비준은 

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소비로 인해 대륙 내 무역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인당 소비량은 소득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1인당 소비량 증가율이 변화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총 소비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의 육류 소비량은 소득 

증가, 육류의 실질 가격 하락, 무역 자유화로 인한 1인당 소비량 증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의 발병이 약화와 함께 이용 가능성 향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차원에서 1인당 육류 소비의 변화는 전망기간 동안 국가와 육류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그림 5>. 세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기준기간 대비 소매중량기준(r.w.e) 0.4kg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소득이 높은 지역의 소비 수준은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선진국

의 연평균 증가율은 0.24%로 이전 10년의 1/4 수준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 이전 10년 두 

배 증가한 0.8%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개인의 식비

가 증가한다는 가정에 의하면 신선식품의 소비에서 편의 식품과 외식소비로 변하고 있다

(Consumer Trends of EC, 2019). 일본의 경우, 노년층과 1인 가구가 증가하여 이러한 경향이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일본의 인구가 기준기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육류 소비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 

품질 등은 소득이 높은 국가의 소비자에게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Yagi, 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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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위 5개국의 육류 유형별 1인당 소비의 증감 

2029 vs 2017-19

주: r.w.e(retail weight equivalent)는  소매중량기준을 의미함.
자료: OECD/FAO(2020), p.170.       

  육류 수요는 1인당 소비가 더욱 증가하고 1인당 소비증가율이 선진국의 수준에 상응하는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기준기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의 육류 

소비 변화는 소득 및 가격과 같은 요인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국가 중 많은 국가는 육류의 소비량이 포화 수준에 도달했다<그림 6>. 다른 요인으

로는 종교적 신념, 문화적 규범, 도시화, 환경, 윤리, 건강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가금육은 낮은 가격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소비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육류이

다. 전망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의 소득이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가금육은 향후 세계 1인당 육류 소비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소고기의 소비량은 향후 10년 동안 7,6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기준기간 대비 육류 

소비 증가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선진국의 

1/3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국가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망기간 동안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이다.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저렴한 돼지고기와 가금육을 선호하여 소고기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다.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은 향후 10년 동안 1억 2,7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총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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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 증가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소비가 감소하여 전망기간 동안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에서는 

가금육이 더 저렴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보다 가금육을 선호하여 

돼지고기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망기간 동안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량 증가의 대부

분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며, 중산층의 돼지고기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돼지

고기 공급을 늘렸고, 가금육과 함께 돼지고기가 선호되는 고기 중 하나로 선정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몇몇 아시아 국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이 줄어들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총 가금육의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1억 4,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총 육류 

소비량 증가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가금육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과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은 몇몇 개발도상국의 국가 식단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선진국의 

소비량이 개발도상국의 소비량보다 3배가 더 많다.

  일부 국가에서만 소비되는 세계 총 양고기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2백만 톤 증가할 

것이며, 총 육류 소비량 증가의 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양고기 소비량은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이 비슷하며, 가격은 계속 높을 것이라 예상되어 전망기간 동안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고기를 주로 소비하는 몇몇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의 1인당 양고

기 소비량은 가금육의 소비량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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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역별 1인당 육류 소비량에 미치는 소득 수준

(1990- 2029)

 동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망치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국과 인도 외 아시아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유럽연합 

주: r.w.e(retail weight equivalent)는  소매중량기준을 의미함.
자료: OECD/FAO(2020), p.171.       

6. 육류 무역

  육류의 무역량은 기준기간 대비 2029년에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육류 무역의 

성장이 지난 10년간 3%에 비해 연간 평균 0.6%로 감소할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육류생산량의 점유율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9년까지 

세계 육류 수출량은 브라질, 유럽 연합, 미국의 3대 육류 수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위 

수출국의 합산 점유율은 2029년까지 세계 육류 수출량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적인 수출국인 라틴아메리카는 통화 가치의 하락과 초과 곡물 사료의 생산으로 세계 

육류 무역량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10년간 수입 증가는 주로 가금육과 소고기이며 가금육의 수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두 가지의 육류는 소비량이 국내 생산량보다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서 수입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수요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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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육류의 수입 증가는 아시아가 주도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2029년까지 세계 무역량의 53%를 차지할 것이며, 필리핀과 베트남에서의 

가금육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육류 수입은 전망 기간 초반에 많이 증가할 

것이지만, 전망 기간 후반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병으로 인해 생산이 회복될 때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4>.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수요 증가는 브라질, 캐나다, 유럽 

연합, 미국에 큰 혜택을 줄 것이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2014에 시작된 육류 수입 금지가 

2020년 말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줘 국내 생산을 증가시켰으며, 육류 수입량은 전망 기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양고기 수출은 미국 달러 대비 뉴질랜드 달러와 호주 달러의 약세와 

세계적인 양고기의 높은 선호로 증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병 동안 양고기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수입량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전망 기간 전반기에 영국 및 유럽 대륙의 수요 감소와 대조된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양을 

도축시켜 양고기 생산량을 계속 늘릴 것이며, 뉴질랜드는 토지 사용이 양 사육에서 낙농으로 

변해 수출량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7. 육류의 주요 이슈와 불확실성

  무역 정책은 여전히 세계 육류시장을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전망기간 동안 다양한 

무역협정의 이행은 육류 무역 시장을 다양화시키거나 통합시킬 수 있다. 일방적이거나 예상

하지 못한 무역 정책의 시행은 전망의 위험 요소이다. 국내 정책은 육류 생산자의 경쟁력에

도 영향을 미친다.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육류에 적용되는 임시 수출세를 도입했으며, 

이는 세계 육류시장의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과 유럽 

연합 간의 지속적인 무역 협상은 다양한 종류의 육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물 질병은 가금육, 소고기, 돼지고기 시장에 혼란을 주었으며, 이는 전망기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세계 돼지고기 생산에 미치는 중기적인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세계농업은 이 발병에 대한 조치가 향후 5년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을 감소

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기적인 영향은 현재 예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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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병의 영향과 지속기간의 정도가 불분명하다. 

인력 공급과 운송 문제는 유통을 방해하고 육류 생산(도축 및 가공 포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비 패턴 특히 외식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고가의 육류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인력부족을 고려할 

때 출하가능한 축산물이 거래되거나 가공되지 못할 위험은 농촌 지역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동물 복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 지속과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전망기간 경기변동에 민감한 육류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육류의 총 소비는 인구와 소득의 증가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개별 

육류 유형의 패턴은 동일하지 않았다. 상대적인 가격 차이와 건강과 환경 문제의 증대로 

인해 소비자는 적색육의 소비는 점차 줄이고 가금육의 소비를 늘렸다. 또한 소득 증가율의 

하락으로 육류 소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많은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1인당 소비 측면에

서 포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그림 6>. 그리고 채식주의자의 증가와 육류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사회적 관점, 종교 또는 문화적 규범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 또한 육류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 변화, 비만, 기술 발전과 소비자 생활 방식의 변화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 이들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으로 변화시킨다. 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향상과 육류의 생산 방식은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비교적 새로운 

요인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그러한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할지라도 이는 세계 육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이 여전히 주요한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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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혼농임업 현황 및 
아세안 개발 가이드라인

박 미 선 * 2)

1. 들어가며

  혼농임업은 임업과 농축산업을 겸하는 집약적 토지 이용 형태로, 나무, 농작물, 동물(가축)

을 의도적으로 연계할 때 발생하는 생물학적 상호작용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Association for Temperate Agroforestry, 1997). 혼농임업은 나무, 농작물, 동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complexity)과 환경적 이질성(heterogeneity)을 

보여준다(Palma 외, 2006). 혼농임업의 복잡성과 이질성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혼농임업은 식량 안보, 에너지 공급,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증진, 

토지 복원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혼농임업에 대한 연구와 국제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아시아지역 혼농임업 현황과 아세안

국가 혼농임업 개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혼농임업

  국제산림정책에서 혼농임업은 꾸준히 정책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2000년에 설립된 유엔

산림포럼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혼농임업의 산림 복원 기능과 함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세계혼농임업센터(World Agroforestry Center)는 2003년부터 유엔산

림포럼 옵저버로 활동하면서 혼농임업 의제를 상정하고 혼농임업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고 있다. 세계혼농임업센터1)는 국제혼농임업연구위원회(The International Council 

 *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부교수(mpark@snu.ac.kr) 

 1) 세계혼농임업센터 홈페이지(https://www.worldagroforestry.org/abou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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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search in Agroforestry, ICRAF)라는 이름으로 개도국 혼농임업 연구 활성화를 위해 

1978년에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 지역 혼농임업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

다. 1991년에 혼농임업에 관한 전략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에 합류하면서 위원회에서 센터로 조직명을 변경하였고, 2002년에 세계혼농임업이라는 브

랜드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2) 세계혼농임업센터는 CIGAR의 주요 목적인 식량 안보 증진

과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센터는 아시아와 남미 지역까지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고, 6개 지역(남동부 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지부를 두어 44개 개도국과 협력하고 

있다<표 1>.

대륙 지역 국가

아프리카
남동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말라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서/중앙 아프리카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브라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아시아

동/중앙아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표 1>  세계혼농임업센터 연구 대상 지역과 협력 국가

  세계혼농임업총회(World Congress on Agroforestry)는 혼농임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4년 미국 

올란도에서 제1차 세계혼농임업총회(World Congress on Agroforestry)가 개최된 이후로 

5년마다 세계혼농임업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1차 총회는 82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올란도 

선언을 발표하였다. 올란도 선언은 혼농임업의 가구 소득 증대, 성 평등과 여성 참여 증진, 

건강과 복지 향상,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강조하였다. 제2차 총회는 2009년 8월 케냐 

나이로비, 제3차 총회는 2014년 2월 인도 델리,3) 제4차 총회(2019년)는 2019년 5월,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총회는 과학, 사회, 정책 간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여 혼농

임업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재정, SDGs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4) 

 2) 법률적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Research in Agroforestry (ICRAF)’ 유지

 3) 제3차 세계혼농임업총회(http://wca2014.org/)



3. 아시아 혼농임업 현황

  아시아 혼농임업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아시아 각국 혼농임업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혼농임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시아 혼농임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혼농임업과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Shin et al., 2020)에서 아시아지역 혼농임업 사례 연구 총 431개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도(122개), 중국(70개), 인도네시아(54개), 호주(35개) 순으로 혼농

임업 연구사례가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그림 1>  혼농임업 사례 연구 대상 국가 분포 

 자료: Shin et al.(2020), p.9.

  이 연구에서 아시아 혼농임업 유형과 생태계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다. 혼농임업은 크게 

순혼농임업(silvorable), 혼목임업(silvopastpral), 혼농축임업(agrosilvopastoral)으로 나뉜다

<표 2>. 아시아지역 혼농임업 사례 연구에서 두드러진 혼농임업 유형은 임지에 농작물을 

 4) 제4차 세계혼농임업총회(https://agroforestry2019.cira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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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거나 농지에 나무를 심어서 농작물과 목재를 함께 생산하는 순혼농임업이다<그림 2>, 

순혼농임업 사례는 플랜테이션 농업과 수목 관리, 정원, 방풍림/생울타리, 수변림 구조가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혼농임업 주요 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옥수수, 

고무, 코코넛, 잭프루트이다. 특히 고무와 커피는 아시아지역에서 재배되는 플랜테이션 농

업5) 주요 작물이다. 아시아 혼농임업 주요 수종은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포플러이다. 

혼농임업 유형 범주(국문) 범주(영문)

순혼농임업
(Silvorable)

개량 휴한농법 Improved or rotational fallow

타운야 Taungya

산림농장 Forest farming

수림대 농업 Alley-cropping 

다층적 농업 Multistory agroforestry

다목적 임업 Multipurpose trees

플랜테이션 농업과 수목관리 Plantation crops combination and tree management

홈가든(나무-농작물) Homegarden

방풍림 Shelterbelts and Windbreak/Hedgerows/ Live hedges 

화목 생산 Fuelwood production

혼목임업
(Sylvopature)

숲 방목지 Trees on rangeland or pastures

단백질(사료를 위한)이 
풍부한 나무 생산

Protein Banks

플랜테이션 농업과 목축 Plantation crops with pasture and animals

혼농축임업
(Agrosilvopastoral)

숲 양봉/곤충채집장 Apiculture with trees (Entomoforestry)

산림어업 Aquaforestry/Silvofishery

다목적 생울타리 Multipurpose woody hedgerows

홈가든(나무-가축) Homegardens involving animals

수변림 Riparian buffer strips

<표 2>  혼농임업 유형과 범주

자료: Shin et al.(2020), p.4.

   

 5) 환금 작물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상업적 농업농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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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시아 혼농임업 유형과 생태계서비스

 자료: Shin et al.(2020), p.12.

  아시아 혼농임업 연구에서는 혼농임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였는데, 

토양 순환,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 기능을 포함하는 조절 및 지지서비스(연구 사례의 

64.5%)가 주목을 받고 있다<그림 2>. 관광 및 교육 등 혼농임업의 문화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유형 생태계서비스 항목

공급서비스 식량, 섬유질, 수자원, 바이오에너지, 약용자원, 유전자원, 관상용 자원

조절 및 지지서비스
대기 질 유지, 탄소격리 및 저장, 정수/이수/정화, 질병 조절, 수분, 기후조절/사방, 

토양비옥도, 일차자원생산(유기체), 서식지 

문화서비스 종교적 가치, 지식/교육체계, 사회적 관계, 문화유산가치, 관광/생태관광

<표 3>  생태계서비스 유형 

 자료: Shin et al.(202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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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세안 혼농임업 개발 가이드라인

  아세안6) 농림장관회의(ASEAN Minister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eeting)에서 혼농

임업은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6년에 개최된 제38차 아세안 농림장관회의에

서 ‘아세안 농림식품 협력을 위한 비전 및 전략 계획 2016-2025(the Vision and Strategic 

Plan for ASEAN Cooperation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2016-2025)’을 승인하고 

7개 우선 협력 분야와 이에 관한 시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mes)을 선정하였다. 비전 

및 전략 계획 7개 협력 분야 중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에 대한 회복력 증진 분야에서 혼농임업

의 경제적/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혼농임업 시스템 확대를 시행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0차 아세안 산림고위급회의(ASEAN Senior Officials on Forestry) 결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는 아세안 혼농임업 개발 가이드라인(ASEAN Guidelines for Agroforestry Development, 

이하 AGAD)을 개발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농장, 농가, 경관 수준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혼농임업 

역할 증진

2) 아세안국가 혼농임업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 혼농임업 고등 교육 과정 개발 안내

3)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성장, 온실가스 감축, 토지 복원, 유역 보호, 성 평등, 사회/공동

체 임업,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SDG에 관한 목표 달성 지원

4) 혼농임업 개발 협력 활동을 통해 아세안국가 파트너십 강화

  아세안국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14개 원칙과 각 원칙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아세안 혼농임업 개발 가이드라인은 국가별 혼농임업 정책 및 

사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가이드라인은 아세안 국가 정책 결정자, 국가 

또는 지역 단위 사업 기획자, 투자자, NGO 등이 혼농임업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가이드라인은 제도, 경제, 환경, 사회-문화, 기술(설계), 의사소통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다<표 4>.

 6)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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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원칙

제도

원칙 1. 진흥 환경 조성

원칙 2. 효과적 조직 역량 확보

원칙 3. 효과적 협력과 참여 기반 의사결정 지원

경제
원칙 4. 혼농임업 재화와 생태계서비스 가치 인정

원칙 5. 혼농임업 투자 및 시장여건 조성

환경
원칙 6.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원칙 7. 트레이드 오프 이해 및 관리

사회-문화

원칙 8. 지역 지식, 전통에 대한 인지 및 존중

원칙 9. 성 평등과 사회 포용

원칙 10. 안전장치와 소유권(보유권)

기술(설계)
원칙 11. 컨텍스트 기반 혼농임업 설계

원칙 12. 참여 방식을 통한 혼농임업 작물 선정

의사소통
원칙 13. 혼농임업 지식에 관한 효과적 의사소통

원칙 14. 혼농임업 규모화와 지속가능성 계획

<표 4>  아세안 혼농임업 개발 가이드라인 원칙 

4.1. 제도 원칙 

원칙 1: 진흥 환경 조성 

  혼농임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책, 프로그램, 투자 개발이 가능한 제도 및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임업, 수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원칙(투명성, 형평성 등)도 혼농임업 설계, 정책결정, 실행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다. 혼농임업 프로그램, 사업, 정책 개발 과정에서 국제 협약, 협정, 동의서 등을 준수하

고, 국내 법률, 규정, 전략 등을 검토해야 한다(Guideline 1.1, 1.2). 혼농임업 활성화를 위해 

혼농임업을 전담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Guideline 1.3), 지역 단위 혼농임업 프로그

램, 전략 로드맵을 개발해야 한다(Guideline 1.4). 혼농임업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활성 조건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Guideline 1.5). 또한 토지소유권( 또는 이용권) 확보, 시장 접근성 

확대,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혼농임업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Guidelin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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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효과적 조직 역량 확보

  혼농임업 활성화를 위해서 혼농임업 전담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혼농임업 전문 

기관은 관련 지식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기반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 절차를 지원하고 결과와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Guideline 2.1). 전담

기관은 혼농임업 개발에 관한 기술적 역량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Guideline 2.2). 혼농임업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능력도 증진시

켜야 한다(Guideline 2.3). 혼농임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전수를 활성화하고, 혼농임업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혼농임업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교육 및 기술 훈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Guideline2.4). 혼농임업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Guideline 2.5). 아세안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 고등 교육 네트워크

를 활용해 대학 내 혼농임업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혼농임업 교육을 권장해야 한다

(Guideline 2.6). 또한  전담기관은 혼농임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야 한다(Guideline 2.7).

원칙 3. 효과적 협력과 참여 기반 의사결정 지원

  혼농임업 특성상, 혼농임업은 축산, 에너지, 수자원,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와 상호작용

이 중요하다. 아세안 기후변화 대응 다분야 프레임워크(the ASEAN Multi-Sectoral Framework 

on 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Forestry towards Food Security)에서 식량안보를 

위해 농림업을 강조하였듯이 혼농임업을 위한 부문 간 협력과 통합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혼농임업에 관한 협력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다양한 단계에서 혼농임업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 NGO, 농업인 조합, 원주민,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Guideline 3.1). 혼농임업 생산물과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별 

전략에서 고려되어야 한다(Guideline 3.2). 경관 관리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고 사회

적, 경제적, 환경적 기준에 근거하여 혼농임업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한다(Guideline 3.3). 

경관 관리 관점에서 혼농임업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책무를 조율하고

(Guideline 3.4),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적합성을 고려하고 공간 도구를 활용하여 혼농임업

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Guideline 3.5). 혼농임업에 관한 연구, 계획,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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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전통지식을 존중하여 활용하고(Guideline 3.6), 국가 목표 및 활동 계획, 국제 

협약, 합의,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혼농임업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Guideline 3.7). 

4.2. 경제 원칙 

원칙 4. 혼농임업 생산물과 생태계서비스 가치 인지

  혼농임업은 다양한 생산물과 서비스 편익을 제공한다. 혼농임업인은 생산물에 대한 수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혼농임업을 통해 생산된 

농림수산물은 인증과 브랜드화 과정을 거쳐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Guideline 4.1). 혼농

임업 가치 사슬 내에서 소농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혼농임업을 통해 생산한 

농림수산물 이용 과정에서 지역 지식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이익 분배를 보장해

야 한다(Guideline 4.2). 혼농임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인센티브 

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Guideline 4.3). 이를 위해 혼농임업 유형, 생산성, 수익성 등에 

관한 국가, 지역, 국제 데이터베이스 통합이 필요하다(Guideline 4.4).

원칙 5. 혼농임업 투자 및 시장여건 조성

  혼농임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간접적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혼농임업활동은 책임투자에 관한 아세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소농과 중소기업 대상 혼농임업 모델 지원을 위해 투자 회수 기간 연장, 저이율과 같은 

금융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Guideline 5.1). 자본가가 혼농임업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

록 장기적이면서 융통성 있는 투자와 토지이용 계획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Guideline 5.2). 혼농임업 가치 사슬을 개발하고 시장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유통을 개선해야 한다(Guideline 5.3). 혼농임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혼농임업 생산물 가공 및 마케팅 절차의 투명화와 간소화를 추진하고(Guideline 5.4), 혼농

임업 투자자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혼농임업 생산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제적 장애 요인

을 제거해야 한다(Guideline 5.5). 또한,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는 혼농임업에 대한 직간접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Guidelin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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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환경 원칙 

원칙 6.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혼농임업은 다양한 경관을 갖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혼농임업 활동은 다양한 생태계서

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혼농임업 개발은 생태계서비스 보존, 복원, 증진에 기여

한다. 적절한 계획 및 경영을 통해 경제적 손해 없이 생태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다양한 경관 단위에서 혼농임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Guideline 6.1). 이를 위해 혼농임업이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고(Guideline 6.2), 대규모 혼농임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Guideline 6.3). 혼농임업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하기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힘쓰고(Guideline 6.4),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혼농임업 

활동 표준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Guideline 6.5).  

원칙 7.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이해 및 관리

  트레이드 오프는 동시에 얻을 수 없는 편익의 균형을 의미한다. 다양한 작물을 통합적으로 

재배하는 혼농임업을 도입할 때,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적 

관점(작물의 배치)과 시간적 관점(투자와 회수)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단기 생산에 대한 소농과 중소기업의 의사결정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참여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Guideline 7.1). 혼농임업의 경제적 환경적 비용

과 편익을 측정하여 잠재적 트레이드 오프를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해야 한다(Guideline 

7.2). 혼농임업 도입 초기에는 농업인과 투자자의 소득을 고려하고 트레이드 오프를 관리하는 

방안(저이율, 장기 대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모색해야 한다(Guideline 7.3).

4.4. 사회-문화 원칙

원칙 8. 지역 지식과 전통 인지 및 존중

  혼농임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 문화적 가치 시스템, 전통지식 

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혼농임업 대상 지역의 전통지식, 관습적 가치 시스템을 인지하고 

존중해야 한다(Guideline 8.1). 사전 정보 동의 절차를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의 혼농임업 



아시아 혼농임업 현황 및 아세안 개발 가이드라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31

투자 승인을 보장하고(Guideline 8.2), 혼농임업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농임업에 대한 

지역 지식과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Guideline 8.3). 혼농임업 훈련, 기술, 토지 보유 및 이용

권, 시장 정보 등에 대한 지역 주민(특히 원주민과 소수 민족)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해야 

한다(Guideline 8.4). 혼농임업 경과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적 베이스라인

을 설정해야 한다(Guideline 8.5). 무엇보다도 혼농임업에서 지역 공동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Guideline 8.6). 

원칙 9. 성 평등과 사회 포용

  혼농임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과 사회 포용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Guideline 9.1). 소농, 원주민, 소수 민족 등이 혼농임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Guideline 9.2). 사회적 소외 집단이 대규모 기업 투자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Guideline 9.3). 성별 차이를 이해하고 여성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혼농임업에서 성 평등을 강화해야 한다(Guideline 9.4). 혼농임업에서 여성에게 특별히 요구

되는 활동이 존재할 경우 관련 혼농임업 기술이 성별에 민감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Guideline 9.5). 혼농임업에서 성 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 및 

훈련 시스템과 NGO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Guideline 9.6). 

원칙 10. 안전장치와 소유권(보유권)

  혼농임업에서 대부분 토지와 자연자원에 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다. 혼농임업이 공동체

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고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토지소유(보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혼농임업 대상 지역 이해관계자의 토지소유권을 이해하고(Guideline 10.1), 혼농임업 

계획단계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Guideline 10.2). 사회

적 갈등을 피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토지이용권을 보장해

야 한다(Guideline 10.3). 혼농임업 이해관계자가 혼농임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인지동의 권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Guideline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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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술 및 설계 원칙           

원칙 11. 컨텍스트 기반 혼농임업 설계  

  혼농임업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다른 지역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설계

가 중요하다.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지만 잘 설계한 혼농임업은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혼농임업

의 기회 요인과 장애 요인을 정의하고, 혼농임업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토지이용, 토양, 온도, 강우 등에 관한 생물리

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성별, 시장정보, 정책 등 사회경제적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Guideline 11.1). 미래 기후변화, 경제 상황, 정책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혼농임업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Guideline 11.2). 

생물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여건과 인프라, 시장, 정책 상황, 시공간적 요소와 관련된 

지역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혼농임업을 설계해야 한다(Guideline 11.3). 또한, 사회 문화적 

여건과 토지소유권 현황을 고려하여 사회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혼농임

업을 설계해야 한다(Guideline 11.4). 주요 환경 여건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과 보전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혼농임업을 시행하고(Guideline 11.5), 지속적인 교육과 평생학습을 

지향하고 교육 훈련 교재를 활용하여 혼농임업 기술을 지도해야 한다(Guideline 11.6).

원칙 12. 참여방식을 통한 혼농임업 작물 선정

  작물 선정은 혼농임업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한 의사결정이다. 혼농임업의 장단기 목적, 

생산 자원 및 기타 여건에 따라 혼농임업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혼농임업 대상 지역의 생물리학적 조건에 적합한 농작물, 수종, 어종을 선정해야 

한다. 혼농임업 생산물의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 관련 시장을 규명하고 시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작물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Guideline 12.1). 포용적이고 평등한 

과정으로서,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 작물을 규명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Guideline 12.2). 혼농임업 시행과정에서 기존에 아세안 국가들이 승인한 종자 

관리, 자생 식물 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침을 적용하고(Guideline 12.3),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이 

혼농임업 작물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활발히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Guideline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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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커뮤니케이션 원칙     

원칙 13. 혼농임업 지식에 관한 효과적 의사소통

  혼농임업에 관한 지식 공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해관계

자들의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수요와의 격차를 파악해야 한다(Guideline 13.1). 가치 사슬과 

경관적 접근에서 드러나는 이해관계자들이 혼농임업의 다양한 이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와 방법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해야 한다(Guideline 13.2). 혼농임업 

관련 기관들의 지식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계획과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고, 결과를 검토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Guideline 13.3). 모든 이해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Guideline 13.4).

원칙 14. 혼농임업 규모화와 지속가능성 계획 

  혼농임업 규모화를 주의 깊게 계획하고 컨텍스트를 잘 반영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다양한 부문 관계자가 혼농임업 규모화에 참여해야 한다(Guideline 14.1). 혼농임업 내부

적/외부적 기회 요인과 혼농임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부문의 전략과 계획을 검토하여 

혼농임업 규모화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Guideline14.2). 규모화를 위한 필요조건

을 파악하여 대상 지역에 적용해야 한다(Guideline 14.3). 무엇보다도 규모화의 핵심을 파악

해야 한다. 기술적 규모화는 작물 선정, 경영활동 설계, 농장 및 경관 규모 등을 포함하고, 

제도적 규모화는 소농 조직화, 파트너십 형성, 재정 체계 구축, 훈련 강화 등을 포함한다

(Guideline 14.4). 참여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모화 양식에 대해 서로 동의하

고(Guideline 14.5), 규모화 관련 이슈, 기회, 격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규모화 방법, 과정,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Guideline 14.6).

5. 종합 및 결론

  아시아에서 혼농임업은 전통적인 토지이용 방식이다. 혼농임업은 산림 분야에서 의제로 다루

어져 왔으나 농업 분야에서는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혼농임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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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치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혼농임업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아세안 혼농임업 개발 가이드라인은 아세안 국가들이 혼농임업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드러낸 결과이다. 이와 같은 지역 단위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혼농임업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2014년에 혼농임업정책(National 

Agroforestrly Policy)7)을 수립하였고, 네팔은 2019년에 혼농임업정책8)을 수립하였다. 아시

아 지역 혼농임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국가별 혼농임업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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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과 농업부문의 영향

이 병 훈 * 9)

1. 미·중 무역 분쟁의 개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까지도 갈등과 합의가 

반복되고 있다. 2018년 7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은 15개월 만인 2019년 10월에 이르러 부분합의(스몰딜)에 도달하였으며, 2020년 1월 

15일 1단계 합의 결과물인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협정’에 서명하였다. 

  협정문은 8개의 장(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식품 교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과 환

율, 교역 확대, 상호평가 및 분쟁 해결, 최종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를 보류하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협정문 제3장 농식품 교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농식품 교역 촉진을 위한 5가지 상호 협력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협정문 제6장 교역 확대에서 미국은 대두, 유지종자, 육류, 곡물, 

면화 등 217개 주요 농산물 세번(tariff lines)에 한하여 2021년까지 총 320억 달러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이행을 조속히 시행하며, 이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여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국의 합의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의 위치를 고려하면, 미·중 무역 갈등과 합의가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 

가격 및 대(對)중국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 합의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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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갖는 의미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합의문 중 농업부문 5대 협력사항 및 9개 

품목(류)별 조치 사항의 배경 및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향후 미·중 간의 역학관계에 

따른 이들 조치 사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2. 미·중 무역 분쟁의 의미와 전망

  현재 미·중 무역마찰은 강대국들 사이의 무역ㆍ통상이슈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을 넘어서 

21세기 패권경쟁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미·중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어 온 자유무역 질서가 미·중 경제전쟁을 

통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

시키고 중국의 추가적인 개방을 기대하였으나,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만 누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 확대를 통한 

성장이 중국의 정치적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중국이 무역을 통해 체제 전환을 할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양국 간 갈등 양상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야기한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최근 코로나19로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한 물류위기는 전 세계의 전방위적 생산에 영향을 주며 

탈세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상호 무역액이 감소하고,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중 무역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중요한 분기점

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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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장관들의 최근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제 중국과의 거래는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중국이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 탈동조화에 무게를 두겠다”, “지금까지 홍콩에 제공하던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정부는 외국기업 책임

법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을 제재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제는 무역분쟁이 관세·

통상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아 중국의 행보에 전방위적으로 주의해야 한다.1)

  미·중 신냉전은 향후 세계 경제패권과도 연관되어 있어 장기화가 우려된다. 중국은 아시

아 지역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패권국이 되고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G2로 부상한 중국은 거대해진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의지

가 강하다. 미·중 경제전쟁의 향방은 절대적인 힘, 전략, 지속가능성, 체제의 탄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미·중 신냉전이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일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면 지금 현재 우위에 있는 국가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위에 있지만,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어 향후 구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미·중 경제전쟁의 핵심 

갈등은 협상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합의가 나오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다시 양국 간의 다른 경제체제로 인해 무역

분쟁이 재발하여 기존 합의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미국의 초강경 압박에 중국은 지구전으로 맞서고 있다.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고 강국

을 선언한 ‘중국몽’ 달성을 위해 중국은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장벽을 쌓고 차단하

면, 중국 스스로 시장이 되고 스스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21세기 새로운 패권국이 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국가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패권국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미국이 WTO라는 국제기구가 아닌 

미국의 일방적인 힘에 의존하여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과 행동은 WTO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몰고 갔지

만, 이제는 중국 대 세계의 구도를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이다.2)

 1)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https://news.kotra.or.kr) (검색일: 2020. 07. 23). 

 2) “미·중 패권전쟁의 시나리오”(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0357) (검색일: 2020.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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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중 무역합의문의 농업부문 평가

3.1. 배경

  미·중 무역합의문의 농업 관련 사항은 중국과의 교역 있어서 미국의 전반적인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상품수지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농산물 부문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번 

1차 합의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빠르게 증가해 왔다. 

2000~17년 동안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820억 달러에서 3,357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역분쟁 발생 이전인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는 소비재와 자본재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반면 농수산식품 및 음료 부문은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그림 1>.

<그림 1>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상품수지

<미국 대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 <품목별 대중 상품수지(2017년)>

자료: 한국은행(2018). p.12.

  농산물은 미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이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

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사용해 왔으며 수출국인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무역분쟁 이전 미국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 규모는 캐나다 다음으로 많아 2016년 한 해 

동안 200억 달러 가까이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3)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전체 무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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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구조를 농산물 시장에서 완화하고자 수입쿼터를 포함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요구하였으며,4) 같은 해인 2016년 12월 15일, 중국을 WTO에 쌀, 밀, 

옥수수에 대한 수입쿼터(TRQ, 저율관세할당)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과도한 농산물 보조금 

지급 등 수출제한 혐의로 제소하였다. 이에 2017년 중국도 미국의 행위에 대응하여 미국의 

옥수수 주정박(DDGS)에 42.2∼5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시각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교역대상국의 규제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s on Foreign Trade Barriers)에 나타나 있다<표 1>. 

  미국은 중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농업보조금, 저율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 환급 및 관련 제도 등의 

조치가 무역을 왜곡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며, 이들 요인의 완화를 중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미국은 SPS와 관련하여 식품안전법,5) 축산물 수입금지조치, 생명공학작물 승인 등을 지적

하였다.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저위험 식품 수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품에 대해 공식인증을 

요구하여 수출 당사국뿐 아니라 중국의 무역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조치이며, 해당 조치가 식품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축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가금육, 쇠고기, 돼지고기 안전성 

증명이나 지역 인증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수입요건6) 등으로 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생명공학작물 승인과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의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

(NBC)에서 규제에 대한 승인이 보류 중인 제품 수의 지속적 증가가 무역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미국산 알팔파와 옥수수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TRQ 및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한 

바 있으며, 미국은 중국산 상품의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도 세계 옥수수 

및 콩 시장을 왜곡하고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조성주 외, 2019).

 3)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Dataweb. 2016년 중국의 총 농산물 수입액 기준 미국의 대중국 시장 점유율은 21%임.

 4) 미국의 윌버 로스(Ross)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중국의 공조를 역설함(Yahoo Finance, ’16.12).
 5)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해산물, 곡물 등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시설 및 상품에 관한 등록 요건을 

규정함.

 6) 수의약품, 성장촉진제, 동물건강 등과 관련된 요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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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5~19년 비관세장벽(NTB) 보고서의 중국 무역장벽

분류 무역장벽 ’15 ’16 ’17 ’18 ’19 내용

SPS

식품안전법 ○ ○ ○ ○ ○
 · 수출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중국이 식품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 가능 

축산물 
위생검역조치

○ ○ ○  · 수입을 특정 수입요건 등으로 시장 접근성 제한

생명공학작물 승인 ○ ○ ○ ○ ○
 · 생명공학작물 승인 보류와 중국과 다른 나라 사

이의 비동기화 확대는 무역의 불확실성 야기 

원예작물의 
시장접근

○  · 미국산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접근 승인 요청

수입
규제

농업보조금 ○ ○ ○ ○ ○
 · 중국의 목화, 돼지고기 및  밀, 옥수수, 쌀  등 곡

물 가격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지원조치는 불
공정한 정책

저율관세할당
(TRQ) 관리

○ ○ ○
 ·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대한 TRQ 적용은 곡

물수출업자들의 시장접근 제한

증치세(VAT) 환급 
및 관련정책

○
 · 세계 옥수수 및 콩 시장을 왜곡하고 불확실성 

유발

자료: 조성주 외(2019). p.5.

3.2. 의미

  1차 합의문에 명기된 미국의 조치 사항은 중국산 수입경보 해제를 위한 협의 착수, 기술협

의 개시, 식물위생 관련 규제통보 프로세스 작업 완료 등으로 중국의 조치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 사항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무역장벽보

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으로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입이 상당히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농업협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SPS, TBT 등7) 다양한 부문에서 농업협력이 

촉진됨에 따라 양국 간 대립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기술협력(기술이전, 인적 교류 

확대 등) 등이 개선될 것이며, 상호 관심 부문인 병해충 및 질병 발생, 농업 생산, SPS 정보공

유는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 전략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양국은 농산물 무역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SPS 조치를 지양한다는 내용에 합의했

다. 1995년 WTO 출범 이래 미·중 무역분쟁 발생 초기인 2018년까지 특정무역현안(Specific 

 7) 살충제 사용 기술 협의, 상호 관심부문에 대한 양국 전문가 소통 촉진 및 정보 공유 강화, 농업과 관련된 SPS 조치 협력, 
디지털 기반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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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Concerns: STC)8) 제기 건수를 살펴보면, 총 452건 중 피청구국이 미국인 경우는 

45건(10.0%)으로 전체 2위이며, 중국은 30건(6.6%)로 전체 3위를 기록하였다.9) 세계 1위가 

EU인 점을 감안하면, 단일 국가 1, 2위를 미국과 중국이 기록한 셈이다. 따라서 1차 합의문 

상 미국과 중국의 SPS 조치 지양 합의는 세계 SPS 제소 건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세계 

농산물 무역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TRQ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농산물 시장 접근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농업 교역시스템의 편익이 감소한다는 점을 중국이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밀, 쌀, 옥수수 TRQ에 대해 WT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협정문의 ‘상호평가 

및 분쟁해결’의 내용에 따라 TRQ 관리에 상호 간 협의해야 한다. 즉, 미국이 2016년 중국을 

WTO에 제소한 쌀, 밀, 옥수수 TRQ 운영의 불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농업생명공학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으로 중국은 국제표준 및 권고(국제식물보호협

약(IPPC)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따라 농업생명공학제품의 안전 평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는 지난 3년간(2015-17년) 중국 농업생명공학 기술 승인 절차의 예측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발생한 승인 절차 지연으로 미국산 옥수수 등 곡물 수출에 대한 무역 

혼란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해오던 미국이 이를 1차 합의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배종현, 

2018).

  마지막으로 국내 보조와 관련하여 미·중은 WTO 의무를 존중하며, 국내 보조 관련 통보의

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9년 2월 29일 WTO에서 발표한 미국의 중국 농산물 국내 

보조에 대한 제소 건 최종보고서10) 이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농업보조를 WTO

의 허용 보조 수준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중국이 이와 관련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경우 중국 농업 생산구조는 현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적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된다.

 8) WTO에 통보된 신규 또는 시행 중인 SPS(Sanitary and Phytosanitar) 조치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각 회원국은 WTO/SPS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자 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 등 분쟁 절차 따름. 

 9) https://www.koreasps.kr:444/webzine/201902/sub02-01.html.

10) 미국은 중국이 2012-15년 기간 간 곡물 생산자들에게 지불한 국내보조가 WTO 농업협정 제3조 2항과 제6조 3항 및 제7
조 2(b)항에 위배됨을 제소함. 미국은 중국이 동 기간 소맥, 쌀(인디카 및 자포니카), 옥수수 생산자들에게 가격지지 방식으
로 지불한 국내보조에 대해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함.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최종보고서
에서 중국의 국내보조가 WTO 농업협정의 해당 조항에 위배되므로, WTO 농업협정에 따른 미국의 이익을 무효화 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함. 패널은 분쟁해결기구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중국의 국내보조 관련 조치를 WTO 농업협정문 
해당 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함(어명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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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1차 합의문에는 중국이 유제품 및 유아용 조제분유, 가금육, 쇠고기, 살아있는 

번식우, 돼지고기, 육가공품, 쌀, 사료 및 주정박, 애완동물용 사료 등 9개 품목(호별)에 

대해 미국의 시장 접근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이 명시되었다.

  이들 9개 품목 중 사료 및 주정박,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외한 7개 품목(호별)은 2017년 

기준 중국의 대(對)세계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해당하지만, 해당 품목

에서 미국산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미국이 수출할 때 애로사항을 겪는 품목군에 속한다<표 2>. 따라서 미국은 이들 품목군의 

수출 확대를 위해 1차 합의문에 별도의 부속항목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중국은 2003년 미국의 광우병 사태 이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

지만,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간 무역·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합의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수입 쇠고기는 

30개월령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분쇄육, 기계분리육, 편도선 부위 등은 수입 대상에서 원천

적으로 모두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락토파민 잔류허용 기준치에 부합해야 했다. 

따라서 1차 합의문에는 2017년 문건에 추가적으로 ‘소 연령 요건(age requirement)5) 해지’, 

‘광우병 관련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 도입 금지’ 등 미국의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미국으로

서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요처로 급부상하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이 상당히 개선되었

고, 중국은 급증하는 자국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셈이다.

  중국정부는 2015년 미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부터 국내 조류독감 유입 

방지 및 국내 가금육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한 중국의 미국산 가금육 수입 재개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중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 급감으로 대체 육류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가금육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 및 유아용 조제분유는 중국의 주요 수입 농식품 중 하나이며, 낙농품 대부분은 

주로 뉴질랜드, 호주, EU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는 멜라민 분유 사건 

이후 유제품 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으며, 2013년 프랑스 다농 뇌물사건, 뉴질랜드, 폰테라 

박테리아 검출사건 등으로 인해 수입산 분유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당시 수입산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 리스트에 미국산, 일본산 등이 제외되어 한동안 

수입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이후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분유는 각각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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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수입이 집중되었고, 중국 수입낙농품 시장에서 미국산 낙농품 수입 비중은 대부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시장접근 개선 품목에 유제품 및 

조제분유를 포함시키고, 중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의 

개선 효과를 토대로 중국 수입낙농품 시장에서 미국산 낙농품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육류 가운데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은 세계 최대 육류 소비국인 동시에 

생산국이기도 하다. 작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양돈 사육은 급감했고 심지

어 양돈산업 자체가 붕괴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돈육 가격은 2배까지 

상승하였고, 중국 정부는 수입돼지 물량을 대부분 유럽과 브라질로부터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산은 보복관세, 통관지연 등 중국 정부 차원의 수입 저해조치로 인해 수출 확대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미국산 돼지고기의 시장접근 개선 품목 포함 

및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합의는 중국 수입돼지고기 시장에서 약 13%대의 미국산 비중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육가공품의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육가공품을 시장접근 개선 품목으로 제안한 것은 미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자국 내 타이슨, 스미스필드, JBS 등 세계적인 메이저 육가공업체 기업과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로비와 요청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육가공업체 입장에

서 최근 식습관이 서구화되어가고 있는 중국의 육가공품 소비시장은 매우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육가공산업의 외연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통한 SPS 규범 중 식품안전법, 축산물 위생검역조치의 완화 방침은 미국산 육가공품 

수출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쌀의 경우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양국 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가 해결되지 않아 미국산 쌀 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양국은 

미국산 쌀 수입에 합의(2017년 7월)는 하였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실제 시장접근은 

이루지 못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2월 25개의 미국 쌀 관련 시설이 중국으로 수출하도

록 승인 등록되었고, 이어서 G20에서 양국 정상 회의 직후인 7월 약 40t의 미국산 쌀이 

최초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중국 수입쌀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001%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 수입쌀시장에 약 50만 톤, 금액으로 연간 약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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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어치 쌀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USDA, 2020.05). 이로 인해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2017년 중국의 호별(HS 4단위)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액 

　
부류명 세계(A)

(천 달러)

중국 대세계 
수입 비중

미국(B)

(천 달러)
B/A

미국 대세계 
수출 비중HS 4단위

1 대두 1201 39,638 37.0% 13,940.60 35.2% 15.6%

2 조제분유 1901 4,474 4.2% 79.99 1.8% 0.8%

3 팜유 1511 3,496 3.3% 0.00 0.0% 0.1%

4 쇠고기 0202 2,992 2.8% 19.94 0.7% 2.0%

5 포도주 2204 2,798 2.6% 81.80 2.9% 1.1%

6 수지박 2301 2,421 2.3% 301.09 12.4% 0.5%

7 돼지고기 0203 2,221 2.1% 285.68 12.9% 3.3%

8 우유와 크림(농축) 0402 2,214 2.1% 83.13 3.8% 1.0%

9 식용설육 0206 2,198 2.0% 873.85 39.8% 1.2%

10 유채씨 1205 2,164 2.0% 0.00 0.0% 0.1%

13 쌀 1006 1,828 1.7% 0.01 0.0% 1.2%

20 가금육 0207 1,032 1.0% 0.00 0.0% 2.6%

24 우유와 크림(비농축) 0401 879 0.8% 0.28 0.0% 0.1%

44 치즈 0406 498 0.5% 60.23 12.1% 1.1%

60 생축우 0102 216 0.2% 0.00 0.0% 0.2%

99 버터 0403 67 0.1% 1.23 1.8% 0.1%

141 소시지외 육가공품 1602 9 0.0% 0.07 0.8% 0.9%

152 소시지 1601 3 0.0% 0.02 0.6% 0.4%

자료: UN Comtrade.

  한편, 미국의 시장접근 개선 9개 품목(호별) 중 사료 및 주정박, 애완동물용 사료의 경우도 

미국기업들의 중국 수출과 중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2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사료 생산 국가로 성장하여 2017년 기준 중국 내 

사료 생산량은 2억 2161만 톤을 기록한다. 하지만 중국의 사료 수입시장은 국내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편이며, 이는 중국 정부가 사료 및 사료 첨가제에 대해 

국가별 품목 제한 및 등록제를 엄격히 실시하는 등 수입 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이다11)(이유열, 2019). 미국 사료 제조업체도 역시 중국 당국에 새로운 사료 제품 및 

11) 중국 정부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령 제118호, 관련 수출입 검역관리규정>에 따라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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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주정박(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DDGS)12) 수출업체는 복잡한 제품 승인 절차에 직면하여 수출이 지연돼왔다. 따라서 1단계 

협의를 통해 미국 사료업체의 중국 시장 접근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3. 총평 및 향후 전망 

  미·중 무역 분쟁의 발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무역적자의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을 요구한 데에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상품수지 부문에서 흑자 부문인 농산물 부문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

으며, 전략적으로 이번 1차 합의에 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번 미·중 무역합의문의 

농업 관련 사항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비관세 무역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의 개선에 

관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전반적인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양국의 합의 내용이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내 내수 위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

지 않고 있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부정적인 세계 무역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1단계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동안 2,0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을 추가 수입하기로 하였으나<표 3>, 2020년 1분기 기준 이행목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더하여 미·중 분쟁과정에서 미국산 제품

에 대한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및 2021년 남은 합의 기간에 1단계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확대 품목에서 중국이 기존 수입국 상품 수입을 

감축하고 미국산으로 대체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시점에서 1단계 합의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및 사료 첨가제에 대해 국가별·품목별 등록제도를 시행 중임.

12) 양조 또는 에탄올 제조에 사용된 옥수수의 부산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료 원료로 이용됨(Waldroup et 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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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의 품목별 추가 대미수입 계획(미·중 1단계 합의 사항)

품목(품목수)

2017년 중국의 대미 추가 수입

미국의 대세계 
수출

중국
2020 2021

2년 
합계대미 대세계

공산물 (321)

 - 산업기계(86), 전기장비(45), 의약(6), 

항공기(1), 수송기기(2), 광학/의료(9), 

철강(35), 기타(137), 기타(137) 

6,276 77

(9.1)

8,676

(100.0)

329 448 777

농산품 (217)

 - 대두(2), 육류(12), 곡류(16), 면(3), 

기타(184)

1,535 241

(19.3)

1,250

(100.0)
125 195 320

에너지
 - LNG(1), 원유(1). 정유제품(7), 석탄(1)

840 68

(3.2)

2,110

(100.0)

185 339 524

서비스
 - 지재권 이용료, 여행/관광, 금융/보험, 

클라우드, 기타
128 251 379

합계 767 1233 2000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4.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4.1. 수출입 구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양국 간 농산물 수출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양국의 

수출입시장에서 경합하는 다른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호주와 같은 쇠고기 수출국의 수출구조와 우리나라와 같은 쇠고기 수입국

의 수입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세계 농산물 무역구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고 가격변동성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과 2019년 우리나라 수입돼지고기 시장에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이후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서 미국산 수입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산 돼지

고기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선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한미 FTA로 미국산 돼지고기에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가 적용되어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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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돼지고기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8년 21만 9천 톤, 2019년 약 23만 7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52.3%에서 53.1%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대신 호주

산 쇠고기 수입이 축소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상승하고, 호주산 쇠고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호주산 쇠고기 물량 일부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대두 수입량과 점유율도 급증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브라질

산 수입량이 증가했지만, 미국산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대두 시장에서 

미국산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해당국 수출입 구조뿐만 

우리나라와 같이 제3국의 수입구조도 동시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국내 농산물 수입시장 영향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영향 품목인 대두와 돼지고기는 우리의 주요 수입 품목이라는 

점에서 국제가격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두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브라질산 수입확대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국산 대두 수입이 

늘어난 바 있다. 중국이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확대할 경우 미국산 

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합의 이행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

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대두 수입액은 7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수입대상국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31.5억 달러로 43.8%를 차지했

으며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다. 반면 2019년 최대 수입국이었던 대 브라질 수입액은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감소했다. 2019년 1분기와 2020년 1분기의 톤당 수입

가격을 보면 미국산의 경우 404달러와 403달러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브라질산은 437달러

에서 409달러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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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분기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액은 1억 6,131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억 4,255만 

달러 대비 13.2% 증가했다. 수입대상국별로 보면 최대 수입국인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1억 4,12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 수입가격은 톤당 448달러로 전년 

동기의 438달러에 비해 상승하였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수입액은 2019년 1분기 9.4억 달러에

서 2020년 1분기 34.8억 달러로 269.2% 증가했다. 수입대상국별로 보면 미국산 수입이 

같은 기간 0.7억 달러에서 5.2억 달러로 701.5% 증가했다. 수입액 비중도 6.9%에서 14.9%로 

8%p 증가해 스페인(19.2%)과 독일(16.2%)에 이어 3위의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2019년 1분

기와 2020년 1분기의 톤당 수입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1,391달러에서 2,495달러로 크게 

상승했다. 최대 수입국인 스페인산도 1,854달러에서 3,102달러로 상승했다. 

  2020년 1분기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액은 3억 8,48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4억 5,824

만 달러에 비해 16.0% 감소했다. 수입대상국별로 보면 최대 수입국인 미국으로부터 수입액

이 1억 3,56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수입가격은 톤당 2,832달러로 전년 

동기의 2,590달러에 비해 상승하였다.

  쌀의 경우도 1단계 합의 결과 중국의 국내 수입쌀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쌀 생산국이자 수입국 및 소비국으로서 매년 쌀 400만 톤을 수입하는 

쌀 순수입국이다.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시 중국은 쌀 532만 톤을 관세 1%의 TRQ를 

통해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쌀 종류별 수입 비중은 장립종과 비장립종 각각 266만 톤씩 

균등하게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보복관세가 해제되고 식품 규제 환경

이 완화되어 미국 쌀이 중국으로 수출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아시아산 장립종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현재 TRQ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중단립종 쌀 중심으로 연간 

약 50만 톤씩 3억 달러 수준의 쌀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중국의 국가별 유형별 쌀 수입 실적 현황(2019)

국가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기타 합계

장립종 577,922 496,548 445,472 440,135 224,865 - 68,597 2,253,539

중단립종 25,686 29,708 78,588 38,972 - 48,513　 5,157 226,624

합계 603,608 526,256 524,060 479,107 224,865 48,513 73,754 2,480,163

비중 24% 21% 21% 19% 9% 2% 3% 10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검색일: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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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중국으로 미국산 쌀 수출이 확대될 경우 미국 내 재고율이 개선되고, 미국산 중단

립종 쌀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보다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40만 8천 톤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으로부터 매우 큰 비중인 13만 2천 톤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금액으로는 2019년 

약 1억 1000만 달러이고 한화로는 약 1,28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수입단가 상승 시 수입금액

도 증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공용으로 공매할 경우 공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쌀 가공산업의 수익성과 국내 물가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으로부터도 쌀 약 15만 7천 톤을 TRQ물량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쌀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쌀 순수입국, 

즉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고 수입량이 수출량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미국산 쌀 수입이 

중국의 부족분 내에서 확대된다고 해도 중국 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중국산 도입가격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3. 대중국 농산물 수출시장 영향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에 의해 중국이 9개 품목(류)에 대해서 미국의 시장접근을 개선하

는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품목(류)에 따라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9개 품목(류) 중 이에 해당하는 품목(류)은 유제품이다. 

  최대 수입 품목은 영유아용 조제분유(HS 1901.1010)와 분유(HS 0402)로 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인한 중국 소비자들의 국내산 분유에 대한 불신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 세계 품목별 수입액(2017~2019년 평균) 비중을 보면 영유아용 조제분유(HS 1901.1010)

가 4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유(HS 0402) 25.4%, 우유(HS 0401) 9.4%, 유장(HS 0404) 

6.3%, 버터(HS 0405) 5.4%, 치즈(HS 0406) 5.0%, 밀크알부민(HS 3502.2000) 2.4%, 발효유

(HS 0403) 0.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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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의 유제품 품목별 대 세계 및 대 한국 수입 추이

<對 세계 수입 추이> <對 한국 수입 추이>

 HS 0401     HS 0402     HS 0403   

 HS 0404     HS 0405     HS 0406

 HS 1901.1010     유제품 전체 

 HS 0401     HS 0402     HS 0403   

 HS 0404     HS 0405     HS 0406

 HS 1901.1010     유제품 전체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출처: 조성주 외(2020). p.11.

  주로 벌크포장의 원료로 사용되는 분유의 경우, 국내산 유류(乳類奶类)와 분유 제품에 

대한 불신, 관세율 하락, 국내외 가격 차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최대 수입 품목의 

지위를 줄곧 유지했다. 특히 멜라민 분유 사건을 계기로 대폭 증가한 분유 수입량은 2014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중국 정부의 TBT 조치(포장, 증명 등) 강화 등으로 2015년 수입량이 

전년 대비 65.7% 감소하면서 영유아용 조제분유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유제품 수출액은 2002년 69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547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9년 8,463만 달러로 감소했다. 품목별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영유아용 조제분유가 6,278만 달러로 74.2%, 우유가 1,913만 달러로 22.6%를 차지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생우유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은 각각 1.2%(9위)와 1.7%(7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각각 0.05%(20위), 0.6%(11

위)를 차지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은 한국의 대(對)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생우유와 영유아용 조제분

유에 대한 중국의 수입제도개선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산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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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국 수입 유제품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순위(2019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0401(우유) HS 0402(분유) HS 0403(발효유)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뉴질랜드 459 41.7 뉴질랜드 2,263 71.2 독일 37,038 63

2 독일 200 18.2 호주 356 11.2 오스트리아 5,143 8.7

3 프랑스 144 13.1 독일 75 2.4 뉴질랜드 4,599 7.8

4 호주 96 8.7 네덜란드 71 2.2 프랑스 4,326 7.4

5 폴란드 49 4.5 프랑스 71 2.2 호주 2,407 4.1

6 영국 41 3.7 아일랜드 43 1.4 스위스 1,960 3.3

7 한국 19 1.7 스페인 41 1.3 스페인 1,223 2.1

8 벨기에 19 1.7 핀란드 38 1.2 미국 783 1.3

9 스페인 18 1.6 우루과이 35 1.1 그리스 318 0.5

10 아일랜드 18 1.6 벨라루스 31 1 아일랜드 261 0.4

합계 1,063 96.5 　 3,024 95.1 　 58,058 98.7

순위 HS 0404(유장) HS 0405(버터) HS 0406(치즈)

1 미국 116,624 19.2 뉴질랜드 372,436 79.8 뉴질랜드 284,297 54.5

2 프랑스 109,931 18.1 프랑스 39,135 8.4 호주 71,845 13.8

3 독일 61,763 10.2 벨기에 14,225 3 미국 36,675 7

4 네덜란드 55,572 9.1 네덜란드 11,549 2.5 덴마크 24,791 4.7

5 아일랜드 40,918 6.7 호주 10,705 2.3 프랑스 24,075 4.6

6 벨라루스 28,686 4.7 독일 5,210 1.1 이탈리아 23,391 4.5

7 폴란드 27,322 4.5 아일랜드 2,781 0.6 아일랜드 10,329 2

8 아르헨티나 23,974 3.9 덴마크 2,270 0.5 독일 9,785 1.9

9 덴마크 23,029 3.8 영국 2,110 0.5 네덜란드 6,378 1.2

10 핀란드 19,356 3.2 아르헨티나 1,820 0.4 영국 6,120 1.2

합계　 507,175 83.5 462,241 99.1 　 497,686 95.3

순위 HS 1901.1010(영유아용조제분유) HS 3501.1000(카세인) HS 3502.2000(밀크알부민)

1 네덜란드 1,615,107 31.1 뉴질랜드 36,904 76.1 미국 79,150 25.9

2 뉴질랜드 1,214,248 23.4 아일랜드 4,529 9.3 독일 72,599 23.8

3 아일랜드 771,781 14.9 캐나다 2,906 6 호주 45,797 15

4 독일 402,741 7.8 독일 1,650 3.4 덴마크 44,048 14.4

5 프랑스 377,233 7.3 아르헨티나 1,227 2.5 뉴질랜드 39,305 12.9

6 덴마크 256,580 4.9 미국 486 1 프랑스 12,220 4

7 호주 231,772 4.5 우크라이나 229 0.5 네덜란드 5,038 1.6

8 스위스 97,033 1.9 프랑스 184 0.4 영국 3,167 1

9 한국 62,775 1.2 네덜란드 119 0.2 아르헨티나 1,771 0.6

10 폴란드 38,416 0.7 벨기에 108 0.2 폴란드 1,475 0.5

합계 5,067,686 97.7 　 48,342 99.6 　 304,570 99.7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출처: 조성주 외(202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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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중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호 추가관세는 유지되며, 향후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미국산 영유아용 조제분유에는 15% 최혜국세율(MFN) + 25% 보복관세, 생우유에는 

15% MFN + 25% + 5% 보복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13)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경우 한국산보

다 미국산의 수입단가가 높고, 미국산에 MFN 관세 15%와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

하면 가격경쟁력은 우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4.4. 시사점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시장접근 농산물 품목 9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산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대 중국 수출액이 많은 영유아 조제분유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력 수출농산물 중 

하나이므로 상품 차별화 및 신흥시장 개척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규모는 작으나 대중국 수출 성장세가 가파른 반려동물용 사료, 쌀과 같은 신흥수출품목

에 대해서도 미국산의 품목 점유율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1단계 합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확대하면, 미국산 돼지고

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2019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가격은 상승할 것으

로 보이고, 사육과 도축 두수 모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돈육 

가격 변동 심화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입선의 다변화

라든지 양돈 농가의 사육두수 조정을 위한 적정 입식 유도 등 종합적인 수급 및 가격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확대는 미국산 대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수입해온 

미국산 대두의 대체재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브라실산 대두가 일부 용도에서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도입되는 미국산 및 브라질산 대두는 채유용으로써 식용을 생산하

는 국내 대두 생산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두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이용해 가공 및 판매하는 국내 식품업

체의 수익성 악화라든지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3) 조성주 외(202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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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에 따라 해당 품목의 국제시장 가격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이나 국내수급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영유아 조제분유, 쌀, 육가공품 등 일부 수출품목들과 국내 수입농산물을 이용하는 

국내식품업체와 소비자들의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고 평가되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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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비료정책과 유기농업

박 차 미 * 14)

1. 농업현황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동남아시아 말레이 제도에 있으며 1만 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

된 세계 최대의 도서국이다. 국토 면적은 190만km
2로 한반도의 약 9배 크기이며 인구 대다수

가 사는 주요 섬으로는 자바(Jawa), 수마트라(Sumatera), 술라웨시(Sulawesi), 깔리만딴(Kalimantan), 

빠뿌아(Papua)섬과 말루꾸 제도(Kepulauan Maluku), 누사뜽가라(Nusa Tenggara)가 있다. 

기후는 열대성 몬순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5~27℃, 연평균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풍부한 편이다. 

  총인구 2억 7,000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GDP 성장률은 연평균 5%를 상회하고 있다. 2000년 780달러이었던 1인당 

GDP가 2019년 4,450달러로 증가할 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GDP 비중은 제조업 19.9%, 도매업 13.0%, 농림어업 

12.8%, 건설 10.5%, 광산업 8.1%, 교통 5.4%, 금융 및 보험서비스 4.2%, 기타 26.1% 순으로 

최근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1)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28.6%가 농업에 종사하고, 44%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농지면적은 국토의 31.5%인 5,700만 ha에 해당하며, 산림면적은 4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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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OTRA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 
setIdx=403&dataIdx=178278) (검색일: 2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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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3만 ha에 달한다. 그러나 농업 기반시설과 용수관리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경작 가능한 

토지 2,520만 ha 중 관개시설이 정비된 면적은 26.7%가량에 불과하다. 농가 규모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농가 중 평균 경작지 면적이 2ha 미만인 농가가 89.1%를 차지할 정도로 

소농이 다수며, 특히 0.5ha 미만을 경작하는 한계 농가(gurem)가 57.1%를 차지한다(BPS, 

2019).

<표 1>  인도네시아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1990 2000 2010 2019

GDP 십억 USD 106.1  165.0 755.1 1,204.5

인구 백만 명 181.4 211.5 241.8 270.6

1인당 GDP USD 585.1 780.2 3,122.4 4,450.7

농업GDP비중 % 21.5 15.7 13.9 12.7

농업고용비중 % 54.0* 45.3 39.1 28.6

농업면적비중 % 24.9 26.0 30.7 31.5**

농촌인구비중 % 69.4 58.0 50.1 44.0

주: *1991년 기준 **2016년 기준임.
자료: World Bank Data(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20.3.26.). 

  인도네시아의 농지 형태는 크게 습지와 건조지로 나누어지며 지형에 따라 저지대 수리답

과 천수답, 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농업 지역에는 북부 수마트라(Sumatera Utara), 

리아우(Riau), 남부 수마트라(Sumatera Selatan), 람풍(Lampung), 서부 자바(Jawa Barat), 

중부 자바(Jawa Tengah), 동부 자바(Jawa Timur), 동부 누사뜽가라(Nusa Tenggara Timur), 

서부 깔리만딴(Kalimantan Barat), 남부 술라웨시(Sulawesi Selatan), 빠뿌아(Papua) 주가 

속한다(BPS, 2018).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생산은 식량 작물과 플랜테이션 작물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생산에

서 쌀,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대두 등의 식량 작물은 약 24%를, 기름야자(oil palm), 사탕수

수, 코코넛, 고무, 커피 등의 플랜테이션 작물은 26%를 차지한다. 그밖에 채소류로 고추, 

셜롯(shallot), 양배추를 주로 재배하고, 과일은 바나나, 망고, 오렌지 등을 생산한다(BPS, 

2019). 

  쌀은 인도네시아의 주식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중요한 곡물이다<표 2>. 2018년 기준, 

쌀은 총 1,600만 ha에서 8,304만 톤, 옥수수는 총 568만 ha에서 3,025만 톤이 수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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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정부 전략에 따라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인도네시아 주요 작물 생산현황

단위: 천 ha, 천 톤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팜유
재배면적 10,755 11,260 11,202 12,383 14,327

생산량 29,278 31,070 31,731 34,940 40,567

쌀
재배면적 13,797 14,117 15,156 15,712 15,995

생산량 70,846 75,398 79,355 81,149 83,037

옥수수
재배면적 3,837 3,787 4,444 5,533 5,680

생산량 19,008 19,612 23,578 28,924 30,254

사탕수수
재배면적 473 456 447 420 417

생산량 25,754 25,349 23,630 21,910 21,744

고무
재배면적 3,606 3,621 3,637 3,659 3,671

생산량 3,153 3,145 3,307 3,630 3,630

자료: BPS(http://www.bps.go.id/)(검색일:2020.3.26.),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0.3.26.)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으로 수마트라와 깔리만딴에서 팜유의 원료인 기름

야자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2018년 기준 1,433만 ha의 농지에서 재배된 팜유 생산량은 

4,057만 톤으로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세계 팜유 수요가 늘어나고 

국내 바이오 디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팜유의 연간 생산량은 증가세에 있다

(FAS/USDA, 2019a). 한편 사탕수수 생산량은 2014년 2,575만 톤에서 2018년 2,174만 톤으

로 감소하였으나, 고무는 같은 기간 315만 톤에서 36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

아는 코코넛 열매인 코프라를 290만 톤 생산하여 종자유, 씨박 등을 식용과 사료용으로 

이용한다(BPS, 2019).

  이와 같은 기업영농 작물(estate crops)의 생산에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본격적인 팜유 생산은 1970년 후반 국영기업을 통한 직접 투자로 시작되

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 재분배, 지역개발, 고용 창출, 국가 안보 등의 목적으로 

영농기업의 이주 제도를 도입하였다(Budidarsono et al., 2013). 이후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가 늘어나게 되어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팜유 생산자는 주로 플랜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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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소농으로 총 팜유 생산량에서 플랜테이션 기업 대 소농2)의 생산 비율은 2:1 정도다.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팜핵박, 팜핵유, 팜유의 

수출량이 전 세계 수출의 각각 66.5%, 58.4%, 56.6%를 차지한다(FAS/USDA, 2020). 2017년 

기준, 팜유의 수출액은 185억 달러, 수출량은 2,730만 톤으로 국내 총생산량의 67.3%를 

인도, 중국, EU 등지로 수출한다. 이외에도 신선 커피, 천연고무, 코코넛, 궐련 등이 수출 

품목이다. 

  주요 수입 농산물은 밀, 분밀당, 대두, 대두박, 생면, 마늘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곡물류 

순수입국으로 특히 밀가루 가공식품과 사료 원료 수요가 많아 밀 수입량이 많다(FAS/USDA, 

2019b). 2017년 인도네시아의 밀 수입액은 36억 달러, 수입량은 1,045만 톤이다. 밀에 이어 

대두박의 수입량은 413만 톤으로 인도네시아는 대두박을 생산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한

다(FAS/USDA, 2019a). 수입 대두는 주로 식품으로 이용하며 대두박은 사료로 사용한다. 

또한 원당(raw sugar)은 수입 규제에 따라 정제 후 식음료로 가공되어 소비된다(FAS/USDA, 

2019c). 

<표 3>  인도네시아 주요 농산물 수출입량 (2017)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품 목 수 량 금 액

수 출

팜유 27,309 18,513

팜핵박(palm kernel cake) 3,851 2,211

건조 천연고무 3,283 5,092

지방산(fatty acids) 2,756 2,229

팜핵유(palm kernel oil) 1,631 2,211

기타 조제지방 917 828

수 입

밀 10,454 3,628

대두박 4,132 1,841

분밀당(sugar raw centrifugal) 4,101 2,292

대두 2,538 1,285

생면(cotton lint) 788 1,268

양조찌꺼기 565 174

자료: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검색일: 2020.3.26.).

 2) 일반적으로 팜오일 재배면적 25ha 미만의 농가를 의미함(FAS/USD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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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료생산과 지원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9년부터 국영 비료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학비료

의 가격 보조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1990년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던 가격 보조정책은 2003

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Urea(질소질비료), SP36(인산질비료), ZA(질소질비료), NPK(복합

비료)에 한해 재개되었다(OECD, 2012).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부터는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기질비료의 가격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비료 가격 보조정책의 기본 방향은 가격 보조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특히 쌀, 옥수수, 대두 등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전체 농지의 74.3%가 산성토양으로 비옥도가 낮아 주요 작물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

다(ISRI, 2019). 나아가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3)와 무기질비료의 균형시비를 

장려하고 점진적으로 유기질비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료 가격 보조를 시행하

고 있다(MoA, 2019a). 소농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의 농업 특성상 이러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비료 수급과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것 또한 가격 보조의 목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 또는 최소기술요건(Persyaratan Teknis Minimal, PTM)에 따라 

비료의 품질과 규격을 관리하고 보조비료의 조달과 분배를 감독한다. 

  인도네시아의 보조비료 법규체계는 「정부 관리 재화로서의 보조비료 지급에 관한 대통령

령」(2011년) 제15호에 따라 통상부(Ministry of Trade),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등 4개 부처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다. 먼저 산업부는 비료 공정규격 등 비료산업을 관리하고 재정부는 보조금 지급 절차와 

책무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다. 통상부와 농업부는 보조비료 분배에 직접 

관여하는 부처로 농업부는 보조비료의 수요를 바탕으로 할당량을 결정하고 농민이 보조비

료 구매 시 지급하는 최고소매가(Harga Eceran Tertinggi, HET)를 책정한다(Sudaryanto, 

2014). 통상부는 보조비료의 조달과 분배 규정에 따라 생산업체에서 농민으로 이어지는 

폐쇄형 운송시스템을 통제한다(Suryana, 2019).

 3) 동·식물 및 기타 유기성 폐기물이 액체 또는 고체 형태로 가공된 것으로 무기물 및 미생물이 풍부하여 토양의 양분과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키고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데 쓰임(유기질비료, 바이오비료, 토양개량제 등록에 관한 농업
부 장관령, 2019: 제1호). 무기질비료의 상대개념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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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비료의 지원대상은 농림업, 축산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2ha 이하(어민의 

경우 1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민집단(Poktan)4)에 가입한 농민이다. 각 마을의 

농민집단은 구성원의 농지 규모를 기준으로 ‘비료 수요 결정계획(Rencana Definitif Kebutuhan 

Kelompok, RDKK)’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 정부에 제출한다. 각 행정단위의 수요량이 국가 

전체로 집계되면 농업부가 검토를 통해 해당연도 보조비료의 수요량과 소매가격을 결정하

고 재무부에 예산을 신청한다<그림 1>. 

  농업부는 국영 비료회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료업체가 각 지역의 수요량을 충족하

는 비료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보조비료의 수요량 확정은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민의 보조비료 신청과 국영기업의 비료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중앙정부가 통제한다.

<그림 1>  인도네시아 보조비료 신청 및 할당 구조

자료: MoA(2019a).

 4) 농민집단(Kelompok Tani 또는 Poktan)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들이 협동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여러 
농민집단은 경영 효율성을 위해 집합체인 농민조합(Gapoktan)을 구성할 수 있음. 농민집단 또는 농민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은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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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비료는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재화로서 농업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통합관리 

대상이다<그림 2>. 농업부가 관련 중앙부처를 지정하여 구성한 보조비료관리팀(Tim 

Pengawas Pupuk Bersubsidi, TP2B)과 각 주 또는 군/시의 행정 단위별 비료농약관리위원회

(Komisi Pengawas Pupuk dan Pestisida, KP3)가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의 비료농약관

리위원회(KP3)는 현장에서 조사공무원, 농촌지도사와 협력하여 농민과 비료업체 등을 모니

터링하는 역할을 한다(Hermanto, 2019).

<그림 2> 인도네시아 보조비료 관리체계

자료: MoA(2019a).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기업인 뿌뿍 인도네시아(PT Pupuk Indonesia)5)를 통해 1969년부

터 보조비료를 생산·유통하고 있다(Hermanto, 2019). 뿌뿍 인도네시아는 5개 자회사를 

통해 보조비료과 일반비료(비보조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5) 1959년 뿌뿍 스리위자자(PT Pupuk Sriwidjaja)로 설립, 2012년 뿌뿍 인도네시아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공기업 지
주회사로 운영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전역에 10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비료·석유화학·농약 제품의 생산, 유통, 무역, 컨설팅
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함(http://www.pupuk-indonesia.com/id/: 20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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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량은 1,142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4>. 2018년 기준 비료의 생산량은 요소비

료(Urea)가 629만 톤, NPK가 263만 톤인 데 반해 ZA 86만 톤, SP36 79만 톤, 유기질비료가 

69만 톤에 불과해 비료산업이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요소비료의 생산에 주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뿌뿍 인도네시아(PT Pupuk Indonesia)그룹의 비종별 생산 실적

단위: 천 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무기질비료 10,904 11,027 12,133 10,590 9,086

Urea(요소비료) 6,917 6,464 6,838 6,286 5,988

SP36(인산질비료) 282 828 943 798 383

ZA(질소질비료) 695 894 1,051 860 490

NPK(복합비료) 3,001 2,841 3,286 2,632 2,214

ZK(칼리질비료) 9 - 15 14 11

유기질비료 842 669 687 692 466

합계 11,746 11,696 12,820 11,282 9,552

주: *해당연도 10월까지의 자료.
자료: MoA(2019b). 

  비료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료 

보조금 예산은 29조 5,000억 루피아(약 23억 달러)로 2018년과 비교해 7.1% 증가하였다

(ISRI, 2019). 보조금 지출 증가세는 보조비료의 배분 물량이 증가했다기보다 생산시설의 

노후화, 천연가스의 공급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보조비료의 생산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Suryana, 2019). 

  인도네시아의 보조비료 수급은 비종별 배분 물량이 실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5>. 2019년 기준 농민의 보조비료 신청 물량은 총 2,340만 톤이나 보조 물량은 

887만 톤으로 충족률이 37.9%에 그쳤다. 요소비료의 보조 물량이 382만 톤으로 수요 충족률

(65.3%)이 가장 높았으며 유기질비료의 경우 665만 톤의 수요량에 비해 94만 톤만이 분배되

어 충족률(14.2%)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유기질비료를 중심으로 비종별 수요에 알맞은 

생산과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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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도네시아 정부지원 수요와 보조 물량(2019)
단위: 천 톤

구 분 신청 물량(A) 보조 물량(B) 차이(A – B) 충족률(B/A, %)

무기질비료 16,753 7,926 8,827 47.3

Urea(요소비료) 5,862 3,825 2,037 65.3

SP36(인산질비료) 2,793 779 2,014 27.9

ZA(질소질비료) 2,204 996 1,208 45.2

NPK(복합비료) 5,894 2,326 3,568 39.5

유기질비료 6,654 948 5,706 14.2

합계 23,407 8,874 14,533 37.9

자료: Sudrajat(2019).

3. 보조비료의 유통

  뿌뿍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문 보조비료의 조달과 분배에 관한 통상부 장관령」(2013년) 

제15호에 따라 보조비료의 전국적 공급망을 통합 관리한다<그림 3>. 통상부 장관령에 따라 

보조비료가 생산공장 창고(라인Ⅰ)에서 마을 단위 키오스크(라인Ⅳ)까지 운송되는 모든 과정

은 보조비료의 종류, 품질, 규모, 장소, 시기, 가격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하는 ‘6개 원칙(6 

Tepat)’에 따라 규제된다(MoA, 2019a).

  보조비료의 분배체계는 비료업체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된 지역에서 할당받은 보조비료

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비료의 중복 분배 또는 누락을 방지한다. 보조비료는 생산공

장이 위치한 지역의 창고(라인Ⅰ)에서 지정된 주(州)의 창고 또는 비료포장소(라인Ⅱ)로 운송

된 후 다시 지정된 시·군 단위의 창고(라인Ⅲ)로 유통된다(Rachman과 Sudaryanto, 2010). 

이때 비료 제조업체는 라인Ⅲ에 해당하는 지역까지의 보관창고를 소유하고 관리한다

(Sudrajat, 2019). 이어서 유통업체는 시·군 단위의 창고(라인Ⅲ)를 두고 지정된 마을의 소매

업체(라인Ⅳ)에 할당량을 공급한다. 분배체계의 종착지인 마을 단위 키오스크는 해당 지역 

농민에게만 보조비료를 판매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농민은 특정 키오스크에서만 보조비

료를 구매할 수 있다. 통상부 규정에 따른 분배체계에서 마을 단위 키오스크는 최종단계가 

되는데 이는 ‘비료 수요 결정계획(RDKK)’에 따른 비료 구매의 책임은 농민에게 있다

(Rachman과 Sudaryanto, 2010). 따라서 분배된 비료가 마을 단위 키오스크까지 전달되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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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만을 통상부에서 규제한다. 

  앞서 언급한 통상부 장관령은 비료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가 비료보조의 물류 

라인에 필요한 재고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뿌뿍 인도네시아는 라인Ⅲ의 창고

에 최소 2주(식재시기 3주)간의 비료 소요 물량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유통업체는 2주, 

소매업체는 1주 분량에 해당하는 재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Sudrajat, 2019).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비료 분배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

해 ‘비료 수요 결정계획(RDKK)’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예금거래와 대출

서비스 기능이 있는 전자카드인 농민카드(Kartu Tani)를 시범적으로 발급하여 보조비료의 

거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농민카드를 소지한 농민은 키오스크에서 보조비료를 구매할 

때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Ribka, 2019). 보조비료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비료 수요와 분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인도네시아 보조비료 분배체계

자료: MoA(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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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비료의 최종소비자가격(HET)은 키오스크에서 농민이 구매하는 가격으로 4종의 무기

질비료(Urea, ZA, SP36, NPK)는 50kg 포장, 유기질비료는 40kg 포장으로 판매된다. 보조비

료의 비종별 kg당 가격은 Urea 1,800루피아(0.12 달러), ZA 1,400루피아(0.09달러), SP36 

2,000루피아(0.13달러), NPK 2,300루피아(0.15달러), 유기질비료 500루피아(0.03달러)로 

2012년 이후 고정되어 있다<표 6>. 뿌뿍 인도네시아의 비료 생산단가는 환율,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는 제조업체가 생산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여 최고소매가와의 차액을 보조한다(Suryana, 2019). 그 결과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

반비료(비보조비료)에 비해 보조비료의 가격은 Urea 36%, ZA 23%, 유기질비료 50% 정도로 

저렴하다(ISRI, 2019). 그러나 이러한 가격 차이 때문에 보조비료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거

나 지원대상이 아닌 농민이 보조비료를 구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OECD, 2012). 이러

한 사각지대로 인한 부정수급은 국고에 부담을 주게 된다. 반면 시장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서는 높은 유통비용 때문에 농민 대다수가 최고소매가 보다 비싼 가격에 비료를 구매하기도 

한다(Sudaryanto, 2019).

   

<표 6> 인도네시아 보조비료 최고소매가(HET) 추이
단위: 루피아(IDR)/kg

구 분
Urea

(요소비료)

ZA

(질소질비료)

SP36

(인산질비료)

NPK

(복합비료)

Organic

(유기질비료)

2010 1,200 1,050 1,550 1,750 500

2011 1,600 1,400 2,000 2,300 500

2012 ~ 2019 1,800 1,400 2,000 2,300 500

자료: MoA(2019b).

4. 유기농업과 비료6) 

4.1. 1,000개의 유기농업 마을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01년 ‘Go Organic 2010’을 시작으로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책의 최종 목표는 유기농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인프라를 

 6) 이 절은 2019년 KAPEX 인도네시아 공동조사의 위탁원고를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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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세계 최대 유기농산물 생산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바, 수마트라를 비롯

한 인도네시아 동·서부의 여러 지역이 유기농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Go Organic 프로그램’의 일부로 기획한 ‘1,000개의 유기농업 마을7) 

프로그램(Program 1,000 Desa Pertanian Organik)’은 대표적인 유기농업 지원사업이다. 

「국가중기개발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RPJMN) 2015- 

2019에 대한 대통령령」(2015년) 제2호는 ‘1,000개의 유기농업 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

작물의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 계획을 명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00개의 마을에 각각 20ha 규모의 시범포를 

설치하여 유기농업을 도입하고, 2024년까지 추가로 1,000개의 유기농업 마을을 개발하는데 

착수하였다. 2015년부터 수행된 1차 사업은 600개의 식량작물 마을, 250개의 원예작물 

마을, 150개의 플랜테이션작물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2018년까지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총 714개의 유기농업 마을이 

개발되어 목표치의 71.4%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랜테이션 유기농업 마을은 조성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식량작물 마을(54.3%)과 원예작물(81.0%) 마을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

였다. 실패 요인으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업 준비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농민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이 꼽혔다. 또한, 유기농업 마을 조성에는 

종합적 농촌개발이 필요하였으나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협동

조합·중소기업부(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Es),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등 여러 관계부처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실패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유기농업 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뿌뿍 인도네시아(PT Pupuk Indonesia)를 비롯한 

유기질비료 생산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

다. 일부 업체의 경우 유기비료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유기질비료의 생산기술과 품질

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7) 한 개 이상의 농지를 유기농업에 활용하거나 공인 유기농인증기관(LSO)의 인증을 받은 유기농업 시스템을 사용하는 마을을 
말함(Schreer와 Padmanabhan, 2019).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인식
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만들기 위해 고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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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기비료, 바이오비료, 토양개량제 등록에 관한 농업부 장관령」(2019년) 제1호를 

마련하여 유기질비료의 품질 기준을 개정하고 고품질 유기비료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2. 유기비료 생산공정 지원사업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07년부터 유기비료 가공 장비(Alat Pengolah Pupuk Organik), 

유기비료 제조용 퇴비사/시범사(Rumah Kompos/Rumah Percontohan Pembuatan Pupuk 

Organik), 유기비료 가공시설(Unit Pengolah Pupuk Organik)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농업

현장의 유기비료 개발을 골자로 쌀 생산지의 농민과 농민조합을 지원하였다. 2011년을 기준

으로 지원된 유기비료 처리 장비는 총 1,086대, 퇴비사는 2,578개소, 소는 47,695마리였다. 

또한, 미생물제제를 보급하여 유기비료의 원료인 작물 잔류물(crop residues)과 짚(straw)의 

부숙 과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2019년 전략계획(Rencana Strategis)8)에 관한 농업부 장관령」(2015년) 제19호는 

유기비료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 목표를 명시하여 퇴비사, 유기비료 가공 장비, 발효 

탱크, 가축, 공용축사, 사료, 의약품, 삼륜차 등을 보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017년 농업부는 

유기비료 처리시설 1,50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1,000개소와 500개

소를 추가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총 987개의 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계획대비 98.7%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영기업 대상 공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PSO) 프로그램에 유기비료 보조를 포함시켜 국영기업으로 하여금 150만 톤의 유기비료를 

농민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5.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부터 화학비료의 가격보조정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량과 생산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농가가 장기간 화학비료 사용에 의존하게 되면서 

 8)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의 5년 단위 농업부문 하위전략으로 토지, 종자, 인프라, 인적자원, 금융, 제도, 기술 및 후방산
업 7개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목표와 개발 프로그램 목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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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와 친환경 비료의 사용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비료산업 전반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면서 국가의 식량자

급률을 달성하는데 기여했지만, 토양의 산성화와 수자원 오염 등 농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대다수 농민은 여전히 유기질비료, 생물비료 등 

친환경 비료보다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지력의 회복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쌀, 옥수수, 대두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노력(Upsus Pajale)’과 상충하지 않는 효율적인 비료 사용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화학비료의 과다 시비를 방지하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보조금의 축

소와 더불어 친환경 비료의 개발과 사용이 장려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비료 생산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 수준이 낮아 고품질 비료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

로 유기질비료의 표준규격을 개선하고 완효성 비료(CRF),9) 맞춤형 비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기질비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농민의 

친환경 비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유기비료 생산공정 지원사업’과 같은 지역 기반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농가 인식 개선과 영농지도가 필요하다. 친환경 비료의 자가 제조, 

균형시비 방법 등의 기술을 교육·보급하여 농가와 지역사회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유기농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인증과 후속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농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비료 성분이 천천히 용출되는 비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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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태 진 * 10)

1. 식량과 농업의 미래: 2050년까지의 대안적 경로1)

  지난 세기에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복지가 향상되었다. 그러

나 아직도 세계는 유엔 창립자들이 구상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농업과 식량이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두 번째 목표는 

빈곤,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를 퇴치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십억 명의 사람이 여전히 빈곤, 기아, 영양실조, 불평등, 실업, 질병 

및 생활필수품과 서비스의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FAO의 2017년 추정치에 의하면 

전 세계 9명 중 1명인 8억 2,10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영양결핍 

지수와 영양결핍 비율(PoU,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추세 반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량 불안정은 과체중과 비만뿐만 아니라 

영양결핍을 유발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어업과 임업을 포함하여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인류의 발전은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식량과 이외의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집약적인 농업을 선택하고 산림을 

개간함으로써 천연자원을 감소시켰으며 급기야는 기후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통상적인 

 *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kwontj@gsnj.re.kr). 
본고는 저자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FAO. 2018.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 - Alternative pathways to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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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접근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량

과 농업 시스템은 인구증가, 식품선택, 기술진보, 소득분배, 자연자원의 보존과 이용, 기후 

변화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요인의 진화 정도에 따라 선택적인 

경로를 밟게 된다. 이러한 경로는 전략적 선택과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

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신속하고 목적 지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미래는 불확실하지

만 다양한 경로 중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맞이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FAO 보고서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량 및 농업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특징되

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식량 및 농업 시스템에 대한 미래 경로를 탐구한다. 식량 

및 농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및 지표의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전 

지구적인 또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미래의 모습에 대해 사전적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량 및 농업 시스

템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취지이다. 

  이 보고서는 정량적 증거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을 유지하고 자연자원의 사용을 제한하면

서도 더 적은 비용으로 더욱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설득하고자 한다. 식량과 농업의 미래에 대해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는 

권위 있는 예지력 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 작업은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통한 학제적 

연구를 촉진하고 FAO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끌어낼 수도 있다. 또한, 국가, 지역, 

세계적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전략적 정책과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의사결정권자, 국제 사회, 학계 및 시민사

회 등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켰다.

  이 보고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은 추가적인 비식품 농업 수요를 수용하면서도 

미래의 인류에게 지속 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은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추세의 영향을 

받는다. 인구와 소득의 증가는 식량 수요를 증가시키고 식품 섭취 선호에 변화를 초래한다.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국제기구·연구 동향 ∙ 93

지속적인 빈곤, 불평등 및 실업은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목표 

달성을 저해한다.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과 물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질이 나빠지며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도 충분하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저해된다. 농업은 계속해서 온실가

스(GHGs)를 배출하며 기후변화는 농작물 수량을 감소시키며 농촌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통상적인 비즈니스 접근법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므로 경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식량과 농업 시스템이 현재의 경로에 머물러 있다면 식량 불안정이 계속되

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국가와 지역이 이미 식량과 농업 시스템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유엔의 2030 의제에서 밝힌 것처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불평등과 성 불균형의 축

소, 평화 유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자원고갈 영농시스템의 개선, 자원 집약적 동물성 식품

의 수요 관리, 식량 손실과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도달하기란 쉽지 않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이나 자본 스톡을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구현해야 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에 내포된 연대의 정신으로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단체는 이미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차세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행하기 위해 책임 분담을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 식량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전환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 소비와 생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모든 국가는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UN,2012)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면 불필요하게 식품을 소비해야 할 필요성을 억제하고 영양실조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킨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농업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음식물 쓰레기 감소, 식량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한 가격 책정,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의 제한적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농산물 수요를 억제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조치는 영양실조

의 ‘삼중부담’2)을 줄이는 데도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상승하는 

식량 가격 문제 해결 역시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원의 질적 저하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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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생산 및 소비 비용 전체를 고려하면 식량 가격이 현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격 상승은 자원과 식량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내, 국가 간 좀 더 공평한 소득분배를 보장하는 것은 식량안보, 더 나은 영양 및 환경적

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의 확산, 가족농을 위한 시장접근성 강화,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구축, 

농자재 및 농산물 거래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 공정한 회계제

도, 불법자금 흐름의 축소, 저소득 국가로부터의 자원 유출 방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식량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식량과 농업부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소득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농업, 축산, 어업, 임업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부문만으로는 

더는 충분한 일자리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농업 및 가족농은 

더 넓은 농촌 및 도시 경제와 확고하게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농산업을 개발하고 

농촌 지역, 소도시, 마을의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소득 창출 기회, 효과적인 사회보장, 농자재와 농산물 거래를 위한 경쟁력 

있고 공정한 국내 및 국제시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 모든 측면은 경제체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추구하지 

못한다면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성

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둘째, 식량 수요를 관리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관리하면 농업부문의 확장을 억제할 수 있다.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

으로 인해 식량 및 비식량 농업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 규제, 더 효율적인 식품 가격 

책정과 바이오 연료 사용의 제한을 통해 농업부문의 확장은 상당 부분 억제될 수 있다. 

식품 및 식품의 영양 성분 및 식이 관련 질병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교육은 영양부족, 

 2) 영양실조의 삼중부담이란 영양부족, 미량영양소 부족, 과체중과 비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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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영양소 결핍, 과체중 및 비만으로 대표되는 영양실조의 삼중부담을 줄이는 데도 중요하다. 

  식품 가격은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 가치뿐만 아니라 전체 식품 가치사슬에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전체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체 비용에는 일반적으로 생산비에 포함되

지 않는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의 질적 저하, 용수 고갈,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비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식품 수요, 손실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억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연자원의 보존과 영양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식품 가격이 상승할수

록 가난한 사람들의 식품 구매능력을 낮추므로 그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정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고소득 국가의 식생활 패턴은 균형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동안 생산량의 제한이나 식량 가격 상승은 전 세계의 식량 공급 및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 식량 공급이 감소하고 고소득 국가는 동물성 제품

의 소비가 줄며,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손실되는 식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단은 영양실조를 줄이는 데도 

중요하지만, 과체중 및 비만, 성인병 등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국제 무역은 생산 잠재력을 높여 식량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에서 식량 가용성을 보장하려면 식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무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의 

제약을 겪는 국가의 경우, 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그러나 국가 간 노력을 조정하

고 강력한 환경 및 사회적 규제를 채택하는 국가에 대해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적, 국가적 제도의 구비가 필요하다.

  셋째, 토지의 부족과 토질 저하,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방식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농업생산의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관행 농업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할 수 있다. 이미 근동(Near East)과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의 일부 국가

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토질이 저하된 농지를 이용하거나 농업생산기반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초래하거나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부문을 강화하면 토질을 유지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 확대를 줄일 수 있다. 추가적인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고 농지복구를 장려하면 토지 제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의 

농업 관행이 지속되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어 결국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증가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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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황폐된 토지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농관행 개선을 통해 농지자원 

기반을 유지하고 투입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수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미래의 농산물 생산 잠재력을 위태롭

게 한다.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는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물 이용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농산물 수량과 지속가능성은 상충관계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채택하려면 단위면적당 수량 증가를 포기해야 한다. 특히, 단위면적당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농지의 질을 저하시키고 생물다양성을 

해치거나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하는 경우 생산성 저하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다. 장기적으로 자연자원 기반을 복원하고 영농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공짜가 아니며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농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토지와 수자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기술과 관행, 농업기반 및 인적자원

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된다.

  넷째, 빈곤, 불평등 및 실업은 계속해서 식량 접근성을 저해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영양결핍을 극복하려면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영양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노력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난한 농가에 초점을 맞춰 자산을 공평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접근성을 포함하여 

좀 더 과감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미래의 영양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는 함께 갈 수 있다. 식량과 농업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면 식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국제적인 농산물 생산을 제한하지만,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좀 더 공평한 방식으로 식품을 분배한다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1인당 식품공급량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높이면 식단의 개선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가능케 한다. 소득이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에 좀 더 균등하게 분배되면,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과일 및 채소와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곡물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농장의 수익성과 농업 고용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영농을 하게 되면 농장의 수익과 농업부문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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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에도 중요하다.

식량 및 농업부문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공평한 식량접

근성을 보장하는 데 충분치 않다. 농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일자리 또는 소득 

창출을 위해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식량 및 농업부문만으로는 충분할 정도의 일자리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농촌 생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는 이미 농작물 수확량, 가축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금세기 후반에 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중에서도 지속하기 어려운 영농 관행과 관련된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토지

와 물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식량의 가용성과 접근성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는 작물 수량뿐만 아니라 토양의 질, 어류 서식지 및 어류 스톡, 생물 다양성, 

해충과 질병의 역학 및 항균 저항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의 결합 효과에 대해서

는 큰 불확실성이 있다. 농업부문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농업부문은 모두에게 충분한 식품을 생산하면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더 많은 자원을 절약하고 기후 친화적

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농업부문은 기후변화에 상당한 잠재

력을 가지며, 토지 보존, 축산의 효율성 증대, 조림 및 재조림과 같은 더 나은 관행의 채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

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건강한 식단 비용과 구매력의 국가 및 국내 간 비교3)

  식품 가격과 구매력은 건강한 삶을 위한 열량 충족도, 안전성, 영양가를 평가할 때 주된 

장벽이 된다. 이 연구는 식이지침에 따라 열량 충족도, 영양적 적합성, 건강이라는 세 가지 

 3) FAO. 2020. Cost and affordability of healthy diets across and withi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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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식단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소비용 품목을 찾아내고

자 한다.4) 가격과 구매 가능성을 위해 세계은행의 국제비교프로그램(ICP)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2017년 기준 170개 국가를 대상으로 680개의 식품과 알콜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음료에 대해 현지 화폐 단위로 식품 가격을 제공한다. 국가 사례 연구에서는 

탄자니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가 식품 가격을 사용한다. 국제비

교와 국내 사례 연구 모두 최소비용으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식품군에 대해 일일 에너지

와 영양소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현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 구성을 찾아낸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일일 에너지 요구를 충족하면서 세계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식품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식품군이며 하루 0.79달러가 필요하다. 모든 기본 영양소

를 충족하는 식품군은 하루 평균 2.33달러를 지출해야 구매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식품 

기반 식단 가이드라인에 정의된 건강식 식단을 만족하는 식품군을 구매하려면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유엔가입국이 발간한 10개의 각기 다른 건강식 식단을 대상으로 1일 기준 

식품비를 추정하면 최저 3.27달러에서 최대 4.57달러이며, 평균 3.75달러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각 나라에서 가장 널리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구매 비용을 

기초로 한다. 식품 선호도와 식품 구매 및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더욱 

상승하게 되지만 추정치는 각 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구매 가능한 건강 식단의 최소비용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정의하든 건강식 식단 비용은 국제빈곤선인 1일 1.9달러

를 초과하며 저소득 국가의 1일 평균 식품 지출비용 1.2달러를 훨씬 초과한다(World Bank, 

2020). 건강식 식단 비용은 개도국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식품 소비 지출액을 초과한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와 남아시아에 속한 인구의 57%는 건강 식단을 선택할 

수 없으며 동남아시아의 45% 이상, 대양주 동북쪽 섬나라(멜라네시아)의 40% 이상, 남미의 

20% 이상 인구도 건강식 식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 정도가 각국 정부가 추천하는 최소비용 형태의 건강식 식단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 식단을 섭취하지 

 4) 열량충족도 식단(Energy sufficient diets)이란 주어진 수준의 육체 활동과 신체조건에 적합한 열량을 최소비용의 곡물 형태
의 식품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 영양 적합성(Nutrient adequate) 식단이란 적절한 열량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 영양소를 
적절한 수준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함. 건강(Healthy) 식단이란 장기적인 건강과 영양 적합성을 충족하는 식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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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인구는 대부분 남아시아(13억 명),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8억 2,900만 명), 동남

아시아(3억 2,600만 명), 동아시아(2억 3,000만 명)에 거주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억 

8,600만 명(이 중 1억 4,900만 명이 아프리카에 거주)이 가장 저렴한 형태의 열량 충족형 

식단조차 접근하지 못하며 15억 명의 인구는 기본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는 식단에 접근할 

수 없다. FAO는 전 세계 인구 중 8억 1,200만 명에서 8억 2,20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추정하며 약 20억 명이 보통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19).  

  유제품, 과일 및 채소를 포함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건강식 식단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탄수화물 성분과 유지류는 16%에 불과하다. 건강식 식단 비용 중에서 과일과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낙농품과 기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모두 합쳐 44%를 

차지한다. 식단 비용 중에서 각 영양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소득 국가에서 낙농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지 가격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특히 부패하기 쉬운 과일, 채소 

및 육류 등 비싸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은 특히 그렇다. 탄자니아와 말라위의 국가 사례 

연구에 의하면 영양이 풍부한 식품의 비용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이나 열량 단위당 평균 

가격보다 변동성이 더 심하고 계절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영양이 풍부한 식품군의 비용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비용이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의 사례 연구는 기존 빈곤선을 계산하는 국제 표준 방식은 영양이 

부족하고 식품군 측면에서 불균형한 식품 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식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빈곤선을 새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는 식품과 영양안보를 위한 국제개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1) 과일 및 채소와 같이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과 낙농품과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의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2) 더 많은 

영양지원과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3) 현재 설정된 국제 및 국가 빈곤선은 

영양가 있는 식단을 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현재의 

식품 시스템과 지원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강식 식단을 꾸릴 수 없으

므로 국제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오랜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식품 기반의 식이 지침은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건강식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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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정의이다. 이 지침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 영양소를 섭취하고 식이 관련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식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육이나 개인의 

행동 변화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은 필요한 식품군 중에서 아무리 싼 식품을 선택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강식 식단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들 건강식품의 가격이 비싸 구매하기 어려우며 

특히 영양이 풍부한 식품군 중에서 필요한 식품을 선택하기란 더욱 어렵다.

  건강식 식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영양이 충분하거나 건강에 좋은 식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들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는 재배 또는 야생 수확을 통한 식량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채소, 콩과 식물, 과일, 유제품 및 계란, 생선 및 기타 식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수확을 해서 

건강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업발전을 통해 채소와 과일 및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의 비용 절감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건강 식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식품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비용을 낮추는 데 필요한 공공 및 민간의 조치는 지역과 

음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특정 지역의 충격을 흡수하여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국가 내 다양한 공급원의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하다. 저장과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생산 및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강구함으로써, 건강한 식단을 가능케 하는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의 급속한 변화를 유지

할 수 있다.

3. 농업부문의 비관세 조치5)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항과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소비자에게 수입 제품에 대한 신뢰를 

 5) Gourdon, J., S Stone and F. van Tongeren. 2020. “Non-tariff measures in agriculture”,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47, OECD Publishing, Paris.(http://dx.doi.org/10.1787/81933f03-en) 
(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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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SPS 및 TBT 

조치의 어떤 특정 요소가 무역을 촉진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 무역에서 다른 

유형의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와 함께 SPS와 TBT의 무역촉진 효과와 

거래비용 효과를 조사한다. 또한 34개의 SPS와 24개의 TBT 조치에 대한 양적 효과와 가격 

효과를 추정한다.

  계량 경제학적 결과에 따르면 기술조치가 농산물 수입가격을 거의 15% 증가시킬 수 있으

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TBT나 SPS 사유에 대한 제한 또는 특별승인에서 비롯된다. 대표적

인 사례는 등록요건이다. 적합성 평가 또한 무역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라벨링 및 포장요건은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1. 비관세 조치(NTMs)와 비용 증대 효과

  규제는 수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수출국에서 적용되는 규제와 크게 

다를 경우 비용 상승 가능성은 더욱 크다. 수출을 원하는 외국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무역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대상 시장의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 식별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정보비용); 제품 또는 생산 과정을 수입국의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비용(사양비용); 이러한 요구 사항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적합성 평가 비용) 등이다(von Lampe et al., 2016; OECD, 2017).

  비관세조치의 발생 가능성은 기술적, 경제적 이유와 부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10 

개국을 대상으로 동물제품, 채소 제품, 지방제품, 가공식품의 4개 부문에 대해 8가지의 비관

세조치 발생 빈도를 조사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문 간에는 조치의 일관성이 있지만, 

부문을 불문하고 각 조치의 발생 빈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SPS 조치의 사용은 분명히 농산물, 특히 동물 유래의 무역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소비자

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식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생과 검역을 통한 통제가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식품 관련 제품의 80%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유형의 SPS 

조치를 받게 된다. 대표적인 SPS 조치 유형은 ‘SPS 규정’으로 A2(잔류물 및 구성 물질 사용에 

대한 허용한계), A3(라벨링, 마킹 및 포장요건), A4(위생요건), A5(해충 및 유기체 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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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처리), A6(제품 생산 및 생산 후 기타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PS와는 달리 TBT 조치는 대략 농식품 관련 제품의 50~60%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식품포장 및 라벨링, 동물복지, 농업 및 수의약품, 수산 및 산림에 대한 표준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TBT)에는 B2(잔류물 및 구성 물질 사용에 대한 허용 한계), B3(라벨

링, 마킹, 포장조건), B4(제품 생산 및 생산 후 조치), B6(제품 식별조건), B7(제품 품질 또는 

성능 조건) 등이 있다.

  국경통제조치(border control measure: BCM)를 포함한 관련 조치는 농업부문에서 찾을 

수 있지만 주로 동물, 채소 및 과일에 적용된다. 양적 통제조치(quantitative restriction 

measure: QCM)는 농업부문에 골고루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비자동 라이선스, 쿼터, 

노골적인 금지를 통해 무역이 규제되는 민감한 상품에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무역 비용은 종종 관세 상당치 또는 종가세 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s: AVEs)로 추정된다. 종가세 상당치란 정책의 결과 수입가격의 퍼센트 증가로 

표현된다. 이러한 비관세조치는 무역업자에게 큰 비용 부담이 된다. 농식품 제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의 종가세 상당치는 관세의 세 배나 된다는 추정 결과도 있다(Cadot et al., 

2018). 

3.2. 비관세조치와 무역 촉진 효과

  정보 비대칭이나 외부불경제와 같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널리 

활용하기도 한다. 기술적 조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무역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상품의 품질이 이질적이고 구매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규제는 정보 부족을 극복하고 모든 생산자가 특정 표준을 준수한다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SPS 및 TBT 조치가 가격 및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OECD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Cadot et al., 2018).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및 테스트 요건은 비관세 장벽의 하나이며 방법에 따라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높은 비용이 발생하여 관련 식품에 대해 높은 AVE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규제는 무역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관세조치는 규정 

준수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통해 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치며 신호 또는 촉매효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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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비관세조치를 왜곡으로만 해석하는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가능한 거래 촉진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비관세조치 무역량과 수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국경통제조치 및 양적 통제조치와 같은 비기술적 장벽은 무역량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TBT와 같은 기술적 조치는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수입량은 기술적 조치가 없을 때 보다 많다. 기술적 조치의 수요 증대 효과는 상당히 

크다. 연구 결과는 비관세조치가 기존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가정을 입증하고 

있으며 규제가 비록 가격을 상승시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

고 있다. 수입규제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풀면 기술적 조치가 반드시 거래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며, 규제는 무역 비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3.3. 가격과 양적 효과

  기술적 조치(SPS 및 TBT)는 무역을 증진시키지만 동시에 무역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격을 기반으로 추정된 정보와 물량을 기준으로 추정된 정보를 결합하면 이러한 

형태의 비관세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유도된 균형 변화를 알 수 있다. 

  추정 결과를 보면 기술적 조치의 수요 증대 효과는 상당히 크다. 즉, 비관세조치는 기존의 

시장 실패를 바로 잡기도 한다. 규제는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반면 SPS 및 TBT의 적합성 평가는 거래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인상한다. 가격 인상 효과는 

SPS 및 TBT 규제만큼 크지는 않지만, 가격 인상 효과는 교역량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

3.4. 규제 거리 및 가격 효과

  규제는 수입가격과 물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규제가 수출국에서 적용되는 것과 

상당히 다를 경우 특히 그렇다. 규제융합 또는 이질적인 규제를 줄임으로써 무역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무역 국가 

간 양자규제의 간격을 통해 계측할 수 있다. 

  다른 국가 사이의 규제 내용을 자세히 비교하지 않으면 규제의 종류와 이행 실태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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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없다. 규제의 차이를 간단히 측정하는 방법은 특정 상품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규제 거리를 비교하는 것이다. 규제 거리는 규제의 수나 규제의 강도 등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기술적 SPS와 TBT 모두 양국 간 규제 거리와 종가세 상당치(AVEs) 사이에는 분명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 차이가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무역 비용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sdier 외(2019)는 특혜무역협정(PTA) 협력 

메카니즘이 특히 농식품 부문에서 무역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5. 요약 및 시사점 

  이 글은 SPS, TBT, BCM 및 QCM 등 농업부문의 네 가지 범주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SPS 및 TBT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치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무역량과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무역 비용 효과는 

정보 비대칭성 감소 및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로 인한 수요 증대 효과와 명확히 

구분된다.

  연구 결과는 TBT와 SPS 조치가 농산물 수입가격을 거의 15%나 상승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수입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TBT 또는 SPS에 대한 제약과 특별승인 때문에 발생한다. 

동시에 일부 TBT 및 SPS 조치는 무역 촉진 효과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특히 라벨링과 생산 

과정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SPS와 TBT 자체의 근본적인 

규정은 무역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SPS와 TBT의 적합성 평가 조치는 교역을 

방해하는 효과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적합성 평가는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무역 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언뜻 보기에는 무역 비용 상승이 SPS와 TBT의 근거를 

위한 규제나 특별승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SPS와 TBT는 분명 무역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전체 SPS 및 TBT 범주 내의 일부 기술적 조치는 무역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무역 비용 상승은 교역량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SPS와 

TBT의 무역 비용 상승효과는 무역 촉진 효과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무역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우선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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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비용 절감이 좋은 규제 결과를 저해하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 묘수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길은 비용 감소가 가능한 개선된 적합성 평가 조치를 통해 

SPS 및 TBT 규정을 준수하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다.

  규제 접근법 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중요한 수단이다. 관련 비용을 줄이면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이는 분명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유망한 메카니즘은 규제협력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특혜무

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에 통합하는 일이다. 

4. 유럽연합 그린딜의 식품사슬과 생물다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 투입재 감축의 경제적·식량안보 영향6)

4.1. 주요 이슈 

  유럽  연합집행위원회(EC)는 토지 이용, 비료, 농약 사용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F2F) 및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전략을 발표하였다. 농장에서 식탁

까지의 식품사슬과 생물다양성 전략(European Commission, 2020) – 이하 "전략"이라고 

부름 – 은 유럽연합 농식품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인 동시에 식품 및 농산업 구조와 생산성에

도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은 국제 농산물 무역에서 주요 공급자이며 참여자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정책 전환은 국제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는 식량 

및 농업 시스템에 더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2. 연구의 주요 결과

  이 연구에서는 농업투입재 감축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즉, EU만 참여하는 

시나리오, EU를 비롯하여 다른 일부 국가가 전략에 참여하며,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6) Beckman, Jayson, Maros Ivanic, Jeremy L. Jelliffe, Felix G. Baquedano, and Sara G. Scott. November 2020. 
Economic and Food Security Impacts of Agricultural Input Reduction Under the European Union Green 
Deal’s Farm to Fork and Biodiversity Strategies, EB-30,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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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무역 제재를 하는 중간 시나리오(중간 참여), 전 세계가 참여하는 시나리오(글로벌 

참여)가 그것이다. 10년을 목표로 한 EU의 농업투입재 감축 전략은 EU의 농업생산을 감소시

킬 것이며 역내 및 수출시장의 경쟁력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만일, 이 계획이 EU 바깥으로

까지 확대되면 그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 세계의 복지와 식량 불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30년까지의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U의 농업생산은 7%(글로벌 참여)에서 12%(EU만 참여)까지 감소하게 된다. 전 세계가 

EU의 전략에 참여할 경우 세계 전체의 농업 생산은 11%까지 감소하지만, 나머지 시나

리오의 경우 생산 감소는 1%(EU만 참여) 내지 4%(EU 및 일부 국가 참여)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표 1>.

 농업 생산 감소는 EU의 식량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식료품비 지출에 부담을 주게 된다. 농산물 가격 상승과 1인당 식료품비 지출 증가는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EU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EU의 

전략을 수용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 및 1인당 식료품비 지출 증가는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채택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농산물 가격 및 

1인당 식료품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 수요의 변화로 혜택을 받는 곳도 있지만, EU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EU는 농업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EU가 제안하는 조치가 실행되어 그 결과 교역이 감소하면 부정적인 효과는 식량이 

불안정한 지역에 집중된다.

 예상되는 식량 가격 상승과 함께 생산 및 무역의 감소는 EU의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감소시키며, 특히 EU만 이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GDP 감소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 경우 EU의 GDP 감소는 전 세계 GDP 감소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충격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EU 이외의 국가까지 이 전략을 채택하면 EU의 GDP 감소가 전 세계 

GDP 감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 시나리오의 경우 49%, 

글로벌 시나리오의 경우 12%까지 낮아진다. 글로벌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미국의 GDP

에 미치는 영향은 EU나 전 세계의 GDP 감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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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 가지 시나리오별 농업투입재 감축의 영향

시나리오 EU 미국 전세계

시나리오 1: EU만 참여
  농업 생산(% 변화)

  식량 가격(% 변화)

  수입량(% 변화)

  수출량(% 변화)

  농가총소득(% 변화)

  식료품비 증가(1인당 연간, US$)

  식량불안정 인구 증가(만 명)

  GDP 변화(US 억 달러)

-12

17

2

-20

-16

153

NA

-710

0

5

-3

6

6

59

NA

-20

-1

9

-24

2

51

2,200

-940

시나리오 2: EU 및 일부 국가 참여
  농업 생산(% 변화)

  식량 가격(% 변화)

  수입량(% 변화)

  수출량(% 변화)

  농가총소득(% 변화)

  식료품비 증가(1인당 연간, US$)

  식량불안정 인구 증가(만 명)

  GDP 변화(US 억 달러)

-11

60

-10

-10

8

651

NA

-1,860

0

1

-7

-2

1

16

NA

-860

-4

21

-9

4

159

10,300

-3,810

시나리오 3: 전세계 참여
  농업 생산(% 변화)

  식량 가격(% 변화)

  수입량(% 변화)

  수출량(% 변화)

  농가총소득(% 변화)

  식료품비 증가(1인당 연간, US$)

  식량불안정 인구 증가(만 명)

  GDP 변화(US 억 달러)

-7

53

-5

2

15

602

NA

-,1,330

-9

62

-15

3

34

512

NA

-740

-11

89

-4

17

450

18,500

-11,440

주 1) 해당 표는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청(USDA/ERS)의 GTAP-AEZ 모델 및 국제식량안보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함. 
    2) 식량불안정 분석은 76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GRTAP-AEZ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함.
    3) NA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음을 의미하며, 수출량은 수출입을 모두 포함함. 
자료: Beckman et al (2020).

 일일 2,100Kcal 이상의 열량을 충족하는 식단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식량 불안정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식량 가격 상승과 소득 감소가 식량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다. 

식량 불안정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가 가장 심각하다. EU만 농자재 저감 전략에 참여하더라도 EU의 전략이 제안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식량 불안정 인구수가 2030년까지 추가로 2,200만 명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간 시나리오와 글로벌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식량 불안정 인구수는 

각각 1억 300만 명과 1억 8,500만 명으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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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 진행 방법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장래 시장과 식량안보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농업투입재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전략에 명시된 농업투입재 감소 수준은 농약 

사용량 50%, 비료 사용량 20%, 가축에 대한 항균제 사용량 50%이며 기존 농지의 10%를 

제거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EU의 전략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EU뿐만 아니

라 전 세계가 무역정책 및 국제협력 수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였다(Commission, 2020). EU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EU만이 전략을 실행하고 무역이 정상적으로 허용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중간 시나리오’는 농업투입재에 대한 제한을 EU와 식품 및 농산물을 

교역하는 무역 파트너까지 확장한다. 이 시나리오는 EU의 전략을 수용하지 않는 무역 파트

너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의 50%에 대해 제약을 가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인 

‘글로벌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세계화 채택 사례로 글로벌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집행위

원회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다.

  전략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EU 전략의 채택에 따른 잠재시장 및 경제 전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인 글

로벌무역분석프로젝트의 농업생태지역모델(GTAP-AEZ)을 사용하였다. GTAP-AEZ는 세계

를 18개의 농업 생태지역으로 나누고 경작지가 다른 용도의 토지 이용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이용면적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 수준의 토지 용도전환 

가능성을 설정하여 8~10년에 걸쳐 그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을 했다. 잠재적인 

식량안보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추정치 

변화를 사용했다. CGE 모델에서 추정된 식품가격을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청의 국제식량안

보평가모델(IFSA)의 투입변수로 사용하여 개도국의 식품소비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EU 전략 중 농업투입재의 감축에 대한 영향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며 유기농산

물 생산을 위한 농지 이용의 증가, 식품 쓰레기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 유럽집행위원회

의 다른 중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농업투입재 감소로 

인해 파생되는 잠재적인 시장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만을 제시할 뿐 환경이나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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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EU의 

전략하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인 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략의 시장 영향 추정은 정책 목표를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5. 미국 농무성의 2029년까지의 농업 전망7)

  이 보고서에 제시된 미국 농무성(USDA)의 장기 농업 전망은 농업부문의 장기 시나리오에 

대한 농무성 내부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예측 작업은 해당 부문의 대안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의 예측 결과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작성되었으며 2018년 농업개

선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이 예측 기간 유효하다고 가정한다. 이 보고서

에 제시된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농무성의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농업 법규 및 기타 

특정 가정이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 대한 조건부 장기 

시나리오이다. 미국 및 국제 거시경제 상황, 미국과 해외 농업 및 무역정책, 미국과 해외의 

농업 생산성 증가율에 대해 장기적으로 중요한 가정을 하고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 농업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국내 또는 외부 충격이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정상적인 기후를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을 변경하면 예측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조건은 예측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10월에 발간된 세계 농업 공급 및 수요 추정 보고서의 단기 전망을 

출발점으로 하며 논의되는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중국과의 1단계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8) 

미일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최근 합의와 논의는 예측에 고려하지 않았다. 거시 경제적 

가정은 2019년 8월에 완료되었다.

  예측 분석은 농무성의 내부 기관위원회에서 수행되었으며 모델에 의한 추정 결과와 

 7) Interagency Agricultural Projections Committee. Feb. 2020.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9. (https:// 
www.ers.usda.gov/topics/farm-economy/agricultural-baseline/questions-answers/) (검색일: 2020. 12. 18.)

 8)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의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정식 발효되어 NAFTA로 명명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2017년 8월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하여 발효된 지 24년 
만인 2018년 9월 30일 새롭게 합의한 무역협정으로 USMCA라고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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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판단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였다. 경제연구국(ERS)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전망

과 보고서는 세계농업전망위원회 (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가 위원장을 맡은 

기관 간 농업전망위원회 (Interagency Agricultural Projections Committee)에 의해 검토되

고 정리되었다. 예측 분석 및 검토에는 농무성의 여러 기관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2029년까지의 전망을 제공한다. 장기적인 세계 경제 성장 

전망 및 인구 동향과 같은 미래 농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및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한다. 예측에는 농업 상품의 생산 및 소비, 세계 농업 무역 및 미국 수출, 상품 가격, 

농장 소득과 같은 해당 부문의 종합지표가 포함된다. 

  농업부문은 2019년 10월에 존재했던 미국-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에 적응해 갈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예측 기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이로 인해 대두는 옥수수보다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두 재배면적은 최근 재배면적이 가장 컸던 2017/18년의 9,000만 

에이커보다 500만 에이커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기말 

재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작물의 총 재배면적은 2019년 이상으로 유지되리라 예상하지만 

최근 몇 년보다는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수정된 보전유보프로그램(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의 입법 상한선이 2,400만 에이커에서 2,700만 에이커로 

300만 에이커 증가한 것이 이러한 감소 대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미국 대두에 대한 수요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료비용과 효율성 향상은 계속해서 확장

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글로벌 생산이 이전의 높은 가격에 반응함에 따라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은 근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대두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은 향후 10년 

동안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 가격은 향후 2년 동안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화 가격은 다른 작물보다 좀 더 빨리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제한적인 

가격 상승은 풍부한 글로벌 공급과 다른 수출업체의 경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미국은 

보리와 귀리를 제외한 모든 주요 농작물의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가축의 증체율 증가와 더불어 낮은 사료비용은 축산부문의 순이익을 계속해서 개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축산부문을 확장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된다. 쇠고기와 닭고기의 명목가격

은 초기에 상승하다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예측 기간의 말미에 가면 2020년 이하의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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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칠면조고기 가격은 2021년에 하락한 후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 가격은 예측 기간 내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수준의 

우유 명목가격은 여러 해 동안 하락하다가 2025년 이후 초기 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부문의 가격과 생산의 등락은 다소 변동성이 있어 보이지만 모든 축산부문은 

첫 5년 동안 안정적인 축산물 수입으로 이어지고 후반에는 생산 증가가 가격 하락을 능가하

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금성 작물의 수입은 10년 내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의 현금 총수입은 2020년 4,250억 달러에서 2029년 4,640억 달러로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순소득은 단기적으로는 감소하지만 2020년보다는 47억 

달러 정도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의 농산물 수입 수요와 미국의 무역 발전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를 반영하

여 향후 10년간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향후 10년

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한 세계 경제 성장과 동물성 제품 및 사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상당 기간 수요가 실종되고 무역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 지지가 필요하다. 글로벌 무역경쟁은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며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여 견고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수수, 면화, 

닭고기 및 돼지고기를 제외한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은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효율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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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ECD 농림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 동향* 9)

 개요

 전 세계 6개 지역, 20개국1)을 대상으로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분야(AFOLU2))의 

온실가스(GHG) 배출 저감 관련 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함. 

- 이 지역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농업 배출량의 42%,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분야(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LULUCF) 배출량의 50%

를 차지함.

 국가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ationally Decision 

Contributions, NDC), ▲각종 규제, 지원 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직·간접 감축 정책(시

장기반 정책, 보조금·소득보전·신용지원, 환경규제, R&D, 민간 참여 활성화 등) 등이 

주요 내용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AFOLU분

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연간 14~23%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지된 “OECD 농림업(AFOLD)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 동향”(2020.11.30.)(출처: 
2020.10.15. 발간된 ‘A Survey of GHG Mitigation Policies for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Sector(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145)’의 주요 내용)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
성함

 1) 유럽(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유럽 연합), 북미(캐나다, 미국), 남미(브라질),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중국, 
인도네시아) 및 아프리카(에티오피아, 말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베냉, 부룬디,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등이 
있음. 

 2)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의 약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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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조사 국가들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추진체계

를 마련 중이며, 이 중 일부 국가들은 AFOLU 분야에 특화된 목표와 정책을 추진함.

 OECD 국가들의 감축 목표는 LULUCF보다 농업에 더 초점을 둠.

- 非OECD 국가들은 OECD 국가들보다 더 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전체에

서 작은 비중을 차지함.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2개국만 AFOLU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담긴 법률

을 제정함. 

- (뉴질랜드) 탄소제로법(Zero Carbon Act)에 따라 생체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

지 10%, 2050년까지 최소 24~47%(2017년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일랜드)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을 수립하고, 2021~2030년 동

안 농업분야 누적 감축량 목표를 16.5~18.5MtCO2 eq으로 설정함.

 EU 국가들은 배출권 거래제(ETS)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등은 법적 구속력 없는 AFOLU분야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함. 

 온실가스 감축 직·간접 정책 

1. 시장기반 정책

 조사국 중 EU,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및 중국에서 배출권 거래제3)

(ETS)를 추진함. 

- 현재 뉴질랜드에서만 유일하게 AFOLU 분야 중 산림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

장 수준의 배출량 가격 책정도 2025년에 시행4)될 예정이며, 타 국가들에게 실용적 

정책 적용 템플릿 제공 및 AFOLU 분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함. 

 3)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 간에 배출 권한을 시장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4) 농장 수준의 배출량 보고는 2024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으로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농장 수준의 배출량 MRV(측정
(Monito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에 대한 역량을 구축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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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가들은 탄소 상쇄 메커니즘5)을 AFOLU분야에 배출권 거래 계획과 연결하여 

온실가스 완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임. 

- (캐나다 앨버타와 퀘벡 주) 연방 정부의 탄소 상쇄 제도에 AFOLU 분야에 배출 감

소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임.

- (미국 캘리포니아 주) 탄소 상쇄 제도가 운영 중이며, 가축·초원·벼 재배 및 임업에

서 배출 감소를 장려함.

-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AFOLU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지원토록 상쇄 메커

니즘도 포함될 예정임. 

 호주의 배출 감축 펀드6)(ERF)는 2015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매를 통해 

LULUCF에서 배출 감소 크레딧으로 158.35MtCO2를 계약함. 

- ERF를 통해 감소된 배출량(1.09MtCO2 eq)이 적어 정책의 단기 효과는 미미한 것

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사업의 확대를 통한 성과 극대화 및 AFOLU 분야의 새

로운 감축 메커니즘으로 활용 가능성에 의의가 있음. 

2. 보조금, 소득 및 신용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의 국가에서 AFOLU 분야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조림 지원, 비료 사용 효율성 

개선, 토양 보존 및 바이오 가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지출함.

- (아일랜드) 1990년부터 농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 면적은 1985년 이후 6%에서 11%로 증가, 2050

년까지 18% 예상함.

- (뉴질랜드) 2018년부터 ‘10억 그루의 나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약 1억 5천

만 그루의 나무를 조림하였음. 

- (EU CAP) 지속 가능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

며, 이는 2016년 기준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을 2% 감축했으며, 2020년 이후 더 

 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탄소흡수량을 인증받아 크레딧화 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6) 기금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또는 방법을 선정･계약하고 이를 통해 감축된 배출량을 크래딧화 하여 배출
권이 필요한 자에게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기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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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침식과 삼림 벌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녹색 곡물 프로그램’ 지원

하여 2000~12년 동안 900만 ha의 경작지가 산림으로 전환되었으며, 비료 효율증

가를 장려책으로 추진 중임.

- (브라질)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10~11년과 

2017~18년 사이에 188억 헤알(BRL)을 투자함. 

- (미국) 바이오 연료 개발을 지원을 강화함.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REDD+7)를 통해 LULUCF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활발히 추진함. 

- 향후 많은 개도국들이 REDD+ 참여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틀(배출 감축량 측

정, 보고, 검증(MRV), 투자 교류 플랫폼 등)을 개발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3. 환경 규제

 일부 국가들은 산림과 이탄지(peatland) 등을 보호하여 자원 보존과 온실가스의 흡수

를 높이기 위해 개발을 규제함.

- (브라질) 국가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43%까지 감축하는 것이며, 이에 1965년 아

마존 유역의 토지 소유자는 소유토지의 35~80%를 토생 초목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산림법을 제정함.

- (인도네시아) 산림 모라토리엄의 시행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188~437MtCO2 eq의 감축 효과를 기대함.

 EU는 ‘국가 질산염 배출 한도(the Nitrates Directive and National Emissions 

Ceilings)’ 규정을 통해 농지의 질산염 및 암모니아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시비량 및 

방법을 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 농업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함. 

 7)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개도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메카니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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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R&D)

 관행 농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R&D 지원은 국제 수준에서 가장 

널리 시행되는 감축 정책 조치 중 하나로 관련 연구들은 배출량 측정을 개선하고 재배 

관행이 AFOLU분야에서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둠. 

- (캐나다) 농업 및 LULUCF 분야에서 농장 단위의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함.

- (중국) 농장 수준의 가축 사육방법을 개선하여 배출량 감소를 측정하는 방법 개발 

중임. 

- (프랑스) ‘산림 기반 부문을 위한 계획’을 포함한 2025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함.

- (뉴질랜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및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 추진함.

- 농업 온실가스에 관한 글로벌 연구 연합(GRA)은 전 세계 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R&D 이니셔티브로 관련 연구의 국가 간 공조와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온실가

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OECD 회원국들은 R&D의 결과를 지식 이전 프로그램(Knowledge transfer 

programmes)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을 촉진함. 

4.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린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간의 실행 계획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이며, AFOLU분야에서는 주로 축산업 종사 주체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임. 

- 네덜란드는 ‘지속 가능한 유제품 체인 이니셔티브’, 프랑스의 ‘생활탄소 유제품

(Life Carbon Dairy) 프로그램’, 호주는 붉은 육류 및 축산업에서 2030년까지 탄

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 

 시사점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식품분야의 특성을 반영, 각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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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10년간 ‘제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추

진할 계획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AFOLU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탄소상쇄제도 등 시장에 기반을 

둔 제도에 AFOLU분야가 참여 가능토록 선제적으로 신뢰성 높은 배출량 측정·보

고·검증(MRV) 프로세스를 적극 개발 적용이 필요함.

- 또한, 관련 R&D 및 현장 기술이전 촉진에 투자를 강화하고,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를 이용해 민간분야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통 강화도 중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2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2020 농업소득 예측* 8)

 2020 농업소득 예측 

 2020년 순 농업소득(Net Farm Income)은 2019년 대비 실질 가치로 350억 달러

(41.3%p) 증가하여 1,19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미국 농무부(ERS, USDA)의 보고서 “2020 Farm Sector Income Forecast”(2020.12.2.)와 Purdue/CME Group의 
월간 보고서 “Ag Economy Barometer”(2020.12.1)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 
www.ers.usda.gov/topics/farm-economy/farm-sector-income-finances/farm-sector-income-forecast#:~:
text=2020%20Farm%20Sector%20Income%20Forecast,22.6%20percent)%20to%20%24134.1%20billion, 
https://ag.purdue.edu/commercialag/ageconomybarometer/farmer-sentiment-pulls-back-post-election-re
gulation-trade-and-taxes-rated-as-top-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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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13년 이후 최고치이며, 2000년~2019년 평균 순 농업소득인 900억 달러

보다 32%p 상승한 수준임.

 2020년 순 농업현금소득(Net Cash Farm Income)은 2019년 대비 실질 가치로 234

억 달러(21.1%p) 증가하여 1,341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 2000년~2019년 평균 순 농업현금소득인 1,095억 달러보다 22.5%p 높은 수치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임.

 2020년 농작물의 총 현금 수령액(Cash Receipt)은 명목 가치로 3,665억 달러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19년 대비 32억 달러(0.9%p) 하락한 수치임.

- 2020년 산업별 현금 수령액은 2019년 대비 축산업은 97억 달러(5.5%p) 감소, 곡

물은 65억 달러(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과일, 견과류, 대두의 경우 옥수수와 목화의 현금 수령액 감소를 상쇄할 만큼 크게 

증가함.

- 정부 직불금은 46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명목 가치로 2019년 

대비 대폭 40억 달러(107.1%p)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19와 긴급 재난 지

원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총 생산비용은 2019년 대비 명목 가치로 52억 달러(1.5%p) 감소하여 3,43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이자지출, 가축 구매 및 연료 비용은 감소했지만, 비료 구매와 농지 임대 비용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함.

 개별 농가의 평균 순 농업현금소득(Net Cash Farm Income)은 2019년 대비 2만 

5,700달러(32.6%p) 상승하여 10만 4,5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역

과 작물을 막론하고 공통된 현상임.

 2020년 농업 자본금은 2019년 대비 289억 달러(1.1%p) 증가하여 2조 6,900억 달러, 

농업 자산은 455억 달러(1.5%p) 증가하여 3조 1,2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자산의 증가는 토지 가치의 상승과 부채의 상승8)을 모두 반영한 수치이며, 자산 대비 

 8) 농가 부채는 2019년 대비 명목 가치로 166억 달러(4.0%p) 상승하여 4,352달러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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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비율은 2019년 13.95%에서 2020년 13.61%로 상승할 전망임.

 순 운전자본9)(Working Capital)은 2019년 대비 6.0%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순 농업소득과 순 농업현금소득 (2000-2020년)

주: GDP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값을 조정함(2020=100).
자료: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RS), 농가소득 및 자산 통계 (2020년 12월 2일 기준). 

 농가소득의 중간값은 2019년 8만 3,111달러에서 2020년 8만 6,992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며, 이는 실질 가치로 3.4%p 상승한 수치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성되며, 농업소득의 중간값은 2019년 297달

러에서 2020년 1,187달러로 상승하였고, 농외소득의 중간값은 2019년 6만 8,750달

러에서 1.6%p 하락하여 6만 7,95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농업소득 중간값의 경우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적자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긴급 재난 

지원금,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코로나바이러스 

 9)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으로 12개월 동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자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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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지원프로그램(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s: CFAP)이 상당 부

분을 차지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농외소득의 감소는 코로나19 기간 실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로 인한 결과임.

<그림 2>  농업소득, 농외소득 및 총 농가소득의 중간값 (2015-20)

주: 농업과 농외소득은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총 농가소득의 중간값은 대체적으로 농업 및 농외소득의 
중간값의 합과 같지 않음. 

자료: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RS) 및 국립농업통계서비스의 농업자원관리조사(2020년 12월 2일 기준). 

 Purdue 대학/CME 조사에 따르면, 농민들의 향후 기대심리는 농가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1월 대선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관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대선 이후 

다음의 다섯 가지 변화를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1) 환경 보존 관련 규제의 증가, 2) 농축산부문 소득세율 상승, 3) 농축산 토지에 

대한 세율 상승, 4) 에탄올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 5) 정부에서 제공하는 농

업소득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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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재 상황 및 미래 기대치에 대한 지수 (2015-20)

주: 지수는 2015년부터 매 11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Purdue 대학 상업농센터, 생산자 설문조사(2020.11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WIC로 확대*10)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WIC로 확대

 미국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은 2019년 뉴욕주(New York State) 거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Amazon과 Walmart와의 협동으로 시작되었음.

 * 미국 농무부의 식품·영양 서비스(FNS, USDA)의 보고서 “USDA Expands Access to Online Shopping in SNAP, 
Invests in Future WIC Opportunity”(2020.11.02.), “SNAP Online Purchasing Pilot”(2020.12.14.), “USDA 
Launches SNAP Online Purchasing Pilot”(2019.4.18.)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 
www.fns.usda.gov/pressrelease/2019/fns-000319, https://www.fns.usda.gov/snap/online-purchasing-pilot, 
https://www.fns.usda.gov/news-item/fns-0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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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국 농무부 장관은 SNAP 참여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식료품 구매에 SNAP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욕주를 시작으로 앨라배마(Alabama), 아이오와(Iowa), 

매릴랜드(Maryland), 네브래스카(Nebraska), 뉴저지(New Jersey), 오레곤(Oregon), 

워싱턴(Washington) 주로 확대할 예정이었음.

 현재 뉴욕주를 비롯하여 미 전역 47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Amazon, Walmart, 

ShopRite, ALDI, Wright’s Markets, Inc., Woods Supermarket, The Fresh Grocer, 

Carlie C’s, H-E-B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가능한 주(State)와 마트 정보는 “SNAP Online Purchasing Pilot”에서 확인 가능함.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가능 지역과 온라인 쇼핑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미국 농무부의 FNS(Food and Nutrition Service)는 향후 여성, 유아 및 

어린이(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미국 농무부는 온라인 식품 구매가 그동안 SNAP 참여자의 식품 접근성을 높여왔

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향후 WIC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현재 미국 농무부는 Amazon과 Walmart와 같은 대형마트와 더불어 각 지역 기반 

슈퍼마켓 체인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협조를 조율 중인 슈퍼마켓 체인은 

“SNAP Online Expansion”에서 확인 가능함.

 현재 시행 중인 47개 주에서 전체 SNAP 참여자의 97%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1백만 이상의 가구가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함.

- 이를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식품 구매가 용이해졌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

 FNS는 향후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을 WIC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네브래스카 

주의 The Gretchen Swanson Center for Nutrition10)에 250만 달러의 연구비를 

배정하여 WIC의 안정적인 온라인 쇼핑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10) 네브래스카의 오마하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재단으로, 식품과 관련된 과학 정보를 제공하며 어린이들과 가족의 건강한 식습관
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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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etchen Swanson Center for Nutrition은 향후 3년간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함.

- 1) WIC의 온라인 사용 시스템을 개발함.

- 2) WIC의 온라인 사용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및 자원을 구축함.

- 3) WIC의 온라인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WIC을 시행 중인 최대 5개 주를 선정, 

추가 연구비를 배정하여 테스트베드(Test bed)를 시행함.

- 4) 향후 미국 전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평가를 시행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함.

 FNS는 현재 15개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2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 농무부가 제공하는 작물 비용과 수익 추정 데이터*11)

 미 농무부가 제공하는 작물 비용과 수익 추정 데이터 

 미국 농무부는 1975년부터 한 해에 두 번, 12개의 주요 노지 작물 및 축산물11)에 

대해 비용과 수익 추정 데이터를 농무부에서 지정한 농업 자원 지역별(Farm Resource 

Regions)로 공개하고 있음.

 비용과 수익 추정 데이터는 경영비(종자, 사료, 비료, 연료 등), 간접비(노동비, 세금, 보험, 

토지의 기회비용 등), 생산물의 가치, 가격, 수율, 생산량 등에 관하여 연간 정보를 제공함.

 * 미국 농무부(ERS, USDA)의 보고서 “A Look At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s Commodity Costs and 
Returns Data”(2020.12.7.)와 Visual Database“Interactive Visualization: U.S. Commodity Costs and Returns 
by Regions and by Commodity, Field Crops”(2020.11.13)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ers.usda.gov/amber-waves/2020/december/a-look-at-usda-economic-research-services- 
commodity-costs-and-returns-data-product/, https://www.ers.usda.gov/data-products/commodity-costs 
-and-returns/interactive-visualization-us-commodity-costs-and-returns-by-region-and-by-commodity-fi
eld-crops/, https://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42299, https://www.ers.usda.gov/ 
data-products/commodity-costs-and-returns/).

11) 옥수수, 대두, 밀, 면, 수수, 쌀, 땅콩, 귀리, 보리, 우유, 돼지고기, 소고기가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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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이해당사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연구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의 다양한 보고서에서는 이미 활용 중임.

 1996년 이후로는, 농업 자원 관리 조사(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ARMS)와 농무부 산하 경제 연구 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국립 

농업 통계 서비스(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가 협동하여 조사

하기 시작함.

- ARMS의 조사는 작물 상황에 따라 4~8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으며,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해에는 ARMS의 작물별 추정 모델에 따라 현재 가격과 수율을 반영하여 추정함.

 지난 45년간 옥수수의 총생산가치는 비용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음.

- 최근 옥수수의 총생산가치 급등은 에탄올 생산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비용의 경

우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해당 기간 꾸준히 증가함.

<그림 4>  옥수수 총생산가치 및 현금 총액 흐름

주 1) 표의 총생산가치는 사료용, 곡물용 옥수수의 연간 수확량 및 주(state) 월 평균 수확가격을 사용하여 계산됨. 
    2) 표의 현금 총액은 종자, 비료, 화학 약품, 전기세, 고용된 인건비 등을 포함함. 
자료: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RS).

 수수, 귀리, 보리, 쌀의 수익(총생산가치-비용)을 살펴보면, 쌀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작물

은 2005년 이후로 대부분 음(-)의 값을 나타내며, 변동성도 크지 않음.

 쌀의 수익은 변동성은 크지만, 해당 기간 대부분 양(+)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2008년 

발생한 쌀 위기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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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의 생산량과 수율은 6개의 농업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기후의 차이,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종류의 밀을 생산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Northern Crescent 지역은 가장 높은 수율을 보여주

지만, 농가 규모는 가장 작으므로, 주요 밀 생산 지역은 아님.

- 지역별 비용 및 수익 데이터는 농민들이 정확한 투입재 사용량 예측에 도움을 줌.

 낙농 산업의 비용과 수익의 경우 시설 크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줌.

- 낙농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의 특징을 띄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시설 크기가 증가할

수록 비용이 감소함.

- 2019년 2,000마리 이상의 소를 기르는 대규모 낙농 시설의 경우 우유 단위 생산비

용12)은 19.11달러로 50마리 미만의 소를 기르는 소규모 농장의 우유 단위 생산비

용(40.90달러)의 절반 수준임.

- 또한, 대규모 낙농 시설의 경우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도 더 많으므로, 소규모 낙농 

시설의 수익성은 좋지 않음.

<그림 5>  농가 규모에 따른 낙농업의 비용과 수익

자료: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RS).

 ※ 1995년 이후 상세 추정 결과는 농무부의 “Commodity Costs and Returns”에 엑셀 파일로 공개되어 있으며, 

USDA에서 분류한 9개의 Farm Resource Regions 정보는 농무부의 “Farm Resource Regions”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2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Cwt(hundredweight) 단위로 측정하며, 이는 100 pounds=12gallons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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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가족농 실태조사* 13)

 2020 미국 가족농 실태조사 

 2020 미국 가족농 실태조사는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자료는 농무

부(ERS, USDA)와 국립 농업 통계 서비스(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가 협동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임.

 미국 농무부는 연간 최소 1천 달러의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장(Farm)으로 정의함.

 농장의 규모는 연간 총농업현금소득(Gross Cash Farm Income, GCFI)으로 측정하며, 

이는 작물 및 축산 판매, 정부 보조금, 농장 경영과 관련된 비용들을 포함하여 계산됨.

 소규모 가족농은 GCFI가 35만 달러 미만인 농장을 의미하며,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은퇴 농가) 약 21만 6천 개의 농장(2019년 전체 농장의 10.7%)은 농업에서 은퇴

하였지만, 여전히 소규모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비농업 농가, Off-Farm occupation farms) 농외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농장은 83만 개이며, 이는 미국 전체 농장의 41.4%를 차지함.

- (농업 농가, Farming-occupation farms) 농업소득이 주 소득원인 농장의 경우 

저소득 농장(GCFI가 15만 달러 미만)은 약 65만 개로 미국 전체 농장의 32.4%, 

중간소득 농장(GCFI가 15만 달러 이상 35만 미만)은 약 10만 개로 미국 전체 농

장의 5.1%를 차지함.

 중규모 가족농은 GCFI가 35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농장을 의미하며, 미국 

전체 농장의 5.3%(약 10만 개 농장)를 차지함.

 대규모 가족농은 GCFI가 100만 달러 이상인 농장을 의미하며, 실태는 다음과 같음.

- (대규모 농가) GCFI가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인 농장을 의미하며, 약 

4만 8천 개의 농장(미국 전체 농장의 2.4%)이 이에 해당됨.

 * 미국 농무부(ERS, USDA)의 보고서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20 Edition”(2020.12.20.)의 내용을 미래정
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100012/eib-220.pdf?v=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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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규모 농가) GCFI가 500만 달러 이상인 농장을 의미하며, 5천 개의 농장(미국 

전체 농장의 0.3%)이 이에 해당됨.

 비 가족농13)(Nonfamily farms)은 주 농장 운영자가 농장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약 4만 7천 개의 농장(미국 전체 농장의 2.4%)이 이에 해당됨.

 미국 전체 가족농의 90%는 소규모이며, 2019년 기준 이들 소규모 농장들은 미국 농지

의 49%를 경작하고 있음.

- (소규모 가족농) 미국 전체 농업생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 (대규모 가족농) 미국 전체 농업생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 (비 가족농) 전체 농업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비 가족농의 15%는 

GCFI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비 가족농 전체 생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농장 규모에 따라 생산하는 작물의 종류도 다름.

<그림 6>  농장 규모별 작물 생산액 비중(2019)

주: 고부가가치 작물은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을 포함함. 반올림으로 인해 각 비중의 총합이 100이 안될 수 있음. 
자료: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RS), 2019 농업자원관리설문조사. 

13) 비 가족농은 파트너십, 비 가족 경영형태의 기업, 소유자와 가족관계가 아닌 생산자들이 고용된 농장, 공공 소유의 기업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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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농가) 대규모 가족농의 경우 낙농 생산의 70%, 과일 및 채소류와 같은 고

부가가치 작물 생산의 54%를 차지하며, 비 가족농(Nonfamily farms)의 경우 고

부가가치 작물 생산의 30%를 차지함.

- (대규모 및 중규모 농가) 대규모 및 중규모 가족농의 경우 면 생산의 86%, 대두 생

산의 71%, 육돈 생산의 61%를 차지함.

- (대규모 및 소규모 농가) 대규모 및 소규모 가족농의 경우 육우 생산의 69%를 차지

하며, 소규모 농장의 경우 주로 송아지 사육, 대규모 농장의 경우 주로 intensive 

animal farming에 해당하는데 소 사육 및 도살 이전 과정까지 담당함.

- (소규모 농가) 소규모 가족농의 경우 육계 생산의 45%, 건초 생산의 46%를 차지하

고 있으며, 육계 생산의 경우 대부분 계약생산(production contract)를 통해 생산

되고 있음.

 농가의 재정 상황 역시 농장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 (소규모 농가) 소규모 가족농의 62-81%는 재정적 고위험군에 속해 있으나, 대부분

은 농업이 주 소득원이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외소득은 재정 규모 조사에 반영

되지 않음.

- (대규모 및 중규모 농가) 소규모 가족농의 경우 9-23%만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저

위험군에 속해 있지만, 대규모 및 중규모 농장의 경우 28-39%가 재정적 저위험군

에 속해 있음.

 농가의 소득 및 부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전체 가구 대비 대체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임.

- 2019년 미국 농가의 57%는 미국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인 6만 8천 달러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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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농장 규모별 소득 수준 (2019)

주: 농가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농업, 농외소득을 포함하며, 전체 가구수의 절반은 중간값 이상이며, 나머지는 중간값 이하임. 
자료: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RS).

- 7개의 가족농 형태14) 중 5개의 농장 형태는 미국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보임.

- 전체 가족농의 3%만이 미국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보임.

- 가족농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을 통해 농업 비용을 충당하고, 농업 외 소득은 주로 자

영업 혹은 급여소득이며, 공적 및 사적 연금, 이자 및 배당 소득, 자산 매각 등도 

농업 외 소득의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여성이 주 생산자인 산업으로는 축산업과 고부가가치 작물 산업을 꼽을 수 있음.

- 전체 농장의 51%에서 여성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농장의 14%는 여

성이 주 생산자라고 응답함.

- 육돈 생산의 경우 31%의 농장에서 여성이 주 생산자로 활약하고 있음.

- 여성이 주 생산자의 농장의 경우 2019년 전체 농업생산의 4%를 차지함.

- 여성이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78%는 주 생산자의 배우자임.

14) 은퇴농가, 비농업농가, 저소득농장, 중간소득농장, 중규모 농가, 대규모 농가, 초대규모 농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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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판매(Direct Sales)는 생산 및 재배 후, 소비자, 소매점 혹은 학교 및 병원과 같은 

기관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재배와 구별됨.

- 2019년 9%의 농장이 직접 판매를 통해 작물을 판매하였으며(이 중, 49%는 작물, 

51%는 축산), 총 판매액은 80억 달러로 총 농장 생산 가치의 2%를 차지함.

- CGFI가 7만 5천 달러 미만인 소규모 농장이 전체 직접 판매의 61%를 차지하고 있

는데, 대부분의 소규모 농장들이 축산, 특히 육우, 생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과로 보임.

- GCFI가 35만 달러 이상인 대규모 농장은 작물의 직접 판매의 55%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 중 69%는 고부가가치 작물임.

 영농 후계자 계획은 사망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농가의 소유권이 바뀌는 상황에 해당하

며, 주로 다음 세대로 승계하거나 농장이 팔리는 것을 의미함.

- 전체 농장 소유주의 17%는 향후 5년 내 은퇴를 계획하고 있고, 52%는 은퇴 계획

이 없으며, 30%는 모르겠다고 응답함.

- 17%의 5년 내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농장 소유주의 33%는 가족 내 승계를 계획하

고 있는데, 이들 중 절반은 현재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승계할 것

이라고 응답함.

- 17%의 5년 내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농장 소유주는 전체 토지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 중 48%는 가족 내/외 후계자 계획을 세운 상태이므로 전체 토지

의 약 8%는 향후 5년 동안 매물로 나오지 않으리라고 예상함.

- 농장 규모가 증가할수록, 현재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승계할 것이

라는 응답 역시 상승함.

 정부 보조금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수령자가 다르게 나타남.

- 미국 전체 농가의 20%(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반으로 계산)는 정부 보조금을 수

령하고 있으며, 이 중 81%는 중규모 이상의 농장에 해당함.

- 농토 보전 보조금의 경우 대규모 농장이 27%, 중규모 농장이 31%, 소규모 농장이 

31%를 수령하고 있음.

- 미국 전체 농가의 61%는 농업과 무관한 정부 보조금 역시 수령하고 있음.

 대규모 및 중규모 농장의 약 67%는 연방 정부의 작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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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농장 규모별 소득 수준 (2019)

주: 프로그램 해당 작물은 면화, 보리, 옥수수, 식용콩, 오트밀, 쌀, 유지종자 등이 있음. 시장촉진 보조금의 경우에는 상품 관
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동일한 색의 막대 비중의 합은 100임. 

자료: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RS).

- 미국 전체 농장의 8%에 불과한 이들 대규모 및 중규모 농장은 전체 연방 정부 작물 

보험 가입 농장의 25%(토지 면적 기준 59%)를 차지하며, 2019년 연방 작물 보험 

보장액의 68%를 수령하였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1.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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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환경보호* 15)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환경보호 

 유럽의회조사처는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환경보호 방식과 그의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통한 환경보호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공동농업협정과 식품 정책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유럽연합은 공동농업협정과 식품 정책의 협업을 통하여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그림 9>  공동농업협정과 식품 정책 간의 상호작용 관계

 * 유럽의회조사처의 “The Green Deal and the CAP: policy implications to adapt farming practices and to 
preserve the EU’s natural resources”(2020.11.2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 
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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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농업협정은 농업생산 시스템 구성을 효율화시키고, 이는 식품 가격, 토지이용 

효율성 등에 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건강한 식품 선택으로의 변화를 가져옴.

- 식품 정책은 식품 선택과 소비자 식습관 변화에 영향을 주며, 이는 식품 수요에 영

향을 미쳐 농업생산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킴.

 2021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공동농업협정에서 농업의 환경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의 환경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강화되고, Pillar 1과 2의 구성이 변화됨.

-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동농업협정에서의 환경보호 정책은 상호준수(Cross- 

compliance)와 녹색화(Greening)가 pillar 1을 구성하였고, 농촌개발 하의 환경

보호는 Pillar 2에 포함되었으며, Pillar 1보다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Pillar 2

가 더 많은 준수사항15)이 있음.

-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공동농업협정에서는 Pillar 2의 일부가 Eco-schemes16)

라는 자발적 참여 제도로 Pillar 1에 포함되었으며, 요구사항은 기존의 Pillar 1과 

Pillar 2의 중간 수준임.

<표 1>  공동농업정책의 Pillar 1의 구조 개선(2018년 유럽연합 의회의 제안 내용)

구분 현재의 공동농업정책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직불금

기본 직불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직불금

녹색 직불금(Green payments) -

중소농가를 위한 재분배 직불금
(Redistributive payment)

중소농가를 위한 재분배 직불금
(Redistributive payment)

청년농업인을 위한 추가 직불금 청년농업인을 위한 추가 직불금

- Eco-scheme

조건부 직불금
환경보호, 동물 복지, Good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등의 규정 준수
녹색 직불금 규정에 추가적인 규제 강화

- 2021년부터의 Pillar 2는 지역의 공공재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생물다양성 보호 및 회복, △동물복지 보호 등 세부 목표를 

15) 공동농업협정은 2가지 축(Pillar)으로 구성되는데, Pillar 1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정책이며, Pillar 2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정책임.

16) 환경친화적인 농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 혹은 환경친화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조 정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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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목표를 이루려고 하며, Pillar 2의 전체 예산 중 최소 30%가 관련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 폐기물 감축 정책* 17)

 식품 폐기물 감축 정책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연합의 식품 폐기물 발생 현황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UN과 FAO에서는 전 세계 농경지의 30%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식품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전 세계의 6억 9,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아

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함.

- UN에서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하

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및 소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폐기물(food waste)을 정의할 때, 식품 손실(loss)과 폐기물

(waste)을 구별하고 있음.

- 식품 손실(loss)은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식품 폐기물(waste)은 

소매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

 유럽연합 내에서 매년 8,000만 톤의 식품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1,430억 유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 내에서 2050년에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농산

물의 수요가 35~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농업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의회조사처의 “Reducing food waste in the European Union”(2020.12.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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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럽연합 국민 1인당 약 865kg의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173kg이 식품 폐기

물로 버려지고 있음.

- 식품 폐기물의 53%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가공 과정에서 19%, 식품 서비스에서 

12%, 농산물 생산에서 11%, 그리고 도소매에서 5%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연령대, 가구 소득, 국가별로 다른 형태로 식품 폐기물이 발생함.

- 젊은층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환경에 관한 관심이 커 폐기물을 줄이려는 시도를 같이함.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저소득 국가는 콜드체인의 미비, 교통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수확 직후 버려지는 식

품이 많으나, 고소득 국가는 소비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함.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손실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의 운영을 통하여 식품 

폐기물 감축을 시도함.

- 유럽연합 그린딜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 전체에서 50%의 식품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 하며, 2025년까지는 최소 30%를 감축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함.

- 생산 측면에서는 스마트 농업기술(smart agriculture techniques)을 보급하고, 식

품공급사슬을 단축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들을 발표함.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 법적 규제 강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 등 정책과 신기술 도입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best before’(적절히 보관했을 때, 성분이 유지되는 기간), ‘use by’(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의 표기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식품 폐기물 중 10%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시행함.

- (프랑스) 식료품점에서 섭취할 수 있거나 사료로 사용 가능한 식품을 버리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식료품점은 식품 기부 협약을 맺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최소 3,750유로에서 최대 7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함.

- (이탈리아) 프랑스와 비슷한 법안이 발효되었으나,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식품 기

부 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주며, MyFoody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의 주변 식료

품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찾아주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2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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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정책과 Eco-scheme* 18)

 공동농업정책과 Eco-scheme

 유럽 그린딜은 2030년까지 농업에서 화학제품 사용을 감축하고, 유기농업 면적을 확대

하고자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개정된 공동농업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됨.

- 2030년까지 화학 제초제, 비료, 항생제 사용량 혹은 판매량과 양분 유출을 50%로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유기농업면적은 전체 농지면적의 25%로 확대하기로 함.

- 현재, 오스트리아만이 25%에 근접한 유기농업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20%가 넘는 

비율을 지닌 국가는 스웨덴과 에스토니아만이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

가 필요함.

- 2018년에 제안되어 개정된 공동농업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co- 

scheme 등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였음.

 개정된 공동농업정책은 직불제와 조건부 지급(conditionality) 등에 Eco-scheme을 

추가하여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지원함.

- Pillar 1의 모든 직불제 지원 금액은 농가당 60,000유로 이상이 되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농가 당 100,000유로를 넘지 않도록 조정(capping)이 됨.

- 반면, 기존의 조건부 지급인 법정관리요건(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 

SMRs)와 우수농업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s)는 통합되어 강화17)될 예정임.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Eco-scheme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농가들

은 Eco-scheme의 조건을 이행할지 선택 가능함.

 Eco-scheme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환경기후조치(Agri-Environmental and 

Climatic Measures: AECM)와 공통된 부분이 있으나, 수혜자 및 지급액 계산 방법에서 

 * 유럽의회조사처의 “The Green Deal and the CAP: policy implications to adapt farming practices and to 
preserve the EU’s natural resources”(2020.11.2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 
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17) 현재 공동농업정책에 있는 Green payment는 작물 다각화, 영구적인 초지 유지, 생태집중지역 등과 관련된 활동들을 기준
으로 운영되며, 조건부 지급은 이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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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임.

- Eco-scheme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후변화 저감(mitigation), △탄소 격리

(carbon sequestration), △생물다양성 보존 및 복원, △정밀농업, △제초제 및 비

료 미사용,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활동을 시행해야 함.

<표 2>  AECM과 Eco-scheme의 비교

구분 AECM Eco-scheme

수혜자 농가 농가, 기타 토지 관리자

지급액 계산 ha 당 지급 ha 당 지급

지급 기준
추가적인 비용 투입,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 혹은 고정 소득지지
추가적인 비용 투입,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

계약 기간 매년 계약(가능할 시에는 다년간) 5~7년의 다년 계약

 유럽의회조사처는 Eco-scheme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함.

- (초지, 습지 보존) 영구적인 초지, 습지, 이탄지(peatland)를 보존하면 Eco-scheme

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초지의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길어지거나 콩류가 심겨 있

으면 지원금을 더 받음.

- (작물 다양성) Shannon’s index 등 적절한 생물 다양성 지수를 이용하여, 작물 다

양성을 측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함.

- (생태중점지역) 농지에 생태중점지역(ecological focus area)을 확보하는 경우, 지

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5% 이하, 5~10%, 10% 이상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

을 구분함.

- (제초제, 비료, 항생제, 탄소배출량 감축) 사용량 혹은 배출량이 평균 혹은 중앙값 

이하인 농가에 일차적인 지원을 하며, 유기 농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

용량 및 배출량이 하위 10%인 농가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도록 제시함.

- (동물복지) 사육 밀집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자연광이 축사에 들어오게 하는 등 동

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2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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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 현황과 과제* 18)

 농촌 고령화 현황과 과제 

 유럽에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에서 더욱 빠르게 고령화 현상이 나타남.

- 유럽연합 전체의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20%에 달하며, 

2050년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20%가 농촌 지역18)에 거주함.

- 농촌 지역의 고령화율은 2017년 기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저출산

과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결부된 악순환으로 인해 심화될 것임.

 고령화로 인해, △건강 및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고립감, △기술과 디지털 사용의 

계층화, △평생 교육, △농촌 지역의 복지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함.

- (건강 및 서비스 접근성) 농촌 지역에서 건강 검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성인들이 

많으며, 젊은 의료인들의 농촌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고립감) 프랑스의 90만 명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세에 우울

감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농촌 거주와 디지털 기술 사용의 부족이 사회적 배제의 

요인이며, 가족 기반의 고령자 보호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함.

- (기술과 디지털 사용의 계층화) 65~74세 인구의 40%가 컴퓨터를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 7%만이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

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 (평생 교육) 농촌 지역의 교육 기회는 한정되어 있으며, 낮은 교육 수준은 고령층의 

저소득, 적은 사회적 활동, 좁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발생시킴.

- (농촌 지역의 복지) 과거에는 가족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맡았으나, 최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함.

 고령화된 농촌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회조사처의 “Older people in the European Union’s rural areas: Issues and challenges”(2020.12.10.) 내용
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18) 지역을 도시, 중간(intermediate) 지역, 농촌(predominantly rural) 지역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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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농촌은 인구 밀집도가 낮으나, 고령층이 많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여, 

코로나19로부터 취약할 수 있음.

-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하여 말라리아 등 열대성 질환의 발생 범위가 증가하고,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고령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늘어남.

 고령화 문제에 관한 연구는 공동농업정책과 회원국들의 대응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침.

- Burholt and Dobbs(2012)는 간학문적인 관점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해야 함을 강

조함.

<표 3>  유럽연합의 농촌 고령화 관련 연구의 미래 주제

구분
과제

농업
사회, 경제, 정치 기술 기후변화

인구 변화 농촌 빈곤 디지털 배제
에너지 효율성과 연료 
빈곤, 여름철/겨울철 초
과사망

토지 포기,

지속가능한 지역 생산

건강과 서비스 
접근성

신체적/정신적 수요 원격의료, 스마트 주택 해충으로 인한 질병 증가 서비스 제공 지역의 축소

관계 가족관계 변화
가상 공간 내의 사회서
비스, 상호작용 기반의 
노인 복지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관계
에서의 연료 비용 변화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농업 도움 포기

평생 교육
고용과 은퇴 패턴의 
변화, 교육 수요

원격 교육 및 근무 기
회, 건강 증진

고령자의 ‘절약멘토’ 역할 농업에서의 은퇴

참여
여가, 봉사활동, 신체
적 활동

교통,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공동(단체) 행동, 지속가
능한 공동체

트렌드의 변화에 직면한 
농업 공간

정책 및 계획
바람직한 농촌개발 사
례의 다른 지역 적용

농촌 계획 기후변화의 심리적 영향 바이오 연료 사용 논의

※ 자세한 내용은 Burnholt and Dobbs(2012). ‘Research on rural ageing: Where have we got to and where are 
we going in Europe?’을 참고 바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1.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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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로운 재생에너지 서비스사업* 19)

 새로운 재생에너지 서비스사업 

 주식회사 전력셰어링은 미라이전력, 와라비전력, TSUBU, 가와표고농원의 협력을 통

해, 고향세의 재생에너지전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에서 보내는 선물’ 서비스사

업을 시작하였음.

- 전국의 농가와 소비자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연결됨과 동시에 

지역 내 순환을 통해 공생하는 일본발(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에 부합한 사

회 실현을 목표로 함. 

 전력셰어링은 환경성 위탁사업을 통해 개발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환경가치19)’ 실시

간 거래 시스템과 스마트폰용 앱을 이용하여 미라이전력과 와라비전력의 재생가능에너

지 전기요금 메뉴를 선택한 이용자에게 농산물 등 ‘고향에서 보내는 선물’ 서비스를 

제공함.

 미라이전력 이용자는 자연 에너지 설비를 통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전국의 농원 

중, 전용 앱에서 본인이 좋아요를 누른 농원에서 자가소비되는 환경 가치를 양도받을 

수 있음. 미라이전력은 대상 농원에 이용자 대신 전기요금의 일부에서 응원을 위한 

기부금을 지급함.

- 이용자는 전기 사용량(기부 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어 응원하고 있는 농원의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農業生産者と消費者が自然エネルギーでつながる新サービス開始 電力シェアリング”(2020.1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jacom.or.jp/ryutsu/news/2020/12/201207 
-48131.php).

19) 화석연료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따른 친환경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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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도시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방의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전력회사를 

통해 기부하는 제도는 있으나, 본 서비스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것이 특징임. 이를 

통해 생산자가 만들어낸 환경 가치와 소비가가 사용하는 전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소비자는 전용 앱을 사용하면 누가·언제·어디에서·어떻게·어떤 생각으로 환경 가치

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고, 생산자는 누가·언제·어디에서·어떻게 환경 가치를 소

비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상호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전력회사를 거치지 

않는 P2P(person-to-person)로 평가 및 교류를 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농가의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농산물 P2P라는 농업의 새로운 형태도 

활성화 가능함.

<그림 10>  고향에서 보내는 선물 서비스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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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정책 전개 방향* 20)

 농림수산정책 전개 방향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에서 농림수산정책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일본의 농업 현황>

<농정개혁 추진> <최근 발생한 다양한 농정과제>

• 수출액은 6년 연속 과거 최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 4,497억 엔(2012) ⇒ 9,068억 엔(2018)

[TPP11, EU와 EPA에 의한 효과]

- TPP11를 대상으로 한 유제품 수출 전년 대비 약 
30% 증가

- EU를 대상으로 한 소고기 수출 전년 대비 약 30% 

증가

• 농업소득은 19년 만에 최고 수준

[농업소득]

- 2조 8,300억 엔(2014) ⇒ 3조 7,600억 엔(2017)

• 신규 청년 취농인 증가

[49세 이하 신규 취농인 수]

- 18,800명/년(2009~2013 평균) ⇒ 21,400명/년
(2014~2018 평균)

•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주요 자연재해에 의한 농림수산 관련 피해액]

- 2018년 7월 호우    3,409억 엔
- 2019년 태풍 15호     814억 엔
- 2019년 태풍 19호   3,081억 엔

• 돼지열병(CSF) 발생
- 2018년 기후현에서 확인된 이후 7개 현의 사육돼

지에서 확인됨(멧돼지는 12현).

- 아시아 각국에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대응 강화

• 농산물무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 TPP11, EU과 EPA에 이어 미일 무역협정으로 인

한 새로운 국제환경으로 변화
- TPP 등에 대한 대책을 통해 생산자의 불안 불식
- 상대 국가 관세 철폐 등 수출 기회 확대에 대응 가

능한 생산체제 구축 필요

• 핵심경영인 부족, 농지 감소 심화
- 전업농 수: 205만 명(2010) ⟶ 140만 명(2019)

- 농지면적: 459만ha(2010) ⟶ 440만ha(2019)

 농업 성장산업화의 토대가 되는 ‘생산기반’ 강화 필요

<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

 일본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핵심농업인 부족 및 감소,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 △가축질병, △국제 무역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에 직면하였음.

 * 일본 수상관저 “農林水産政策の展開方向について”(2020.12.1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dai26/siryou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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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의 수요에 따라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중산간지역 및 중소·가족경영을 포함한 폭넓은 

생산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농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생산기반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 패키지(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를 책정하였음. 이에 따른 대응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강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 함.

농업생산기반강화 프로그램 구성

1. 수출촉진 사령탑 조직 설치를 통한 수출확대
2. 소고기·낙농 생산 확대 프로젝트
3.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원예작물 생산체제 강화
4. 벼농사의 고수익 작물로 전환
5. 스마트기술 현장 도입 및 디지털 정책 추진
6. 농림수산업에 새롭게 취업하는 자의 저변확대 및 정착 촉진
7. 계단식 논을 포함한 중산간지역의 기반 정비 및 활성화
8. 식품산업·벤처기업 등과 연계 강화
9. 인력 부족에 대응한 식품유통 효율화
10. 증가·심화하는 자연재해 피해 대응 강화
11. CSF·ASF 등 가축질병 대응 강화

<사령탑 조직 설치를 통한 수출확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본부 신설]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법률’(2020.4.1. 

시행)에 기반하여 신설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본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일원화되어 

전략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프로젝트(GFP)를 통한 글로벌 산지 형성] 사령탑을 기반으로 

수출 대상 국가의 수요와 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산지 형성 및 수출에 대응한 시설정비 

등 추진하고자 함.

 [전략적인 지적 재산권 확보] 수출을 확대하면서 일본의 강점을 잃지 않기 위해 와규 

유전자원 및 식품 신품종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육우·낙농 생산 확대 프로젝트>

 국내·외 소고기·유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육우 사육 마릿수 및 낙농 생산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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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반 계승 등에 관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생산현장과 연계된 유통개혁을 추진하

고자 함.

- (육우·낙농 생산기반 강화) △가임암소·착유용우 마릿수 증가를 위한 지원금 지급, 

△공공목장·시험장 등 활용 확대, △육우·낙농경영 연계를 통한 와규 수정란 증산·

이식을 추진함.

- (사육 마릿수 및 생산량 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중소·가족 경영 시설정비를 통한 

경영기반 계승, △축산 환경 대책(생산 증가에 대응 가능한 처리체제 구축 및 퇴비

를 활용한 토양개량, 노후화된 시설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함.

- (생산현장과 연계한 유통개혁 추진) 생산농가·도축시설·유통업계의 컨소시엄을 통

한 도축시설 재편 및 정비함.

<스마트 농림수산업 현장 도입과 디지털 정책 추진>

 드론 및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림수산업의 현장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함.

 현재 전국 69개 지역에서 도입 중이며, 향후 도입 대상을 과수 및 채소,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재해 피해지역·중산간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며, 공유 등의 새로운 서비스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을 목표로 함.

- (스마트 농업) 드론, 로봇 트랙터 및 스마트 농기계 활용으로 △수확량 증가, △정확

한 비료 계획, △적기 수확, △품질 향상, △인건비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남.

- (도전적인 농림수산 연구개발(문샷형 연구)) 농업의 완전 자동화·무인화를 위한 적

극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추진함.

- (농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20)))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구동형 경영을 추진하고,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을 

정비, △농림수산성 공통 신청 서비스 구축(행정절차 전자화), △농지정보 효율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정비(개별 제도의 농지정보 일원화), △

농업인 및 행정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항목 표준화, △MAFF 앱 개발(농업인이 관심 

있는 정책 정보제공)을 추진하고자 함.

20)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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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강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기타 정책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원예작물 생산체제 강화>

• 수출 및 가공용 수요에 대응한 노동력 절감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채소·과일·화훼 등 생산 확대
• 중소·가족경영의 경영기반 계승을 원활화하는 구조 구축, 토지개량 대책 추진
• 장기저장·냉동가공·가열·물류 등의 거점시설 정비 등

<벼농사 고수익 작물로 전환>

• 논 범용화·밭으로 전환, 기술 도입 등의 통합적 농업·농촌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고수익 작물로 전환
• 수요가 있는 보리·대두 생산 확대 대응 촉진 등

<농림수산업 신규 취농인 저변 확대 및 정착 촉진>

• 50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 지원 확대
• 취업 빙하기 세대(197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의 신규 취농 촉진
• 지역 신규 취농인 유입 체제 내실화

<계단식 논을 포함한 중산간지역 기반 정비 및 활성화>

• 중산간지역의 논을 밭으로 전환 및 시설정비 등 종합적 지원
• 생산기반과 경영시설 등의 통합 정비를 통한 중산간지역의 특색을 살린 영농 확립
• 계단식 논 지역의 진흥을 위한 체제 정비 및 경관 복원 지원 등

<식품산업·벤처기업과 연계 강화>

• 식품 관련 사업자와 농업인과의 협력(파트너)으로 시행하는 대응 촉진
• 수출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식품 사업자 등에 자금공급 원활화 등

<인력 부족에 대응한 식품 물류 효율화>

• 스톡포인트(stock point) 정비 등을 통한 공동 수·배송 및 전환교통((Modalshift)21) 추진
• 장기저장 도입 등을 통한 식품 유통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기술 도입
• 기계하역에 필요한 팰릿 등의 통일 규격 수송 자재 등 도입 등

<심화하는 자연재해에 대응 강화>

•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피해지역 스마트농업 도입
• 농업용 하우스 강화, 농업 수리시설 및 저수지 정비, 산림 관리 시설 및 산림 정비, 어항(漁港) 내진화 등 농림어업 

인프라에 관한 재해 방지 및 감소 추진
• 수입(收入)보험 이용 확대 등 재해 대응 강화 등

<돼지열병(CSF)·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대응 강화>

• 농장 및 지역의 방역대책 향상 등 사육위생관리 철저
• 야생 멧돼지 대책 강화, 사육돼지에 원활하게 백신 접종
• 수제검역체제 강화, ASF 감시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재검토 등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21., 2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기존에 이용하던 운송수단을 보다 효율성이 높은 운송수단으로 변경하여 운송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종의 운송수단과 
복합 운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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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정책방향)* 22)

 미도리(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정책방향)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12월 21일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

였음.

- 일본은 식량·농림수산업의 생산량 증가와 지속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써 ‘미도리(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식량·농림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지속가능성 

양립을 이노베이션으로 실현~’을 책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현재 일본의 농업·농촌에서는 △생산자 감소·고령화, 지역사회 쇠퇴, △온난화, 대규모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혼란 및 가정식 수요 증가 등이 진행되고 있음.

 향후 △SDGs(지속가능한발전목표) 및 환경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 규제 설립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수산업 및 지역의 장래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EU…‘Farm to Fork 전략’(2020.5)) 2030년까지 농약 사용 및 위험 50% 감축, 

유기농업 25%까지 확대

- (미국…‘농업 이노베이션 아젠다(Agriculture Innovation Agenda)’ (2020.2)) 

2050년까지 농업 생산량 40% 증가 및 환경적 영향 절반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도리 식량 시스템전략’을 확립하여,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단계의 대응과 탄소 중립 등 환경 부감 축소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2050년까지의 목표] △농림수산업의 CO2 무배출 실현, △저위험 농약으로 전환, 종합

적인 병충해 관리체계 확립·보급 및 기존 살충제 대신에 새로운 농약 등의 개발을 통한 

농약 사용량(위험 환산) 감축, △수입원료 및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유기농업 면적 확대, △식품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 일본 농림수산성 “みどりの食料システム戦略 策定に当たっての考え方(概要)”(2020.12.2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midori/team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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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조달 등을 실현하고자 함.

 [전략적인 대응 방향] △기술개발…2040년까지 혁신적인 기술·생산체계 순차 개발, 

△사회 도입…2050년까지 혁신적인 기술·생산체계 개발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 그린

화22)를 추진하여 사회에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수입해오던 비료·사료·원료를 국내생산으로 전환, 

△일본 농수산식품 평가 향상을 통한 수출확대,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자 저변확대

- (사회: 국민의 풍족한 식생활, 지역 고용 및 소득 확대) △생산자·소비자가 연계된 

건강한 일본형 식생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람들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순환사회

- (환경: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 계승) △환경과 조화된 식량·농림수산

업, △화석연료에서 전환하여 탄소중립에 공헌,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통한 

비용 경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1.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2030년까지 정책 지원 대상을 지속 가능한 식량･농림수산업을 이행하는 자에게 집중하고, 2040년까지 기술개발 상황을 
토대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보조사업 시행, 보조금 확충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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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일본, RCEP 농림수산물 및 식품 분야 합의사항 

* 베트남, 쌀 수출 현황 

* 일본, 뉴노멀시대 소비자의 식품구매 동향

 유럽

* 유럽 식품시장, 음식 쓰레기 줄이기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기한 표기 결정 도구 발표 

* EU 이사회, 동물복지 라벨 도입 합의하였으나 영양성분 라벨은 이견

  아메리카

* 미국, 2021년 가정 내 식료품 소비 감소 예상 

* 미국, 동남아 유제품 수출 사상 최고치 기대

세계 농업 브리핑 (2021. 1.)

23)

1. 아시아

□ 일본, RCEP 농림수산물 및 식품 분야 합의사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ASEAN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11월 15일 

제4차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최종 서명

을 함. 이번 합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인구와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출범하게 됨.

▪일본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3번째 무역상대국인 한국과 처음으로 경제연계협

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맺으며, 세계무역액의 30%를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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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수출입에 부과되는 관세의 91%를 단계적으로 철폐

키로 함.

▪RCEP 참가국은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며, 인도의 경우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만듦. 참가국 전체

에서 공업품(91.5%), 농림수산품(49∼61%)의 품목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일본은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은 중요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

철폐 및 삭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체결한 TPP(환태평양경제협정) 및 유럽과

의 EPA(82%)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함.

▪중국에 대해서 관세철폐율은 56%로서, 주요품목으로는 냉동 채소조제품(9%) 및 건

조야채(9%)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일본 정부 당국은 냉동 및 건조채소

는 일본 국산품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으로 판단한 것임. 다만, 양파, 파, 당근 등은 

합의대상에서 제외함. 

▪한국에 대해서는 채소분야를 합의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철폐율을 49%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였고, 아세안·호주·뉴질랜드에 대해서는 61% 수준으로 설정함. 반면, 일본이 

수출하는 농산물·식품 분야는 중국을 대상으로 가공밥·쌀과자·절화 등의 관세를 단

계적으로 낮추고 철폐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쇠고기를 한국을 대상으로는 일본술 

등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각 나라는 이번 RCEP이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함. 

발효시 국내 총생산(GDP), 인구 모두 세계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되며, 

또 일본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경제연계협정(EPA) 체결국의 비율은 약 80%가 되면

서 주요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유무역협정이 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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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쌀 수출 현황 

▪2020년 11개월간 베트남의 쌀 수출량은 570만 톤으로 작년 대비 3% 하락했지만, 

수출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은 2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대비 9.7% 증가함. 

- 11월 한 달 동안 베트남은 351,515톤의 쌀을 수출했으며 톤 당 537.6달러의 가

격으로 총 1억 8천 9백만 달러를 기록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하

였으나 수출액은 12.8% 상승했으며, 가격 또한 16.7% 상승함.

▪2020년 베트남의 쌀 수출 시장 1위는 필리핀으로, 수출량은 194만 톤, 총액 9억 

1천 16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량의 34%를 차지함. 작년 동월 대비 수출 규모는 

1.7%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11.8% 상승함.

▪2020년 베트남 쌀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시장으로는 인도네시아 181%, 호주 58.2%, 

EU 23% 등이 있음. 반면에 이라크 -65.6%, 홍콩 -24.7%, 세네갈 -32.5%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쌀 수출은 크게 감소함.

▪2020년 12월 초, The Rice Trader(TRT)가 개최한 세계 쌀 무역 회의 2020에서 

베트남 쌀 ST25 종자는 작년 세계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2위로 선정됨. 베트남 

쌀 브랜드화에 대한 쌀 수출업계 내부의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이에 베트남 

총리는 최근 베트남 쌀 브랜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함. 베트남은 2030년까지 

수출용 쌀을 생산하는 지역의 안정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베트남 쌀의 

품질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12.25.)

 □ 일본, 뉴노멀시대 소비자의 식품구매 동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이 일상화되었으며. 사람과의 접촉

을 줄이기 위해 식재료 택배, 식사 배달, 테이크아웃 등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나타난 한 해였음. 

▪일본의 한 조사 전문업체는 6~12월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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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식품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함.

▪먼저 일본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자숙 요청(외출·외식 등의 외부 활동 자제 요청) 해제 

이후에도 일본 소비자들은 식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가정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비축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출·외식을 자제하고 음식점의 테이크아웃과 

식재료 택배 서비스 등의 활용을 통해 비대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관심은 일상화되고 있음. 면역력 향상을 

목적으로 먹고 있는 식품으로는 오크라, 낫토(納豆)와 같은 끈적끈적한 식재료가 조사 

3회에 걸쳐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월에 들어서는 냄비 요리와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겨울철 메뉴가 증가함. 

- 일본의 소비자들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구매하고 있는 

식품으로는 요구르트류(類)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낫토(納豆), 녹황색채소(綠

黃色菜蔬), 버섯류 등이 뒤를 이음. 

-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요구르트류는 20대의 구매율이 가장 낮았으며, 

40~60대 중장년층의 구매가 가장 많았음.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60대 노년

층 소비자들은 녹황색채소 등 면역력 관련 식품의 구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2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비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든다.’, 

‘식단이 더는 떠오르지 않게 되었다.’를 시작으로 여러 항목의 수치가 6~8월보다 

줄어들었음.

- 특히, ‘슈퍼마켓 등에서 장을 봐야 하는 양이 많아 스트레스’라는 응답과 ‘장을 보

기 위한 외출이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매우 감소함. 

-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예측·행동 의향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붐비지 않는 곳 

또는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장을 본다.’, ‘슈퍼마켓에서 점원과 대화·접촉을 최대

한 줄인다.’ 등의 응답이 6월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슈퍼마켓에서 차분하게 

예전과 같이 행동한다.’라는 의견도 늘어나, 비일상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 정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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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메리카

 □ 미국, 2021년 가정 내 식료품 소비 감소 예상 

▪무디스(Moody’s)에서 10월 28일 푸드 다이브(Food Dive)에 전달한 보고서에 따르

면, 소비자들이 보다 정상화된 소비패턴으로 돌아가면서 향후 18개월 동안 가정용 

식품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코로나19가 통제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현재까

지도 예상할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통제되는 시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2020년의 

판매 호조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가 통제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수프, 파스타, 냉동식품과 같은 인기 품목의 수요가 감소할 것임. 소비 트렌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외식은 지양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정 내 식사 소비를 포함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쌓인 몇몇 패턴들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함. 이용 인원 제한을 

유지한 채 운영해야 하는 식당들의 상황은 꾸준한 가정 내 식사 소비에 대한 수요 

증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팬데믹 초기에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축해 놓는 것을 목표로 식료품을 구매하였으며, 이러한 수요 폭증으로 

인해, 한 때 크래프트 푸드(Kraft Food)의 모든 미국 공장은 마카로니 & 치즈, 크림치

즈, 케첩, 커피, 핫도그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24시간 가동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유명 소비자 패키지 상품(Consumer Package Goods, CPG) 생산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 폭증은 과거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을 기피하면서 수년간 어려움을 

겪던 대형 CPG 생산 업체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음. 더 많은 소비자가 식료품 구매

에 있어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형 식품 업체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나타나고 있음.

▪물론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료품에 대한 선호 경향은 

유지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 더욱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는 유지될 것임.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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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에 더하여,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상품들이 추가적으로 성장한 것에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년 팬데믹 기간 중 식료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

한 소비를 위하여 기존의 친숙한 제품들에 접근하였고, 이에 따라서 기존 높은 인지도

를 가지고 있었던 대형 CPG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게 되었음.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식료품의 수요가 

이전의 상태 –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할 것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음. 팬데믹 기간 

동안 시장 점유율을 높게 확보하였던 대형 CPG 제품들과 틈새시장을 노리는 중소기

업 제품간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소비자들의 트랜드에 부합하

는 새로운 혁신의 지속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11.20.)

 □ 미국, 동남아 유제품 수출 사상 최고치 기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미국의 새로운 유제품 수출시장으로 부상

하고 있음. 미국 유제품 수출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아세안으로의 유제품 

수출은 전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탈지분유는 8월까지 수출량이 전년 동기대비 76% 늘어 

전년 수출량을 이미 넘어섰고, 유당(Lactose)과 유장(Whey)도 각각 14%와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올해 수출실적은 경쟁국인 멕시코를 추월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고, 주요 수출국으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수출량의 75% 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는 수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해당 지역에서 건강

과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증가로 건강식품, 특히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꼽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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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슨에 의하면 태국에서는 최근 면역력에 대한 관심증가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과 음료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 싱가포르도 식비의 34%를 건강식

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 또한 우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류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자상거래 발달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함. USDEC는 미국과 

아세안과의 무역에서 최근 가장 큰 특징이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주문 증가를 꼽고 

있음. 

- 식료품 소매판매의 경우도 주문이 편리하고 집 앞까지 당일 배송해 주는 아마존

과 같은 쇼핑 플랫폼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함. 

- USDEC 관계자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의 가장 큰 특징이 포장식품(Packaged 

Food)의 증가인데 아세안 국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낮으며, 경제성

장으로 향후 이들 국가에서 건강식품과 포장식품 수요가 빠르게 늘 것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자료: 낙농진흥회(2020.12.02.)

 3. 유럽

 □ 유럽, 음식쓰레기 줄이기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지난 3월부터 이동 제한과 봉쇄조치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식품 사재기와 특정 식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식량안전보

장, 즉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체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이와 함께 음식 

쓰레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함.

▪이에 따라 유럽 식품 기업들의 음식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동참이 늘고 있음. -대표적

인 예로, 덴마크에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는 지난 9월부터 프랑스 국적의 스타트

업이자 협력사의 버려질 신선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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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굿투고(Too Good To Go)사와 협력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한데 모아 저렴

하게 판매하는 ‘해피니스 백(Happiness bags)’상품을 선보임.

- 래핑카우 치즈 제품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치즈 전문기업 벨(Bel)은, 자사의 치즈 

제품에 전통적인 유통기한 표시 문구 “가급적 _ 이전에 섭취 (à consommer de 

préférence avant le _ )” 앞에 “최상의 맛을 위해서 (pour une dégustation 

optimale)”라는 문장을 추가하기로 함. 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섭취가 가

능하다는 점을 인지시켜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임. 이 문구와 함께, 유통기한

이 지났어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아 이상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는 설명도 제품 내부 포장에 추가함.

▪한편, 포르투갈의 유통그룹 소나에엠씨(Sonae MC)는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

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기부와 판매를 전산화·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중임.

▪코로나19 사태는 식품 유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음식 쓰레기 문제는 

수년째 유럽 식품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추구 트렌드와 맞물려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11.23.)

 □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기한 표기 결정 도구 발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 제조사의 유통기한 등 표기 결정을 위한 새로운 도구

(decision tree with questions)를 발표하면서 식품기한 표기 관련 논란이 재현될지 

주목되고 있음. 

- EU 전체 연간 8,800만 톤의 식품 폐기물 중 10%가 기한 표기와 관련 폐기되고 

있는 가운데, EFSA는 효율적인 식품기한 표기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마련하고자 함.

- 현재 EU는 ‘use by’(안전에 관한 표기로 기한 경과 식품의 소비가 금지)와 ‘best 

before’(품질에 관한 표기로 기한 경과 식품의 품질 저하 가능성 표시)를 혼용 중

임. 새로운 기한 표기 결정 도구는 복수의 질문을 담은 의사결정 순서도에 따라 

언제 ‘use by’ 또는 ‘best before’를 표기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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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토 대상은 법령에 따른 기한 표기 의무화 여부, 식품 위험성 제거를 위한 

특별 가공처리 여부, 포장 시 추가가공 여부, 식품 특성 및 저장 조건 등이 있음. 

또한, 식품 안전성 보장기한, 적정 소비품질 유지기간, 포장 및 보관방법 등 중요 

요소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리뷰도 기한 표기 결정시 고려할 사항임.

▪이번 조치는 EU의 식품 관련 주요 정책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F2F) 

전략의 일환으로, 기한 표기 결정기준을 개선하여 식품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함. 

-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식품 폐기물 감축을 위해 안전성 문제가 없어 기한표

시 의무가 면제되는 품목 리스트 확대를 촉구하고 있음. 앞서 2014년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2014년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의 기한표기 의무 면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best before’ 표기 폐지를 제안함. 

- 이에 대해 이탈리아가 식품의 품질도 안전성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반대하며 

‘best before’ 표기가 아직까지 EU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EFSA의 ‘생물 위험에 관한 패널’은 식품 유통과 관련, 보관조건, 개봉 후 소비기

한 및 해동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방안을 2021년 제안할 예정임.

※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12.04.)

 □ EU 이사회, 동물복지 라벨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영양성분 라벨은 이견

▪EU 농업장관이사회는 EU 차원의 동물복지 라벨 제도 도입에 동의한 반면, 식품 

등 영양표시 라벨 도입에는 이견이 있었음. 이사회는 15일(화) EU 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EU 공동의 동물복지 라벨제

도 법안 제출을 EU 집행위에 요구키로 합의함.

▪ 동물복지에 관한 EU 공동의 라벨을 통해 상품제조에 사용된 동물의 사육환경, 운송 

및 도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 

- EU 집행위는 생산자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 동물복

지 라벨의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 동물복지 향상 및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정보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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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제도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식품 등의 영양성분을 A-E 및 색상의 5단계로 구분 표시하는 ‘영양성분표 라벨 

제도’는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의 반대로 타협안 마련에 실패함.

- 이탈리아는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을 평가하여 5단계로 구분하는 적정한 제도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동 제도가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전달 방안으로 부적합하다

고 주장함. 

▪식품 등 원산지 및 영양성분 라벨 표기 문제는 회원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집행위는 관련 사항을 향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함.

※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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