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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1)
세계 곡물 전체 생산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월 전망
에 의하면, 전체 곡물 생산량은 27억 1,400만 톤으로 예상되었다. 소비량 또한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로 27억 200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재고율은 29.9%로 전망되었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

2019/2020

2020/21
(1월 전망)

구분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생산량

1,708

1,845

2,016

2,214

2,519

2,672

2,714

소비량

1,741

1,860

2,021

2,240

2,469

2,655

2,702

재고율

25.1

30.4

19.5

20.2

30.0

30.5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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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세계 곡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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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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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목별 수급 동향
세계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쌀 재고
율은 30% 후반 대를 유지해오다 2000년대 중후반 2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
년대 후반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2020/21년 1월 생산량 5억 3백만 톤, 소비량 5억
톤, 재고율 35.9%로 전망되었다.
세계 밀 생산량과 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밀
재고율은 30% 내외를 유지하다 최근에는 30%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2020/21년 1월
현재 생산량 7억 7,300만 톤, 소비량 7억 5,500만 톤, 재고율 41.5%로 전망되었다.
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2000년대 중반 10%대로 급감하였다가 최근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1월 생산량 11억 3,400만 톤,
소비량 11억 4,600만 톤, 재고율 24.8%로 전망되었다.
세계 대두 재고율은 과거 20% 초반을 유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1월 전망에서는 생산량 3억 6,100만 톤,
소비량 3억 7,000만 톤, 재고율 22.8%로 전망되었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쌀

밀

옥수수

대두

구분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20/21
(1월 전망)

생산량

369

399

418

452

477

496

503

소비량

366

394

413

444

468

495

500

재고율

32.2

37.3

18.5

22.9

30.5

36.1

35.9

생산량

537

537

583

619

650

736

773

소비량

544

544

584

616

653

708

755

재고율

28.7

35.3

24.9

30.7

34.8

40.5

41.5

생산량

517

591

700

849

1,015

1,116

1,134

소비량

532

609

707

868

1,002

1,129

1,146

재고율

25.1

28.8

17.5

13.3

31.2

26.8

24.8

생산량

125

176

221

265

315

336

361

소비량

132

171

216

253

316

355

370

재고율

14.1

20.0

25.7

28.9

24.8

26.9

22.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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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곡물 선물/현물(FOB) 가격 동향
곡물 선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상승해오다가 2000년
대 후반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대 말에 이르러 곡물 모두 하락
하는 추세를 보였다.
밀 선물가격은 12월 러시아가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 밀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상승하였고, 1월에는 러시아의 수출세 인상 계획에 따라 미국 물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하였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 아르헨티나가 3월 1일까지 옥수수 수출 금치 조치를 발
표하면서 상승하였고, 1월에는 남미의 건조한 날씨와 검역관들의 파업으로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상승하였다.
대두 선물가격은 12월 아르헨티나의 노동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이 생기면서 상
승하였고, 1월에는 남미의 고온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대두 작황 악화가 우려되면
서 상승하였다<그림 2, 표 3>.
곡물 현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최근 밀, 옥수수, 대두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4, 5>. 최근 쌀 현물가격 태국 장립종 쌀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인 반
면,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표 4>.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10.01~2021.01)
(단위: 달러/톤)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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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 2018/19

2020.01

2020.12

2021.01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1)
옥수수2)

170
143

179
150

178
152

209
172

240
199

5.0
4.9

34.6
31.2

15.0
15.8

대두2)

354

324

339

444

507

-8.6

49.6

14.3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1년 1월 가격은 15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1년 1월 가격은 15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January and ERS January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10.01-2021.01)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10.01-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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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10.01-2021.01)

<그림 6> 쌀 월별 현물 가격 동향
(2010.01-2021.01)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AMS January and ERS January, IGC 자료: USDA Rice Outlook January 2021
Marke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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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20.01 2020.12 2021.01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 대비

밀1)

228

234

236

270

284

2.2

20.3

5.4

옥수수2)
대두2)

169
378

174
338

177
361

220
486

243
543

2.8
-10.4

37.1
50.5

10.2
11.7

태국

418

399

439

514

522

-4.7

18.9

1.6

캘리포니아

868

866

825

835

835

-0.2

1.2

0.0

쌀3)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1년 11월 가격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1년 1월 가격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이며 2021년 1월 가격은 12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IGC Market Data January 2021, USDA Rice Outlook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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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2)

러시아의 곡물 수출 쿼터제 시행과 밀을 비롯한 보리, 옥수수 등에 대한 수출세 부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전망 불확실성,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 제한
우려, 중국의 곡물 수입 수요 확대, 미국의 곡물 수출 증가에 따른 기말 재고 급감 등이
곡물 시장을 강세로 이끌고 있다. 새해 들어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더 심해졌으며, 미국
농무부(USDA)의 1월 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를 기점으로 선물 가격은 수직 상승했다. 특히
옥수수 선물은 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 직후 일일 거래 상한선까지 치솟아 조기에 장이 종
료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대두 및 밀 가격도 폭등하는 장이 형성됐다. 곡물 가격은 6
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2월 전망에 비해서 미국의 주요 곡물 수급 전망이 악화된 것이 기폭제가 되어 곡
물 가격을 대폭 끌어올렸다. 미국의 옥수수 단위당 수확량이 에이커 당 175.8부셸에서
172.0부셸로 3.8부셸 줄었다. 그 결과,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전월 3억 6,849만 톤에서
3억 6,025만 톤으로 감소했다. 소비량 및 수출량은 줄었으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
라 기말 재고량은 전월 4,323만 톤에서 3,942만 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의 대두 단수는 에이커 당 50.7부셸에서 50.2부셸로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1억
1,350만 톤에서 1억 1,255만 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소비량은 약간 줄고 수출량은 약간
늘어난 가운데, 기말 재고량은 476만 톤에서 380만 톤으로 감소했다.
이번 수급 전망에서 미국의 밀 단수는 변동 없었으며, 생산량과 수출량은 각각 4,969만
톤, 2,681만 톤으로 전월과 같았으나, 소비량이 3,067만 톤에서 3,138만 톤으로 상향 조
정되었다. 그 결과, 기말 재고량은 전월 2,345만 톤에서 2,276만 톤으로 줄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옥수수 수급 전망도 상당히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의 경우 옥수수 생산량이 전월 4,900만 톤에서 4,75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브라질 역
시 옥수수 생산량이 전월 1억 1,000만 톤에서 1억 9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중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전월 2억 8,550만 톤에서 2억 8,700만 톤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수입량
은 전월 1,650만 톤에서 1,750만 톤으로 증가했다.
세계 대두 수급과 관련해서,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전월 5,000만 톤에서 4,8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세계 밀 수급 전망에서도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1,800만 톤에서
1,75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수출량도 전월 1,250만 톤에서 1,200만 톤으로 감소했

* agsco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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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시아의 경우 밀 생산량이 8,400만 톤에서 8,530만 톤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수출량
은 수출 제한 조치로 4,000만 톤에서 3,9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중국의 밀 생산량은
전월 1억 3,600만 톤에서 1억 3,425만 톤으로 줄었으며, 수입량은 전월 850만 톤에서
900만 톤으로 늘었다.
이하에서는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하는 수급 자료들을 통해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다루되, 주요 국가의 품목별 수급 전
망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가 1월 12일에 발표한 ‘세계곡물수급전망(WASDE)’ 보고서와
각종 뉴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곡물 전체 1)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0/21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
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USDA는 27억 1,400만 톤으로 1.6%, IGC는 27억
1,300만 톤으로 1.1%, FAO는 27억 4,200만 톤으로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USDA는 35억 2,400만 톤으로 1.3%, IGC는 35억 400만 톤으로 0.6%,
FAO는 36억 1,400만 톤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27억 1,700만
톤으로 1.8%, IGC는 27억 1,800만 톤으로 1.0%, FAO는 27억 4,400만 톤으로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USDA는 4억 6,400만 톤으로 5.2%, IGC는 4억 5,400만 톤으로 3.9%,
FAO는 4억 5,500만 톤으로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8억 700만 톤으로 0.4%, IGC는 7억 8,600만
톤으로 0.6%, FAO는 8억 6,600만 톤으로 0.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기관
별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는 29.7%, IGC는 28.9%, FAO는 31.6%이며,
2019/20년 대비 각각 0.6%p, 0.5%p, 0.8%p 줄 것으로 보았다.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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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월 전망) 대비

2019/20
(추정)

2020/21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672

2,714

1.6

2,683

2,713

1.1

2,707

2,742

1.3

공급량

3,479

3,524

1.3

3,482

3,504

0.6

3,576

3,614

1.1

소비량

2,669

2,717

1.8

2,691

2,718

1.0

2,692

2,744

1.9

교역량

441

464

5.2

437

454

3.9

440

455

3.4

기말재고량

810

807

-0.4

791

786

-0.6

873

866

-0.8

기말재고율

30.3

29.7

29.4

28.9

32.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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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쌀
2.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
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USDA는 5억 300만 톤으로 1.4%, IGC는 5
억 300만 톤으로 1.2%, FAO는 5억 800만 톤으로 1.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USDA는 6억 8,100만 톤으로 1.2%, IGC는 6억 7,700만 톤으로 0.6%, FAO는
6억 9,000만 톤으로 0.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5억 200만 톤으
로 1.4%, IGC는 5억 200만 톤으로 0.6%, FAO는 5억 1,000만 톤으로 1.4% 증가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500만 톤으로 4.7%, IGC는 4,600만 톤으로 7.0%, FAO는 4,800만 톤
으로 6.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USDA와 IGC의 경우 2019/20년 대비 기말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USDA는 1억 8,000만 톤으로 1.1%, IGC는 1억 7,500만 톤으로 0.6% 증가할 것으
로 내다봤다. 반면 FAO는 1억 8,100만 톤으로 기말 재고량이 0.5% 하락할 것으로

12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IGC는 34.9%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USDA는
35.9%로 2019/20년 대비 0.1%p, FAO는 35.5%로 2019/20년 대비 0.7%p 줄였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2019/20
(추정)

IGC

2020/21 전년
(1월 전망) 대비

2019/20
(추정)

FAO-AMIS

2020/21 전년
(1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2월 전망) 대비

생산량

496

503

1.4

497

503

1.2

501

508

1.4

공급량

673

681

1.2

673

677

0.6

686

690

0.6

소비량

495

502

1.4

499

502

0.6

503

510

1.4

교역량

43

45

4.7

43

46

7.0

45

48

6.7

1.1

174

175

0.6

182

181

-0.5

34.9

34.9

36.2

35.5

기말 재고량

178

180

기말 재고율

36.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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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국가별 수급2)
2.2.1 수출 시장
인도의 올해 쌀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1억 2,00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
년 대비 157만 톤, 2018/19년 대비 3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 면
적은 4,450만 ha로 전년 대비 72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05톤
으로 2019/20년 대비 0.01톤 줄겠다. 소비량은 1억 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6만 톤, 2018/19넌 대비 684만 톤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쌀 수출량은 1,3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31만 톤, 2018/19년 대비
33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쌀 생산량 증가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인해 주요 수입국들의 인도산 쌀
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 정부의 새 농업법 제정에 대해 농민 단체는

2) 국가별 쌀 생산량은 백미(milled rice) 기준이므로 도정 전의 쌀 생산량 즉 생산 면적과 단위당 수확
량을 고려한 수확량(rough production)과는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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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 가격 보장을 두고 협상을 펼치고 있
다. 소비량과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기말 재고량은 2,9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넌 대비
40만 톤 증가하겠다.
태국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에 2,058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나, 2020/21년에는 1,8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생산 면적은 1,030만 ha로 2019/20년 대비 41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
량 또한 ha 당 2.74톤으로 2019/20년 대비 0.03톤 늘겠다. 소비량은 1,200만 톤
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1,16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
년에는 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
서는 5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경쟁 심화와 높은 가격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쌀 운송에 필
요한 컨테이너 부족과 바트화 강세도 상황을 힘들게 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태국
은 인도에 밀려 쌀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44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감소하겠
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0만 톤 증가하겠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2014/15년에 2,8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며, 2020/21년에는 2,71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하지만, 2018/19년 대비
해서는 2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39만 ha로 2019/20년 대
비 1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5.87톤으로 2019/20년 대비
0.01톤 줄겠다. 소비량은 2015/16년 2,25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며, 2020/21년에는 2,1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도 2011/12년에는 77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세 번째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국내 공급 제한과 가격 폭등(9년 만에 최고
치를 기록)으로 인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로부터 쌀을 구매하기 시작했으
며, 수입된 쌀은 사료용 및 주류용으로 소비될 예정이다. 기말 재고량은 125만 톤
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 15만 톤 증가하겠다.
파키스탄의 쌀 생산량은 76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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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00
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80톤으로 2019/20년
대비 0.20톤 늘겠다. 소비량은 2017/18년 34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
으나, 2020/21년에는 340만 톤으로 회복되어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8/19년 449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400만 톤으로 줄어들겠다. 기말 재고량은 12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30민 톤 증가하겠다.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2018/19년 1,320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2019/20년
1,270만 톤으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1,290만 톤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00만 ha로 2019/20년 대비 1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8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050만 톤으
로 역대 최고인 2009/10년의 1,089만 톤에 근접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에 335
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22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늘어나 기말 재고량은 13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1만 톤, 2018/19년 대비 27만 톤 증가하겠다.
<표 3> 수출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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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18.60 (▲0.94/▼1.74)

12.00 (0.00/▲0.20)

7.00 (▲1.50/▼0.56) 4.44 (▼0.20/▲0.20)

베트남

27.00 (▼0.15/▼0.34)

21.20 (▲0.10/0.00)

6.30 (▼0.10/▼0.28) 1.05 (▼0.10/▼0.05)

파키스탄 7.60 (▲0.40/▲0.30)
미얀마

3.40 (▲0.10/▲0.10) 4.10 (▲0.10/▼0.39)

0.9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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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8 JAN., 2021.

1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2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6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385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쌀 생산량은 2019/20년과 같은 504만 톤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유지하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
은 35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29톤으로 변동
없을 전망이다. 나이지리아의 쌀 소비량은 2019/20년 685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2020/21년에는 670만 톤으로 15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수입량은 2011/12년 320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15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20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
아 정부는 대출금 보조, 값싼 비료 제공, 농지 무상 임대, 세재 해택 등을 통해 농
가의 쌀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쌀 생산량은 198만 톤에 머무르는 반면, 소비량은 41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량은 2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2008/09년 3,831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
으나, 2020/21년에는 3,4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0만 톤, 2018/19년 대비
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160만 ha로 2019/20년 대비 40
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74톤으로 2019/20년 대비 0.04톤 줄겠
다. 소비량도 2013/14년 3,850만 톤까지 오른 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
는 3,5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90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수요 둔화와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한 높은 관세 부과로 2020/21년
쌀 수입량은 5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 1,224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며, 2020/21년에는 1,2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만 톤, 2018/19년 대비 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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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465만 ha로 2019/20년 대비 1만 ha 줄
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10톤으로 2019/20년 대비 0.02톤 늘겠다. 소비
량은 1,4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자유화 조치로 2018/19년에는 수입량이 130만 톤에서
360만 톤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20/21년에는 23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은 수매 정책을 통해 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2020/21년 쌀 생산량은 1억
4,8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7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억 4,75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해, 2019/20년 대비 227만 톤, 2018/19년 대비 4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옥수수 공급의 제한으로 사료용으로 혼입하기 위해 쌀의 소비를 늘리고 있다.
수입량은 2017/18년 550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어 2020/21년에는 220만 톤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아시아 여러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쌀을 수입하고 있는 곳은 태국이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파키스탄, 미
얀마 순이다.
멕시코의 쌀 생산량은 19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9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96만 톤으로 2019/20
년 대비 2만 톤, 2018/19년 대비 4만 톤 증가하겠다. 수입량은 2016/17년 87만 톤
까지 오른 이후 줄어 2020/21년에는 8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
는 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쌀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762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만 톤 증가함에 반
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던 소비량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825만 톤에 이르겠
으며,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15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쌀 수입 관세화 이후 수입량은 7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21
년에는 6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쌀 생산량은 1980년대까지 600만 톤을 기록했으나 계속해서 줄어
2017/18년부터 4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35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3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36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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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율의 할당관세물량(TRQ)을 합해 2020/21년
수입량은 45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6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수입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생산량

소비량

서남아시아 2.27 (▼0.07/▲0.26) 6.20 (▲0.10/▲0.30)

수입량

기말 재고량

3.85 (0.00/▼0.08)

1.28 (▼0.08/▲0.01)

나이지리아

5.04 (0.00/▲0.50)

6.70 (▼0.15/▼0.10) 1.50 (▲0.20/▼0.40) 0.55 (▼0.16/▼0.67)

유럽연합

1.98 (0.00/▲0.02)

4.15 (▲0.10/▲0.35) 2.40 (▼0.04/▲0.25) 1.16 (▼0.0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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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0.00/▼0.95)

필리핀

12.00 (▲0.07/▲0.27) 14.40 (▲0.10/▲0.30) 2.30 (▼0.15/▼1.30) 3.50 (▼0.10/▼0.02)

중국

148.30 (▲1.57/▼0.19) 147.50 (▲2.27/▲4.58) 2.20 (▼0.40/▼1.00) 117.00 (▲0.50/▲2.00)

멕시코

0.19 (▲0.02/0.00)

0.96 (▲0.02/▲0.04)

0.80 (0.00/▲0.06)

0.19 (▲0.03/▲0.05)

일본

7.62 (▲0.01/▼0.04) 8.25 (▼0.10/▼0.15)

0.69 (0.00/▲0.06)

1.90 (▼0.02/▼0.15)

한국

3.51 (▲0.23/▼0.36) 4.00 (▼0.10/▼0.57)

0.45 (0.00/▲0.16)

1.04 (▼0.10/▼0.05)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8 JAN., 2021.

3. 밀
3.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FAO의 경우 생산량이 7억 6,200만 톤
으로 2019/20년과 같겠다고 보았으나, USDA는 7억 7,300만 톤으로 1.2%, IGC는
7억 6,800만 톤으로 0.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
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10억 7,300만 톤으로 2.5%, IGC는 10억 4,600만 톤으로 2.1%, FAO는
10억 3,800만 톤으로 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의 경우 USDA는 7억 6,000만 톤으로 1.7%, IGC는 7억 5,300만 톤으로
1.1%, FAO는 7억 5,800만 톤으로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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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는 1억 8,5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USDA는 1억 9,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 IGC는 1억 8,700만 톤으로 1.6% 늘어날 전망이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3억 1,300
만 톤으로 4.3%, IGC는 2억 9,400만 톤으로 5.8%, FAO는 2억 8,300만 톤으로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41.2%, IGC 39.0%,
FAO 37.3%로 2019/20년 대비 각각 1.0%p, 1.7%p, 0.3%p 올랐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IGC

2019/20 2020/21 전년 2019/20
(추정)
(1월 전망) 대비 (추정)

2020/21
(1월 전망)

FAO-AMIS
전년 2019/20 2020/21 전년
대비
(추정) (12월 전망) 대비

생산량

764

773

1.2

764

768

0.5

762

762

0.0

공급량

1,047

1,073

2.5

1,024

1,046

2.1

1,034

1,038

0.4

소비량

747

760

1.7

745

753

1.1

749

758

1.2

교역량

191

194

1.6

184

187

1.6

185

185

0.0

기말 재고량

300

313

4.3

278

294

5.8

277

283

2.2

기말 재고율

40.2

41.2

37.3

39.0

37.0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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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은 1억 3,5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871만 톤,
2018/19년 대비 7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2,461만 ha로
2019/20년 대비 151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52톤으로 2019/20
년 대비 0.40톤 줄겠다. 유럽연합의 공급량 감소로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는 밀 선
물 가격은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의 밀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3,04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
년에는 1억 1,850만 톤으로 줄었으며, 2019/20년 대비 400만 톤, 2018/19년 대비
25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6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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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31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기말 재고량은 1,110만 톤으로, 2019/20넌 대비 320만 톤, 2018/19년 대비
482만 톤 감소하겠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8,5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69만 톤, 2018/19년
대비 1,36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2,860만 ha로 2019/20년
대비 129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98톤으로 2019/20년 대비
0.28톤 늘겠다. 소비량은 1990년대 초반 5,500만 톤을 넘어섰으나, 이후 회복되
지 못하고 줄어 2020/21년에는 4,15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는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7/18년 4,143만 톤까지 올랐으나
이후 줄었으며, 2020/21년 3,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51만 톤, 2018/19년
대비 31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판매 제한, 루블화 강세, 미국과 유럽 밀 선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러시
아 밀 수출 가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해
내년 2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곡물 수출을 1,750만 톤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수출
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수출세 부과 규모는 쿼터 내에서는 톤당 25유로, 쿼터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0유로까지 부과하는 안을 마련해놓았으며, 최근
에는 쿼터 내 부과 규모도 3월 1일부터 50 유로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말 재고량은 1,25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30만 톤, 2018/19년 대비 475만
톤 증가하겠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1990년대 초에 3,000만 톤을 넘어선 바 있으나, 이
후 생산량은 줄어 2020/21년 2,55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367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680만 ha로 2019/20년 대비 22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75톤으로 2019/20년 대비 0.41톤 줄겠다. 소비량도 1990년 초에 2,800만 톤 가
까이 올랐으나 2020/21년에는 810만 톤에 그치겠으며, 2019/20년 대비 60만 톤,
2018/19년 대비 7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9/20년 2,101만
톤까지 올랐으나 2020/21년에는 1,750만 톤으로 351만 톤 감소하겠으며, 2018/19
년 대비해서는 14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밀 수출 불확실성 속에 우크라이나 밀 수출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농업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따른 국내 식량
안보를 고려해 밀 수출 가능 물량을 1,750만 톤으로 정해놓았다. 기말 재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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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만 톤, 2018/19년 대비 47만 톤 감소하겠다.
역사적으로 낮은 파종 면적과 생산 면적으로 인해, 미국의 밀 생산량은 4,96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89만 톤, 2018/19년 대비 16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생산 면적은 1,487만 ha로 2019/20년 대비 26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
량도 ha 당 3.34톤으로 2019/20년 대비 0.14톤 줄겠다. 소비량은 3,13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2만 톤, 2018/19년 대비 13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출량은 2,68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3만 톤, 2018/19년 대비 131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27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23만 톤,
2018/19년 대비 663만 톤 감소하겠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은 3,518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3/14년 3,759만
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9/20년 대비 251만 톤, 2018/19년 대비 283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002만 ha로 2019/20년 대비 36만 ha 증가
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51톤으로 2019/20년 대비 0.13톤 늘겠다. 소비량
은 960만 톤으로 2016/17년 1,067만 톤 수준으로 오르면서, 2019/20년 대비 34만
톤, 2018/19년 대비 4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65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87만 톤, 2018/19년 대비 21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50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7만 톤,
2018/19년 대비 101만 톤 감소하겠다.
2016/17년 3,18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저조한 생
산 실적을 기록했던 호주의 밀 생산량은 2020/21년 3,000만 톤으로 회복되겠으
며, 2019/20년 대비 1,480만 톤, 2018/19년 대비 1,2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생산 면적은 1,300만 ha로 2019/20년 대비 280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
확량도 ha 당 2.31톤으로 2019/20년 대비 0.82톤 늘겠다. 소비량은 2018/19년
920만 톤까지 증가한 이후, 2019/20년에는 850만 톤, 2020/21년에는 800만 톤으
로 줄겠다. 수출량은 2011/12년 2,466만 톤까지 오른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 2,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86만 톤, 2018/19년 대비 1,09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인해 중국으로의 밀 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대체
시장으로의 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북반구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 부진으로 세
계 공급은 빠듯해져 수출 시장에서 호주는 유리한 상황이며,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호주산 밀의 주요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기말 재고량은 540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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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년 대비 250만 톤, 2018/19년 대비 96만 톤 증가하겠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1,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6만 톤, 2018/19년 대비 2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부
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생산량 전망치를 더 낮춰 1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 면적은 630만 ha로 2019/20년 대비 43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
확량도 ha 당 2.78톤으로 2019/20년 대비 0.16톤 줄겠다. 소비량은 59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5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량은 1,2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2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4만 톤,
2018/19년 대비 48만 톤 감소하겠다.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759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399만 톤, 2018/19년 대비 77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145만 ha로 2019/20년 대비 213만 ha 늘어남에 반해,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42톤으로 2019/20년 대비 0.11톤 줄겠다. 소비량도 역대 최고인 9,95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410만 톤, 2018/19년 대비 38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출 여력이 생긴 인도는 2020/21년 150
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수출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35.80 (▼18.71/▼0.78) 118.50 (▼4.00/▼2.55) 26.50 (▼11.93/▲3.19) 11.10 (▼3.20/▼4.82)
러시아

85.30 (▲11.69/▲13.61) 41.50 (▲1.50/▲1.00) 39.00 (▲4.51/▲3.14) 12.53 (▲5.30/▲4.75)

우크라이나

25.50 (▼3.67/▲0.44)

8.10 (▼0.60/▼0.70)

미국

49.69 (▼2.89/▼1.62)

31.38 (▲0.82/▲1.39) 26.81 (▲0.53/▲1.31) 22.76 (▼5.23/▼6.63)

캐나다

35.18 (▲2.51/▲2.83)

9.60 (▲0.34/▲0.45)

호주
아르헨티나

17.50 (▼3.51/▲1.48)

26.50 (▲1.87/▲2.12)

5.03 (▼0.47/▼1.01)

30.00 (▲14.80/▲12.40) 8.00 (▼0.50/▼1.20) 20.00 (▲10.86/▲10.99) 5.40 (▲2.50/▲0.96)
17.50 (▼2.26/▼2.00)

5.95 (▼0.35/▼0.10)

12.00 (▼1.50/▼0.19)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6 N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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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22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만
톤,2018/19년 대비 4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3,94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7만 톤, 2018/19년 대비 1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1,8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9만 톤, 2018/19년 대비 97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66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76
만 톤, 2018/19년 대비 43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695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70만 톤, 2018/19년 대비 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2,9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6만 톤, 2018/19년 대비 244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인 조치로, 식량의 안정적인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량을 계속해
서 늘리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 소비량은 2,53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9
만 톤, 2018/19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625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4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억 3,425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
며, 2019/20년 대비 66만 톤, 2018/19년 대비 28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2,338만 ha로, 2019/20년 대비 35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74톤으로 2019/20년 대비 0.11톤 늘겠다. 소비량은 1억 3,5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00만 톤, 2018/19년 대비 1,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옥수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 밀 재고를 방출해 사료용 옥수수
수요를 밀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식량 안보와 수요 급증으로 곡
물 수입을 확대하고 있어 밀 수입량은 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62만 톤,
2018/19년 대비 5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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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입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28 (▲0.09/▲4.40) 39.44 (▲0.97/▲1.74) 18.20 (▲0.49/▲0.97)

13.07 (▲0.37/▲1.01)

북아프리카 16.64 (▼1.76/▼4.36) 46.95 (▲0.70/▲0.85) 29.40 (▲1.66/▲2.44)

12.46 (▼1.90/▼3.07)

동남아시아

5.91 (▼0.18/▲0.04)

0.00 (0.00/0.00)

25.34 (▲0.19/▲0.05) 26.25 (▼0.20/▼0.47)

중국

134.25 (▲0.66/▲2.82) 135.00 (▲9.00/▲10.00) 9.00 (▲3.62/▲5.85) 158.93 (▲7.25/▲19.16)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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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 (▲0.01/▲0.01)

31.11 (▲7.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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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옥수수
4.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
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11억 3,400만 톤으로
1.6%, IGC는 11억 3,300만 톤으로 0.8%, FAO는 11억 5,500만 톤으로 1.5% 증가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IGC는 14억
3,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 감소하겠으나, USDA는 14억 3,700만 톤으
로 0.1%, FAO는 15억 1,000만 톤으로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1억 5,300만 톤
으로 1.8%, IGC는 11억 6,100만 톤으로 0.7%, FAO는 11억 6,900만 톤으로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억 8,400만 톤으로 8.2%, IGC는 1억 8,300만 톤으로 5.2%, FAO는 1억
8,300만 톤으로 5.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2019/20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2억
8,400만 톤으로 6.3%, IGC는 2억 6,800만 톤으로 9.8%, FAO는 3억 3,600만 톤
으로 5.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 역시 세 기관 모두 하락할 것으
로 전망해, USDA는 24.6%, IGC는 23.1%, FAO는 28.7%로 2019/20년 대비 각각
2.1%p, 2.7%p, 2.4%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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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IGC

2019/20 2020/21
(추정) (1월 전망)

전년 2019/20
대비 (추정)

FAO-AMIS

2020/21
(1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12월 전망) 대비

생산량

1,116

1,134

1.6

1,124

1,133

0.8

1,138

1,155

1.5

공급량

1,436

1,437

0.1

1,451

1,430

-1.4

1,500

1,510

0.7

소비량

1,133

1,153

1.8

1,153

1,161

0.7

1,143

1,169

2.3

교역량

170

184

8.2

174

183

5.2

174

183

5.2

-9.8

355

336

-5.4

31.1

28.7

기말 재고량

303

284 -6.3

297

268

기말 재고율

26.7

24.6

25.8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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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국가별 수급
4.2.1 수출 시장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3억 6,02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29만 톤 증가
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40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3,337만 ha로 2019/20년 대비 4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10.80톤으로 2019/20년 대비 0.29톤 늘겠다. 소비량은 3억 54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6만 톤, 2018/19년 대비 5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출량은 6,477만 톤으로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겠으며, 2019/20년 대비 1,960만
톤, 2018/19년 대비 1,2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
고 소비량 및 수출량이 더 크게 증가해 기말 재고량은 3,942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34만 톤, 2018/19년 대비 1,699만 톤 감소하겠다.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1억 9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700만 톤, 2018/19년 대비 8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
산 면적이 1,950만 ha로 2019/20년 대비 10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
도 ha 당 5.59톤으로 2019/20년 대비 0.08톤 늘겠다. 소비량도 역대 최고인
7,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300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3,968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3,400만 톤까지 줄어들겠으나, 2020/21년에는 3,9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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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64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20만 톤 증가하겠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4,750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3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610만 ha로 2019/20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7.79톤으로 2019/20년 대비 0.31톤 줄겠
다. 소비량은 1,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3,724
만 톤을 기록했으나, 2020/21년에는 3,4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세 부과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생산량과 수출량은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노사 협상으로 선적 중단 사태는 해소되었으나, 아르
헨티나 정부의 수출 중단 조치로 아르헨티나 생산자 단체들이 판매를 중지하는 사
태가 벌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 중단에서 한 발 물러나 일일 3만 톤으로
제한했으나, 생산자단체의 완강한 철회 요구에 수출 제한 조치를 풀었다.
아르헨티나 농업부는 농부 단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 제한을 해제하되, 국내
옥수수 가격을 모니터링 하는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
다. 기말 재고량은 28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9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51만 톤 증가하겠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95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9/20년
대비 639만 톤 감소하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도 631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생산 면적이 540만 ha로 2019/20년 대비 41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46톤으로 2019/20년 대비 1.73톤 줄겠다. 소비량은 2013/14년
에 1,06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량은 2,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93만 톤, 2018/19년 대비 632만 톤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8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9만 톤 감소하
겠으나, 2018/19년과는 같겠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1,755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
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1,6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
년 대비해서는 4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300만 ha로
2019/20년 대비 9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5.33톤으로
2019/20년 대비 0.17톤 줄겠다. 소비량은 1,2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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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2018/19년 대비 2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그 해 생산 정도
에 따라 증감 폭이 크며, 2020/21년에는 2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135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기말 재고량은 232만 톤으로 2019/20
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130만 톤 증가하겠다.
<표 9> 수출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미국
브라질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360.25 (▲14.29/▼4.01) 305.45 (▼4.06/▼5.00) 64.77 (▲19.60/▲12.29) 39.42 (▼9.34/▼16.99)
109.00 (▲7.00/▲8.00)

70.00 (▲1.50/▲3.00)

39.00 (▲4.00/▼0.68) 6.49 (▲1.50/▲1.20)

아르헨티나 47.50 (▼3.50/▼3.50)

15.00 (▲1.50/▲1.20)

34.00 (▼1.50/▼3.24) 2.88 (▼1.49/▲0.51)

우크라이나 29.50 (▼6.39/▼6.31)

6.10 (▼0.30/▼0.10)

24.00 (▼4.93/▼6.32)

0.89 (▼0.59/0.00)

12.80 (▲0.20/▲0.26)

2.80 (▲0.30/▲1.35)

2.32 (▲0.40/▲1.30)

남아공

16.00 (0.00/▲4.18)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8 JAN., 2021.

4.2.2 수입 시장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발칸 국가들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은 6,36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312만 톤, 2018/19년
대비 78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이 898만 ha로 2019/20년 대비 9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7.08톤으로 2019/20년 대비 0.43톤 줄겠
다. 소비량은 7,9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8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1만 톤,
2018/19년 대비 72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는 농업부 예산을 3분의 1로 삭감해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은 2,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
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730
만 ha로 2019/20 대비 68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84톤으로
2019/20년 대비 0.16톤 줄겠다. 소비량은 4,38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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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만 톤, 2018/19년 대비 1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종자의 환경 방출 허용을 취소하고 제한함
은 물론, 2024년까지 GMO 옥수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의무화하
는 법령을 내놓았다. 멕시코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을 중단키로 한 것은 식량
자급자족을 해나가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GMO 옥수수 수입 제한
조치가 사료용 옥수수에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옥수수 소비량은 1,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하겠으
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600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11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5만 톤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의 옥수수 생산량은 640만 톤으로 역대 최고인 2018/19년 680만 톤에 미
치지 못하겠으며,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69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
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030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3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9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1,2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2018/19년
대비 1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2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만 톤, 2018/19년 대비 11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생산량은 3,0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5만 톤,
2018/19년 대비 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7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15만 톤, 2018/19년 대비 2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1,8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9만 톤, 2018/19년 대비 139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6,06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만 톤 감소하겠
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3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4,126
만 ha로 2019/20 대비 2만 ha 줄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6.32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2억 8,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00만 톤,
2018/19년 대비 1,3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90만 톤, 2018/19년 대비 1,30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치솟는 옥수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재고 방출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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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밀과 쌀 등 비축 재고뿐만 아니라 수입된 사료
용 밀도 시장에 풀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세 가지 유전자 변형체 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승인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다베이농 그룹이 개발한 또 다른 유전자 변형
옥수수에 대해안전성 승인을 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표 10> 수입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생산량

유럽연합

63.60 (▼3.12/▼0.78)

79.50 (▼1.50/▼8.00) 18.00 (▼0.61/▼7.25)

7.08 (▼0.10/▼0.58)

멕시코

28.00 (▲1.50/▲0.40)

43.85 (▲0.05/▼0.25) 16.50 (▼0.03/▼0.16)

3.04 (▼0.25/▼2.05)

일본

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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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0.05/▼0.11)

이집트

6.40 (0.00/▼0.40)

한국

0.08 (0.00/0.00)

동남아시아 30.30 (▲0.95/▲0.16)
중국

소비량

16.90 (0.00/▲0.70)

수입량

기말 재고량

10.30 (▼0.13/▲0.93)

1.52 (▼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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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0.03/▲0.19)

47.80 (▲2.15/▲2.50) 18.05 (▲0.69/▲1.39)

3.80 (▼0.01/▲0.43)

260.67 (▼0.11/▲3.50) 287.00 (▲9.00/▲13.00) 17.50 (▲9.90/▲13.02) 191.68 (▼8.85/▼18.48)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8 JAN., 2021.

5. 대두
5.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3억 6,100만 톤으로 7.4%,
IGC는 3억 6,000만 톤으로 6.5%, FAO는 3억 6,600만 톤으로 8.0% 증가할 것으
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억 5,600만 톤으로 1.6%, IGC는 4억 1,000만 톤으로
2.0%, FAO는 4억 2,300만 톤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3억 7,000만 톤
으로 4.2%, IGC는 3억 6,500만 톤으로 4.0%, FAO는 3억 7,300만 톤으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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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USDA는 1억 6,900만 톤으로 2.4% 증가
함에 반해, IGC는 1억 6,800만 톤으로 1.2%, FAO는 1억 6,800만 톤으로 0.6% 감
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고량의 경우 2019/20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8,400만
톤으로 11.6%, IGC는 4,500만 톤으로 11.8%, FAO는 4,900만 톤으로 14.0% 감소
할 전망이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22.7%, IGC 12.3%, FAO 13.1%로
2019/20년 대비 각각 4.1%p, 2.2%p, 2.7%p 줄었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2019/20
(추정)

IGC

2020/21
(1월 전망)

전년
대비

FAO-AMIS

2019/20 2020/21
(추정) (1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2020/21
(추정)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336

361

7.4

338

360

6.5

339

366

8.0

공급량

449

456

1.6

402

410

2.0

403

423

5.0

소비량

355

370

4.2

351

365

4.0

360

373

3.6

교역량

165

169

2.4

170

168

-1.2

169

168

-0.6

기말 재고량

95

84 -11.6

51

45 -11.8

57

기말 재고율

26.8

22.7

14.5

12.3

15.8

49 -14.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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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2018/19년 1억 2,052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
는 9,667만 톤까지 떨어졌으나, 2020/21년에는 1억 1,2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생산 면적이 3,331만 ha로 2019/20 대비 298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38톤으로 2019/20년 대비 0.19톤 늘겠다. 착유용 소비량이 크
게 늘어 전체 소비량은 6,329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
비 152만 톤, 2018/19년 대비 28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5,896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4,562만 톤까지 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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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21년에는 6,06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380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1,048만 톤, 2018/19년 대비 2,094만 톤 감소하겠다. 중국
의 수요 확대로 인해 미국의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21년에는 1억 3,3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3,860만 ha로 2019/20 대비 17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45톤으로 2019/20년 대비 0.03톤 늘
겠다. 소비량은 4,81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60
만 톤, 2018/19년 대비 29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의 수출을 대거 늘림에 따라 오히려 내수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을
겪게 되고 착유 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출량은
2019/20년 역대 최고인 9,224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20/21년에는 8,500만 톤
으로 713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070만 톤으로 2019/20
년 대비 3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177만 톤 감소하겠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 6,145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0/21년에는 4,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0만 톤,
2018/19년 대비 7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1,67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7톤으로 2019/20년 대비 0.05
톤 줄겠다. 소비량은 4,6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2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량은 2020/21년 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97만 톤, 2018/19년 대비 2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세 부과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생산량과 수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5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20만 톤, 2018/19년 대비 329만
톤 감소하겠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해 대두 착유 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
이다. 2020년 아르헨티나 대두 착유 산업은 노조 파업과 높은 세금, 마이너스 마
진, 물류 문제 등에 시달렸으며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문가들
은 분석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은 2017/18년 1,048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8/19년에는 851만 톤까지 줄었으나, 2020/21년에는 생산을 늘려 1,025만 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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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
이 365만 ha로 2019/20 대비 11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81
톤으로 2019/20년 대비 0.01톤 늘겠다. 소비량은 4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5만 톤, 2018/19년 대비 2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63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18만 톤 감소하겠다.
<표 12> 수출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112.55 (▲15.88/▼7.97) 63.29 (▲1.52/▲2.89) 60.69 (▲14.91/▲13.01) 3.80 (▼10.48/▼20.94)

브라질

133.00 (▲7.00/▲13.30) 48.10 (▲1.60/▲2.92) 85.00 (▼7.13/▲10.11) 20.70 (▲0.30/▼11.77)

아르헨티나 48.00 (▼0.80/▼7.30)
파라과이

10.25 (▲0.35/▲1.74)

46.20 (▲0.40/▼1.25)

7.00 (▼2.97/▼2.10)

25.60 (▼1.20/▼3.29)

4.10 (▲0.35▲0.28)

6.30 (▲0.10/▲1.40)

0.14 (▼0.15/▼0.18)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8 JAN., 2021.

5.2.2 수입 시장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1,96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9/20
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36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
이 987만 ha로 2019/20년 대비 57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1.99톤으로 2019/20년 대비 0.04톤 늘겠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전체 소비량은
역대 최고인 1억 1,770만 톤까지 늘겠으며, 2019/20년 대비 850만 톤, 2018/19년
대비 1,5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억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7만 톤, 2018/19년 대비 1,74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산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되어 감에 따라 대두 수
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중국의 2020/21 시즌 대두 수입량이 1억
톤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1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한다. 기말 재고량은 2,8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80만 톤, 2018/19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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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만 톤 증가하겠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은 27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만 톤, 2018/19년 대
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93만 ha로 2019/20년 대비 1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92톤으로 2019/20년 대비 0.07톤 늘
겠다. 소비량이 1,85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만 톤, 2018/19년 대비 1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5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6만 톤 감
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대두 생산량은 26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64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만 톤, 2018/19년 대비 2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적
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량 증가로 인해 수입량도 6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3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수입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중국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19.60 (▲1.50/▲3.63) 117.70 (▲8.50/▲15.70) 100.00 (▲1.47/▲17.46) 28.60 (▲1.80/▲9.14)

유럽연합

2.70 (▲0.08/▲0.03)

18.56 (▲0.50/▲1.30)

15.40 (▼0.26/▲0.41)

0.93 (▼0.71/▼0.68)

멕시코

0.26 (▲0.02/▼0.08)

6.47 (▲0.22/▲0.27)

6.20 (▲0.20/▲0.33)

0.14 (▼0.02/▼0.04)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8 JA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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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

3)

세상이 또 한 동안 급작스런 변화에 술렁거릴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의 랠리는 충분히 그럴만한 주변 환경과 이유를 지니고 있지만, 유동성의 힘만
믿기에는 불확실성의 파괴력 또한 무섭습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美 대선(大選) 이후 ...... 세상은 또 다른 길로 접어드는가?
여러 측면에서 예사롭지 않았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결국 지난 1월 20
일 조 바이든(Joe Biden)이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세상과 시
장의 관심을 끌었던 1월 5일의 조지아州 상원위원 선거도 민주당 후보들이 두 석
모두 차지한 것으로 발표되어 이른바 ‘블루 웨이브(Blue wave)'가 현실화되었다.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17개에 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
명하면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는데([자료 1] 참조), 이렇게 또 세상은 권력을 잡
은 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크게 유턴(U-turn)을 강요당하고 있다.
[자료 2]는 2014년에 일찌감치 논란이 되었던 ’키스톤 XL 프로젝트‘가 좌절될
상황에 처한 것과 관련해 그 개요를 살펴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일자리가 제
법 사라지게 될 터인데 이번 행정명령이 별 저항 없이 실행에 옮겨질지, 화석연료
를 배척하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국제유가는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하다.

* jopok52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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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에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들

인용: 한겨레, TIME

[자료 2] ‘키스톤 XL 프로젝트' 개요

인용: 세계일보(2014년 3월 2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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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와중에 경제지표는 혼조세
2020년은 세계사에서 ‘팬데믹(Pandemic)의 해’로 기록될 듯하다. 새해로 접어
들면서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이지만([자료 3] 참
조), 전 세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아직 접종이 더딘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자료 4] 참조). 거기에다 변종(變種) 바이러스의 출현과 백신의 안
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 19의 전개 양상은 금년에도 세
계적인 관심사이며, 이에 따라 경제 상황이나 그에 대응하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
책의 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 및 사망자 숫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독감으로
인한 그것들에 비해 그토록 심각한가, 언제까지 봉쇄(Lock-down)에 뒤따르는 소
규모의 지원금 배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등의 논란도 없지 않다. 정상적인 경
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면서 모두가 조금씩 개인 보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방
안도 이제는 정책 당국들이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는 건의인 셈이다.
[자료 3] ‘COVID-19’ 현황

인용: WHO(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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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코로나 19 백신 접종 현황(1월 3일 현재)

인용: KBS 뉴스

[자료 5]는 최근에 확인된 미국과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들이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직 연준의 타겟인 2%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전 세계에 천문학적 규모
로 돈이 풀리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아직 요원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풀
린 돈이 실물경제로 전부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이 과
거와는 많이 달러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의 산업생산을 비롯하여 제조업
관련 지표들은 양호하나 신규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소매판
매가 다시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작금의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시
사한다.
마킷(Markit)이 발표하는 구매자관리지수(PMI)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법하
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친 12월에 미국의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호조를 보인 것이나, 팬데믹에 더욱 취약한 서비스업 부문도 제조
업 PMI 못지않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반면 유로존의 PMI
는 유럽에서 들려오는 뉴스들과 어우러지는 리저너블한 수치들인데, 지표를 그대
로 믿는다면 작년부터 유럽 증시를 아웃퍼폼하는 미국 증시가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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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미국과 유로존의 주요 경기지표 추이

인용: 인베스팅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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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은 멀었다”(제롬 파월) & “Act big"(재닛 옐런)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과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내정자가 각각 ‘Essential'
과 ’Act Big'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은 재정정책이 본질적
(essential)이다”라고 주창해온 파월 의장은 금년 들어 몇몇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발언에서 불거져 나온 자산매입 축소(tapering) 이슈에 대해 지난 1월 14일 연설
을 통해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했다([자료 6] 참조).
테이퍼링이나 금리인상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일찌감치 세상에 알려주겠다며,
언젠가는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님을(no time soon)강
조했다. 재닛 옐런도 인준 청문회에서 지금은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통한 구제가
더 급하다며 “통 크게 쓰자(Act big)”고 치고 나왔다([자료 7] 참조).
빚 문제는 잠시 잊고 일단 쓰고 보자는 재무장관에 재정정책은 통화 증발(增發)
로 얼마든지 돕겠다는 연준 의장의 조합이 이뤄질 판이니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
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다.
[자료 6] 자산 매입 테이퍼링(tapering) 우려를 잠재운 연준 의장(1/14)

인용: 마켓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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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재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의 재닛 옐런 발언(1/19)

[자료 8]의 달러/엔(USD/JPY) 차트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적한 과거 미
국의 외환시장 개입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야성(野性)과 과도한 환율 변동
이 반갑지 않은 정책 당국의 개입으로 불꽃 튀던 그야말로 왕년의 좋았던 시절을
되돌아 볼 수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허
무하게 원위치 한 뒤로는 일본 국채(JGB) 시장의 딜러도 브로커도 애널리스트들
도 죄다 손가락만 빨고 지내는 시절이 되면서 외환시장의 활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도 볼 수 있다.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차트에서는 우선 기술적으로 쉽게 돌파되기 어려운 레벨
에 시장 금리가 도달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인 데에다 재무장관이 될 사람도 크게 지르자고 나서니 국채수익률은
위로 튈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단행하면서
불가피한 대규모 국채 발행분은 새 돈을 찍어 다 매입해주겠다는 연준이 국채수익
률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다. 미국의 시장금리는 한동안 1.00%를 전후하여 횡보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 두터운 구름대 상단을 뚫고 금리가 치솟기 시작한다면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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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달러/엔(USD/JPY) 월간차트 & 美 (10년) 국채수익률 주간 일목균형표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1/22 장 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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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과 몰상식이 어우러져 밀어 올리는 자산가격
[자료 9]는 국내 증시가 팬데믹의 공포로 인해 추락를 거듭하다 저점을 확인한
2020년 3월 19일 다음날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세계 주요 증시들의 상승률을 보
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코스피가 당당히 1,2위에 올라 있음이 눈길을
끈다.
증시가 이토록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는 데에는 상식적인 배경이 분명 존재한다.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인 데에다 적어도 정책금리는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고 기
회 있을 때마다 통화정책 당국들이 강조하고 있다. 경제가 멈추다시피 한 상황에서
돈 갈 곳이 없고 돈 쓸 기회도 없다.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가고 영업도 못하는
데, 할 것이라고는 스마트 폰만 있어도 되는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투자 밖에 없다.
그러나 열 달 가까이 오르기만 하는 주식에 조금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 약간의
기다림도 마다하고 곧바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 큰 수익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주
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고정 관념을 형성하고 있음은 다소 위험하다. 아무리 세상
이 달라졌다 해도 그러한 명제는 상식보다는 몰상식에 가깝다. ‘유동성의 힘’을 믿
더라도 ‘불확실성의 파괴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 9] 작년 3월 20일 이후 세계 증시의 상승률

인용: 연합 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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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 뉴욕증시 동향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1/22 장 마감 후)

[자료 10]에서 보자면 뉴욕증시에서도 유동성 랠리는 이어지고 있다. 물론 팬데
믹도 악화되기 보다는 호전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에다 경기가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랠리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가장 큰 힘은 역
시 돈의 힘이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추이를 보자면 여전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 탄력이 있다. 4분기 실적 호조 및 자사주 재개 검토 소식에 하루에만
17% 급등하기도 한 넷플릭스 주가의 경우 작년 매출 22% 정도 증가에 주가는 67%
넘게 올랐다.
지수를 보나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는 주요 종목들을 보나 기술적으로 과매수
(over-bought) 상태에 접어든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다만 과열 상태에서 기술적
다이버전스(divergence: 주가의 고점은 높아지는 와중에 보조지표들의 고점은 낮
아지는 추세반전 시그널) 형성 과정에서 그 시간과 상승 폭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
는 그 누구도 짚어낼 수 없기에 “랠리는 즐기되 출구 근처에서 즐겨라”는 기우(杞
憂)같은 투자 조언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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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료 11] 韓 KOSPI 일간차트 및 투자자 별 매매동향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1/22 장 마감 후)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한국 증시의 놀라운 급등세는 오로지 개인투자
자들의 매수세에 기인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11]과 [자료 12]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투자 환경이 역사적으로 이 만큼 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점이나 앞으로 경제
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개인투자자들만 알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은
몰라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에서는 왜 기타법인이
6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을까? 창업자나 기존 대주주들은 기대 이상으
로 뛰어 오른 보유 주식의 차익실현을 통해 엄청난 부(富)를 평가익이 아닌 실현익
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일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충분히 지난 1월 11일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기세임은
분명한데, 이번 ‘매도 다이버전스’는 어느 시점, 어느 레벨,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
으로 확정될까?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이른바 알트 코인들
의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자료 13]에 이르면, 과연 이 시장에 가격 등락을 설명할
만한 제대로 된 논리는 갖추어져 있는지, 그저 게임을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인지
궁금해지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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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 KODSDAQ 일간차트 및 투자자 별 매매동향

[자료 13]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이더리움, 리플 등)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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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동향 및 전망
▮ 달러인덱스 90 공방 ...... 앞으로 달러는 얼마나 더 풀릴까?
작년 3월 하순부터 줄곤 흘러내리기만 한 달러인덱스(DXY)는 90 근처에서 하
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다([자료 14] 참조). 2014년 하반기부터 달러는 강세로 돌아
섰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동시에 급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당시 ECB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의 “(미국과 유로존 간의) 통화정책 괴리” 발
언이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자료 15]에서 보듯이 2014년 하반기부터 연준은
대차대조표 축소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작년 3월 이후 팬데믹에 대처한다고 몇 개
월 사이에 3조 달러를 풀어댔으니 달러의 약세는 불가피했던 것이다. 향후 달러인
덱스의 하락 추세선(우하향 검은색 점선) 돌파 여부는 향후 미국이 어느 정도로 통
화 증발에 나서느냐에 달린 셈이다.
[자료 14] 달러인덱스(DXY) 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1/22 장 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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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5] 주요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증가 추이

달러인덱스로 대변되는 국제 외환시세와 달러/위안(USD/CNY) 환율에 유난히
동조화된 흐름을 보여 오던 달러/원(USD/KRW) 환율은 최근 1,080원 수준에서
두 번에 걸친 지지력을 확인하고 다시 1,100원대 안착 시도에 나서는 중이다. 특히
[자료 16]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서는 위안화 환율과의 동조화 현상이 약화되는 기
미를 보이는 데에다, 증시의 급등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뒷받침 되지
않아서인지 주가가 오른다고 반사적으로 환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
이제 시장에서는 “환율 하락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유인할 수 있어) 주가 상승
에 우호적인 환경” 같은 검증 안 된 주장은 잦아들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그 동
안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약세 및 위안화 강세에 발 맞추어 지속적으로 흘러
내리다가, 이제는 서울 환시 내의 자체적인 수습(수급) 요인에 더욱 집중하는 양상
이다. 아직 시장에 매물로 나올 네고 물량도 적지 않으나, 1,100원 아래에서는 결
제수요도 단단해지는 데에다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과 개인 할 것 없이 꾸준하다. 1,080원의 붕괴는 적어도 달러인덱스가 90을 깨고
내려서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만한 상황으로 치달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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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당장 1,140원이라는 서울 환시의 ‘중심 환율’을 돌파하기에는 소화해야 할 묵
은 매물들이 아직 남아있고, 미국의 새 행정부도 계속해서 돈을 더 풀 태세이다 보
니 그 또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자료 16] 달러/원(USD/KRW) vs 달러/위안(USD/CNY)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1/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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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이석주(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지원팀장)*

1)

2020년 BDI는 평균 1,066 포인트로 전년 대비 21% 하락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거대 변수들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피해를 감안하면 나름 선방했다 할 수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낸 BDI는 12월에는 평균 1,244 포인트로 연 평균 대
비 높은 수준으로 한 해를 마감하였으며, 그 상승 여파가 새해까지 이어지며 1월에는 평균
1,649 포인트를 기록 중이다(1.19 기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작년 평균 대비
22% 높은 수준인데, 통상 매년 1~2월이 건화물선 시장의 비수기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
면, 현재의 시황은 일반적인 계절성에서 벗어난 별개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건화물선 선형별 운임 지수

자료: Baltic Exchange

건화물선 시황이 연 초부터 이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
전망과 관련이 높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 점은 해운 시황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 jordan@kobc.or.kr, 051-717-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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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국제 정세에 끊임없는 돌발 변수를 발생시키던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물러나고 바
이든 정부가 새로 집권하게 된 점도 국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및 대규모 경기부양
책 기대감 등의 상승 효과를 주입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고조는 원자재 수
요 증가로 연결되며 건화물선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 겨울 라니냐 현상에 따른 북반구 한파는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수요 증가
및 선박 운항 차질을 발생시키며 건화물선 시장의 추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그러
나 일각에서는 계절성을 벗어난 현재의 강세장은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 투기 수요 증가
및 기상 이변에 의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므로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1년 건화물선 주요 분야별로 주목해야 할 이슈들을 짚어보고, 올
상반기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펀더멘털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철광석ㆍ석탄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1억 7천만 톤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각종 부양책과, 가전, 자동차 등 산업 생산품
들의 수출 및 내수 수요 증가 등이 견조한 철강 수요를 뒷받침하였다.
<그림 2> 호주/브라질 월별 철광석 수출량

자료: ABARE,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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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의 용도는 크게 건설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전체 철강 수요에서
건설용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5%~60% 정도로 추정된다. 중국의 건설용
철강 수요는 현재 동절기 계절적인 수요 감소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바다
가 결빙될 정도의 한파는 건설 현장의 조업을 한층 제한하며 제철소들의 수익성을
압박 중이다.
그러나 올 겨울에는 산업용 철강의 선전이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수요를 지지
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구권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 외식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가 제한되자 해당 국가들의 소비 패턴이 가전 및 소비재 등의
상품 분야로 이동하였고, 이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 수요 증가로 연결되며 산업용
철강의 수요를 견인하였다.
아래 <그림 4>에서 나타나듯, 중국의 열연코일(산업용 철강) 생산 마진은 상반
기에는 철근(건설용 철강) 대비 부진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철근 대비 개선되었
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전 세계적인 산업 활동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가 철강 소비의 주축이 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에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공산품 소비가 증가하였고, 이
에 따라 중국의 수출 및 산업용 철강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 중국 제철소 철강생산 마진 추이

<그림 5> 중국 월별 조강 생산량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국 통계국

이처럼 산업용 철강의 양호한 수익성은 지난해 말까지 중국의 철광석 수입 수요
를 지지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브라질 Vale사가 자사의 2020년 및
2021년 철광석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국제 철광석 가격은 공급 부족 우
려로 급등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 달러화 약세 현상에 따른 원자재 분야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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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증가까지 더해지며, 철광석 가격은 1월 중순 현재 톤당 170불 내외의 고공 행
진을 지속 중이다.
반면 중국의 철강 가격은 올 1월 몰아친 한파 및 중국 허베이성의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철강 후방산업의 가동 제한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료가격
상승과 제품가격 하락은 철강 생산 마진 축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제철소들의 철
광석 구매 여력을 감소시켜 해상운송 수요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 케이프 시황은 의외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북중국
주요 항만들이 한파로 결빙되며 동 항만들을 기항한 선박들의 출항이 지연되었고,
이는 케이프 선박의 공급 차질로 연결된 탓이다. 한파가 누그러지며 선박 공급 차
질이 완화되자 케이프 시황은 다시 조정을 하향 조정을 겪고 있지만, 2월 중순으
로 예정된 중국의 춘절 연휴 이전 철광석 재고 구축 수요가 케이프 시황의 과도한
하락은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광석 해상 물동량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철광석 가격이 적정 수준
으로 하락하고 제철소들의 생산 마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향후 국제
철광석 수급 및 가격 수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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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2020년 전 세계 석탄 물동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 중
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에 따른 물동량 패턴 변화, 친환경 기조에 따른 석탄 사용
위축 등 다양한 악재를 마주하였다. 이에 클락슨은 2020년 전 세계 석탄 해상 물
동량이 전년 대비 약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올 겨울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북반구의 한파는 단기적으로나마 석탄 수
요 및 해상 물동량 증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탄 수입 쿼터제에 더해, 지난 10월에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비공식적으
로 금지하며 자국 내 석탄 공급 차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중국 정부는 당초 연간 38억 톤에 달하는 자국의 석탄 생산량이면 석탄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작년 말 네이멍구 등 중국 주요 석탄 생산
지역의 탄광 사고에 따른 안전 점검 강화 등으로 석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
작하였다. 이에 더해 중국으로 석탄을 육로 수출하던 몽고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석탄 운송 트럭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어, 몽고로부터의 석탄 수입도 제한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2월부터는 라니냐 현상으로 기온이 급강하하며 에너지 수요도 급
증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석탄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말 특별 석탄수입 쿼
터 2천만 톤을 추가 부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12월 석탄 수입량은 3,910만 톤으
로 전월 대비 3배 이상 급증하였다.
<그림 7> 중국 월별 석탄 수입량
(단위: 만 톤)

<그림 8> 중국 월별 석탄 생산량
(단위: 백만 톤)

자료: 중국해관총서, 중국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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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수 석탄 가격은 톤당 900 위안을 상회하는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석탄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석탄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석탄 수입 특별 쿼터 부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는 지속되었다. 이에 중국의 석탄 수입량 증가의 수혜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 석탄 수출국으로 집중되었고, 운임 시장도 상기 국가들의
수송 비중이 높은 파나막스 이하 중형선들의 시황이 상대적인 호조를 나타냈다.
중국향 판매가 좌절된 호주산 석탄은 일본, 우리나라, 인디아 등으로 판로를 확
대하고 있다. 비록 중국향 판매 감소분을 온전히 상쇄하지는 못해도, 최근 동북아
한파에 따른 에너지 수요는 호주산 석탄 판매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은 대기오
염 저감을 위해 기본적으로 LNG 발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LNG 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이 나타나며 석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한
파 도래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풍력 발전량이 감소하며 석탄 수요
가 확대되었다.
<그림 9>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 전년 대비 증감은 2021년 물동량 기준

이처럼 라니냐로 인한 동계 북반구 한파는 건화물선 시황을 지지하고 있다.계절
적인 강세 요인이라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소멸되겠으나, 중국 춘절 이후 건설
조업 및 산업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견조한 운임 시황이 유지될 경우,
2분기 시황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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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EA는 지난해 5% 급감했던 글로벌 석탄 수요가 금년에는 약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환경 보호를 위한 석탄 사용 감축 움직임이 점차 확산
되며 석탄 수요 증가는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중국도 당장 다음 달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글로벌 에너지믹스 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석탄을 넘어설 것 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탈석탄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한 시점이다.

2. 곡물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소맥 및 옥수수(잡곡)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올 시즌 소맥 시장의 포인트는 3년 흉작 끝에 풍작으로 돌아온 호주와, 러시아
의 수출 쿼터 및 수출세 도입을 꼽을 수 있다. 호주는 2016/17 시즌 사상 최대치인
3,180만 톤의 소맥을 생산하였으나, 이후 3년 연속 흉작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9/20 시즌 소맥 생산량은 2016/17 시즌의 절반 수준인 1,520만 톤으로 감소하
며 수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하였고, 기존 호주산 소맥을 수
입하던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산으로 공급선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호주의 소맥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한 3천만 톤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량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올 시즌 호주의
소맥 수출량을 1,80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인 2016/17 시
즌의 2,210만 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악의 흉작을 기록한 지난 3년간의 수준
은 넉넉히 상회하는 물량이다.
반면 러시아는 올 시즌 적지 않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식량 안보를 위
해 오는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물 수출 총량을 1,750만 톤으로 제한
(quota)하고, 곡물 수출에 톤당 25유로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수출 제한 시행 이전에 조기 수출하기 위한 물량이 현재 시장에 유입되며 흑해 운
임 시황을 지지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 제한이 시작되면 당분간 국제 소맥 교역
은 호주산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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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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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물동량은 중국의 수입량 증대 여부에 가장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중
국은 지난 해 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피해에서 벗어나 돼지 사육두수 및
사료 곡물 수요가 정상화되고 있다. ASF 발병 이후 최대 40%까지 감소했던 중국
의 돼지 사육 두수는 ‘20년 말 기준 ASF 발병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올 시즌에도 평년 수준인 2억 6천만 톤
가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수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림 11> 브라질 월별 옥수수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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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성사되어,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향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중국향 옥수수 수출량은 작년
1~11월 기간 540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31만 톤을 크게 상회하였고, 멕시
코, 일본에 이어 미국산 옥수수 수입국 3위에 랭크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128
만 톤의 미국산 옥수수가 중국으로 수출되어, 월간 최대 수입국의 자리를 차지하
기도 하였다.
USDA는 2020/21 시즌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을 1,75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이는 직전 시즌 기록한 760만 톤의 2배 이상의 규모이다. 아직은 미국산 보다
는 브라질산 옥수수의 수출이 상대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이 통상 1분기 말 ~ 2분기 초에 증가하는 패턴을 고려하면, 곧 국제 옥수수
물동량의 중심은 곧 미국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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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지난 해 초 성사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올 시즌 미국산 대두의 중국향
판매가 재개되자,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무역분쟁 이전의 정상적인 패턴을 되찾았
다. 지난해 1~11월 기간 미국산 대두의 중국향 수출량은 2,775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였고, 지난 8월 이후에는 미국의 전체 대두 수출량도
최근 수년 간 같은 기간의 기록을 상회하는 회복세를 나타냈다.

5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그림 14> 브라질 월별 대두 수출량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그림 15> 미국 월별 대두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반면 브라질은 미국의 중국향 대두 수출 정상화를 예상하고, 미국의 대두 수확
및 수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판매를 집중시켰다. 그 결과 작년 상반기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최근 수년 간 같은 기간의 기록을 훌쩍 상회하였으나, 수출 가용 물
량을 조기 소진하여 하반기에는 수출량이 크게 위축되었다. 심지어는 자국 내 수
요를 충족시킬 물량마저 부족하여 약 3만 톤 가량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사태
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림 16> 원산지별 중국향 대두 가격 추이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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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브라질산 대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미국산 대비 가격이 높게 형
성되었고, 이는 미국산 대두의 수출량 증가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위
<그림 17>에서 나타나듯, 지난 9월 이후 중국에서 수입산 대두를 분쇄 가공할 경
우 미국산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브라질산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상반기
브라질산으로 집중되었던 대두 물동량은 하반기 미국산으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대서양 파나막스 운임 시황의 동력도 남미에서 북미로 이동하였다.

‘21년 1월 현재, 브라질산 대두의 수확이 서서히 개시되며 대두 물동량의 주도권
은 다시 남미로 전환되고 있다. 올 시즌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비록 시즌 초반
예상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산 대두의 풍작 전망에 따라 가격 경쟁력 회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분쇄 가
공 마진도 브라질산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달러 약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현상이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에도 나타나고 있는 점은 물동량 증가에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상품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물동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실수요 대비 지나친
가격 상승은 대두 분쇄 가공 마진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대두 교역을 제한하게
된다. 앞서 기술한 철광석과 철강의 사례처럼, 대두 물동량의 건강한 증가를 위해
서는 적정선의 대두 분쇄 가공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 구조(대두 가격 하락
또는 대두유/대두박 가격 상승)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림 18>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0/21 시즌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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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화물 물동량⋅선복량 추이와 전망
▮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2020년 건화물 물동량은 하반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9% 가량 감
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및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
책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4%의 물동량 증가가 전망되지만, ’20년의 기저 효과
를 감안하면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 약 1%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건화물선 3대 주요 화물 - 철광석, 석탄, 곡물 – 모두 수요 기반
이 탄탄하여 당분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철광석은 기상 요인
으로 인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철강 수요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고, 석탄
도 북반구의 한파에 따른 에너지 수요에 힘입어 해상 운송 수요가 증가하였다.
곡물도 호주와 남미의 풍작, 중국의 옥수수 수입 수요 등으로 물동량 확대가 예
상된다. 2월 중순 중국의 춘절을 앞두고 물동량 집중이 예상되는 점도 시장을 지
지할 것이다. 다만 지나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후방 산업들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고조되는 부분은 부담 요인이다.
<그림 19> 주요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1년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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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2020년 건화물선 선복량은9.12억 톤으로 2019년 말 대비 약 3.8% 증가하였다.
선형별로는 파나막스 선대가 연말 대비 5.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케이
프와 수프라막스는 각각 3.8% / 3.7%의 증가율로 그 뒤를 이었다. 핸디 사이즈는
1.3% 증가하며 가장 낮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림 20> 선형별 신조인도･해체･순증감 추이 (분기별)
(단위: 천 톤(DWT))

자료: Clarkson

2021년 건화물선 선대 증가율은 약 1.7%로 전망되어 선대 공급 압력은 크게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 간 IMO2020, 코로나19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신조 발주가 감소한 탓이다. 선형별로는 케이프 0.8%, 파나막스 3.1%,
수프라막스 2.1%, 핸디사이즈 0.7%의 증가율이 각각 예상된다.
올해 선대 공급 부분에서는 고철 가격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년 초 중
국이 철스크랩의 수입을 재개하며 국제 고철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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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향후 고철을 활용한 철강 생산 비중을 전략적으로 확
대할 계획이라, 고철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고철 가격
상승은 노후 선박의 해체를 촉진하는 유인이므로, 향후 그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야 할 것이다.

4. 건화물선 시황 추이와 전망
금년 1월 평균 BDI는 1,649 포인트로 견조하게 출발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이
후 매년 1월 평균 BDI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강세장의 원인은 앞서 기술
한대로 산업용 철강 수요 호조, 북반구 한파에 따른 석탄 물동량 증가, 북중국 결
빙에 따른 선박 공급 차질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석탄 물동량 증가와 선박 공급
차질은 계절적 일회성 요인이므로 그 효과가 조만간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의 철광석 수요 지속 및 남미 곡물 수출량 증대 등 수요를 지지하는 요인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건화물선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 하락 폭이 과도하게 나타날 가
능성은 단기적으로 높지 않아 보인다.
<그림 21>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 (장기･단기)
(단위: 포인트)

자료: 발틱해운거래소

특히 금년 예정된 선박 인도량이 예년 대비 현저하게 적고, 고철가격 상승에 따
른 선박 해체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건화물선 운임 시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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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감소,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인한 팬데믹 국면 종료 가능성 등도 2021년 건화물선 시황의 긍정적 요인이다. 그
러나 지나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후방 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여전히 주의해
야할 부분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그 효과를 발휘하여 글로벌 경제의 작동이 정상화 될 경
우,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종료되어 해운 시황에 대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
는 점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주요 항로별 곡물 운임은 전 노선에 걸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건화물선 시황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 최근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나타내
며 선박 연료가격이 상승한 점도 운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22> 노선별 곡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구분

USG

PNW

BRZ

현물

46.75

26.45

35.00

2020년

44.7

25.2

33.0

2020년

39.9

21.1

28.3

3년 평균

43.3

23.4

32.1

3년 최고

52.3

29.9

43.0

3년 최저

31.2

15.4

19.9

자료: Clarkson

지난 11월 중순 대비 주요 노선의 운임 상승률은 미 걸프만/중국 노선 16%, 미
서안/중국 노선 20%, 브라질/중국 노선 32%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의 대두 신
곡 수확이 시작되며 선박 수요가 남미로 집중된 결과이다. 국제 대두 공급의 주도
권이 남미로 전환되어, 당분간 남미 항로의 상대적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통제가 지속되고 코로나19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당분간 곡물 운임을 지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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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

1)

곡물 동향: 곡물 선물은 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12월 말 대비 옥수수 +9.3%, 대두
+8.0%, 소맥 +5.1%를 기록했고, 2019년 말 대비로는 옥수수 +18.2%, 대두 +34.8%, 소
맥 +9.4%를 기록했다. 기본적으로 라니냐로 인한 작황 우려 지속되는 가운데, 1) 미국의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 전망치 축소, 2) 남미 아르헨티나 대두 작황 우려 지속, 3) 작년 홍
수 피해 입은 중국의 축산 관련 사료 수입 확대, 4) 테슬라 자동차 주가 급등에서 보듯,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바이오 연료 생
산 확대 기대 등이 커지고 있는 점 등도 곡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곡물 전망: 곡물 시장은 1) 남미의 라니냐 현상에 따른 곡물 가격 급등 우려 잔존, 2)
중국 축산업의 사료 수입 수요 증가 전망, 3)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협약 재가입을
통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기대 등은 곡물 선물의 가격 상승 요인들이다.
다만 1) 곡물 가격의 단기 급등에 따른 전고점 부담, 2) 봄의 작부면적 결정 시기가 되면
최근의 가격 급등이 옥수수와 대두간 작부면적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쳐 수급 불안을 완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3) 달러화 약세 흐름의 반전 여부 등이 앞으로 가격
급등을 제한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 동향: WTI 원유 선물 가격은 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2월 말 대비
+8.0%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2) OPEC+에서 사우디가 2월부터 3월까지 일간 10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
산을 단행하기로 발표한 점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전망: 1)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2) 최근 OPEC+ 회의에서 사우디
가 일간 100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결정한 점 등도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이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 감염 및 바이러스 변종 발생 문제로 인해 국가간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원유 수급에 있어 중요한 수요 요인의 완전 회복이 지
연되는 것을 의미하며, 유가 급등을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차트: USDA, 삼성선물]

* hosang0940@daum.net

64

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1. 곡물 선물 시장 가격 동향과 전망
1.1 곡물 선물 동향: 라니냐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 속에 가격 급등

<표 1> 1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월 15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2019년말比 (%)

+29.2%

+45.5%

+15.0%

+18.6%

+48.2%

-7.1%

2020년말比 (%)

+9.3%

+8.0%

+5.1%

-1.3%

+7.8%

+8.0%

<표 2> 12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2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2019년말比 (%)

+18.2%

+34.8%

+9.4%

+20.2%

+37.5%

-14.0%

11월말比 (%)

+13.8%

+12.0%

+9.5%

+13.7%

+10.3%

+6.4%

곡물 선물은 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말 대비 옥수수 +9.3%, 대두
+8.0%, 소맥 +5.1%를 기록했고, 2019년 말 대비로는 옥수수 +18.2%, 대두
+34.8%, 소맥 +9.4%를 기록했다. 기본적으로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작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1) 미국의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 전망치 축소 우려, 2) 남미 아
르헨티나의 대두 작황 우려 지속, 3) 작년 홍수 피해를 입은 중국의 축산 관련 사
료 수입 확대 전망, 4) 미국 테슬라 자동차 주가 급등에서 보듯, 바이든 대통령 당
선으로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기
대 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이 곡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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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옥수수 선물가격 일간차트: 라니나와 바이오 애탄올 영향 속에 급등
(출처: 삼성선물)

<그림 2> 가솔린 선물 일간: 저항대와 드라이빙 시즌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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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곡물 선물 가격 전망
▮ 남미 작황과 중국 사료 수요 증가 요인은 대두 가격 지지 요인
작년 10월부터 본 전망자료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기상청(NWS)은 라니냐 현상
이 2021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을 비롯한 남미
지역의 곡물, 특히 대두 수급 우려로 이어지며 가격 상승 요인을 제공했다. 실제
미국 농무부의 WASDE 보고서에서는 지난 수개월 간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 기말
재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수정해온 상황이다.
<그림 3> 대두 선물 가격 추이 차트: 라니나 영향 우려로 급등(출처: 삼성선물)

특히 미국 농무부의 2020/21년도 대두 기말재고 전망치는 1.40억 부쉘로 2년
전인 2018/19년도의 9.09억 Bu 대비 큰 폭 감소했다. 특히 작년 8월 시점의 대두
기말재고는 6.10억 Bu로 예상되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
데 남미 아르헨티나의 경우 산발적 강우에도 불구하고, 토양 수분 부족 문제가 향
후 작황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USDA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으
로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 전망치가 5,350만 톤이었는데 최근에는 4,800만 톤
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상기 대두 차트에서 보듯 기술적인 전고점 부담은 단기적 가격 조정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정 폭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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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으로 본다. 향후 봄이 되어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 작부면적이 결정되는 시기
에, 이 같은 상대가격 차이가 대두 재배면적 확대로 이어진다면 이는 가격 상승 폭
을 제한할 요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 Soybean Meal 선물 가격 일간 차트: 직전 고점 돌파(출처: 삼성선물)

<그림 5> Soybean Oil 선물 가격 일간 차트: 단기적으로 전고점은 부담(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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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달러화 약세 요인 반전 여부에는 주의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 흐름의 급반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1)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장기채 금리 상승 흐름,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
가 빨라지게 될 가능성 부각 등은 달러 약세 흐름의 반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 2)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처럼 달러화 약세를 과도하게 유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관찰을 지속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6> 호주달러와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그림 7> 유로화 환율 추이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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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경기회복 기대 유지. 단 단기 급등과 백신 부작용 우려는 주의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에 본격화할 것으
로 예상한다. 실제 구리,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들은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 속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사망자들
이 나타나면서 백신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단기적인 상품 가격 조
정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작년 한국의 독감 백신
접종 과정에서 고령층 사망자 수가 늘어났지만, 이는 독감 백신과의 직접적 인과
관계는 낮은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며 접종이 이어진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기술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원유와 구리 등 상품 시장이 단기간의 급등
으로 인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기술적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라는 점도 당분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곡물 선물 전망 요약: 가격 상승 요인 지속.
단 기술적 부담 요인 주의
곡물 시장은 1) 남미의 라니냐 현상이 연초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2010~11
년과 같은 곡물 가격 급등 우려가 남아 있고, 2) 달러화 약세 흐름이 반전되지 않
는 한은 미국산 곡물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며 곡물 선물 가격을 지지할 것
이라는 점, 3) 중국의 경기회복과 작년 홍수 피해로 인한 축산업의 사료수입 수요
증가 전망, 4)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가 망쳐 놓은 기후
협약 재가입을 통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기대 등은 곡물 선물의 가격 상승 요인
들이다.
다만 앞서 차트를 통해 언급했듯이, 1) 일부 곡물들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을 갖
게 될 시점이라는 점, 2) 향후 미국의 봄 작부면적 결정 시기가 되면 최근의 가격
급등이 옥수수와 대두간 작부면적 비율 결정에 영향을 주면서 수급 불안을 완화시
킬 가능성, 3) 미국의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될 경우 달러화 약세 흐름의 반전이 나
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 가격 급등을 제한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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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선물 동향과 전망
2.1 에너지 선물 동향: 경기 회복과 사우디 생산 감축 기대로 상승
<표 3> 1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월 15일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2019년말比 (%)

-7.1%

-18.7%

+2.4%

-0.3%

+27.1%

2020년말比 (%)

+8.0%

+7.3%

+7.9%

+8.3%

+2.3%

<표 4> 12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2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2019년말比 (%)

-14.0%

-24.2%

11월말比 (%)

+6.4%

+7.4%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5.2%

-8.0%

+24.2%

-11.3%

+12.5%

+2.5%

WTI 원유 선물 가격은 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2020년 말 대비 +8.0%를 기록하
며 12월 말까지 이어진 전월말 대비 +6.4%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월 원유 선물
가격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규모를 둘러싼 의견 충돌 속에 OPEC+ 체제 붕괴
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었지만, 1)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2) 러시아의 감산 규모 축소 요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2월부터 3월까지 일간
100만 배럴 규모의 자체 감산을 단행하기로 발표한 점 등으로 인해 결국 상승 흐름
을 이어갔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술적 저항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8> WTI 원유 선물 일간: 코로나 재확산 우려보다는 경기회복 기대 반영(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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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너지 선물 전망
▮ OPEC+의 감산 규모 축소 흐름은 유가의 급등을 제한할 듯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스스로 2월에서 3월에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우디를 제외한 러시아와 OPEC+ 국가
들은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유로 감산 규모 축소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우디의 이 같은 감산은 유가의 급등 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OPEC+의 감산 규모는 작년 말의 일간 770만 배럴에서
1월에 720만 배럴, 2월 712만 배럴, 3월 705만 배럴로 감산 규모의 축소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 다만 기본적으로 완만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는 유가 지지 요인
최근 겨울철이 되면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2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사망자들이 일부 나타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 요인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의회 하원 의사당에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것을 방조하면서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되며 정치적 불안 요인이 불
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라고 하는 선동적 정치가로 인해 벌어졌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이며, 시장은 그 이후의 경기회복으로 시선을 옮겨갈 것으로 본다.
<그림 9> 가솔린 선물 일간: 저항대와 드라이빙 시즌(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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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금 선물 일간 차트: 백신 개발 영향 속에 안정자산 선호 주춤(출처: 삼성선물)

따라서 지난 12월 전망에서도 언급했듯이, 1)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들과 중앙은
행들이 경제활동 지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2) 중국의 각종 산업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용 원자재인 구리 선물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
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팬데믹 우려
에서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기대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림 11> 천연가스 선물 일간: 조경 흐름(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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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 말부터 1)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화이자, 모더나 등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어, 2021년도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
대된 점, 2)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성장세 회복에 따
른 원유, 구리 등의 산업 원자재 수요 증가 흐름 등도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들이다.

▮ 에너지 시장 전망 요약: 백신과 경기 회복 기대는 상승 요인이지만
그 동안 지속해서 언급해온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 회
복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은 이어질 전망이며, 이 같은 경기회복 기대는 유가의 하
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1) 최근 OPEC+ 회의에서 사우디가 일간
100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2월에서 3월에 실시하기로 한 점, 2) 러시아 등의
강한 감산규모 확대 주장에도 일간 감산 규모 축소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이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 감염 및 바이러스 변종 발생 문제로 인해 국가간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원유 수급에 있어 중요한 수요
측 요인의 완전 회복이 하반기로 지연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가 급등을 제한
할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그림 12> 구리 선물 일간 차트: 평가회복 기대 반영(출처: 삼성선물, 연결선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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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머리말
가축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곡물은 일반적으로 미국･캐나다 등 북미와 브라
질･아르헨티나 등의 남미는 옥수수, EU는 밀과 보리 등으로 정착하고 있다. 배경
에는 그동안의 주식용의 과잉문제를 사료용으로 전환하여 과잉문제 해결의 돌파구
를 마련한 측면이 강하다.
옥수수의 단수(ha당 생산량)는 미국이 11.0톤(EU 7.2톤)이고, 반면에 밀 단수
는 EU가 5.5.톤(미국 3.3.톤), 보리 단수는 EU가 5.0톤(미국 4.2.톤) 등이며, 상
대적으로 단수가 높은 작물로 특화하고 있다(USDA. 2021. 1).
각국이나 지역은 생산 여건에 적합한 기술진보와 이로 인한 생산 증대와 과잉,
그리고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료용으로의 전환이라는 활로를 찾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동아시아에 적용하면, 아시아몬순 지역의 쌀 생산 과잉, 이 중에
서 일본과 한국에서는 쌀 과잉문제의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부담 증대라
는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쌀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과잉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의 사료화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쌀 사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산 옥수수를 국내산
쌀로 대체한다는 의미이며, 주식용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여 침체하는 논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본의 쌀 사료화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주식용 쌀

* taegon5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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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입 옥수수를 대체하여 사료곡물로의 전환하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의 쌀 사료화는, ① 쌀의 사료곡물로의 전환, ② 정부보유(MMA 수입
쌀) 고미의 사료용으로의 처분1), ③ 볏짚과 알곡을 활용하는 벼발효조사료(WCS)
용 벼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서는 일본 국내산 쌀을 사료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재배되는 사료용 품종 중에는 주식용 쌀 품종을 그
대로 사료용으로 한정하여 생산하거나 사료용으로 개발된 품종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료용 다수확 품종 개발, 노력･방제･제초 등 비용절감 농법으로
의 전환, 전업농으로의 규모 확대와 단지화 등을 통하여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한
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식용 쌀과는 별도로 ‘사료용’이라는 용도의 쌀은
2018년 현재 43만 톤 생산에서 2030년 70만 톤으로 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표 1>.
<표 1> 사료용 쌀 생산목표, 2030년
2018(기준년도)

2030년(목표년도)

단수(kg/10a)

538

720

재배면적(만 ha)

8.0

9.7

생산량(만 톤, 현미)

43

70

주：2018～30년간 사료용 쌀이 27만 톤 증산하는 반면에 주식용 쌀의 생산목표는 775만 톤에서 723만 톤으로 52
만 톤 감산된다.
자료：농림수산성. 2020. 10a.

1) 일본의 누적 MMA 수입량(1995.4～2019.10)은 1,736만 톤(현미 기준)에 달한다. 용도별 매도량을 보
면 주식용 154만 톤(8.9%), 가공용 520만 톤(30.0%), 사료용 653만 톤(37.6%), 원조용 329만 톤
(19.0%), 재고 60만 톤(3.5%) 등이다. 재고 60만 톤 중에도 사료용 35만 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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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사료화정책의 배경
2.1. 만성적인 쌀 과잉문제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와 총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쌀 수요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국민 1인당 소비량(백미)은 1962년 최고 118kg에서 2018년
53kg으로, 또한 총소비량(현미)은 최고 1963년 1,341만 톤에서 2018년 845만 톤
으로 감소하고 있다.2)
2006년 이후, 지난 20년간 주식용 쌀 소비량은 매년 8만 4,000톤씩 감소하여,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재배면적을 매년 1만 6,000ha 씩 감소해야 하
는 상황이다. 쌀 사료화는 주식용 쌀의 감산대책이면서 논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
안이기도 하다.
국민 1인당 소비량 감소 이외에도 총인구 감소에 따라 총소비량이 감소하는 현
상이 가속화 하고 있다. 2013년 이후 2019년까지는 연간 10만 톤 정도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3)
일본은 1995～99년간 관세화 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서 MMA
쌀 수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MMA 수입쌀은 2000년 이후 매년 77만 톤(국내 수요
량의 10.0%에 상당) 수입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산 공급과잉 국면에서 재정 부
담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자급률 향상의 필요성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집중하고 있다. 2019년 자급률은 39%(열량기준)이나, 2030년 목표를 45%
로 조정하였다.
특히 논농업 활성화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쌀에 대해서는 주식용과
전략작물로서 사료용･가공용･가루용･총체벼용(WCS)･수출용 등으로 용도를 명확
하게 구분하여 생산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 쌀의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쌀의 경제적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쌀밥 1공기는
65g(백미)이다. 5kg 백미 평균 소매가격(2,070엔)으로 환산하면 1공기 쌀 가격은 27엔에 불과하다.
생수(2리터) 1병(99엔)이면 밥 3공기, 캔 커피 1개(130엔)면 밥 5공기이다.
3) 연간 10만 톤의 쌀을 감산하기 위해서는 1년에 19,000ha의 재배면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평균 단수 530kg/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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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축연계에 의한 논농업 활성화
쌀의 사료화는 지역단위로 경종농업에서 축산부문으로 사료를 공급하는 한편, 축산 부산
물이나 가축 분뇨 등의 퇴비를 경종농업으로 공급하는 순환형 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즉 사료용 쌀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축산 농가의 부산물을 퇴비로의 활용을 유
인하여 지역순환형 농업을 구축하는 것이 논농업을 활성화한다는 판단에서, 이를 지원
하기 위하여 논활용 직접지불제를 강화하고 있다.

3. 사료용 쌀 증산을 위한 지원제도
3.1. 지원의 필요성
쌀의 사료화는 일본 사회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농업구조에서 사료용 쌀이 사료곡물로서 논에 재배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
다. 즉,

① 주식용 쌀의 항상적인 생산과잉문제의 해결
② 수익성이 낮은 유휴농지의 활용과 과잉 논 해소
③ 경종부문과 축산부문간의 자원순환형 농업의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그 가능
성을 확장하는 의의가 있다.
사료용 벼(총체벼)와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게 되면, 최종
적으로는 일본농업의 구조재편과 함께 식량자급률 향상 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
대감이 높은 관계로 지원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3.2. 사료용 쌀 지원제도
3.2.1. 정책 추진
사료용 쌀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주식용 쌀을 감산하는 동시에
사료용 쌀을 증산하기 위하여 주식용 쌀 이외의 쌀, 즉 사료용 쌀을 비롯한 신규수
요미(사료용, 총체벼용, 가루용, 수출용) 증산을 위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 사료용 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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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2015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이어서, 2020년 기본계획에서
도 사료용 쌀의 생산목표를 대폭 확대하였다<표 2>.
2018년(기준년도) 재배면적 8.0만ha(생산량 43만 톤)에서 2030년(목표년도) 재
배면적 9.7만ha(생산량 7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표 2> 사료용 쌀 생산목표, 2030년
기준년도(2018)

목표년도(2030)

식부면적(만ha)

8.0

9.7

단수(kg/10a)

538

720

생산량(만톤)

43

70

자료：농림수산성. 2020. 10a.

한편 2015년의 ‘일본재흥전략’에서는 쌀 생산비의 절감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즉 ① 다수확 품종의 개발과 보급 확대, ② 전업농의 규모화와 농지 단지화 등을
통하여 2025년까지 생산성을 2배로 향상한다(2025년 60kg당 사료용 쌀 생산비를
2013년 대비 50% 절감)는 것이다.4)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은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참
고자료로서 ‘사료용 쌀 생산비 절감 매뉴얼’(2015. 12)을 공표하였다. 매뉴얼에서
는 다수확 품종의 도입과 충분한 시비에 의한 증산, 생산자가 활용하기 용이한 재
배기술 보급, 그리고 규모 확대에 의한 효율적인 재배 등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또한 매뉴얼에서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의 기존 시설의 활용, 경종농
가의 사료용 시설, 축산농가의 가공･보관에 필요한 기계･시설 등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3.2.2. 사료용 쌀 생산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⑴ 논활용 직불제
논활용 직불제는 논농업에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산농산물을 육성
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작물을
4) 2013년 쌀 생산비는 현미 60kg당 15,229엔이다. 이것을 다수확 품종의 보급과 적정 비배관리, 산업
계의 노력에 의한 자재나 농기계 가격의 인하, 전업농으로의 규모화와 농지단지화 등을 통하여 2025
년까지 7,615엔으로 절감한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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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하는 경우 면적 등의 단가에 따라 지원한다.
수요가 늘어나는 가공용 쌀과 신규수요미(사료용 쌀, 가루용 쌀, WCS용 벼), 맥
류(밀, 보리), 대두, 사료작물 등과 현별로 자율적으로 지정한 채소나 지역특산작
물이 대상이다. 2020년 예산은 3,050억 엔(2019년 2,961억 엔)이며, 2018년 쌀
직불제를 폐지한 이후 최근 증액되고 있다.
작물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표 3> <그림 1>.
<표 3> 논활용 직불제 단가, 2020년
대상작물

단가(만 엔/10a)

맥류, 대두, 사료작물
사료용쌀, 가루용쌀
WCS용 벼
가공용쌀

3.5
5.5∼10.5
8.0
2.0

이모작
경축연대

가산제도

비고
표준단수 8만 엔

1.5
1.3

자료：농림수산성. 2020. 10b.

<그림 1> 사료용 쌀의 수량지불, 2020년
직불금
(만엔/10a)
10.5

8.0

5.5

상한

표준

하한
167엔/kg

380

530

680 단수
(kg/10a)

주：(1) 수량지불은 농산물검사기관에 의한 수량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표준단수(530kg)는 평균 단수이며, 실제는 시정촌별 평균단수를 적용함.
자료：농림수산성. 2020.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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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 쌀에서 사료용 쌀과 가루용 쌀로의 전환을 유인하기 위하여 사료용 쌀
등에 대한 지급단가를 증액하였다.
전국 평균단수(530kg/10a)의 경우, 10a당 단가를 8만 엔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가 380kg 미만의 경우 단가는 5.5만 엔, 단수가 380～680kg 인 경우는 1kg당 167
엔씩 증가한 5.5～10.5만 엔, 그리고 680kg을 초과하면 10.5만 엔으로 고정된다.
⑵ 2모작 직불(가산형)
논에 주식용 쌀과 전략작물 또는 전략작물의 조합 등에 의하여 2모작을 실시하
는 경우, 논활용 직불제에 추가하여 10a당 15,000엔이 추가로 지급된다<표 4>.
<표 4> 사료용 쌀과 연계한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2모작 유형

지급단가(만 엔/10a)

사료용 쌀 + 맥류

5.5∼10.5 + 1.5

사료용 쌀 + 사료작물

5.5∼10.5 + 1.5

자료：농림수산성. 2020. 10b.

⑶ 경축연계 직불(가산형)
지역농업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순환경 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료용
쌀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축산 농가의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경우 10a당
13,000엔을 가산 지불한다.
⑷ 산지지원금(가산형)
산지지원금은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는 상기의 논활용 직불제, 2모작 직불, 경축
연계 직불 등에 추가하여, 현별로 지역 특산작물의 개발이나 육성을 목적으로 책
정된 예산이다.
일본은 2018년 쌀 생산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쌀 관련 직접지불도 완전 폐
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쌀 생산조정제도 자체의 폐지라기보다는, 국가주도의
생산조정에서 지자체나 지역농협 등 지역주도의 생산조정으로 전환하였다는 의미
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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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지지원금제도는 광역자치단체(현)의 재량으로 전략작물 등을 적극적으
로 도입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쌀 생산조정제도 폐지를 보완하
는 수단을 강화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3.3. 사료용 쌀의 생산량
사료용 쌀의 생산량을 보면, 2008년 이후 정책적인 방침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사료용 쌀과 WCS용 벼 모두 축산농가의 수요증가, 정책적 지원 등에 의
한 것이다.
2010년 사료용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논활용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증가하
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식부면적 8.0만ha에 43만 톤에 달한다. 논활용 직불제
가 도입된 2010년은 일본에서 ‘쌀 사료화의 원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사료곡물로서 사료용 쌀 이외에도 WCS용 벼의 식부면적도 빠르게 늘어나,
WCS용 벼 식부면적은 2018년 현재 4.3만ha에 달한다<표 5>. 이 외에도 총체벼용
벼, 볏짚전용 벼 등이 일부 생산되고 있다.
<표 5> 사료용 쌀･사료용 벼 생산량, 2004~2018년
사료용 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WCS용 벼

식부면적
(만 ha)

생산량
(만 톤)

식부면적
(만 ha)

생산량
(천 톤)

0.1
0.4
1.5
3.4
3.5
2.2
3.4
8.0
9.1
9.2
8.0

0.8
2
8
18
18
12
19
44
51
50
43

0.9
1.0
1.6
2.3
2.6
2.7
3.1
3.8
4.1
4.3
4.3

-

주：WCS용 벼는 알곡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을 공표하지 않음.
자료：농림수산성. 2020.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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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료용 쌀의 공급 및 유통 실태
4.1. 사료용 쌀의 공급량
사료용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논활용 직불제 등 정부의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사료용 쌀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51만 톤을 기록하였
다. 이후 주식용 가격 등의 영향으로 약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의 사료용 쌀의 공급상황을 보면, 사료용 쌀의 생산량이 39만 톤, 정부보
유미 중에서 사료용으로 매도된 물량이 61만 톤(비축미 12만 톤, MMA 쌀 49만
톤), 합계 100만 톤에 달한다.
100만 톤 중에서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된 물량이 14만 톤(사료용 쌀 12만 톤,
정부보유미 2만 톤), 배합사료업체에 공급된 것이 86만 톤(사료용 쌀 27만 톤, 정
부보유미 59만 톤)이다.

4.2. 사료용 쌀의 수요량
농림수산성이 2020년 실시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매칭을 위한 요망조사에
의하면, 축산농가가 2만 톤(51건)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전농 사료희사가 약 65만
톤, 일본사료공업체가 약 46만 톤(중장기적으로는 200만 톤), 합계 113만 톤의 수
요를 예상하고 있다.
2019년 배합사료업체의 사료용 쌀 사용량을 보면 <표 6>과 같다. 주로 양계와
양돈부문에 전체 사용량의 90%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배합사료업체의 사료용 쌀 사용량, 2019년
구분

사용량(만 톤)

비율(%)

산란계

24

28.5

육계
양돈

29
24

34.2
28.6

낙농

4

4.9

비육우
합계

3
85

3.8
100.0

자료：농림수산성. 2020.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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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료용 쌀의 유통실태
현재의 사료용 쌀은 중대규모 생산농가가 지역농협(RPC)에 출하하고, 지역농협
은 전국농협 또는 배합사료업체에 공급, 배합사료로 조제된 후 축산농가에 공급되
는 구조이다.5)
현행 사료용 쌀의 유통경로를 보면, 쌀 생산농가는 농협에 출하한다. 농가 판매
가격은 계약단가이다. 경쟁이 치열한 주식용 쌀과 같이 스스로 수요처 확보에 노
력할 필요가 없이, 사료용 쌀의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협은 집하된 사료용 쌀을 RPC나 지역의 농업창고 등에서 보관한다. 창고 등
에서는 현미상태 또는 톤 백에 대규모로 보관한다.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전국농협(JA전농)은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한다.
공급방법은 사료제조업체의 요망에 따라 공장 인근의 영업창고 등에 소량화 작업
을 통하여 제공한다.
사료제조업체는 옥수수의 대체로서 사료용 쌀을 배합하여 축산농가에 출하한
다. 단지 일반적으로 공장은 재고로 보유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반입하여 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2>.
<그림 2> 농협에 의한 사료용 쌀 집하･유통실태

자료：농림수산성. 2016. 10.

5) WCS용 벼는 주로 비육우나 낙농부문에서 사용되지만 배합사료는 90% 이상이 양계나 양돈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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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기적인 이용 가능량
일본 정부는 농협과 축산업계 등의 의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사료용 쌀의 이
용 가능량을 45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산란계 125만 톤, 육계 192만 톤, 양돈 85만 톤, 낙농 30만 톤,
비육우 13만 톤 등이며, 현재의 실태와 마찬가지로 양계와 양돈부문에서 전체의
90% 정도를 이용한다는 전망이다(농림수산성. 2020. 10b).

5. 사료용 쌀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
5.1. 쌀 사료화의 의의
쌀 사료화는 ① 과잉문제를 안고 있는 주식용 쌀을 사료곡물로의 전환하는 것,

② 정부가 보유한 고미를 사료용으로의 처분하는 것, ③ 볏짚과 알곡을 활용하는
WCS용 벼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쌀 사료화는 쌀의 용도를 ‘주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하여, 논농업에 가장 적합
한 작물인 쌀의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노선이다. 이를 통하여 ① 쌀 과잉을 해소하
고, ② 식량자급률을 향상하며, ③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논농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쌀의 사료로서의 특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즉 쌀의 가축사료로서의 영양가
(TDN)는 옥수수와 거의 동등하다. 특히 지방산 함유량면에서 옥수수에 비해 올레
인산이 많고 리놀산이 적은 특성이 있어, 돼지고기의 육질이 좋아지는 면에서 주
목된다. 단지 축종에 따라 가축이나 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배합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사료용 쌀에 대한 기대효과는 ‘농지를 보전하고’(24.9%), ‘안전감
을 느낀다’(23.1%)고 회답하고 있다. 사료용 쌀을 활용한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89.0%의 소비자가 ‘구입하고 싶다’는 반응이다(일본정책금융공고. 2015. 9).

8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5.2.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료용 쌀의 이용 가능량(450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일본 정부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료용 쌀 공급가격의 인하이다. 현재의 배합사료 주원료는 미국산 수입
옥수수이다. 수입 옥수수를 사료용 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쌀 가격이 옥수수 가
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수입 옥수수 가격은 톤당 3만 엔
(30엔/kg) 정도이다. 이것이 사료용 쌀 공급가격의 기준이 된다.
둘째, 현재의 사료공장은 배합설계나 시설면 등의 제약으로 쌀을 단기에 대량으
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정비
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료용 쌀의 집하･유통･보관, 직접 공급체제 등 집하･조제 등 비용절감이
필요하다. 특히 사료용 쌀은 주식용 쌀과 같이 일시에 수확되고 연중을 통해 안정
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보관 시설이 필요하다. 보관장소는 ① 수확 조제한 사료
용 쌀의 생산지역, ② 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 원료로서의 보관, ③ 축산업측면에
서 배합사료로서의 보관 등에 대해 비용절감 등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사료용 쌀 다수확 품종개발이다. 사료용 쌀이 옥수수에 비해 사료곡물로
서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수확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 우선 단수가 높아
야 하고, 또한 주식용 쌀과의 노동경합을 회피하는 중만생종 등의 개발이 중요하
다. 그리고 기후구분(한지, 한랭지, 온난지, 난지 등)별로 신품종의 육성･보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현미 수량 700∼800kg/10a, 볏짚 1.5톤/10a의 다수확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다수확 품종은 국가의 위탁시험 등에 의하여 사료용으로 육성, 단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품종이다. 2020년 현재 25개 품종이 개발되어 권역별로 보급되고
있다. 10a당 단수는 600kg 대에서 800kg 대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최고 다수확
품종은 나가노현의 후쿠오코시(ふくおこし)(870kg)이다.
사료용 쌀의 생산은 정책적인 지원과 축산농가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빠르
게 늘어나고 있다. 쌀 사료화를 위해서는 공급가격인 경제적인 조건 이외에, 경합
작물인 옥수수나 소맥과 경쟁할 수 있는 다수확품종 개발, 생력재배기술 구축, 사
료용 쌀 생산자와 축산농가와의 연대 및 순환형 농업체제 구축, 부정유통 방지 등
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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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① 인디카 계통의 다수확, 내도복성, 내병성 등의 품종개발, ②
생력 재배기술 개발, ③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한 ④ 수확･건조･가공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⑤ 급여기술 개선 등이 요
구된다. 그리고 ⑥ 주식용으로의 부정유통 방지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상기 과제 이외에도 ⑦ 농업경영체의 확보와 육성, ⑧ 우량농지
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등이 도모되어야 한다. 현재의 노동력이나 농지 등의 감
소 실태를 감안하여 농지의 전용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농림수산성.
2016. 9).

5.3. 사료용 쌀에 대한 이해증진
사료용 쌀을 급여한 가축의 고기,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증진도
필요하다. 사료 중의 쌀 혼합비율에 따라 맛이나 색깔이 변화한다. 사료용 쌀을 안
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
문에 생협 등과 연대가 중요하다.
아직 사료용 쌀에 대한 역사가 짧아서 장점이나 단점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다. 축산측의 이용, 경종측의 재배, 사료업체측의 제조 등 노력해야
할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사료용 쌀의 생산가격, 장기적인 전망, 농정상의 의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민 정서상 쌀의 사료용 이용에 대한 용도구분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처럼 주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하여 쌀 과잉을 방지하고, 자급
률의 향상 및 논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의 사료용 곡물은 옥수수와 맥류가 주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옥수
수는 미국에서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료화에 성공한 작물이며, 맥류는 유
럽에서 역시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료화에 성공한 작물이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시아에서 쌀 사료화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의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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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농업 2019년 회고와
대두 생산의 위상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브라질에서는 2019년 1월에 보우소나루(Borsonaro2)) 대통령 하에서 신정권이
시작된 지 2년이 가까워 온다. 취임 전후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자신의 과격한
발언3)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는 등의 국면도 있었지만, 정권에 의한 운영 자체는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林瑞穂, ‘第１章ブラジ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位置づけにつ
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https://www.m
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00331_R01cr03_01.pdf)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및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2)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브라질 정치인. 출생 1955년 3월 21일, 브라질 현 대통
령(2019.01~ , 제38대), 브라질 연방하원의회 의원(1991~2019.01), 리우데자네이루시의회 의원(1989~
1991)(출처: 네이버 인물검색, https://people.search.naver.com/).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 2018년 10월
28일 대통령 선거에서 아다지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정치적 성향은 극우이다. 상파울루 주 캄피
나스 출신이다. 이탈리아계 브라질인으로 그의 아버지의 독일인 외할아버지를 뺀 모두가 이탈리아계
이다. 정치인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빈민층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는
식의 빈민층 비하발언을 하는 등 극우성향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로 군사독재정부를 옹호하면서 각종 과격한 발언이나 패륜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해대는 막가파
의원이 되었으며, 특히 좌파 진영과 크게 대립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좌파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파와 중도우파 진영도 거리낌 없이 깠다. 대표적으로 카르도수 정권때 카르도수가 진행한 민영화 정
책을 대차게 까기도 했고, 무능한 민주정부보다는 유능한 군사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막말도 중도
우파 집권기때 한 발언이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3) 그의 발언 중 유명한 것들을 소개해 본다. 여성과 흑인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흑인이
조종하는 헬기는 위험하다, 군인들이 원주민 사회를 말살하지 않은 것이 슬프다와 같은 성차별/인종
차별적인 발언은 물론, 호모포비아 성향도 지니고 있어서 동성애 또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2011
년 나는 게이 아들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아들은 사고로 죽는 게 낫다, 게이는 주먹으로 맞아야 정
신을 차린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처럼 발언의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자 결국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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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2019년 브라질 정치경제의 거시동향과 농업정책과 관련된 동향 외
에 브라질의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실적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2018년 5월 이후에 본격화된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으로 갑자기 국제 대
두 시장에서 브라질산 대두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에서 대두의 위치
와 대두 생산이 브라질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2019년 회고
2.1. 브라질 농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 환경
2.1.1. 정치 경제 동향
2019년 1월에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아마존 지역 화재에 대한 발언과 자
신의 아들을 미국 대사에 임명하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4), 보우소나루 정권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외국인 이민 또한 반대하며, 흉악 범죄자의 즉각 사살을 주장한다. 또
한 고문의 효과는 즉각적이라 필요하다며 고문을 옹호하며, “난 독재정권이 그립다, 독재 때 반정부
인사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실수다” 등의 군사독재 찬양 발언은 물론, 군의 정치개입을 매우 정당하
게 주장하는데, 이 때문에 각계에서 숱하게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자가 된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를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브라질군은 위
기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 “정치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역으로
이 때문인지 오히려 브라질의 보수층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쪽으로 결집하는 듯 하며, 1985년 민주
화 이후 30년 넘는 민주세력 통치에 실망과 염증을 느낀 이들이 군사독재정권의 회귀를 바라는 차원
에서 적지 않게 그를 지지하다보니 순식간에 초강력 대권주자로 부상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
서도 룰라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룰라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1
위로 올라섰다. 이에 룰라 전 대통령은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비판하며 아다지
지지를 호소하였다. 집권하면 각료 절반을 군인으로 임명한다고도 했다(연합뉴스, ‘‘브라질의 트럼프’
극우 인사 “집권하면 각료 절반 군인 임명”, 2017년 3월 14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
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04593). 최소한 군사독재 시절에는 거리가
안전했다고 발언했었다(조선비즈, ‘[세계의 포퓰리스트]⑩ '독재와 향수 사이'...브라질 '자이르 보우소
나루’’, 2016년 12월 26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
&oid=366&aid=0000353932). 한 기자로부터 아마존 삼림 파괴와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환경 보호를 위해 방귀를 이틀에 한번만 뀌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H
UFFPOST, ‘브라질 보우소나루가 '아마존 온실가스 대응책'을 묻자 “이틀에 한번만 방귀 뀌라”고 답해
논란이다’, 2019년 8월 12일자,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4fc2aae4b0820e0af6
877d).(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4) 2019년 7월 12일. 자신의 셋째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연방하원의원을 주미 대사로 지명할 것
이라고 밝혔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연합뉴스,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셋째
아들 美대사로 지명 논란’, 2019년 7월 12일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4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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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 경제 방향타는 파울루 게데스(Paulo Guedes) 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순
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2015년 및 2016년 2년 연속 GDP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2019년 3분기에도 4분기 누계 기준
으로 전년대비 1.0%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2015년에는 두 자릿수
수준이었던 인플레 압력은 2019년 12월 시점에서 연율 4.31%로 안정적인 수준으
로 추이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 중앙은행은 정책금리(SELIC6))를 2019년 1년 동안 6.5%에서
4.5%까지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금융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률 추이는 2019년 4/4분기 11.0%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2019년
3/4분기의 11.8%와 비교하면 개선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우소나루 정권에서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연금
개혁은 10월 22일에 상원의회에서 법안이 승인되어, 재정 규율 회복에 일정한 절
차를 세울 수 있었다. 당초 안에서는 10년간에 걸친 세출 삭감 효과로 1조 헤알 이
상의 삭감 효과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의회 교섭에서 8,000억 헤알을 전망하는
정도까지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브라질 대기업 신문인 에스타도(Estado)는 노동자당 정권
시대와 비교하여 보우소나루 정권에서의 법안 성립에 대하여 의회 우위인 점을 지
적하고 있다. 연금개혁에 목표를 둔 게데스 경제부 장관은 세제 간소화 추진에 착
수하고 있다.
5) 연합뉴스 인포맥스의 ‘브라질 정부, 연금 개혁안 제출…10년간 3천억 달러 절약’, 2019년 2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이
끄는 브라질 정부가 의회에 연금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여성의 최소 은퇴 나이는 60세에서 62세로 높아지고 남성의 경우 65세로 높아진
다. 또한,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 시간 역시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진다. 보
우소나르 대통령과 파울루 게데스 경제 장관은 브라질의 연금 체계를 손보는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금융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새로운 개혁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브라질 정부가 1조700억 헤알(2천895억 달러)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의 연금 적자는 올
해 2천180억 헤알(580억 달러)까지 오를 예정이다. 코피드비즈니스스쿨의 칼로스 헤이터 캄파니 교
수는 "만약 연금 시스템에 변화가 없다면 브라질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연금 적자는 매년
커질 것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은 돈을 더 찍는 것인데, 이는 결국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연금 개혁으로 인해 적자가 낮아지면 브라질 경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출처: 연합뉴스 인포맥스, ‘브라질 정부, 연금 개혁안 제출…10년간 3
천억 달러 절약’, 2019년 2월 21일자 기사,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
=4017362).
6) The Sistema Especial de Liquidação e Custodia (SELIC: Special Clearance and Escrow System).
SELIC은 브라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행 시 오픈마켓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다. SELIC 금리는 은
행의 야간 금리이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E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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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데스 경제부 장관은 재정 규율 회복을 중시하는 것 외에도 시장 개방적인 경
제정책 및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그 자세에 시장은 호감을 가지지만, 그 외에도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은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브라질 주식시장(BVSP:
BOVESPA)의 2019년 종가는 115,645포인트로 역사적인 수준에서 거래를 끝마치
고 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마찰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
제, 칠레와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의 정정 불안, 아르헨티나 신정권 탄생 등의
요인으로 브라질 중앙은행이 달러화를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1월 1 달
러=4.25 헤알까지 헤알화가 팔려나가기도 했다. 2019년 12월 30일 1 달러=4.03
헤알에서 마감되었다.

2.1.2. 농업정책7) 관련 동향
가) 브라질 농업정책 개관
우선 브라질의 농업정책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농업정책은 농업 융자와 거래 지원이 주요 정책이다. 각각의 정책은 최
저 가격 보증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거래 지원 중 연방정부 수매제
도(AGF)는 농가 판매가격이 매년 설정되는 최저 가격을 밑돌았을 경우, 농가의 수
입을 보증하기 위해 정부의 수매가 실시되는 구조이다.
브라질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에는 시장가격 변동에 대처하고 국내 식량공급 안
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가격보증정책(PGPM)이 있다. 최저가격은 MAPA를
중심으로 하여 재무성이나 기획･예산･운영부와 함께 결정하며, 이 가격에 따라
CONAB이 농산물 구입 등을 실시한다. 일례로, 대두와 옥수수의 마투그로수
(Mato Grosso) 주와 파라나(Paraná) 주의 생산자가격지수와 최저가격 추이를 보
면, 최저가는 생산자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시장 메커니즘이 기
능하고 있다.
또한 대두의 최저가격은 브라질 전국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7년 10
월 시점에서 60kg당 30.17 헤알로 운영되고 있다. 옥수수는 지역마다 설정되어 있
는데, 2017년 9월 시점에서 옥수수 60kg당 마토그로수 주에서는 13.56 헤알, 파
7) 브라질의 농업 정책 특히 곡물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
련 정책’,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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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나 주에서는 17.67 헤알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가격은 작물별･지역별로 설정되어 있다. PGPM의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
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이 제도에 대해 2017/2018년도(대상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예산은 14억 헤알을 설정하고 있지만, 방법으로는
구입과 대출이라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구입을 통한 방법은 주로 5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연방정부수매제
도(AGF: Aquisicao do Governo Federal)이다. 이는 시장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정부가 브라질 국가식량공급공사(이하 CONAB)를 통해 생산자나
농협에서 구입하는 제도로, 구입된 농작물은 전국에 있는 CONAB 저장고에서 관
리된다.
두 번째는 생산자구입프리미엄(PEP: Prêmio para Escoamento de Produto)이
라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가 생산자나 농협으
로부터 최저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장가격과의 괴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통업자에
대해 보충하는 구조이다.
세 번째는 생산자용 지불균등화 프리미엄(PEPRO: Prêmio Equalizador para
o Produtor)이다. 이는 생산자나 농협이 매각하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판매를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시장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를 생산자･농협 측에 보
전한다. 이들 PEP나 PEPRO 모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도는 경우 정부는 보
충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판매옵션계약(COV: Contrato de Opção de Venda)이다. 이 제도는
생산자가 연방정부에 대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팔 수 있는 옵션을 구
입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수준을 밑돌았을 때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COV는 AGF와 달리 정부가 즉시 구입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
산자에 대한 보험기능 외에 국내시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격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이 거래는 브라질의
클리어링 하우스인 CCTIP를 경유하여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리스크 옵션 프리미엄(PROP: Prê mio de Risco de Opcao
Privada)이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을 구입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시장가격이 최저
가격을 밑돌 경우 차액을 프리미엄으로 지불하는 옵션을 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제에는 민간기업판(版) 형태의 COV가 있다. 즉, 정부 대신 민간
기업이 농가나 농협에 COV와 같은 내용의 옵션을 매각하고, 만약 농작물 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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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예정했던 가격보다 밑돌 경우 그 민간기업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 때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해 PROP가 이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정
부에 의한 직접 구입을 원인으로 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 외에 민간의
상거래 리스크를 경감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
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다음으로 연방정부대출(EGF: Empretimo do Governo Federal)이라는 융자를
통한 프로그램이 있다. EGF는 금융기관이 생산자나 농협에 대출해주는 대신 최저
가 기준으로 농작물을 담보로 징구하는 제도이다. 이 농작물은 CONAB에 의해 국
가의 식량저장 용도로 관리되지만, 금융기관 앞으로 상환할 때 시황가격이 최저가
격을 밑돌 경우, 채무자인 생산자나 농협은 최저가격으로 정부에 그 농산물을 팔
수 있으며, 그 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된다.
따라서 시황이 좋지 않을 때의 재고를 지지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
이 존재한다. EGF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지지를 목적으로 한 특별 융
자범위(LEC: Linha Especial de Credito)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EGF
가 최저가격에 근거하여 기능하는데 반해, 최저가격과는 링크되지 않는 파라미터
로 융자 실행되기 때문에, 채무자인 생산자나 농협에게는 EGF보다 유연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가 생산자나 농협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식량유통
을 담보하는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옵션매각 등의 금융계획(scheme)을 이용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곡물 이외에도 오렌지나 우유 등 30
종류 이상의 작물에 대해 정해진다.
나) 브라질 농업정책 관련 동향
보우소나루 정권의 농무부8) 장관으로 연방의회에서 농림위원회를 맡고 있던 테
8) 브라질 농업부문을 관할하는 정부조직은 농목공급성(農牧供給省, MAPA)을 필두로, 7개 보좌기관, 5
개 행정국, MAPA가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 각료위원회가 6개 있으며, 공사 및 관민합작기업을 포함
하여 5개 공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MAPA의 준거 법에 의하면, 농목공급성은 (a) 생산･유통･ 공
급･비축･최저가격 보장에 관련된 농업정책, (b) 양잠을 포함한 농목생산･진흥, © 비축관리전략을 포
함한 농목시장･유통･공급, (d) 농업관련 정보, (e) 동식물 위생, (f) 농목업에서 사용되는 투입 경제재
와 서비스 감독, (g) 무역에 관련된 재무부에 의한 행위지원을 포함, 동식물 산품과 그 파생 상품의
분류･검사, (h) 토양보호･관리･취급, (i) 농목 관련 기술 연구, (j) 기상학과 기후학, (k) 협동조합과 협
회, (l) 농촌에 대한 전력공급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m) 농촌에서의 기술 및 확장 지원, (n) 커피･ 설
탕･알코올에 대한 정책, (o)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 알코올 산업에 대한 정부행위의 기획과 실행, (p)
어업･수산양식의 위생 등 이상 16개 항목에 걸친 농목･수산분야 진흥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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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자 크리스티나(Teresa Cristina) 하원의원이 취임하였다. 크리스티나 농무부 장
관 하에서 브라질에서의 농업정책은 자유주의적이면서 브라질 농업의 확대에 기여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대처 중 주된 것이라 생각되는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협상이다. 크리스티나 농무부 장관은
브라질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정부 요인과 회담을 가졌으
며, 2019년 10월말까지 브라질 국내에서 20개국 이상의 정부요인과 회동하였다.
또한,국외 국제회의 참석까지 포함하여 16개국을 방문하였다.
브라질 농산물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분유와 치즈 수출에 대해, 11월 과실류 최초로 멜론 수출에 대
해 중국과 합의하여 수출 농산물 다양화에 성공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 수출에 있
어 축산물 수출이 인정되고 있는 브라질의 시설이 9월에는 25개소, 11월에는 13개
소가 추가로 승인되어, 현재는 102개소가 중국 시장에 액세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축산물의 주요 수출처인 중동 지역에 대해 크리스티나 장관은 9월에 이집
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아랍에미리트 연방(UAE)을 순방하여, 유제품의
신규 시장으로서 이집트를 개척한 바도 있다. 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쇠고기 수출 강화에 관한 교섭을 진전시켰다. 또한,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쇠고기와 인도에 대한 닭고기 수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쇠고기의 수출 확대
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
일본과의 사이에서는 2019년 8월 26일에 제4회 일본과 브라질 농업･식량 대화
로 정해져 있다. 특히, 전통적이며 특정 산업인 ‘커피’ 및 ‘주정당･알코올’ 분야와 식물 유래 바이오
매스 에너지에 대한 관여가 큰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농지개혁과 영세농가 보호육성정책 분야에서
기존에는 농업개발부(MDA)가 주무부서였지만, 2016년 5월에 루세프 대통령(당시)이 탄핵절차 시작으
로 정직되자,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 테멜이 부처의 슬림화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부 관방청 내
에 가내농업･농업개발특별국(SEAD)을 설립하고, 여기에 MDA의 행정기능을 이관하였다. 브라질 농업
진흥 및 감독을 수행하는 MAPA 감독 하에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와 브라질농목연구공사
(EMBRAPA)가 있다. CONAB은 브라질 전역의 생산자에서 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농산물 비즈니스 흐
름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재배･수확･재고에 관한 타이밍 결정에 관련된 사항 외에 정부가 정하는
최저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생산자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구입한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하
여 국민에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외에 생산과 가격에 관한 통계 정리
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EMBRAPA는 산･관･학으로 구성된 국가농목연구체제(SNPA)와 함께 열대농
업의 특성을 가진 브라질 농목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이며, 세라도 개발 때에도
토양개량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구체적인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MAPA)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2월을 참조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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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파울루 시에서 개최되어 요시카와(吉川) 농림수산 대신(大臣, 장관), 크리스
티나 농무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의 관계 부처와 기업 등에서 100명 이상이 참가하
였다. 이 대화에서는 세제개혁 등 브라질에 있어서의 투자환경 개선이나 곡물 수
송 인프라 등의 농업･식량 분야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농무부 장관 회담에
서는 요시카와 대신으로부터 브라질에 대한 투자･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에 관한 요
청을 한 것 외에 2국간의 협력 추진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다음으로, 남미 남부 공동 시장(이하 메르코수르, Mercosur9))을 통한 통상 교
섭에 대해 정리한다. 6월 28일에 메르코수르와 EU간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브라질 농무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오렌지주스, 과
일, 인스턴트 커피, 생선 등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한편 식육, 설탕･에탄올 등의
수출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앞으로 15년간 브라질의 GDP 인상효과
를 875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130억 달러 증가로 전망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되는 유
럽자유무역연합(EFTA10))과도 자유무역협정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캐나
9)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5년 창설됐으며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
으로 늘었다가 2017년 8월 5일(현지시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창립회원국이 베네
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가 복구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으로써 4개국으로 다시 줄게
됐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 인구의 70%, GDP의 80%(약 2조 8,000억 달러)를 차지
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외공동관세(TEC)를 부과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창설 30년이 다 될 때까지 의미 있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9년 6월 28일 유럽
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타결 지었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
장 개방을 둘러싼 견해차를 보이며 사실상 중단됐다가, 2016년부터 협상을 재개했으며, 2019년 브라
질과 아르헨티나가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2019년 6월 EU와 FTA 협상 초안에 합의했고, 2019년 8월
말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FTA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
서 FTA 체결이 불투명해졌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10)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4개국이 소속된 경제 기구. 유럽을 대표하는 정치∙경제 공동체는 유럽연합(EU)으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여기에 소속돼 있다. 그러나 유럽자유무역연합은 EU와는 독립적으로 형성된
지역 경제 기구이며 여기에 소속된 4개 나라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은 EU보다
앞서 2005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체결한 기구이기도 하다. 4개 나라의 1인당 국내소
득(2003년 기준)은 3만 8656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자유무역연합이 처음 조직된 것은
1960년이다. 당시에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7개 나라
가 연합에 가입했다. 이들 7개 나라는 EU의 전신 격인 유럽공동체(EC)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EC
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 개국이 가입해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C는 영국 등과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협의했으나 1958년 협상
이 결렬됐다. 1959년 영국과 덴마크의 주도로 7개 나라만의 독자적인 지역 경제 지구를 만드는 것
이 합의됐다. 이듬해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7개 나라 외에도 핀란드가 준
회원 자격으로 연합에 가입했다. 1970년 3월 아이슬란드가 가입했지만 1973년 연합에서 주도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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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싱가포르, 한국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농약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의 신속화를 꼽을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신약 및 제네릭 약품11)인 농약 등록에 필요
한 심사에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은 2년 정도로 대응되
지만, 브라질에서는 5~8년 정도 경과하는 경향에 있었다.
따라서, 브라질 농무부 내에서는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속 절
차 간소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그 상황이 더욱 진전되었다. 그 결과
2019년의 농약 등록 건수는 신약 26건 및 제네릭 약품 448건 등 합계 474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덧붙여 브라질에서는, 제네릭 약품 제조에 대한 신규 참가의 장벽은 미국과 비
교해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 있다. 그 때
문에 이 심사에 대해서도 제네릭 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현지의 농약 메이커에 의한 지적도 있다.
세 번째는 2019년에 잠정조치령 897호가 제정된 농업금융의 확충을 꼽는다. 브
라질의 농업금융에서 정부에 의한 지원이 따르는 제도로서 전국농업융자제도
(SNCR)가 있다. 2018년/2019년도의 SNCR에서는 약 100억 헤알의 보조금이 이용
되었다. 이 틀 안에서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농업부문에 대한 융자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 법령의 제정을 통해 농업금융에서의 차입이자 경감으로 이어지는 보증제
도를 수립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에 의해 농업부문 융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존 제

할을 하던 영국과 덴마크가 EC에 가입하면서 유럽자유무역연합을 탈퇴했다. 이후 유럽자유무역연
합은 EC와 협조 체제로 전환했다. 1977년 7월 유럽자유무역연합과 EC는 회원국 사이에 공산품 관
세 제한을 철폐하는 협정을 맺었다. 또 1994년 유럽자유무역연합과 EC는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을 결성했다. 유럽경제지역은 상품과 사람, 서비스,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유럽의 경제 블록이었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들은 EU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유럽경제지역을 통해 ‘유럽 전체’라는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활동을 한다. 다만 스위스
는 국민투표에서 유럽경제지역 가입 비준이 거부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유
럽경제지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는 대신 1999년 육상 및 항공 운송, 사람의 자유 이동,
농산품 관세 인하, 과학기술 협력, 공공 조달시장 개방, 공산품 표준화제도 상호인증 등 7개 분야에
대해 EU와 양자 협정을 맺고 이를 통해 유럽 경제 블록에서 활동하고 있다. EFTA 홈페이지는
http://www.eftafairtrade.org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종합,
https://terms.naver.com/)
11) 제네릭(Generic) 약품이란, 특허 보호 중인 의약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보
호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통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원래 생산된 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만든 같은 약효･품질의 제품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특히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불린다. 흔히 쓰이는 '카피약'의 정식 명칭이다.(출처: 네이버 지
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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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있었다. 보우소나르 정권에서는 이를 더욱 개정하고, 곡물저장고 건설을 위
한 제도금융 수립을 실시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농업보험의 확충에 대해서도 브라
질 농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2010년대 중국의 농지 구입이 화제가 된 것을 계기로 마련된 외자에 의
한 농지 구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토칸
칭스(Tocantins) 주의 아브레우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
이 본격화된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리스티나 농무부 장관도
일정한 지지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브라질 농업에 있어서의 보틀넥(Bottle-neck)으로 생각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도 진전되었다. 1970년대부터 개시되었던 브라질의 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163호선의 포장이 완료된 점이나, 철도 부설을 위한 컨셉(concept)과 준비를
착수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그 밖에 브라질 농무부 내에 수산국을 설치하여 브라질 수산자원 이용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보우소나루 정권 이전의 경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특필할 만한 현상일 것이다.

2.2.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동향
이하에서는 브라질의 주요 농산물인 곡물･유량종자 생산 및 최근 수출이 강화되
고 있는 쇠고기의 생산･수출 동향, 그리고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12)과 관련한 개황
에 대해 살펴본다.

12) 브라질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과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년 8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브라질의 곡물 수출입을 비롯한 수급에 관한 시계열적 변화를 보
여주는 자료로는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과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하
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고하기 바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www.kr
ei.re.kr:1818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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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곡물･유량 종자13)
2018/2019년도의 브라질 곡물･유량종자 생산량은 전기 대비 6.3% 증가에 해당
하는 2억 4,212만 톤으로, 자국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중에서 옥수
수가 1억 톤을 넘었고, 또 대두가 1억 1,503만 톤으로, 이 두 가지 농산물이 전체
의 88.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그림 1).
<그림 1> 브라질 곡물･유량 종자 생산량 추이

자료: 브라질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통계에서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ブラジ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
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位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
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인용

2018/2019년도의 재배면적은 전체 6,321만 헥타르이며, 그 중 옥수수가 5.29%
증가한 1,749만 헥타르, 대두가 전기 대비 2.06% 증가한 3,587만 헥타르이다(그
림 2). 또한 세계 수급동향에 있어서 브라질은 옥수수 생산에서 미국 및 중국에
이어 9%, 대두 생산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약 32%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3) 브라질의 대두와 옥수수 최근 수급 상황에 관해서는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전편)-생산은 마토그롯소 주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확대 전망-’, ｢해외곡물시장동
향｣ 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10월호와 허 덕, 박지원, 김태련, ‘(제3편) 브라질의 콩, 옥
수수를 둘러싼 최근 정세(후편)1) ~물류 인프라 정비의 진전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는 북부 항~’, ｢해
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10월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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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라질 곡물･유량종자 재배면적 추이

자료: 브라질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통계에서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ブラジ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
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位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
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인용

2018/2019년도의 옥수수에 관해 주목할 점은 CONAB이 해당 연도부터 제3기
작14)의 통계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통상 제1기작은 남부나 남동부를 중심으로 9월
부터, 제2기작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이듬해 1월부터 작황이 시작된다. 제3기작은
북서부에 위치하는 SEALBA 지역(세르지피(Sergipe) 주, 알라고아스(Alagoas)
주, 바이아(Bahia) 주)을 중심으로 5월부터 6월에 대두의 이작(裏作)으로서 작물
을 개시한다.

14) 브라질의 여름 옥수수(제1작)는 항상 대두와 경합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2015/16년도에는 옥
수수 생산이 흉작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료로 국내수요가 왕성하여 2016년 5월 시점에서 60kg당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43%인 54.05 헤알까지 치솟았다. 이후, 미국의 옥수수 생산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가격이 다시 하향 안정화되었다. 당시에는 거래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
기 때문에 남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생산자가 2016/17년도에는 대두보다 하계옥수수(제1작)을 생산
하는 선택을 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18.2%나 증가하였다. 그 배경에는 경지면적
2.3% 증가와 기상 혜택에 의한 단수향상이 있었다. 동계옥수수(제2작)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대두
수확 후인 2017년 1월경부터 파종이 시작된다. 2018년의 경우 기상조건 악화로 재배면적도 생산량
도 모두 감소하였으며, 단수도 크게 줄었으나,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량이 큰 폭으
로 증가한 결과 국내가격은 예년 정도의 수준으로 안정되었지만,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농가는
하락 트랜드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등의 현상도 발생하였다. 브라질 옥수수
의 기작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1호
(2020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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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작 생산량은 122만 톤으로 옥수수 전체 생산량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내수 및 수출을 위해 생산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브라질의 주요 곡물･유량 종자인 옥수수 및 대두의 생산 확대에 기여
한 요인에 대해 과거 40년간을 10년 씩 기간으로 나누어 Soskin(1988)의 분석 방
법에 근거하여 고찰하여 본다(표 1 및 표 2).
<표 1> 브라질 옥수수 생산 기여도 분석
단위: %

1980/1981
1989/1990

1990/1991
1999/2000

2000/2001
2009/2010

2010/2011
2018/2019

생산량 변화율

2.13

4.36

7.67

8.60

면적 변화율

0.60

0.99

0.35

3.48

단수 변화율

1.53

3.37

7.32

5.12

면적 기여율

28.3

22.7

4.6

40.5

단수 기여율

71.7

77.3

95.4

59.5

자료: Soskin(1988) 및 Companhia Nacional de Abastecimento (CONAB) 통계를 통해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
ブラジ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位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
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인용

<표 2> 브라질 대두 생산 기여도 분석
단위: %

1980/1981
1989/1990

1990/1991
1999/2000

2000/2001
2009/2010

2010/2011
2018/2019

생산량 변화율

4.82

5.90

8.23

6.41

면적 변화율

3.11

1.98

5.97

4.87

단수 변화율

1.71

3.92

2.26

1.54

면적 기여율

64.5

33.5

72.6

76.0

단수 기여율

35.5

66.5

27.4

24.0

자료: Soskin(1988) 및 Companhia Nacional de Abastecimento (CONAB) 통계를 통해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
ブラジ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位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
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인용

10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Soskin(1988)은 단수 변화율을‘생산량 변화율에서 면적 변화율을 뺀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면적 및 단수 중 어느 쪽이 생산 확대에 기여하였는지를 분
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옥수수 생산은 어느 시기나 단수 개선이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2001년도부터 10년 사이에 유전자 조작 기술이 도입되었고, 그 외
에도 대두 생산 기간 단축화에 의해 제2기작 옥수수에 대해 기후가 좋은 타이밍에
작부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의해 단수의 대폭적인 개선이 가능해졌다(Continiet
al., 2019). 대두 생산에 대해서는 옥수수와 달리 당초부터 자본집약적인 생산이
었기 때문에 면적 확대의 기여도가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2.2.2. 쇠고기
2000년대 국민소득의 상승과 주요 사료작물인 대두나 옥수수의 생산 급증을 배
경으로 브라질 쇠고기 생산은 증가 경향에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요를 수중
에 끌어들여 그 생산량을 확대시키고 있다. 2019년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량은
1,022만 톤으로, 미국에 뒤잇는 세계 시장 점유율 16.5%의 수준이 되었다(표 3).
<표 3> 세계 쇠고기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10,817

10,507

11,943

12,256

12,381

브라질

9,425

9,284

9,550

9,900

10,225

EU

7,684

7,880

7,869

8,003

7,875

중국

6,169

6,169

6,346

6,440

6,850

인도

4,100

4,200

4,250

4,265

4,287

기타

21,261

20,895

21,029

21,613

19,986

세계

59,456

59,935

60,987

62,477

61,604

자료: IEG/FNP에서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ブラジ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位
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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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처는 HS코드 0201의 쇠고기(신선 및 냉장)와 0202의 쇠고기(냉동)에 따라
다르다. 신선 및 냉장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칠레나 우루과이 등이 수출
처 상위를 이루고 있다. 그에 반해, 냉동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량에 해당하는 116
만 톤 가운데 약 50%를 중국 및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95% 증가하였다(표 4, 표 5).
<표 4> 브라질 쇠고기(신선 및 냉장) 수출 추이
단위: 톤

2016

2017

2018

칠레

58,904

52,330

91,598

레바논

11,409

10,208

12,597

우루과이

1,819

3,587

11,507

요르단

6,658

6,669

11,076

알제리아

12,249

6,587

10,602

기타

46,612

45,707

52,752

세계

137,650

125,088

190,132

자료: IHS Markit에서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ブラジ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
位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인용

<표 5> 브라질의 쇠고기(냉동) 수출 추이
단위: 톤

2016

2017

2018

중국

164,754

211,229

322,292

홍콩

181,201

247,080

276,759

이집트

164,903

146,825

171,288

이란

96,170

133,193

84,045

사우디아라비아

18,919

30,286

32,392

기타

312,445

312,666

276,756

세계

938,392

1,081,279

1,163,533

자료: IHS Markit에서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ブラジ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
位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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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농산물 수출개황
브라질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환율이나 세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제도 및 환경을 정비하여 왔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끌어들여 수출 확대를
도모하였다. 2018년에는 1,011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보우소나루 정권이 출범한 2019년은 중국의 ASF(아프리카 돼지열병15))에 의한
사료 수요 감퇴로 인해 대두 수입량이 감소한 점과 2019-2020년 홍콩 시위16)를
15)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약어 ASF).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
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
해를 끼친다. 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
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눈물, 침, 분변 등)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데, 잠복 기간은 약 4∼19일이다. 다만 ASF는 인체에
는 영향이 없고 다른 동물에도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
통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이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
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16) 2019–2020년 홍콩 시위는 홍콩 정부의 2019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
도입으로 촉발된 일련의 시위이다. 현재 홍콩에는 인도법이 없으며, 해당 법안이 법률이 될 경우
수배된 범죄 용의자들과 범죄자들의 인도가 가능해지며 이 지역에는 중국 본토와 타이완이 포함된
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중국의 강압적인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국양제와 시민들의 자유
를 무시하고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의 시위가 촉발되
었다. 현재까지도 홍콩의 시위자들은 법안의 철회, 홍콩 경찰들의 잔혹성과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
체포된 시위자들의 석방, 시위를 공식적으로 "폭동"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철회, 그리고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의 사퇴와 홍콩 행정위원 및 행정장관의 선거의 보통선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019년 6월 9일, 홍콩정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였
다. 시위자들은 6월 12일 법안의 제2차 낭독을 막기 위해 입법회 종합 빌딩 바깥에 모였고, 이로
인해 경찰들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한편 경찰들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시민들에게 발사
했다. 법안이 정지된 지 하루 후인 6월 16일, 시위대는 법안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고 6월 12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에 맞서기 위해 더 큰 시위를 열었다. 2019년 7월 1일 법안이 인계되면서
입법회 종합 빌딩 습격 사건이 발생하였고, 여름 내내 홍콩의 여러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2019년 7월 21일 시위자들과 통근자들을 공격한 위엔 롱 공격, 8월 31일 프린스에드워드역 습격
사건, 그리고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제70주년 기념행사 동안 대규모 시위 등이 발생하며
홍콩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캐리 람은 2019년 9월 4일 법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대의 다른 4개의 요구는 거부했다. 캐리 람은 2019년 10월 4일 가면방지법을 시
행하고자 긴급사태 규정 조례를 발동하였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역효과만 불러일으
켰다. 한편 시위가 길어짐에 따라 양측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일단 경찰들의 잔혹한
진압 및 과잉진압의 수가 증가했으며, 몇몇 시위자들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선동가들에 맞서 자경
단원으로 공격을 하거나, 친베이징파들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파괴행위를 가하는 등 극단적인 방식
으로 정부의 탄압에 맞섰다. 홍콩 시위대와 시위 반대 세력의 활동가들이 서로를 공격함에 따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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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한 식육 수입 감소 등을 요인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4.3% 감소한 968억
달러의 농산물이 수출되었다(표 6).
<표 6>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선
순위

국가

2018년 (백만 달러)

비율 (%)

2019년 (백만 달러)

비율 (%)

1

중국

35,445

35.0

31,014

32.0

2

EU

17,783

17.6

16,740

17.3

3

미국

6,752

6.7

7,180

7.4

4

일본

2,126

2.1

3,344

3.5

5

이란

2,185

2.2

2,209

2.3

6

홍콩

2,496

2.5

2,101

2.2

7

한국

2,069

2.0

2,031

2.1

8

베트남

1,680

1.7

1,805

1.9

9

사우디아라비아

1,779

1.8

1,778

1.8

10

이집트

1,468

1.5

1,457

1.5

기타

27,384

27.1

27,129

28.0

합계

101,167

100.0

96,788

100.0

자료: Ministérioda Agricultura, Pecuá riae Abatecimento(MAPA) 통계를 통해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ブラジ
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位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
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인용

브라질의 수출농산물 중에서 수출총액의 33.7%를 차지하는 대두･대두제품이 최
대의 품목이며(표 7), 그 중 약 60%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다음으로 식육이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홍콩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및 사우디아라비
콩 사회 내에 균열이 더욱 깊어졌으며, 중국 본토와 홍콩 현지 간의 감정의 골도 갈수록 벌어져가
고만 있다. 게다가 2019년 11월에는 두 학생이 사망하고 비무장 시위대에게 총격이 가해지면서 시
위는 더욱 고조되었다. 시위대의 대학교 캠퍼스 점령은 홍콩 정부의 포위로 끝이 났고, 이 과정에
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체포되었다. 홍콩 정부와 홍콩 경찰은 1997년 홍콩 반환 이래 국
민 여론 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다. 홍콩 정부의 시위 대처 태도로 인해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두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는 시위를 1997년 홍
콩 반환 이래 "홍콩에서의 최악의 위기"로 규정했고, 외국 세력이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변했
다. 다만,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2020년에도 진행 중인 홍콩 시위는 지도 세력이 없으며, 외
국과의 연계도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더 많다. 한편 2019년 11월 27일 미국은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 시위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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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로 대표되는 중동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그밖에 대표적인
브라질 수출품인 설탕‧에탄올과 커피는 각각 6.5%, 5.3%의 비율에 그치고 있다.
<표 7> 브라질 주요 수출 농산물(2019년)
순위

품목

비율 (%)

1

대두･대두제품

33.7

2

식육

17.1

3

펄프

13.3

4

곡물

8.4

5

설탕･에탄올

6.5

6

커피

5.3

기타

15.7

자료: Ministérioda Agricultura, Pecuáriae Abatecimento (MAPA) 통계를 통해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ブラジ
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治経済における大豆生産の位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
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인용

3. 브라질 정치경제에서 대두 생산의 위상
브라질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대두 생산량이 급격히 확대되어 미국과 비견되
는 수준이 되었다. 이에 따라 대두 국제 시장에서 브라질은 세계 유수의 공급국으
로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브라질에 있어서 대두 생산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브라질 농업의 발전 경위를 근거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여
기에서는 1500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브라질 농업사를 개관한 金七(2009),
Fausto(1994), Coelho(2001) 및 Mueller and Mueller(2016)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후에 정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브라질과 대두의 관계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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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브라질 농업사 개관17)
브라질은 1500년에 포르투갈인인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Pedro Álvares
Cabral)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당초 브라질은 포르투갈 본국에 경제적 매력이 있
는 땅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외 팽창적인 프랑스에 경계감을 가진 포르투갈 왕실
은 1532년에 마르팅 아폰소 데 소우자(Martim Affonso de Souza)를 원정군으로
파견하여 상파울루 연안에 있는 상비센치(São Vicente)에 사탕수수 농장과 제당
공장을 설립하여 브라질에서의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상파울루 주변에서 시작된 사탕수수 생산은 생산에 적합한 기후 조건과 수출 시
장인 유럽에 가까운 토지를 찾아 북상해나가 브라질의 북동부의 페르남부쿠
(Pernambuco) 주나 바이아 주에까지 퍼졌다. 17세기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의한
사탕수수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브라질의 독점적인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18세기
중반에도 설탕은 브라질 수출액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1차 산품이었다.
그리고 브라질 경제의 주춧돌인 사탕수수는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농업생산을 유발하여, 그 동향은 상파울루 주변이나 남부에 위치한
산타 카타리나(Santa Catarina) 주,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주로도
확산되어 현재 브라질 농업의 기반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1727년에 브라질 북부에 위치하는 파라(Pará) 주, 1760년에는 히우지자네이루
(Rid de Janeiro) 주에서 재배되게 된 커피는 19세기 전반에는 광대한 토지와 천
혜의 기후 풍토를 겸비하고 있는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주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국내소비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국제적으로 기호품
으로서 커피의 수요가 높아져, 19세기에는 커피는 브라질의 중요한 수출산품으로
변모해 갔다.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되는 대토지 소유자에 의해 커피 생산은 담당되었고, 생산
확대에 따라 자본집적이 진전되었다. 그 결과, 브라질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항
만 설비 정비, 고용이나 새로운 금융 시스템 창출 등을 가져와, 브라질의 경제발전
을 견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공급과잉을 배경으로 한 국제가격 하락을 시작으로 1914년
의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유럽에서의 커피 수요 감소, 1920년대 후반 라틴아메리

17) 브라질의 농업사 및 농업정책사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1호(2020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제2절 ‘브라질 농업 정책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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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체의 커피 과잉생산, 그리고 1929년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커피가격 하락
이 발생하여, 브라질 커피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30년대 이후
브라질은 커피의 국제 시황 악화와 선진 공업국의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배경
으로 한 수출비관론이 강해졌다. 이에 지금까지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서 수입
대체 공업화에 의한 내향모델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 경향은 커피가격이
안정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계속되었다(Bulmer-Thomas, 2014).
당시 브라질 정부는 국내 제조업 부문에 유리한 환율 정책이나 세제를 실시
(Beskow, 1999)함과 동시에, 도시의 식량 가격을 적정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반농
업 바이어스적인 가격 조작 등을 실시하였다(Turzi, 2017).
1930년 이후에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1964년에 발족한 군사정권에서는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식량공급체제의
개선과 개발추진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국가 주도로 농업부문의 근대
화에도 힘썼다. 농업부문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실현하는 ‘제도금융’과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저가 보증’ 등과 같은 제도 정비를 실시하고, 농업기술개발을 위
한 브라질 농목연구공사(EMBRAPA18))를 설립하였다.
또 내륙부의 안전보장과 수도 브라질리아에 식량안정공급을 위해 1975년 ‘세하
도 거점개발계획(POLO-CENTRO)’이나 1979년의 ‘일본과 브라질 세하도 농업개
발협력사업(PRODECER)’을 통해 브라질 중서부에 있는 세하도(Cerrado) 지역의
인프라 및 농업개발을 실시하였다(本郷･細野, 2012).
1985년 민정 이관 이후에 탄생한 브라질의 각 정권은 재정 개선을 위하여 신자
유주의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농업개발에 관해서도 국가의 역할을 축소함
과 동시에 민간의 활력을 이용한 수출지향형 모델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민간
자금을 활용한 농업금융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것 외에도, 브라질 커피협회(IBC,
Instituto Brazileiro do Cafe)나 IAA(설탕협회, Instituto do Acucar e do
Alcool) 등과 같은 정부기관을 폐지하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 철폐를 하였으며,
1996년에는 수출용 농산품에 대한 상품유통 서비스세(ICMS19))를 면제하는 ‘(통
칭) 칸디르법’ 제정 등에도 힘썼다. 또, 1999년에 관리 변동 시세제로부터 완전한
변동 시세제로 이행하는 등 수출 환경도 정비되었던 것이다.

18) EMBRAPA 웹사이트 https://www.embrapa.br/quem-somos
19) ICM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브라질 주류, 막걸리 해외시장보고서｣
(http://www.tradenavi.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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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브라질과 대두 생산의 정치 경제적인 관계
지금까지 브라질 농업사의 개관을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 ‘발견’부터 1930년
대까지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농업부문은 그 중심에 있었다. 1930년
대 이후에는 반농업 편향적인 정책으로 농업부문의 부담이 증가한 국면도 있었다.
하지만 1950년대 인프라 개발이나 1970년대 이후 세라도 개발의 모멘텀을 도입함
으로써, 곡물과 유량종자 등의 생산 및 수송체제의 초석이 구축되었다.
또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친 철저한 자유화와 환율 안정화 등을 통해
수출에 대한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었다. 이들 제도와 인프라가 정비됨으로써 급속
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국의 왕성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현재와 같은 미국에 비견하는 공급량을 갖는 농업
대국의 지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과거에는 수출
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통적인 수출품인 설탕‧알코올과 커피는 2019년 전체 수출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와 5.3%로 축소되었다. 이에 반해 비전통적인
농산물인 대두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에 있어서 최대
수출 농산물인 동시에 수출품목으로20), 경제적으로 중요한 농산물이 되었다.
또, 국제적인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도 브라질의 대두는 그 생산량 및 수출량이
모두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2018년 이후에 본격화
된 미･중 무역 마찰을 계기로 미국을 대신하는 대두의 공급국으로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기부터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커지는 브라질의 대두산업
이 국내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역사적 경위를 근거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당초 브라질에서의 대두 생산은 1882년에 바이아 주에서 대두의 시험적 재배가
행해진 후, 대두의 생산에 적절한 온난하고 비옥한 토지가 있는 히우그란지두술
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로 생산 장소가 옮겨졌다(Soskin, 1988). 1940년대 무렵
까지는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되던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1950년대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남부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20) 브라질의 모든 수출품목에 있어서도 석유관련과 철광석을 누르고, 대두가 최대의 수출품목이다. 브
라질 경제부의 2019년 수출 실적에 관한 발표에 의하면, 석유 관련성이 303억 달러, 철광석이 227
억 달러인데 대하여, 대두･대두제품이 326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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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브라질 정부는 식량가격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인 밀
의 생산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브라질 밀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남부
지역에서는 작물육성에 필요한 질소를 포함한 비료 이용이 비용 관계로 보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상파울루의 연구소에서 대두가 공기 중의 질소를 땅속에 고
정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의 개선을 위해서 밀의
이작(裏作)으로서 대두 생산을 수행해지게 되었다. 아울러, 국내의 대두유에 대한
수요 증가도 기여를 하여 대두 생산은 본격화 되어 갔던 것이다(Soskin, 1988).
또, 1960년대에 브라질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커피 생산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
락으로 인해 정부는 커피 공급량을 조정하기 위해 대두 등으로 전작(轉作)도 추진
하였다(Warnken, 1999). 그 결과, 상파울루 주와 파라나 주의 대두 생산이 1965
년 이후로 확대되어, 1980년대에 파라나 주는 남부의 대두생산을 견인하고 있던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생산량에 육박하게 되었다.
1970년대 무렵부터 페루의 안초비21)가 흉어가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국제적으로
사료원료로 대두박을 찾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두 수출 기회가 증대되었다(Turzi,
2017). 정확히 시기를 같이하여, 당시 군사정권은 경제발전과 내륙부의 영토적 진공
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내륙부에서의 농지개발을 추진하였다(MPCG, 1970).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전술한 계획이나 사업을 통해 브라질 중서부에 위치
하는 세라도 지역 토양 개량 등의 개발과 EMBRAPA를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에 의
한 열대성 기후에 적합한 대두 품종 개량(Warnken, 1999) 등이 해당되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의 대두 생산 현장이 이제까지의 남부나 남동부에서 중서부로 확
대되었다. 그 결과, 중서부의 주요 대두 생산 지역인 마투그로수 주의 대두 생산은
1960년의 35톤에서 1989년의 380만 톤까지 급격하게 확대해 나아갔던 것이다22)
(그림 3).

21) 안초비(anchovy). 지중해나 유럽 근해에서 나는 멸치류의 작은 물고기, 또는 이것을 절여서 발효시
킨 젓갈. 에스파냐의 바스크어로 건어물을 뜻하는 안초바(anchova)에서 온 말이다. 생선을 묽은 소
금물로 씻어서 포화식염수에 7∼8시간 담근 후,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을 뿌려서 무거운 것
으로 누르고 뚜껑을 덮어서 수개월 동안 냉암소에 저장한다. 이 때 월계수나, 후추 ･정향 등의 향
신료를 넣기도 한다. 다 익은 후에 꺼내어 배를갈라 뼈를 제거하고 둘둘 말아서 병 같은 그릇에 꼭
꼭 채우고 올리브유를 부어 꼭 싸매 둔다. 이대로 오르되브르로 쓰기도 하며, 안초비소스도 만든
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2) 마토그롯소 주는 1977년 10월에 마토그롯소 주와 마토그롯소도술 주로 분할되었다. 따라서, 1960
년의 마토그롯소 주의 대두 생산량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1989년의 마토그롯소 주와 마토
그롯소도술 주의 대두 생산량의 합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2개주 합계는 665만 톤이므로, 당시
대두의 최대 생산주인 리오그란데도술 주의 630만 톤을 능가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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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추이(1950년~1989년)
(단위: 톤)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에서 林 작성. 林瑞穂, ‘第１章ブラジル-2019年の振り返りと伯国政治経済におけ
る大豆生産の位置づけについて-’,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３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3에서 재인용

195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대두가 증산됨에 따라 브라질에 초래된 영향에 대
해서, Warnken(1999)은 다음의 6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외화 절약 효과이다. 국내의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는 그때까지 수
입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의 대두 및 대두유의 생산이 증가함으로
써 수입 대체가 진행되어, 그 결과 외화 지불의 억제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는, 외화 수입의 증가이다. 1960년대까지 브라질은 식량가격 안정을 위
해 대두 관련 상품을 수출하고 있지 않다가, 1970년경부터 외화획득 수단을 강화
하는 차원에서 수출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식량 사정의 개선이다. 많은 브라질 국민에게 쇠고기는 비쌌기 때문에 식
육에 관한 식량 사정 개선을 위해 브라질 정부는 대두박을 사료로 이용하여 닭고
기 생산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게 되었다.
넷째, 제조업의 발전이다. 위에서 기술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제혜택이나 저금리 융자를 통해 대두유나 대두박을 제조하는 가공업과 대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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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비료나 농기구 등의 투입재 제조업을 육성했던 것이다.
다섯째, 인플레 컨트롤이다. 브라질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두
유 가격이 대두 증산을 통해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토의 실행 지배라는 효과이다. 1960년에 리우데자네이루
에서 브라질리아로 천도함에 따라, 브라질 내륙부로 도로망을 확장하는 등 인프라
투자가 실시되었다. 또한 군정기에는 지정학상의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내
륙부의 실효적 지배를 추진하기 위해 대두를 비롯한 농업 생산의 도입을 동반한
세하도 지역 개발이 실시되었다. 생산자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가격보증23)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생산량의 증가와 비례하듯이 브라질
중서부의 인구도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24).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브라질에서의 대두 생산
확대는 외부 수요에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사정에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무역자유화나 환율의 변동 시세 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두 수입 자유화로 브라질의 대두 수출 기
회가 확대되었다. 이에 브라질의 주요 수출 농산물로서 대두 생산은 확대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 생산 및 수출의 어느 것에 있어도 미국에 버금가는 공급
국이 되어, 국제 대두 시장에 있어서의 브라질의 존재감도 높아졌다.
브라질의 대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1990년대까지 남부 및 남동부
에서 중서부로 북상한 대두 생산 지역은 2000년대에는 MATOPIBA(마라냥
(Maranhão) 주, 토칸칭스 주, 피아우이(Piauí) 주, 바이아 주)라고 불리는 북동부

23) 남부의 대두 생산자에 대한 최저 가격 보증은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었지만, 중서부 생산
자에서는 최저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었다(Warnken, 1999).
24) 브라질 지리 통계원(IBGE)에 의하면, 브라질 중서부에 위치한 마토그롯소의 인구는 1960년에 163만
명이었던 인구가 1991년에는 401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Klein and Luna(2019)는 농지개혁 등 정부
지원이 수반된 북동부 영세 농가들이 주체인 관제입식 외에 파라나 주와 리오그란데도술 주 등 남
부지역 자력 있는 생산자 가족에 의한 자발적인 국내 이민의 존재를 지적했다. 1970년대에 32만 8
천 명, 80년대에 54만 5천 명, 그리고 90년대에 42만 명이 마토그롯소 주로 이주하였으며, 그 30%
에서 40%가 남부로부터의 정착민이었다. 이들 남부로부터의 정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토그롯소 주에 근대적인 농업 기술 등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농협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의 마토그롯소 주에서의 농업 생산에도 조직되었
다. 그러나, 90년대의 구조개혁이나 2000년대 전반의 낮은 수준의 농산물 가격을 배경으로, 모든
농업 생산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던 전통적인 농협 조직은 도태되었다. 그리고 이들 농협조직을 대체
하도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발된 농업생산자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농협조직(defensive coop)
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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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까지 생산 지역이 확대되었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수출을 위한 철도나 도로
망의 정비에도 착수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 이후의 브라질에서 대두
는 경제적 성장 외에 브라질에서의 인프라 개발의 진전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밖에도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해 강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에 대
응한 바이오 연료의 이용 추진이라고 하는 관점이다. 브라질에서는 1973년의 석유
위기를 계기로 대체 에너지로서의 바이오 연료의 연구에 노력하여 왔다. 처음에는
사탕수수 유래의 바이오에탄올 이용이 보급되는 한편, 식물유로부터의 바이오디
젤 이용이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이용에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2003년에 생산
촉진 목표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2005년에 디젤 연료에 대한 바이오 디젤 연료
혼합 의무를 정하였다(小泉, 2012). 사탕수수 유래의 바이오 에탄올과 같이 대두
유래의 바이오 디젤에 대한 국내 수요를 창출한 것이다.
또한 2015년 12월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1회 조약국 회의(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를 토대로 2017년에 브라질 정부는 바이오 연료의 이용 추
진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갖춘 ‘국가 바이오 연료 정책(Renova Bio)’이라
는 새로운 틀을 설립하였다. 이에 의해, 향후에도 대두 유래 바이오 디젤에 대한
국내 수요 유지 및 향상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옥수수의 생산량 확대에 대한 영향이다. 대두 주산지인 브라질 중서
부에서는 대두의 이작으로서 옥수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두 생산자에게
있어서 옥수수의 브라질 국내 가격이 안정 추이하고 있는 점 외에도, 대두의 연작
장해를 경감하는 효과를 옥수수 생산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다. 옥수수 생산의 인
센티브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작인 옥수수가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에서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19).
현재에는 중서부 외에 북부에서도 대두의 이작으로서 옥수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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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2019년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정치적 변동이 많은
해였다. 당시 라틴아메리카 중에서 안정된 나라의 하나로 칠레를 들 수 있다.
2020년 1월말 시점에서 S&P사에 의한 외화표시 국채등급이 일본과 나란히 ‘A+’
가 부여되고 있던 칠레에서는 10월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경제･사회 상황
에 불만을 가진 국민인구의 5% 이상인 100만 명이 참가한 항의 시위는 사망자까지
나오는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칠레에서의 APEC 회의 개최를 보
류한 것 외에도 헌법 개정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볼리비아에서는 10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4기째 당선을 선언한 좌파 세
력인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해서 개표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항의 데
모가 퍼졌다. 최종적으로는 군부로부터의 지지를 잃음으로써 11월에 그는 대통령
직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행해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파 야당 후보였던 페르난데스 전
수상이 구조개혁에 힘써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마크리 대통령에게
승리하였고, 이 신정권에서는 곡물에 대한 수출세도 부활하였다25).
그 밖에도 에콰도르에서도 연료 보조금 삭감에 의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각국에서 정권에 대한 민중의 의사가 격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에 몸을 둔 브라질은 2019년에 탄생한 보우소나루 정권 아래
에서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추진되어, 저성장이지만 안정된 경제 상황이 되었
다. 또, 농업부문에 주목하면 곡물 생산은 브라질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농
산물 수출도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보틀넥(bottle-neck)이었던
인프라 개발 절차도 현 정권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사각이 없게 보이는 브라질의 농업이지만, 우려 사항으로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8월 아마존 지역의 산림훼손에 관한 보
도에 의해 국제사회는 브라질의 환경을 대하는 자세에 주목하였다. 보도내용은 전
년도와 비교하여 60% 이상이나 넓은 삼림면적이 화재로 인해 파괴되었다. 이는
농지개발을 위한 삼림벌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6월에 대략
25)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윤국, Sergio Daniel Ceballos, ‘ 아르헨티나신
페르난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한-아르헨티나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곡물 수출세를 중심으로
-’, ｢해외곡물시장동향｣ 8권 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1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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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합의에 이른 EU와 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 내에 있는 환경에 관한 결정
에 저촉된다고 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 외국의 반응에 대해 보우소나
루 대통령은 ‘식민지주의적이다’라고 반발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미국 등의 지원 아래 군대를 출동하여 진화에 나섰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파리협정 이탈 시사나 아마존 지역에서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적
인 발언 등이 과거에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환경적 배려가 적은 자세에
비판이 모아졌다.
앞으로 브라질은 목초지의 농지 전용이나 생산성 향상에 따라 확대되는 식량수
요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농지개발에서
의 균형에 대해 종전보다 배려해야하므로, 지속적으로 이런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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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2편

중국 양돈업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돼지고기는 중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식육이다. 중국에서 양돈업의 안정된 발
전은 국민의 식량 안전보장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18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2))의
대유행으로 양돈업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2018년 8월 3일 요령성(遼寧省, 랴오닝 성) 심양(瀋陽) 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 확인되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발생 지역 내에서 사육되어 있던 모든 돼지를
살처분3)하고 무해화 처리4)를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王子権(Wang Ziquan), 劉玉梅(Liu Yumei)(이상 中国農業大学経済管理学院), 辛浩然(Xin
Haoran, 中国人民大学附属中学),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12
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및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다. 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
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
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변
등)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데, 잠복 기간은 약 4∼19일이다. 다만 ASF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다
른 동물에도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
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
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
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3) 살처분이란 가축으로부터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일정한 반경 내의 가축
들을 도살하는 것이다. 보통은 경제적인 이유로 생매장을 택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 구제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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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은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32
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합계 153건의 발생이 확인되었다5). 이로써 중국의 돼지
총 사육 마릿수는 대폭 감소하고, 돼지고기 공급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중국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 및 국민에 대한 돼지고기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양돈업 및 돼지고기 시장에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매크로 통계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1) 양돈 경영, (2) 도
축･가공, (3) 돼지고기 소비와 가격, (4) 돼지고기 수출입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아
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 글 중 환율은 1위안=168.1원=15.9엔 및 1미국 달러=1,104.62원=106엔을 사
용하였다.6)

300만 이상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처리되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
병에 대한 살처분 및 돼지이동금지 기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살처분 예정이었던 돼지를 빼돌려서 어
그로를 끌었다. 살처분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논쟁이 많다. 죽여서 감염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측과,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논란이다. 찬성 입장을 들어보면, 예방적 살처
분은 효과가 뛰어난 편이다. 또한 동물을 죽이지 않고 치료한다면 국제적 수출 등의 지위나 차후 육
류의 판매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다. 반대 입장을 들어보면, 1) 살처분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를
든다. 살처분은 대개 매몰의 형태로 일어난다. 매몰을 허술하게 할 경우에 동물의 바이러스가 토양을
통하여 다시 전염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나 시체에서 흘러나온 체
액 등으로 인해서 근처 토양에서 냄새가 나거나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다. 그나마 파묻을 자리에 비
닐을 깔고 매몰하는 형태로 토양과 동물의 시체를 격리하는 방법을 쓰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2) 살처분을 수행하는 당사자의 인권 문제이다. 살처분을 하는
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우려된다. 매몰까지 할 정도로 크게 퍼진 것이라면 오히려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간 현역 장병들이 현장에 더 많이 나간다. 그러고도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은 당연히 없는데다 지원해주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끼니, 목욕탕, 빵조가리 약간이 전부이고 나
머지는 파견 공무원이나 농장주가 수고한다며 사비로 지불해 먹거리를 주는 것 등이다. 3) 생명윤리
적인 문제이다. 생매장의 경우 가축들이 땅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어 윤리적으로
도 문제가 있다.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생명권과 동물윤리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살처분에 대한 보상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4)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질병 발생 시 질병 발생 농장의 사육 가축 도살 처분과 이들 가
축 매몰, 소각 처분, 축사 소독, 사료 등 자재 및 배설물의 소각 처분 또는 소독 등의 조치의 방역
조치를 하는데, 이를 ‘무해화 처리’라고 한다.
5) 중국에 있어서 최근의 ASF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農林水産省消費·安全局, ｢アジアにおけるASFの発
生状況｣(https://www.maff.go.jp/j/syouan/douei/asf.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엔/달러 및 엔/위안 환율은 2020년 10월 말 TTS-달러 환율, 원/달러 및 원/위안 환율은 2020년 12
월 2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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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돈업의 역사
중국 양돈업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8000년부터 돼지를 가축으로 사육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멧돼지를 가축으로 길들인 국가의 하나로 꼽힌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게 되어 봉건 제도가 붕괴되었고, 농민들도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양돈업은 급속히 회복되고 발전되었다.
1959년 마오쩌둥(毛澤東7)) 주석이 국민에게 보낸 ‘돼지 사육에 관한 한 통의 편
지’라는 성명에서 ‘돼지’는 ‘여섯 가축(六畜)8)’의 필두여야 한다는 생각을 제기하였
다. 그 뒤 중국에서는 양돈업이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1978년 개혁 개방 후에는 중국 국민의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국민의 돼지고기
7)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붉은 대륙의 아버지’이자 독특한
혁명 이론(마오이즘･Maoism)을 구현한 정치가이다. 당시 후진 농업국가였던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
을 성공시킴으로써, 이후에 전개되는 쿠바와 베트남의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공산당을 창설
한 정치가이자 공산주의 이론가인 마오쩌둥은 1893년 12월 중국 후난(湖南)성 샹탄현(湘潭縣)에서 빈
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18세 때인 1911년 10월 신해혁명 이후에는 혁명군으로 참여했다. 1921년 13
명이 참석한 중국 공산당 창립대회에 후난성 대표로 참석했으며 1924년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합
작(國共合作)이 이뤄지면서 공산당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선전부장 대리 등을 지냈다. 그러나
1926년 국민당 장제스(蔣介石)에 의해 숙청돼 상하이에 갔다가 1927년 우한(武漢)으로 가서 중국공
산당 중앙농민부장이 되었다. 국공분열(國共分裂) 이후에는 농홍군(農紅軍) 3,000명을 조직하여 징강
산(井岡山)에 들어가 근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이듬해 공농홍군(工農紅軍) 정치위원이 되었고, 1930년
홍군 제1방면군 군사위원, 중국 공농혁명위원회 주석에 올랐다. 이후 1931년 장시성(江西省) 루이진
(瑞金)의 중화 소비에트정부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이 되었고, 1934년 국민당에 쫓기는 군대를 이끌고
산시성(陜西省) 옌안(延安)까지의 1만 2,500km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인 대장정(1934년 10월~1935년
6월)에 들어갔다. 도중에 구이저우성(貴州省) 쭌이(遵義)회의에서 당 지도권을 장악하였으며, 대장정
이후인 1936년 옌안(延安)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당의 지도권을 장악했다. 시안사건(西安事件)을 거쳐
국공합작에 성공하자 항일(抗日)민족통일전선을 수립하고, 홍군을 국민혁명 제8로군(八路軍)으로 개편
하여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국민당과 4년에 걸친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 주석 및 혁명 군사위원회 주석에 올랐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52년까지 3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국민경제를 회복시켰고, 토지개혁, 반
혁명 진압, 백화제방 백가쟁명 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1952년 이후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수공
업･상업을 사회주의로 개조시켜 갔다. 그러나 마오쩌둥 말년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그의 최
대 실수로 평가받는다. 그는 소련식 경제모델을 바탕으로 한 제1차 5개년 계획(1953~57)이 큰 성과
를 거두지 못하자 '대약진운동'(1958~61)을 통해 중국을 공산주의 단계로 곧바로 진입시키고자 하였
다. 대약진운동은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거꾸로 인민의
정치적 의식을 개조함으로써 생산력을 증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실책과 1959~61년까지
3년 동안의 대기근으로 적어도 4500만 명이 사망했다. 이에 1960년 실권했다가 1966년부터는 사회
제도를 사회주의화한 데서 더 나아가 인간 자체를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문화대혁명'을 전개하면서
재집권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1966~1976)은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냈고, 이는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하면서 막을 내렸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8) 돼지, 소, 양, 말, 닭,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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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해외의 선진적인 양돈 기술 도입도 기여하여 중국 양돈
업은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2017년 말 시점에서 중국의 돼지 총 사육 마릿수는 4억 3,325만 마리, 출하 마
릿수는 6억 8,861만 마리였다. 중국 돼지고기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초 20% 안팎에서 2017년 49.1%까지 상승하였다.
동시에 돼지고기는 중국의 육류 소비 시장 내에서도 거대한 쉐어(share)를 차지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식육 소비에서 차지하는 돼지고기 소비 비중이
60% 이상을 유지하면서, 2017년 중국 돼지고기 소비량은 5,487만 톤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은 돼지고기 생산량 및 소비량 모두 세계 제1위이다(총 사육 마릿수,
출하 마릿수, 돼지고기 생산량 및 소비량의 데이터는 모두 중국 통계연감).

3. 돼지 사육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
3.1. 돼지 사육 마릿수 변화
중국에서는 대규모 집약화 돼지 모델의 보급에 따라 양돈업이 순조롭게 발전해
왔다. 지난 20년간 연말 시점의 돼지 사육 마릿수9)는 4억 1,000만 마리~4억
4,900만 마리 사이로 안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1999~2007년간 연말 시점의 돼
지 사육 마릿수 평균은 4억 2,346만 3,000마리였으나, 2008~2014년간 사육 마릿
수는 증가하여 4억 4,680만 4,000마리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5~2018년간 사육
마릿수는 약간 감소 경향으로 4억 4,247만 마리였다(그림 1).
중국에서 ASF가 발생(2018년 8월, 이하 같음)하기 전 과거 20년간의 출하 마릿
수10) 추이를 보면, 전반에는 증가, 후반에는 감소하고 있다. 그 변동 상황은 다음
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9) 돼지 사육 마릿수에는 종돈, 번식 암퇘지, 비육돈, 새끼 돼지(자돈)가 포함된다.
10) 출하 마릿수는 사육 농장에서 출하된 개체 수. 대부분 그대로 도축되지만 개별 농장으로 이송되는
돼지도 포함된다. 또한 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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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돼지 사육 마릿수 및 출하 마릿수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보, 국가통계원.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
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제1단계는 1999~2006년의 7년간으로, 돼지 출하마릿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다. 출하 마릿수는 1999년 5억 1,977만 2,000마리에서 2006년 6억 1,209
만 3,000마리까지 늘어났다.
제2단계는 2007~2014년의 8년간으로, 돼지 출하 마릿수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
이다. 2006년 번식 암퇘지 개체 수 감소와 더불어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로, 2007
년 출하 마릿수는 전년도 6억 1,209만 3,000마리에서 5억 6,640만 9,000마리까
지 4,568만 4,000마리가 줄어들었다. 그 후,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였지만, 2014
년에는 7억 4,951만 5,000마리까지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2015~2018년의 4년간으로, 계속적으로 돼지 출하 마릿수가 감소한
시기이다. 2015년 이후 출하 마릿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출하 마
릿수가 6억 9,382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중국 농업･농촌부가 전국 400개 현11)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
11)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가장 큰 단위에서 읍면급 단위까지 보편적으로 성급-지급-현급-향급 4단
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중간에 생략되는 단계도 많아서 매우 복잡하다. 한국은 같
은 구간을 광역-기초-읍면동 3단계로 나누므로 차이가 있다. 성급행정구(省级行政区, 1급 행정구,
33개)는 직할시, 성, 자치구, 특별행정구가 있으며, 위상으로는 도(道)와 같다. 중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니지만 성마다 법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는 홍콩과 마카오
를 제외하면,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완전한 연방국가들처럼 어느 곳에서 불법인 것이 어느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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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전에는 돼지 사육 마릿수와 번식 암퇘지 마릿수가 모
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그림 2).
<그림 2> 돼지 사육 마릿수 및 번식빈돈(모돈) 마릿수 증가율 추이

자료: 농업･농촌부.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
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모두 크게 줄어들었다. 번식 암퇘지 마릿
수도 2018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하는 등 상당히 감소하였고, 그 후 아
프리카 돼지열병 유행 확대로 2019년 8월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 국외의 여러 연구 기관에서 사육 마릿수를 예측하였

선 합법인 수준까지는 아니다. 지급행정구(地级行政区, 2급 행정구, 334개)는 부성급성시(副省级城
市), 지급시, 자치주, 지구, 맹이 있으며, 규모는 도(道) 정도, 위상으로는 도와 시･군(市･郡)의 중간
정도이다. 현급행정구(县级行政区, 3급 행정구, 2852개)는 현급시, 현, 자치현, 시할구(市辖区), 기
(旗), 자치기, 민족구, 특구가 있다. 한국의 시, 군, 구(區) 정도이나 좀 더 인구가 많다. 향급행정구
(乡级行政区, 4급 행정구, 40,466개)에는 진, 향, 민족향, 현할구(县辖区), 가도, 소목, 민족소목, 虚
拟镇 등이 있다. 한국의 읍(邑,) 면(面), 동(洞 ) 정도에 해당한다. 촌급행정구(村级行政区, 5급 행정
구, 704,386개)가 있으며, 촌민위원회(촌민소조, 촌, 嘎查), 사구거위원회(사구社区, 거민구居民区)로
나뉘어진다. 한국의 리(里) 정도이다. 중국 행정구역은 단계에 따라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자치권
이 있는 행정구역(지급시 등 대부분)과 법인격 없는 행정구역(지구, 맹, 시할구, 현할구, 가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기, 소목, 맹 등 특이한 이름은 자치구에나 존재하는 특정 민족 전용 행정구역이
며, 5급 행정구역은 단순하게 도시사구와 농촌사구로 번역하기도 한다. 행정구역마다 당위원회(당
위), 정부가 있으며 현급행정구부터는 인민대표대회(인대), 정치협상회의(정협)이 존재한다. 권력 서
열은 명목상으로는 당위＞인대＞정부＞정협 순이지만 실질적인 서열은 당위＞정부＞인대＞정협 순
이다. 정부의 수장은 당위원회의 부서기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개할 때에도 당위 부서기 타이
틀이 정부 직함의 앞에 나온다.(출처: 나무위키, , https://namu.wik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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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관에 따라 수%~50%의 폭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12). 2019년 및 2020년의
사육 마릿수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2. 비육돈 공급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생돈(生豚13)) 및 돼지고기 제품14)(이하‘돼지 등’)
의 이동 제한이 질병 만연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15). 하지만, 동시
에 국내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2019년 2월 18일 농업･농촌 지역이 ‘전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중대 동물 전염병 지역적 예방 방안(의견 모집 원고16))’ 및

‘전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공작 방안(2019년)(의견 모집 원고17))’를 공포하였
다. 또한, 그 부록으로 각 성의 비육돈 연간 출하 마릿수 및 순입하 마릿수와 순출
하 마릿수가 게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지리 구분 방식에 근거하여, 각 성을 일곱 개의 지역으로 구
분18)하여 수급 동향을 분석하였다(그림 3).
12) 중국 농업･농촌부가 2020년 4월 20일 농업전망대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생산량은 전
년 대비 7.5% 줄어든 3,934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의 발생에 의해 연도 초의 생산 능
력이 떨어지고, 그 영향이 계속되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2020년 말에는 통상
적 수준 가까이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수급의 압박을 받아 돼지고기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수입량은 동 32.7% 늘어난 280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량 감소로 1
인당 소비량은 감소하여, 동 5.9% 감소한 29.9kg이다.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을 한 바에 의하면,
2020년 말 생산 능력 회복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2029년 생산량은 5,972만 톤으로, 현재보다
1.4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국내 공급이 회복되면서 자급률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수입량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지나, 2029년 수입량은 123만 톤으로 예측하였다. 또 수출량
은 서서히 회복하여, 2029년에는 18만 톤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은 단기적으로는 생산 능력이 회
복되어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저하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는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장기적
으로 보면 인구 증가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9년의 1인당 소비량은 42.3kg
으로 전망하였다.(출처;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농업전망보고(2020~2029년)(요약)’, ｢해외곡물시
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생돈에는 종모돈(씨숫퇘지), 번식 암퇘지, 비육돈, 자돈이 포함된다. 자돈의 대부분은 비육돈이다.
14) 돼지고기 제품은 도축 가공 후의 제품을 말한다, 돼지고기 내장, 뼈, 껍질 등을 가리킨다.
15) 주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海外情報, ‘アフリカ豚コレラ続発
も豚肉価格の変動は小さく, 輸入量は減少’(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0523.html)을 참
조하기 바란다.
16) 全国アフリカ豚熱等重大動物疫病地域的予防方案(意見募集稿)
17) 全国アフリカ豚熱予防工作方案(2019年)(意見募集稿)
18) 각 7개 지역에 포함되는 성･자치구･직할시는 다음과 같다. 통계에 따른 지역 구분은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후술의 구분에 따라 통일적으로 분석하였다. 7개 지역이란, 동북 지역(요령, 길림, 흑룔
강), 화북 지역(북경, 천진, 하북, 섬서, 내몽골) , 화중 지역(호북, 호남, 하남, 강서), 화동 지역(상
해, 강소, 절강, 산동, 안휘), 화남 지역(광동, 광서 장족, 복건, 해남), 서남 지역(사천, 중경, 귀주,
운남, 티벳), 서북 지역(섬서, 신장, 감숙, 신장위그루, 청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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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 글에서의 지역구분

분석에 있어서 지역 내의 비육돈 및 돼지고기 제품(이하 ‘비육돈 등’)의 생산 마
릿수가 수요 마릿수를 채우는지 여부를 기준선으로 삼아, 비육돈 등의 생산 지역
을 출하 지역과 입하 지역으로 구분 즉, 과소지역과 과잉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다
음과 같다.
출하 지역(공급 초과 지역)은 동북지역, 화북지역과 화중지역이다(표 1). 이들 3
개 지역의 잉여 마릿수 및 잉여 마릿수의 수요 마릿수에 대한 비율(충족률=잉여마
릿수/수요마릿수)은 동북지역 잉여마릿수 751만 7,000마리, 충족률 13.3%, 화북
지역 잉여 마릿수 221만 3,000마리, 충족률 3.8%, 화중지역 잉여마릿수 4,123만
4,000마리, 충족률 26.0%로 공급 과다이다.
한편, 입하 지역(수요 초과 지역)은 화동지역, 화남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이
다. 이들 3지역에서 부족한 마릿수 및 부족률은 각각 1,852만 8,000마리
(-13.3%), 605만 1,000마리(-6.2%), 230만 8,000마리(-8.3%), 1,814만 2,000
마리(-11.5%)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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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육돈 및 돼지고기 제품 수급(2017년)
단위: 만 마리

자급률(%)

지역

수요량

출하량

순출하･입하량

동북지역

5,657.7

6,409.4

751.7

113.3

13.3

화북지역

5,845.8

6,067.1

221.3

103.8

3.8

화중지역

15,841.4

19,964.8

4,123.4

126.0

26.0

화동지역

13,880.0

12,027.2

8,852.8

86.7

13.3

화남지역

9,826.1

9,221.0

-605.1

93.8

6.2

서북지역

2,774.6

2,543.8

-230.8

91.7

8.3

서남지역

15,783.8

13,969.6

-1,814.2

88.5

11.5

합계

69,609.4

70,202.9

593.5

100.9

0.9

과부족분

주 1: 비육돈가 돼지고기 제품의 합계를 비육돈 마릿수로 환산한 수치
2: 자급률은 출하량을 수요량에서 뺀 수치
자료: 전국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중대가축질병 지역적 예방방안(의견모집 원고).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
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여기에 만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고, 2019년 각 지역의 비육돈 등
의 수급에 변화가 없었다면, 전국에는 총 출하 마릿수의 0.9%인 593만 5,000마리
의 잉여 생산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즉, 각 지역의 비육돈 등의 수요를 기본적으
로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돼지 등의
이동이 제한되어 지역 간 수급 갭을 메우기 곤란하였다는 의미이다.

3.3. 생돈 가격
중국 농업･농촌부의 전국 500개 집무 시장(集貿市場,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열
리는 시장)에서 실시된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전에는
전국 평균 자돈 농가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4). 이는 해당 시기에 중
국의 양돈산업이 번성하였고 자돈 출하가 많았다는 의미이다.
그 후 2019년 2월까지는 일시적인 상승은 있었지만, 하강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
다. 그러나 그 해 3월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이 나타나, 비육돈 및 자돈
가격이 현저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며, 2020년 2월에는 둘 다 2010년 이후 최
고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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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육돈 가격 및 자돈 가격 추이

자료: 농업･농촌부.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
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전에는 각 지역의 비육돈 가격에
차이는 없었고 모두 상승세에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후에는 시･
현 등 행정 구분을 초월하는 돼지 등의 이동이 금지되어, 각 성에서 돼지 등의 이
동이 지방 정부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비육돈 가격에 큰 지역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그림 5). 그 차이는 확대, 축소, 다시 확대라는 세 단계를 거쳤다.
제1단계는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의 5개월간으로, 이 시기에는 각 지역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고 가격 차이가 확대되었다. 화남 및 서남 지역은 전국에서
도 비육돈 가격이 오른 지역이다. 특히 서남 지역의 비육돈 가격은 1킬로그램 당
17위안(2,857.7원=270엔) 이상에 달하였다. 주로 이 두 지역에서는 1인당 돼지고
기 소비가 많아 다른 지역에서 비육돈 등을 입하19)하지 않으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즉, 공급이 부족하여 비육돈 가격도 올랐다.

19) 중국에서는 돼지를 생산한 성 내의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돼지고기 제품을 소비지의 다른 성에 운
반하는 경우와 비육돈을 생체 그대로 운반하여 다른 성에서 도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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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역별 비육돈 가격 추이

주: 해남성, 티벳자치구,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의 데이터는 없음.
자료: 布瑞克, (BRIC) 농업데이터 베이스.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
産の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한편, 동북 및 화북 지역은 비육돈 가격이 침체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동북 지역에서는 2019년 초 비육돈 가격이 1킬로그램 당 8위안(1,344.8원=127엔)
을 무너뜨렸다. 이는 주로 이 두 지역에서 1인당 돼지고기 소비가 적어 지역 내 비
육돈 등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화동, 화중 및 서북 지역의 가격도 폭은 작지만 하락 경향에 있었다. 이들 지
역에서는 소비자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통되는 비육돈 등
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으로, 돼지고기 소비에 있어 지역 내
의 비육돈 등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제2단계는 2019년 2월~5월의 4개월간으로, 이 기간에는 각 지역의 비육돈 가
격은 3월에 급등한 뒤 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가격 차이가 줄
어들고 있어 돼지고기 수급은 비교적 균형 잡힌 셈이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을 수습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만연으로 번지면서, 모든 지역에서 돼지 사육 마릿
수와 번식 암퇘지 마릿수가 감소하여, 비육돈 공급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제3단계는 2019년 6월~8월의 3개월간으로, 이 기간에는 각 지역의 비육돈 가
격이 일제히 상승하여 지역 차이도 다시 확대되었다. 2019년 6월 서남 지역 이외
의 6개 지역에서는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뒤 그 해 7월에는 화남 지역에서
비육돈 가격이 급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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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양돈 경영의 수익
비육돈과 옥수수의 가격 비율 즉, 돼지/사료비’는 비육돈 가격을 주요 사료 원료
인 옥수수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이 지표는 양돈 경영의 수익을 평가하는 핵심 지
표 중 하나이다.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공상국 및 국가 질량 감독 검험
검역 총국이 2009년 1월에 합동으로 공표한 ‘비육돈 가격의 과도한 하락 방지 조
정 대책(잠정)20)’의 목표에서는 돼지/사료비 5.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
준에 따라 돼지/사료비를 다음의 다섯 개의 존(zone)으로 구분하여, 색깔로 구분
하여 표시하고 있다(표 2).
일반적으로 5.5를 양돈 경영 손익 분기점으로 간주하는데, 영세 농가는 돼지/사
료비가 5.5를 밑돌면 번식 암퇘지를 처분하고, 6.0을 넘으면 번식 암퇘지를 도입
한다.
<표 2> 돼지/사료비 분류
구분

내용

비율

녹색

가격 정상

6~9

청색

가격이 가벼운 정도 하락

5.5~6

황색

가격이 중간정도로 하락

5~5.5

적색

가격이 많이 하락

5 미만

기타

비육돈 가격이 이상적으로 하락하는 상황

주: 돼지/사료비는 돼지고기 가격을 옥수수가격으로 나눈 수치
자료: 비육돈 가격의 과도한 하락 방지조정대책(잠정).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
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발생 초기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는 돼지/사료비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하
지만, 그 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년 2월 시점에서는 17.5로 상당한 고
이윤 상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6).

20) ｢肥育豚価格の過度の下落防止調整対策(暫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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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돼지/사료비 추이

자료: 농업･농촌부.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
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또, 손익 분기점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민간 증권사인 동방재부(東方財
富)의 데이타베이스에 의하면21),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전국 돼지/사료비
변동을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돼지/사료비와 손익분기점 추이

자료: 東方財富 choice database.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
の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21) 東方財富 choic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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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인 2018년 8월~9월 26일 사이에는 돼지 사료비가 5.5에서 5배 후반에
서 움직인 후 4.8까지 급락하면서 손익 분기점을 밑돌기도 하였다.
제2단계인 2018년 9월 27일~2019년 1월 30일 사이에는 돼지/사료비가
5.0~5.5 사이에서 변동된 뒤, 1월 30일 최저 수준으로 손익 분기점에 다다랐다.
제3단계인 2019년 2월 1일~7월 31일 사이에는 돼지/사료비가 변동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7월 31일에는 7.9까지 상승하여 손익 분기점과의 차이도 확대되었
음을 볼 수 있다.

4. 도축 가공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
4.1. 도축마릿수
양돈업의 발전은 도축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도축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
다. 전국 식육처리장 중 연간 2만 마리 이상 규모의 처리 마릿수 규모의 점유율은
2016년에는 30.5%였지만, 2019년에는 32%로 상승하였다. 또 해당 규모의 처리장
에서 도축한 마릿수는 2016년 2억 900만 마리에서 2018년 2억 4,200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1% 감
소한 1억 9,100만 마리까지 감소하며, 최근 7년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그림 8).
<그림 8> 연간 도축마릿수 2만 마리 이상 규모 식육처리장의 도축마릿수 추이

주: 연간 도축마릿수 2만 마리 이상 규모의 식육처리장에 있어서 도축마릿수. 대상 처리장에 의한 전국 점유율은
30% 이상
자료: 농업･농촌부.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
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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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식육 처리장에서 1개월 당 평균 도축 마릿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전
에 1,978만 5,600마리였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2020년 1월까지 평균
은 1,706만 7,300마리로 떨어졌다(그림 9).
<그림 9> 월별 도축 마릿수와 증감율 추이

주: 증감율은 전년동월비
자료: 농업･농촌부.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
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4.2. 돼지고기 생산량
양돈업 발전에 따른 중국 돼지고기 생산은 2014년까지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
여 왔다(그림 10). 그 후 약간 감소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201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5,404만 톤이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사육 마릿수와 번식 암퇘지 개체 수 감소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사육 마릿수와 마찬가지로 각종 연
구 기관들은 앞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을 예측하였는데,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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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보, 국가통계국.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
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5. 돼지고기 소비와 가격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
5.1. 돼지고기 소비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중국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소비 수요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가정 소비량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1).
최근에는 농촌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와 농촌부의 차이도 줄어들고 있다.

22)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 전망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농업전망보고(2020~2029년)(요
약)’,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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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돼지고기 가정 내 소비량(1인당)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보, 국가통계국.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
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중국은 광대한 국토 면적과 다양한 풍습을 지니고 있는 56여 민족을 거느리고
있는 국가이다23). 또한 중국의 자연 조건도 지역적 차이가 있다.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 형태도 다양하다. 그림에서 보면,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에는‘남다북소(南
多北少)’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
23) 중국은 총인구의 91.5%를 점하고 있는 한족(漢族)과 그 밖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통일 국
가이다. 절대다수인 한족 외에 55개의 소수민족이 고유한 자신들의 영역을 중심으로 군집하며 민족
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율은 한족보다 빠른 편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1953년 6.06%에서 1990년 8.04%, 2000년 8.41%, 2010년 8.49%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각 소수민족은 거주지역의 규모와 인구수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소수민족 인구 분포로 볼 때,
100만 명 이상 되는 대단위 민족은 17개이고, 10만에서 100만 명 정도 규모의 민족은 17개, 10만
이하의 소규모 민족은 20개이다. 이중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은 뤄바족(珞巴族)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건국과 함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민족을 중국에 편입하는 민족정책을 최우선 과
제로 삼았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실시된 첫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독자적인
민족으로 등록된 명칭이 400여 종이 넘었다. 그중에는 윈난성과 구이저우성에만 각각 260여 개와 8
0여 개의 민족이 있었다. 이처럼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던 소수민족을 이후 식별 작업과 각 지역 민
족의 자존 의지를 반영하여 소수민족 숫자를 정립하였다. 최종적으로 1979년 지눠족(基諾族)을 단일
민족으로 확정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55개의 소수민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은 '민족 대가정(民族大家庭)'이란 슬로건아래 한족의 주도권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민족의
화합과 단결에 기초한 중화민족론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정치적 통합 차
원에서 연방제와 분리주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비타협적 태도
를 견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수민족 자치구는 중국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 발전의 혜
택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상도 높지 않아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종교적으로 응집력을 가진 티베트족, 차별 정책에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는 위구르족, 유목생
활을 하는 몽골족, 이슬람을 신봉하는 후이족 등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정정책에 강력하
게 반발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이해하는 중
국문화, 2011. 9. 7.,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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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역별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2018년)

주: 홍콩, 마카오, 대만의 데이터는 없음.
자료: 중국통계연보를 기초로 중국농업대학 작성.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
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남 지역이 가장 많다. 사천성,
중경시, 귀주성 및 운남성은 특히 많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화남 지역이다. 그 중
에서도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복건성, 해남성이 많다. 한편, 화중 및 화동 지역
은 중간 정도이다. 화북 및 동북 지역은 다소 적고, 서북 지역은 가장 적다.
또 돼지고기 소비의 계절 변동을 보면, 중국 국민의 식습관, 생활 수준 및 중국
의 전통적 명절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9월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각 대학의 신학기와 국경절 등의 명절이 있어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한다.
춘제24)(설날, 매년 1월 하순~2월 초) 기간에는 돼지고기, 햄·소시지 등 돼지고
24) 중국 최대의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는 음력 1월 1일로, 우리나라의 설에 해당한다. 원래 춘제는 글
자 그대로 봄과 관련이 있어 입춘(立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양력 1월 1일을 '위안
단(元旦, 원단)'(또는 '신녠(新年, 신년)')이라 하고, 음력 1월 1일을 '춘제'라 부른다. 춘제와 관련된 전
통 풍속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
리에 모여 가족의 화목을 빈다. 농촌에서는 조상의 묘소를 찾는 '상펀(上墳, 상분)'과 돌아가신 조상
신을 집 안으로 모셔오는 '칭선(請神, 청신)' 행사를 한다. 또한 집 안을 깨끗이 하고 집집마다 녠화
(年畵, 연화)와 춘롄(春聯, 춘련)을 붙이며 한해의 복을 기원한다. 녠화(연화)에는 주로 닭이나 물고
기를 그리는데, 닭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물고기(魚, yú)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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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절정에 이른다. 그 반동으로 2~3월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하락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겨우 회복되는 현상을 보인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중국 국민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감퇴되고 있다.
이는 주로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대신에 중국 국민은 쇠고기, 양고기 및 닭
고기 등의 다른 육류를 대체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 거래소와 투자 컨설턴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신기화(中信期貨)에
따르면25), 2019년 중국 돼지고기 소비량을 비육돈 마릿수로 환산하여 전년 대비
2.8% 줄어든 7억 340만 마리로 예측하고 있다(표 3). 이 예측은 중국에서 이미 돼
지고기를 소비하는 습관이 뿌리 내리고 있어 돼지고기 가격의 영향을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소비량 감소는 비교적 소폭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2019년 중반 시점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중국 정부의 전향적인 선전도 한
몫을 하였다. 이 때문인지, 돼지고기 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여유롭다'라는 의미의 '여(餘, yú)' 자와 발음이 비슷한데서 '일 년 내 여유로워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귀신을 쫓는 신 또는 장군의 형상을 그린 것이나 신화전설의 내용을 그린 것이 있
으며, 모두 복이나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춘롄은 종이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란 글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우리나라의 풍습과 유사하다. 붉은 종이에 검은색이나 황금색으로 길상이나 축
복의 내용을 써서 문이나 기둥에 붙이는데, 짧게는 '복(福)' 자 한 글자를 붙이는 것에서 "해마다 마
음먹은 대로 운수대통하고, 일마다 생각하는 대로 순조롭게 되어라(年年順心走鴻運, 事事如意迎吉
祥)."라는 말처럼 대구를 사용하여 하나의 연을 이루는 것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복' 자를 거꾸
로 붙이는 풍습은 현재에도 중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어에서 '거꾸로(倒, dào)'라
는 뜻의 단어가 '오다(到, dào)'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즉, '복' 자를 거꾸로 붙이는 것은
복이 오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춘제 전날 밤을 '추시(除夕, 제석)'라고 하는데, 온 가족이 모여 '녠예
판(年夜飯, 연야반)'을 즐긴다. 녠예판(연야반)은 섣달 그믐날 밤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를 말한다.
녠예판을 먹은 다음에는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시청하면서 밤을 지새우는데, 이를 '한
해를 지킨다'는 의미로 '셔우쑤이(守歲, 수세)'라 한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 새해로 넘어가는 순간, 천
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죽 소리가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큰 소리로 액(厄)
을 막고 새해의 축복을 알리기 위함이다. 춘제 아침, 북방 사람들은 주로 '자오쯔(餃子, 교자, jiăozi)'
라는 물만두를 먹는다. '자오쯔'가 묵은해에서 새해로 바뀌는 교차점을 뜻하는 '자오쯔(交子, 교자,
jiãozi)'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남방 사람들은 주로 떡요리인 '녠가오(年糕, 연가)'와 '탕위
안(湯圓, 탕원)'을 먹는다. 우리가 설날 아침 떡국을 먹는 것과 비슷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친지나 이웃을 방문하여 새해 인사를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인 '야수이첸
(壓歲錢, 압세전)'을 빨간 봉투에 담아 챙겨주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매년 춘제의 공식적인 연휴 기
간을 최소 7일 정도로 조정하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고향이 오지이면 한 달 정도 휴
가를 내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에는 춘제 연휴 기간에 고향에 가는 대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이 증가하고 있으며, '쿵구이주(恐歸族, 공부족)'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춘제의 풍속도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이해하
는 중국문화, 2011. 9. 7.,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25) 中信期貨, ｢農産物戰略年報(生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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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돼지고기 소비량 추이
단위: 만 마리

소비량

전년비(증감율) (%)

2016년

72,097

-

2017년

72,306

0.3

2018년

72,363

0.1

2019년

70,340

2.8

자료: 中信期貨, ｢農産物戰略年報(生豚)｣.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5.2. 돼지고기 가격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가장 수요가 많은 춘제 기간에 1년 중 가장 높다.
춘제 이후는 하강하고 하계 직전이 연중 최저 가격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전의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는 이처럼 분명한 계절성의 특징이 나타났다(그림 13).
<그림 13> 돼지고기 가격 추이

자료: 농업･농촌부.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12
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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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돼지고기 가격은 계절적 특징과 관계없는
변화를 보인다. 2019년 2월까지 춘제 기간 돼지고기 가격이 연중 최고치였던 이전
의 특징과는 상반되게 낮은 수치로 추이하였다. 또 그 해 3~10월의 돼지고기 가격
도 춘제를 지나면서 하락하던 종전의 특징과는 맞지 않게 현저히 상승하였다.
농업･농촌부의 중국 16개 성･직할시26)의 지육 출하 가격 모니터링 데이터를 7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전에는 지역 간 가격차를 찾
아보기 어렵다(그림 14). 한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후에는 지역 간 가격차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4> 지역별 돼지고기 가격 추이

주: 서북지역 데이터는 없음.
자료: 농업･농촌부.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12
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제1단계(2018년 8월~2019년 4월)에는 지역 내의 돼지고기 수급 균형이 무너졌
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의 지역 격차가 확대되었다. 서남 지역이 가장 높아지고,
동북 지역이 가장 낮아지고 있다.
제2단계(동년 4~8월)에는 수급 격차가 해소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의 지역 차이
26) 모니터링한 16개성 및 직할시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산동성, 강소성, 안휘성, 절강성, 복건성, 사천성, 광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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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줄어들었지만, 제3단계(동년 8월 이후)에서는 전국적으로 번식 암퇘지 및 비육
돈 공급 부족이 현저해지면서 다시 수급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에 돼지고기 가격
은 빠르게 상승하였다. 앞으로 당분간에 걸쳐 돼지 등의 이동 제한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지역의 돼지고기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6. 돼지고기 수출입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
2007년 이후 중국은 돼지고기의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돌아섰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는 주로 내외 가격차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미국 농무
부(USDA)의 ‘China's Volatile Pork Industry(2012)’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중
국 돼지고기 가격은 미국의 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수송비와 관세가
부가되더라도 수입 돼지고기가 저렴하다.
2016년에는 환경 규제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27)하여,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였다. 때문에 수입량이 증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돼지고기 소비에서 수입
돈육의 비율은 2015년 1.7%에서 2016년은 3.6%로 높아졌다. 그러나 그 후에는 돼
지고기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수입 물량도 줄어들어, 2018년 수입량은 120만
4,600톤이 되었다. 한편 최근 10년간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변화도 크지 않다(그림 15).

27) 중국의 양돈업에 대한 환경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2018年4
月号 ‘中国の養豚をめぐる動向と環境規制強化の影響’(https://www.alic.go.jp/content/000149048.pdf)
과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2019年 12月号의 ‘豚肉生産量が減少し, 輸入量が大幅に増加’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0871.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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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돼지고기 수출입량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감, 중국산업경제망.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
産の情報｣ 2020年12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월별 순수입량 및 금액의 추이를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전 12개월간의
평균 순수입량은 16만 8,500톤, 평균 순수입액은 2억 5,300만 달러(약 2,794억
6,886만 원=268억 1,800만 엔)이다(그림 16).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후 12개월
간 각각 18만 3,100톤(발생 전과 비교하여 8.6% 증가)으로 2억 8,600만 달러
(3,159억 2,132만 원, 동 13.3% 증가)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9년 3월 이후의 순수입량 및 순수입액은 현저히 증가하면서, (1) 아프
리카 돼지열병 영향이 수출입에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
(2) 국내 공급 부족 확대에 따른 수입이 심각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
이 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아이오와 주립 대학의 더못 헤이스(Dermot Hayes) 농업 경제학 교수는 “중국
이 단기간 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근절하기는 꽤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국
돼지 사육에 대한 영향은 점차 표면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2020
년 중국 돼지고기 수입량이 400만~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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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돼지고기 순수입량 및 순수입액

자료: 농업･농촌부.王子権, 劉玉梅, 辛浩然, ‘中国の養豚業におけるアフリカ豚熱の影響’, ｢畜産の情報｣ 2020年12
月号,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7. 맺음말- 통과와 정책 제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소비하는 나라이다. 2018년 8월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에서는 지역을 망라한 돼지고기 등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발생 초기에는 지역 간 수급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 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만연에 따라 전국 거의 전역에 걸친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지
역 간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돼지 가격이 급등하였다.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공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수입 물량, 수입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국내에서 돼지고기 안정 공급에는 국내 양돈산업 수준 향
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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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국 양돈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돼지 사
육 마릿수는 감소하고, 돼지고기 제품 공급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수요가 크게 감
소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돼지 및 돼지고기 가격은 치솟고 있다. 공급 부족은 시간
의 경과와 함께 더 현저해졌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에 따라 돼지 및 돼지
고기 제품에 대해 지역을 넘는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초
기에는 주요 소비 지역이 공급 부족, 주요 생산 지역이 공급 과잉으로 각 지역 간
의 가격 차이가 현저했다. 정부는 2019년 8월 사육 마릿수 증가를 위한 시책을 실
시하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지역에서 공급 부족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의 돼지 농가의 이익을 보장하며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소비 수요를 채우기 위해 이하의 정책을 제언한다28).

7.1.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수준의 향상
양돈 농가의 질병에 대한 방역 수준을 끌어올린다. 또 도축, 수송, 매매 거래 등
유통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한다. 이들의 포인트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정보의 빅데이터(big data29))화를 실시하는 등의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관리
28) 2020년 2월에 王子権, 劉玉梅, 辛浩然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29)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
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저장/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세
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매켄지(Mckinsey)는 빅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로서 그 정의는 주관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
라고 언급하고 있다. 어떤 그룹에서는 빅데이터를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키텍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들 수 있다. 크기는 일반적으로 수십 테라 바이트 혹은 수십 페타
바이트 이상 규모의 데이터 속성을 의미한다. 속도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이다. 융복합 환경에서 디지털 데이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되므로 이를 실시간으
로 저장, 유통, 수집, 분석처리가 가능한 성능을 의미한다. 다양성(Variety)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를 의미하며 정형화의 종류에 따라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빅데이터 플랫
폼은 빅데이터 기술의 집합체이자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이다. 기업들은 빅데이
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및 관리 할 수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
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Infrastructure)인 셈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
이터라는 원석을 발굴하고, 보관,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음새 없이(Seamless) 통합적으로 제공
해야 한다. 이러한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각종 업무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처리 프로세스로서 병렬 처리의 핵심은 분할 점령(Divide and Conquer)이다. 즉 데이터를 독립된
형태로 나누고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빅데이터의 데이터 처리란 이렇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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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효율화를 도모한다.

7.2. 돼지 소비 촉진과 시장 가격 안정화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한 지식 보급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른 돼지고기 제품의 수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또 단기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박멸이 불가능함을 바탕으로 돼지고기의 대체
품인 쇠고기, 양고기, 계란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들 대체품의 공급
을 증가시킴으로써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7.3. 돼지고기 생산 능력의 회복
양돈 농가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기술 측면에서도 지원한다. 아프
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에는 도살 처분 보상을 철저하게 하고 대출 이자를 보조
하는 등의 지원 제도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며, 이들 정책에 대한 보급을 촉
진한다. 양돈 농가의 경영 계속에 대한 불안을 불식함으로써, 돼지 사육 마릿수를
안정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또 우량 품종, 계통의 돼지를 도입･보급하기 위한 ‘돼지 유전자 개량 계획’을 추
진하고, 종돈 등 번식용 돼지의 국내 조달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돼지와 돼지고기
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한다.
또 국내외 시장 및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공급을 보다 효과적
으로 보장할 수 있다.

7.4. 조달 유통 정책의 일신
전국 유통 체제의 합리화, 효율화 및 위생 수준의 향상을 추진한다. 아프리카 돼
지열병 발생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세분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대를 방지
한다.

여러 개의 작은 연산으로 나누고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결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용량의 데이
터를 처리하는 기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과 같은 Map-Reduce
방식의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중앙과학관-빅데이터,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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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통 체제를 필요에 응하고 수정 가능한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지역 간
에 돼지 생산 능력을 상호 부조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격차
를 완화한다.
또 생체 거래 시장을 엄격히 관리한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제품의 유통 시스템
을 확립하고, 지역 간의 유통을 생체 수송 체제에서 돼지고기 수송 체제로 신속히
이행한다.

7.5. 양돈산업을 크고 효율적이며 안정된 산업으로 전환 추진
가족 경영과 소규모 농장에서는 네덜란드 등의 소규모 고효율화 돼지 모델을 참
고하여, 환경을 배려한 효율적인 사양 관리 기술, 배설물 처리 기술, 방역 기술을
채택한다. 대규모 농가에서는 기술적으로 표준화된 농장 경영을 유지시키는 노력
에 대해서 지원하여 착실한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또 번식, 도축･가공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신용도와 영향력이 큰 브랜드를 육
성함으로써, 양돈업을 크고 효율적이며 안정된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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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3편

일본의 에코피드 현황과 관련 정책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1. 서론
에코피드(ecofeed)2)란 ‘친환경’(ecological)과 ‘절약하다’(economical) 등을 뜻
하는 ‘에코’(eco)와 ‘사료’를 뜻하는 ‘피드’(feed)를 합친 조어이다. 일본에서는 에
코피드를 “식품제조 부산물(장유박(醤油粕)이나 소주박(焼酎粕) 등, 식품의 제조과
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나 팔리지 않은 식품(빵이나 도시락 등, 식품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것), 조리하고 남은 잔류물3)(殘溜物, 채소의 절단 부스러기나 비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허 덕, ‘일본의 사료 수급 현황 및 사료 관련 정책’, 국립축산과학원 강연자료, 2012. 2. 15.
와 日本 農林水産省 生産局 畜産部 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일러스트판)’,
2020年 8月(https://www.maff.go.jp/j/chikusan/sinko/lin/l_siryo/attach/pdf/ecofeed-107.pdf)를 기초
로 원고화한 것이다.
2) 과거 에코피드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
한 유통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제안서), 2014년 1월과 허 덕, ‘에코피드 양돈
과 브랜드화의 양립-일본 오사카부 관기산업 양돈농가의 사례-’, ｢세계농업｣ 2012년 9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일본의 에코피드 정책’, ｢세계농업｣ 2012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
지은, ‘일본의 양돈산업과 에코피드정책’, ｢세계농업｣ 2015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미래정책실, ‘일본, 에코피드를 이용한 축산물에 인증제도 시행’, 2010년 6월,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등이 있다. 또한, 국립 축산과학원의 자료로는 일본의 에코피드 실태에 관해서 오영균, 김
경훈,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 - 식품순환자원 활용을 위한 일본 에코피드 인증 체계 조사 -’ ｢축
산과학원 귀국보고서｣2011년 11월과 에코피드인증제도협의회(사단법인 중앙축산회), 사단법인 일본
과학사료협회,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에코피드 인증제도 실시의 안내’, 2010년 4
월 1일, 축산과학원(내부자료) 및 전국식품잔반사료화 행동회의,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 안
전 관리과,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축산진흥과, 사단법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식품잔반 등 이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침- 일부 Q&A 해설-’, 2008년 1월, 축산과학원(내부자료), 농림수산성,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0년 6월 7일 법률 제116호)-최종개정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 농림수산성,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요’, 국립
축산과학원(내부자료)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우리나라의 사례분석에 대해서는 국립축산과학원, ‘TMR
거점농가 경제성 평가(맹호농장)’, 국립축산과학원(내부자료)과 ‘TMR 거점농가 경제성 평가(삼솔농
장)’, 국립축산과학원(내부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3) 일본에서는 잔사(殘渣, 残さ)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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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식부 등, 조리할 때 발생하는 것), 농장에서 남긴 잔류물(규격 외 농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가축용 사료”로 정의하고 있다4).
<그림 1> 에코피드의 원료가 되는 식품 잔류물 등
식품제조 부산물

잉여 식품 및 조리 잔류물

농장 잔류물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제면 부스러기,
두부박, 장유박, 소주박, 맥주박

팔다 남은 도시락, 폐식용유,
절단 채소 부스러기 등

규격 외 농산물 등

빵부스러기두부박장유박

팔다 남은
도시락절단채소부스러기

규격 외 당근

⇩
식품 잔류물 등 가공
혼합 건조사일리지(발효)리퀴드(액상)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에코피드의 의의는 사료 자급률 향상과 식품 리사이클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료 자급률 향상에 대해 살펴본다.
2018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 및 2018년 영농유형별 경영통계를 보면, 경영비
대비 사료비 비중에 대해, 축산업의 사료비용이 경영비용의 약 30~60%를 차지한
다. 특히 농후사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식료･농업･농촌 기
본계획｣에서 2030년도의 사료 자급률 목표를 34%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잠정
치)에는 자급률이 25%이다.

4)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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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사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축산에서 국산 사료에 입각한 축산 경영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에서는 사료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지역의 미이용 자원이나 식품 잔류물 등을 이용한 에코피드의
생산과 이용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2> 경영비용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平成30年度畜産物生産費調査および平成30年営農類型別経営統計.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
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에서 재인용

<표 1> 최근 사료자급률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잠정)

전체

25

25

26

26

26

27

28

27

26

25

25

조사료

77

78

77

76

77

78

79

78

78

76

77

농후사료

11

11

12

12

12

14

14

14

13

12

12

전국 공급
농후사료에서
점하는 국산
원료유래
에코피드의 비율(%)

6

12

12

13

13

12

13

13

13

14

14

주: 국내공급 농후사료란 국내산에서 유래하는 농후사료(국내산 사료용 밀, 보리 등)이며, 수입 식료원료로부터 발
생한 부산물(수입 콩으로부터 착유한 대두유박 등)을 뺀 것이다.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조사.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
스트판)’, 2020年 8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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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료자급률 현황과 목표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다음은 에코피드의 의의 중 또 다른 한가지인 식품 재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식
품의 대량 폐기나 최종처분에 있어서 장소 압박 등의 애로가 있다. 이러한 장애요
인에 의해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에 관련되는 자원의 유효한 이용 확보 및 식품에 관련되는 폐기물의 배출 억
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목적으로 식품 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식품 재활용법)이 2001년에 시행된 바 있다.
식품재활용법에서는 우선적으로 식품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실시한 후에 재
생이용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생이용에 있어서는 식품순환자원이 가
지는 풍부한 영양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료화가 최우
선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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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코피드 추진 현황
2.1.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이용 현황
2017년도 기준으로 음식물 폐기물 등이 1,767만 톤 생산되었다. 이 중 1,230만
톤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약 70%인 913만 톤이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4> 식품 폐기물 등 발생량(2017년도)

자료: 식품 리사이클법 제9조 제1항에 기초한 정기 보고결과와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통계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 실태조사 결과(2017년도 결과)｣를 이용하여 집계.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
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에서 재인용

<표 2> 식품 폐기물 등 재생 이용 가능 상황(2017년)
단위: 만 톤

재생 이용량

식품 폐기물 등
연간 발생량

156

식품제조업

1,411

1,125
(80%)

식품도매업

27

15
(57%)

식품소매업

123

47
(39%)

열회수

감량

재생/이
용 이외

폐기
처분

78 (7%)

44

161

38

43

4 (23%) 9 (60%) 3 (17%)

0

1

2

8

0

0

0

75

사료화

비료화

기타

880
(78%)

170
(15%)

20
(43%)

15
(3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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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이용량

식품 폐기물 등
연간 발생량

사료화

비료화

기타

열회수

감량

재생/이
용 이외

폐기
처분

외식산업

206

42
(20%)

10
(23%)

20
(47%)

12
(30%)

0

2

1

162

식품산업 계

1,767

1,230
(70%)

913
(74%)

214
(17%)

103
(8%)

44

164

41

287

주 1: 재생이용에 있어서 사료화 물량에는 쌀겨, 후스마, 대두박 등, 이전부터 배합사료 원료로 널리 이용되어 온
식품부산물 포함.
2: ‘재생이용 이외’란 식품 리사이클법에서 정하는 재생이용방법 이외의 것으로, 시멘트, 버섯 균상(菌床), 암거
소수제(暗渠疎水剤), 모첩양식용 자재(牡蠣養殖用資材) 등을 포함.
3: 재생이용의 ()는 식품폐기물 등의 연간 발생량에 대한 비율. 사료비, 비료비, 기타의 ()는 재생 가능량에 대한
비율
4: 단위 미만을 사사오입 하였기 때문에 합계치와 내역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食品リサイクル法第９条第１項に基づく定期報告結果와 農林水産省 大臣官房 統計部 ｢食品循環資源の再
生利用等実態調査の結果(平成29年度結果)｣를 이용하여 집계.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
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에서 재인용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식품 리사이클에 있어서 추진 우선순위
를 1) 발생 억제, 2) 재생이용(사료화를 최우선), 3) 열회수, 4) 감량의 순으로 정
하고 있다.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는 식품폐기
물 등의 재생이용 등의 실시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
면, 식품 리사이클법에 근거하는 기본방침에 의해 업종별로 재생이용 등의 실시율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2019년 7월에 공표된 새로운 기본방침에서는 재생이용 등의 실시율과 관
련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2024년도까지 식품제조업 95%, 식품도매
업 75%, 식품소매업 60%, 외식산업 50%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수준은 2019년
도까지의 목표와 비교하여 식품제조업 및 외식산업에서는 유지 수준, 식품도매업
및 식품소매업에서는 +5% 수준이다. 즉, 식품 도소매업에서 한층 재생이용 등의
촉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2.2. 에코피드 활용의 장점
축산업의 에코피드 활용의 메리트(merit)는 지역의 미이용 자원(未利用資源)이
나 식품 잔류물 등의 유효 이용에 의해, ① 사료비용을 절감하고, ② 가축의 생산
성･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③ 식품산업･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등의
점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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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사료비용 절감
먼저, 에코피드 이용에 의해 어느 정도의 사료비용이 절감되는지 추산해 보고자
한다. 만일, 배합사료 중 약 20%를 에코피드로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비
육돈 1마리당 약 3,000엔(약 12%)의 사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배합사료 평균가격은 66.5엔/kg5)이며, 에코피드
(건조) 평균가격은 27.6엔/kg6)이다. 또한, 비육돈 1마리당 배합사료 공급량을
357.1kg7)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정 하에서 비육돈 1마리당 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배합사료만을 급여하는 경우, 비육돈 두당 66.5엔/kg × 357.1kg = 23,747
엔 정도가 나온다. 배합사료 중 20%를 에코피드로 대체한다고 본다면, 비육우 두
당 (80% × 66.5엔/kg + 20% × 27.6엔/kg) × 357.1kg = 20,969엔 정도로 산출
된다.
실제로 축산농가에서 에코피드 전환에 따른 사료비 절감에 대한 최근 사례(비육
돈)를 들어보자. 아이치 현 토요타팜(愛知県 トヨタファーム)의 사례를 분석해 보
면, 2016년도 사료비 절감률은 18.8%, 사료비 절감액은 3,400만 엔이었다. 즉, 사
료비 비교의 경우, 배합사료가격 48엔/kg에서 에코피드 비용 20엔/kg(제조비 포
함)이다. 이 농장의 사료 제조량은 연간 약 1,200톤 이상이다. 이러한 수준에서 계
산해 보면, 2016년도 사료비 절감 비율은 18.8%, 절감액은 약 3,400만 엔으로 산
출된다.
이 농장의 사료급여 등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비육돈 급여 개시일령은
에코피드 대체 이전 85일령에서 이후에는 180~200일령으로 대폭 연장하였다. 연
간 급여두수는 비육두수 약 7,000마리 규모인데, 이 중 에코피드 급여두수는 약
4,000마리이다. 배합비율은 에코피드 90%이며, 대두박 10%를 포함한다. 밀을 주
원료로 하는 폐기식품 등을 저가격(5~20엔)에 매입하여 저비용화를 도모하고 있
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2.2. 가축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다음으로 에코피드 급여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최근 사례를 살펴
5) (공사)배합사료 공급 안정기구 사료월보(2020년 8월) 2020년 5월 공장도가격
6)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사료과 조사(2020년 5월 조사)
7) 농림수산성 ‘축산물 생산비 통계(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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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양돈농가에 있어서 건조사료 급여에 의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사례로는 야
마구치 현의 주식회사 오노양돈(山口県 株式会社 小野養豚)이 있다.
이 농장은 일찍부터 에코피드를 이용하고 있었다. 1993년 농장 인근의 제빵업
자로부터 제조 로스(loss)로 발생되는 빵 등에 대한 거래 위촉을 받아, 자가 가공･
조정에 의해 에코피드 이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농장에서는 빵 부스러기에 더하여 쌀겨, 땅콩 부스러기, 주조용 쌀의 쌀가루,
채소 부스러기 등에 원료 구입을 늘려 가공한 에코피드와 옥수수 등을 배합하여
사료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배합사료 급여 시에 비해 기호성이 높아지고, 빵이
주체였기 때문에 먹기 쉬워졌으며, 올레인산 증가 등으로 인해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농장 이외에도 밀을 주원료로 하지만, 함유량을 높임으로써 돈지(豚脂)의 융
점이 내려가고 촉감이 좋아져 ‘마블링’이 들어가기 쉬운 사례 즉, 육질 향상의 사
례가 있는가 하면, 쌀로 밥을 지어 알파화 함으로써 단맛이 증가하고 기호성이 향
상된 기호성 향상 사례, 소화효율이 좋고 여분의 질소분이 배출되지 않고, 분뇨 암
모니아 냄새가 경감된 악취 방지 사례, 가열된 것이 많아 소화 흡수되기 쉽고, 증
체, 사료요구율의 개선이 도모된 소화율 향상 사례, 질병률 감소에 의한 장내환경
을 감소시킨 질병률 감소 사례 등, 현장에서 에코피드 급여에 의한 생산성･품질향
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8).

2.2.3. 식품산업･브랜드화
식품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남은 식품 등을 에코피드 원료로서 제공하는 메리트
는 ① 폐기물 처리비 절감, ②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9)) 추진 등을 들 수 있
다. 또한, 에코피드를 이용한 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대처도 이루어지고
있다.

8)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9)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 부터 2030년 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
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이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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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의 메리트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비 절감에 대해 시산해보면 다음과 같
다.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연간 200톤인 식품사업자의 경우, 연간 폐기물 처리 관
련 비용은 연간 320만 엔 정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산 과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사업계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6엔/kg으로 톤 당 16,000
엔10)이다. 16,000엔/톤 × 200톤 = 3,200천 엔/년이 된다. 일반 배출 폐기물을 사
료화 등의 재생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 삭감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SDGs 추진의 일환으로 식품 리사이클 그룹의 실천을 하고 있는 적용 사례로는
식품소매업체인 A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에서는 각 점포에서 배출된 채소 잔류
물이나 도시락 재료 등 잉여 식품을 퇴비나 사료로 재이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상
품 개발･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B사에서는 공장에서 배출된 빵 부스러기 등
을 사료로 재활용하여, 그룹회사의 소매업과 종업원 식당에서 에코피드로 비육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 식품 리사이클 그룹의 구축을 실천하고 있다.
다음으로 축산물 브랜드화 사례로는 에코피드 이용 브랜드 소 비육 사례로 가나
가와 현의 이시이목장(神奈川県 石井牧場)이 있다.
이 목장은 에코피드 급여에 의한 가나가와 현 하야마 초(葉山町)의 브랜드 소인

‘하야마 소’ 비육농가이다. 이 목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에코피드는 비지, 맥주박,
쇄미(碎米) 등 3종류를 이용하고 있다.
이 목장의 특징은 쇄미로 밥을 하여 급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쇄미로 밥을 하여
전분을 알파화 함으로써 단맛이 증가하고, 소의 기호성이 향상되며, 육질에 대해
서도 지방융점(脂肪融點)이 낮아 감촉이 좋은 육질로 개선되었다.
에코피드 이용에 따른 재활용 그룹 구축 사례로는 가고시마 현의 ㈜재팬팜(鹿児
島県(株)ジャパンファーム11))이 있다. 이 농장에서는 지역의 소주제조업체가 소주
박(소주 지게미) 폐기처리에 고민하던 중 사료비 절감, 환경보전, 지역사회에 공헌
10)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식량산업부회 제18회 식품재활용소위원회 제16회 식품재활용전문위원회
배포자료에서 인구 9만~10만 이상의 시 사업계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평균
11) 허 덕(1995)은 가고시마 현 ㈜재팬팜(鹿児島県(株)ジャパンファーム)의 기술 및 조직혁신 활동에 대
한 분석을 한 바 있다. 이 농장의 발전 과정과 기술혁신 과정에 대해서는 許 德, ｢養豚経営の成長･
発展と国際競争力強化に関する研究｣, 京都大學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1995年과 허 덕, ‘대규모 기업
양돈경영의 기술 조직혁신 행동분석- - 일본양돈의 수직 수평적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of Large Scale Pork Firms in Japan)’, ｢축산경영연구｣1권 4호(1995
년 12월), 한국축산경영학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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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이해가 일치하여, 소주박을 활용한 리퀴드 피딩(liquid
feeing, 액상사료 급여)을 개시하였다.
소주제조회사와 양돈농가가 지역사회에 공헌이나 환경에 배려한 노력을 소비자
에게 어필하기 위해 가고시마 현 이사 시(伊佐市)의 브랜드 돼지중 하나인 ‘사쓰마
누룩고구마돼지/가고시마현산 고구마돼지(薩摩麹いも豚／鹿児島県産いも豚)’로서
공급하는 등 재활용 그룹의 구축을 어필하고 있다.

3. 에코피드 제조 현황
3.1. 에코피드 제조 수량
에코피드 제조 수량은 최근 들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9년도 에코
피드 제조수량은 약 119만TDN12)톤(잠정)으로, 농후 사료 전체의 약 6%에 해당한
다. 국산 원료 유래의 에코피드 제조 수량은 33만TDN톤(잠정)이다. 새로운 ‘식량,
농업, 농촌기본계획’에서의 2030년도 농후사료 자급률 목표 15%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국산원료에서 유래하는 에코피드를 중심으로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2) 총 가소화 영양분(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가축의 생산 및 사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급해
야 하지만 사료의 에너지 함량은 사료의 영양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 가소화 영양분(TDN)은
사료가 가축 등의 대사 작용에 의해 이용되는 에너지를 가리키는 단위로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
로 사료가 갖는 총 에너지는 분(糞), 뇨(尿), 가스 및 열량 등에 의해 손실된다. TDN은 사료의 총
영양분으로부터 분 중에서 손실되는 양을 뺀 가소화성량으로 표시한다. 가소화 성분에는 가소화 조
단백질, 가소화 조지방, 가소화 탄수화물 그리고 가소화 조섬유가 있다. TDN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
다. 지방의 발생하는 에너지는 다른 성분보다도 크기 때문에 가소화 조지방량을 2.25배한 값을 쓴
다. “TDN＝가소화 조단백질＋가소화 탄수화물＋가소화 조지방×2.25＋가소화 조섬유”. 일반적으로
TDN은 투여사료의 소화율에 의해 용이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널리 쓰이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10., 한국식품과학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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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코피드 연도별 제조 수량

주 1: TDN(Total Digestible Nutrients): 가축이 소화할 수 있는 양분의 총량(칼로리에 가까운 개념)
2: 2017년 집계로부터 조사 대상품목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2016년 이전과 연결되지 않음.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조사.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
스트판)’, 2020年 8月에서 재인용

3.2. 에코피드의 종류, 처리･가공･이용방법
식품 부산물 등은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아 썩기 쉬운 성질의 것이 많다. 이 때문
에 식품 부산물 등을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존성 향상이나 가축의 기호성을
높이는 처리･가공이 필요하다. 처리･가공･이용에 있어서는 원료가 되는 식품부산
물의 유래를 확인하고, 생고기를 포함 또는 포함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또는 80℃ 이상에서 3분 이상의 가열 처리를 한다.
식품부산물 등의 주된 가공 기술에는 ① 건조 기술, ② 사일리지 조정 기술, ③
리퀴드 피딩(액상사료 급여) 기술 등이 있다. 이들 방법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정
리한 것이 <표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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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에코피드 제조 방법별 개요와 특징
종류

드라이(건조)

기술
개요

원료를 튀김 원리로 탈수
건조하는 방법. 고온증기로
건조하는 방법 등

주
잉여식품(도시락 등), 주개(厨芥,
원재료
주방 잔류물) 등
대상
가축

사일리지(발효)

리퀴드(액상)

원재료와 물(우유, 주스 등
원재료를 밀폐하여 유산균 발효에
포함)을 혼합하여 스프 상태로
의해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
가공하는 방법
맥주박, 두부박, 과즙박 등

잉여식품(도시락 등), 주개(厨芥),
채소부스러기, 수분이 많은
식품잔류물 등

소

돼지

소, 돼지, 닭

･ 다종다양한 원재료 가공이
･ 식품제조 부산물 중 박류
가능.
가공이 가능
･ 보존성이 뛰어나며, 자가배합 ･ 초기투자･가공비가 비교적
특징
원료 외에 배합사료 원료로써
적게 소요
광역적인 이용이 가능
･ 주로, 낙농･육용우 경영에
･ 초기투자 및 가공비(연료비)가
있어서 혼합사료 원료로,
큼.
지역적으로 이용

･ 수분이 많은 식품잔류물 가공이
가능.
･ 초기투자･가공비가 싸며.
사료가 비산되지 않기 때문에
로스가 적고, 축사 내 분진도
감소
･ 가축 급여기계(파이프라인
등)의 정비 필요

사진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3.3. 에코피드 제조사업자 실태
일본농림수산성의 ‘에코피드 제조사업자 실태 확인 결과’에 의하면, 에코피드의
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부산물을 취급하는 업자가 325개 업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잉여식품(슈퍼･편의점 등의 팔다 남은 식품이나 조리 후 남은 잔류물 등)을
취급하는 업자가 48개 업자이며, 동물성 원료(어분 등)를 취급하는 업자가 24개
업자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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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에는 농산물가공잔류물(감자 등)을 사료화 하는 업자가 많고, 도시근교
(치바･도쿄･가나가와･아이치(千葉･東京･神奈川･愛知) 등)에서는 잉여식품을 취급
하는 업자가 많으며, 큐슈(九州)에서는 소주박(소주지게미)을 취급하는 업자가 많
은 등,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다.
에코피드의 평균 판매가격은 건조 28엔/kg, 사일리지 23엔/kg, 리퀴드 6엔/kg
로 나타났다. 에코피드의 제조 대상은 돼지가 많고, 소, 닭이 뒤를 잇는다.
<표 4> 식품 잔류물 취급별 제조사업자 수
에코피드 원료

사업체 수주)

식품제조 부산물

325

주조박류(소주박, 맥주박 등)

60

조강류(두부박, 장유박 등)

53

농산물 가공부산물(감자껍질, 주스박 등)

50

빵부스러기, 과자부스러기 등

76

기타(복수 혼합)

86

잉여식품(팔다 남은 식품, 주개류 등)

48

동물성 원료(어분 등)

24

합계

397

주: 사업소 수는 2019년도 수치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조사.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
스트판)’, 2020年 8月에서 재인용

<표 5> 가공 기술별 에코피드 평균 판매가격
가공기술

가격(엔/kg)주)

건조사료

27.6

사일리지

22.5

리퀴드 사료(액상 사료)

6.0

주: 평균판매가격은 2020년 5월 조사 시점의 가격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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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 가축별 제조사업자 수
대상 가축

사업자 수주)

소

135

돼지

222

닭

77

주: 제조 사업자에 따라서는 대상가축 중복 회답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4. 에코피드의 제조･이용 순서
4.1. 에코피드 제조 관련 절차
에코피드를 제조하는 절차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에 의하면, 먼저 식품
사업자가 분별과 관리를 하여 계약하고, 다음으로 사료제조자가 이를 사료로 적당
치 않은 것은 제거하는 등이 분별작업과 사료제조 그리고 사료의 성분분석, 안전
성 분석 등을 거친 후 관리와 계약을 한다. 마지막으로 에코피드의 수요자인 축산
농가가 가축에 에코피드를 급여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사료제조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식품사업자에게서 축산농가가 에코피
드의 원료가 되는 식품 등의 부산물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에 사
료제조자가 하는 역할을 축산농가가 대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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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코피드 제조 관련 절차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4.2. 제조 관련 법령13)
4.2.1. 폐기물 처리법(폐기물의 이용 및 청소에 관한 법률)14)
유가물(有價物)15)로 거래되지 않는 식품부산물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 폐기
물처리법에 근거하여 업에 대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중 수집운반업의 경
우 허가를 필요로 하며, 처분업과 처리시설 설치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
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 모두 각각 허가가 필요하다.

13) 관련 법령에 관한 자료 등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食品残さ等利用飼料における安全性確保のた
めのガイドライン’(http://www.famic.go.jp/ffis/feed/tuti/18_6074.html), ･養豚業におけるエコフィー
ドの利用の促進廃棄物処理法制（資料集）(https://www.env.go.jp/recycle/food/kanren_siryo/ecofeed
guidebook1504.pdf)
14) 廃棄物処理法（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15)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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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폐기물처리법에서 원료별 취급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4.2.2. 사료안전법(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16)
사료 제조판매를 하는 자(식품사업자로, 식품잔류물 건조 등 가공을 시행하는
자 포함) 및 식품잔류물을 사료원료로 판매하는 자는, 사료안전법에 기초하여 허
가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사료품질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곰팡이방지제(프로
피온산17)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설치 및 허가서 제출이 필요하다. 즉,
사료제조업자, 사료판매업자 그리고 사료제조관리자 모두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3. 식품 리사이클법(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18)
이 법에 의해서는 재생이용사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생이용사업계획을
인정받아야 한다. 식품 리사이클법에 기초하여 재생이용사업자 등록 및 재생이용
사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법, 사료안전법 및 비료관리법 상 특례
조치로 인해 운반선 허가나 제조･판매서 제출 불필요하지만, 재생이용사업자는 등
록하여야 하고, 재생이용사업계획을 인정받아야 한다.
16) 飼料安全法（飼料の安全性の確保及び品質の改善に関する法律）
17)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화학식이 CH3CH2COOH인 자연에서 생기는 카복실산이며 순수한 상태
에서 부식성을 가진 무색 액체이다. 프로판산(propanoic acid)이라고도 한다.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액체로, 분자량 74.1, 끓는점 141.35℃,비중 0.9987(15℃, 물 15℃)이다. 순수한 상태에서 색이 없으
며 부식성을 가지고 있다. 물과 잘 섞이지만, 폼산이나 아세트산과 달리 염석(鹽析)하면 기름 모양
으로 석출한다. 프로피오나이트릴을 가수분해하거나, 프로판올을 산화시키면 얻을 수 있다. 염류는
음식물에 대하여 살균력과 보존력을 지니므로 그 방면에서 많이 이용된다. 또 아연염은 백선(白癬)
등 피부병 치료에 사용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8) 食品リサイクル法（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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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료안전법 상 유의점
일본은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19))이 발생하여 일본 축산업에 큰 타격
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소해면상뇌증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 유래
단백질 등의 사료 이용이 강력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식품제조과정에서 발생하
는 돼지 및 가금류에 유래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다른 동물유래 단백질의 제조공정
과 분리되어 있는 것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것이라면, 돼지 및
닭용 사료 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2011년 4월 15일부터 대신의 확인 대
상품목으로서, 수산식품공장(어묵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달걀을 포함한 어패류,
어묵이 추가되었다.
반품･재고품 등의 제품이나, 슈퍼 등에서 도시락･반찬 등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
되는 가공 찌꺼기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대신 확인을 받지 않고 돼지
및 닭용 사료 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표 7> 사료원료 이용 규제 상황
주요 대상품목

유래

급여 대상
소등

돼지

닭

유, 유제품

포유동물

○

○

○

계란, 계란제품

가금

○

○

○

젤라틴, 콜라겐(확인된 것)

포유동물, 가금,
어개류(魚介類)

○

○

○

소 등

×

×

×

×

○

○

×

×

×

×

○

○

돼지(확인된 것)
동물
성단
백질

혈분, 혈장(血漿)단백

말(확인된 것)
가금(확인된 것)
돼지, 말, 가금 혼합(확인된 것)
소 등

육골분(肉骨粉), 가수분해(加水分解)단백,
증제골분(蒸製骨粉) (치킨밀, 페더밀 포함)

돼지(확인된 것)
말(확인된 것)
가금(확인된 것)

19)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프리온(prion) 단백질이 원인이 되는 소의
뇌병증으로, 광우병이라고도 한다. 사람의 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과 연관성이 지적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의학･간호 약어해설사전, 2016. 5. 1.,
임상약어연구회, 민순, 이현수, 윤형윤, 정은서,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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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품목

급여 대상

유래

소등

돼지

닭

돼지, 말, 가금 혼합(확인된 것)

기타

어분 등 어개류 유래 단백질(확인된 것)

어개류

×

○

○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식품잔류물(잔반(残飯)
등)

포유동물, 가금, 어개류

×

○

○

포유동물, 가금, 어개류

○

○

○

골회(骨灰), 골탄(骨炭) (일정 조건으로
가공/처리된 것)
제2인산칼슘(광물유래, 지방,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

주 1: ‘소 등’에는 소, 면양, 산양 및 사슴이 포함되어 있음.
2: 유래의 ‘돼지’에는 멧돼지 포함.
3: ‘확인된 것’이란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장 제품의 것20)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표 8> 식품 사업자 형태마다 사료화 구분
사업형태

사업장 예

가공잔류물, 주개(廚芥)에 해당하는 것

제품에 해당하는 것

식품제조업 ･식품제조공장
식품도매업 ･소매장
･정육점, 선어점(鮮魚店), 기
① 식품소매업
타 점포 내에서 가공을 하
(②에
면서 소매를 하는 사업장
해당하는
(슈퍼 등 소매점포의 해당
것 제외)
부문을 포함)
식품소매업
(도시락,
②1) 홀채(惣菜)
등 식품
소매업

･제조가공공장에서의 잔류물
･반품, 재고품, 유통과정
･점포 내 가공 시 발생한 잔류물
의 파손품 등의 제품
※동물성단백질은 농림수산대신 확
인을 받은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 ※ 돼지･닭용 사료용도에
한하여, 사료이용 가
라고 하는 조건부로, 돼지･닭용
사료용도에 한해 사료이용 가능
능

･도시락, 홀채(惣菜), 빵 등
･반품, 재고품, 유통과정
의 제조･판매(슈퍼 등 소매
･점포(주방) 내 가공 시 발생한 주방 의 파손품 등의 제품, 먹
점포 내 해당부문을 포함)
잔류물(廚芥)2)
다 남은 것
･컨비니언스 스토어(CVS)

･급식센터
외식산업 ･레스토랑, 여관
･사원식당, 학교(급식)

※ 돼지･닭용 사료용도에 한하여,
사료이용 가능

※ 돼지･닭용 사료용도에
한하여, 사료이용 가
능

주 1: 지육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①과 같이 취급함.
2: 음식점(라면집 등)에서 배출되는 돈골(豚骨)찌꺼기는 사료이용 가능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20) 농림수산대신 확인이란 BSE 대책에 따라 동물유래 단백질･유지에 대하여, 축종별로 분별 관리된
원료를 가지고 축종별 전용 라인에서 제조된 것을 농림수산대신이 확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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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동물성 유지의 이용 규제 상황

유지(油脂)의 종류

대용유

기타

0.02

○

0.15

유
지

닭

○

○

○

×

×

○

○

0.15

×

○

○

○

-

×

×

×

×

0.02

○

○

○

○

0.15

×

×5)

○

○

6)

어유(魚油)

-

○

○

○

○

식물성 유지

-

○

○

○

○

2)

옐로우 글리즈

돼지(멧돼지 포함), 닭 유래
3)

소의 등골뼈, 사망우 유래
회수 식용유4)

기타

소

돼지

특정 동물성 유지1)
동
물
성

급여대상

불용성불순물
(不溶性不純物)
함유량 기준
(% 이하)

주 1: 식용 고기에서 채취한 지방 유래의 것이며, 불용성불순불 0.02% 이하의 것
2: 도축잔류물 등을 렌더링하여 얻어진 것. 사망우 및 소의 등골뼈가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써 농림수산성
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서 제조된 것(확인된 동물성유지)만 사료이용 가능
3: 농가에서 폐사한 소 등 도축검사를 거치지 않은 소
4: 음식점 등에서 회수된 사용된 식용유(동물성유지가 혼합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동물성유
지 규제대상 제외). 원료의 종류, 수집선을 확인할 수 있는 회수 식용유만 사료이용 가능(확인된 동물성유지
로 취급)
5: 소 유래지방이 혼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료이용 가능
6: 어개류만을 원료로써,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 및 가금유래 단백질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에서 제조된 것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5. 지원 조치
5.1. 에코피드 생산 및 이용 확대 지원(2020년도 예산)
5.1.1. 미이용 자원 활용 대책의 포인트
농림수산성 생산국 사료과에서 전개하고 있는 축산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
사업 중국산 사료자원 생산 이용 확대 대책 사업 미이용 자원 활용 대책의 2020년
예산은 900만 엔이다. 이 대책의 포인트는 첫째, 미이용 자원 활용 등의 촉진에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사료화 사업자의 지속적인 원료 확보 촉진 및 에코
피드를 활용한 차별화 그리고 축산물 유통･판매와 관련된 보급 등이 필요하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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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지역의 미이용 자원 활용 등과 같은 생산체제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5.1.2. 미이용 자원 활용 등의 촉진
이 사업은 보급사업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미이용 자원 활용 촉진이라는 점에
서 보급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격을 가지는 정부의 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이용 자원(기존 활용이 진행되지 않은 사료 자원) 활용 사례를 보급하는
우수사례 표창 및 보급 세미나 개최, 유효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매칭 검토) 지
원이다.
둘째, 사료 원료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참고자료(안내) 등의 작성･주지를
통한 사료화 사업자의 지속적인 원료 확보･제조 촉진, 에코피드를 활용한 차별화
축산물의 유통･판매에 관한 보급 활동 및 에코피드 인증 취득(경비의 1/2 이내) 지
원이다.

5.1.3. 지역의 미이용 자원 활용 등 생산체제 지원
이 사업은 생산지원사업 성격도 가지고 있다. 지역의 미이용 자원 활용 등 생산
체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생산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격을 가
지는 정부의 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미이용 자원 활용 촉진에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① 지역협
의회가 미이용 자원을 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이하의 대응에 대해 정액으로 지원하
고 있다. 즉, 1) 미이용 자원 조사(실태조사, 사례조사, 성분분석･안전성 조사, 가
축에 대한 영향조사 등)에 대한 정액 지원이다. 2) 계획 수립(검토회의 개최, 대처
방침, 이용 계획 수립)과 3) 사료 생산･이용 체제 구축(안정된 사료 생산･이용 확
립을 위한 기술지도 등), 4) 미이용 자원 활용 확대의 지역 추진(기술이나 대처내
용의 보급, 기술협력, 지역의 미이용 자원 활용활동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미이용 자원을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도입이다. 이 사업으로는 대
처 시 기간 중 리스요금의 1/2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친환경 피드 생산 확대에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계획승인
을 받은 추진계획이 대상이다. 이 사업에서는 ① 식품잔류물 등 사료 이용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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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톤당 3천 엔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② 국산유래 식품쓰레기 등 사료 이
용 확대에 톤당 5천 엔 정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③ 활용이 진행되지 않은 식
품잔류물 등의 사료 이용을 확대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1) 분별 실시에 톤당 4천 엔, 2) 함수율 저감에 대해 톤당 1천 엔,
3) 성분 분석 등의 실시에 10톤당 3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④ 대처 실
시기간 중 리스요금의 1/2 이내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연간 300만 엔까지 지원
이 가능하다.

5.1.4. 기타 관련 지원사업
가) 강한 농업･담당자 양성 종합지원 교부금 등
이 사업은 농림수산성 생산국 총무과 생산추진실과 식료산업국 그리고 경영국
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산지의 수익력 강화와 담당자의 경
영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산지･담당자의 발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농업용 기계･
시설의 도입을 규모에 따라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산 총액은 200
억 2천만 엔이다21).
나) 축산환경정비리스사업
이 사업은 재단법인 축산환경정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의 목적은 축산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료급여 등과 관련된 기계･
장치 및 가축사육관리 등 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 등을 대출하여 주는 데 있다22).
다) 축산관계시설리스사업
이 사업은 재단법인 축산근대화리스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사
업의 목적은 낙농, 육용우, 양돈, 양계 등을 경영하고 있는 축산농가 등에게 필요
한 시설, 기계･기구를 대출해주는 데 있다23).
21)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경영
국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재)축산환경정비기구 홈페이지의 관련부분
(http://www.leio.or.jp/lease/index1-1.html)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재)축산관계시설리스협회 홈페이지의 관련부
분(http://japla.lin.gr.jp/document/chikusanlease.html)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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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안전공급시설 정비자금
이 사업은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이다. 사업의 목적은 식품잔류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이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가
공･운반･저장 또는 회수를 위한 시설 및 관련 시설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에 필요
한 자금을 융자해주는데 있다24).

6. 에코피드 관련 정보
6.1. 에코피드 추진 가이드라인
6.1.1. 에코피드 생산에 관한 안전성 확보
‘식품잔류물 등 이용사료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食品残さ等利用飼料の安全性
確保ガイドライ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 원료 수집, 분별(分別)의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
한 주요 내용은 배출원에서 분별 철저, 책임의 명확화 등에 관한 것이다.
2) 원료 운반, 보관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보냉차(保冷車)에 의한 품질
열화 방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3) 제조의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서는 구입 시의 분별, 가열에 의
한 병원미생물오염 방지,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4) 제품의 보존, 출하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물혼입
방지, 온도관리, 장부 기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독립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25).

24)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일본정책금융공고 홈페이지의 관련부분
(http://www.jfc.go.jp/n/finance/search/a_12.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가이드라인 본문은 http://www.famic.go.jp/ffis/feed/tuti/18_6074.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Q&A는 http://www.famic.go.jp/ffis/feed/sub8_zansa.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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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정보제공에 의한 기술 보급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는 ‘미이용 자원 사료화 시험 정보’와 ‘에코피드 개발 유
의점 정보’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전국의 시험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실시
되어 오던 ‘미이용 자원의 사료화 시험 결과’와 ‘사료화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홈페이지는 (공사)중앙축산회가 운영하고 있다26).
<그림 8> 중앙축산회 운영 정보제공 홈페이지 화면

자료: 중앙축산회 에코피드 관련 페이지(http://ecofeed.lin.gr.jp/ecofeed_test/)

6.1.3. 영양평가방법 간소화
이 사업에 의해 리사이클 사료의 일반성분 및 영양가 추정이 가능해졌다. 즉, 리
사이클사료의 돼지 및 닭에 있어서 영양가에 대해, 근적외분광광도계(近赤外分光
光度計, NIRS27))에 의한 추정법에 대해 게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일본과학사
26) 중앙축산회 에코피드 관련 페이지(http://ecofeed.lin.gr.jp/ecofeed_test/)에서 찾아볼 수 있다.
27) 적외 분광 광도계(赤外分光光度計, infrared spectrophotometer, Ultrarotspektrophotometer). 주로 적
외선 흡수 스펙트럼의 각 파장의 강도를 측정하는 장치. 광원에는 글로바등, 네른스트 램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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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28).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영양성분 분석장치를 개발하였다. 근적외선에 의한 소형･
저비용으로 분석장치를 개발한 것이다. 이 장치는 ㈜소마광학(相馬光学)에서 개발
하였다29).

6.1.4. 매칭 실시
이 사업 중에는 ‘식품리사이클 매칭’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식품잔류물 등의 배
출사업자와 식품리사이클 사업자 및 축산농가 등의 매칭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공공재단(公財)인 Save Earth Foundation 및 사단법인 전국 식품리사이클 연합
회가 운영하고 있다30).

6.2. 에코피드 추진 매뉴얼
에코피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매뉴얼에 의한 기술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이에는 ‘돼지 에코피드 사료설계 프로그램’과 ‘사료화를 위한 분별 매뉴얼’이
있다. ‘돼지 에코피드 사료설계 프로그램’은 식품잔류물 증 사료성분의 데이터베이
스와 일본사양표준을 조합하여, 배합설계를 매뉴얼화 한 것이다31).

‘사료화를 위한 분별 매뉴얼’은 정부가 식품잔류물 배출사업자용으로, 사료원료로
구하는 식품잔류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분별방법 등에 대하여 해설한 분별매뉴

28)
29)
30)
31)

분산계에는 암염 프리즘 그 밖의 적외용 프리즘이나 에셀레트 회절발이, 검출기에는 볼로미터, 열전
쌍, 골레이 검출기 등이 사용된다. 빛의 방향을 바꿔 집광시키거나 또는 평행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알루미늄을 진공 증착한 평면 거울, 오목 거울, 포물면 거울 M1~M7이 쓰이며, 렌즈는 사용되
지 않는다. 흡수 특성을 조사하는 시료는 기체, 액체인 경우는 적외 투과 재료의 창이 붙은 적외 흡
수용 셀에 넣어서 보통 입사 슬릿 앞에 놓는다. 리트로형 분광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리트로 거울
을 회전하면 다른 파장의 적외선이 사출 슬릿을 지나 검출기로 입사한다. 이 미약한 신호는 보통
그림과 같은 초퍼에 의해 교류로 변환, 증폭되어 스펙트럼 강도가 측정된다. 포물면 거울 중 하나를
회전과 연동해서 스펙트럼을 자동 기록하는 형식의 것이 많고, 이것을 자동 기록 적외 분광 광도계
라고 한다. 광원에서 나온 복사를 두 개로 나누고 그 한쪽에 시료를 넣은 형태의 것을 더블빔형의
장치라고 하고, 그림의 싱글빔형과 구별한다. 이 밖에 특히 파장 약 2.5μ 이하 및 25μ 이상의 측정
에 사용되는 근적외 분광기 및 원적외 분광기가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대사전, 2001. 5.
20., 세화 편집부, https://terms.naver.com/)
http://kashikyo.lin.gr.jp/data_07.html#d07_05에서 확인 바란다.
http://somaopt.co.jp/products/s_7120/ 참조
http://save-earth.or.jp/eco/public/Index 참조
이 매뉴얼은 (国研）農業･食品産業技術総合研究機構 畜産草地研究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
다(매뉴얼에 의한 기술보급, http://www.naro.affrc.go.jp/nilgs/contents/program/ecofee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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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을 발행한 것이다. 관련 매뉴얼은 공공재단(公財)인 Save Earth Foundatio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림 9> 사료화를 위한 분별 매뉴얼
분별 매뉴얼

자료: http://save-earth.or.jp/manual/tool.html

현장 스태프교육용 팜플렛

자료: http://save-earth.or.jp/profile/achievement

6.3. 에코피드를 활용한 특색 있는 축산물 생산 대응 사례(2019년도)32)
정부에서는 에코피드를 급여하고 특색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선진사례를 수
집하고 우량사례를 표창함으로써, 에코피드 생산･활용을 위한 추진체계를 보급하
고 있다. 이 사업의 사업실시주체는 (공사)중앙축산회이다.
이 사업에 의해 2019년도에는 유한회사 오노양돈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앞
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노양돈은 야마구치현 하기 시(山口県萩市)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농장이다. 빵부스러기, 땅콩부스러기, 쌀겨 등을 원료로 하여 웻
피딩(wet feeding)방식으로 비육돈에 급여하고 있다. 동물의약품회사에 사료설계
를 의뢰하고, 정기적으로 사료 배합비율을 수정하는 등 축산물 품질향상에 힘쓰고
32) 대응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중앙축산회 홈페이지(http://ecofeed.lin.gr.jp/excellent/index.
html)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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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생산된 돼지고기의 80%는 자사 내에서 정육으로 가공하여 ‘무쓰미돈(むつみ
豚33))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농장의 사료비용 절감비율34)은 약 44%이며, 에코피드의 원료로는 빵부스러
기, 땅콩부스러기, 쌀겨 등을 이용하고 있다. 비육후기의 에코피드 함유비율35)은
60%이다.
군마 현 마에바시 시(群馬県前橋市)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목사(株
式会社悠牧舎)는 2019년 이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농장에서는 빵, 포
테이토필(감자껍질), 유장 등을 원료로 하여 네덜란드식 리퀴드 피딩(liquid
feeding) 시스템을 도입한 대규모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비육, 번식, 포육의 각
생산단계에서 사료원료의 종류를 바꾸며, 컴퓨터에 의해 위생적인 급여 계획을 실
시하고 있다. 생산된 돼지고기는 ‘사꾸라키누부다(桜絹豚36))’로 판매하고 있다.
이 농장의 사료비용 절감비율은 약 59% 정도이며, 비육돈 사료의 에코피드 함
유비율은 70%나 된다.
특별상은 구마모토 현립 구마모토 농업 고등학교와 오사카 부립 농예 농업 고등
학교가 받았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시(熊本県熊本市)의 구마모토 농업 고등학교
에서는 양돈을 하고 있으며, 빵, 낫토, 대두피, 녹두, 텡구사(テングサ, 우뭇가사
리의 일종), 쌀가루를 원료로 발효사료 ‘엑설런트’를 생후 30일부터 출하까지 돼지
에게 급여하여 저비용 양돈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생산된 돼지고기는 '신데렐라
네오 포크'로서 판매하고 있다.
현의 산업기술센터에서 육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학･관 제휴에 의한 실시로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농장의 사료비용 절감비율은 90%이며, 에코피드 함유비율은 100%이다.
오사카시 부 사카이 시(大阪市府堺市)에 있는 오사카 부립 농예 농업 고등학교
에서는 비육우와 양계를 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는 와인박과 후스마를 혼합하여
젖산발효시킨 ‘와인박 사일리지’를 비육우에게 급여하여 ‘노우게이 히메우(のうげ

い姫牛37))’ 및 ‘농예마더비프(農芸マザービーフ)’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채란계에

33) ‘다섯 가지 맛의 돼지’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34) 사료비용 절감비율 = (에코피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료비용 - 에코피드를 이용했을 경우의
사료비용)/에코피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료비용
35) 에코피드 함유비율 =에코피드 급여사료량/(에코피드 급여사료량 + 에코피드 외 급여사료량)
36) ‘벚꽃비단 돼지’라는 뜻이다.
37) ‘무덤덤하고 느린 공주 소’ 또는 ‘농예(農藝) 공주 소’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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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급여하여 ‘나니와38) 와인달걀(なにわワインたまご)’을 생산하는 등 자원순환
형 축산을 실현하여,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의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다.
이 농장의 사료비용 절감비율은 33% 정도이며, 에코피드 함유비율은 50%이다.

6.4. 인증제도
에코피드와 관련된 인증제도는 사료로써의 에코피드를 인증하는 ‘에코피드 인증
제도’와 에코피드로 생산된 축산물을 인증하는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 인증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에코피드 인증제도는 일정한 기준(식품순환 자원의 이용률과 영양성분 등)을 만
족하는 식품순환 자원이용 사료를 ‘에코피드’로써 인증해 주는 것이다. 식품 리사이
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9년 3월부터 시작하였다.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 인증제도는 에코피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
해를 구하여, 에코피드의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이활용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일
정 기준을 만족하는 축산물을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로써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2011년 5월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에코피드 인증제도와 에코피드이용 축산물 인증제도의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다
음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림 10> 에코피드 인증제도의 운영 매카니즘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38) 오사카(大阪) 시와 그 부근의 옛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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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매카니즘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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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식품손실 절감에 대하여
‘식품 손실’이란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져 버리는 것. ‘식품 손실의 절감’이란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응을 말한다.
2017년도 음식물 폐기물 등의 발생량은 사업계 폐기물 1,767만 톤, 가정계 폐기
물 783만 톤, 합계 2,550만 톤이며, ‘식품 손실’에서 유래한 것은 그 중 가용 부분
이라고 생각되는 물량을 합계한 612만 톤 정도이다.
식품손실의 절감을 위해 사업자 및 소비자, 지방 공공단체와 제휴한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식품소매업, 외식산업이 타업자(IoT39), 기상 등)와 제휴한
수요예측이나 물류효율화의 대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의식 양성과 정착, 아직 먹을 수 있는 식
품은 가능한 한 식품으로서의 활용을 추진하는 ‘식품손실의 삭감의 추진에 관한 법
률(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2019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식품손실 절감이나 식품제조업 생산효율화에 대한 대응 추진으로 에코피드 원
료가 되는 음식부를 포함한 식품잔류물 등의 발생량 절감이 예상된다. 하지만, 사
료화는 재생이용방법으로, 식품손실의 발생억제 방법은 아니다.
<참고 1-그림 1> 식품폐기물 등 발생량(2017년 추계)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39)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을 의미한다(출처:
용어로 보는 IT,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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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그림 2> 식품폐기 발생요인과 대응방향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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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식품 재활용법의 조치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식품잔류물 수집에 있어서는 수거처 및 운반처의 시･정･
촌(市･町･村)별로 허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식품소매업이나 외식산업 등에서 배
출되는 식품잔류물의 광역 수집･운반이 곤란한 실정이다.
식품재활용법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비료･사료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이하 폐
소업자, 廃掃業者)에 대한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법의 일반폐기물 수
집운반업 운반처의 허가를 불필요하게 하는 조치를 설정한 바 있다. 함께, 비료단
속법, 사료안전법의 제조 등에 관한 신고가 불필요하다는 조치도 설정하였다.
2007년 식품 재활용법 개정에서 식품잔류물 유래 비료･사료화에 의해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식품사업자가 인수하는 순환형 재생이용 사업 계획의 인증제도를 마
련하고, 폐기물 처리법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廃掃業) 수집처 및 운반처에서
허가를 불필요하게 하는 조치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비료단속법, 사료안전법 제조
등에 관한 신고가 불필요하다는 조치도 설정하였다.
<참고 2-그림 1> 등록재생이용 사업자 제도 개요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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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그림 2> 재생이용사업계획인정제도 개요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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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4편

일본의 사료 수급 현황과 정책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서론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몇몇 곡물 수출국 등에서 곡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
출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2).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식용과 사료용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들은 곡물 수출국들의 동향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곡물의 수요처는 크게 식용과 가축 사료용 그리고 바이오디젤 등과 같은 산업용
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축 사료 용도로써의 곡물 수요는 축산 상황과 비
례적으로 연결된다. 일본은 사료 관련 정책들을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
가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사료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2018년도(잠정) 축산의 사료 공급 비율은 주로 국산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조사료(粗飼料)가 20%,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후사료(濃
厚飼料)가 80%(TDN3) 기준)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사료비가 축산경영비용에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日本農林水産省 生産局 畜産部 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https://www.maff.
go.jp/j/chikusan/sinko/lin/l_siryo/attach/pdf/index-546.pdf)을 기초로 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원고화
한 것이다. 관련 내용으로 신동철의 ‘[특집 1] 일본의 농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
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227-344의 내용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관련 내용은 허 덕,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3)’, ｢해외곡물시장정보｣9권 5호(2020년 10
월호)의 글로벌 부분의 ‘1. (2020년 7월 10일) 우크라이나 밀 수출쿼터와 메밀열매 수출금지 해제,
미얀마 쌀 수출쿼터 해제로, 7월 10일 기준 규제실시 국가수 11개국으로 줄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과거 2008년 곡물 파동 시 각 국의 곡물 수출입 규제에 관해서는 허 덕, ‘국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
는 곡물 내셔널리즘 동향’, ｢세계농업｣ 2008년도 3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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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조사료의 급여가 많은 소의 경우 30〜50% 정도이지만,
농후사료 중심의 돼지와 닭은 그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
<그림 1> 곡물 수출 규제 국가 현황

자료: 農林水産省,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 허 덕,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
보(3)’,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호)에서 재인용
3) TDN(Total Digestible Nutrients, 총가소화영양). 가축이 소화할 수 있는 양분의 총량을 말한다. 칼로
리에 가까운 개념이다. 1 TDNkg≒4.41Mcal이다. 가축의 생산 및 사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급해야
하지만 사료의 에너지 함량은 사료의 영양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 가소화 영양분(TDN)은 사
료가 가축 등의 대사 작용에 의해 이용되는 에너지를 가리키는 단위로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가 갖는 총 에너지는 분(糞), 뇨(尿), 가스 및 열량 등에 의해 손실된다. TDN은 사료의 총 영양분
으로부터 분 중에서 손실되는 양을 뺀 가소화성량으로 표시한다. 가소화 성분에는 가소화 조단백질,
가소화 조지방, 가소화 탄수화물 그리고 가소화 조섬유가 있다. TDN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TDN
＝가소화 조단백질＋가소화 탄수화물＋가소화 조지방×2.25＋가소화 조섬유”. 지방의 발생하는 에너
지는 다른 성분보다도 크기 때문에 가소화 조지방량을 2.25배한 값을 쓴다. 일반적으로 TDN은 투여
사료의 소화율에 의해 용이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널리 쓰이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
학기술대사전, 2008. 4. 10., 한국식품과학회, https://terms.naver.com/)
4) 농림수산성, 平成30年度畜産物生産費調査,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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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사료 총 공급량은 24,518천 톤(TDN 기준)이다. 이
중 19,496천 톤이 농후사료로 그리고 5,050천 톤이 조사료로 공급되었다. 축종별
로 보면, 낙농부문보다는 육용우 번식부문에서 조사료의 급여비율이 높다. 하지만
육용우번식부문을 제외한 다른 육용우 부문(육용우 비육부문)에서는 조사료 급여
비율이 낮다. 양돈과 양계의 경우에는 농후사료 위주의 경영이다.
지역별로 보면, 낙농부문의 경우 홋카이도(北海道, 이하 ‘북해도’)가 다른 지역
(도부현, 都府県)보다 조사료 급여비율이 높다.
<그림 2>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TDN 기준)

주: 조사료에는 건초, 사일리지, 볏짚 등이 포함되며, 농후사료에는 옥수수, 대두박, 고량, 보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平成30年度畜産物生産費調査에서 시산.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
年 11月에서 재인용

경영비용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중을 보면, 농후사료 위주로 사양하는 양돈
이나 양계(육계, 산란계)부문에서 61〜62% 정도를 차지하며, 원유(原乳)를 생산하
는 낙농경영에서 40〜47%를 차지한다. 역시 조사료를 많이 급여하는 북해도 지역
의 사료비 비율이 도부현의 사료비 비율보다 낮다.
하지만, 육우 비육부문보다 조사료 급여비율이 높은 번식우 부문에서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비육우부문은 사료비 이외의 비용항목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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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영비용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율

주 : 번식우(송아지생산)는 송아지 1마리당, 비육우 및 비육돼지는 1마리당, 원유는 원유 100kg(유지방분 3.5% 환
산 유지량)당, 양계는 1경영체당
자료: 平成30年度畜産物生産費調査 및 平成30年営農類型別経営統計.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
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 우리나라와 사료 관련 여건이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는
사료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
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사료 확보를 위해 매우 다양한 정책사
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사료곡물 확보 정책을 알아보기에 앞서, 일본의 사료 수급 관련 상황부
터 살펴본다. 아울러 사료 수급 중에서도 자국 내 생산 상황과 사료 수입 상황 및
여건 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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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료 수급 동향
2.1. 국산사료의 생산 동향
사료자원으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후사료원으로써 1) 곡물 등의 배합사료
또는 단미사료가 있으며, 조사료원으로써 2) 초지에서 자라는 영년작물 위주의 목
초, 3) 밭에 심는 사료작물, 4) 논 뒷그루로 심는 답리작(沓裏作) 사료작물, 5) 산
야초(山野草) 등이 있다. 이 외에 6) 기타 각종 부산물 또는 잔여물 등의 사료자원
(에코피드 등)이 있다5).
그 중 국내 공급원으로 중요한 것은 2)〜6)까지이다. 이들의 생산을 장려하게
되면, 수입 곡물을 대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작물이라 하면, 2)〜5)까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5)의 산야초 예취/수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4)의 답리
작은 3)의 사료작물에 포함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일본 국내에서 사료작물6) 경작면적은 2007년까지 감소 추세로 추이하고 있었
다. 2006년 가을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근거로 관계자가 하나가 되
어 사료 증산에 힘썼다. 그 결과 사료용 쌀이나 벼 발효 조사료의 경작 확대 등으
로 사료작물의 경작면적이 2017년경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2019년의 사료작물 경작면적은 사료용 쌀의 경작면적 감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약 1% 정도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도 사료작물 경작면적을 보면, 북해도가 전체 경작면적의
61.6%를 차지하고 나머지 38.4%를 도부현에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 보면, 영년작물인 목초가 75.3%나 되며, 청예(靑刈) 옥수수 9.9%, 사
료용 쌀이 7.5%, 총체 벼7)(발효)가 4.4%, 수수가 1.4%, 기타 1.5%로 나타났다.

5) 이 외에도 TMR이라 하여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섞어서 만든 사료도 있다. 여기에서의 분류는 사료자
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므로, TMR을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6) 일본의 통계를 보면, 4)의 답리작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3) 사료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의 목초 역시 넓은 의미의 사료작물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다.
7) 우리나라에서는 총체 벼의 단위면적 당 수량이 총체보리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총체보리(현재
는 청보리)를 발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 덕 외 3인, ｢조사료 생산 유통체
계 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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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국 사료작물 경작 면적 및 수확량 추이

주 : 수확량은 사료과에서 추계.
자료: 農林水産省 ｢作物統計｣(2019년산은 잠정치), ｢耕地及び作付面積統計｣, ｢新規需要米生産集出荷数量｣
(2019년도는 ｢新規需要米の都道府県別の取組計画認定状況｣).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
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그림 5> 사료작물 경작면적 내역(2019년산)

자료: 農林水産省 ｢作物統計｣(잠정치), ｢新規需要米の都道府県別の取組計画認定状況｣.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
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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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산 목초의 10a당 수확량은 3,430kg이다. 청예 옥수수의 단수는 5,110kg
으로 전년을 웃돌았다. 청예 옥수수는 주산지인 북해도에서 파종기 이후의 생육이
순조롭게 경과함에 따라, 날씨 불순으로 생육이 불량했던 전년보다 약 8% 증가하
였다.
<그림 6> 10a당 수확량 추이

2.2. 사료 수입 동향
2.2.1. 최근의 사료 곡물 수입 현황
일본의 사료 곡물 수입량은 최근 약 13백만 톤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이 중 대
부분은 옥수수가 차지한다8). 주요 수입국은 미국, 브라질, 호주 등이다. 사료 곡
물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 비율이 높은 옥수수는 미국,
브라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8) 일본의 대두 수입량도 많지만, 사료곡물로써 수입하는 것이 아니며, 식용으로 들여와 그 중 일부를
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유박(또는 대두박) 그리고 두부나 장류를 만들고 남은 두부박 및 장유박 등을
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사료곡물 수입량에서 대두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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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본의 사료곡물 수입량 및 수입 대상국

주 1: 괄호 중 %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입량의 각 곡물의 국가별 점유율.
2: 미국산 옥수수 수급에 대해서는 1bu=약 0.025401톤으로서 농림수산성 사료과에서 환산.
자료: 財務省 ｢貿易統計｣,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November 10, 2020) ｣,
(公社)配合飼料供給安定機構 ｢飼料月報｣.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2.2.2 배합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가격 동향9)
옥수수 국제가격(시카고 시세)은 2020년 3월 이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등에 따른 에탄올 수요 감소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9월 이후 중국 수출계약
증가 등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1월 상순 기준 4달러/부셸을 웃돌고 있는 추이
를 보이고 있다.

9) 이들 요인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www.krei.re.kr:18181/)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각 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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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옥수수의 시카고 상장 추이(근기물)

주: 시카고상장 매일의 종치임. 1부셸=25.4kg.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
시장정보 홈페이지(http://www.krei.re.kr:18181/)

대두박의 국제가격(시카고 시세)은 2020년 4월 이후 대략 300달러/톤을 밑돌다
가, 9월 이후 중국의 사료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300달러/톤 대
후반까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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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두박(대두) 시카고 상장 추이(근기물)

주: 시카고상장 매일의 종치임. 1쇼트톤=907.2kg.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
시장정보 홈페이지(http://www.krei.re.kr:18181/)

해상운임(플라이트)은 선복수요 감소에 따라 하락하여 올해 5월에는 40달러/톤
을 밑돌았으나, 수요가 회복세로 11월 상순 기준으로 48달러/톤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한편, 환율은, 2020년 4월 이후, 대략 108엔/달러 전후로 추이하고 있었지만,
11월 상순 기준으로 일본 엔고의 영향으로 104엔/달러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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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해상운임 추이(걸프〜일본) 및 선임 BDI지수

주: 월평균치임.(2020년 11월의 수치는 제1주의 평균치).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
시장정보 홈페이지(http://www.krei.re.kr:18181/new_su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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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환율 상장 추이

주: 윗 그림은 엔/달러 환율이며 월평균치임.(2020년 11월의 수치는 제1주의 평균치)이며, 아랫 그림은 원/달러 환
율 추이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
시장정보 홈페이지(http://www.krei.re.kr:18181/new_su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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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합사료공장 입지현황
일본에는 배합사료공장이 60개사 107개 공장이 있다(2018년도 말 시점 기준).
각 공장들의 입지는 원료 수입에 유리하며, 축산 주산지가 존재하는 태평양 측에
일정한 형태로 집약이 진전되어 있다.
<그림 12> 배합사료공장 입지현황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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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배합사료 생산지 집약화
단위: 만 톤

1994년

2019년

도도부현
(주요 생산지)

생산량주)

점유율(%)

도도부현
(주요 생산지)

생산량주)

점유율(%)

1위

가고시마
(谷山, 志布志)

390

15.4

가고시마
(谷山, 志布志)

432

17.9

2위

이바라기
(鹿島)

342

13.5

이바라기
(鹿島)

417

17.3

3위

북해도
(苫小牧,釧路)

293

11.6

북해도
(苫小牧,釧路)

390

16.1

4위

아이치
(名古屋,知多)

229

9.1

아이치
(名古屋,知多)

204

8.4

5위

아오모리
(八戸)

148

5.8

아오모리
(八戸)

183

7.8

소계

-

1,400

55.4

-

1,626

67.4

전국계

-

2,526

100

-

2,414

100

공장계

160

107(2018년말 시점)

주: 생산량은 배합사료와 혼합사료의 계
자료: (公社)配合飼料供給安定機構 ｢飼料月報｣, ｢配合飼料産業調査｣.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
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3. 사료 관련 정책
3.1. 사료자급률 현황 및 목표
2019년도(잠정) 사료자급률(전체)은 25%이다. 이 중 조사료자급률은 77%였으
며, 농후사료자급률은 12%였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사료자급률에 대해 조사료에서
는 방목의 활용과 초지의 생산성 향상, 사료 생산조직의 고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농후사료에서는 미이용 자원의 이용과 사료용 쌀의 장기
안정적인 거래 확대 등에 의해 향상을 도모하여 2030년도 사료 전체의 34%를 자
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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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료자급률 현황 및 목표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2019년도 사료자급률(잠정)은 조사료자급률은 1포인트 상승, 농후사료자급률은
변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와 변함없이 25%였다. 조사료 자급률은 사
료작물의 경작면적은 보합상태이지만, 주산지인 북해도에서 날씨가 양호하게 돌
아가면서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 상승한 77%가 되었다.
<표 2> 최근의 사료자급률 추이(%)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잠정)

전체

25

26

26

26

27

28

27

26

25

25

조사료

78

77

76

77

78

79

78

78

76

77

농후사료

11

12

12

12

14

14

14

13

12

12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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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산사료기반에 입각한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낙농･육용우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비용의 30〜50% 정도를 차지
하는 사료비 절감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논이나 경작포기지의 유효
활용 등에 의한 사료생산의 증가, 식품잔류물(食品殘渣) 등 미이용 자원의 이용확
대 추진 등 종합적인 자급사료 증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해 수입사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축산에서 국산사료에 입각한 일본의 축산으로 전
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림 14> 국산 사료기반에 입각한 생산으로 전환(모식도)

주 1: 벼 발효 조사료: 벼 열매와 줄기 잎을 일체적으로 수확하여 발효시킨 소의 사료
2: 컨트랙터: 사료작물의 수확 작업 등의 농사를 도급받는 조직
3: TMR센터: 조사료와 짙은 사료를 조합한 소 사료(Total Mixed Ration)를 제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시설
4: 에코피드: 식품부산물 등이 원료로 제조된 사료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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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료용 쌀 활용 추진10)
3.3.1. 사료용 쌀 경작 현황
사료용 쌀은 옥수수와 거의 동등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다. 사료용 쌀은 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료용 곡물로서 축산 농가에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이
후 2017년까지 경작면적이 확대되어 2017년도에는 91,510ha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 이후 사료용 쌀 경작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2020년산 경작면적은
약 7.1만ha 정도이다.
<표 3> 사료용 쌀 경작면적(h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79,766

91,169

91,510

79,535

72,509

70,883

자료: 農林水産省 ｢新規需要米の都道府県別の取組計画認定状況｣.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
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3.3.2. 관련 정책사업
가) 사료용 쌀 생산 확대 추진 정책
사료용 쌀 생산 확대 추진 정책은 경종 측과 축산 측의 매칭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사료용 쌀 생산 확대 추진 정책사업으로는 경종 측
의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에 의해 생산을 지원하며, 컨트리엘리베이터 등을 정
비하고, 축산 측의 사료용 쌀 이용에 필요한 기계 도입과 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
등으로 사료용 쌀에 대한 생산･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각 세부사업별 내용 및 2020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을 활용하는 직접지불 교부금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략작물 조성으로
서 수확량에 따라 10a 당 5.5〜10.5만 엔을 지원한다. 지역의 재량으로 활용 가능
한 산지 교부금으로 생산성 향상 대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에서는 단
년도 계약이 아니라 복수년도 계약의 대응에 대하여 10a당 1.2만 엔의 산지교부금
을 추가 배분한다.
10) 일본의 사료용 쌀 이용정책에 대해서는 황명철, ‘일본의 사료용 쌀 이용정책과 시사점’, ｢해외곡물
시장동향｣ 8권1호(2019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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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활용 축산물 등 브랜드화 추진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는 사료용 쌀을 활
용하여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등 새로운 식품을 브랜드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원한다. 보조율은 정액방법이다.
셋째, 2019년도 보정사업의 하나로,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등 사
업이다. 이 사업은 축산클러스터 계획에 규정된 지역의 중심 경영체(축산농가, 사
료생산조직 등)에 사료용 쌀을 보관･가공･급이 등을 하는 데 필요한 기계 도입이
나 조제･보관시설 정비 등을 지원한다.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료용
쌀의 건조조제시설이나 보관･가공시설의 정비 등을 지원한다. 보조율은 1/2 이내
에서 이루어진다.
다섯째, 매칭 활동의 대응 체제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음 ①〜③과
같은 대응에 대해 지원한다.

① 새로운 사료용 쌀 공급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연락처나 희망 수량･가격 등
의 거래조건을 들어, 수요자 정보로 정리하여 산지 측(지역재생협･경종농가
등)에 제공한다.

② 지역(재생협)의 사료용 쌀의 경작 면적과 수량을 알아내어 산지 정보로 정리
하여 이용자(축산농가 등)에 제공한다.

③ 각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매칭 활동을 추진한다.
여섯째, 적정 농약 사용(벼 상태 그대로 급여하는 경우) 관련 사업이다. 벼는 현
미에 비해 농약의 잔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출수기 이후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
는 안전이 확인된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미로 급여하는 경우에는 벼에 사
용 가능한 농약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11).
<그림 15> 매칭활동의 추진 체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11) 農林水産省, ｢飼料用米の生産·給与技術マニュアル｣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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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료용 쌀을 활용한 축산물 고부가가치화 대책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업에서는 사료용 쌀의 이용･활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수입 옥수수 대체 사료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특징을 살려 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국산 사료라는 점과 논 이용･활용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홍보하면서,
사료용 쌀의 대응에 이해를 보이는 소비자층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3.3.3. 적용 사례
이 사업에 의해 브랜드화를 도모한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 1)〜4)와 같다.
가) 귀하게 자란 돼지(こめ育ち豚)
히라타 목장(平田牧場)은 야마가타 현 사카다시(山形県 酒田市)에서 양돈을 하
고 있는 농장이다. 이 목장에서는 야마가타 현 유사초(山形県 遊佐町), 사카타시
(酒田市), 도치키 현 나스시오바라시(栃木県 那須塩原市), 미야기 현 가미초(宮城
県 加美町) 등에서 사료용 쌀을 생산하고 있다. 축산물 판매자는 생협(生協, 생활
협동조합) 등이다.
이 목장의 특징은 산직(産直, 산지직거래) 제휴로 1996년부터 실험 대처를 개시
하였으며. 히라마키 삼원돈(平牧三元豚)에 10%, 금화돈(金華豚)에 15%를 각각 사
료용 쌀을 배합한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나) 야마토 돼지 마이러브(やまと豚米らぶ, 프리덴(フリーデン))
가나가와 현 히라츠카시(神奈川県 平塚市)와 이와테 현 다이토농장(岩手県 大東
農場)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농장이다.
사료용 쌀은 주로 이와테 현 이치노세키시(岩手県 一関市) 다이토 지구(大東地
区)에서 생산하고 있다. 축산물 판매자는 슈퍼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중산간지역의 휴경 논에서 생산하는 사료용 쌀을 축으로, 논
과 양돈을 결합한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료용
쌀을 15% 함유한 사료를 급여하여 ｢야마토 돼지 마이러브(やまと豚米らぶ)｣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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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메다마(こめたま)
토키와 양계(トキワ養鶏) 농장은 아오모리 현 후지사키초(青森県 藤崎町)에서
닭을 기르고 있는 농장이다. 사료용 쌀은 아오모리 현 후지사키초에서 생산하고
있다. 축산물 판매는 지역 백화점과 직판장, 생협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사료용 쌀을 최대 68% 함유한 사료를 급여하여, 노른자가 ‘레
몬 옐로우(レモンイエロー, 짙은 황색)’라는 특징이 있는 계란을‘고메다마(こめた

ま)’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토키와 양계의 인터넷 사이트12)에서도 판매를
개시하였다.
라) 토요노고메란(豊の米卵)
스즈키 양계장(鈴木養鶏場)은 오이타 현 히노데마치(大分県 日出町)에서 양계를
하고 있는 농장이다. 사료용 쌀은 오이타 현 내 전역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고 있
다. 축산물 판매는 현지 백화점, 직판장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사료용 쌀을 1〜40% 배합한 사료를 급여하고, 생산한 달걀을
오이타 현산 쌀을 활용한 ‘토요노코메란(豊の米卵)’으로 판매하고 있다.

3.4. 국산 농후사료 생산 이용 추진
3.4.1. 생산 이용 동향 및 개요
국산 농후사료의 생산하기 위하여 2008년경부터 북해도에서 이어콘사일리지
(ear corn silage) 생산을 개시하였다. 이어 콘 사일리지의 이어(ear)란 옥수수 자
수(雌穂, 암이삭) 즉 자실(子実), 심(芯), 외피(外皮) 부분을 가리킨다(그림 참조).
논이나 밭의 윤작체계에 자실용 옥수수를 도입함으로써 ① 배수성 개선, ② 녹비
에 의한 지력개선, ③ 연작장애의 회피가 가능하다.
사료용 쌀 등에 비해 단위면적당 노동시간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이 높다. 하지만, 보급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생산비용의 절감과 전용 수확기의 도
입, 안정된 공급체제의 구축(수요자와의 매칭, 보관시설의 확보)이 필요하다. 또
한, 모델 실증에 필요한 수확 전용 기계 도입 등의 대응에 대한 지원으로 국산 농
후 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12) 토키와 양계 홈페이지 주소는 http://tokiwa-group.com/tamag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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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축산 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사업(모식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국산 농후사료의 2019년 경작면적은 611ha(추정)였다.

3.4.2. 관련 정책 사업
가) 국산 농후사료생산 이용 추진 사업
2020년도 축산 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사업 중 세부사업인 사료생산 이용체
계 고효율화 대책사업이 있다. 이 사업 중 국산 농후사료생산 이용 추진 사업은 국
산 농후사료의 저비용 재배기술 등의 전국적인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조율
은 정액이다. 또한, 중점지구에 있어 국산 농후사료 생산･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한다.
<그림 17> 자실용 옥수수와 이어 콘 사일리지 사료화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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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실증, 실수요자와의 매칭 경비 지원 사업
기술 실증, 실수요자와의 매칭 등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보조
율은 정액이다. 실증에 필요한 수확 전용 기계, 조제･보관 관련 정비 등을 지원하
는 데는 보조율이 1/2 이내에서 지원된다.
다) 국산 농후사료 생산･이용 확대체계 구축 사업
국산 농후사료 생산･이용 확대체계 구축 사업은 기술 실증, 기술 습득 등에 관
련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보조율은 정액이다. 실증에 필요한
수확 전용 기계, 조제･보관, 품질관리와 관련된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
조율은 1/2 이내에서 지원한다.

3.5. 벼 발효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3.5.1. 생산 이용 동향
벼 발효조사료(벼 WCS, Rice Whole Crop Silage)는 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
질의 조사료로서, 경종농가･축산농가에게 모두 메리트가 있다. 2020년산 경작면
적은 약 4.3만 ha이다.
<표 4> 벼 WCS 경작면적 추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8,226

41,366

42,893

42,545

42,450

42,791

자료: 農林水産省, ｢新規需要米の都道府県別の取組計画認定状況｣.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
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벼 발효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사업은 논 활용의 직접지불 교부금이나 수확기
계의 도입에 대한 지원 등에 의해, 벼 WCS의 생산･이용의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
이다. 벼 WCS란 벼 이삭과 줄기를 통째로 젖산 발효시킨 조사료(Whole Crop
Silage)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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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벼 WCS 급여의 메리트와 과제
메리트
. 연작장애가 없다.
. 영양가가 양호하고, 소의 기호성이 높다.
.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과제
. 저코스트 재배기술 도입과 다수품종 개발에 의한
코스트 절감
. 안정된 공급
. 효율적인 보관, 유통체계 확립
. 품질 향상, 안정화가 필요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3.5.2. 관련 정책 사업
가) 논을 활용하는 직접지불 교부금
2020년 논을 활용하는 직접지불 교부금은 전략작물 지원으로서 10a당 8만 엔을
지원한다. 지역의 재량으로 활용 가능한 산지 교부금으로 경축연계 등에 대한 대
응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나)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한편, 20149년도 보정사업으로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등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축산 클러스터 계획에 자리매김한 지역의 중심적인 경영체(축산
농가, 사료생산조직 등)에 벼 WCS 수확에 필요한 기계의 도입이나 조제, 보관시
설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다)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
2020년도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은 벼 WCS 등 국산
조사료의 조제･보관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
루어진다.
라) 경엽(茎葉) 다수･고당분 벼 품종 개발
이 사업의 일환으로 경엽(茎葉) 다수･고당분 벼 품종이 개발되었다. 즉, 영양가
가 높은 벼 WCS용 품종 ‘다치 아야카(たちあやか, 중생, 中生)’, ‘다치스즈카(たち

すずか, 만생, 晩生)’품종을 개발하였다. 이 품종의 특징은 (1) 경엽이 다수이고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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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으며, (2) 당 함량이 높다. (3) 잘 넘어지지 않는다 등이다.

3.5.3. 적용 사례
생산현장에서 도입한 사례로는 히로시마 현(広島県)의 낙농부문의 사례가 있다.
벼 WCS 도입 전인 2011년에는 쿠사노호시(クサノホシ)라는 풀과 수입건초를 섞어
급여하였다. 당시의 305일 유량은 두당 10,070kg이었으며, 이로써 얻은 우유판매
액은 두당 926,440엔이었다. 2012년에는 다치스즈카(たちすずか)를 급여하였다.
당시 두당 유량은 10,739kg, 두당 우유 판매액은 987,988엔으로, 급여 전후의 차이
는 두당 유량 669kg 증가, 두당 우유 판매액 61,548엔으로 각각 6%씩 증가하였다.

3.6. 국산 볏짚을 둘러싼 상황
3.6.1. 볏짚 수급 현황
볏짚은 국내 생산량의 10% 미만에 상당하는 약 70만 톤 정도를 사료로 이용하
고 있지만, 약 20만 톤 정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볏짚 수집에 필요한
기계 도입이나 조제･보관시설의 정비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국산 볏짚 이용의 확대
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18> 국산 볏짚 이용 현황(2018년산)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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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사용하는 볏짚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량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료용 볏짚의 자급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산 기준으로 7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국산 볏짚 수급 상황
단위: 천 톤

구분

사료용 물량(1)

수입량(2)

사료수요량(3)=(1)+(2)

자급률(1)/(3)

2014년산

783

143

926

85%

2015년산

784

157

941

83%

2016년산

751

186

937

80%

2017년산

729

223

952

77%

2018년산

691

232

923

75%

주: 사료용 물량은 飼料課 조사(2017년산부터 조사방법 변경), 수입량은 財務省 ｢貿易統計｣(10월〜다음해 ９월까
지의 합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한편, 중국에서 수입하는 볏짚의 양은 2019년 기준 219천 톤(확보치) 정도이다.
중국산 볏짚의 통관 가격은 매년 변동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28.6〜32.3엔/kg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7> 중국에서 수입하는 볏짚 수입량과 통관가격
수입량(천 톤)

통관가격 (엔/kg)

2016년도

168

31.4

2017년도

209

32.3

2018년도

237

29.7

2019년도(확보치)

219

28.6

2020년도(4월〜9월)(속보치)

113

32.0

자료: 財務省 ｢貿易統計｣.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3.6.2. 관련 정책 사업
가) 웹사이트를 활용한 매칭
2019년 8월 전선에 동반된 호우, 2019년 동일본 태풍 등으로 국산 볏짚 수집이
어려워지자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추가로 웹사이트를 활용한 매칭
노력을 실시 중에 있다13).
13) 농림수산성 볏짚 수금매칭 웹사이트 https://www.maff.go.jp/j/chikusan/sinko/lin/l_siryo/inawar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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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한편, 2019년도 보정 사업인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등 사업은 축
산클러스터계획에 규정된 지역의 중심 경영체(축산농가, 사료생산조직 등)에 국산
볏짚 수집에 필요한 기계의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다)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
2020년도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은 국산 볏짚 등 국산
조사료의 조제･보관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라) 축산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사업
2020년도 축산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사업은 국산 사료자원 생산 이용 확대
대책 중 미이용 자원 활용 대책이다. 볏짚을 포함한 지역의 미이용 자원 활용 촉진
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율은 정액이다.
마) 볏짚 매칭 추진 사업
국산 볏짚 매칭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성이 볏짚 생산자와 축산농가
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웹사이트에 각기 등록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연
결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볏짚 건조 이용 이외의 활용 중 생볏짚 사일리지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생볏짚 사일리지의 특징은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가 가
능하며, 베타카로틴(비타민 A), 비타민 E 함유량이 건조 볏짚보다도 많다(비육중
기 급여에 주의), 건조 볏짚에 비해 기호성이 좋다.
유의점으로는 1) 롤(roll) 성형 시 유산균을 첨가하여 랩핑(Wrapping)해야 하
며, 2) 개봉 후에는 2일 이내에 전부 사용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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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초지 등의 생산성 향상
3.7.1. 초지 현황
초지 또한 중요한 조사료 자원 중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초지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여 왔으며, 초지 개량률이 저하되고 잡초 방
제 도 어렵게 되어(難防除雑草14))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등 초지 활성화에 다수의
과제가 놓여 있다. 또한, 태풍과 호우증가, 가뭄 등 기상불안으로 초지개량이나 사
료생산에 악영향도 발생하고 있다.
<표 8> 초지개량 실시상황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초 경작면적 (만ha) A

56.9

57.6

55.4

54.1

53.9

53.5

53.4

목초개량/정비면적(만ha) B

3.4

2.6

1.6

1.9

1.7

2.0

1.6

초지개량율 (%) B/A

5.9

4.6

2.6

3.5

3.1

3.7

3.1

자료: 북해도 농정부 조사.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그림 19> 난방제 잡초 구제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3.7.2. 관련 정책 사업
가) 초지 난방제잡초 구제대책과 초지생산성 향상대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초지 난방제잡초 구제대책(草
14) 난방제 잡초(難防除 雑草)란 뿌리줄기 등에서의 번식이 왕성하고 제초제가 효과가 없으며, 단일한
방법으로의 방제가 곤란한 잡초를 말한다. 난방제 잡초는 번식력이 왕성하고 목초의 수량이나 품질
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 일체가 된 계획적인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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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難防除雑草 駆除対策)과 초지생산성 향상대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초지 등으
로 전환하고 리스크 분산에 대해 대처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다. 개량 후의 초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관리에 의해 생산성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초지 난방제 잡초 구제 기술 실증 사업
한편, 2019년 보정사업으로 공공목장 활용 화우 송아지 등 증산 대책 사업이라
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초지 난방제 잡초 구제 기술 실증 사
업이 있다. 이 사업은 난방제 잡초구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난방제
잡초구제 기술의 실증 노력을 지원한다. 보조율은 정액과 1/2 이내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다) 리스크 분산형 초지 개량 추진 사업
2020년도 축산 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초지 생산성
향상 대책이 있는데, 또한 이 사업의 세부 사업 중 리스크 분산형 초지 개량 추진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불안정한 기상에 대응한 리스크 분산 등으로 안정적인 수
확을 확보하기 위한 초지 개량을 하는 대응에 대해 지원한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20> 기상 불안으로 인한 목초 수확량과 단수 변화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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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분산을 위한 대처의 예로써 수확적기를 확대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
서는 포장의 일부를 다른 초종으로 전환함으로써 수확적기가 확대되고, 기상불순으
로 인한 수확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한 사례이다. 예를 들면, 티모시15)를 주체로 하
는 포장 60ha 중에서 30ha를 오차드글라스16)를 주체로 하는 포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림 21> 전환 후 수확기(이미지)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15) 티모시(timothy) 또는 티머시라고도 한다.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여러해살이풀(영년초종)이다. 유
럽과 온대 아시아 원산이다. 높이 80∼110cm이다.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며 곧게 서고 무리지어 난
다. 뿌리 바로 위줄기 밑의 마디에 볼록한 비늘줄기가 있으며 이삭 모양이 특이하다. 뿌리는 얕게퍼
지고 섬유 모양이며 땅속줄기를 내어 옆으로 퍼지지는 않는다. 잎은 납작하며 녹색이고 길이 20∼
60cm, 나비 5∼10mm이다. 잎혀는 동그라미를반으로 자른 모양이며 길이 1∼3mm이다. 꽃은 6∼7
월에 피는데, 꽃이삭은 길이 10∼20cm이고 원기둥 모양이며 여러 개의 작은이삭이 촘촘히 달린다.
작은이삭은 1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납작한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다. 화피가 없고 꽃밥은
자줏빛이다. 포영(苞穎: 작은이삭 밑에 난 1쌍의 포)은 좁은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고안쪽으
로 접히며 막질(膜質: 얇은 종이처럼 반투명한 것)이고 끝이 뾰족하며 까끄라기가 된다. 호영(護穎:
화본과 식물 꽃의 맨 밑을 받치고 있는 조각)은 털이 없고 길이 약 1.5mm이며 수술은 3개이다. 열
매는 영과로서 7월에 익으며 번식은 종자나 포기나누기로 한다. 방목지 엔실리지로 쓰고 줄기가 가
늘어서 건초의 재료로 가장 좋으며 고랭지에 알맞은 목초이다. 한국에는 목초자원으로 들여온 귀화
식물이며
전세계의
냉･온대지방에서
재배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6) orchard grass.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여러해살이풀. 유럽과 서아시아 원산이며 목초(牧草)로서
미국을 통해 들어왔으나 들로 퍼져나간 것이 있다. 높이 1m 내외로서 분록색이 돈다. 잎은 편평하
고 줄 모양이며 뿌리에서 모여 나서 커다란 포기로 되고 줄기에도 달린다. 꽃은 6∼7월에 피고 원
추꽃차례를 이룬다. 꽃이삭의 가지 끝에 작은 이삭이 모여달리고 작은 이삭은 납작하고 길이 7∼
8mm이며 2∼4개의 꽃이 들어 있다. 포영은 길이 3~5m로 막질이며 중앙맥을 경계로 접히며 털이
있다. 첫째 포영에는 1맥, 둘째에 3맥이 있다. 호영은 5맥이 있고 끝이 뾰족하게 되어 까락처럼 된
다. 과수원에서 재배할 수 있는 목초로 적당하기 때문에 오차드글라스(orchard grass: 과수원 풀)라
는 이름이 생겼다. 추운 지방에서는 봄철에 종자를 심고 따뜻한 곳에서는 가을에 종자를 심으며, 1
포기의 수명은 3∼6년이고 토끼풀과 같이 심는다. 봄에서 여름까지 생육이 왕성하고 5∼7포기 간격
으로 베어서 쓰며 10a(300평)에서 연간 5,000∼7,000kg 생산된다.(출처: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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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컨트랙터17)의 보급 및 정착
3.8.1. 컨트랙터 조직 현황
사료생산에 있어서의 컨트랙터(contractor)는 축산농가에서 파종이나 수확 등
의 자급사료의 생산을 위한 작업을 수탁하는 외부지원 조직이다. 2019년 컨트랙터
등18)의 조직 수는 858개 정도이다.
컨트랙터는 농지의 이용집적, 고성능 기계 활용과 전문기술자에 의한 작업을 통
해서 사료 생산작업 효율화, 사료작물 단수 증가와 영양가 향상에 공헌하고 있다.
사료 생산기계나 ICT19) 기기 도입, 작업 체계 재검토에 관한 대응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양질의 국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컨트랙터
조직 수는 2013년 317개소에서 2019년에는 858개 조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의 경우, 지역별 컨트랙터 조직 수는 북해도가 30%, 큐슈가 20%를 차지한다.
<표 9> 컨트랙터 등 조직 수 추이
지역

2003

2008

2013

2018

2019

전국

317

522

581

826

858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표 10> 컨트랙터 지역별 조직 수(2019년)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

호쿠리쿠

토카이

긴키

주시코쿠

큐슈

오키나와

228

145

139

16

30

15

99

179

7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17)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료 수확을 대행해주는 컨트랙터를 ‘경영체’라고 한다.
18) 작업수탁을 하지 않고 계약에 의거한 조사료 생산･판매만 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19)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창조경제의 기반이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
터, 모바일, 웨어러블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
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연결, 사물과 사물의 연결도 가능하게 한다. 창조의 가능성이 무한하
게 열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보완해
야 진정한 창조경제를 만들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창조경제정책의 이해, 2014. 4. 15., 김
대호,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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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관련 정책 사업
가) 사료생산 조직 고효율화 대책 사업
2020년도 축산 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사업 중에는 사료생산 이용체계 고효
율화 대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는 세부사업으로 사료생산 조직 고효율화
대책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ICT의 활용과 사료생산 작업의 재검토와 조합에 의
한 작업 효율화를 위한 검토 등에 필요한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율은 정
액 또는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나) ICT의 활용 등 사료 생산 작업 재검토 통한 효율화 도모 사업
작업 효율화의 방침에 따라서 ICT의 활용과 함께 사료 생산 작업의 재검토를 통
한 효율화를 도모하는 대응을 실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2018년 사료작물 수확작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수확되는 사료 작물로는 북해도
에서 목초가 가장 많고(조직 수의 97%), 도부현에서는 WCS용 벼가 가장 많다(동
68%).
<그림 22> 사료작물 수확작업의 내역(2018년)

다)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2019년 보정 사업인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등 사업은 축산클러
스터 계획에 규정된 지역의 중심 경영체(사료생산조직 등)에 대해 자급사료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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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의 도입 및 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라)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
2020년도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은 국산 조사료나 사
료용 쌀의 조제･보관･공급시설의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보조율
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3.9. TMR센터 보급 및 정착
3.9.1. TMR 센터 조직 현황
TMR센터는 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사료(TMR: Total
Mixed Ration20))를 조제하고 축산농가의 마당까지 배송하는 외부 지원조직이다.
2019년의 TMR센터 조직 수는 156개 조직이 있다.
이 사업은 양질적이고 품질이 안정된 TMR을 연중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
료조제에 드는 노동력 경감, 젖소 비유량 증가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사료조제를
위한 고도의 지식이 없는 사람의 축산경영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 사
업으로 TMR센터의 시설정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산 조사료의 생산･공급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TMR 센터의 조직 수는 2003년 32개소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56개
조직으로 증가하였고, 북해도가 그 중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간토(關
東)가 32개소, 토호쿠(東北)가 15개소 정도 있다.
<표 11> TMR센터 조직 수 추이, 지역별 조직수(2019년)
지역

2003

2008

2013

2018

2019

전국

32

85

110

143

156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20) 우리나라에서는 ‘섬유질배합사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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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TMR 센터 지역별 조직 수(2019년)
홋카이도(北海道)

토호쿠(東北)

칸토(關東)

주시코쿠(中四國)

큐슈(九州)

88

15

32

3

18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3.9.2. 관련 정책 사업
가)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등 사업
2019년도 보정 사업인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등 사업은 축산클
러스터계획에 규정된 지역의 중심 경영체(사료생산조직 등)에 대해 자급사료 증산
이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 도입, 시설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고품질 TMR 공급 지원대책 사업
또 다른 2019년도 보정 사업인 공공목장 활용 화우 송아지 등 증산대책 사업의
세부사업인 고품질 TMR 공급 지원대책 사업은 TMR의 품질개선 계획을 수립한
TMR센터에 대해 해당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벙커사일로 보수･보수 노력 등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율은 정액 또는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2018년의 경우, 공급대상축종은 TMR센터의 90%가 젖소용으로 공급되었다. 도
부현에는 육용우용으로 공급하는 TMR센터도 있다.
<그림 23> 공급대상 축종(2018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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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
2020년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은 국산 조사료나 사료
용 쌀의 조제･보관･공급시설의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24> TMR센터의 시설･기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3.10. 방목 추진
3.10.1. 방목 현황
전국에서 방목되는 소는 젖소(낙농)에서는 총사육두수의 약 23%에 상당하는 약
30만 마리, 육용우(번식)에서는 총사육두수의 약 17%에 상당하는 약 11만 마리로
조사되었다21). 육용우(번식)에서는 전년과 비교하여 2%포인트 저하되었다. 이는
규모 확대나 번식비육 일관경영의 증가 등을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방목은 사료의 생산･급여나 가축 배설물 처리의 생력화가 가능한 사육 관리 방
법으로, 낙농･육용우 경영의 코스트 절감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방법이다.
방목에 필요한 목책, 간이 시설의 정비, 방목 기술의 도입이나 생산성이 높은 초지
로의 전환 등의 지원에 의해, 방목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21) (一社)日本草地畜産種子協会 조사. 日本草地畜産種子協会, ｢草地管理指標-草地の管理作業及び草地の
採草利用編-｣,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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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방목 두수
(단위: 만 두, %)

구분
전국
북해도
도부현

사육두수
방목두수
사육두수
방목두수
사육두수
방목두수

젖소(낙농)

육용우(번식)

132.8

61.0

29.9 (22.5)

10.6 (17.4)

79.1

7.5

27.5 (34.8)

4.3 (57.3)

53.7

33.5

2.4 (4.5)

6.3 (11.8)

주 1: 방목두수는 경영 내 방목과 공공목장에 예탁하여 방목시키는 두수의 합계이며, 중복된 경우도 포함.
2: 육용우 두수는 송아지 생산용 번식암소(1세미만 포함) 두수
자료: 방목두수는 (一社)日本草地畜産種子協会 조사, 사육두수는 畜産統計(平成30年２月１日 現在). 일본농림수
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에서 재인용

한편, 농림수산성에서는 방목에 의한 코스트 절감 효과를 시산한 결과도 제시하
였다22). 전제조건으로는 번식자우 2두〜５두 규모이며, 방목기간은 ５월〜10월까
지 6개월간 방목하는 것으로 하여 시산하였다. 일반적인 사육방법인 축사사육의
경우 육용우 번식경영에서 송아지 1두당 생산비는 739천 엔 정도인데, 방목의 경
우에는 송아지 두당 629천 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사사육을 100으
로 할 때 방목은 이의 72%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비용 절감 항목을 보면, 사료
비 이외에도 노동비나 기타경비에서도 비용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방목에 의한 코스트 절감 효과(시산)23)

주: 2017년도 축산물생산비(송아지 생산비 ２두～５두 규모 미만)에 의한 송아지１두당 생산비를 시산. 전제조건은
번식자우 2두-５두 규모, 방목기간：５월～10월(6개월)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22)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23) 우리나라에서의 방목에 의한 코스트 절감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허 덕 외 5인,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2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지축산의
형태를 분류하고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중 제주도 마을목장을 대상으로 방목의 경제성을 분
석한 결과, 방목우 두당 30만 원〜75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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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관련 정책사업
가) 육용우･낙농 기반 강화 대책(방목 활용형) 사업
2020년도 축산 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 추진 사업 중 세부사업인 국산 사료
자원 생산 이용 확대 대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육용우･낙농 기반 강화 대책(방
목 활용형) 사업은 방목주체의 유기축산에 대한 전국적 보급을 위한 대처를 지원
하며, 보조율은 정액이다.
나) 번식기반강화 지원 사업
또한, 번식기반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있다. 번식 기반 강화를 위해 육용
우 번식 암소 등의 방목을 활용한 지역 내 일관 체제 구축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
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정액 또는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다)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등 사업
2019년도 보정사업인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대책기금 등 사업은 축산 클
러스터 계획에 지정된 지역의 중심적인 경영체(축산을 영위하는 사람 등)가 실시
하는 방목에 필요한 전기목책기(電牧器) 등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율
은 1/2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라)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
2020년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 사업은 미이용지를 제경법
(蹄耕法24)) 등과 같이 불경기(不耕起)로 방목지 등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조율은 상한을 10a당 7만 엔, 1/2 이내에서 지
원한다.

24) 제경법(hoof cultivation). 소, 면양 등 초식성 가축에 의한 적극적 방목과 토양개량, 시비, 파종을 겸
하여 목초지를 조성하는 불경기법에 의한 초지조성 방법. 불경운 초지조성방법의 하나로 가축의 발
굽을 이용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방법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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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현장 적용 사례
실제로 현장에서 방목의 의한(?) 대응 사례들을 살펴보자.
가) 북해도 야쿠모쵸 A목장(北海道 八雲町Ａ牧場)
이 농장은 2017년 기준으로 젖소(낙농) 66마리, 초지면적 75ha의 규모이다. 이
농장은 1996년부터 방목 낙농으로 전환하여 주야간 방목에 의한 사육 관리를 실시
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는 방목으로 유량은 감소하였지만, 사료비나 위생비 절감
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나) 이바라기 현 이나시키 시 신리네협동농학학원 농장(茨城県 稲敷市 新利根協同農学
塾農場)
이 농장은 2005년경부터 구입 사료 위주의 낙농경영에서 방목 낙농으로 방침을
전환하였다. 이 농장에서는 농후사료에 대해서는 자실 옥수수를 치바 현 나리타시
(千葉県 成田市)의 컨트랙터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2017년에는 치즈공방을 열어
마을의 활성화･유지에 힘쓰고 있다.
이 농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젖소(낙농) 30마리, 초지면적 15ha이다.
다) 야마구치 현 야마구치 시 야마구치형 방목아토 협의회(山口県 山口市 山口型放牧あ
とう協議会)
이 농장은 경관작물의 재배부터 보다 간단한 농지관리로서, 2010년부터 전작한
밭이나 경작포기지 등에서 야마구치형 방목을 개시하였다. 2017년에는 JA(일본
농협)가 중심이 되어 협의회를 설립하였고, 화우개량조합에 의한 방목우 대여와
농사조합법인에 의한 방목관리 대응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현지 검토회나 연수회
를 개최하고 있으며. 육용우 경영의 생력화와 농지보전에 공헌하고 있다.
이 농장의 규모는 2018년 기준 육용우(번식) 57마리, 초지면적 26.1ha이다.
라) 나가사키 현 히라도 시 이시하라 방목부회(長崎県 平戸市 石原放牧部会)
이 농장은 2012년에 축산 농가 3호가 방목부회를 설립하였으며, 경작포기농지
를 이용한 흑모화종(黑毛和種, 검은색 화우종) 번식 암소 방목을 개시하였다. 경작
포기농지의 해소에 의해 경관이 개선되어 주변지역은 관광 PR과 자동차 CM,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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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이용되고 있다.
이 농장의 규모는 2018년 기준 육용우(번식) 13마리, 초지면적 5.92ha이다.

3.10.4. 방목 실천 가시화(방목 축산 기준 인증제도)
(일반회사법인)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에서는 2009년부터 방목 중인 목장 중 방
목면적이나 방목기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을 ‘방목축산실천목장’으
로 인증하고 있다. 또한 이에 맞추어 방목축산실천목장에서 생산되는 우유, 아이
스크림 등에 대해 축산물 인증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6> 방목축산의 생산 흐름과 기준 인증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2019년 10월 기준으로 목장에서 87건, 축산물에서는 12건(우유 4건, 아이스크
림 3건, 치즈 1건, 요구르트 2건, 쇠고기 2건), 방목송아지에서 4건, 방목비육우로
2건이 각각 인증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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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축산 생산흐름과 8가지 기준 인증을 살펴보면, 방목 축산물을 생산하는 목
장의 사육 관리 사항의 기준을 정한 ‘방목 축산 기준’ 외에, 낙농에서는 4개의 생산
기준, 육용우에서는 3개의 생산 기준을 수립하여 놓았다.
<그림 27> 방목 풍경 및 방목 인증 마크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표 14> 인증의 종류 및 인증건수
인증의 종류

건수

1

방목축산 기준(방목축산 실천목장)주)

목장

91

2

방목낙농우유생산 기준

축산물

4

3

방목낙농유제품생산 기준

축산물

5

4

방목우유생산 기준

축산물

-

5

방목유제품생산 기준

축산물

1

6

방목송아지생산 기준

송아지

3

7

방목비육우생산 기준

비육우

2

8

방목쇠고기생산 기준

축산물

2

주: 2020년 7월 기준. 방목축산실천농장 내역 낙농 81건, 육용우(번식) 10건.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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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미이용 자원의 사료로 활용 추진(에코피드)25)
3.11.1. 에코피드 현황
일본에서는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에코피드(식품잔여물이용사료)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일본의 에코피드 제조수량은 최근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잠정) 에코피드 제조수량은 119만 TDN톤(잠정)으로 농후사료 전체의 약
6%에 해당한다.
국산 원료 유래 에코피드는 33만 TDN톤으로 새로운 ‘식량, 농업, 농촌 기본 계
획’에서 2030년도 농후사료 자급률 목표 15%를 달성하기 위해 국산 원료 유래 에
코피드 중심으로 생산･이용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식품잔류물을 배출하는 식품 관련 사업자와 에코피드 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
에 의해, 에코피드에 의해 생산된 축산물을 판매하여, 리사이클 루프를 구축하는
대처도 행해지고 있다.
<그림 28> 에코피드의 제조 현황

주: 2017년도 집계부터 조사대상품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이전과 연속되지 않음. 또한, 2016년도 빨간
글자는 동 품목에 의한 참고치.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조사.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
스트판)’, 2020年 8月에서 재인용
25) 에코피드(ecofeed)란 ‘친환경’(ecological)과‘절약하다’(economical) 등을 뜻하는 ‘에코’(eco)와 ‘사료’를
뜻하는 ‘피드’(feed)를 합친 조어이다. 일본에서는 에코피드를 “식품제조 부산물(장유박(醤油粕)이나 소
주박(焼酎粕) 등,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나 팔리지 않은 식품(빵이나 도시락 등,
식품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것), 조리하고 남은 잔류물(殘溜物, 채소의 절단 부스러기나 비가식부 등,
조리할 때 발생하는 것), 농장에서 남긴 잔류물(규격 외 농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가축용 사료”
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에코피드 현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허 덕, ‘일본의 에코피드 현황
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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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관련 정책 사업
가) 미이용 자원 활용 대책사업
관련 정책사업으로는 첫째, 2020년도의 축산 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산 사료자원 생산 이용 확대 대책 중 미이용 자원 활용 대책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미이용 자원 활용사례를 보급하고, 에코피드를 활용한 차
별화 축산물의 유통･판매 관련 보급 및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
업의 보조율은 정액이다.
나) 지역 미이용 자원 활용촉진 사업
이 사업의 또 다른 내용 중에는 식품잔류물 등 지역의 미이용 자원 활용촉진 사
업이 있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정액이다. 이 사업은 국산유래 식품잔재 등 적극적
인 수집을 통한 에코피드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며, 2010년도까지 계획을 승
인받은 대응이 대상이 된다. 지원 규모는 증산의 경우 톤당 3천 엔, 국산유래 식품
잔여물 등에는 톤당 4천 엔, 분별실시에 톤당 4천 엔, 함수율 삭감에 톤당 1천 엔
등이다.

3.11.3. 에코피드 이용 대응 사례
가) ㈜일본푸드에콜로지센터
에코피드를 이용한 대응사례로는 가장 먼저 ㈜일본푸드에콜로지센터를 꼽는다.
센터에서는 간토(關東) 근교의 170건 이상의 식품 사업자가 분별 관리된 식품 잔
류물을 사료화 시설에 냉동차로 반입하고 있다.
가수, 가열, 발효의 처리에 의해, 양돈용의 발효 리퀴드 사료(액상 사료)를 제조
하게 되는데, 단순한 리사이클의 추진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돼지고기 생산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생산한 돼지를 그룹 내외로 판매하는 지역순환 축산의 ｢환(環,
루프)｣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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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일본푸드에콜로지센터의 에코피드 이용 체계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나) 오노양돈(小野養豚)
정부에서는 에코피드를 급여하고 특색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선진사례를 수
집하고 우량사례를 표창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코피드 생산･활용을 위한
추진체계를 보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사업실시주체는 (공사)중앙축산회이다.
이 사업에 의해 2019년도에는 유한회사 오노양돈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오
노양돈은 야마구치 현 하기 시(山口県 萩市)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농장이다. 빵부
스러기, 땅콩부스러기, 쌀겨 등을 원료로 하여 웻피딩(wet feeding)방식으로 비육
돈에 급여하고 있다. 동물의약품회사에 사료설계를 의뢰하고, 정기적으로 사료 배
합비율을 수정하는 등 축산물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다. 생산된 돼지고기의 80%는
자사 내에서 정육으로 가공하여 ‘무쓰미돈(むつみ豚26))으로 판매하고 있다.

26) ‘다섯 가지 맛의 돼지’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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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의 사료비용 절감비율27)은 약 44%이며, 에코피드의 원료로는 빵부스러기,
땅콩부스러기, 쌀겨 등을 이용하고 있다. 비육후기의 에코피드 함유비율28)은 60%
이다.
다) 주식회사 유목사(株式会社悠牧舎)
군마 현 마에바시 시(群馬県 前橋市)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목사(株
式会社悠牧舎)는 2019년 이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농장에서는 빵, 포
테이토필(감자껍질), 유장 등을 원료로 하여 네덜란드식 리퀴드 피딩(liquid
feeding) 시스템을 도입한 대규모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비육, 번식, 포육의 각
생산단계에서 사료원료의 종류를 바꾸며, 컴퓨터에 의해 위생적인 급여 계획을 실
시하고 있다. 생산된 돼지고기는 ‘사꾸라키누부다(桜絹豚29))’로 판매하고 있다.
이 농장의 사료비용 절감비율은 약 59% 정도이며, 비육돈 사료의 에코피드 함
유비율은 70%나 된다.
라) 구마모토 현립 구마모토 농업 고등학교
특별상은 구마모토 현립 구마모토 농업 고등학교와 오사카 부립 농예 농업 고등
학교가 받았다.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시(熊本県 熊本市)의 구마모토 농업 고등학
교에서는 양돈을 하고 있으며, 빵, 낫토, 대두피, 녹두, 텡구사(テングサ, 우뭇가
사리의 일종), 쌀가루를 원료로 발효사료 ‘엑설런트’를 생후 30일부터 출하까지 돼
지에게 급여하여 저비용 양돈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생산된 돼지고기는 '신데렐라
네오 포크'로서 판매하고 있다.
현의 산업기술센터에서 육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학･관 제휴에 의한 실시로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농장의 사료비용 절감비율은 90%이며, 에코피드 함유비율은 100%이다.
마) 오사카 부립 농예 농업 고등학교
오사카시 부 사카이 시(大阪市府 堺市)에 있는 오사카 부립 농예 농업 고등학교
27) 사료비용 절감비율 = (에코피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료비용 - 에코피드를 이용했을 경우의
사료비용)/에코피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료비용
28) 에코피드 함유비율 =에코피드 급여사료량/(에코피드 급여사료량 + 에코피드 외 급여사료량)
29) ‘벚꽃비단 돼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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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비육우와 양계를 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는 와인박과 후스마(일본의 다다
미를 만드는데 쓰는 풀)를 혼합하여 젖산발효시킨 ‘와인박 사일리지’를 비육우에게
급여하여 ‘노우게이 히메우(のうげい姫牛30))’ 및 ‘농예마더비프(農芸マザービー

フ)’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채란계에게도 급여하여 ‘나니와31) 와인달걀(なにわワ
インたまご)’을 생산하는 등 자원순환형 축산을 실현하여,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
의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다.
이 농장의 사료비용 절감비율은 33% 정도이며, 에코피드 함유비율은 50%이다.

3.11.4. 에코피드에 관한 인증제도
가) 에코피드 인증제도
에코피드와 관련된 인증제도는 사료로써의 에코피드를 인증하는 ‘에코피드 인증
제도’와 에코피드로 생산된 축산물을 인증하는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 인증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에코피드 인증제도는 일정한 기준(식품순환 자원의 이용률과 영양성분 등)을
만족하는 식품순환 자원이용 사료를 ‘에코피드’로써 인증해 주는 것이다. 식품 리
싸이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9년 3월부터 시작
하였다.

나)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 인증제도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 인증제도는 에코피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
해를 구하여, 에코피드의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이활용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일
정 기준을 만족하는 축산물을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로써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2011년 5월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에코피드 인증제도와 에코피드이용 축산물 인증제도의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다
음 그림들에서 알아볼 수 있다.

30) ‘농예(農藝) 공주 소’라는 의미이지만, ‘무덤덤하고 느린 공주 소’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31) 오사카(大阪) 시와 그 부근의 옛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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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에코피드 인증제도의 운영 매카니즘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그림 31>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매카니즘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畜産部飼料課, ‘エコフィードをめぐる情勢(일러스트판)’, 2020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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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양질의 저렴한 배합사료 공급을 위한 대책
3.12.1. 대책의 요점
일본 정부는 농업자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양질이면서도저렴
한 농자재 공급’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등에 의거, 배합사료제
조업을 포함한 농자재사업자의 사업재편 촉진과 거래조건 가시화, 종목집약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3.12.2. 추진 사례
최근의 사업재편 사례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에 따른 인
정사업재편계획을 들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사례로는 ① 피드원(주)(フィード·ワン
(株))가 있는데, 이 회사는 2019년 3월에 인정받았다. 이 회사는 공장 노후 자회사
로부터 자사 신공장으로 제조를 이관하였다.

② 메이지 사량(주)(明治飼糧(株))･닛신마루베니사료(주)(日清丸紅飼料(株))는
2019년 7월에 인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관동지역에서 자회사를 신설하고, 소 사
료제조를 자회사에 이관하였다. 또한, 관서지역에서는 기존 자회사에 자본 참가를
하여, 소 사료 제조를 이관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2> 메이지 사량(주)･닛신마루베니사료(주)의 사업재편 사례(모식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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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쿠렌조합사료(주)(ホクレンくみあい飼料(株))･유키지루시종묘(주)(雪印種
苗(株))는 2019년 7월에 인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사료제조
를 이관한 사례이다. 아래 그림은 호쿠렌 조합사료(주)의 사업재편 모식도이다.
<그림 33> 호쿠렌 조합사료(주)의 사업재편 사례(모식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④ JA서일본조합사료(주)(JA西日本くみあい飼料(株))는 기타 대응 사례의 유형
으로 구분된다. 이 회사는 4개의 공장을 2개의 공장에 집약하여 2019년 2월에 완
료한 사례이다.

3.12.3. ‘가시화(見える化)’에 관한 대응
‘AGMIRU(아그미르)’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농자재 비교 구입 웹사이트이
다. 이 웹사이트32) 개설에 의해 복수사업자의 가격이나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었다(2017년 6월〜 ).
또한,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에 의거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자에게 유리한 조
달에 이바지하도록 각 축종별 전국적인 구입가격을 공표하였다(2018년 8월〜 ).

3.12.4. 종목 집약에 대한 대응 사례
JA전농은 소 로트(small lot) 약 500개 종목에 대해 2019년 1〜3월에 307개 종
목까지 삭감하였다.
또한, 각 메이커의 젖소용 배합사료나 종돈용 사료 브랜드를 재검토하고 집약함
에 의해(?) 비용 절감 대책 등이 진전되었다.
32) https://agmi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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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배합사료 가격 안정제도33)(개요)
배합사료 가격 안정제도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해 ① 민간(생산자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적립에 의한 ‘통상 보전’과

②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시 통상적인 보전을 보완하는‘이상 보전’(국가와 배합사
료 업체가 적립)의 2단계 구조에 따라 생산자에게 보전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 제도를 재검토하여 통상 보전 발동 지표를 배합사료 가격(제조
업체 제시가격(建値)에서 수입 원료 가격으로 변경하였다. 2008년도에는 통상 보
전 기금을 ALIC로부터 차입하였는데, 약 1,192억 엔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2020년
2월에 상환을 완료하였다.
2020년도 제1분기(4〜6월)부터 2020년도 제2분기(7〜9月)까지 6기 연속으로
통상･이상보전 모두 발동을 하지 않았다. 2020년도 6월말 시점에서 대응 가능한
기금잔고는 이상보전기금과 통상보전기금을 합해 약 1,534억 엔으로 추정된다.
<그림 34> 배합사료 안전제도의 기본적인 메카니즘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33)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송주창,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 및 공급 안
정제도｣, [축산업 연구시리즈 8], GS&J Institute, 2008.1.9.와 송주창, 이정환, ｢사료곡물을 잡아라 :
일본의 경우｣, [축산업 연구시리즈 9], GS&J Institute, 2008.1.23.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 발동상황에 대한 것은 허 덕, ‘일본의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발동상황’, ｢세계농업
｣, 2008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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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배합사료 안정제도 발동 조건
.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개월 평균에 비해 115%를 넘는 경우
이상보전기금
(국가와 업체가 1/2씩 거출)

기금잔고
(2020년 6월말 시점에서 대응 가능한 액)
약 720억 엔(추정)
.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개월 평균을 상회할 경우

통상보전기금
(생산자(톤당 400엔)와 사료업체(톤당
800엔)을 거출)

기금잔고
(2020년 6월말 시점에서 대응 가능한 액)
약 814억 엔(추정)
(이상보전기금과 합하여 약 1,534억 엔)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그림 35> 수입 원료 가격의 추이와 배합사료 가격 안정 제도의 보전 실시 상황
단위: 엔/톤

주１: 수입원료가격은 옥수수, 고량, 대두박, 보리, 밀의 5가지 원료의 평균가격. 2016년 3분기까지는 후스마를 포
함한 6가지 원료 가격
주２: 수치는 속보치
자료: 財務省 ｢貿易統計｣, (公社)配合飼料供給安定機構 ｢飼料月報｣. 일본농림수산성 生産局畜産部飼料課, ｢飼料
をめぐる情勢｣, 2020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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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관련 사업들의 예산(개요)
3.14.1. 대책의 포인트
사료관계 2020년도 당초･2019년도 보정예산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책의 포인트는 국산사료의 더욱 많은 증산과 착실한 이용 확대로 사료자급
률의 향상을 도모하며, 사료생산기반에 입각한 강력한 축산경영을 확립한다. 그리
고, 사료･곡물의 비축, 긴급운반, 관계자의 제휴 체제 강화 등의 대응에 대해 지원
함으로써 배합사료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고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농업생산의 부흥을 위해 재해지의 생산력을 회복하는 대
응이나 농축산물 판매력 회복을 위한 대응에 대해 지원한다.

3.14.2. 세부사업별 예산 개요
가) 축산생산력･생산체제 강화대책사업(이 중 사료증산대책)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은 900백만 엔이며, 전년도 예산 1,383 백만 엔에 비
해 줄었다. 이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①〜 ④와 같은 세부사업에 사용된다.
① 초지생산성 향상대책
불안정한 기상에 대응한 리스크 분산 등에 의해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확을 확
보하기 위해, 초지개량이나 사료작물의 우량품종 이용의 대응을 지원한다.
② 사료생산 이용체계 고효율화 대책
사료생산조직의 작업효율화, 국산 농후사료의 생산진흥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③ 국산사료자원생산 이용확대 대책
방목, 미이용 자원의 이용, 유기축산물 생산의 보급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④ 지속적 사료생산 대책
온실효과 가스 절감사료의 유통량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 등에 대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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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지관련 기반정비(공공)
농촌진흥국이 계상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326,436백만 엔이며, 2019년
도에는 326,026백만 엔이었다. 그 내역을 보면, 2019년도 보정예산은 5,800백만
엔이었는데, 축산경영규모의 확대와 축산 주산지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사료생산
의 기반정비 등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다. 2019년도 추경예산은 축산클러
스터를 지원하는 초지정비 추진에 편성되었다.
다) 공공목장 활용 화우 송아지 등 증산 대책사업
이 사업은 2019년도 보정예산이 1,951백만 엔이었다. 이 사업에는 다음 ①〜②
의 세부사업이 있다.
① 지방공공단체의 공공목장･시험장 등의 풀(pool) 활용
이 사업은 공공목장･시험장 등의 우량 화우를 생산하기 위한 대처를 지원
한다.
② 난방제잡초구제(難防除雑草駆除) 기술 등의 실증
난방제 잡초구제 기술의 실증 및 고품질 완전혼합사료(TMR)의 안정적인 공
급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라) 사료곡물 비축대책사업
이 사업의 2020년 예산은 1,750백만 엔이며, 2019년도 예산도 1,750백만 엔이었
다. 이 사업은 민간이 사업계속계획(BCP)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사료곡물의 비축을
비롯한 배합사료의 안정공급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마) 동일본 대지진 농업 생산 대책 교부금(축산 관련)
이 사업은 내각부 부흥청에서 계상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210백만 엔이
며, 2019년 999 백만 엔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 사업의 세부 사업은 다음 ①〜②
와 같은 것이 있다.
① 피해지역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회복
이 사업은 초지의 생산성 회복을 위해 기계･시설 복구 등 강화 및 자급사료
생산･조제체제 재편에 관한 대응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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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축산물 판매력 회복
이 사업은 목초에 미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 저감이나 가축 개량체제 재구축
에 투자하는 대응 및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목초･우분퇴비 처리방법이나 집중
보관장소로의 이동 검토 등을 수행하는 대응에 지원한다.
바)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사료관계부분)
이 사업은 정책통괄관 산하 곡물과에서 계상하며, 2020년 예산은 305,000백만
엔인데, 2019년 296,079백만 엔에 비해 늘었다.
이 사업은 논을 활용하여 보리, 대두, 사료작물, WCS용 벼, 사료용 쌀 등을 생
산하는 농업자에게 지원한다.
사) 쌀 활용 축산물 등 브랜드화 추진사업
이 사업은 정책총괄관 소속 곡물과에서 계상하는데, 2020년 예산은 25백만 엔
이며, 2019년 예산 29백만 엔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 사업에는 다음 ①〜②와 같
은 것이 있다.
① 쌀 활용 축산물 등 브랜드 전개사업
이 사업은 사료용 쌀을 활용한 돼지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 등, 쌀을 이용한
새로운 식품브랜드 전개에 의한 쌀 수요확대를 위한 산지의 대응에 지원한다.
② 쌀 활용축산물 등 전국 전개사업
사료용 쌀을 활용한 돼지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 등, 쌀을 이용한 새로운 식
품의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과 판로 개척에 필요한 대처 등을 지원한다.
아) 강한 농업･담당자 만들기 종합지원교부금
이 사업은 생산국 총무과 생산추진실과 식량산업국, 경영국이 계상하는 사업으
로, 2020년 예산은 23,023백만 엔이며, 2019년 23,024백만 엔을 유지하는 수준
이다.
이 사업은 산지의 수익력 강화와 담당자의 경영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
후계자의 발전상황에 따라, 필요한 농업용 기계･시설의 도입을 농업경영체 규모에
따라 빈틈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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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5편

폴란드의 우유･유제품 생산 및 수출 동향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리말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폴란드는 2004년 유럽 연합(EU)에 가입한
동유럽의 농업 강국이다. 폴란드는 낙농에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EU(27개국) 내
의 주요 원유(原乳) 생산국 중 하나이며, 2019년 원유 출하량은 EU 회원국 가운데
제4위이다. 또, 폴란드는 농업 산출액 중에서 원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즉, 낙농업분야는 폴란드의 주요 산업이라는 의미이다.
폴란드 농업의 특징은 소규모 농가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낙농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EU 국가들처럼 대규모 농가 집약화
와 적지 생산화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EU의 원유생산할당제도(이하 ‘원유쿼터제도’2))가 2015년에 폐지되면서, 이 추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
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72.html)의 내용을 중심
으로 수정･보완 및 해설을 덧붙여 원고한 것이다.
2) EU에서는 1984년 이후 국가별로 원유 생산량의 쿼터를 배정하고, 쿼터를 초과할 경우 일정액의 과
징금 부과와 함께 회원국 내 농가 사이에서 매매 등을 허용하는 생산할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EU의 낙농부문 생산할당제도 또는 원유쿼터제도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
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낙농생산 할당제(쿼터제)
도입 전후의 제도에 대해서는 조석진, ‘EU의 낙농정책 변화와 영국의 낙농정책’, ｢세계농업정보｣,
2013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신승열, ｢원유품질 고급화의 경제분석 및 정책방향｣,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1997년과 허 덕, 허신행, ｢유제품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차별정책 연구｣,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1989년 그리고 허신행, 허 덕, 이왕재, ｢낙농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년, 허신행, 이성규, 허 덕, ｢우유 수급균형유지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년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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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3). 실제로 이 제도의 폐지는 폴란드 낙농 분야
의 대형화 및 집약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폴란드의 원유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집약화 등이 진전되는 한편으로는 소규모 농가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다른 농업 강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농가 지원에 대한 대응도 EU의 공통농
업 정책(CAP)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4). 하지만,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각 회원
국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환경측면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노력에
의해 농가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폴란드는 생산된 우유･유제품의 약 30%(원유 환산)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
제품인 유장5)분말(whey powder)이나 음용유, 생크림에 대한 주요 수출 파트너 중
하나가 중국이다. 유럽과 중국을 잇는 철도의 발달과 중국 내에서 분유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로 인해, 최근에는 폴란드의 우유･유제품 수출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폴란드는 세계에서 중요한 우유･유제품의 공급국이 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 조건의 우위성과 생산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
로 보고 있다. 낙농규모의 규모화나 집약화 현상은 기존의 조사료 위주의 사육방
법에서 필연적으로 농후사료 위주의 사육방법으로 바뀌게 된다. 즉, 사료곡물의

3) EU의 원유쿼터제도 폐지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
(2)-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주로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EU의 차기 CAP 정책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4) EU 공통농업정책인 CAP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
(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1) -영국의 EU 탈퇴 후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
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 -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4)- 프랑스 새로운 농업･식품법의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특집: 유럽의 농업정책] 시리즈(9권 5호-9권 6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유장(whey, 乳醬 또는 乳淸). 치즈를 만들 때 엉킨 젖을 거르고 남은 이 액체에서 수분을 증발시켜 농
축된 것을 농축유장(condensed whey)이라고 부르며, 건조시켜서 수분을 제거시킨 것을 건조유장(dry
whey)이라고 부른다. 유청이라고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우유에는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효소 등이 포함되
어있다. 지방은 가장 중요한 성분이며 이것을 제외한 것을 탈지유라고 한다. 탈지유에 산 또는 응유효
소를 첨가하면 응고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응유(curd)라 하며 우유의 주단백질인 카세인이 주성분이다.
응유를 제외한 수용액을 유장(또는 유청)이라 하고 전단백질의 20%를 포함한다. 유장에는 유당, 락토
알부민, 락토글로불린,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락토글로불린에는 면역글로불린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초유에 함량비가 높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과학대사전, 강영희,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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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폴란드의 우유･유제품 생산
과 수출 동향, 낙농･유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 중 환율은 1유로=126엔(11월 말일 TTS-달러 환율: 125.88엔)을 그리고
1유로=1311.95원(11월 17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였다.

2. 폴란드 낙농산업
2.1. 낙농 분야의 개요
폴란드 국토 면적은 약 31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2.9배, 일본의 약 5분
의 4정도이다. 폴란드는 국토의 47%가 농지이며, 31%가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 환경도 좋은 편이다. 총 인구(약 3,797만 명: 2019년)의 약 3분의 1이 농촌에
살고 있으며, 농가의 규모는 비교적 작다.
폴란드의 2019년 농업 산출액을 부문별로 보면, 원유부문은 16%로 가장 높다.
낙농은 명실상부하게 폴란드의 주요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 농업산출액에서 점하는 부문별 비율(2019년)

주: 수치는 예측치임.
자료: EU위원회(Statistical Factsheet Poland).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
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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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2016년 낙농가 호수는 약 37만 3,000호, 젖소 사육 마릿수는 약 225
만 마리이며, 1호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6마리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이다. 하지
만, 폴란드의 원유 출하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통계로 보
면, EU회원국 가운데 제4위를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도 중요한 낙농
국임이 확인된(표 1, 그림 2, 그림 3).
<표 1> 주요 원유 생산국가별 원유 출하량(2019년)
단위: 천 톤

국명

출하량

독일

32,422

프랑스

24,527

네덜란드

13,788

폴란드

12,175

이탈리아

11,965

아일랜드

8,227

스페인

7,265

덴마크

5,615

벨기에

4,288

기타

22,528

합계

142,819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
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2> 폴란드 원유 출하량의 연별 추이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
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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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폴란드 원유출하량의 월별 추이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
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하면, 폴란드에서는 북동부에 있는 바르민스코･마주르
스키 현, 보돌라스키에 현, 마조비에스키에 현이 낙농의 주요 산지이다(그림 4).
<그림 4> 폴란드의 주요 낙농지대

자료: USDA, ｢Dairy and Products Annual｣에 기초하여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
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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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사육되고 있는 젖소(축군 검정 참여 소)는 홀스타인 종6)(305일 평
균 유량 8,055킬로그램)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전통
적인 레드 폴릿슈7)(동 3,523㎏, 0.29%)나 심멘탈8)(동 6,146㎏, 0.88%)도 사육하
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양 규모가 매우 작지만 최근 점차 규모 확대
가 진전되고 있다. 2005〜13년 농지 면적별 사육 마릿수를 보면, 30〜99.9헥타르
층에서 증가하는 한편, 2헥타르 미만〜29.9헥타르 층에서는 감소하였다(표 2).

6) 홀스타인(Holstein). 네덜란드의 프리슬란트 지방 원산인 대표적 젖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흑색
반종, 영국에서는 프리지언(Friesian), 미국에서는 홀스타인 프리지언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에 분포하
여 주요 낙농국의 주력이 되고 있는 품종이며, 현재 외국에서는 홀스타인협회가 조직되어 계통적으
로 번식시키고 있다. 한국 젖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흑백의 얼룩무늬가 특징이며, 주로 검은색은
몸 윗부분에, 흰색은 몸 아랫부분에 많다. 윤곽이 선명하고, 비경(鼻鏡)이 넓으며, 강하고 뚜렷한 턱
을 가지고 있다. 눈은 크고, 이마는 넓다. 표준 몸무게는 암컷이 650㎏, 수컷이 1,000㎏이다. 가장
대형인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며, 성질이 온순하다. 젖소 중에서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고, 유용종 중
비유량이 가장 높으며, 연평균 산유량은 각국의 개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94년
연평균 산유량이 5,900㎏이었는데, 이후로도 산유량은 계속 늘고 있다. 유지율(乳脂率)은 약간 낮아
평균 3.5%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7) 영국 원산인 레드폴(Red Poll) 종의 교잡종인 것으로 생각된다. 레드 폴 종은 고기 및 우유생산성이
좋은 품종으로 영국의 중동부 해안지역인 Norfolk와 Suffolk 지방에서 기원되었다. 이 품종이 이 지역
에 유입된 경로는 불확실하지만 로마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품종은 1874년 영국의 He
nry E. Curen 이 발간한 English Enterprise Herd Book에 처음 발표되었다. 이 품종의 이름에서 나타
나는 것처럼 이 품종은 무각이고, 피모색은 붉은데 옅은 적색에서 짙은 적색까지 다양하다. Red Poll
종은 크기가 중간 정도이고, 비유능력이 우수하다. 성숙한 암소의 체중은 550〜800kg, 수소의 체중
은 900〜1,000kg 정도이다. 1873년 G. F. Taber는 이 품종을 뉴욕으로 도입하였고, 1883년 미국에서
Red Poll Cattle Club이 구성되었다. (출처: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https://www.nias.go.kr:
3443/lsbreeds/selectLsBreedsView.do)
8) 심멘탈종(simmental). 스위스 원산의 소의 한 품종으로 고기와 젖을 겸한 겸용종과 고기만을 주로 생
산하는 고기용 소가 있다.(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q
/psqb/farmTermDicLst.ps?menuId=PS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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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폴란드의 농지면적별 젖소 사육두수
(단위: 두, %)

2013년

2005년

2005년대비 증감율(%)

0 ha

2,250

2,930

30.2

2 ha 미만

92,530

22,560

-75.6

2〜4.9 ha

293,340

120,520

58.9

5〜9.9 ha

519,460

275,560

-47.0

10〜19.9 ha

854,690

646,240

-24.4

20〜29.9 ha

445,540

441,500

0.9

30〜49.9 ha

316,140

412,980

30.6

50〜99.9 ha

130,240

222,290

70.7

100 ha 이상

199,540

198,940

0.3

합계

2,853,740

2,243,530

-17.9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
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또한 2015년 EU의 원유쿼터제도 폐지로 더 집약화와 적지 생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진행되고 있다.
EU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ERASMUS+9)’에 의하면, 폴란드 낙농 분야의 장
단점은 <표 3>과 같다.

9) ERASMUS+는 유럽에서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를 지원하는 EU의 프로그램이다. 147백만 유로의
예산으로 400만 명 이상의 유럽인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까지 지속될 예정으로 개설된 ERASMUS+는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며, 7개의 이전 프로그램을 병합하여 다양한 개인 및 조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격
기준을 포함한 이러한 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rasmus+ Programme Gu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중앙 집중화된 기회에 대한 명확한 자금 지원 가이드도 이용할 수 있다. ERASMUS+의 목적은
유럽 2020년 성장 전략, 일자리, 사회적 형평성 및 편입 전략과 더불어 EU의 교육훈련 전략 틀인
ET2020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ERASMUS+는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파트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EU 청년전략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의해 다루어지
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 감소, •성인 학습 촉진, 특히 노동 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과 기술을 위한 교육, •청년들에게 유럽 민주주의 참여 독려, •혁신･협치･개혁
지원, •조기 퇴학 단축, •EU 협력국과의 협력 및 이동성 증진 등이다.(출처: ERASMUS+ 홈페이지,
https://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about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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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폴란드 낙농분야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목초 등 사료자원이 풍부하여, 원유생산량을 증가
시킬 잠재능력이 있음.
･ 가공처리에 관한 기술과 투자가 있어, 가공처리능
력에 여유가 있음.
･ 인건비 등 생산 코스트가 낮고, 가격면에서 경쟁력
이 있음.
･ 효율성 향상의 여지가 있음.

단점
･ 소규모 농가가 많음.
･ 낙농가의 기술면이나 노동면의 효율성이 낮음.
･ 낙농가끼리의 연대가 약함.
･ 낙농가의 마케팅, 관리능력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
울 능력이 부족함.
･ 가공처리설비의 집약율이 낮음.
･ ‘수출용 플랜트’의 점유율이 낮고, 생산자조합에 대
한 의존도가 높음.

자료: ｢ERASMU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2.2. 사육 방법
폴란드 유업협회(이하 ‘ZPPM’)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름은 방목하고 다른 계
절은 축사에서 젖소를 기른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초지연맹(European Grassland
Federation)에 따르면, 폴란드의 방목율은 20% 정도로 비교적 낮으며, 방목율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2.3. 원유 출하처
ZPPM에 의하면, 낙농가가 생산하는 원유의 70%는 낙농업협동조합(낙농협)에,
30%는 유업회사에 출하되고 있다. 낙농가 직거래는 극히 적다고 한다.
폴란드의 관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낙농가는 출하처를 정할 수 있지만 많
은 농가들이 기존의 출하처로 내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 농가가 출하처를 정함
에 있어 <표 4>의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폴란드에는 약 160개소의 원유 처리시설이 있으며, 하나의 지역 내에도 낙농협
및 유업회사 모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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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낙농가가 원유 출하처를 정할 때 검토하는 요소
요소

주요 요인

전통적 요인

대대로 농협 회원이기 때문에 가업을 이을 때 신세대가 기존에 소속하여 있던
농협에 계속해서 소속

원유 수취가격

수취가격에 따라 출하처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음.

지리적 조건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경우, 수송코스트를 포함한 원유가격으로 판단하기도
함. 원유 부족 시나 유기 유제품 등의 경우에는 지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거래가
이루어짐.

시장구조의 변화

농협의 매수나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된 농협의 소속농가가 합병주체 이외의
출하처에 출하하는 경우도 있음.

출하처의 경영문제

출하처의 경영에 대한 불만이나 재정권 등을 이유로 출하처를 변경하기도 함.

자료: ZMMP 청취조사에 의거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
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2.4. 원유 출하 계약
폴란드에서는 국내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수확물 등을 판매하는 농가는 거래처
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낙농협과 조합원의 거래는 이 규정을 예
외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낙농협은 정관에서 위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합
원(낙농가)이 출고하는 원유는 모두 사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농협이 조
합원 이외의 낙농가부터 원유를 사들일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예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유
업회사에 원유를 판매하는 낙농가들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30% 정도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낙농협에서도 서면 계약에 합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합원인 낙농가
와의 사이에 원유 가격 계산법이나 특정 행위에 대한 벌금 지불에 관한 결정에 합
의하고 문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2.5. 유가 결정 방법
생산자 유가는 원유의 집유량, 유지방, 단백질 함량, 위생 품질 요건이나 수송
코스트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또 유기 인증을 취득한 원유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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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폴란드의 원유 거래 가격 추이는 <그림 5>와 같다. 폴란드에서는 우유･유제품의
30%가 수출되고 있어, 폴란드의 유가는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시세에 영향을 받
고 있다.
<그림 5> 폴란드의 원유거래가격 추이

주: 최근 월은 속보치
자료: EU위원회, ｢European Milk Market Observatory｣.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
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2.6. 생산 코스트10)
유럽 위원회가 2016년에 공표한 생산코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생산코스트
에서 사료비가 약 50%를 차지한다. 사료비 중 70%는 구입 사료비이며, 30%는 자
급 사료비이다. 기타 구성 요소로는 에너지, 기계･건물, 유지비 및 노동비가 각각
생산 코스트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0) 여기에서 생산비라 하지 않고 생산코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학술적인 생산비 개념과는 다
소 다르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개념에 의하면, 각종 물재비(현금지급성 항목의 비용)에 감가상각비
와 고용노력비를 더한 뒤, 부산물 가액을 뺀 것을 ‘경영비’라 하며, 이 경영비에 자가노력비와 각종
자본이자를 더한 것을 생산비라고 한다. 생산비에 대한 자세한 것은 許 德, ｢養豚經營の成長･發展
と國際競爭力强化の可能性に關する硏究｣, 京都大學校 博士學位論文, 1995年 또는 熊谷宏, ｢農業經
營･計算の小辭典｣, 富民協會, 1981年, pp.118-119를 참고하기 바란다.

24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폴란드는 우유 생산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조이익(粗利益)11)은 EU13개국12) 중
3번째로 높은 톤당 109유로(1만 3,734엔, 14만 3,003원)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EU13개국의 낙농가 수익과 생산코스트(2016년)

주 1: 키프로스는 기밀상의 이유로 비공표.
2: 커플링지불금은 특정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지급되는 직불금을 말함.
자료: EU위원회, ｢EU Dairy Farms Repor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
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최근의 추이를 보면, 폴란드의 조이익은 EU 전체의 원유가격 변동에 따라 추이
하고 있다. 2009년에 원유 가격이 바닥을 치고 이후 총이익은 살아났으며, 2014년
에 최고조에 달하였다(그림 7). 그 뒤 2015년부터 2016년은 떨어졌다. 또한 2015
년부터 2016년까지의 저하는 2015년 원유쿼터제도 폐지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배
경일 가능성이 있다.

11) 낙농 부문의 수익에서 생산코스트(노동, 토지, 자본에 관한 비용 제외)를 뺀 수익.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코스트는 경영비에 자가노력비를 더한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보고서 내에서는 EU회원국을 2004년 이전에 가입했던 15개국(EU15)및 동년 이후에 가입한 13개국
(EU13)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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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폴란드의 낙농가 조이익(粗利益)의 연도별 추이

자료: EU위원회, ｢EU Dairy Farms Repor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
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3. 폴란드의 유업
3.1. 유제품 생산
2018년에 가장 생산량이 많은 유제품은 음용유로 178만 톤이다. 다음으로 치즈가
86만 톤, 요구르트 외가 53만 톤, 생크림 25만 톤, 버터 21만 톤의 순이다(표 5).
<표 5> 유제품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유

9,009

9,318

9,861

9,925

-

10,876

11,143

11,649

-

음용유

1.472

1.454

1.511

1.616

1.597

1.639

1.655

1.734

1.779

생크림

236

232

244

245

248

253

258

261

254

전지분유

24

25

28

31

35

31

31

27

25

탈지분유

79

97

105

98

146

140

143

144

164

농축유

41

38

37

36

36

35

33

32

32

버터

119

122

146

143

148

170

186

197

208

치즈

667

676

721

732

744

773

806

841

856

요구르트 외

558

557

544

527

518

536

519

510

532

주: 원유의 2014, 2018년은 미공표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
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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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제품 소비
USDA에 따르면, 2018년 폴란드의 연간 1인당 우유･유제품 평균 소비량(원유
환산)은 224리터로, 전년에 비해 3% 증가하였다. 신선 유제품이나 음용유의 소비
는 감소 경향으로 추이하고 있는 한편, 치즈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버터에 관해서
는 가격 안정 및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량은 안정되어 있다.

3.3. 유제품 수출
폴란드는 우유･유제품의 약 30%(원유 환산)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은 음용유･생크림･연유류, 치즈, 유장분말 등이다(표 6).
<표 6> 품목별 수출처별 유제품 수출량(2019년)
단위: 톤

음용유,
생크림,
무당연유

음용유, 생크림, 가당연유
탈지분유

독일 507,223 독일
중국

25,807 알제리 24,066

85,110 알제리 24,022

리투아
34,292
니아

예멘

7,639

전지분유(무당) 전지분유(가당)

유장분말

독일

11,945

사우디
아라비아

660

네덜
란드

41,343

쿠바

2,025 하이티

125

중국
독일

예멘

7,707 필리핀 7,404

크로아
1,473
티아

말타

100

이탈
리아

이탈
리아

20,711

7,673 멕시코 7,056

이탈
리아

1,192

브르키
나파소

70

영국

20,536 필리핀 7,404 베트남 6,332

이스
라엘

958

세네갈

48

말레
시아

기타

5,101

기타

197

기타

합계 829,544 합계 160,370 합계 112,766 합계

22,694

합계

1,200

-

(참고)
일본

-

기타 161,682 기타
(참고)
일본

110

(참고)
일본

87,757

3,620

기타
(참고)
일본

60,329

3,620

(참고)
일본

버터
11,290

독일

43,796

30,297

네덜란
5,571
드

체코

30,394

26,248

슬로
4,815
바키아

이탈
리아

22,570

인도
18,581
네시아

체코

치즈

슬로
17,096
바키아

독일

4,768

9,670

루마
니아

4,759

영국

65,536

기타

21,783

기타 129,143

합계 191,664 합계

52,986

합계 257,508

(참고)
일본

1,353

(참고)
일본

-

(참고)
일본

15,519

77

주: HS코드는 (음용유, 생크림, 무당연유): 0401, (음용유, 생크림, 가당연유): 0402, 탈지분유: 040210, 전지분유
(무당): 040221, 전지분유(가당): 040229, 유장분말: 040410, 버터: 0406, 치즈: 0406, 이하 같음.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
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U 역내 수출은 주로 소비 기한이 짧은 제품들이다(표 7). 한편, EU 역외로 수
출은 주로 ‘음용유･생크림･무당연유’, 탈지분유, 유장분말이다(표 8). 10년 전 EU
역내외 합계 수출 물량과 비교하면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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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EU 역내 수출용 유제품 수출량 추이
단위: 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음용유, 생크림,
253,058 251,028 289,112 283,771 335,553 409,391 431,584 555,790 585,120 664,318
무당연유
음용유, 생크림,
71,147 58,721 64,281 64,108 57,853 63,268 49,289 48,761 62,343 65,529
가당연유
탈지분유

47,318 39,880 37,630 42,131 36,355 40,096 29,258 25,327 36,182 27,979

전지분유(무당) 10,722 10,823 12,060 13,580 14,872 13,249 10,892
전지분유(가당)

540

167

340

201

353

1,319

176

8,777 11,211 17,603
152

117

177

유장분말

82,808 95,580 115,510 150,214 150,769 124,115 107,509 104,618 98,810 92,923

버터

21,742 29,091 26,733 27,330 29,154 34,495 35,161 49,551 59,890 45,528

치즈

107,935 109,925 115,999 129,656 137,664 163,183 172,749 177,415 192,281 189,931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
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U 역외로의 수출 물량 증가 폭은 크다. 2019년 수출량은 ‘음용유･생크림･무당
연유’는 2010년 대비 약 28배, 탈지분유는 동 2.7배가 되었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
한 주요 수출 품목은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이다.
<표 8> EU 역내 수출용 유제품 수출량 추이
단위: 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음용유, 생크림,
무당연유
음용유, 생크림,
가당연유
탈지분유

5,963

5,930

8,122 16,849 49,905 116,431 175,476 106,368 93,356 165,236

37,010 49,533 47,181 30,471 99,870 79,096 58,567 76,207 103,211 94,841
31,041 44,554 40,498 21,144 81,567 68,853 50,550 64,672 96,193 84,787

전지분유(무당)

5,583

4,308

5,648

전지분유(가당)

83

327

62

유장분말
버터
치즈

7,775 12,726
809

307

8,549

6,419

8,945

3,300

5,092

306

137

550

345

1,023

56,337 64,021 71,141 83,176 88,887 102,798 102,588 100,117 98,827 98,741
2,475

2,870

2,980

2,652

3,590

3,523

6,549

4,873

3,403

7,458

44,241 41,911 61,576 77,959 69,795 60,042 62,063 69,009 68,427 67,577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
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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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업 회사
폴란드의 2018년 유업 회사 매출액 순위는 <표 9>과 같다. 폴란드 유업 회사들
은 낙농협, 유한회사 중 하나의 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기업 형태에 따른 규
모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다. 또 많은 유업회사가 EU 역내외에 제품을 수출하며,
매출액 차이는 수출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9> 폴란드 유업회사의 랭킹(2018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명칭

매상고
비고
46억6,984만 즐로티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약 1,000종류의 제품을
Mlekovita낙농협
(1,296억 2,155만 엔)
판매하는 외에, 세계 159개국에 수출하는 폴란드
(1조 3,751억 7,329만 원)
최대 낙농 그룹회사
40억 4,558만 즐로티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취급하며, 제품의
Mlekpol낙농협
(1,124억 6,712만 엔)
30%는 수출용
(1조 1966억 5,016만 원)
13억 960만 즐로티
프랑스 유업체의 자회사. 남부의 Bierun공장에서
Dannone유한회사
(364억 688만 엔)
요구르트 및 치즈를 제조하며, 국내판매 및 유럽,
(3,873억 6,920만 원)
미국에 수출
12억 8,161만 즐로티
폴란드 중부에 위치하는 와비치지역의
Lowitz지역낙농협
(356억 2,876억 엔)
낙농협으로,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제조.
(3,790억 9,001만 원)
세계 30개국에 수출.
폴란드 동북부 Piantica에 위치하는
12억 3,520만 즐로티
지역낙농협으로,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Piatnica지역낙농협
(343억 3,856만 엔)
제조. 세계 20개국에 수출. 특히 커티지치즈
(3,653억 6,228만 원)
제조로 유명.
11억 9,287만 즐로티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제조하는 외에, 쥬스
Polmlek유한회사
(331억 6,179만 엔)
제조판매도 함. 세계 50개국에 수출.
(3,528억 4,145만 원)
11억 4,253만 즐로티
독일 유업체자회사. 주로 요구르트 등 유제품
Zott유한회사
(317억 6,233만 엔)
제조
(3,379억 5,119만 원)
9억 591만 즐로티
Lactalis Polska
프랑스 유업체의 자회사. 주로 치즈(기타 요구르트
(251억 8,430만 엔)
유한회사
및 버터)를 제조
(2,679억 6,095만 원)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제조하는 폴란드
6억 7,831만 즐로티
중부코워의 지역낙농협. 주로 분유나 버터 등을
Kolo지역낙농협
(188억 5,702만 엔)
제조하여, 제품의 60%를 유럽, 중동, 아시아,
(2,006억 3,869만 원)
아프리카에 수출
6억 6,360만 즐로티
Hochland
(184억 4,808만 엔)
독일 유업체의 자회사. 치즈를 제조
Polska유한회사
(1,962억 8,757만 원)

주: 1즐로티=27.8엔(2020년 12월 1일 현재), 10.64원/엔(2020년 11월 말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Forum Mleczarskie13).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
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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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략
4.1. 생산에 대한 전략
EU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ERASMUS+’가 작성한 폴란드 낙농분야 발전･전
략 ･과제에 관한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향후 전략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
목으로 ‘생산 확대/전문화’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다(표 10). 이어 ‘기타 농
산품에 대한 다양화/다른 일과 겸업’이 28.3%, ‘지켜본다’가 8.3%로 이어졌다.
2011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타 농산품에 대한 다양화/다른 일과 겸업’을
최우선 전략으로 응답한 농가가 23.4%포인트 증가하였다는 점 이외의 항목에서는
보합 또는 감소하였다.
<표 10> 폴란드 낙농가의 향후 전략에 대한 최우선 항목 추이
단위: %, %포인트

2016년

항목

2011년

생산확대/전문화

77.0

61.7

15.4

신규농장 개시

0.0

0.0

0.0

규모 축소

0.0

0.0

0.0

기타 농산품으로 다양화/다른 일과 겸업

4.9

28.3

23.4

다른 사람과 제휴

9.8

1.7

8.2

지켜본다

8.2

8.3

0.1

2011년 대비

주: 사사오입으로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자료: ｢ERASMUS+｣자료를 기초로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
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13) 격월간 포럼 Mleczarskie Handel은 유제품 무역에 관한 가장 오래된 폴란드 비즈니스 잡지이다. 이
제목은 폴란드의 현대적인 급속 이동 소비재(FMCG) 도소매 무역에서 카테고리 관리자(구매자와 판
매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류의 무역 잡지의 선구자였다. 이 제목은 다른 폴란드 언론에 자주
인용된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Forum_Mleczars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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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출에 관한 전략
ZPPM은 우유･유제품 생산량 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를 넘어 향후 폴란드 낙농
분야 성장에 있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ZPPM은 폴란드 낙농
분야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원유 생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EU 회원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성장하려면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
체,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미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주요 유업회사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하
에서는 폴란드의 중국 수출 동향 및 주요 업체 Mlekpol낙농협의 수출에 관한 향후
전략을 소개한다.

4.2.1. 중국 수출 동향
폴란드는 많은 유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다. 중국으로 가장 수출량이 많은 것은

‘음용유･생크림･무당연유’이며, 2019년 8만 5,110톤으로 EU 역외로의 수출량 중
52%를 차지하고 있다(표 11). 또 유장분말의 대 중국 수출 물량도 많다. 전체 유제
품 수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EU 역외 유제품 수출의 국별 수출량(2019년)
단위: 톤

중국
점유율(%)

기타

EU 역외 합계

음용유, 생크림, 무당연유

85,110

52

80,126

165,236

음용유, 생크림, 가당연유

5,496

6

89,346

94,841

탈지분유

5,050

6

79,738

84,787

전지분유(무당)

24

0

5,068

5,092

전지분유(가당)

0

0

1,023

1,023

유장분말

30,287

31

68,454

98,741

버터

-

0

7,458

7,458

치즈

150

0

67,427

67,577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
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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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주요 유업 회사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략
Mlekpol낙농협은 2018년 중국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며 새
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
로(一帯一路)14)’ 계획 하에 중국과 폴란드를 잇는 육로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있
다15). 이러한 양국의 긴밀한 연계가 앞으로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이
회사의 중국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 회사의 담당자는 자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추가 매
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유럽을 잇
는 철도망인 중국 익스프레스 철도(CHINA RAILWAY Express)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중국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신선 유제품 등을 수송할 수 있게 될 것이
며, 수송하는 빈도와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 낙농협이 2019년 제3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제조 공장에서는 건설비로 유
럽 투자은행(EIB)에서 5,000만유로(63억 엔, 655억 9,750만 원)를 이 공장 건설
에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로 1일 300만 리터의 우유 및 유장분말을 분말 상
태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위원회는 “폴란드 입장에서 중국은 특히 유장분말의 최대 수출지 중 하나”
라고 말했다. EIB의 투자 및 이 회사의 생산 거점 확대는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생각된다.

4.2.3. 중국 이외의 EU외 수출 개요
폴란드에서 EU 역외 수출은 중국으로의 수출 외에도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증가
하고 있다. 2019년 탈지분유 수출지로써 베트남은 수출 물량측면에서 제5위이다.
또한 2020년 8월 1일에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유제품에 대한
14) 중국은 2013년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고대 실크 로드를 떠올리는 육로와 해로로 아시아
와 유럽 국가들을 잇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帯一路)’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농업
에 관해서도 일대일로 참여 65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무역협정 구축과 수출입 절차 간소화에 의한
원활한 무역의 촉진, 농업기술을 포함한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출처: 허 덕 외,
‘미국 농축산업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호(9권 4호). 중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뜻의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창하고 있다.(출처:
중국학 위키백과 sinowiki, https://chinesewiki.uos.ac.kr/wiki/)
15) 중국과 폴란드를 잇는 육로개발에 대한 움직임은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 ‘鉄道による冷凍食肉
輸入ルートを拡大(中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6.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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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관세율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제로화된다. 유럽유제품무역협회(EUCOLAIT)
도 EU의 유제품 분야에서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시장으로서 베트남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16).

5. 폴란드의 낙농･유업에 관련 정책
5.1. CAP 하에서의 폴란드의 재정 지원 제도17)
EU 전체 2014〜20년 CAP 총예산은 4,080억 3,100만 유로(51조 4,119억 600
만 엔, 5,353억 1,627만 원)이며 이 중 3,080억 7,300만 유로(38조 8,171억 9,800
만 엔, 404조 1,763억 7,235만 원)이 제1축인 ‘직접 지불’에, 990억 5,800만 유로
(12조 4,813억 800만 엔, 129조 9,591억 4,310만 원)가 제2축인 ‘농촌 개발’에 각
각 할당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이 기간의 예산으로 폴란드에는 320억 유로(4조 320억 엔, 41조
9,824억 원)이 할당되어 있다(제1축에 234억 유로(2조 9,484억 엔, 30조 6,996억
3,000만 원), 제2축에 87억 유로(1조 962억 엔, 11조 4,139억 6,500만 원).
또한 폴란드는 CAP 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회원국 중 하나이다. 예산 할당액
에서 보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제5위이다.
또한 CAP 하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EU 전체에서는 고용과 성장, 지
속 가능성, 근대화 기술 혁신 품질 등이 특정되어 있다. 하지만, 회원국 단계에서
는 각국 독자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RDP) 하에서 자국의 요구에 맞는 예산 배분을
정할 수 있다. 폴란드는 특히 소규모 농가, 농촌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가 지원
을 우선 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제2축인 ‘농촌 개발’에서 제1축인 ‘직접 지
불’예산으로 25%를 이행하여 사용하고 있다18).
16) EU･베트남 FTA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EU·ベトナム自由貿易協定,
8月1日に発効’(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58.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EU의 CAP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
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18) EU의 새로운 CAP 정책 동향과 그 내용 중 제1축 및 제2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
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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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1축: 직접 지불
상술한 바와 같이, CAP의 제1축인 ‘직접 지불’로 폴란드에는 234억 유로(2조
9,484억 엔, 30조 6,996억 3,000만 원)이 할당되어 있다. 또한, 폴란드는 EU에
최근에 가입한 국가로써 특별 조치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는 간소
화된 단일 면적 지불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직접 지불은 생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디커
플링 지불19)’과 특정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지급되는 ‘커플링 지불20)’로 분
류된다. 또한, 디커플링 지불은 회원국의 의무지불과 임의지불로 분류된다(표 12).

19) 디커플링(decoupling): 보통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국가나 세계경제의 흐름
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동조화, coupling), 탈동조화는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
상을 말한다. 넓게는 경제분야에서 사용되며, 좁게는 환율, 주가 등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도 자주
사용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증시가 급락하자 ‘디커플링’ 논란이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증시가 미국을 따라 급락할 것인지를 두고 전망이 분분했던 것. 그러나 2011년 말이 되자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아시아는 인플레이션과 경착륙 우
려에 발목이 잡힌 상태이다. 반면 미국은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유럽 및
아시아로부터 디커플링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20) 커플 지불이란 경제적，사회적，환경 상 중요하여 생산유지가 곤란한 특정 품목에 대하여 지불기준과
현실의 생산량이 링크된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특정 생산에 대한 지원이며 농산
품목별 지불을 의미한다. 예로써 2014-2020년 CAP에서는 쇠고기, 유제품 등에 커플 지불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가격･소득 지지정책 중 디커플 지불에는 1) 기초지불과 2) 추가 지불이 있는데, 추가지
불에는 또한 그리닝 지불과 청년농업인 지불(제2축에 추가), 재분배 지불, 자연적제약지 지불(제2축에
추가)등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기초지불이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지불을 말하며,
수급요건으로 환경에 대한 활동을 의무로 한다. 그리닝 지불이란 기초지불에 추가되는 지불로써, 추가
적인 환경기준 달성을 수급요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즉, 기후변동대책과 환경보전에 투자하였다고 인정
되는 농업활동에 대해 지불하는 지원으로, 기초지불을 수급하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기초지불과
그리닝 지불, 청년농업인지불은 가맹국 재량 측면에서 의무 사항이지만, 나머지 재분배지불과 자연제약
지 지불 그리고 커플지불은 임의 사항이다. (출처: 欧州連合日本政府代表部, ｢ＥＵの共通農業政策の現
状と今後の展望｣, 2019년 12월, https://www.eu.emb-japan.go.jp/files/000549223.pdf) 및 農林水産
省, ‘海外における環境直接支払制度の現状’, ｢平成 平成30年度環境保全型農業効果調査事業結果｣, 令和
元年８月(2019년 8월), https://www.maff.go.jp/j/seisan/kankyo/kakyou_chokubarai/attach/pdf/itaku_
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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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폴란드의 제1축 하에서의 직접 지불(디커플링 지불)의 상세
기초 지불

ha당 정액 보조금

110유로/ha

기초지불 수급자에게는 기후와 환경에
유익한 조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불된다.

74유로/ha

40세 이하 농업자의 경영 설립에 대하여
직접지불의 평균단가 또는 기초지불 단가의
25% 상당을 5년간 상승시켜 지불된다.

62유로/ha

재배분 지불

회원국은 직접지불의 ha당 평균단가의
65% 수준까지 단가를 정해, 각 농업자의
30ha분 이하의 액을 ‘재배분지불’로
전농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41유로/ha

소규모 농업자 지불

수속절차가 간소화되어 그린화 요건 등이
면제되는 소규모 농업자 지불. 농업자가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른 직접지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간 최대
1,250유로/농가

그린 지불
의무
청년농업자 지불
디커플링
지불

임의

자료: ｢Terre-net｣(http://www.terre-net.fr/), ｢Idele｣(http://www.idele.fr/).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
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커플링 지불에 관해서는 회원국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커플링 지불이 없으면 생산이나 유지가 곤란한 품목을 지정하는 일정한 보조금을
할당할 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우유･유제품도 커플링 지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젖소 1마리당 연간 70유로(8,820엔, 104,956원)를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제1축 하에서 지불되는 보조금은 제2축 하에서 지급되는 기타 보조
금과 병용할 수 있다.

5.3. 제2축: 농촌 개발
폴란드는 CAP에서 예산 할당 87억 유로(1조 9,62억 엔, 11조 4,139억 6,500만
원)외에도 결속기금(結束基金)21)으로 52억 유로(6,552억 엔, 6조 8,221.4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가 예산으로 49억 유로(6,174억 엔, 6조 4,285.6억
21) EU 전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생활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통합
정책으로, 15개 회원국(1인당 GNI가 EU 평균의 90% 이하)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에 창설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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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조성되어 있다.
폴란드의 RDP의 주요 목적은 (1) 식농(食農) 분야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2)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기후 대책, (3) 지역 인프라 향상, 교육 문화 공
공 서비스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통한 전국의 농촌 경제의 발전이다. 구체
적인 대응 사례는 <표 13>과 같다.
또한 제2축 예산의 35%가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에 충당되고 있는 반면, 30%가
농업에 관한 수질 관리 및 토양 관리 등 생태계를 배려하여 대응하는 농가에 충당
되고 있다.
<표 13> 농촌개발 프로그램 하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
대응사례의 예
･ 농업분야의 환경 및 경제면에 관한 지식의 계승을 지원하기 위해, 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트레이닝
과 실증 프로젝트 실시
･ 약 5만 호의 농가용 근대화 지원, 5만 호의 소규모 농가용 신오퍼레이션 도입 지원. 또한, 약 36만 명의
젊은이 용 농업창업 지원.
･ 비료나 살충제, 제초제 사용 삭감. 위약한 자연 생식지(生息地)에 있어 보다 지속가능한 목초 및 청예용으
로 지원.
자료: EU 위원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
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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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폴란드는 EU(27개국)의 주요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이다. 폴란드에서는 EU에 의
해2015년 원유쿼터제도 폐지로 낙농가의 규모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다. 폴란드에
서 생산된 우유･유제품의 약 30%가 수출용이지만, 최근 유럽에서 중국 철도망의
발달 등으로 인해 중국 수출 물량이 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
출에 노력하는 등, 폴란드의 생산 및 수출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폴란드는 원유 쿼터 제도 폐지로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원유 출하량은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가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실한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가격 및 낙농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살려, EU 역내외에 적
극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수출에 관해서는 현지의 유업회사도 시설 증강을 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철도망
등이 예전과 비교해서 발달하였으며, 향후 수송코스트 절감 등도 기대되고 있다.
또 EU･베트남 FTA 발효 등도 진전되고 있어, 앞으로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
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폴란드의 향후 생산 및 수출 동향에 대
해 더욱 주목하여 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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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EU의 원유쿼터제도 폐지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
폴란드는 원유쿼터제도 폐지 후 대규모 농가가 원유 생산량을 늘린 반면, 유가
하락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원유쿼터제도 폐지 후
의 폴란드의 낙농 분야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의견이 있다.

(1) 은행 애널리스트에 의한 분석
EU 평균과 비교하면, 폴란드는 2015년 이후 원유 출하가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는 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의 혜택을 가장 받은 나라이다. 한편 여전히 소규모 농가
가 많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2) 농업 컨설턴트에 의한 분석
이 제도의 폐지로 소규모 농가는 원유 가격의 저하 및 규모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장 경영 악화, 구입 사료 증가에 따른 경영
의 불안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한편, 대규모 낙농업 협동조합(낙농협)은 일시적인 손실이 있었지만, 집약화가
진행되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낙농협
인 Mlekovita와 Mlekpol는 신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비롯하여 다른 농협과
합병, 유기 분야에의 대처 등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 폐지에 따른 2015년 이후의 원유 생산 증대는 목초지의 혜택을 받
고 있으며, 낙농 공장에 접근하기 좋다는 점에서 북동부에 집중하여 있다.
폴란드의 사료 가격이나 인건비, 지가가 저렴하다는 점도 낙농 분야 성장을 촉
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에도 원유 생산량은 연 4〜5% 정도 성장하며,
2025년에는 네덜란드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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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대한 대응
폴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EU 규칙 하에서 요구되는 요건 이상 환경을 배려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U 규칙 이상으로 환경을 배
려한 관행적인 대응으로 가축 분뇨를 저장하기 위한 콘크리트 판 사용이 꼽힌다.
EU 규칙에서는 가축 분뇨를 저장하는 장소에 콘크리트 판 사용은 특정 보호지역
에서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국내 법 하에서 전체 낙농가에 대
해 의무화하고 있다. EU 전체의 요건을 넘는 내용이지만, 낙농가와 유업회사는 국
내 법에 반대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르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ZPPM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낙농가에 대한 유기낙농 등 보다 환경을 배려한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도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EU법에 따른 유기낙농 전환과 인증 취득에는 약 2년의 기간과 비용이 소
요된다.
이러한 점들이 낙농가 및 기업에게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가져오
는 효과가 낮다고 여겨졌다. 이에 유기 유제품 등 환경을 배려한 우유･유제품을 시
장에 투입하고자 하는 폴란드 기업은 원료를 다른 EU 회원국(독일과 리투아니아)
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폴란드 국민은 낙농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적 대응을 요구하지 않고, 기
업도 그 노력에 따른 경쟁에서의 우위성을 찾지 않는 한, 새로운 대처는 하지 않겠
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삼림이나 영구 초지 면적이 넓고, 수질 오
염이나 화학 비료 과다 사용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낙농업 분야의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 삭감을 요구하는 소리는 그다
지 높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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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1편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동향과
전환기 정책
임송수(고려대학교 교수)*

1. 서론
2018년 6월 1일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2021~27년
에 이행할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관한 입법 제안
서를 제시하였다(EC, 2018).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의회(European
Parliament: EP)와 이사회(Council of the EU)가 협의를 진행하여 2020년 10월
에 그 기본 입장에 합의하였다.1) 조만간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는 이른바 3자
협상(trilogoue)을 진행하고 그 합의를 통해 CAP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CAP 개혁안은 각 회원국이 정책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강점-약점-기회-위협
(SWOT) 분석, 정책 수요에 관한 평가, 정책 개입의 예비 설계 등을 포함하는, 이
른바 “국가 전략계획(CAP Strategic Plan: CSP)”을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집행위
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CS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needs)
‧ 부분과 지역 수요에 관한 분석
‧ 우선순위와 순위
② 전략(strategy)
‧ 결과와 목표 및 예산의 정의
‧ 개입의 일관성
③ 개입(interventions)
* songsoo@korea.ac.kr
1) EU 집행위원회가 법적 제안서를 제시하면 의회와 함께 이사회는 EU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법안
을 협상하고 수정하며 채택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관계 장관으로 구성하는데, CAP
과 같은 농업정책 관련 회의는 농업부 장관이 대표로 이사회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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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적용률 및 요건의 서술
④ 공통(common)
‧ 조건 제한(conditionality)과 네트워크 및 상한2)
⑤ 기타
‧ 재정계획, 목표, 거버넌스
‧ 현대화(modernization)와 단순화(simplification)
새로운 CAP 개혁안이 애초 계획했던 2020년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
라 EU는 기존 CAP(2014~20년)을 연장하여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이
에 필요한 법적 수정을 담은 전환기 규정(transitional regulation)을 내놓았다
(EP, 2020).
이 글에서는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CAP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COVID-19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한 회복책으로서 EU가 계획한,
이른바 EU 회복수단(European Union Recovery Instrument: EURI)을 2021~22
년 전환기 CAP의 적용 방식과 연계해 검토하고자 한다.

2. 2021~27년 CAP 개혁안
2.1. 개혁안의 배경
2018년 6월에 EU 집행위원회는 2021~27년 CAP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CAP의 배경에는 농가 소득과 환경보호 및 CAP 거버넌스 등이 있다. 먼저,
2013~15년 상근직(annual work unit: AWU) 기준으로 농업인의 소득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전체 임금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 소득은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 개입이 타당함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 간주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지표로서 2030년 기준으로 추정한 잠재적인 질소 잔고
(nitrogen surplus)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근거가 된다<그림 2 참조>.
2) 조건 제한은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모든 농가가 지켜야 할 기본 요건을 담고 있다. 이를 모범 영농
및 생태조건(good agricultural and ecological condition: GAEC)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경작 면적의
일정 비율(예: 5%) 이상을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단백질 작물 재배, 휴경, 경관작물 등 비생산적 용
도로 유지하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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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회원국별 전체 임금 대비 농가 소득: 2013~15년

자료: EU 집행위원회

<그림 2> 2030년 질소 잔고(nitrogen surplus) 전망치

자료: EU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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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CAP 거버넌스 측면에서 EU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정책의 이행만을
강조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성과와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다. EU-27의 다양한 농업 및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CAP 조치가 되
도록 해야 하고, 중복되거나 복잡한 행정체계를 단순화하고 현대화하는 대응이 필
요하다.

2.2. 개혁안의 목표
CAP 개혁안과 관련해 집행위원회가 내세운 목표는 크게 일반적인 목표와 특정
목표 및 공통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목표는 결국 농업의 지
속가능성을 확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CAP 개혁안의 목표

자료: EU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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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혁안의 주요 내용
2.3.1. 새로운 이행 방식의 도입
회원국은 하나의 CAP 전략계획(CSP) 아래 제1축(pillar 1) 직접지불(소득 보조)
와 제2축(pillar 2) 농촌개발(하부구조, 환경 및 개발 보조) 등 모든 정책 개입을
다루도록 하였다(그림 4 참조). 또한, 연간 지표와 목표치에 기초한 성과
(performance) 중심의 접근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이행(compliance)
에만 초점을 둔 방식과 차별된다.
<그림 4> 새로운 정책 수행(delivery) 모형

자료: EU 집행위원회

이는 EU 수준과 회원국 수준 간 정책 책임의 재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U 수준에서는 폭넓은 정책 개입 형태에 관여하나, 회원국 수
준에서는 자국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CAP 개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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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U 수준과 회원국 수준 간 책임의 재균형

자료: EU 집행위원회

2.3.2. 생태 조치(Eco-scheme)의 신설
개혁안은 기존 CAP에 견주어 더 높은 수준의 환경 야망을 제시하였다(그림 6
참조). 곧, 환경 조치(Greening)과 교차 순응(cross compliance)에 해당하는 조건
제한(conditionality)이 강화되었고, 제1축 안에 생태 조치(eco-scheme)의 도입,
제2축 예산의 30% 이상을 특정 목표에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등이다.
<그림 6> 기존 및 CAP 개혁안 환경 부문의 비교

주: AECM: 농업환경 기후조치(agri-environment-climate measures); EFA: 생태중점지역(ecological focus
area); GAEC: 모범농업 및 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of land)
자료: Lampkin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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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생태 조치는 CSP 환경구조(Green Architecture)의 핵심 요소로써
회원국이 파악한 지역 특정적 수요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에 유익한 농업방
식의 목록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구초지의 관리, 경
관 요소, 유기농업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회원국은 생태 조치를 반드시 제공
해야 하지만, 농가는 이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생태 조치를 제1축에 포함한 것은 이 조치의 이행에 회원국의 공동자금 조달
(co-funding)이 필요하지 않음을 뜻한다. 곧, 보조액 전체를 EU가 부담한다. 또한,
회원국은 생태 조치의 설계와 이행에 더욱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태 조치는 면적 기준(ha)으로 연도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 감축
분에 한정해 5~7년간의 장기 약속 아래 지원해야 하는 AECM보다 신축적이다.
또한, 제1축의 의미는 소득 중심의 기존 직접지불을 환경과 기후 친화적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 그 외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회원국은 직
접지불 전체를 공공재 공급에 대한 보상, 곧 생태 조치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생태 조치가 기존의 환경 조치(Greening)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 조치
는 기존의 제2축 농업환경 기후 조치(AECM)처럼 신규 조건 제한과 EU 규정 이상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원국은 환경과 기후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보완적, 통
합적 방식으로 생태 조치와 AECM을 일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생태 조치와 AECM의 비교
항목

제1축 생태 조치(eco-scheme; 제28조)

제2축 AECM(제65조)

수혜자

진정한(genuine) 농업인

농업인과 토지 관리자

자금

100% EU 재원(EAGF)

EU와 회원국의 공동 재원(EAFRD)

중점

CAP 특정 목표(d~f)를 이행하는 농업활동

CAP 특정 목표(d~f)를 이행하는 환경, 기후,
기타 관리 의무

기한

연간(다년도 가능)

5~7년 혹은 그 이상의 다년도

AECM과 같이 발생한 비용이나 소득
손실분에 대한 전체 혹은 일부 보상, 또는
기본소득 보조에다 추가로 지급하는 고정
지원

발생한 비용이나 소득 손실분(기회비용 포함)에
대한 전체 혹은 일부 보상

보조액

지급 기준

ha당, 연간

자격요건

진정한 농업인, 대상 면적(eligible hectare)
기준, 회원국의 기타 기준 충족

최저 지출요건 없음.

ha 당, 사육두수 당, 나무 수 등; 연간 고정액
또는 단위당 일시불
CAP 특정 목적의 달성, 회원국의 기타 기준
충족
EAFRD 예산(CAP 특정 목표 d~f)의 최소 30%

자료: Lampkin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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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축의 AECM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토지 관리에 대응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남아 있을 것이나, 그 효과 측면에서 생태 조치가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순히 비교하면, 2007~13년에 AECM의 대상이 된 농용지(utilized
agricultural area: UAA)는 전체의 25%나 제1축 직접지불 대상 UAA는 전체의
90%에 이르기 때문이다.

2.3.3. 직접지불의 변화
개혁안은 더욱 공정하고 목표 중심의 보조 배분에 초점을 두었다(그림 7 참조).
무엇보다 6만 유로 이상의 모든 직접지불은 체감 방식으로 감축하도록 제안하였고
모든 직접지불의 상한으로 최대 10만 유로를 설정하였다.

① 60,000~75,000 유로: 25% 감축
② 75,000~90,000 유로: 50% 감축
③ 90,000~100,000 유로: 75% 감축
<그림 7> 개혁안이 제시한 직접지불의 새로운 특징

자료: EU 집행위원회

이를 적용하면, 최대 연간 직접지불의 실효적 크기는 8만 1,250 유로가 된다.
지급 상한을 통해 절약한 자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완적 재분배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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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Redistributive Income Support for Sustainability: CRISS)
재원으로 사용한다.3) 이에 따라 CRISS은 대규모 농가에서 중소 농가로 보조가 전
이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많고 다양한 형태의
재분배 조치가 있을 수 있어 그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연계 보조(coupled support)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특
정 지역이나 영농방식에 적용해 현재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성 혹은 품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러나 연계 보조가 환경이나 기후 혜택을 증진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CAP과 달리 개혁안은 “생산제한 조치(production-limiting scheme)”란
제약을 생략했고, 회원국의 직접지불 총액에서 8%로 설정한 기존 상한을 10%까지
확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사용 실적(총 40억 유로)을 보면, 쇠고기
와 유제품 및 양과 염소 부분이 전체 지출의 74% 정도를 차지하였고, 완두콩
(pea), 필드빈(field bean), 루핀(sweet lupin) 등 단백질 작물은 11%가량에 머물
렀다.
기존 CAP 아래 직접지불은 기본지급조치(BPS)와 환경 조치 및 젊은 농업인을
위한 보조로 구성한다. 개혁안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소득보조(Basic
Income Support for Sustainability: BISS)와 생태 조치 및 젊은 농업인을 위한
보완 소득지원이 직접지불이다(표 2 참조).
<표 2> 직접지불의 비교
기존 CAP

개혁안

기본지급조치(BPS)와 환경 조치(Greening)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소득 보조(BISS)
생태 조치(Eco-scheme)
부분별(Sectoral) 배분

상한 설정

상한 설정

젊은 농업인 조치

젊은 농업인을 위한 보완적 소득지원

자발적 연계보조(단백질 작물)

자발적 연계 보조(단백질 작물)

재분배 지급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완적 재분배 소득지원(CRISS)

소농 조치

소농을 위한 거액(round sum) 지급

자료: Lampkin et al.(2020)

3) 기존 CAP아래 9개 회원국이 소농 대상의 효율적 소득 지원을 위해 자발적인 재분배 소득지원을 활
용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회원국의 직접지불 총액의 0.5~15%에 이르고 기본지급 면적의 50%가량
이 그 대상이다. 개혁안은 회원국이 반드시 CRISS를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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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혁안의 예산
EU-27의 2021~27년 다년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은 총 1조 743억 유로(2018년 가격 기준, 현재가격 기준으로는 1조 2,100억
유로)이다(그림 8 참조). 이는 2014~20년 MFF 대비 0.7% 감소한 수준이다.
CAP 예산은 이전보다 10% 감소한 3,439억 유로로 결정하였다(표 3 참조). 이에
따라 MFF에서 CAP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의 35%에서 32%로 하락하였다.
<그림 8> 2021~27년 다년간 재정계획(MFF)
단위: 백만 유로

주: MFF 가운데 CAP 예산은 주로 “천연자원과 환경”에 포함됨.
자료: Council of the EU(2020a)

<표 3> EU-27의 MFF와 CAP 예산의 비교
단위: 10억 유로(2018년 가격기준)

항목

2014~20년

2021~27년

MFF

1,082

1,074

-0.7%

농업

382.8

343.94

-10.1%

EAGF: 제1축

286.1

258.59

-9.6%

EAFRD: 제2축

96.7

77.85

-19.5%

NGEU-RD

-

7.5

-

CAP/MFF

35.3%

32%

-

주: NGEU-RD는 COVID-19로부터 복원을 위해 2021~22년에 농촌개발 목적의 지원임.
자료: Lampkin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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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예산에서 제1축은 2,586억 유로이고 제2축은 779억 유로인데, 이는 이전
MFF에 견주어 각각 9.6%와 19.5%가 하락한 수준이다. 제1축 예산 가운데 직접지
불이 2,399억 유로이고 시장 관련 조치가 186.8억 유로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제2축(EFARD) 예산은 회원국이 공동으로 조달해
야 하는 자금이 더 많이 증가해야 함을 뜻한다. 이를 통해 전체 농촌개발 관련 재
원이 확충될 수 있다. 다만, 2021~22년에 COVID-19 회복 지원조치 아래 농촌개
발 분야에 지원하는 차세대 EU(NGEU-RD)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
면, 제2축 예산의 감소 폭은 이전 CAP 대비 13.1%로 완화된다.

3. 2020~22년 전환기 CAP 규정과 EU 회복수단(EURI)
2021~27년 CAP 개혁안의 협상과 결정이 지연되면서 CAP은 전환기 규정
(Transitional Regulation)에 따라 운영하게 되었다. 이사회와 의회가 승인한 전
환기 CAP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이 전환기 CAP 규정의 원칙은

“새로운 자금으로 기존 규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환기 CAP 규정
은 새로운 CAP 개혁안이 합의되어 이행하기 전까지 현재의 틀을 계속 적용하여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지급하는 기본지급조치(BPS)는 2021~27년 CAP 예산이
줄었으므로 그 감축이 불가피하다. 농촌개발 조치의 경우에는 자금을 다음 프로그
램 기간으로부터 당겨 사용해야 하므로 5~6년차 계획에 따른 재원이 그만큼 줄어
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는 COVID-19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한 회복책으로서 EU가
2021~22년에 계획한, 이른바 EU 회복수단(EURI)이 기존의 유럽농촌개발기금
(EAFRD)에다 추가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ouncil of the EU, 2020b).
EURI는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NGEU)”라고도 한다. 이를 위해
2021~27년 MFF에 추가로 EURI 7,500억 유로(2018년 가격 기준)를 책정하였다.
EURI 3,900억 유로는 EU 예산을 통한 보조이고, 3,600억 유로는 회원국에 제공
하는 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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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전환기 규정에 따라 EAFRD에다 추가로 EURI 80억 7,049만 유
로를 2022~24년에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의회와 이사회가 이를
2021~22년으로 앞당겼다.4) 전환기 규정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이 제시한 새로운 목표와 EU의 농업환경과 기후 의무사항에 부합하면서 복원 및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회복을 위해 EURI가 추가 재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
다.5) 이는 EAFRD 규정 제58조a에 추가한 3가지 의무사항을 통해 이행한다
(Matthews, 2020).
첫째, EAFRD 재원의 30%를 농업환경과 기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
을 EURI에 의한 추가 재원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제1조 2항과 7조 12항이 명시
한 “회귀하지 않는 원칙(principle of no regression)”에 의해 대체되었다. 제1조
2항은 2021~22년에 적용할 농촌개발 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
RDP) 개정안을 기존 RDP처럼 농업환경과 기후 조치에 관한 EAFRD 지원 비중과
같게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7조 12항은 각 RDP에 사용하는 추가 EURI
재원에도 이와 같은 최소 비중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과 기후
RDP가 EURI 추가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
실 많은 회원국이 이 비중 이상을 해당 RDP에 이미 사용하고 있다.
둘째, 추가 EURI 재원의 최소 37%는 환경과 기후, 동물 복지, LEADER에 이바
지하는 조치에 사용해야 한다.6) 이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기농업
② 농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③ 탄소격리를 통한 토양 비옥도 증진과 같은 토양 보존
④ 물 절약 등 물 사용과 관리의 개선
⑤ 생물 다양성에 이바지하는 서식지의 창출과 보존 및 복원
4) 2021~22년에 농촌개발을 지원하는 EU 예산은 최대 268억 9,683만 유로이다.
5)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EU 경제를 온실가스 배출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상 목표
(overarching objective)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순환경제, 빌딩, 수송, 농업, 생물다
양성과 생태계, 재정지원, 연구과 혁신, 교육과 훈련, 국제협력, 이해관계자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계획 및 일정 등을 제시한다(정명규, 2020).
6) LEADER는 농촌개발에 관한 계획과 전략의 이행, 의사결정, 재원 배정 등에 지역 활동가가 참여하도
록 하는 개발방식으로 EU는 이를 20년 이상 적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특정 지역의 공공과
민간 및 민주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총 2,800개 지역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EU 총 농촌인구의 61%를 대변한다. LEADER는 각 회원
국의 전국 및 지역 RDP아래 이행되면서 EAFRD 자금이 공동 재원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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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약과 항생제 사용의 위험과 영향의 감소
⑦ 동물 복지
⑧ LEADER 협동 활동
셋째, 추가 EURI 자금의 최소 55%는 농촌 지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촉진하
는 조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자산에 대한 투자, 농장과 경영
개발, 농촌 지역에서 기본 서비스와 마을재생에 관한 지원, 협력 등을 포함한다.
관련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급망 단축과 지역 시장
② 정밀농업, 스마트농업, 혁신, 디지털화, 생산 기계와 장비의 현대화 등 자원
의 효율

③ 작업 중 안전 조건
④ 재생가능 에너지와 순환 및 바이오 경제
⑤ 농촌에서 고품질 정보통신기술(ICT)에 접근
그러나 이 3대 요건 간에 상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어느 회원국이
기존의 RDP에 EAFRD 지출의 45% 이상을 배정한다면 농촌 경제와 사회 개발에
최소 55%를 배정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회원국
은 55%의 요건을 무시하거나 회귀하지 않는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 어떤 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인가는 회원국에 달려 있다.
<그림 9>은 2018년 기준으로 회원국별 농촌개발 지출 중 환경과 기후가 차지하
는 비중을 나타낸다. 영국을 제외한 EU-27 수준에서 자연제약지역(areas facing
natural or other specific constraint: ANC), 농업환경과 기후(AEC), 유기농업,
기타 등 환경과 기후 관련 조치가 농촌개발 지출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54.7%
이다. 회원국 가운데 크로아티아의 비중이 33%로 가장 낮고 몰타는 80%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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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회원국별 환경과 기후 관련 농업개발 조치의 비중

자료: Agri Data(https://rb.gy/sndk27)

EAFRD에 의한 최대 지원율은 100%인데, 이는 회원국이 EURI에 따른 지원에
부응하는 공동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됨을 뜻한다. 물론, 회원국이 원하면
EAFRD 자금에 추가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발에서 뒤처지거나 전환
지역이 아닌, 이른바 “다른(other)” 지역에서 EURI의 물리적 투자(physical
investment) 지원을 받는 농업 생산자, 농산물 가공과 유통업자 등에 대한 최대
지원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예를 들면, 젊은 농업인, 집단 투자, 자연적인 제약에
놓인 지역, 유럽 혁신 동반관계(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EIP)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40% 지원율이 60%까지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7)
복원 및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는 운영에 대한 지원율은 기
존의 40%에다 35% 포인트를 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산한 최대 지원율은 90%
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잘 개발된 농촌 지역에 대한 물리적 투
자 지원이 최대 90%까지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경쟁 측면에서 기존 비즈
니스의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
COVID-19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1년도 EAFRD 지
출을 앞당겨 실행하도록 결정하였다(표 4 참조). EURI에 의해 추가로 제공되는 자
금까지 더하면 2021년에 농촌개발 조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큰 폭으로 증가
하게 된다.

7) EIP는 농업인, 과학자,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영농
방식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조치이다. 새로운 구상과 방식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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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U 회원국별 EAFRD와 추가 NGEU
단위: 백만 유로

회원국

MFF
2021

2022

2023

2024

추가 NGEU

2025

2026

2027

2021-27 2021

2022

벨기에

101.1

82.8

82.8

82.8

82.8

82.8

82.8

597.9

14.2

33.9

불가리아

344.6

282.2

282.2

282.2

282.2

282.2

282.2

2,037.6

59.7

142.2

체코

316.5

259.2

259.2

259.2

259.2

259.2

259.2

1,871.7

54.9

130.6

92.7

75.9

75.9

75.9

75.9

75.9

75.9

548.3

16.1

38.3

1,334.0 1,092.4 1,092.4 1,092.4 1,092.4 1,092.4 1,092.4

7,888.2

209.9

499.7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107.5

88.0

88.0

88.0

88.0

88.0

88.0

635.6

18.6

44.4

아일랜드

380.6

311.6

311.6

311.6

311.6

311.6

311.6

2,250.4

56.1

133.6

그리스

680.2

557.0

557.0

557.0

557.0

557.0

557.0

4,021.9

108.1

257.2

스페인

1,319.4 1,080.4 1,080.4 1,080.4 1,080.4 1,080.4 1,080.4

7,801.7

212.3

505.4

프랑스

1,782.3 1,459.4 1,459.4 1,459.4 1,459.4 1,459.4 1,459.4 10,539.0

256.5

610.4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363.1

297.3

297.3

297.3

297.3

297.3

297.3

2,146.9

59.7

142.0

1,648.6 1,349.9 1,349.9 1,349.9 1,349.9 1,349.9 1,349.9

9,748.1

269.4

641.2

키프로스

29.0

23.8

23.8

23.8

23.8

23.8

23.8

171.7

3.4

8.1

라트비아

143.5

117.5

117.5

117.5

117.5

117.5

117.5

848.5

24.9

59.2

리투아니아

238.7

195.5

195.5

195.5

195.5

195.5

195.5

1,411.7

41.4

98.5

룩셈부르크

15.0

12.3

12.3

12.3

12.3

12.3

12.3

88.9

2.6

6.2

헝가리

509.1

416.9

416.9

416.9

416.9

416.9

416.9

3,010.3

88.3

210.1

몰타

24.4

20.0

20.0

20.0

20.0

20.0

20.0

144.3

2.6

6.2

네덜란드

89.5

73.3

73.3

73.3

73.3

73.3

73.3

529.1

15.5

36.9

오스트리아

635.1

520.0

520.0

520.0

520.0

520.0

520.0

3,755.2

101.9

242.5

1,612.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9,532.1

279.5

665.2

폴란드
포르투갈

660.1

540.6

540.6

540.6

540.6

540.6

540.6

3,903.4

104.6

248.9

루마니아

1,181.0

967.0

967.0

967.0

967.0

967.0

967.0

6,983.3

204.8

487.3

슬로베니아

134.5

110.2

110.2

110.2

110.2

110.2

110.2

795.6

21.7

51.6

슬로바키아

316.4

259.1

259.1

259.1

259.1

259.1

259.1

1,870.9

48.3

114.9

핀란드

433.0

354.5

354.5

354.5

354.5

354.5

354.5

2,560.3

61.9

147.4

스웨덴

258.8

211.9

211.9

211.9

211.9

211.9

211.9

1,530.1

44.9

106.8

EU 27
기술지원

14,751.0 12,078.6 12,078.6 12,078.6 12,078.6 12,078.6 12,078.6 87,222.7 2,381.7 5,668.6
37.0

30.3

30.3

30.3

30.3

30.3

30.3

218.6

6.0

14.2

RD EU-27 14,787.9 12,108.9 12,108.9 2,108.9 12,108.9 12,108.9 12,108.9 87,441.3 2,387.7 5,682.8
자료: Europa(http://t2m.kr/zcv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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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과 결론
CAP 개혁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평한 소득 보조의 배분과 농업의 지속가
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지불의 공평성을 위해 지급액의 감축
을 도입하였고, 지급 상한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였다. 이는 소득보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개입이란 정당성과 더불어, 중소 규모의 농가가 대규모 농가와 견
주어 더 큰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접지불 상한이 더욱 엄격하게 설정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
업과 관계가 적은 자나 단체를 수혜대상자에서 배제하기 위해 “진정한(genuine)”
농업인을 정의하려는 노력도 직접지불의 성과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이전의 환경 조치(Greening)가 빠지고 새롭게 강화된 자격 제한(conditionality)
이 도입되면서 작물 다각화와 윤작, 영구초지, 생태 중점지역(ecological focus
area: EFA)과 같은 요소들의 규정 설정에 회원국의 재량권이 확대되었다.
또한, 생태 조치(Eco-scheme)를 제1축 안에 신설함으로써 기후와 환경에 이득
을 주는 영농방식에 대해 소득 보조의 수단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
다. 비록 새로운 생태 조치의 효과에 관련하여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
으나, 농업환경과 기후에 혜택을 주는 농업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EU의 정책 의
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한국은 여러 직접지불을 통합하고 식량안보와 환경 등의 공익을 증
진하는 목적으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직불 구조는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농업환경과 기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선택형 직불제 개편 논의가 진행될 터인데, CAP
개혁안은 이의 유용한 참고자료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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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2편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와 성과 추이
임송수(고려대학교 교수)*

1)

1. 서론
2018년 6월 1일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1~27년
기간에 이행할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관한 입법
제안서를 내놓았다. 이 제안은 CAP이 유럽 농업에 관한 강력한 지원을 지속적으
로 제공하여 번영하는 농촌 지역과 고품질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또한, 이 제안은 CAP이 “농장으로부터 포크까지(From Farm to Fork)
전략과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전략 등과 관련하여 유럽 그린딜(Green Deal)
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EC 제안서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을 위한 공정한 거래와 안정적인 경제적 미래 확보
② 환경과 기후 실행과 관련한 높은 야망(목표) 설정
③ 유럽 사회의 중심에서 농업 지위의 보호
이러한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EC는 9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① 공정한 농업인 소득 보장
② 경쟁력 제고
③ 식품 체인에서 권한의 재균형
④ 기후변화 대응
⑤ 환경 돌봄
⑥ 경관과 생물 다양성 보존
⑦ 세대간 재생 지원
* songso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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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생동감 있는 농촌 지역
⑨ 식품과 건강의 질 보호
<그림 1> EU 집행위원회 CAP 제안서의 9대 목표

자료: European Commission

이 글은 CAP 목표 아래 지금까지 EU 농업과 농촌지역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
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한 모든 통계와 자료는
EC(2020)에서 발췌한 것이다.

2. 목표와 성과의 궤적
EU 회원국에서 탈퇴한 영국 이외의 EU-27를 대상으로 한 농업부문과 농촌개
발 관련 지표들을 EU의 CAP 개혁의 목표와 접목하였다.

2.1. 농업 소득
EU-27에서 1인당 농업 소득은 1995~2018년에 전체 경제의 평균 임금 대비 약
41%에 불과하다(그림 2 참조). 이 비율은 2009년에 32%에서 2017년 49 %까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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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나타낸다. EU 수준에서 1인당 농업 소득과 전체 경제의 평균 임금은 서서히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농업과 전체 경제 간 1인당 소득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농산업 부문별로 1인당 소득을 비교하면, 밭작물, 곡물, 포도주의 소득 수준이
평균 이상이며, 우유와 원예 소득은 평균 정도를 나타낸다. 작물과 가축의 복합농,
양봉, 영구 작물 부문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낮다. 또한, 소규모 농가의 소득이 상
대적으로 낮다. 1인당 소득은 농가 규모가 최대 500ha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그림 3 참조).
<그림 3> 농가 규모별 농가 소득의 구성 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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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쟁력 증대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으로 나타내는 농가 생산성은
2005년에 100.4(3개년 평균치)에서 2018년에 110.4로 오름세를 나타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총 요소 생산성(TFP)의 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U-28 수준에서 시장관리(market management)로부터 탈피는 무역 기회를
창출하고 EU와 세계 가격 간 격차를 차츰 줄이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주요 품목별 EU와 세계 시장가격의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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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27 수준에서 총 농가 수는 2005년에 1,420만호에서 2016년에 1,030만 호
로 감소하였다(그림 6 참조). 같은 기간에 평균 농가 규모는 12ha에서 16ha로 증
가하였는데, 이는 5ha 미만의 농가 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된다. 또한, 생산액으로
계측한 평균 경제적 농가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그림 6> 농가의 수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농지(agricultural area)는 2010년에 1억 6,290만 ha에서 2016년에 1,614만 ha
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그림 7 참조). 농지가 조금 감소한 것은 영구 초지와 경종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7> 농지면적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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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단위 두수(livestock unit: LU)는 2005년에 1억 2,280만 LU에서 2016년
에 1억 18,10만 LU으로 조금 감소하였다(그림 8 참조). 총 LU 수를 총 활용 농지
로 나눠 산출한 가축 밀도는 같은 기간에 0.73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8> 가축 단위 두수(LU)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2.3. 가치사슬에서 농가의 지위 개선
식품 체인에서 총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그림 9 참조). 2017년에 식품 체인
의 부가가치 중 26.3%가 1차 생산자의 몫이었다. 이와 같은 생산자의 부가가치 비
중은 2013년의 28.5%에서 2009년의 25.7%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반대로 식음
료 소비자 서비스 부문에서 부가가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림 9> 식품 체인에서 1차 생산자의 부가가치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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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EU-17에서 생산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우유, 채소와 원예,
곡물 생산, 돼지 등이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부문별 농업 생산액 비중(%, 2019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2.4. 기후 변화
농업부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5~2007년에 8% 감소하였다<그림 11
참조>. 또한, 농업부문이 전체 순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11.8%에
서 2017년에 12.6%로 조금 증가하였다.
<그림 11> 농업부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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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바이오 에탄올 등 농업과 삼림에 의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량은 오름세를 나타낸다(그림 12 참조). 특히, 삼림에 의한 재생 가능
한 에너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2> 농업과 삼림에 의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U-27에서

2017년에

농업환경-기후

조치(Agri-Environment-Climate

Measure: AECM)아래 속한 물리적 면적은 13%를 기록하였다(그림 13 참조). 물리
적 지역은 최소한 하나의 AECM 의무를 지닌 총 면적을 말한다.
<그림 13> 회원국별 AECM 아래 물리적 면적의 비중: 2017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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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천연자원의 효율적 관리 촉진
토양 침식 속도가 연간 ha당 11톤 이상이면 농업 지역은 토양 침식의 위험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회원국 수준의 비율은 국가 평균값을 나타내므로 국가 평균이 낮
더라도 많은 지역에서 더 높은 침식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추정된 침식률(농용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농업 방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지표는 농업에 의
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조치의 효과를 반영하고 포착한다.
EU-27 평균으로 2016년에 물에 의한 토양 침식 위험 지역은 모든 농업 지역과
자연 초지 면적의 약 3.4%인데, 이는 2010년 수준과 비슷하다. 주요 회원국의 지
표를 살펴보면, 슬로베니아가 64.3%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43.3%, 사이프러스
30.7%, 오스트리아 24.8%, 코로아티아 15.3%, 그리스 12.7%, 스페인 12.3% 순이
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물에 의한 토양 침식률: 2016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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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으로부터 암모니아 배출량 추이는 2013년까지 내림세를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조금 증가하고 있다(그림 15). 2015년 기준 연도 대비 국가별 배출량 감
소 의무는 2020년까지 6%이고 2030년까지 19%이다. 2005~17년에 EU-27은 3%
의 감축을 기록하였다.
<그림 15> 농업부문에 의한 총 암모니아 배출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농업부문이 물에 미치는 영향, 곧 수질 지표는 질산염과 인에 의한 오염을 나타
낸다. 질소와 인의 과용은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과 부영양화를 초래한다. 질소
과잉은 연간 ha당 50 kg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그림 16 참조). 인의 잉여량은
2005년에 ha당 4kg에서 2015에 단지 1kg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6> 농지의 질소와 인의 초과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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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생물 다양성의 보존
농지의 조류 지수(bird index)는 유럽 농업 경관의 생물 다양성 변화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 지표는 선택한 지역에서 일반적인 조류 종의 상대적 풍부도의 변화
율을 측정하는 복합 지수이다. EU의 “종 목록"은 현재 먹이와 둥지를 만들기 위해
농지에 의존하고 다른 서식지에서 번성할 수 없는 39종을 포함한다.
EU-28의 농지 조류 지수는 2016년에 83.7로 감소했으나, 자료가 존재하는 최
근 몇 년 동안 그 감소 속도가 둔화하였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EU-28 농지의 조류 지수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그림 18>은 농지의 경관 요소(linear elements)의 밀도를 나타낸다. 경관 요소
는 초지와 관목의 마진(margins), 단독 나무 덤불, 가로수, 울타리, 도랑 등을 포
함한다.
<그림 18> 경관 요소의 밀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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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젊은 농업인 유치와 비즈니스 개발 촉진
2013년까지 CAP은 40세 미만의 농업인을 젊은 농업인으로 분류하였으나, 지금
은 35세로 세분해 놓았다. EU-27에서 젊은 농업인의 비중은 2010~16년에 5.1%
를 기록해 내림세를 보였다(그림 19 참조). 55세 이상 농장 관리자 대비 젊은 농장
관리자의 비율은 3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의 비율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낸다. 남
자 대비 여성 젊은 관리자의 비율은 1:3 정도이다.
<그림 19> 35세 미만 농장 관리자의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U-27에서 경제적 평균 농가 규모는 각 연령 코호트(cohort)에서 오름세를 보
인다(그림 20 참조). 가장 높은 경제적 평균 농가 규모를 나타낸 연령대는 25~54
세이다.
<그림 20> 경제적 평균 농가 규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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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촌 지역의 고용과 성장 및 통합
EU-27에서 고용률은 2013년에 67.3%에서 2018년 72.4%로 차츰 증가하였다.
농촌지역의 고용률도 전체의 경우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EU-27의 고용 수
준은 2009년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20~64세 고용률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영향 지표로서 CAP 지원의 분포 개선을 현재 개발 중이다. <표 22>는 EU-27
에서 약 20%의 수혜자가 직접지불의 80%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지급액이
EU의 농지처럼 균등하지 않게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2> CAP 직접지불의 수혜자 분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298

특집 1 : (제2편)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와 성과 추이

농촌 지역의 빈곤지수는 2010년에 30%에서 2018년에 23.7%로 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것이다. 전체 빈곤률은 타운과 교외 및 도시 빈곤률
보다 높고 농촌 지역의 빈곤률의 추이와 다른 형태를 나타냈다.
<그림 23> 농촌 지역의 빈곤률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2.9. 안전하고 영양 높고 지속 가능한 식품
수의학 항균제 판매량은 인구 단위(population correction unit: PCU) 당 mg
단위로 볼 때 내림세를 나타낸다(그림 24 참조). 그러나 축산물의 항균제 사용은
회원국 간 큰 차이가 있다. EU 평균은 해마다 자료를 제공하는 회원국에 가중치가
적용된다. 2017년은 모든 회원국이 자료를 제공한 첫 해인데, 항균제 매출량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33% 감소하였다.
<그림 24> 농촌 지역의 빈곤률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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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밀도(farming intensity)는 토지 ha당 사용하는 투입량으로 정의한다. 투
입재는 비료, 농약, 기타 작물 보호 목적의 제품과 구입한 사료이다. 분석 첫 해인
2004년의 EU-25 기준 아래 EU의 농용지(UAA)는 3개 범주로 균등하게 나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다. 가장 높은 유형은 ha당 342 유로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ha
당 150 유로이다.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광범위하고 집약적인 농업의 실제 임계
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농 밀도의 변화를 살펴보
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가치가 있다.
2005년과 2016년 사이에 EU-28에서 ha당 투입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34%에서 39%로 증가하였고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지역은 33%에서 29%로 감소
하였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투입재 밀도에 따른 농용지 분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유기농이 차지하는 농지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1,300만 ha로 전체 농용지의
8%에 해당한다<그림 26 참조>. 유기농이 차지하는 면적과 비중은 오름세를 나타
내고 있으나 회원국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
<그림 26> 유기농 면적과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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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3편

EU의 농식품 무역 패턴과 농업정책의 변화1)
임송수(고려대학교 교수)*

1. 서론
유럽 연합은 농업과 식품에 대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다. 최근 미국을 제치
고 1위를 자리를 차지하였다. 곧, 세계 최고의 농식품 수출국이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식품 수입국이다. 따라서 유럽의 농업과 식품 산업에서 무역이 차지
하는 중요성은 명확하다. 실제로 EU 생산자들은 ‘수입’과 ‘수출’의 두 가지 범주에
직면하는 이상한 위치에 있다.
EU 내 다른 회원국에 대한 판매 또는 구매는 모든 종류의 물류 복잡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종종 다른 언어와 문화로 제품을 유통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그러
나 정책 관점에서 볼 때 EU의 고유하게 통합된 단일시장 덕분에 다른 EU 회원국
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생산자가 자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그렇게 더
복잡하다고 할 수는 없다.
EU의 관점에서 이러한 거래는 수출이고 단순히 역내 거래이다. 그렇기에 이러
한 판매와 구매는 역외 무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적절하다. 농식품 무역 분야의 성
장은 유럽 전체 농식품 부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은 21세기 전반에 걸쳐 전반
적인 복지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무역 장벽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EU가 수출 성
장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한국, 캐나다, 일본과 같은 대규모 농업 수입국을 포
함한 주요 무역 상대와 양자 무역 협정을 성공적으로 협상한 것도 주효했다.
EU가 오랫동안 잘 보호된 농식품 시장을 주요 무역국에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 songsoo@korea.ac.kr
1) 이 글은 IHS Markit(2020)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일부 내용을 설명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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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가 성장하여 수요를 확대함에 따라 그 수입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
은 수입보다 더 빠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2014~19년에 EU 농식품 수출액은
24.1% 증가했지만, 수입은 같은 기간에 14.6% 증가하였다. 그 결과 5년 동안 EU
의 농식품 무역 흑자는 80%나 증가하여 2019년에 31조 9,550억 유로로 증가하였
다(그림 1 참조).
<그림 1> EU의 농식품 무역수지 동향

자료: IHS Markit(2020)

2. EU의 농식품 무역 패턴과 무역상대국
EU의 농식품 무역 패턴에는 제조품과 상품(commodities) 간 뚜렷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선진국 경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EU의 농식품 제품의 수출 성공은
가공 업체가 원자재에 추가하는 부가가치에 주로 기인한다. EU는 기초 상품의 순
수입국이다. 물론 지리적 여건과 기후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생산할 수 없는 열대
작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식량 생산의 가치 사슬이 올라갈수록 무역 균형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다. EU의 농산물과 기타 1차 상품에 대한 무역 적자는 가공 제품, 식재료 및 음료
분야의 큰 흑자에 의해 상쇄된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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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U-28의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백만 유로

품목

2018

2019

변화(%)

농산물(commodity)

-23,943

-22,575

-5.7

기타 1차 산품
(other primary)

-10,092

-6,271

-37.9

가공식품(processed)

14,579

16,129

10.6

식품원료(food preparation)

22,682

24,289

7.1

음료(beverage)

15,475

17,292

11.7

비식용(non-edible)

2,363

3,101

31.2

합계

21,064

31,965

51.8

자료: Eurostat

이러한 통계는 부분적으로 유럽의 식민지 유산을 반영한다. 19~20세기 유럽은
다른 대륙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그 경제력
의 상당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역 패턴은 유럽 이외의 많은
국가가 여전히 EU 회원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비교우위
원칙에 따라 무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EU가 자동으로 자유로운 무역정책의 모범이라 할 수 없다.
EU는 여전히 민감한 농산물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 장벽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non-tariff measures)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 농가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따른 포
괄적 보조체계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보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여
러 차례에 걸쳐 개혁됐지만, 현재의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이 1995년에 발효된 이후 농산물의 기본 무역체제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는
EU의 핵심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계획표에 기초하여 쇠고기와
버터 등에 대한 실효 시장보호 수준이 20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U의 농식품 수출과 수입 측면의 무역상대국은 상당히 다양하다(표 2;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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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28의 20대 농식품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유로

국가
미국
중국
스위스
일본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호주
홍콩
한국
UAE
알제리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집트
남아프리카
브라질
기타
합계

2018
22,244
11,098
8,248
6,641
6,623
4,495
3,705
3,820
3,145
3,383
3,680
3,028
2,624
2,652
2,063
2,418
1,945
1,528
1,704
1,780
40,651
137,473

2019
24,317
15,300
8,555
7,657
7,191
4,697
3,937
3,878
3,589
3,536
3,270
3,166
2,765
2,531
2,480
2,436
2,128
2,016
2,003
1,925
43,872
151,248

변화(%)
9.3
37.9
3.7
15.3
8.6
4.5
6.3
1.5
14.1
4.5
-11.1
4.6
5.4
-4.6
20.2
0.8
9.4
31.9
17.5
8.2
7.9
10.0

자료: Eurostat

미국이 EU의 수출과 수입 상대국 중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다. 중국은 수출 대
상국 중 2위로 큰 시장이고 수입 측면에서는 4위를 기록하였다. 상위 20대 수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과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같은 부유한 신흥시장이 포함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풍요로운 중산층이 요구하는 치즈, 햄, 와인 및 주류 등의 프리
미엄 식품과 음료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EU의 지위를 반영한 결과이다. 실제
로 EU는 식품과 음료 제품에 대한 특성(cachet)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지리
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or: GI)의 개발과 그에 따른 점진적인 국제화가
그와 같은 성과에 힘을 보탰다.2)
2) GI는 농식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의 특성이 그 생산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있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으로 표시한 것을 이른다. 2020년 기준으로 EU는 총 3,300개 농식품 GI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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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U-28의 20대 농식품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유로

국가

2018

2019

변화(%)

미국

12,089

11,799

-2.4

브라질

11,914

11,626

-2.4

우크라이나

5,626

7,383

31.2

중국

5,728

6,146

7.3

아르헨티나

5,127

5,040

-1.7

스위스

4,594

4,734

3.0

터키

4,482

4,703

4.9

인도네시아

4,386

4,097

-6.6

코트드부아

3,363

3,528

4.9

인도

3,155

3,217

2.0

남아프리카

2,903

2,791

-3.9

페루

2,296

2,630

14.6

모로코

2,403

2,499

4.0

태국

2,424

2,481

2.4

칠레

2,510

2,478

-1.3

캐나다

1,992

2,443

22.7

베트남

2,480

2,403

-3.1

콜롬비아

2,189

2,266

3.5

뉴질랜드

2,434

2,244

-7.8

말레이시아

1,922

1,884

-2.0

기타

32,393

32,891

1.5

합계

116,409

119,283

2.5

자료: Eurostat

반면 상위 20개 수입국 목록에는 개도국인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인도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유럽이 생산할 수 없는 코코아, 코코아, 커피,
차, 야자유, 향신료 등을 공급한다. EU의 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는 무역 관
련 외교 측면에서 중요하며, 최근 몇 년 동안 EU본부는 국제 무역포럼에서 개도국

있다. 2020년 4월부터는 GI 데이터베이스 “eAmbrosia”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https://trade.ec.euro
pa.eu/doclib/docs/2020/october/tradoc_158976.pdf). 무역 측면에서 EU는 거의 모든 FTA 상대국에
GI에 관한 법적 보호조치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9년에 농산물품질관리
법 을 통해 GI 규정을 마련하였고, 2020년 8월 현재 총 102개 농식품 GI가 등록된 상태이다(https://
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Id=MN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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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옹호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EU는 자국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신흥국과 선진국으로부터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태국의 가금육과 설탕, 뉴질랜
드의 양고기와 유제품 등이다. 이들 국가와 EU는 가장 복잡한 양자 무역 관계를
지니고 있다.

3. CAP과 WTO 규범의 관계
EU 농식품 산업에 대한 국내 보조를 규제하는 CAP은 1990년대 초반에 처음으
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진 이래 상당히 발전해 왔다. 반면에 유럽의 농식품 무역
정책은 1995년에 WTO 농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거의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정책 변화는 결국에 시장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EU가 더 넓은 세계와 교류하
는 방식에도 변화를 끼쳤다.
그러나 EU의 무역체제는 1960년대 초반의 EU 혹은 그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
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확립된 높은
수준의 보호주의 원칙 기조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아주 민감한 일부 제품에 대해
EU는 “공동체 선호(Community preference)”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변동세
(variable levies)를 처음에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세계 시장가격을
관측하여,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관세를 높여 수입 제품이 국내 가격의 포괄적인
체제 아래 보호되는 국내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다
른 제품의 경우 높게 고정한 관세 또는 쿼터(quota)를 적용하여 보호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제도는 보호된 EU 가격과 세계시장 간 커다란 격차를 만들어 놨
다. 결국, 이 격차는 EU 예산으로 충당하는 수출 보조로 메꿔야 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 무역에서 EU의 위상이 CAP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EU
는 높은 보조 수준과 시장보호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에 걸친 무역
상대국의 이익에 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농업 시장을 운영해 왔기 때
문이다. 지난 50년간 이러한 비판은 정당화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타당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 시장의 농식품 무역 분야에서 EU의 식량과 농업은 견고한 바닥
을 형성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수출 경쟁국들은 EU의 관세로 인해 유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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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고, EU의 수출 보조로 말미암아 제3국 시장에 접근하
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도국은 EU의 보조로 자국 시장의 가격 형성이 교란되었
다고 불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루과이 라운드(UR)의 다자간 무역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WTO 체제가 시작하고 농업협정이 만들어졌다. 농업협정은 농산물 관세를
줄이고 국내보조를 규율하는,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포괄적인 국제협약에
해당한다. 농업협정은 수출 보조에 대한 규율도 포함한다. 결국, 여러 번의 협상을
거쳐 WTO는 2017년에 농산물 수출 보조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였다.
EU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UR 의제는 심각한 도전이었다. 협상의
모든 측면에서 불화를 겪은 것은 CAP과 EU의 관련 농식품 무역정책이었으나, 만
약 EU가 협상을 완전히 차단하려 한다면 너무 큰 외교 자본을 잃을 것으로 계산하
였다. 이에 따라 1990년에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UR를 종결하려는 비열하
고 실패한 시도 이후 자국의 무역정책을 일부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정
책이 변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러한 고려의 최종 결과는 1992년의 CAP 개혁으로 연결되었다. 이로써 정부가
보장된 가격을 통해 시장을 지원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농가에 직접지불을 지급하
는 방식으로 농업보조 방식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직접지불을 “보상
(compensatory)” 직접지불이라 부른다.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러한 CAP은 그 청
사진을 만든 아일랜드(Ireland) 농업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이를 ‘맥셔리
(MacSharry) 개혁’이라고 명명하였다.3)
맥셔리 개혁의 핵심 요소는 곡물, 쇠고기 및 유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한 보장된
개입 가격(intervention prices)을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것은 높은 EU
내부 가격과 일반적으로 조금 낮은 세계 가격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효과가 있었
으며, 이는 EU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수출 보
조를 통제할 수 있음을 뜻했다. 맥셔리 개혁은 본질적으로 EU가 국제사회에서 왕
따 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 무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EU 정책의 변화는 몇 년 후에 UR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995년부터 WTO
농업협정을 발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실마리였다. 농업협정은 모든 선진국의 농업

3) CAP 개혁의 배경과 이행 체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송수, 힐(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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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농식품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EU의 CAP를 형성
에 장기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3.1.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농업협정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 중 하나는 국내보조 정책이 국제 무역을 왜곡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점이다. 동시에 일부 유형의 국내보조는 다
른 유형과 견주어 그 무역 왜곡 효과가 작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이른바 감축 대상
보조(Amber Box)만 통제받게 된 것이다.
총보조액(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으로 그 지급 규모를 산
출하는 감축 대상 보조에는 시장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더 생산된 농산물을 정부가
개입하여 수매하는 것과 같은 오래된 방식의 시장 지원 조치가 포함된다.
직접지불 방식으로 국내 농업 정책의 중심을 전환한 EU는 WTO 수준의 제재에
대한 제약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농가 보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WTO에 통보한 EU의 2017-18년 유통연도(marketing year)의 AMS 규모는 69억
유로이다. 이는 WTO가 승인한 양허(bound) AMS인 729억 유로의 10% 미만에 불
과하다(그림 2 참조).
<그림 2> EU의 WTO 국내보조 실적

자료: IHS Marki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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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정은 UR을 통해 1990년대 중반에 합의한 규율을 더욱 구체화할 새로운
협상을 기대하면서 이를 기설정(built-in) 의제로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1
년에 도하 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나,
아직 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EU는 생산 제한 프로그램 아래 지급하는 직접지불, 곧 블루박스(Blue
Box)에 대한 향후 제한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블루박스 형태의 보조는 생산 측면
에서 무역 왜곡을 초래하나, 그 영향은 가축 수의 할당량 적용과 같은 생산 제한
프로그램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무역 왜곡 정도는 완화된다.
앞서 언급한 맥셔리 개혁에 따라, EU의 보조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이 블루박스
지급으로 전환되었다. 이어 2003년 CAP 개혁은 블루박스 보조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착안한 것에서 촉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직접지불의 대부분이 생산에서
분리(decoupled)되었다. 곧 보조가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EU의 직접지불은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되어 WTO의 감축 의
무에서 면제되었다. <그림 2>는 2003년 CAP 개혁 이후 EU의 보조 형태가 무역
왜곡이 심한 앰버박스에서 벗어나 허용보조로 전환해 왔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EU 농업 정책 개혁의 범위는 논쟁거리이다. 특히 연간 600억 유
로가 넘는 보조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생산 중립적
(production-neutral)이란 EU의 선언을 다른 WTO 회원국들이 회의적인 시각으
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WTO 무역정책의 주도가 CAP 개혁에 크게 이바
지하였고, EU가 상대적으로 무역 왜곡이 적은 형태의 보조로 전환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 결과 EU의 농업 생산은 시장 지향적이며, 이로 말미암아 2000년대 초부터
농산물 가격이 일반적인 오름세를 나타내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전개는 세계
의 농산물 수출국에 이익을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개선된 시장이 애초에 시작될
다자개혁의 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적 혹은 외교적 압력을 완화하는 역효과
를 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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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출보조(export subsidies)
2000년대 중반까지 수출 보조는 EU 농식품 무역의 일상적인 특징이었다. 대부
분의 주요 농산물 수출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EU 시장 가격과 이보다 크게 낮은
세계 시장가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조에 의존하였다. 집행위원회는
EU 수출업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조 규모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정은 EU와 다른 모든 선진국이 기준기간 대비 보조대상 수출량을
1995~2001년 이행 기간에 21% 감축하고, 수출 보조액 기준으론 해당 예산 지출
을 36%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보조 수준의 한도를 설정한 것은 수출보조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대상이란 인식을 EU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
었다.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DDA 협상이 완료되면 수출보
조를 모두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비록 DDA 협상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세계 농
산물 가격이 2000년대 말과 2010년대 초에 급등함에 따라 EU의 수출보조가 대부
분의 농산물에 대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2017년에 WTO가 수출보조를 완
전히 금지하기로 합의했을 때, 이 결정은 이전과 중복된 측면이 있다.

3.3. 시장접근(market access)
EU의 전통적인 시장보조의 3대 요소 중 마지막은 수입 관세체제이다. 수입관세
는 수입 농산물이 EU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농업협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공동체 선호”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가격이 떨어
지면 관세를 올리는 변동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정은 원칙적으로 이러
한 변동세를 금지하고 EU가 관세화(tariffication)를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모든 무역 장벽을 고정된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세는 수입액 기준으로 그 일정 비율로 표현하는 종가세(ad valorem tariffs)
형태를 취하거나 단위 물량 당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종량세(specific tariffs)로
규정할 수 있다. EU는 농산물 대부분에 종량세를 적용하였다.
정해진 관세는 1995~2001년의 이행 기간에 평균 36%까지 감축하되, 품목별 최
저 관세감축률 15%를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만으로(tariff-only)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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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허용된 예외는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이다.
TRQ 아래 수입국은 해마다 정한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0% 또는 인하할 수 있고
쿼터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의 이행
기간에 관세감축 규칙이 적용되었으나, 2001년 이후 다자간 감축이 더 이상 없었
으며, 이에 따라 EU의 양허관세는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2001년 수준에 머물
러 있다.
반면에 앞에서 본대로, EU 안에서 국내보조는 때론 상당히 급진적이라 할 수
있는 개혁과정을 거쳐 왔다. 예를 들면, 설탕에 대한 보조가격은 2006~10년에
36%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EU의 원당과 정제 설탕에 대한 수입관세는 이 과정에
서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는 EU의 수입 설탕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마진이 증가했
음을 뜻한다. 이처럼, 이른바 '감춰진 보호주의(hidden protectionism)”는 국제무
역체제의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3.4. WTO 농업협정의 향방
2001년에 시작한 DDA는 국내보조를 상당히 감축하고 수입관세를 더 광범위하
게 인하함으로써 UR가 마련한 기반 위에 세계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08년 중반 새로운 타협 합의가 인도와 미국 간 세이프가
드 방식에 관한 충돌로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다자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이
르렀다.
WTO 회원국들은 다자간 농업 무역 자유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어떤 돌파구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이로 인해
EU 및 기타 주요국은 수출 상대국 간에서만 해당 무역조건을 개선하는 양국 및 지
역 무역협정 추구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무역 상대국 간 농식품의 범위는 다양하게 설정된다. EU 시장에 대한 무관세와
무쿼터 접근은 대부분의 개도국에 제공되지만 훨씬 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관세
인하와 TRQ가 다른 무역 상대국에 적용된다.
양자주의는 무역 정책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무기화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FTA 참여국은 무역 양허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국가에 호의를 베풀고 초
대 받지 못한 국가엔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 FTA는 국제적으로 구속
력 있는 다자간 협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협상하고 이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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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그러나 다자적 해결책 추구에서 후퇴한 것은 무역 정책 개혁을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왔고, 이는 특히 NGO 사이에서 그 과정에 대한 회의론과 의혹
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무역 협상을 위한 포럼으로서 WTO의 기능은 미약하다. 또한, 국제 무역
규제자로서 국제기구의 지위가 약화되었고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체제의 기능
과 존재감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예를 들면,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아래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그 임기를 마친 위원 후임을 선정하지 못해 최소 3명의 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여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World Politics Review, 2020).

4. EU의 FTA의 확대 전략
FTA에 관한 초점은 지난 10년 동안 EU가 의도적으로 내놓은 전략적 결정이었
으며, 다자 수준에서 의미 있는 무역 자유화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응한 선
택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에 DDA 타결의 불발 이후 WTO의 협상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황에서, EU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3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
상을 위해 특정 국가나 그룹과 직접 양허 안을 협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현재까지 총 75개국을 포함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고, 이미 합의하였거나 협상중인 협정이 발효되면 더 많은 FTA 국가를 확보
하게 된다. 이는 40개 정도의 개별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EU 회원국 27개국이 추가되면 EU의 농가는 이제 100개국 이상의 시장에 접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WTO 양허안이 명시한 것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시장접근이 가능함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수입업체는 선호도가
유럽산에 치중되더라도 우선해서 FTA 참여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다.

4.1. FTA 원칙
WTO의 각 회원국은 WTO 사무국에 각 농산물에 관한 제품에 대한 양허관세를
통보해야 한다. 양허 관세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양허수준 이상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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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WTO 무역규범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최혜국
(MFN) 대우원칙은 통보한 양허 관세를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제공해
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MFN 관세라고 한다.
그러나 FTA는 관련 당사국이 MFN 원칙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
다.4) 적절하게 구성된 FTA 안에서 만들어 낸 양허안이 적용된다면 MFN 원칙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에 관련한 주요 조항은 FTA 협정이 관련 당사자 간 "상당
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을 포함해야하며, 특정 부문에 대한 선
별적인 자유화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는 벨리즈(Belize)나 피지(Fiji)와 같은 개도국의 설탕 수입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제공할 수 있으며, 브라질이나 호주와 같은 더 지배적 인 설탕 수출
국에 동일한 정도의 양허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WTO 회원국의 양허안은 거의 모든 경우 1995년 이후 변한 게 없이 유지되고 있
다. 농업협정의 도입으로 마지막 다자간 관세 인하가 시행된 1995년 이후 FTA는
이제 협상 개선의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존재한다.

4.2. FTA의 유형
EU가 체결한 FTA는 많은 유형을 지닌다. 집행위원회는 FTA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11가지 이상의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일부 협정의 이름은 정치적으로 구성
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 각 유형의 협정은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한다.
잠정적으로 발효한 여러 FTA가 아직 완전히 비준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무역 협정의 비준이 해당 국가의 국가 의회의 공식 승인을 포함하는 복
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FTA 비준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예를 들
면, 2017년 9월에 시행된 EU-캐나다 FTA는 아직 EU 측에서 완전히 승인되지 않
았다. 그러나 양측 정부(EU의 경우 각료회의와 유럽 의회)가 동의하면 FTA가 잠
정적으로 발효될 수 있다(외교부, 2010).

4) FTA 참여국 간 MFN 원칙의 적용 근거는 GATT 제24조에 근거한다(법무법인 세종, 2014). 이에 따라
FTA가 WTO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①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substantial coverage), ② 내부 무
역장벽의 제거(elimination of internal trade restriction), ③ 역외국에 대한 추가 장애요인 배제
(avoiding additional barrier for third countries) 등 3대 요건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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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EEA는 EU와 가장 가까운 형태의 상업적 관계라 할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 노
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포함된다. 이 유럽 이웃 국가들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EU
의 단일 시장(single market)에 참여하고 있다. 비록 CAP의 일부는 아니지만, 일
부 농산물의 경우 EU와 이들 국가 간의 무역에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식품과 기타 교역 상품에 대한 EU 제품 표준에 따라 법률을
조정하고 EU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 권한에 대해 일종의 수수료(fee)를 해마다
EU 예산에 기부하고 있다. 스위스는 1994년에 EEA가 만들어 졌을 때 EEA의 당
사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EU와 관계는 복잡한 협정과 협약에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스위스의 EU 시장에 대한 접근은 EEA 국가와 비슷하다.
EU-스위스 무역 관계의 한 특징은 치즈에 대한 영대영(zero-for-zero) 협정을
통해 양국간 치즈 제품의 면세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민감한 농산
물에는 여전히 EU-스위스 무역에 관세가 적용된다.

4.2.2. 안정과 제휴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s)
이것은 EU가 미래 회원국을 위해 예약하는 특정 범주의 협정이다. 구체적으로
서발칸 반도(Western Balkans)의 EU 후보 국가와 관계를 말한다. 이 협정에는
구조적인 지원과 자유무역 조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무역 조항이 모든 농산물
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4.2.3.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s)
제휴 협정은 EU와 비 EU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한 틀을 만드는 조약으로 정의한
다. 범주 측면에서 제휴협정은 안정과 제휴협약 및 동반자와 협력협정(Port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s)과 중복된다. 지금까지 EU는 주로 중동과 북아프
리카 국가와 12개의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EU의 지역 무역 협정, 곧 중미
5개국 및 아직 승인되지 않은 남미의 메르코수르(Mercosur)와 협정도 이 범주에
속한다. 다른 모든 협정과 마찬가지로 관세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0 또는 인
하한 수준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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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경제적 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
EPA는 약 12년 동안 존재한 유형으로, EU가 79개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및 태
평양(ACP) 국가와 특혜무역 관계를 관리하는 데 선호하는 수단이다. 이들은 소위
코토뉴(Cotonou) 협정의 조건에 따라 EU와 연결된 개도국이다.5) 이들 중 다수는
유럽 국가와 역사적인 식민 관계를 가진다.
EU의 개념은 더욱 통합된 시장을 창출하고 특정 EPA 지역의 국가 간 무역 조건
을 개선하며 해당 지역과 EU 간 무역을 자유화하는 지역무역협정 네트워크를 만
드는 것이다. EU는 농산물을 포함한 ACP 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접근을
제공한다.
그러나 EU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하였다. 일부 지역협정은
지역 내 하나 이상의 국가가 서명 또는 비준을 거부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발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2.5.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은 EU와 터키, 그리고 두 개의 유럽 소국인 산마리노(San Marino)와
안도라(Andorra) 사이에 맺은 것이다. 이는 이러한 나라들과 EU와 마찬가지로 제
3국 제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와 수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관세동
맹은 EU 단일시장의 완전한 형태가 아니다.

4.3. 무역자유화의 정치적 도전과제
EU가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취한 양보는 무역협상 관련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곧, 무역협상은 승자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비록 경
제학자들은 EU-메르코수르 FTA의 전반적 이익이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클 것이
라는 합의가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시장에서 “손실”이 아니라 외국시장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유럽의 농식품 부문에 이 협상을 내놓기는 여전히 어

5) Cotonou 협정은 EU와 ACP 그룹 간 특혜무역협정으로 2000년 서아프리카 베냉(Benin)의 수도
Cotonou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2003년에 발효되어 개정을 거쳤다. Cotonou 협정은 단순한 무
역협정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경제문제 및 인권과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정이다(한
국유럽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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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과제이다.
EU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라는 두 개의 다른 대규모 농산물 수출국과 FTA 협
상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향을 받을 EU 농가에 안심할 수 없는 소
식이다.6) FTA가 EU 전체에 유익하다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특히
COVID-19의 여파에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유
럽 농가와 농식품 생산자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5. 시사점과 결론
COVID-19 가운데에서도 EU 농식품은 견고한 무역 흐름을 보인다. 2019년 대
비 1~8월의 수출이 늘어 무역 수지 흑자가 2% 상승하였다. 돼지고기, 밀, 잡곡 등
의 수출은 양호하였으나, 포도주와 주류는 주춤세를 나타냈다. 무역 상대국 가운
데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였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데도 EU 농식품 수출이 선방하고 있는 것은 농식품의 특
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EU가 FTA 등을 통해 그 무역 연결망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과 농민 및 환경단체는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부터 메르코수르(Mercosur) 협정에 이르기까지 FTA 확대가 가
져올 음(-)의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Fortuna and Foote,
2020).
예를 들면, 메르코수르와 FTA 아래 EU는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추구하는 자국
의 정책과 달리, 상대국의 느슨한 환경과 건강정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이다(Treat, 2020). 실제로 2019년에 EU는 자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1만 3,667톤의 농약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수출하였다.
이는 농약 사용을 큰 폭으로 줄이고 승인하지 않은 잔류 농약을 완전히 철폐하
기로 내세운 “농장부터 포크까지(Farm-to-Fork: F2F)”전략과 상충하는 조치이
다. 또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무역은 결국 EU가 더 많은 작물을 더 빨리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었다.

6) 2020년 9월까지 EU는 호주와 제8차 협상을 진행하였다(E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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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농식품 무역국으로서 EU의 정책 변화는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2020년에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U가 내놓은
F2F 전략과 생물 다양성 전략 등 일련의 종합 계획은 높은 수준의 환경과 기후 요
건(예: 유기농업)을 담음으로써 자국의 농식품 생산과 수출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속가능성 중심의 EU의 정책 전환은 순환농업의 촉진, 친
환경과 유기 농산물 유통과 무역 증대, 혁신기술의 전이 농업인과 소비자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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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4편

EU 그린딜(Green Deal)과
농식품 부문의 영향1)
임송수(고려대학교 교수)*

1. 서론
2019년 12월 11일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발표한 그
린딜에 관한 연락문(Communica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은 EU를
2050년까지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EC,
2019).2) 그린딜은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 측면을 고려하고 EU를 위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그린딜은 다양한 전략 안에서 자세히 기술한 10대 핵심 활동의 형태
로 로드맵을 정의한다. 이 틀 안에서 집행위원회가 2020년 초반에 발표한“농장에
서 포크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F2FS)”은 농업 정책을 새롭게 하고 공
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농식품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이바지할 기회
로 간주한다(EP, 2020b).
이 새로운 정책 방향은 차기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 연결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린딜이 농업부문의 전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원래 CAP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결정의 지연으로 신
규 CAP는 2년가량 전환기를 거쳐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6월에 집행위
원회가 미래 CAP에 관한 입법 제안을 제시한 후 CA와 EP의 틀 안에서 해당 제안
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2020년 10월 21일에 EU 농업이사회(Council of
Agriculture Ministers)는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써 3개 법률안에 관
* songsoo@korea.ac.kr
1) 이 글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의뢰하여 프랑스의 연구기관인 INRAE와 AgroParisTech이
발표한 보고서(INRAE, 2020)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되, 추가 자료를 더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
하였다.
2) 그린딜에 관한 한글 자료로는 이혜경(2020)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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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3) 이틀 후인 2020년 10월 23일에 유럽의회도 CAP 안을
결의하였으나, 다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와 농업이사회 및 집행위
원회가 이른바 삼자논의(trilogues)를 진행하고 있다.4)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예단하기 이르다. 예를 들면, CAP의 첫 번째 기둥(1st
pillar) 내에서 기후와 환경 관련 정책 개입에 최종적으로 할당되는 용도 제한적
예산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집행위원회의 2개 신규 제
안, 곧 새로운 기후 및 환경 수단인 생태 조치(eco-schemes)와 CAP에 대한 새로
운 전달 모형(New Delivery Model: NDM)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를 통해 새로운 친환경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EU 그린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린딜이 농식품 부문과 어떻게 연
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그린딜(Green Deal)의 주요 내용
EC가 제시한 다양한 그린딜 계획이 농식품 분야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내다보인다. 특히 기후에 관한 다수의 연락문(communications)이 관계되는데,

“2030 EU 생물 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F2FS, “EU
바이오 경제 전략(EU Bio-economy Strategy)” 등이다.
그린딜은 현세대의 요구 과제인 기후와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전환을 위해 EC는 10 대 핵심 조치
의 형태로 청사진을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일련의 의욕적인 목표와 EU
의 농식품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제안이 포함된다. 그 일부는 2020년
이후 CAP에 관해 제안된 조항의 변경을 요구한다.

3) 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주된 의사결정 방식으로 모든 EU 법의 80% 정도가 이 절차를 따른다.
가중다수결은 각 회원국의 인구나 영향력에 따라 할당된 투표수를 합산하여 가결하는 방식을 말한
다.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 가결할 경우(EC의 제안법안이 아닌 경우) 가중다수결은,
① 회원국 55%(72%)의 찬성-이는 실질적으로 27개국 중 15개국이 찬성하는 것, ② 최소한 EU 전체
인구의 65%(65%)가 찬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회원국이 취할 수 있
는 소수 저지선(blocking minority) 원칙도 존재하는데, EU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4) EU 입법과정에서 삼자논의(trilogues)은 EP, CA, EC 간 일련의 비공식 협상을 말하는데, 신속한 입법
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한다. 보통 그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CAP을 결정하는 당사자 간 논의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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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딜에 관한 EC 연락문은 EC가 2020년 5월 20일에 발표한 F2FS을 위한 특
별한 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린딜의 다른 구성 요소도 농식품 부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특히 기후계획(Climate Ambition Plan),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
략,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삼림 벌채 없는 가치 사
슬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 조치, 물과 공기 및 토양에 관한 오염제로 행동 계획
(Zero Pollution Action Plan)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든 계획에는 농식품
산업과 기타 바이오 기반 산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2.1. 그린딜의 기후정책
2050년까지 EU는 기후 중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럽의
회의 결의안(2019년 3월 14일)과 유럽이사회의 결론(2019년 12월 12 일)을 통해
지지한 목표이다. 2030년과 2050년에 EU의 기후 야망을 증가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조치로 그린딜이 2050년 기후 중립을 지정한 것이다. 그린딜에 따른 기후 행
동 계획에는, ①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EU 법률에 포함하기 위해 기안한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과, ② 기후 행동에 시민과 사회 모든 부분의 참
여를 목표로 하는 유럽 기후협약(European Climate Pact: ECP)이 포함된다.
기후법안은 유럽의 경제와 사회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제안된 법률은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모든 온
실가스(GHG)의 제거와 배출 간 균형

② 상세한 기간과 일련의 진행 평가를 통한 GHG 배출감축 궤적의 정의
③ 완화 노력과 더불어 적응 전략(Adaptation Strategy)의 정의
2020년 9월에 EC 위원장(von der Leyen)은 제안된 해당 목표는 1990년 기준
치와 비교하여 2030년까지 GHG 배출량을 55%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림 1 참조). 기후 목표 계획(Climate Target Plan)에 관한 EC의 제안은 새로운
부문이 포함된 더욱 광범위한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ropean 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포함한다(표 1 참조).5) 또한, ETS에 포함되지 않은 부
5) EU ETS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체계로 2005년부터 공식으로 출범하였다. 세계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정부와 금융기관 및 개인 등 모든 주체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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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해서는 2021~30년에 회원국 MS에 대한 구속력 있는 연간 GHG 배출 목표
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곧, ETS 이외 부문은 운송, 건물, 농업, 폐기물 등이다.
참고로 <그림 2>는 ETS 탄소시장 가격의 동향을 나타낸다. 한 단위 EUA(EU
Allowance futures contracts)는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아산화
질소(N2O)나 과불화탄소(PFCs)의 배출권을 나타낸다. 2020년 11월 30일에 최고
수준인 29유로를 기록하였다.
<그림 1> EU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

주: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안은 기존의 40% 감축 목표보다 높은 수준임.
자료: EC(2020c)

<표 1> EU GHG 배출권 거래제 대상 부문
온실가스

대상 부문

이산화탄소(CO2)

‧ 전력과 열 발전
‧ 에너지 집약산업(정유와 금속 및 철,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세라믹, 라임(lime), 펄
프, 종이, 카드보드, 산(acids), 유기화합물 생산)
‧ 상업비행(항공부문의 경우 2023년까지 ETS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위치한 공항 간 비행에 한해 적용)

아산화질소(N2O)

‧ 질산(nitric acid), 아디프산(adipic acid), 글리옥실산(glyoxylic acid), 글리옥살
(glyoxal) 생산

과불화탄소(PFCs)

‧ 알루미늄 생산

자료: EU(https://ec.europa.eu/clima/policies/et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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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U ETS에서 EUA 가격 추이

자료: EMBER(https://ember-climate.org/data/carbon-price-viewer)

유럽 기후협약(ECP)은 2020년 말에 시작되었다. 이해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EU 전략은 2021년에 정의될 예정이다. 그 주요 목표는 기업과 도시
및 시민이 그들의 위험 관리방식에 기후 변화를 통합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농업부문은 이러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2.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
자연을 우리 삶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gey for 2030)은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의 심각성과
무대응의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 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가 EU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이전 조치가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에 나타났다.
생물 다양성 전략이 제시한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EU 육지 면적의 최소 30%와 EU 해역의 30%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유럽 횡단 자연 네트워크(Trans-European Nature Network)의 일부로 생
태 통로를 통합(그림 3 참조)6)

② 남아있는 모든 EU 기본 및 노후 성장 산림을 포함하여 EU 보호 지역의 최소
1/3을 엄격하게 보호
6) EU는 생물 다양성 관련 “종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류 지침(Directive 2009/147/EC)”과 “서식지 지
침(Habitats Directive 92/43/EEC)”을 시행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특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이른바
Natura 2000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정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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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확한 보존 목표와 조치를 정의하고 적절하게 관측하여 모든 보호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

④ 영향 평가에 따라 2021년에 제안될 예정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0년까지
EU 자연 복원 목표를 정의
- 훼손되었거나 탄소가 풍부한 생태서식지의 복원
- 서식지와 종이 보전 경향과 상태 특면에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 최소 30%는 호전된 보전 상태에 도달하거나 적어도 긍정적인 추세 보이도록
관리

③ 꽃가루 매개자(pollinator)의 감소세 역전
④ 화학 살충제의 사용과 위험을 2030년에 50%까지 줄이고 더 위험한 살충제의
사용을 2030년에 50%까지 감축

⑤ 농경지의 최소 10%를 다양성이 높은 경관으로 지정
⑥ 2030년까지 유기 농업 관리 아래 농지의 25% 이상을 지정하고 농생태
(agro-ecological) 방식의 채택률을 크게 증대

⑦ 2030년에는 비료로 인한 영양소 손실을 50% 줄임으로써 전체 비료 사용량을
최소 20% 감축
이 밖에도 식목, 오염된 토양 부지, 강, 외래종, 도시 기반시설, 채굴산업 등에
초점을 맞춘 기타 조치들이 있다. 예를 들면, 생태원칙에 충실한 방식으로 30억
그루의 식재, 25,000km의 강 복원, 외래종에 의해 위협받는 종의 수를 50% 감축,
민감지역에 화학농약 사용 금지 등이다. 2021년 초에 발표될 새로운 EU 산림 전
략(EU Forest Strategy)도 생물 다양성 실행계획의 일부로 언급될 것으로 내다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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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atura 2000 지역을 연결하는 그린인프라(GI) 네트워크

주: Natura 2000 지역의 80%가량은 수목과 산림으로 되어 있음.
자료: EEA(2020)

2.3. 농장에서 포크까지 전략(F2FS)
F2FS은 농식품에 특히 중요한 두 번째 전략이다. 이는 유럽의 농식품 체계가
그린딜의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다. 곧 기후 중립, 천연자원 및 생물 다양성의 복원, 식량 안보와 건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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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FS는 특정 양적 목표와 함께 농식품에 관한 6대 목표를 정의하고 있다.
일부 목표는 그린딜의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기후법에
있는 토지사용 GHG 배출과 농약과 비료 사용의 감축 및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 아래 유기 농업의 증대 등이다.
F2FS의 6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보장
② 식량안보 보장
③ 식품 가공, 소매, 접대(hospitality), 식품 서비스 등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
의 촉진

④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전환을
촉진

⑤ 식품 손실과 폐기물 감축
⑥ 식품 체인에서 식품사기와 전쟁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제로 전환은 식품 가치 사슬 상 모두 주체의 관심 사항이
어야 한다. 농가는 이러한 전환 관리과정에서 필수적이며, 미래 CAP의 국가전략
계획(national strategic plans: NSP)는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함으
로써 F2FS의 야망을 반영해야 한다. 순환 경제 원칙도 개발해야 한다. 끝으로, 지
속 가능한 식품 소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F2FS는 연구와 혁신, 투자와 금융, 포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 이해 관계
자의 다단계 참여, 자문 서비스, 효율적인 관측 과정 등 전환에 유용한 수단들을
강조하고 있다.

2.4. 기타 항목
그린딜 연락문의 몇 가지 항목은 특히 청정하고 값싸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기동성 있는 산업을 목표로 한 2대 조치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귀중한 원천으로서 농업용 바
이오매스와 생화학 및 생체 재료를 위한 탄소 중립적 투입요소를 목표로 한다. 이
는 “재생 가능한 경제 지침(Renewable Economy Directive)”과 “에너지 효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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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Directive)”의 개정을 포함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딜 의제의 블록 중 하나는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
한 산업 전략의 일부인 새로운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이다. 이 실행계획은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계획, 순환경제 절차의
촉진, 지속 가능한 소비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순환경제 실행계획에 따라 순환경
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식량체제 달성이라는 F2FS 목표와 일치한
다. 식품 부문의 순환경제와 명시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F2FS의 목표 중 식품 손실
과 폐기물 감축에 해당한다. 더욱 보편적인 제안들은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폐기물 감소와 더 환경친화적인 포장과 관련한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에 포함된다.
무역 문제에서 그린딜은 탄소 국경조정체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또한, 무역상대국에서 더욱 지속 가능한 생산
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행동 개발을 제안한다.
2019년 12월 18일에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EP)는 EU 분
류(EU Taxonomy)로 더 알려진 "녹색 목록(green list)”을 생성하기로 합의하였
다. 이 EU 분류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한 EU 전체 분류체제이다. 이는 대
출과 자본 흐름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유도하고 위장한 환경주의(greenwashing)
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그린딜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 6
대 환경 목표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제 활동에 관한 4대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EC는 이 녹색 목록 또는 분류 체계 덕분에 투자자와 업계가 처음으로 그린딜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고, 이로써 지속 가능한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판단한다. 이는 유럽의 그린딜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일부 조항
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고 나머지는 그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 농식품 부문과 연계한 그린딜의 내용
앞에서 소개한 그린딜은 매우 야심차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여기엔 식품 가치
사슬 상 모든 운영자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제로 전환을 위한 조항이 포
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농가는 비료, 살충제, 항생제 등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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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은 순환경제 원칙을 개발해야 하며 더욱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품소
비 모형을 장려해야 한다.
<표 2>는 농식품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그린딜의 핵심
행동 로드맵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농식품 부문의 문제가 F2FS에만 국한되지 않
음을 나타낸다.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과 관련한 제안도 농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후 목표와 관련된 제안도 영농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탄소저장과 에너지 공급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 2>가 나열한 모든 항목이 농식품 정책의
수단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그린딜의 야심 찬 목표는 특히 농식품에 관한 EC의 다양한 연락문과 문서
가 제안한 내용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의 부류는 그
린딜 제안서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둘째, 미래 CAP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제안과 일치하는 그린딜의 측면이 농업
과 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일련의 질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 CAP에 관
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그린딜 제안서를 다뤄야 할 것이다. 회원국의 NSP와 CAP
의 환경 도구, 곧 조건부 요건, 제1축(pillar 1)의 환경 계획(eco-schemes), 제2축
(pillar 2)의 기후와 환경과 관련한 정책 개입이 기후와 환경 목표와 관련한 그린
딜의 목표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는지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표 2> 그린딜(Green Deal) 로드맵에서 농식품 부문의 영향 관련 항목
행동 로드맵 항목

농식품 정책의 중요도
① 기후 목표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 기후법(Climate
Law) 제안서(2020년 3월)
농업 GHG 배출량 측면의 의미(주로 메탄과
EU 2030 기후 목표를 최소한 50%로 높이고 가능한 아산화질소)
한 55%로 확대하려는 종합 계획(2020년 여름)

++
++

∙ 2015~30년에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비
미래 기후 중립에 투자하는 EU 2030 기후 야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35% 감소
+++
증대
∙ 토지사용과 토지사용 변화 및 산림(LULUCF)
탄소 흡수대(caron sink)의 내림세 정지와 반전
증가한 기후 야망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적 조치
개정에 관한 제안서로 다음을 검토(2021년 6월)
∙ 배출권 거래제도 규약

∙ LULUCF 규정은 농지 사용 효과와 더불어
토지사용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함.
∙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규약은 EU가 농산물로부터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핵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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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정책의 중요도

(ETS Directive)
∙ 노력공유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 LULUCF
∙ 에너지 효율성 규약
(Energy Efficiency Directive)
∙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규약
(Renewable Energy Directive)
∙ 자동차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성과 기준
에너지 조세 규약(Energy Taxation Directive)에
관한 개정 제안서(2021년 6월)

n/a

해당 부문의 탄소 국경조정 체계에 관한
제안서(2021년)

농식품에 관한 경쟁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새로운 EU 전략(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on Climate
Change)(2020/21년)

∙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에 도움을 주는
CAP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식품 섭취에 따른 탄소 발자취 감소를 목표로
하는 식량 정책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n/a

② 청정하고 값싸며 보장된 에너지
최종 국가 에너지 및 기후계획의 평가(2020년 6월) n/a
스마트 부문 통합 전략(Strategy for Smart Sector 농업은 다른 활동부문에서 원료의 탄소 함량을
Integration)(2020년)
감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n/a
+

건축부문을 위한 혁신 물결(innovation wave) 계획 n/a

n/a

유럽 횡단 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에너지 규정(Energy Regulation)의
평가(2020년)

n/a

n/a

해안 풍력 전략(Strategy on Off-Shore
Wind)(2020년)

n/a

n/a

③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
식량 생산은 물 스트레스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원천으로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목표로 제시함.

+

지속 가능한 상품 계획과 섬유, 건설, 전자, 플라스틱 ∙ 농업은 다른 활동부문의 환경 발자취 감소에
등 자원 집약적 부분에 관한 특별한 초점을 포함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순환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 식품 부문에서 그린 이의제기(green claim)에
Plan)(2020년 3월)
관한 규정

+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부문에서 기후 중립과
순환제품을 위한 주요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2020년부터)

+

EU 산업전략(EU Industrial Strategy)(2020년 3월)

2030년까지 카본 제로(0) 강철 제조과정의 지원에
n/a
관한 제안서(2020년)

n/a

배터리에 관한 전략적 행동 계획(Strategic Action
Plan on Batteries)을 지원하는 배터리 관련 입법과 n/a
순환경제(2020년 10월)

n/a

폐기물과 손실에 관한 입법 제안서(202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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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로드맵 항목

농식품 정책의 중요도
∙ 전체 식품체인을 위한 폐기물 감축 조치의
잠재적 영향
∙ 농산물의 잠재적 출구로서 바이오 상품

④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이동성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이동성 전략(Strategy for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2020년)

n/a

n/a

대체 연료 인프라 일환의 공공 재충전 및 재급유
지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요청(2020년부터)

n/a

n/a

다른 운송 형태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체 연료의
생산과 공급을 증진하는 입법 대안의
평가(2020년부터)

농업부문을 위한 출구로써 대체 연료(사탕무, 곡물,
유지 종자, 농산림, 전용 식물 등)

++

연합 운송 규약을 위한 개정 제안서(Directive on
Combined Transport)(2021년)

n/a

n/a

대체 연료 인프라 규약(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Directive)과 유럽 횡단 네트워크 운송
n/a
규정(Trans-European Network-Transport
Regulation)의 검토(2021년)

n/a

육로와 육상 수로의 능력 제고와 더 나은 관리를
위한 계획(2021년부터)

n/a

n/a

연소 엔진 자동차를 위한 더욱 엄격한 대기 오염물질 ∙ 첨가제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의 역할
배출에 관한 제안서(2021년)
∙ 농업 바이오가스 개발

+

⑤ CAP 녹색화(greening)/F2FS
유럽 그린딜과 F2FS를 인용한 국가 전략적 계획
초안의 검토(2020~21년)
F2FS

+++
농업과 CAP에 미치는 대규모 직접 효과

화학 농약과 비료 및 항생제 사용과 위험을 큰
폭으로 줄이는 법안 등의 조치(2020~21년)

+++
+++

⑥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보호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2020년 5월)

주로 잠재적 농지 사용 변화를 통해 농업과 CAP에
+++
미치는 대규모 직접 효과

생물 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조치 농업과 CAP에 미치는 대규모 직접 효과

+++

신규 EU 산림 전략(New EU Forest
Strategy)(2020년)

토지사용, 농업방식, 농업 정책 수단의 변화와 연계

++

삼림 벌채가 없는 가치 사슬을 지원하는
조치(2020년부터)

EU의 대두, 팜오일, 소고기 등의 수입 변화를 통한
농식품에 영향

+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 제로 야망의 추구

농약, 비료, 항생제 등의 농업용 사용에 영향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2020년 여름)

식품 체인에서 화학제(비료, 농약, 항생제 등)의
사용에 영향

물과 대기 및 토양을 위한 오염 제도 행동 계획(Zero 농업에서 화학 투입재(비료, 농약, 항생제 등)
Pollution Action Plan)(2021년)
사용에 미치는 큰 영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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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정책의 중요도

대규모 산업용 시설로부터 나타나는 오염을 다루는
대규모 농가와 식품산업 공장에 영향
조치의 개정(2021년)

+

⑦ 모든 EU 정책에서 지속 가능성의 주류화
공정 전환자금과 지속 가능한 유럽 투자계획을
포함한 공정 전환제도(Just Transition
Mechanism)에 관한 제안서(2020년 1월)

∙ 농촌지역에 잠재적 영향
∙ 식품 체인의 투자에 잠재적 영향(green
investment)

+

쇄신한 지속 가능한 금융전략(Renewed
Sustainable Finance Strategy)(2020년 가을)

식품 부문에 영향

+

회원국과 EU의 녹색 예산 방식의 관측과
기준(benchmark) 계획(2020년부터)

농식품 부문에 영향
(green investment)

+

환경 및 에너지 정부 지원 지침을 포함한 관련 정부
n/a
지원 지침의 검토(2021년)
유럽 혁신 동반관계(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에 영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딜 목적의 모든 신규 EC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계획의 조정(2021년)
EIP-AGRI)
(Agricultur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 AKIS)

n/a

+

그린딜의 효과성 전달을 감소시키는 불일치 법안의
확인 및 수정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n/a
참여(2020년부터)

n/a

ES(European Semester)의 SDG
통합(2020년부터)

n/a

n/a

국제 정책 틀을 강화하면서 EU가 세계 기후 및 생물
n/a
다양성 협상을 계속 주도(2019년부터)

n/a

⑧ 글로벌 리더로서 EU

회원국과 협력하여 EU 그린딜 외교의
강화(2020년부터)

무역상대국과 협상에다 수입한 삼림 벌채에 관한
심각한 실행이 포함되고, 무역협정이 기후와 환경,
건강, 사회적 문제에 관한 강력한 의무를 포함할
경우 농식품에 영향

상대국이 양립 가능한 실행과 정책을 위해 대응하고 농식품 관련 기존 무역 왜곡이 이러한 방식으로
보장하도록 양자간 노력
다뤄지도록 함.
서발칸국을 위한 그린 의제(Green
Agenda)(2020년부터)

n/a

+

+
n/a

⑨ 공동 작업-유럽 기후협정(European Climate Pact)
유럽 기후협정의 출범(2020년 3월)

농식품을 포함한 모든 부문

+

8차 기후실행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의 제안서(2020년)

농식품을 포함한 모든 부문

+

자료: INRA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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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딜 예산
지속 가능한 유럽 투자계획(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은 유럽 그
린딜의 투자의 축(pillar)인데,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가용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그림 4 참조).
<그림 4> 그린딜 예산

자료: EC(2020d)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1조 유로를 동원하려면 EC가 제안한 EU 예산과 이에 의
해 촉발된 추가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조합이 필요하다. EU 예산에 따른 기후와 환
경 지출은 2021~27년의 다년 금융 틀(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을 위해 제안한 기후 주류화 목표 25%에 따라 2021~30년에 5,030억 유로를
공급할 것이다. 이는 1,140억 유로에 이르는 회원국의 공동 자금 조달을 촉발할 것
이다.
EU 투자 자금(InvestEU Fund)은 자금 조달과 투자 운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예산 보장(guarantee)을 제공함으로써 2021~30년에 약 2,790억 유로의 민간
과 공공 기후 및 환경 관련 투자를 활용할 것이다. 어느 회원국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공정전환조치(Just Transition Mechanism) 아래 EU 예산의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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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공동자금 조달, InvestEU 및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기부금이 포함되어 2021~27년에 1,000억 유로(10년간 기준으론
1,430억 유로)가 공급될 전망이다.
EU 예산의 일부는 아니지만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탄소 허용량 경매 수입
의 일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혁신 및 현대화 기금은 EU로 전환을 위해 최소
250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다.

5. 시사점과 결론
EU 그린딜은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삼아
EU 경제를 더욱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한
다. EU 그린딜과 비슷하게 한국도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
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
로 도약을 기치로, ① 디지털 뉴딜, ② 그린 뉴딜, ③ 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하고, 재정투자(2025년까지 160조 원)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이 제시한 10대 대표과제 중 그린 뉴딜 아래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피티는 EU 그린딜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양
국이 서로 협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정명규, 2020). 그러나, 농업과 농촌 특정적
로드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김태완, 2020). 종합계획이 제시한 농촌의 이동
통신, 인공지능 융합, 스마트 물류체계,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이 기존 정책과 크
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U 그린딜에서 보듯이 한국의 농업과 농촌의 종합계획도 기후와 환경 및 지속
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의
유출로 말미암은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의 위기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
을 육성하고, 영농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며, 농촌 공간이 식량안보, 생물 다양성 보
전 등 다원적 기능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는 방
안을 폭넓고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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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5편

EU의 농장에서 포크까지 전략
(Farm to Fork Strategy)
임송수(고려대학교 교수)*

1. 서론
2019년 12월 11일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발표한 그
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
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다(EC, 2019).1) 이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며 자연을 돌보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면서 새롭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 전략에 관한 것이다.

“농장에서 포크까지(Farm to Fork Strategy: F2F)” 전략은 그린딜의 핵심이
다.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의 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사람과 사회 및
지구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 전략은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SDGs)를 달성하
기 위한 EC 의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로 전환은 환경과 건
강 및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위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
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은 농가에 지속 가능한 생계
를 보장하는 것이 회복과 전환의 성공에 필요한 요건이다.
F2F 전략은 EU가 중시하는 식량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포괄적 접
근 방식이다. 생활방식과 건강 및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건강하고 지
속 가능한 식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의 조성을 제안한다. 이는 소비자
의 건강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건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명확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환경, 건강, 사회 및 윤리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식품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 songsoo@korea.ac.kr
1) 그린딜에 관한 그 밖의 자료로 이혜경(2020)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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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도시화 속에 사람들은 음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신선하고 덜 가공
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식품을 선호한다. COVID-19를 겪으면서 더
짧은 공급망에 관한 요구도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결국, 소비자는 지속 가능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식품 사슬 상의 모든 주체는 이를 자신의 책임과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EC가 제시한 F2F 전략은 지속 가능성이란 틀 속에서 미래 EU
농식품 부문과 농정의 향방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러한 F2F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고, 2020년 12월 현재 논의 중인 미래 공동농업정
책(CAP)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2)

2. 지속 가능한 식품체인 설정
EU의 목표는 식량 체제의 환경과 기후 발자국을 줄이고 복원력을 강화하며, 기
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에 직면해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농장
에서 포크로 경쟁적 지속 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전환을 이끌어 궁극에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F2F 전략의 3대 지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갖는 식품 체인 보장
‧ 식량 체제가 의존하는 토지, 담수, 해양 기반의 자원 보존
‧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그 영향에 적응하도록 지원
‧ 토지, 토양, 물, 공기, 식물, 동물의 건강과 복지 보호
‧ 생물 다양성의 손실 복원
② 식량 안보와 영양 및 공중 보건의 보장
‧ 모든 사람이 높은 수준의 안전과 품질, 식물 건강, 동물 건강 및 복지를 유지하
는 충분하고 영양가 있고 지속 가능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식이 수요와 식품 선호도의 충족

2) 이 글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이 내놓은 연락문(Communication; EC, 2020a;
2020b)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추가 설명은 참고 문헌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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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 구입 능력을 보존하면서 공급망에서 공정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지속 가능한 식품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도록 보장

‧ EU 공급 부문의 경쟁력 강화
‧ 공정무역 촉진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단일 시장의 상태 보장
‧ 직업 건강과 안전 보장
지속 가능한 식품 체제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EU는
F2F 전략으로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 계획 이외에도 동
물 복지, 살충제 사용, 환경 법규 보호 등 기존 법률의 시행을 담보함으로써 공정
한 전환을 추구한다.
식품 체제의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은 EU 지역의 경제 구조와 상호 작용 패턴
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대 자금(cohesion funds)과농촌 개발을
위한 유럽 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와 같은 기존 수단들을 활용한 기술과 재정 지원이 활용될 것이다.
전환을 가속화하고 EU 시장의 모든 식품이 더욱 지속 가능해지게 하려고 집행
위원회(EC)는 2023년 말 이전까지 지속 가능한 식품 체제를 위한 틀 관련 입법 제
안을 계획한다. 이는 EU와 국가의 정책 일관성을 촉진하고 모든 식품 관련 정책에
서 지속 가능성의 주류화와 신축적인 식품 체제에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보장
식품 체인의 모든 주체는 그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
생산자는 생산 방법을 더욱 신속하게 전환하고 자연 기반, 기술, 디지털 및 공간
기반의 해결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기후 및 환경 결과를 제공하고 기후 복
원력을 높이며 농약이나 비료와 같은 투입 요소의 사용을 줄이거나 최적화해야 한
다. 이러한 해결책에는 인적 및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나 부가가치 창출과 비용 절
감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그린 비즈니스 모형의 사례로 농가의 탄소 격리(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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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stration)를 들 수 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CO2)를 제거하는 농업 관행
은 기후 중립 목표에 이바지하면서도 CAP이나 기타 공공 또는 민간 주도의 탄소
시장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업에서 탄소 제거에 관한 엄격한 인증 규칙은 해당 생산자가 제공하는 탄소
격리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첫 단계이다. 회원국은 이 규칙을 사용하여
격리된 탄소를 기준으로 CAP 지급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은 기후 대
응을 지원하기 위해 그러한 인증서를 구매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로써 탄소 격리
를 위해 농가와 임가에 CAP 지원 이외의 추가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기후 협정(Climate Pact)에 따른 새로운 EU 탄소 농업 계획은 농가에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고 다른 부문들에 의한 식품 체인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에 밝힌 대로 EC는 탄소 제거의 사실 여부를 관측하고 검증하기 위해 강력
하고 투명한 탄소 회계를 기반으로 탄소 제거를 인증하는 규제의 틀을 개발할 예
정이다(EC, 2020c).3)
순환 바이오 기반 경제는 농가와 농업협동조합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 요소
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 비료, 단백질 사료, 바이오 에너지, 생화학 제품을 생산
하는 고급 바이오 정제소(bio-refineries)는 기후 중립적인 유럽 경제로 전환하고
1차 생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일 수 있다. 농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개발하고 농업 폐기물과 분뇨와 같은 잔류물로부터 바이오 가스 생산을 위
해 혐기성 소화조(anaerobic digesters)에 투자함으로써 가축의 메탄 배출을 통제
하는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농가는 식음료 산업, 하수, 폐수, 도시 폐기물과 같은 다른 폐기물 및 잔
류물로부터 바이오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농가와 농장 건물은
태양 전지판을 배치하는 데 유리하며, 이러한 투자는 미래 CAP 전략 계획에서 우
선순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농업에서 화학 농약의 사용은 토양, 수질과 대기 오염,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초
래하고 비표적 식물, 곤충, 새, 포유류, 양서류에 해를 끼칠 수 있다. EC는 농약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과정을 수량화하기 위해 이미 위험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지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농약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20% 감소하였다.
3) 순환경제 행동계획이 밝힌 가치 사슬 상 7대 주요 품목 중 하나로 식품과 물 및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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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2030년까지 화학 농약의 전체 사용과 위험을 50%까지 줄이고 더 위험한
농약의 사용을 50%까지 줄이기 위해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농약
사용 지침을 개정하고 통합해충관리(IPM)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며 해충과 질병으
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안전한 대체 방법의 사용을 확대할 것이다.
작물에 효과적으로 흡수되지 않은, 특히 질소와 인과 같은 과잉 영양소는 대기,
토양과 수질 오염 및 기후 영향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이로써 강, 호수, 습지,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EC는 토양 비옥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도 영양소 손실을 최소 50% 줄이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는 2030년까지 비료 사용
을 최소 20%까지 줄이는 계획이다.
농업은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축산이 거
의 70%에 이른다. 이들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그룹에 속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이
다. 또한, 전체 농지의 68%가 축산 용도로 사용된다. 축산의 환경과 기후 영향을
줄이고 수입을 통한 탄소 누출을 방지하며 더욱 지속 가능한 가축 사육으로 지속
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C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사료 첨가제의 시장 출
시를 촉진할 예정이다.
EU가 재배한 식물 단백질뿐만 아니라 곤충과 조류(algae)를 포함한 해양 사료,
어류 폐기물과 같은 바이오 경제의 부산물 등 대체 사료원료를 육성하여 삼림 벌
채를 거쳐 생산한 콩과 같은 핵심 사료에 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EU 규칙을 검토
하고 있다.
실제로 개정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규약(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II)은 회원국이 더는 식품 기반 바이오 연료 사용을 통해 재생 에너지 의무의 일정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식량 작물을 대체하고 유럽에서 바이
오 연료를 위한 인위적인 시장을 만들어 환경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결과이다. 또한, 바이오 연료 작물의 재배 확대로 말미암아 삼림 벌채처럼
토지 사용의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운송에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보다 더 많은
GHG 배출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작용하였다.
재생가능 에너지 협정은 전체 재생 에너지 목표인 32%의 일부로써 2030년까지
운송(transport) 부문에서 14%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회원국은 재생 가능한 운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품 기반 바이오 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여 정도는 2020년에 사용했던 바이오 연료의 수준,
곧 최대 7% 이하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식량 작물로 만들어지지 않은 전기나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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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로 충족해야 한다.
팜유(palm oil)와 대두유(soybean oil)에 기반을 둔 바이오 연료에 관한 추가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회원국은 이와 같은 바이오 연료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
으나 각국의 2019년 소비 수준보다 높일 수는 없다. 이로 인해 팜유 사용은 2023
년부터 2030년에 0%에 도달할 때까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조치에
관해 인도네시아는 EU의 RED II가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WTO에 분쟁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WTO, 2020).
<그림 1> EU의 2030년 운송부문 재생 가능 목표

자료: Keating(2018)

동물과 인간 의료 분야에서 항균제를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
된 항균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은 EU에서 연간 약 3만 3,000명
의 사망과 상당한 의료비용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EC는 2030년까지 가축(양식
포함)에 관한 EU의 전체 항균제 판매를 50%까지 줄이도록 조치할 것이다. 수의학
의약품과 의약품 사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제공할 것이다.
동물 복지는 동물 건강과 식량의 질을 개선하고 약물의 필요성을 줄이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람들의 선호도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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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C는 동물 운송과 도축을 포함한 동물 복지법안을 개정하여 최신 과학적 증
거와 일치시키고 그 범위를 넓히며 집행을 쉽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 더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를 보장할 것이다. 전략 계획(Strategic Plans)과 새
로운 EU 양식 관련 전략적 지침(Strategic Guidelines on Aquaculture)이 이 과
정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EC는 식품 사슬을 통해 가치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동물 복지 표시제
(labeling)의 선택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기후 변화는 식물 건강에 새로운 위협을 가져온다. 지속 가능성 문제는 새로운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식물을 더 잘 보호하고 혁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EC는
식물 수입에 관한 경계를 강화하고 영토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채
택할 예정이다. 생명 공학과 바이오 기반 제품 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혁신 기술은
소비자와 환경에 안전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지속 가능성을 높이
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을 가속화 할 수
있다.
EC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식품 공급망 상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
운 게놈 기술의 잠재력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식품
체제는 종자의 안보와 다양성에 의존한다. 무엇보다 농가가 기후 변화의 압력에
적응하는 식물 품종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양질의 종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C는 유기 농업을 포함하여 종자 품종의 등록을 쉽게 하고 토종 및 지역 적응 품
종에 관한 손쉬운 시장 접근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특히, 유기농 식품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유기 농업은 더욱 진전될 것이
다. 유기농은 생물 다양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젊은 농업
인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소비자도 유기농의 가치를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다.
기존 법적 틀도 유기 농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나, 바다와 내륙 수역에서 이런 전환
이 촉진되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생태 계획, 투자와 자문 서비스, 공동수
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 등의 조치 이외에도 EC는 유기 농업에
관한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회원국이 유기농 제품에 관한 수요와 공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홍보 캠페인과 친환경 공공 조달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요를 늘
릴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EU 농지의 최소 25% 목
표를 달성하고 유기농 양식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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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환에는 EU 그린딜에 초점을 맞춘 CAP이 지원이 필요하다. EC가
2018년 6월에 제안한 새로운 CAP은 결과 지향적인 모형, 데이터와 분석 방식의
향상, 의무적 환경기준의 개선, 새로운 자발적 조치, 친환경과 디지털 기술을 위한
투자 증가 등을 통해 농가가 환경과 기후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
표로 한다(EC, 2018).
또한, 농가가 그 가족을 부양하고 모든 종류의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수
입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지 농지를 소유한 기관과 기업보다는 소득 지
원이 필요하고 환경 목표를 실천하는 농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급 상한을 적용
함으로써 직접 지불의 효율과 효과를 개선하는 것이 미래 CAP의 과제이다.
새로운 생태 조치(eco-schemes)은 정밀 농업, 유기농을 포함하는 농생태학
(agro-ecology), 탄소 농업과 임업과 같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자
금 흐름을 제공할 것이다. 회원국과 EC는 이 조치가 전략계획(Strategic Plans)
아래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2. 식량안보의 보장
지속 가능한 식품 체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고 값싸며 지속 가능한 식량을 충분하고 다양하게 공급해야 한다. 현재
COVID-19은 EU의 식품 안전과 관련이 없지만, 이러한 위기는 식량 안보와 생계
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은 식량 안보와 생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식품 가치 사슬에서 참여자의 복잡성과 그 수를 고려할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분한 식량 공급이 있었지만, COVID-19은 공급망의 물류
중단, 노동력 부족, 특정 시장의 손실, 소비자 패턴의 변화 등 많은 도전을 제시하
여 식량 체제의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례가 없었던 경험이다.
식품 체인은 가뭄, 홍수, 산불, 생물 다양성의 손실, 새로운 해충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식량 생산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은 궁극적으로 식품 공급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전략은 생물 다양성 전략
(Biodiversity Strategy)에 명시된 조치로 새로운 틀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도 COVID-19은 농식품 노동자가 중요함을 일깨웠다. 이 때문에 식품 체
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결과를 완화하고, 특히 불안정하고 계절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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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유럽의 사회적 권리 축(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에 명시된 핵심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근로와 주거 조건, 건강과 안전보호 등에 관한 고려는 공정하고 강력하며 지속 가
능한 식품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EC는 식량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을 강화하며 사회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에 관한 유럽의 공동 대응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한, COVID-19의 교훈을 바탕으로 식품 체제의 탄력성을 평가하고,
식량 공급과 식량 안보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비상 계획을 개발할 것이다.
농업 위기 준비금은 농업 시장 위기에 대비하여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될 것이다. 위기 동안 활성화될 위험 평가와 관리 조치 이외에도 EC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식량 위기 대응체제를 설정할 것이다. 위기의 특성에 따라 농
업, 어업, 식품 안전, 노동력, 보건, 운송 문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될 것이다.

2.3. 지속 가능한 식품가공과 도소매 및 식품 서비스 방식
식품 가공 업체, 식품 서비스 사업자, 소매업체 등은 생산하는 식품의 유형과 영
양 구성, 공급 업체의 선택, 생산 방법과 포장, 운송, 상품화와 마케팅 방식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소비자의 식단 선택에 영향을 준다.
세계 최대 식품 수입 및 수출국인 EU 식음료 산업은 세계 무역의 환경과 사회적
발자국(footprint)에 영향을 미친다. 식품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면, ① 기
업과 제품의 명성 제고, ② 주주 가치의 창출, ③ 근무 조건의 개선, ④ 직원과 투
자자 유치, ⑤ 기업에 경쟁 우위, ⑥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식품 산업과 소매 부문은 식품 체제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건강
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옵션의 가용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식을 보여야 한다. 이
를 촉진하기 위해 EC는 관측의 틀과 책임 있는 비즈니스와 마케팅 방식에 관한
EU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개발할 것이다. 강령은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
와 함께 개발될 것이다.
EC 위원회는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식품 회사와 기
관으로부터, 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환경 발자국과 에너지 소비 경감, ② 가장 취
약한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마케팅과 광고 전략의 조정, ③ 가격 캠페인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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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가치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약화하지 않도록 강구(예: 아주 값싼 육류의 마케
팅 캠페인), ④ 새로운 순환경제 실행 계획(CEAP)에 따라 포장 축소 등과 같은 약
속을 구할 것이다. EC는 이러한 약속을 관측하되 그 진행 상황이 불충분할 경우
입법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EC는 식품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기업 전략에 통합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 기업 지배 구조의 틀 관련한 개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EC는
지방, 설탕, 소금 등이 많은 식품의 홍보를 제한하는 영양 프로파일 설정을 통해
더욱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제품 재구성을 촉진할 것이다.
새로운 CEAP에 따라 제시된 목표 및 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특히 중소업
체(SME)를 포함하여 식품 가공과 소매 분야에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생산 방법과 순환 비즈니스 모형을 확장하고 촉진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이
다.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EU 바이오 경제의 배치는,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사용과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식품 포장은 식품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하다. EC는 특히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감소시켜 식품 안전과 건강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원료나 음식물 쓰레기 경감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혁신적이고 지
속 가능한 포장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식품 접촉 원료 법안을 개정할 것이다. 또한,
CEAP가 발표한 지속 가능한 제품 계획에 따라 일회용 식품 포장과 식기류를 재사
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식품 서비스 부문의 재사용 관련 입법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EC는 지속 가능한 농업, 어업, 양식 제품 등의 섭취와 공급을 제공하고, 식품
손실과 폐기물에 관한 마케팅 표준을 개정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GI)에 관한 입법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특정
지속 가능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검토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 지역 식품 체제의 복
원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공급망 단축을 위해 장거리 운송의 의존도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7년에 약 13억 톤의 농수산물이 도로로 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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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
오늘날의 식품 소비패턴은 건강과 환경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EU는
에너지, 붉은 육류, 설탕, 소금, 지방 등의 평균 섭취량이 그 권장량을 계속 초과
하고 있으며, 반대로 통곡물 시리얼, 과일과 채소, 콩과 식물, 견과류 등의 소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EU 전역의 과체중과 비만
율 상승을 되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적육과 가공육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
라 식품 체제의 환경 영향도 줄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EU에서 95만 명 이상의 사망과 1,600만 명 이상의 건강 손상
이 해로운 식이 요법, 주로 심혈관 질환과 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EU의 “암
추방(beating cancer)” 계획에는 암 예방 조치의 하나로 건강한 식단을 홍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소비자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건강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되며, 건강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
가 정보에 입각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도록 EC는 포
장 전면의 의무 영양 표시를 제안하고 특정 제품에 관한 필수 원산지 또는 출처 표
시의 확장을 고려할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영양 표시의 사례

주: 영양이 수준에 따라 가장 뛰어난 식품 순서로 A~E 표시가 부착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

또한, 자발적인 친환경 주장(green claim)을 조화시키고 다른 관련 계획과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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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효과로 식품의 영양, 기후, 환경,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표시제
의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하
기 위해 디지털을 포함한 다른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식품의 가용성과 가격을 개선하고 배달체계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
능한 식단을 장려하기 위해 EC는 지속 가능한 식품 조달의 필수 기준을 결정할 것
이다. 이것은 학교, 병원, 공공 기관 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식품을 조달함으로써
도시, 지역, 공공 기관이 그 소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유기 농업과 같
은 지속 가능한 농업 체제도 향상할 것이다.
EC는 식당의 배달 계약과 지속 가능성 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
한 식품 소비의 기여도를 높이고, 특히 건강한 영양,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음식
물 쓰레기 감소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메시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EU 학교 계획
을 검토할 것이다.
세금 유인책도 지속 가능한 식품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지속 가능하
고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VAT)의 세율 측
면에서 유기농 과일과 채소에 유인책을 줄 수 있다. 또한, EU 세금 체제는 식품
가격이 유한한 천연자원, 오염, GHG 배출, 기타 환경 외부 효과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5. 식품 손실과 폐기물 감소
식품 손실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
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소비자와 업체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
으면 낭비될 잉여 식품의 회수와 재분배는 중요한 사회적 측면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영양소와 2차 원료의 회수, 사료 생산, 식품 안전, 생물 다양성, 바이오 경
제, 폐기물 관리, 재생 가능 에너지 등과 관련한 정책과 연계된다.
EC는 2030년까지 소매와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SDG 12.3) 목표에 상응한다. 음
식물 쓰레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론과 2022년에 회원국에서 얻는 자료를 사용
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EU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
는 목표를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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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다른 EU 정책에 식품 손실과 폐기물 방지를 통합할 것이다. “소비 기한
(used by)”과 “유통 기한(best before)” 등의 날짜 표시의 오해와 오용은 음식물
쓰레기로 이어진다. EC는 소비자 조사를 고려하여 EU 규칙을 개정할 것이다. 음
식물 쓰레기 수준을 정량화하는 것 이외에도 EC는 생산 단계에서 식품 손실을 조
사하여 그 방지책을 찾을 것이다.

2.6. 식품 사기와 전쟁
식품 사기(fraud)는 식품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
고 소비자의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방해한다. 식품안전, 공정한 상업 관행, 식품
시장의 탄력성,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단일 시장의 질서를 훼손한다. 이와 관련하
여 효과적인 억제 기능이 있는 무관용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EC는 식품 사기와 싸움을 확대하여 식품 사슬의 주체가 공평한 경쟁을 벌이고
통제 및 집행 당국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국과 유로 경찰(Europol), 기타
기관 등과 협력하여 식품 사기에 관한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추적과 경고 관련 EU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더 엄격하고 설득력 있는 조치, 더 나은 수입 통제를 제안
하고 유럽 사기방지국(European Anti-Fraud Office: EAFO)의 조정과 조사 역량
을 강화할 것이다.

3. F2F 전략의 실행 계획
앞에서 소개한 EC의 F2F 전략의 실행 계획을 목록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F2F 전략의 실행 계획 목록
No

실행 계획

1

지속 가능한 식품 체제에 관한 법적 틀 제안

2

식량 고급과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비상사태 계획 개발

지정 시기
(년-분기)

2023
2021-4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보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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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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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실행 계획

지정 시기
(년-분기)

4

농약의 사용 및 위험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통합병해충관리(IPM)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약의 사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제안

5

바이오 활성 성분을 포함, 농약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농약 규제의 틀 아래에서 관련 실시
2021-4
규정을 개정

6

데이터 격차를 극복하고 증거 기반 정책 입안을 강화하기 위해 농약 통계 규제의 개정을 제안

7

동물 운송과 도살을 포함한 기존의 동물 복지에 관한 규제의 평가와 개정

2023-4

8

축산업이 환경에 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료 첨가제 규제의 개정을 제안

2021-4

9

지속 가능한 농업의 다양한 보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농가 회계 자료 규제를
농가 지속 가능성 자료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 제안

2022-2

10 지속 가능성 관련 집단행동에 관해 EU 경쟁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화
11

1차 생산자의 식품 체인의 처지를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비 입법 조치

12 EU 탄소 영농 계획

2022-1

2023

2022-3
2021~
2022
2021-3

지속 가능한 식품가공과 도소매 및 식품 서비스 방식 촉진
13

식품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기업 전략에 통합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기업 지배 구조의 틀
2021-1
향상

14 식품 공급망의 책임을 동반한 사업과 판매 활동에 관한 EU 규범과 관측의 틀 개발

2021-2

15 특정 영양소의 최대 함량의 설정 포함하는 가공식품의 원료 배합의 변경 촉진

2021-4

16 소금, 설탕, 지방이 많은 식품의 판매 촉진을 억제하기 위한 영양 프로파일 작성

2022-4

17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며 식품에 의한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식품 포장재에 관한 EU 규정의 개정 제안

18

지속 가능한 제품의 공급과 섭취를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과 수산물의 EU 마케팅 기준의 개정 2021~
제안
2022

19

EU 사기방지국(OLAF) 조사 기능의 강화와 활용을 포함하여 단일 시장 규칙의 강화와 식품
사기 대책 강화

2022-4

2021~
2022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 촉진
20

소비자가 건강한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식품 포장의 전면에 영양소 표시 의무화 제안

21 특정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제안
22

학교나 공공 기관에서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식품 조달에 최소 필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

23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품 표시의 틀 제안
24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소비에 관해 이바지하도록 EU의 농산물과 식품 홍보 프로그램의 검토
25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에 초점을 둔 EU 내 학교에 관한 법제의 재검토

2022-4
2022-4
2021-3
2024
2020-4
2023

식품 손실과 폐기물 감소
26 식품 폐기물 감소의 EU 목표를 제안
27 소비 기한과 유통 기한 등 판매 마감일에 관한 EU 규정의 개정 제안

2023
2022-4

자료: EC(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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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과 결론
EU의 F2F 전략과 생물 다양성 전략은 EU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더 나
아가 세계 농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는 전략이 목표
로 내세운 농업 투입재 감축 시나리오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EU 전략이 미치는 영향 분석
단위: %변화

감축 시나리오

농약 사용 50%
비료 사용 20%
가축항생제 사용 50%
농지 사용 10%

항목

EU만 전략 채택

세계가 전략 채택

EU

세계

EU

세계

생산

-12

-1

-7

-11

가격

17

9

53

89

수입

2

수출

-20

총 농가소득

-16

2

15

17

식품비용 상승
(연간 1인당 $)

153

51

602

450

-2

-5
2

-4

자료: Beckman et al.(2020)

분석 결과, EU만 전략을 채택할 경우 EU의 생산량은 12% 감소하고 농가 소득
도 16%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세계 전체의 생산량과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1% 감소와 2% 증가로 제시되었다. 만약 세계 전체가 EU 전략
을 채택한다면, EU의 생산량과 농가 소득은 각각 7% 감소와 15% 증가로 나타나
고, 세계 전체로는 각각 11% 감소와 17%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농가소득이 증가
하는 결과는 식량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Zimmer(2020)은 이러한 USDA의 분석 결과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지적하
고, 혁신적인 생산자와 조방적인 생산 체계가 중장기적으로 투입재 감소에 따른
음(-)의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EU 전략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하겠으나, 10%의 농지를 환경 서비스 목적으로 휴경
하고 25%의 농지를 유기농으로 전환하며 농약과 비료 사용을 큰 폭으로 감소하는
EU 전략은 큰 폭의 생산 감소로 나타날 것은 거의 확실하다. EU 농업 생산의 감
소는 세계 다른 지역 농지사용의 확대와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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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환경 영향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딜처럼 한국도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그 추
진전략은 농식품분야 기후 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산림부문 전략 수립을 정책과제
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유럽의 그린딜의 틀 안에서 F2F 전략과
생물 다양성 전략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은 한국의 농식품분야 대응 계획과
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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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1편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성
최윤국(중남미 정치･경제･문화 전문가)*

4)

1.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적 의미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농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경제적으
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부문이며, 사회적으로는 인구 구성
과 농촌사회의 주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먼 나라 아르헨티나는 한반도의 12배를 상회하는 세계 8위의 광활한 면적을 지
닌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구대륙과 신대륙 즉 두
대륙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많은 아메리카 지역이 교류의 중심에 섰지만, 아르
헨티나는 19세기 중반까지 변방에 위치한 버려진 비옥한 땅이었다.
스페인의 식민통치는 원주민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 쿠바, 광역 페루를 중심
으로 하는 광물 채굴경제에 국한되면서, 이들 지역은 ‘수탈된 대지’의 대상이 되었
다. 굳이 안데스 산맥 너머의 땅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스페인의 식
민당시에는 대서양 연안과 카리브 해를 통해 유럽과 연계하는 교역 루트가 지배적
이었다.
18세기 중순 발생한 영국의 산업혁명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여파가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 그러면서 유럽의 필요는 오로지 유럽의 공업화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물자원 외에도 인구 급증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 요
구되었다. 마침 유럽은 산업혁명의 결실로 운송 및 통신 수단 등이 크게 발달하고
의학수준의 발달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산물 수요 충족과 인구
송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오랜 세월 변방에 위치하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수도로

* co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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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에 ‘리오 데 라 플라타(Río de La Plata) 부왕령’1)이 세워지고, 이어서 스페
인에 브르봉 완정이 새로 들어섰다. 보르봉 왕정은 기존의 특정 항구만의 독점 교
역이 아닌 개방적인 개혁조치를 시행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새롭게 유럽과 라
틴아메리카를 최단 항로로 연결하는 거점 지역으로 부상되었다.2) 즉, 과거 페루
지역의 쿠스코-리마와 파나마의 포르토베요를 통하는 멀고 험한 육로와 태평양을
따라 파나마까지 운송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루트를 지양하였다. 이제는 아르헨
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항에서 직접 스페인 및 유럽으로의 보다 빠른 교역이 가
능해 졌다. 이 시기 라 플라타 강 유역은 약 2,300만 두에 달하는 소, 말, 양 등의
목축업이 발달되어 소금에 절인 쇠고기와 피혁 및 수지 등이 주력 생산 및 수출상
품이었다.3)
<그림 1> 스페인의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을 통치하기 위한 부왕령: 리오데라플라타

1) 스페인 식민통치 시기의 마지막 부왕령으로 포르투갈의 접근에 대비해 1776년에 라 쁠라따 강 유역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페루 부왕령 하의 일부 지역 등을 통합해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아
르헨티나를 비롯해 우루과이,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 등이 포함된다.
2) 스페인 식민 초기 교역은 스페인의 ｢세비야｣와 ｢까디스｣항, 중남미의 ｢아바나｣, ｢베라끄루스｣, 파나
마의 ｢뽀르또베요｣, 콜롬비아의 ｢까르따헤나｣ 항간에 독점 교역을 허용하였다. 1787년 합스부르크
왕조에 이은 부르봉왕조는 개혁을 시도하여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24개 항구와 스페인 본국의 13개
항구와의 교역을 허용하였다.
3) Eugenio Chang-Rodríguez, 2000, Latinoamérica: su civilización y su cultura, 3ed, pp.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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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 이후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들은 공업화 과정에서 해외로 부터 농
산물의 수입수요 필요성을 인식했다. 미국, 캐나다 및 호주와 더불어 라틴아메리
카에서 온화한 기후와 광대한 땅을 보유하여 농업에 적합한 아르헨티나가 이민 송
출대상지로서 표적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810년 5월 25일 독립의 초석인 시의회를 개최하였지만, 국가의
기틀인 헌법은 1853년에 제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헌법 25조에 유럽 이민자를 선
호 유입함으로써 나라를 건설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1880년 로카(Julio
Agrentino Roca)장군의 ‘사막의 정벌(Conquista del Desierto)’로 국토통일이 일
단락 될 때까지는 유럽이민의 유입은 미비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870년대부터 1930년 기간에 이태리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
럽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과 농축산물의 유럽 운송을 위한 영국 및 프랑스 자본의
철도 건설에 힘입어 곡물 및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출 지향 경제 모델을 구축하였
다. 이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국토의 안보 구축에 따른 광활한 대지에 노동력
이 요구되었고, 유럽은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양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에 기인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유럽 이민자들은 철도망이 확장되면서 점차 내륙으
로 이동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내륙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을 꼭
지점으로 연결하게 된 철도망은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 지면서, 농산물의
운송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팜파스4)’곡창지대는 영국과 이탈리
아 면적을 합친 약 60만 ㎢의 광활한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축산업의
요람이 되면서 철도망이 발달하였다.
팜파스에 250만 명의 유럽 노동력 유입(1870~1920)되고 철도 및 유럽의 기술
이 투입되면서, 생산되는 대두, 밀, 옥수수, 쇠고기 등은 철도로 빠르게 수출항으
로 운송되어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3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3%를 차지하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으
로 성장하였다.5) 결국 당시에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농업의 힘이 컸다.

4) 팜파스는 아르헨티나의 라 팜파주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팜파스는 라팜파주를 포함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산타페주, 엔트레리오스주, 코르도바 주를 포함하는 광활한대지이다.
5) 최윤국. 1988. La inserc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 en la economía internacional, UCM,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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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95년과 1914년 당시 건설된 철도망

주: 파란색은 1895년 건설된 철도망
자료: http://estkm29.blogspot.com/2014/10/red-ferroviaria-argentina-1870-1946.html

유럽에서 발발한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아르헨티나는 식량과 육류 수출로 인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는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집중됨에
따라 사회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농업 중심의 수출경
제는 유럽 수요의 감소와 세계경제의 폐쇄주의 지향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
고, 수입대체산업화라는 국가주도의 내수 중심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국가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정정이 불안정해지자, 1930년 우리부루 장군의
쿠데타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는 1982년까지 지속적으로 군사정권의 시대를 경험
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2차 세계대전은 또 다시 아르헨티나에게 농산물 수출로
인한 큰 부를 안겨 주었다.
이러한 부는 1946년 세력을 확장해 오던 노동자집단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한 페
론 정권 하에서 부의 분배, 산업노동자 복지 확대 등으로 페론이즘6)이라는 포퓰리
즘을 창조해 내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정부 시기 정치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산업
화 과정에서는 농민보다 산업근로자의 지위가 격상되었다. 산업근로자는 조합의
6) 페론이즘은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1946~76)이었던 후안 페론(Juan Perón)과 부인 에바 페론(Eva
Perón)의 정치사상으로 노동자 계층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 대중적 민중주의, 통신과 철도 및
곡물 유통 등의 국유화, 대중적 복지, 반미 독립외교, 관료적 독재주의의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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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세력이 더해지고, 농민의 근로 마인드는 감소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의
빈민층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점차 농업은 GDP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의 식량
공급차원에서 국가 관리를 받게 되었다.7) 한편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아르헨티
나의 농축산물 수출 비중도 1928년 3.2%에서 1938년에는 1.9%, 1958년과 1981년
에는 각각 1.0%와 0.5%로 하락하였다.8) 오랜 기간 경제의 근원이었던 농업이 산
업의 보완재 역할을 하다가 1976년 군사정권 하에서 농업과 공업의 균형발전을 도
모하기도 하였지만, 잦은 쿠데타와 이에 따른 정정불안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 어려워 농업은 오랜 기간 정체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군사정부의 마지막 수단이었던 1982년 말비나스 전쟁(포클랜드 전쟁)9)의 패배
로 아르헨티나는 민선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라울 알폰신 민선정부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전을 내놓지 못했으며, 만연된 복지 포퓰리즘, 조합주의에
익숙한 국민,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 속에 정권을 또 다시 페론주의
자10)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빈번한 쿠데타, 정치적 표로 인식하는 포퓰리즘의 만
연, 하이퍼인플레이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농업은 아무런 정책 보조금
없이 자력으로 생존해 나올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페론당의 메넴 정부는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
에서 농축산물의 수출세 인하 및 비료가격 인하 등의 농업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농업부문은 회생이 되어 수출 증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11) 아르헨티나는 21세기
들어 경제･사회 발전의 근간은 농업부문에 있음을 재인식하고 있다.
2015년 시장주의자인 마크리가 정권을 잡기도 하였으나, 2019년 다시 페론주의
자인 페르난데스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 마크리 정부에서 2018년 시작된 경제 위

7) 이러한 결과 농업의 GDP 점유는 1930년 25%에서 1938년 15.7%, 1948년 12.7%, 1965년 11.6%,
1975년 5.8%로 계속 감소하였다. 밀 수출의 경우 1934~38년 기간 세계 밀 수출의 19%를 점유하였
으나, 1976~81년에는 4.6%로 감소하였다. 옥수수 경우도 동기간에 6.4%에서 5.8%로 하락했다.
8) 최윤국, op.cit.
9) 말비나스 섬은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에 가까우나, 이주의 역사로는 영국, 프랑스 및 아르헨티나가
맞물려 있으며 영토분쟁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국내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영국령 포클랜드를 공격하나 두
달 만에 항복하면서 기나 긴 군사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0) Infobae에 따르면 2017년 경우 국민의 약 62 %가 긍정적 페론주의자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현
재 대통령도 페론주의자일 정도로 아르헨티나에서 뿌리깊은 정치 사상이 되고 있다.
11) Rinaldo Antonio Colom. 2008. “Sobre Política Agraria Argentina en el Período 1933-2007,”
Revista de Economía y Estadística, Cuarta Época. Vol. 46, No. 1.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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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macrisis)는 오랜 숙제이기도 한 페소화의 하락, 재정 적자, 빈곤 및 실업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19년 12월 집권한 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Alberto Fernández)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는 사회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12)
정치 색깔에 따라 아르헨티나 농업 정책의 최대 특징인 수출세도 인하와 폐지 그
리고 부활을 거듭하고 있다.

2. 농업과 지리적 환경
아르헨티나는 행정적으로 크게 6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한 지역이
농업 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 팜파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와 코르도바 주의 대부분과 엔트레리오스 주,
산타페 주, 라팜파 주
- 쿠요: 멘도사 주, 산후안 주, 산루이스 주
- 북동부: 코리엔테스 주, 차코 주, 포르모사 주, 미시오네스 주
- 북서부: 카타마르카 주, 후후이 주, 라리오하 주, 살타 주, 산티아고 델 에스
테로 주, 투쿠만 주
- 파타고니아: 추부트 주, 네우켄 주, 리오네그로 주, 산타크루스 주, 티에라델
푸에고 제도
지역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의 핵심 지역은 팜파스이지만, 그 외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제작물이 전략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쿠요 지역은 포
도와 포도주 산업, 파타고니아 지역은 양 사육과 사과 및 배, 북서지역은 설탕, 레
몬 및 담배, 미시오네스와 코리엔테스 북서 지역은 마테, 차 및 목재, 차코 지역은
목화, 코리엔테스 주는 쌀 등이다.
기후대로 보면 산악 건조기후대에서는 올리브, 아열대 기후대에서는 바나나, 파
인애플, 망고, 패션프루트, 아보카도, 파파야 및 커피 등 열대작물이 특화되고 있
다. 이 같은 지역경제 특용 작물들은 국내 소비가 주다.
12) Giani, Juan José (ed.). Peronismo: Sus desafíos 2020. Macrisis y pandemia. Paso de los Lib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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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르헨티나의 행정구역과 기후 특성

주: 기후 지대에서 초록색은 온대 팜파스, 노란색은 건조기후대, 붉은 색은 건조한 아열대권
자료: https://edu.glogster.com/glog/clima-rido-de-alta-montana/1gljg80a7mn?=glogpedia-source;
https://www.mochilerosviajeros.com/mapa-argentina/mapa-argentina/

3. 토지 집중도의 역사와 특성
아르헨티나 농업부문의 가장 큰 과제는 토지 집중도의 심화이다. 아르헨티나는
대토지 농장주 0.94%가 아르헨티나 전체 생산면적의 35.93%를 차지하고 있다.
99.06%에 달하는 나머지 중소농이 64.10%를 점유하고 있다.13) 아르헨티나뿐만 아
니라 라틴아메리카는 1%의 대농장이 생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
게 소수에 의한 토지의 높은 집중도는 사회 계층 간 불균등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13) https://www.ambito.com/politica/se-profundiza-la-concentracion-la-tierra-la-argentina-apenas-1acapara-33-del-territorio-n396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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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의 대농장의 나머지 99%에 대한 토지 점유 비중

자료: https://www.ambito.com/politica/se-profundiza-la-concentracion-la-tierra

2018년 9월 15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수행 된 2018년(CNA 2018)의 최근
국가농업센서스14)에 따르면, 1.08%의 농장 소유주(2,473개 농장)가 토지의 약
40%(5,700만 ha)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틴아메리카의 상위 1%의
소유하는 평균 면적은 2천 ha(축구장 4,000배 크기)이며, 아르헨티나는 평균치보
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상위 1%의 농장 평균 규모는 22,000ha이다.
농촌 지역의 폐해 중 하나는 버려지는 농가의 증가이다.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2,500개 농촌 마을 중 이미 400여개는 경작민이 없으며, 또 다른 400여개는 반쯤
버려져 있으며, 90개 농촌마을은 2001년에 이미 사라졌다.15) 30년 사이 농장의
41%가 사라지면서 소수에 의한 토지 집중은 심화되었다.
소농(chacras로 가장 작은 규모의 농장으로 100ha 이하를 지칭한다)의 55%는
토지의 2%만을 차지할 뿐이다. 소농은 전체 농장 수(125,023)의 54.6%가 해당되
지만, 토지면적의 2.25%(350만 ha)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 차례 농
지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도리어 아직도 적은 수(1.08%)가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다수(54.6%)는 너무나 작은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16)

14) 국가농업센서스 2018, 2019.
15) El Pueblo en Línea, 14/0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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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토지 집중 문제는 과거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보아야 한다.
스페인 식민통치 시대에는 영토 소유에 대한 법적인 인식이 미흡했다. 1816~1822
년 토지가 독립에 기여한 자들에게 배분이 되었다. 당시 목장주들은 점차 그들의
토지를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원주민들의 터전을 탐내기 시작했다.
원주민 터전을 향한 ‘사막의 정벌’은 토지의 집중도를 심화시켰으며, 봉건제에
가까운 제도가 확립되었다. 1825~1837년 운영된 Enfiteusis(영대차지권) 제도는
100만 ha이상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조세 수입이 부과되었
으며, 투기 목적의 토지 축적이 이루어졌다. 1832년에는 로사스(Rosas)정권에서
Enfiteusis 제도를 폐지하고 공유지의 상당 부분을 판매 가능하게 하여 소수에 의
한 토지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었다.17)
1858년 로사스의 실각 이후 국가는 20만 ha를 회수하였으나, 이 수치의 두 배
를 넘는 면적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었다. 1870년대 말까지 원주민 터
전에 대한 ‘사막의 정벌’이 지속되면서 토지의 집중화와 대농장의 팽창이 계속되었
다. 로카에 의한 1878~1884년의 ‘사막의 정벌’은 원주민의 터전인 팜파스와 파타
고니아에 군사작전을 전개해서 새로운 영토를 자신의 작전에 지원을 해 주었던 세
력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1875년 영국에 곡물이 처음으로 선적되면서 곡물 재배와 사일로 그리고 철도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국의 투자가 급증했다. 1876년에는 냉동 육류의 해상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축산업 부문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1880년 이후 사르미엔토
(Sarmiento) 정부는 합리적 가격으로 토지의 분배를 시도하였으나, 준비되지 않
은 원주민과 가우초18)들은 농장의 일꾼 및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하였다.
1899~1900년 팜파스 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경
우 소유주가 39%, 소작농 51.5%; 산타페는 39.3%와 41.9%; 엔트레리오스는
61.4%와 25.7%; 코르도바는 39.3%와 36.4%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16) https://www.pagina12.com.ar/242871-el-campo-cada-vez-esta-mas-concentrado
17) 1830년에 980명의 소유주가 14,893,200ha를 점유하였으나 1840년에는 450명의 농장주가
14,850,000ha를 점유하였다.
18) 아르헨티나의 가우초(Gaucho)는 팜파스 등의 평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일명 카우보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목장에서 목동으로 일하거나 계절 노동자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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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팜파스 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 1899~1900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엔트레리오스

코르도바

소유주 %

39.08

39.31

61.44

39.25

소작농 %

51.52

41.89

25.70

36.35

자료: https://www.slideshare.net/JavierThellaecheOrti/tenencia-de-tierra-en-argentina

유럽이민자

유입과

국토

팽창으로

인해

1890년에

곡물

재배면적이

2,384,000ha에서 1899년에는 3,307,749ha로 증가하였으며, 당시 주요 경작물은
대두가 아닌 밀과 옥수수였다. 이 당시의 영농은 원시적인 기술을 사용한 조방농
경 체제로 생산성이 낮았다. 19세기 말 아르헨티나는 곡물에 앞서 소 사육으로 발
전하였다. 이후 팜파스는 축산업과 더불어 유럽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곡물 재
배가 유럽이민자의 유입에 힘입어 크게 발달하였다. 1914년에 이미 팜파스의 주요
5개주에는 토지의 60% 이상이, 아르헨티나 전체 토지의 80% 이상이 1,000ha가
넘는 단위로 소수에 집중되었다. 5,000ha가 넘는 대농장 규모도 전체 토지의 절반
에 육박하였다.
1914년에는 이미 팜파스 지역에 새로운 농지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였다.
이제는 새로운 땅의 유입이 아닌 팜파스에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인구는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토지의 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
지하게 되어 투기가 만연하였다. 유럽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자들도 대거 도래하면
서 1869년에 세계 인구의 0.13%에서 1930년에는 0.55%까지 증가하였다. 농지구
조 관점에서 아르헨티나의 토지 분배는 결단코 평등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오래된 토지 소유에 대한 불균등은 저항 운동의 심화로 민주주의의 후
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색과 구
별없이 토지를 소수내지 외국인 소유로 하면서 채굴주의 –추출 기반 생산모델로
대규모로 자원을 개발하는 행위-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한 데에 기인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토지 지니 계수19)는 남미가 0.85, 중미는 0.75를 보이고 있어
토지분배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럽 0.57, 아프리카
0.56, 아시아 0.55와 비교해 보더라도 불균등 상태를 알 수 있다.

19) 토지 지니 계수는 0~1로 1에 가까울수록 집중도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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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는 등록된 농업생산단위체(UPA)가 246,947개가 존재하는데, 이
들의 소유 면적은 2,320만 ha에 달한다. UPA의 83%는 경지 면적의 13.3%를 차
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소농의 정의는 약 100ha를 의미한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은 비단 토지의 사용뿐만 아니라, 누가 토지를 통제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이다. 대농장주와 영농관리업체 간의 계약, 다국적 기업에 의한
토지 통제, 투자를 유치하려는 농기업의 정부당국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등은 토
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복합적인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토지의 주인을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토지 양도 과
정에서의 불투명성, 페이퍼 컴퍼니의 활동, 제 3자를 통한 명의 및 소유권 공공등
록 행정 과정에 있어서의 관료주의 장벽 등은 소유주의 정체성을 불투명하게 만들
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회사나 현지 회사와의 연합을 구성하기 때문에 원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점차 트랜스라틴기업, 국제금융운영자 및 다국적농기업들이 토지 매입에 나서
원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대통령
(2015.12~2019.12)은 취임 후 외국인에게 농지 매도의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26.737법령을 통해 농지법(Ley de Tierras)을 수정하였다.
2011년 제정된 법령20)에 의하면, 외국인의 농지 매입에는 국내 합산 15%라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코르도바 남부 및 산타페 같은 핵
심관리지역(zona núcleo)의 경우 최대 1,000ha로 제한하였다. 모든 농지는 국립
농지등록소(RNTR)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농지의 5.93%는 외국
인 소유로 되어 있다. 이는 15,881,069ha를 의미하며, 이 크기는 살타 주의 면적
과 비슷한 규모다.

20)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2007.12~2015.12)은 2011년 제정된
외국인토지소유법 유지를 공포했다. 법령으로는 15%였지만 당시 전체 농지의 5.93%만이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상당한 긍지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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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권 제도: 2016년

자료: https://tn.com.ar/sociedad/ley-de-tierras-quien-puede-comprar-cuanto-y-donde_699512/

국적별로 보면, 미국 소유주가 전체 농지의 1.13%(3,042,680ha)를 보유하고 있
으며, 이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및 우루과이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별 농
지 소유 점유율을 보면 15%를 밑돌고 있다. 미시오네스, 코리엔테스, 살타, 라리
오하 및 카타마르카 지방이 외국인의 농지 소유가 많은 편인데, 10.9~13.9%에 이
르고 있다. 파타고니아 지방은 2~9.6%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한적한 농촌의 경
우 토지법을 상회하는 점유율(30%)을 허가해 주고 있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의 토지 문제에는 원주민 박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르
헨티나의 경우도 대두 경작지의 84%가 원주민 영토에 속하고 있었다. 토지 소유
권문제는 고용을 제한하고, 이농현상으로 인한 도시의 빈민계층을 확대하고, 사회
통합, 민주주의 질, 환경보전, 국내외 식량안보를 저해할 수 있기에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농촌은 점차 사라져 가게 되었으며, 약 40만 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장의 대규모화와 이농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작물 생산도 이익이 크게 나는 대두를 비롯한 밀과 옥수수 등으로
집중되었는데, 이는 초지 및 지역경제특용작물 생산을 희생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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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대규모 생산과 농장은 더 큰 면적을 차지하였지만, 소규모 농장들은
위축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장 평균 면적의 증가에서도 두드러진다. 1988년 농
장의 평균 면적은 421ha에서 2018년에는 826ha로 증가하였다. 작물 중에서는 농
지의 대두화(sojización)가 두드러진다.
아르헨티나 농업의 심장인 팜파스는 토지 집중도가 그렇게 두드러지고 있지 않
다. 대부분 농지는 소유주가 생산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으며, 기타 지역
경제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포도, 과일, 사탕수수 및 마테 같은 작물을 생
산하는 지역에서는 토지의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소농은 노동력 투입에 비례하기 때문에 노동력 수급 문제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자금력이 있는 지닌 대농장들은 대규모로 경작하면서 고효율 저비
용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멘도사와 투쿠만 지방을 들 수 있다. 멘도사는 전통
적으로 소규모 농장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1988~2018년 30년 사이에 33,249개
에서 19,622개로 41%에 달하는 농장이 사라졌다. 과수 면적 역시 10%가 감소하였
으며, 경작면적은 21.4만에서 19.3만 ha로 감소되었다. 현재 3,136개의 농장(16%)
이 50ha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투쿠만은 농장수가 75% 감소하여 1988년
15,988에서 2018년 4,028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곡물, 유지종자 및 사탕수수와 같은 공업용 작물의 면적은 4천 ha가 증가
해서 44.9만에서 45.3만 ha가 되었다. 현재 1,406개의 농장(35%)은 각각 50ha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팜파스와 비팜파스 간에 상이한 현실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두는 점차 현대화된 기술패키지를 활용하고 있다. 만일 토지 소유주 내지 생산
자가 생산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통해 농목수출업체, 투입재 공급업체 및
전문영농회사21)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곡물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1988~2018년 대두, 옥수수 및 밀의 식부면적 비중은 23%에서 69%로 증가하였
으나, 점점 생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농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많은
농촌 인력들은 대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하거나 젊은 층들은 이농을 하게 되면서 농
촌사회는 고령화라는 문제도 안게 되었다.
1988년 140만 명이 농촌에 정주하고 있었지만 2018년에는 73.3만 명으로 감소
21)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체계가 잘 잡힌 농고와 농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농업기술자 또는
업기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우수한 농업전문인력 집단이 농업현장에서 과학적인 영농을 선도하고
다.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활동하나 전문영농기업과 연계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농을 전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윤국. 2008,3. ｢아르헨티나 사료곡물자원 시장 동향
경쟁력 조사연구｣. 한국아르헨티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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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83,234명에 달했다. 특히 50ha 미만의 소농은
자본, 기술 및 기계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가족농 형태로 고
전적인 경작을 하고 있다.22)
소농의 사라짐과 농촌 탈출은 애그리비즈니스(agronegocio) 모델 추구와 관련
이 있다. 애그리비즈니스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수출우선주의 모델로 식품 생산과
농민들을 농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여러 정부를 거쳐 오는 동안 지속되어 온 농
목주도 성장모델의 결과는 다국적 종자기업에 의한 지배, 토지의 집중도로 나타나
고 있다. 즉 더 큰 업체가 중소 농민을 밀어내는 농민 없는 성장 모델은 지양되어
야 한다.
토지에의 접근 및 운용 면에서의 극심한 토지 불평등은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 행위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보장과 재
분배 등 공평한 방법과 수단에 의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23)

4. 경제 속의 농업
아르헨티나의 농업부문은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아르헨
티나의 농업은 GDP의 약 6% 수준인 31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아르헨티나의
수출 중 약 60%가 농산물 및 관련 제품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GDP 대비 농업 비중은 2000년 5.1%에서 2018년에는 6.1%로 다소 증가하였
다.24) GDP 대비 농업 비중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한 해도 있다. 1965년의 12.9%,
1973년 11.95%, 2002년 10.82% 그리고 2003년의 11.04%이다. 총 수출 대비 농식
품의 비중은 1995년에는 53%에서 2000년에는 45%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는
64%를 달성하였다. 이는 OECD 평균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2) https://www.lacapital.com.ar/agroclave/la-concentracion-la-produccion-agropecuaria-se-profundiza-el
-pais-n2551023.html
23) https://www.ambito.com/politica/se-profundiza-la-concentracion-la-tierra-la-argentina-apenas-1-a
capara-33-del-territorio-n3969517
24) GDP 대비 농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1965년의 12.9%였으며, 최저치는 1999년
의 4.46%이다.

368

특집 2 : (제1편)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성

<표 2> 아르헨티나 농업 현황(2018년)
구분

2018년

단위

2000년

총 인구

44.4

백만 명

37.0

농촌인구

3.6

백만 명

4.0

총 GDP

518.4

십억달러

438.0

1인당 GDP

11.6

천 달러

11.8(ppa기준)

농업 GDP

31.8

십억 달러

22.3

농업 GDP 비중

6.1

%

5.1

농업/총 수출

60

%

45

자료: World Bank Database, 2019.07; UN, 2018.

2019년 3/4분기 GDP에서 차지하는 농축산업 비중도 7%로 제조업 15%와 무역
15%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은 최근 대두, 옥수
수 및 밀을 투입재로 해서 자본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00년 5.1%, 2007
년에 농업부문은 GDP의 5.61%를 차지하였지만,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림 6> 아르헨티나의 산업 부문별 GDP 비중: 2019년 3/4분기

출처: In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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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농촌 인력 구조를 성별, 노동 신분, 교육 수준과 농업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이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 노동인력이 52.4%를 차지하
여 여성인력에 비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다. 노동 신분을 보면 임금 노동자가
41.5%이며 자유노동자가 46.3%이다. 자유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고용직이 아니라
신분에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교육수준으로는 초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지 못한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초등학교를 저학년에서 중퇴
한 근로자가 35.7%를 차지하여 이 두 부류가 88.4%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개발과 농업기술 취득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이상 졸업한 농
촌 인력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부문 구조별로 보면 농축산업 부문에 남성 근로자의 다수인 77%를 차지하
고, 여성 인력은 50.4%가 종사하고 있다. 이어서 서비스 및 무역 부문이 15.3%를,
가공업 부문이 4.4%, 공공행정 부문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 사회에 있어
교육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보다 더 부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아르헨티나 농촌 지역 노동력 특성: 2003년(%)
항목
성별

근로형태

교육수준

구분

비율

남성

52.4

여성

47.6

임금노동자

41.5

자유노동자

46.3

고용인

8.4

무보수 노동자(가족)

3.7

초등학교 저학년 중퇴

35.7

초등학교 중퇴

52.7

중고등과정

7.6

대학 과정

3.9

농산업 부문별 취업

자료: EH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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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100)

여성(100)

농산업

4.2

5.8

서비스 및 무역

9.8

36.0

농축산업

77.1

50.4

공공행정

3.4

6.3

기타

5.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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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가농축산업센서스에 따르면, 약 123만 명이 농장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부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멘도사, 미시오네스 및 산타 페
등 5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25)
2016년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37,196명으로 전체 노동인구 1,747만
명의 2%에 해당한다. 이는 OECD 평균 5%에 크게 미달하여 농산업부문의 고용창
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농촌인구는 2018년 기준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8.13%가 농촌지역에 거
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도시와 농촌
의 거주 인구 분포를 비교해 보면, 도시인구(2,000명 이상 거주하는 장소) 비율은
89.31%이며, 남성이 48.2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촌마을(2,000명 미만)은
3.40%이며, 이 중 남성의 비율은 50.81%이다. 7.28%는 농촌 저택(vivienda en
campo abierto)에 거주한다.26)
도･농간의 불균형 발전은 1910년을 변곡점으로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반면에
농촌인구는 급감하는데 기인한다. 이는 유럽이민의 대규모 유입과 더불어 농촌 거
주의 매력이 감소하는 한편, 빠른 도시화의 진행에 기인한다. 1810년 아르헨티나
에는 618,000명의 주민이 있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농촌에 정주하였다.
독립한지 100년이 지난 1910년에는 유럽 이민의 대규모 도래와 더불어 인구의
50%가 건설되는 도시에 정주하였다. 도시와 농촌 간 인구가 균형점을 이루었던
시점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세계 6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스페인과 이태리 및 기타 유럽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해서 이민선에 몸을 실었다.
공업화가 한창인 유럽의 농산물 수요 급증에 따라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팜파스
대평원이 개발되고,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철도와 수출항의 건설을 통해 아르헨티
나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25) INDEC. 2003.
26) Cens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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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시와 농촌 간 인구 비율

자료: El Ateneo. 2010. Dos Siglos de Economía Argentina 1810-2010, Cap. Demografía.

2020년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7.5%인 약 340만 명에 그친다. 2020년 현재 전체
인구의 92.5%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 인구의 급감과 달리 농업의 발전은
눈부시다. 1890년 당시 농산물 생산 100만 톤에서 오늘날 1억 4,500만 톤을 생산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화되었다. 그러나 농업은 다국적기업과 소수 영농 기업에
의해 현대화되고 있을 뿐 농촌사회 발전을 통한 농민 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소 GDP의 30%는 투자가 되어야 농촌이 발전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귀농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표 4> 아르헨티나 총인구수와 도시와 농촌 인구 비중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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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면, 농촌 여성들은 농업활동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촌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히 크
다. 차코, 멘도사, 산타페 및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의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여성 노동력은 48%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27)
그러나 여성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남성의 소득보다 훨씬 낮
다. 대다수 여성은 가사 일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렇듯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은 생산과 유통 등 직접적인 농업 관련 일 뿐만 아니라
가사 및 보육 업무까지 도맡고 있다.
종종 닭, 염소, 양 및 돼지와 같은 가축을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농촌 여성의
권리를 위한 기관으로는 아르헨티나 농촌여성연방협회(AMRAF)가 있다. 2020년
농촌 여성의 수는 1,722,107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농촌 인구의 50 % 수준이다.
FAO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불공정한 농업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운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8)
고용의 중요성으로서의 농업부문을 들여다보면, 2020년 아르헨티나는 이어지
는 경제위기와 펜데믹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특히 농식품
업에서 사정이 더욱 어려우며, 이는 포스트 펜데믹에서도 주요 이슈가 된다.29)
FADA(아르헨티나 농목개발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농식품업은 민간 부문에서
10명 중 2명의 고용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식품업 부문 노
동시장의 1/5을 책임지고 있다. 즉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유통 및 가공업에 이르
는 과정에 국내 고용 효과는 지대하다.

27) https://infoagro.com.ar/la-mujer-rural-y-su-rol-en-la-agricultura/
28) https://www.onu.org.ar/las-mujeres-son-responsables-de-la-mitad-de-la-produccion-de-alimentos
-en-el-mundo/
29) El Ágora Por El Ágora, FADA(아르헨티나 농목개발재단) 통계 인용, 2020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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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용 창출 효과가 큰 5대 농식품업

출처: FADA. 2020.8. Monitor de Exportaciones Agroindustriales.

고용 효과가 큰 5대 농식품업 비중을 보면, 과일, 야채, 화훼 및 콩과류 가공업
이 12%, 쇠고기 가공분야가 11%, 대두 가공부문 11%, 밀 가공 10%, 옥수수 가공
7%이다. 이 5대 부문이 전체 농식품업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업에서 고용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연계 과정별로 보면, 농산물 1
차 원료생산 부문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유통 26%, 가공이
21%, 운송 및 물류가 8%, 연계 서비스가 4% 그리고 자본재 및 투입재가 3%를 차
지한다. 향후 농업부문의 전방연쇄효과 증대와 더불어 생산성 제고를 위해 후방연
쇄효과를 보다 더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현재 370만 명이 농식품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앞으로도 곡
물, 육류, 과일, 낙농 및 기타 농식품의 생산, 수출, 외화 획득에 있어 양적 유지
내지 증대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질적인 고용 창출을 제고해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 재원
조달,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 수출정책의 일관성 등이 과제가 된다.
농촌과 농식품업이 국가 고용의 22%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의 성
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산물과 가공업을 연계하는 가치 사
슬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통, 운송, 서비스 및 inputs가 순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식품업 고용을 각 가치사슬별로 보면, 곡물, 사료 및 유지가 32%, 설탕, 과일
및 포도주가 32%, 육류 가공 분야가 24%, 재원 서비스 부문이 11% 기타 기계류
등 자본재가 1%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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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농식품업 부문별 고용 실태

출처: FADA, 2020.8.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투입재의 높은 수요로 인해 원료 생산 부문에서 40%라는
가장 큰 고용을 차지한다. 대두는 종사자의 47%가 원료 생산 부문에 투입되고 있
으며 밀은 가공 부문에서 37%가 종사한다. 쇠고기 부문은 농식품업 고용의 11%를
차지하면서 1차 산업을 리드하고 있으며, 고용의 절반이 원료 부문에 종사한다.
농가공 부문은 농업 부문 고용의 15%를 차지한다. 포도주 산업은 농가공 분야
인력의 5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제당산업은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과일 및 야채류 부문의 고용 비중은 1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료 생산 부문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특히 배, 사과, 레
몬, 감자, 만디오카 및 고구마 등이 고용을 창출하는 작물이다.
낙농업은 5%의 고용을 나타내는 데 주로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크
림, 둘세 데 레체(dulce de leche) 등에 종사한다. 치즈 가공업이 낙농업 고용의
36%를 차지한다.
이상과 같이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속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
보았다. 농업은 과거 불평등으로 점철되는 역사와 근대 공업화 과정에서의 부수적
인 인식이 어우러지면서도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 왔음
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농업이 수출에서, GDP에서, 고용에서, 식량 공
급 및 생태계 보전이라는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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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foagro.com.ar/la-mujer-rural-y-su-rol-en-la-agricultura/
https://www.lacapital.com.ar/agroclave/la-concentracion-la-produccion-agropecuaria-se-profundiza-el-pais-n2551023.html
h t t p s : / / w w w . o n u . o r g . a r / l a s - m u j e r e s - s o n - r e s p o nsables-de-la-mitad-de-la-produccion-de-alimentos-en-el-mundo/
https://www.slideshare.net/JavierThellaecheOrti/tenencia-de-tierra-en-argentina
h t t p s : / / www. t n . c o m. a r / s o c i e d a d/ l e y -d e -t i e r r a s -qu i e n -pu e de -c o mprar-cuanto-y-donde_6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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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2편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 및 유통구조 특성
최윤국(중남미 정치･경제･문화 전문가)*

1)

1. 주요 작물의 식부면적과 경작면적 그리고 특성
우리나라는 무역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아르헨티나는 농업 없이 존립할
수 없는 나라이다. GDP 대비 농업 비중은 10% 미만(한국 약 3% 미만)이지만, 경
지면적은 1.5억 ha(한국 170만 ha)로 국토면적 대비 53.6%(한국 16.7%)를 차지하
고 있다.
이 중 주요 3대 작물 –대두, 밀, 옥수수-의 식부면적을 보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두가 생산자에게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식부면적은 1,870만 ha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아르헨티나 지방별 주요 생산물
지방

주요 농축산물

부에노스아이레스

쇠고기, 가금육, 돼지고기, 양고기, 우유, 수산물, 대두, 옥수수, 해바라기, 밀, 보리
및 양파

카타마르카

호도, 올리브, 쇠고기, 산양

차코

면화, 임산물, 대두, 해바라기, 쇠고기

추붓

양고기, 수산물

코르도바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옥수수, 대두, 밀, 해바라기, 수수, 땅콩

코리엔테스

양고기, 쇠고기, 마테, 차, 감귤류, 임산물, 쌀, 채소류

엔트레리오스

쌀, 쇠고기, 가금육, 우유, 감귤류, 블루베리, 이집트콩

포르모사

과일류(바나나, 자몽, 수박 등), 야채(호박, 고구마, 임산물 등), 쌀

후후이

담배, 설탕, 채소류

라팜파

해바라기, 옥수수, 호밀, 귀리, 쇠고기, 우유

라리오하

호도, 올리브, 포도주

* co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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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요 농축산물

멘도사

포도주, 과일(자두 및 복숭아), 올리브, 마늘, 산양

미시오네스

마테, 임산물, 감귤류, 담배

네우켄

배, 사과, 산양

리오네그로

배, 사과, 양

살타

담배, 야채, 설탕, 포도주, 감귤류, 임산물, 대두, 산양

산후안

포도주, 올리브, 채소류(마늘, 양파, 토마토 등)

산루이스

옥수수, 수수, 축산물

산타크루스

양, 수산물

산타페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대두, 해바라기, 옥수수, 렌즈콩, 이집트콩

산티아고델에스테로

면화, 대두, 옥수수, 밀, 수수, 대두콩, 쇠고기, 산양, 임산물

티에라델푸에고, 남극

수산물, 양

투쿠만

레몬, 설탕, 야채, 면화, 대두, 블루베리, 담배

부록

자료: Información proporcionada por la Secretaría de Agroindustria para este estudio de la OCDE.

아르헨티나가 농업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세계 3대 평원 중의 하나인 팜파스
(약 60만 ㎢)가 있기에 가능하다.1) 팜파스는 1개 농장 규모가 500~2,000ha에 달
하며, 팜파스의 1/3에서는 곡물 재배, 나머지 ⅔ 지역은 목초지로 활용하고 있어,
쇠고기 생산 및 수출대국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1억 2,500만 톤의 곡물(대두, 옥수수, 밀 등)을 생산했는데, 이는
약 4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라 한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를 ‘el almacen de
granos y carne del mundo(세계 곡물 및 소고기 창고)’라 부른다. 아르헨티나의
주별 주요 수출 농축산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의 경작 면적은 총 37,411,993ha2)이다. 이 중 유지종자가
14,391,625ha로 38.5%를 차지하며, 곡물이 11,387,352ha로 30.4% 그리고 사료
작물이 7,938,960ha로 21.2%를 차지한다. 이 세 작물이 전체의 90.1%를 점유하
고 있다. 유지작물의 주 작물은 대두와 해바라기이다.

1) 아르헨티나는 대두, 옥수수, 밀 외에도 쇠고기, 포도주, 벌꿀, 배, 레몬, 해바라기유 등의 생산 및 수
출대국이다. 곡물 수출 면에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와 더불어 세계 5대 곡물수출국이다.
2) Censo Nacional Agropecuari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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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작물별 경작 면적과 비율: 2018 센서스
농작물

면적(ha)

백분율(%)

유지 종자

14,391,625

38.5

곡물

11,387,352

30.4

사료작물

7,938,960

21.2

산림 및 조림

1,230,246

3.3

공업 작물

893,697

2.4

과일

514,701

1.4

콩과식물(legumbres)

363,441

1.0

야채

134,993

0.4

향신료, 약료 및 양념류

7,068

0.0

화훼류

3,187

0.0

기타

546,724

1.5

총 경작면적

37,411,993

100

자료: Censo Nacional Agropecuario 2018.

총 식부면적 중 4,229,353ha는 윤작(doble cultivo)을 행하고 있다. 곡물은 전
체 경작면적의 30.4%를 차지했는데, 주요 작물은 밀, 옥수수, 수수, 보리, 쌀 및
귀리 등이다. 곡물 재배의 최적지는 습한 팜파스(pampa húmeda) 평원으로 약 21
만 ㎢에 달하며, 곡물 생산의 80%를 생산한다.
이러한 식부면적은 19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중
반 이후는 거의 모든 작물의 식부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
는 2018/19 영농 시즌에 식부면적이 3,750만 ha에 달하면서 농경지 면적의 역사
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주요 작물은 주로 곡물로서 식용과 공업용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두는 1980년대 들어 급성장하고 있다.
사료곡물 재배는 전체 경작면적의 21.2%에 식부면적 7.938.960ha로 3위를 차
지한다. 온대 기후대에서 목축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료곡물 역시 재배가 된다.
주요 작물로는 알팔파, 귀리, 수수, 보리 및 호밀 등이다. 이어서 조림이
3.3%(1,230,245ha) 그리고 공업용 작물이 2.4%(893.696ha)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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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르헨티나 주요 작물별 식부면적 추이: 1899~2020년
단위: 백만 ha

자료: 로사리오 곡물거래소. 2020.

곡물과 유지종자의 10대 주요 재배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산타페,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엔트레리오스, 라팜파, 차코, 살타, 산루이스 및 투쿠만 순이
다. 그러나 10대 주요 농업권 중 세 개 주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및 산타
페에 전체 유지종자 경작면적의 75.84%, 곡물 경작면적의 72.7%가 집중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농업 핵심 지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곡물 및 유지종자의 10대 주요 재배지역 비중
단위: 백만 ha

자료: Censo 2018, B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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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농작물의 생산 동향
생산 측면에서 2018/19 영농시즌은 1.42억 톤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하였
다. 조곡(granos gruesos) 기준으로는 1.15억 톤, 정곡(granos finos) 기준으로는
2,500만 톤 모두 역사적인 기록이었다. 2019/20 영농시즌도 비슷한 생산량을 보
일 것으로 추정된다.3) 작물별 수확시기를 보면, 옥수수는 2월에 1차 수확, 5월에
2차 수확을 하며, 대두는 4~5월, 땅콩은 6~7월, 밀은 12월이다.
<그림 3> 아르헨티나 주요 작물별 생산 추이: 1899~2020년
단위: 백만 톤

주: 기타 작물로는 갈풀, 쌀, 귀리, 호밀, 기장, 듀럼밀, 홍화, 유채, 땅콩, 면화 및 대두콩을 지칭
자료: Censo 2018, BCR.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은 1899년부터 통계를 보면, 1970년까지 2,000만 톤 수
준을 유지해 오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1990년부터는 급성장하고 있다.
1990년에 3,400만 톤에서 2019년에 1.4억 톤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이러한
급성장은 대두, 옥수수, 밀과 해바라기가 주도하고 있다. 이는 공업용 원료로서의
투입재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아르헨티나에 있어 이들 작물은 중요한 외화 획득
원이며 재정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BCR ver Campaña 18/19

38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2018/19 영농시즌의 각 작물의 생산량을 보면 대두가 5,650만 톤, 옥수수가
5,150만 톤, 밀이 1,900만 톤, 해바라기 390만 톤, 보리 380만 톤, 수수가 250만
톤으로 이들 6대 작물의 총생산량은 1.37억 톤에 달한다.4)
2019/2020년 주요 작물별 생산 전망을 보면 대두는 5,500만 톤 생산이 예상되
며, 재배 역사상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뛰어난 단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단수는 33,7qq/ha를 기록하였다. 옥수수는 5,000만 톤 생산으로 지난해보
다 백만 톤이 적은 사상 두 번째의 풍작을, 밀은 1,950만 톤으로 전년도 수확 대비
50만 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0년 대두, 밀, 옥수수 3대 작물의 총
생산은 1.25억 톤으로 전년대비 1.27억 톤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밀,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전망: 2019/205)

밀

옥수수

대두

식부면적(만 ha)

단수(QQ/ha)

생산량(만 톤)

2019/2020

680

29.9

1,950

2018/2019

646

30.7

1,900

2019/2020

711

82.0

5,000

2018/2019

700

86.2

5,150

2019/2020

1,730

32.4

5,500

2018/2019

1,730

33.8

5,650

주: 1QQ(quintal)=100kg
자료: Guía Estratégica para el Agro, BCR.

4) https://surdelsur.com/es/agricultura-argentina/#principales
5) https://surdelsur.com/es/agricultura-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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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수출 동향 및 특성
아르헨티나 농축산개발재단(FADA)는 주요 농산물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입지
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20년 현재 세계 5대 농산물 수출국이다.
<그림 4>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농산물의 세계 순위

자료: Fundación Agropecuaria para el Desarrollo de Argentina (FADA), monitor de exportaciones,
2020.08.

2020년 상반기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의 세계 시장 순위를 보면, 아르헨티
나는 1위에 대두유, 대두분, 마테 및 대두콩, 세계 2위에 땅콩, 세계 3위에 옥수
수, 대두, 해바라기 및 배, 세계 4위에 맥주 주조용 보리, 세계 5위에 쇠고기, 새
우, 랍스터, 분유 및 홍차가 랭크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곡물 생산의 5%를
점유한다. 그러나 세계 곡물무역에 참여도는 곡물 부산물을 포함하는 경우 15%에
달한다. 2019년 곡물 수출은 총수출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 가공품을
포함한 수출 대비 비중은 60%로 크다.
2020년 상반기 아르헨티나는 농산업부문의 수출로 이미 200억 달러의 수입을
달성했다. 이는 총수출의 74%를 차지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수출로 벌어들이
는 10달러 중 7달러가 농업부문에서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농산업 체인 부
문은 수출세로 20억 달러를 부담했다.6)
한편 2019년 총수출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US$ 650억에 달했다. 이 중
6) FADA, Monitor de Exportaciones Agroindustriales 2020 상반기,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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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가 대두, 옥수수 및 밀과 그 부산물에 의한 것이다. 즉 아르헨티나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10달러 중 4달러가 이들 3대 부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24%는 대두, 9%는 옥수수 그리고 4%는 밀 부문이다.7) 2019년 농산
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두와 그 부산물이 62.6%로 압도적이며, 옥수
수가 9.1%, 밀과 그 부산물이 4.1%다.
<그림 5> 2019년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곡물 및 그 부산물 비중

자료: BCCBA. 2020.

농산물 가공업 부문의 수출은 1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이 같은 실적은 제조
업 부문 수출의 하락(14억 달러)을 보전하고 있다. 곡물 중 대두는 다른 농산물과
특이하게 국내 소비는 극소량이며 거의 전량 수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농식품 수출에서 15위권에 속하는 국가이다. 2019년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은 421억 달러를 기록했다.8) kg으로 계산하면, 92,279,441에 달하
며, 이러한 수출량은 2017년과 2016년에 이어 역대 3번째의 기록이었다.9)
아르헨티나 농산물의 세계 시장에서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향후 더 많은 농산
물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농산물 및 농식품 시장은 222%가 성장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191% 성장하였다.10)
7) https://news.agrofy.com.ar/noticia/185277/4-cada-10-dolares-exportados-argentina-2019-fueron-g
enerados-maiz-trigo-y-soja 2020.01-29.
8) INDEC, 2020.
9) https://www.pregonagropecuario.com/cat.php?txt=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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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출에 크게 기
여하였다. 아르헨티나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10달러 당 4달러가 아시아에서 비롯되
었다. 2020년 5월 아시아의 중국, 베트남 및 인도는 중요한 고객이 되었다.11)
2020년 5월의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5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3%가 감소하였
다. 중국은 51억 중 9.6억 달러를 수입하여 약 10%의 비중으로 1위의 자리를 차지
했으며, 이어서 브라질, 베트남 그리고 인도 순이 된다. 아시아 국가들이 아르헨티
나 수출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오래되었다. 아르헨티나 총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1년
7.7%에서 2019년에 10.8%로 증가하였다. 반면 브라질은 같은 시기 20.4%에서
16%로 감소하였다. 인도는 1.2%에서 3.3%로, 베트남은 0.8%에서 4.3%로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밀 수출에 힘입어 1.6%에서 4.3%로 증가하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대부분 대두 및 그 부산물과 육류이다. 인도 역시 1차 산품 위주로 수입하고 있으
며, 대두유와 해바라기유가 주력 상품이다. 베트남은 옥수수와 대두박의 주 고객
이다.
2019년 세계시장통합12)과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참여율13) 지표에서 나타나는
아르헨티나 농업의 입지는 다음의 특성을 지닌다.14)
- 높은 세계 시장 통합과 높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 특히 대두, 콩과류, 땅콩,
옥수수 및 보리로 이들 작물은 생산의 60% 이상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의 주요
수출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 높은 세계 시장 통합, 낮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 차, 감귤류, 수산물
- 낮은 세계 시장 통합, 높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 마테, 쇠고기 및 배
- 낮은 세계 시장 통합, 낮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 돈육 및 가금육 외 임산물,
포도주, 사과 및 쌀
이 시기 곡물의 평균 수출 가격은 161달러/톤으로,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가
격을 보였다. 이는 2019년 대비 3% 하락한 것이며, 지난 5년간 평균보다 7달러가
낮은 가격이었다.
10)
11)
12)
13)
14)

pregonagropecuario, 2020.8.28.
Clarín.com, Economía, 30/06/2020.
세계시장통합 지수는 수출/생산 비율을 나타낸다.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참여율은 해당 제품의 상위 5대 수출국에 대한 비중을 의미한다.
FADA,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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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작물별 특성
4.1. 대두
아르헨티나의 첫 대두 농장은 1862년에 건설되었지만, 대두 생산자들에게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1925년 유럽에서 새로운 콩 품종-털이 많은 콩
(arveja peluda)-을 도입했지만, 당시 상업 작물로 인식이 되지 못했다. 아르헨티
나가 처음으로 대두를 수출한 것은 1962년 7월 5일 "알라바마"배를 통해 함부르크
로 향하는 6,000톤을 선적한 것이다. 생산량은 5,550만 톤에 달하면서 ’7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다.15)
1969년부터 2018년까지 대두는 국제가격의 상승 기조와 수요 급증으로 전체 농
작물 식부면적의 약 50%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경작지의 대두화가 이루
어지게 된다. 반면, 옥수수, 밀, 해바라기 및 기타 27개 작물16)의 경작면적은 점차
감소하는 수준을 보이다가, 해바라기 중심으로 기타 작물의 재배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17)
2014/15년에는 생산량이 6,080만 톤, 수확 면적이 1,910만 ha에 달하면서 아르
헨티나는 세계 3위의 대두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대두유 수출국, 세계 2위의 대
두분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대두는 국내 농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품목이
며, 가장 큰 외환 획득원으로 변모하였다.
농지의 대두경작화(sojalización)는 최근 10년 동안 외국 자본이 집중된 데에 기
인한다. 외국자본은 종자부터 농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투자되어 아르헨티
나 대두 생산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대규모 영농 형태로 전환되면서 소수의 지
배가 두드러졌다.
아르헨티나는 약 34만 농가가 있으며, 대다수 농민들은 약 17ha의 땅을 경작하
고 있다. 반면에 총 3,600만 ha를 소유하고 있는 936개의 대농장이 있다. 이는 1
개의 농장이 평균 3.8만 ha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8) 대두 경제의 부상은
전통적 재배방식의 대체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농촌 근로자와 소농의 빈곤을 야기
15) https://www.todo-argentina.net/geografia/argentina/agricultura_e.htm
16) 기타 27개 작물 중 주요 작물을 보면 마테, 수수, 렌즈콩, 자몽, 감자, 오렌지, 기장, 수수, 호밀, 마
늘, 면화, 쌀, 귀리, 바나나, 사탕수수, 홍화, 보리, 양파, 유채, 레몬, 아마, 귤, 땅콩 등이다.
17) http://datosestimaciones.magyp.gob.ar
18) El Pueblo en Línea, 14/0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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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규모 영농 체제가 농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림 6> 1969년 이래 식부면적에 있어 대두 경작화 추이
단위: 백만 ha

자료: MAGyP.

아르헨티나의 대두의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02/2003년 처음으로 3천만 톤을
생산한 이래 식부면적의 증가에 힘입어 생산량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 2012년 이
후 단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3/2014년에는 5천만 톤을 상회하였다. 2015/2016
년에는 2,020만 ha에서 5,530만 톤을 생산하였다.
<그림 7> 대두 생산 추이: 1988~2018

주: 초록은 생산량(백만 톤); 파랑은 식부면적(백만 톤); 노랑은 단수(kg/ha)
자료: Clarín과 Surdelsur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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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대두 식부면적의 감소는 2015년 12월 마크리 정부의 조치에 따라
밀, 옥수수 및 기타 곡물의 수출세가 인하 및 폐지되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된 데에
기인한다. 반면에 2017/2018년에는 가뭄의 영향으로 생산이 크게 영향을 받아
1,800만 ha에서 3,600만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2017년에 비해
37.4%가 감소한 수치며, 최근 5년간 수확보다 35.1%가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2018/2019년에 다시 회복되어 1,730만 ha에서 5,650만 톤이 생산되었다.
2018년에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의 대두 생산국이며, 아르헨티나 경제에 있
어 대두의 파생효과는 석유화학과 금속기계 부문과 더불어 파급효과가 큰 3대 부
문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를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및 우루과이와 더불어

“대두연합공화국(repúblicas unidas de la soja)”으로 부른다. 이들 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대두의 50% 이상을 생산한다.
대두는 생산된 후 공정을 거쳐서 대두유, 대두분 그리고 대두콩 형태로 수출이
되며, 일부분은 바이오디젤의 투입재로 사용되며 GDP의 대두산업은 8%를 차지할
정도로 그 효용이 작물 중에서 가장 크다.19) 대두는 2019년 현재 30%의 수출세를
부담하지만 기타 작물은 12%에 그치고 있다.
단위당 수확량은 2014년 3.33톤/ha에서 3톤/ha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착유
용 소비량이 4,057만 톤에서 4,460만 톤으로 증가한 탓에 전체 소비량은 5,17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량은 줄어 2019/20년에
는 82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고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2,589만 톤으로 30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 주요 재배지역은 남위 23º에서 남위 39º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주로 팜파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산타페, 코르도바 및 부에노스아
이레스 지역이 경작면적과 단수 면에서 대두의 최대 생산지가 되고 있다. 대두 수
출의 지역별 분포 역시 팜파스 지역이 97%로 압도적이며, 북서부 지역이 2% 그리
고 1%는 북동부 지역이다.20) 대두의 경우 가공부문 체인이 생산 거점인 산타페 지
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019년 대두 및 그 부산물 수출은 4,3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하였
다. 대두 수출의 구성비를 보면 대두콩(poroto de soja)이 178% 증가하여 2018년
370만 톤에서 2019년 1,000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19) ACSOJA(아르헨티나대두체인협회), 2014.
20) INDE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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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두와 그 부산물 수출 구성비: 2019년

자료: BCCBA

한편 대두 부산물 수출 역시 대두유와 대두분을 중심으로 각각 전년대비 28%와
15%가 증가하였다. 대두 부문의 수출 구성을 보면, 대두분이 56%로 제일 많으며,
대두콩과 대두유가 각각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량 증대에 비해 수출액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가가 대두분은 17%,
대두콩 14%, 대두유 7%로 각각 하락한데에 기인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치를 하회하는 것이다.
2020년 상반기 대두는 총수출 76.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농산품 수출
대비 38%로 높은 점유를 보인다. 이 부문은 총 수출의 28%를 차지하면서 외환 발
전기 역할을 하고 있다. 팜파스 지역의 비중은 50%로 집중도가 높다.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81%로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수출세 부과액도 25.1억 달러로 3대
작물 중 최고의 효자 수출상품을 기록하였다.
<표 4> 대두와 그 부산물의 수출 정보: 2020년 상반기

수출(US$/%)

세계 속 아르헨티나 입지(%)

총수출

76.8억

농산품 수출대비 비중

38

팜파스 농산품 비중

50

세계시장통합지수(수출/생산: 2019)

81

수출세 부과액

25.1억

대두유(세계 1위 수출국)

58

대두분(세계 1위 수출국)

36

대두콩(세계 3위 수출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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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수출 가격(US$/톤)
주요 수출대상국 비중(%)
제품별 수출 비중(%)
대두분/대두박 세계 주요
교역국(2019)과 비중( %)

세계 농업기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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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콩

338

대두유

646

대두분/대두박

316

중국 16, 인도 13, 베트남 10, 이집트 5, 인도네시아 4 등
대두분/대두박 및 대두박 51, 대두유 24, 대두콩 20, 바이오디젤 3
수출국(82%)

아르헨티나 36, 브라질 24, 미국 14, 네덜란드 5, 인도 3

수입국(26%)

인도네시아 6, 베트남 6, 태국 5, 프랑스 5, 필리핀 4

자료: FADA, 2020.8.

대두유와 대두분은 세계 1위, 대두콩은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 세계 수출시장에
서 각각 58%, 36%, 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OB 수출가격을 보면,
대두는 338달러/톤, 대두유는 646달러/톤, 대두분/대두박은 316달러/톤을 기록하
고 있다.
대두 부문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을 필두로 인도,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
아 순이다. 아르헨티나의 대두는 국내 소비량도 많지 않아도 미국이나 브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량이 크지는 않다.
제품별 수출비중으로는 대두분/대두박 및 대두박이 51%, 대두유가 24%, 대두
콩이 20%, 바이오디젤이 3%를 차지한다.
수출 대상국 집중도 지수는 평균치인 65.3%보다 낮은 47%이지만, 수출시장 다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어 모두 4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대두의 경우 총수출의 20%가 중국으로 향한다. 대두분은 유럽연합이 가장 큰 시
장이다. 대두 부문에 투자액은 86억 달러에 달했으며, 5,300만 톤 생산을 기록하
였다. 이 같은 생산은 FOB가격으로 200억 달러 그리고 아르헨티나 GDP의 8%에
달한다.21)
대두는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고 거의 모두 수출된다는 점에서 다른 농산물
과 크게 다르다. 마지막으로 수출세로 총 25억 달러가 징수되었는데, 농산업부문
의 기여도는 69%에 달했다. 대두부문은 외환 획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동시에
가장 높은 수출세(12~33%)를 부담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대두 부문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11월 아르헨티나는 중국 공
기업인 Sinograin과 2021년 1월 1일부터 대두콩 백만 톤과 대두유 10만 톤 등 총

21) https://www.agroproyectual.com/agro/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90%3Alosprimeros-10-anos-de-la-cadena-de-soja-argentina&catid=25%3Aultimasnoticias&Itemid=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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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2) Sinograin사는 향후 대두는 3~400만
톤 까지, 대두유는 40만 톤까지 2021년 내에 증가할 것으로 약속했다.

4.2. 옥수수
옥수수는 2010/2011년 2,370만 톤, 2012/2013년 2,500만 톤, 2013/2014년
2,980만 톤을 각각 생산하였다. 2015/2016년에는 생산이 사상 최초로 2,000만 톤
을 상회하였으며, 식부면적은 490만 ha였다. 2018/19년 5,15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5,000만 톤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 면적이 610만 ha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단위당 수확량이 ha 당 8.36톤에서 8.20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9> 옥수수 생산 동향: 2000~2020
단위: 백만 톤/백만 ha

자료: Bolsa de Comercio de Rosario, 2020. 8.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2019/20년에는 1,5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출량은 2018/19년에 3,60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19/20년에는 3,350
만 톤으로 250만 톤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정부의 수출세 인상으로 인해 수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고 소비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2) https://www.baenegocios.com/economia/Acuerdo-hoy-con-China-para-exportar-porotos-y-aceitede-soja-por-us500-millones-desde-enero-20201106-00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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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이 큰 폭으로 줄어듦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512만 톤으로 15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옥수수 단수는 8,900 kg/ha로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수
확량 11,000 kg/ha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브라질의 5,500 kg/ha는 크게 상회하
고 있다. 이러한 기록적인 증가세는 영농과정에서의 기술(식재, 비료, 제초제, "사
일로 백"등)의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록적인 증가세가 지속되는 경
우 충분한 저장시스템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그림 10> 아르헨티나, 미국 및 브라질의 옥수수 단수(kg/ha) 동향 비교

자료: Dos Siglos de Economía Argentina, USDA, FAO,IBGE.

옥수수의 주요 생산지역은 코르도바로 국내 총 식부면적의 30,1%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부에노스아이레스(27,3%), 산타페(10,6%),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8,9%), 라팜파(5,6%), 엔트레리오스(4,5%), 산루이스(4,5%), 차코(3,5%) 그리고
살타(3,1%) 순이다. 이들 지역은 옥수수 전체 재배 지역의 약 79%를 차지한다.
옥수수 수출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기록적인 3,6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옥수수의 수출액도 전년대비
41% 증가한 55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의 옥수수 생산국으로 2019/20년에는 3,159만 톤을 수출하면서 세계 2위의 수출
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3)
23) USDA. 2019. Argentina Grain and Feed Annu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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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옥수수의 수출액 추이: 2009~2019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https://news.agrofy.com.ar/noticia/185277/4-cada-10-dolares-exportados-argentina-2019-fuerongenerados-maiz-trigo-y-soja 2020.01-29.

2020년 상반기 옥수수는 총수출 33.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농산품 수출
대비 17%의 점유를 보인다. 팜파스 지역의 비중은 14%로 집중도가 비교적 낮다. 생
산 대비 수출 비중은 67%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세 부과액은 4.0억 달러를 기록하
였다. 옥수수는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 세계 수출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옥수수와 그 부산물 수출 관련 지표 분석: 2020년 상반기

수출(US$/%)

세계 속 아르헨티나
입지(%)

총수출

33.2억

농산품 수출대비 비중
팜파스 농산품 비중

17
14

세계시장통합지수(수출/생산: 2019)

67

수출세 부과액

4.0억

옥수수(세계 3위 수출국), 세계 수출 점유비중 18

FOB 수출 가격(US$/톤)

주산물

163

가루

417

주요 수출대상국 비중(%)

옥수수유
766
베트남 21, 이집트 13, 알제리 9, 말레이시아 8, 페루 8

제품별 수출 비중(%)

곡물(주산물) 99.2, 옥수수유 0.3, 가루 0.03

옥수수 주산물 세계 주요
교역국(2019)과 비중( %)

수출국(83%)

미국 24, 브라질 23, 아르헨티나 18, 우크라이나 14,
루마니아 4

수입국(36%)

일본 11, 한국 7, 멕시코 6, 베트남 6, 스페인 6

자료: FADA 자료를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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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수출가격을 보면, 주산물은 163달러/톤, 가루는 417달러/톤, 옥수수유의
경우는 766달러/톤을 기록하고 있다. 옥수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베트남을 선두
로 이집트, 알제리, 말레이시아, 페루 순이다, 제품별 수출비중으로는 곡물이
99.2%, 옥수수유가 0.3%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 옥수수 수급은 생산량에 비해
국내 소비량이 적어 수출량이 상대적 다른 수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3. 밀
2019/20 영농시즌의 식부면적은 680만 ha으로, 1,850만 톤을 생산함으로써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대 밀 생산지역은 팜파스로 91%를 점유하고 있으며, 식부
면적 비중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전체의 33.4%, 코르도바 24.2%, 산타페 16.3%,
산티아고델에스테 7.4%, 엔트레리오스 6.5% 그리고 라팜파 5.4%이다.
마크리 정부는 2015년 12월 수출세 폐지 및 감면 조치를 발효하자 생산이 회복
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신정부는 밀의 경우
수출세를 12%로 고정시키면서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하였다.
밀의 생산량은 널뛰기가 심한 작물이다. 2014/15 영농시즌의 생산량은 1,1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2015/2016에는 식부면적 390만 ha에서
1,090만 톤을 생산하여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2017/2018에는 식부면적 540
만 ha에서 1,700만 톤을 생산하여 전년 대비 무려 57%의 증가를 기록하였다.24)
소비량은 2014/15년 635만 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9/20년에는 605만 톤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서 5년 만에 아르헨티나는 밀 생산이 두 배, 수
출은 3배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년은 생산과 수출 모두 역사상 최고
의 기록 갱신으로 전망된다.

24) Bolsa de Cereales de Buenos 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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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아르헨티나 밀 수급 동향

자료: http://www.krei.re.kr:18181/new_sub02#

밀 생산량은 2018/19년 식부면적 646만 ha에서 1,900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20년에는 50만 톤이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의 밀 생산량 증가는 단수 증가
에 기인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단수는 2010년 중반
2,700/ha에서 2019년에는 3,270kg/ha로 증가하였다.25)
밀의 2019/2020년 지역별 동향을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는 식부면적과 생
산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르도바 주는 밀 생산량 2위에 랭크되어 있다.
단수는 산타페 지방이 3,570kg/ha로 제일 높고, 이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코
르도바 순이다.

25) Bolsa de Comercio de Ros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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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르헨티나의 밀 식부면적, 단수 및 생산량: 2019/2020
식부면적
(만 ha)

수확면적
(만 ha) 추정치

단수
(kg/ha)

국내 총생산량
(만 톤)

국내 총 규모

680

653

2,990

1,950

부에노스아이레스

264

-

3,300

839

코르도바

154

-

2,780

416

산타페

117

-

3,570

406

엔트레리오스

44

-

2,700

118

라팜파

31

-

1,870

46

기타

70

-

1,920

128

자료: Bolsa de Comercio de Rosario.

밀 수출량은 2016/17년 1,383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했다. 이후 밀 수출은
14%의 생산 증가로 인해 증가하여 2018년 1,000만 톤에서 2019년 1,130만 톤을
달성했다. 밀가루는 2019년 7%의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가 역시 6%가 증가
하여 톤당 US$ 217을 기록했다. 밀과 그 부산물의 수출액은 19% 증가하였다.
<그림 13> 밀과 그 부산물의 수출 추이: 2009~2019년
단위: 백만 톤

자료: BCCBA.

2019/20년에는 1,300만 톤에 머물 전망이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고 수출량
이 늘어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4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26)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1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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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르헨티나는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이다. 밀은 2020년 상반기에는 총
수출 1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농산품 수출대비 9%의 점유를 보인다. 생
산 대비 수출 비중은 63%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세 부과액은 2.15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밀은 세계 밀 수출시장의 7%를 차지하고 있다.
FOB 수출가격을 보면, 주산물은 195달러/톤, 가루의 경우는 326달러/톤을 기
록하고 있다. 옥수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브라질을 선두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
시, 태국, 볼리비아 순이다, 제품별 수출비중으로는 곡물이 91%, 가루가 54%를 차
지한다.
<표 7> 밀 수출 관련 지표 분석: 2020.8.

수출(US$/%)

총수출

18.4억

농산품 수출대비 비중

9

팜파스 농산품 비중

8

세계시장통합지수(수출/생산: 2019)

63

수출세 부과액

2.15억

세계 속 아르헨티나
입지(%)

세계 6위의 밀 수출국, 세계 밀 수출의 7% 점유

FOB 수출 가격(US$/톤)
주요 수출대상국 비중(%)

195

가루

326

파스타

549

브라질 34, 인도네시아 23, 방글라데시 6, 태국 5, 볼리비아 4

제품별 수출 비중(%)
세계 주요
교역국(2019)과 비중( %)

주산물

곡물 91, 가루 5.4
수출국(65%)

러시아 18, 미국 17, 캐나다 12, 프랑스 11, 호주 7

수입국(27%)

이집트 6, 터키 6, 필리핀 5, 인도네시아 5, 브라질 5

자료: FADA 자료를 저자 재구성.

4.4. 쌀
쌀은 전 세계 인구의 1/3 이상의 주식으로 세계적으로 옥수수에 이어 두 번째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쌀 생산지역은 엔트레리오스(32%), 코리
엔테스(50%), 산타페(13%)를 중심으로 차코, 포르모사 및 미시오네스에서도 재배
되고 있다. 최근 평균 생산은 150만 톤 정도로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쌀 생산은 1990년대 급증하다가 2000년대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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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0만 톤을 상회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에는 77.4만 톤에 머
무르고 있다. 쌀의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4
년 24.1만 ha에서 2019년 18.3만 ha로 감소했다.
반면에 국내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국내소비량은 55만 톤에 달했으
며, 나머지는 수출하고 있다. 쌀의 경우는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만 되면 약 200만
톤 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림 14> 아르헨티나의 쌀 수급 동향
단위: 재배면적 1000HA, 그 외 1000MT

출처: http://www.krei.re.kr:18181/new_sub02#

2020년 상반기 쌀 수출은 7,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쌀 수출은 농식품 수출
에서 그 비중이 0.4%에 그치고 있으나, 북동지역 총 수출에서는 8%를 점유하고
있다. 수출되는 쌀의 49.5%는 북동부, 50.5%는 팜파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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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쌀 수출 관련 지표 분석: 2020.8.

수출(US$/%)

세계 속 아르헨티나 입지(%)

FOB 수출 가격(US$/톤)

총수출

7,700만

농산품 수출대비 비중

0.4

북동부 농산품 비중

8

세계시장통합지수(수출/생산: 2019)

55

수출세 부과액

380만

세계 17위 수출국(백미 기준)으로 1% 점유
싸라기(broken rice)

334

현미(husked rice)

391

백미(milled rice)

460

주요 수출대상국 비중(%)

브라질 20, 칠레 18, 스페인 13, 쿠바 10, 터키 9

제품별 수출 비중(%)

백미 74, 현미 24, 싸라기 2

세계 주요 교역국(2019)과 비중(%)

수출국(76%)

인도 37, 태국 20, 베트남 7, 미국 7, 중국 5

수입국(34%)

이란 9, 사우디아라비아 8, 중국 6, 미국 6, 필리핀 6

자료: FADA, 2020.8

수출되는 쌀을 상품별로 보면 백미(arroz blanqueado/semi blanqueado)가
74%, 현미(arroz descascarillado) 그리고 싸라기(arroz partido)가 2%를 차지한
다. 쌀은 5%의 수출세 부과로 수출세로 3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쌀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브라질, 칠레, 스페인, 쿠바, 터키 등이며,
세계 쌀 수출 시장에서 1%의 점유로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쌀의 주요 수출국은
아시아 국가들로 인도, 태국, 베트남 및 중국이 69%를 차지한다.

4.5.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대두에 이어 재배면적 기준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유지종자이다. 해
바라기 재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이 전체 생산량의 51.8%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이 외에 라팜파, 차코 및 산타페가 주 생산지역이다. 이들 지역들은 그란 로사
리오, 바이아블랑카 및 케켄 지역의 공장이나 항구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들
이다.27)
27) Asociación Argentina de Gira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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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단수가 떨어지고 운송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
적되고 있다. 해바라기는 곡물 수출세 32%와 부산물에 붙는 30%의 수출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15> 해바라기 생산과 식부면적 동향: 2004~2019

자료: BCR, 2020.

2003~2006년 평균 식부면적은 202만 ha였지만, 2013년에는 148만 ha로 감소
되었다. 해바라기 생산은 동 시기에 353만 톤에서 232만 톤으로 34% 감소되었다.
2015년 시행된 수출세 인하로 해바라기 생산도 증가를 하고 있다.
2016/2017년 해바라기 식부면적은 다소 증가해서 170만 ha에 생산량은 330만 톤
이 되었다. 이는 2015/2016년 대비 31%의 식부면적 증가와 20%의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2018/2019년은 식부면적 200만 ha에 생산량 43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바라기 씨는 200백만 톤을 상회하는 세계 3위의 생산국이다.
최근 유지종자복합단지(complejo oleaginoso)는 중요한 수출 단지로 성장하면
서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해바라기와 대두를 중심으로 하는 유지종
자 복합단지는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효율적인 산업 집적지(클러스터)인 아르헨티나 유지종
자 단지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US$ 64억 상당의 바이오 디젤 생산 부문에 직
접 투자를 하여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곡물-유지 종자 단지는
25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활력을 받고 있는 생산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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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해바라기유의 생산은 세계 시장에서 러시
아, 우크라이나 및 EU에 이어 9%를 차지한다.
<그림 16> 산타페의 유지종자복합단지

자료: http://www.cronistalascolonias.com.ar/?p=11426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비료와 농약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제초제가 사용된 곡물 총 재배면적은 9,773,728ha, 비료를 사용한 면적은
8,520,043ha에 달한다. 한편 살충제를 사용한 면적은 3,116,173ha에 달한다. 유
지종자 전체를 보면 제초제 사용 면적은 13,086,164ha, 살충제 사용 면적은
9,069,917ha 그리고 비료 사용 면적은 7,714,561ha에 달했다.

4.6. 기타 작물
4.6.1. 사탕수수
사탕수수는 화본과의 식물이며 설탕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이다. 생육주기는
5~7년으로 다년생 초본이다. 사탕수수의 수확 시즌은 5월 말에 시작해서 10월에
이른다.
사탕수수는 북서부 지역(투쿠만, 살타 및 후후이)의 전통적인 경제 작물이다. 이
지역은 국내 시장의 98%의 점유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는 산타페와 미시오네
스가 차지한다. 사탕수수는 1,900만 톤이 투쿠만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다.
1990년대 설탕 생산은 평균 150만 톤에서 2006-2010 기간에는 평균 23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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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탕수수는 2014년 기준 35만 ha의 경작면적
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총 200만 톤의 설탕을 생산했으며, 이는 2015년의
194만 톤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2018년 설탕 생산량은 2017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인 약 135만 톤에 달하는 등
생산량 면에서 기복이 심한 편이다. 2018년 사탕수수 수확면적은 37.6만 ha에 달한
다. 수확량은 1,400만 톤을 상회하며, 이러한 생산량은 설탕을 제조하는 23개의 제
당공장으로, 16개의 증류공장으로 그리고 바이오연료를 추출하는 데 투입된다.28)
아르헨티나 설탕은 세계 생산 규모에서 1%의 비중을, 수출 시장에서의 참여율
도 1%에 그치고 있다. 에탄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0년에는 에탄올 생산의
80%가 사탕수수에서 80%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년 동안 설탕 생산량
은 1990년대 평균 연간 150만 톤에서 2006~2010년 230만 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에탄올 생산은 2018년에 11.5억 리터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 이는 2017년
에 비해 4.1%, 2016년에 비해서는 24.2%가 증가한 수치다.

4.6.2. 보리
21세기 초부터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오다 2018년 기준 410만 톤을 생산하는 세
계 20대 보리 생산국 중 하나이다. 보리는 세계적으로 사료와 식품가공에 투입재
로 사용되는 화본과에 속하는 곡물이다.
FAO에 따르면 보리는 세계에서 옥수수, 쌀 및 밀에 이어 네 번째의 곡물로 정
의하고 있다.29) 아르헨티나에서는 보리를 기본적으로 맥주산업에 투입재로 사용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보리는 곡물 생산 면에서 대두, 옥수수, 밀 및 해바라
기에 이어 5위라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보리 재배의 주요 지역을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남동부와 중부 그리고
북부가 거의 국내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기타 지역으로는 라팜파 남부, 코르
도바 남부 및 산타페 지방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2020년 영농시즌에
식부면적은 100만 ha에 400만 톤 생산으로 추정된다. 보리는 주로 국내 소비용으
로 생산되고 있다.30)

28) Informe del Centro Azucarero Argentino(CAA), 2019.
29) FAO, Informe poscosecha de cereales y granos.
30) https://www.todo-argentina.net/geografia/argentina/agricultura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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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마테
아르헨티나는 마테(yerba mate)의 최대 생산국이다. 마테는 감탕나무과에 속하
는 관목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브라질 등 남미가 원산지이며 차로 마신다.
아르헨티나는 마테 경작면적에서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앞서 세계 1위이며, 세계 2
위의 마테 생산국이다. 연간 세계 총생산량의 약 60%에 달하는 70만 톤을 생산하
고 있으며, 이어서 브라질은 약 50만(약 34~36%), 파라과이는 5만 톤(5%)을 기록
하고 있다.
마테는 16세기 초반 예수회의 선교 시대부터 차로 마신 역사가 있다. 마테차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칠레 남부 및 볼리비아가 세
계 소비의 95%를 차지한다. 경작면적은 주로 북동부 지역으로 165,327ha에 달한
다. 지방별로 보면, 미시오네스가 144,118ha로 압도적인 87.2%를 차지하며, 이어
서 코리엔테스가 21,209ha로 12,8%를 점유하고 있다.31)
마테는 지역 경제에서 소농(minifundistas)들에 의해 생산되는 등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미시오네스와 코리엔테스의 19,000명의 생산자 중 80%는 10ha 미
만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다.
마테 생산은 2018년 2억 6200만 kg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
서는 거의 8억 900만 kg의 녹엽(hoja verde)이 필요하다. 2019년에는 8억 3,700
만 kg의 녹엽이 생산되면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32) 마테 차 생
산의 주요 목적은 수출이다. 총 생산량의 90% 이상이 해외 시장에 수출된다.
<표 9> 마테(yerba mate) 생산의 연도별 추이: 2015~2019
단위: kg

2015

2016

2017

2018

2019

250,207,983

252,389,524

260,309,652

262,174,480

277,332,014

자료: INYM(국립마테연구소), 2020.

31) DCA de la Secretaría de Agroindustria, Cadena de la yerba mate, 2019.
32) Instituto Nacional de la Yerba Mate, INY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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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땅콩
아르헨티나는 땅콩의 주요 수출국이다. 2013년 수출량은 519,210 톤으로 총 7
억 1,980만 달러에 달한다. 땅콩 외에 땅콩 가공품, 땅콩유의 세계적인 수출국이
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EU이다.
땅콩의 주산지는 코르도바 88.39%, 산루이스 6.67%, 라팜파 3.24%, 산타페
0.95%, 살타 0.51%, 부에노스아이레스 0.17% 및 후후이 0.05% 등이다. 땅콩은
남미가 원산지인 콩과식물이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다.
땅콩은 콩과식물이지만, 국제식품법령에 따르면 호두로 간주하고 있다. 땅콩의
공업재로서의 재배는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코르도바 중부와 남서부
에는 특히 땅콩 가공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생산량 거의 전량이 세계시장으로 수출된다는 것이다. 코르도바에
서 경작된 땅콩은 ‘코르도바-원산지 증명 땅콩(Maní de Córdoba- Certificación
de Origen)’이라는 원산지 보호를 받게 된다.
아르헨티나 땅콩은 기후의 영향을 받는 작물로 2017/18년은 단수 및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2016/2017년은 수확면적이 323,600ha로 생산량은 1,288,300
톤에 달했다. 2017/2018년에는 수확면적 381,700ha에 866,900톤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 2018/2019년에는 325,600ha의 수확면적에서 1,419,100톤이 생산되었
다.33)
<표 10> 아르헨티나 땅콩 생산 추이: 2012~2019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식부면적(ha)

387,900

383,100

345,200

336,400

356,500

394,200

330,500

손실면적(ha)

7,400

5,400

4,000

47,000

32,900

12,500

4,900

수확면적단수(ha)

380,500

377,700

341,200

289,400

323,600

381,700

325,600

단수(깍지qq/ha)

26.7

26.4

34.8

32.1

39.8

22.7

43.6

997,200

1,188,400

928,600

1,288,300

866,900

1,419,100

672,900

839,600

670,600

901,800

556,700

993,400

깍지땅콩 생산량(톤) 1,016,300
땅콩 생산량(톤)

648,500

자료: BCR, 2020.

33) Bolsa de Cereales de Córd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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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의 경제적 가치를 보면, 투자, 부가가치, 수출, 조세 및 고용부문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땅콩은 세계 1위의 수출국이면서 남미 최대의 생산국으로 투
자는 2.7억 달러, 부가가치는 23억 페소, 수출은 약 8억 달러, 조세는 8.7억 페소
로 그 중 수출세 비중은 21%를 점유, 고용은 직접적인 고용만 약 5천명에 달하는
중요한 1차 부문이다.34)

4.6.5. 사료 작물
사료작물은 목축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주로 팜파스 지역에서 재배된
다. 주 작물은 알팔파, 수수 및 사료용 보리이다. 수수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사용
되는 화본과에 속하는 곡물로 알코올 주조, 빗자루 및 바이오에탄올 제조에 투입
이 된다.
수수는 세계적으로 곡물 중 옥수수, 밀, 쌀 및 보리에 이어 다섯번째 입지를 구
축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 수수 재배는 미비해서 경작면적이나 생
산면적에서 대두, 옥수수, 밀, 해바라기 및 보리에 이어 6위에 랭크되어 있다.
수수는 가뭄과 고온에 강하기 때문에 반건조지대에서 중요한 작물이다.
2018/19년 경작면적은 73만 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250만 톤에 달했다.
2019/20년에는 경작면적이 75만 ha로 추정된다.35)

4.7. 과일, 콩과류 및 야채류
과일 재배는 세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멘도사(Mendoza), 투쿠만(Tucumán)
및 산후안(San Juan) 이 과일 경작면적의 58%를 차지한다. 한편 콩과식물은 살
타, 코르도바 및 산티아고델에스테로가 중요한 지역이다. 과일 경작면적은 아르헨
티나 총 식부면적의 1.4%로 514,700ha에 달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
역은 멘도사로 전체 과수면적의 37.6%(193,349ha)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투쿠
만이 10.3%(52,962ha), 산후안이10.1%(51,899ha)를 차지한다.

34) fada, 2015.
35) B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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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방별 과일 및 콩과류 식부면적

자료: BCR.

과일과 채소 면에 있어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의 중요한 생산국이며, 전체 수출량
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 20여 종의 과일을 수출하고 있다. 지역별로
는 파타고니아 지방의 사과와 배, 북서부 지역의 사탕수수, 감귤, 포도, 담배 그리
고 주로 국내시장을 겨냥하는 산후안의 양파 등이 중요한 품목이다.
사과와 배의 전체 경작면적 중 87%(53.500 ha)36)는 리오네그로와 네우켄 주의
상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방은 사과와 배의 생산의 84.7%, 수출의 95%
를 점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네그로 강 주변과 리마이 강 그리고 네우켄 강이 합
류하는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재배된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이곳에서 생산되
는 사과와 배는 우수한 품질이 보장된다. 이들 지역 외에 투쿠만, 라팜파 및 산후
안 지방에서 소규모로 재배된다.

36) 2010년 사과의 경작면적은 27,000ha를 상회하였으며, 배는 22,000ha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2017년
에는 씨있는 과일의 전제 경작면적은 40,428ha에 달했다.

406

특집 2 : (제2편)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 및 유통구조 특성

<그림 18> 사과와 배의 주요 재배 지역:
리오네그로 주, 네우켄 주 그리고 네그로 강, 네우켄 강, 리마이 강

자료: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io_Negro_Argentina_map.png

아르헨티나는 2018년 씨있는 과일 생산량이 100만 톤을 상회하였는데, 대부분
사과와 배가 차지하였다. 배의 생산량이 가장 높으며, 이 중 53%가 수출된다.
사과는 생산량의 17%만이 수출된다. 아르헨티나는 유기농 사과와 배의 수출국
으로 특히 EU로 수출이 집중된다. 이는 유럽 시장의 20.7%를 차지하는 3만 톤 이
상이 수출되는 것이다.37) 사과의 경우 2011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4
년 71.1만 톤에서 2018년에는 56.3만 톤으로 20% 이상 감소하였다.
<그림 19> 아르헨티나의 사과 생산량 추이: 2014~2018
단위: 톤

자료: FUNBAPA(파타고니아동식물위생재단), 2019
37) DG AGRI, Comisión Eur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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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경우도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4년 70.4만 톤에서 2018년
57만 톤으로 19%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배는 포도와 더불어 세계 주요 생산국
이며 수출국으로 남반구 생산의 40%를 차지한다. 배와 사과는 국내 과일 총생산
량의 30%를 점유한다.
<그림 20> 아르헨티나의 배 생산량 추이
단위: 톤

자료: FUNBAPA(파타고니아동식물위생재단), 2019.

감귤류의 주요 생산 지역은 투쿠만, 엔트레리오스, 살타, 코리엔테스, 후후이
및 미시오네스다. 특히 기후가 적합한 로사리오와 산페드로 사이에 흐르는 파라나
강 주변에서 경작되고 있다. 파타고니아 북부에 위치해 과수 관개와 집약 농경이
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투쿠만은 레몬의 가장 중요한 생산지(70%)이며, 엔트레리오스는 오렌지 및 감
귤 그리고 살타는 자몽의 주산지이다. 지역별 감귤류 생산 분포를 보면 북서지방
이 65.38%를, 북동지방이 43.82%를 차지한다. 주요 생산품은 레몬(47%)이 가장
많이 생산되며, 이어서 오렌지(29%), 감귤(16%) 및 자몽(8%)이다.
아르헨티나는 1970년부터 신선과일과 주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수출하고 있
다. 2018년 기준으로 레몬은 2백만 톤, 오렌지 100만 톤, 배 57만 톤, 사과 51만
톤, 복숭아 23만 톤, 자몽 17만 톤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감귤류 중 레몬은 대표
적인 과수로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레몬주스 및 에센셜 오일 수출국이며, 세
계 2위의 레몬 수출국, 세계 4위의 레몬 생산국(세계 생산량의 22% 점유)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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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레몬 재배는 생산, 수출 그리고 가공업으로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획득했다.
오늘날 과수 산업 부문에는 약 2,200개의 생산업체와 270개의 포장업체
(empacadoras), 260개의 냉장 저장소와 6만 명의 정규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어
고용 창출도 큰 부문이다.39) 다만 사과와 배 농장 부문은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
다. 대농장과 소농장으로 구별되며 이에 따른 규모가 상당히 커서 가치 사슬 간의
격차도 크다.
한편 자두와 복숭아 생산은 과일 총생산량의 9.4%를 차지하며, 주로 신선과일
및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멘도사 주는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최적의 생산지
역이다. 멘도사의 8,000 ha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와 자두의 26%는 식용과일로 소
비되며, 나머지 74%는 가공용으로 투입된다.
가공용 복숭아와 자두의 식부면적은 2.6만 ha에 달한다. 이 외에도 21세기 들어
키위, 바나나 및 망고 등 식부면적은 2005~2015년 기간 중 네 배로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115,350톤으로 이 부문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바나나의
경우 2017년에는 40년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콩과식물(잠두콩, 강낭콩, 렌틸콩, 완두콩 등)은 아르헨티나 전체 경작면적의
1%를 차지한다. 콩과식물의 경작면적은 363,441ha 이며, 지역적으로는 살타
(Salta) 지방이 54%(197,007ha)로 중심이 되며 이어서 코르도바가 13%
(48,961ha)를 차지하고 있다.
채소류 생산을 보면, 양파 약 70만 톤, 토마토 65만 톤, 당근 28만 톤, 마늘 15
만 톤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채소류의 경우 특히 감자, 양파 및 토마토가 주로 생
산되는데 거의 전량이 국내 소비용이다. 약 3,000㎢에서 연간 500만 톤의 채소류
가 생산되고 있다. 양파는 산후안의 하찰(Jáchal)에서 생산되는 데 거의 국내 소비
용이다.
채소류의 주요 재배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멘도사, 코르도바, 산티아고델에
스테로, 미시오네스 및 코리엔테스 등이다. 주로 소비시장 중심과 가까운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가장 많이 경작되는 채소류를 보면 전체 생산의 65%가 감자40), 토마토, 양파,

38) DCA del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Argentina, Informe del limón.
39) GAIN de USDA, Fruta fresca de hoja caduca annual.
40) 감자의 최대 생산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코르도바, 멘도사 및 투쿠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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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호박, 당근, 상치 및 마늘 등이다. 다음으로 20%를 차지하는 작물은 다음
6가지 작물이다. 근대, 만디오카, 서양종 호박, 옥수수, 가지 및 고추류 등이다.
채소류의 90%는 신선한 상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나머지 10%가 가공용으로 투
입된다. 생산량의 93%는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며, 7%가 수출된다. 주요 수출대상
국은 브라질이다. 수출되는 품목은 콩과류, 마늘 및 양파로 채소류 총수출의 97%
를 차지한다. 이 밖에 검은 송로버섯은 남미 최대 생산국이다.

4.8. 포도와 포도주
포도는 학명으로는 Vitis vinifera라 불리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로 낙엽성
덩굴식물에 속한다. 수확된 포도는 신선 과일, 주스, 건포도, 포도주, 포도즙
(mosto), 식초 등으로 사용된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5위권의 포도 생산국이다.41)
포도 재배는 아르헨티나에서 남위 22º와 44º에 걸친 밴드의 고도 500~1,500미
터에서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된다. 이는 안데스 산맥의 얼음 녹은 물이 형성하는
강을 관개로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포도 경작은 22.4만 ha에서 재배되며, 생
산지역으로는 멘도사(71%)를 중심으로 산후안(21%)이 중심이다.42)
멘도사의 경우 식부면적의 98.65%가 포도주 주조를 위한 다양한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반면에 산후안은 식용 중심의 포도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
량의 60~70%를 수출한다.43)
2018년 포도 경작면적을 사용 용도로 보면, 200,953ha가 주조용으로,
12,514ha가 신선 포도 소비로 그리고 4,542ha가 건포도용으로 재배되었다. 2019
년 현재 227,000ha의 식부면적이 있으며, 최근 20년 동안 경작면적은 8% 증가하
였다, 반면 포도농장은 30%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포도농장이 대농장에
흡수되면서 소수에게 집중도가 심화된 것에 기인한다.
포도 생산은 2016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아르헨티나
의 포도 수확은 전년대비 2%가 감소한 2,519,886,200kg에 달했다. 생산된 포도
중 94.7%가 주조용으로 3.5%는 식용으로 1.2%는 건포도용으로 투입되었다.

41) OIV. 2019.7. Informe sobre la situación vitivinicola mundial.
42) 포도의 생산 지역은 멘도사와 산후안 외에도 건조한 지역에서 크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서
지역(살타, 후후이, 투쿠만, 카타마르카), 중서부 또는 쿠요(라리오하, 멘도사, 산후안), 남부(네우켄,
리오네그로, 라팜파)
43) CONINAGRO I, INTA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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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포도 생산량 추이: 2010~2019
단위: qq(1qq=100kg)

자료: INV(아르헨티나포도주연구소), 2020.

포도주의 생산은 2010년 이후 감소와 증가세를 번갈아 가고 있으며, 포도즙은
2017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총 14,521,510hl(헥토 리터)의
와인을 생산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22.8 % 증가한 수치이다.44)
주요 생산지역을 보면, 멘도사(75.31%)를 중심으로 산후안(18.45%), 라리오하
(3.06%), 살타(1.76%) 등이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포도주 주조는 10.3% 감소하
였으며, 반면에 건포도는 15.7% 증가하였고 포도즙은 82.1% 감소하였다.
<그림 22> 포도주와 포도즙 생산 추이: 2010~2019

자료: INV(아르헨티나포도주연구소), 2020.
44) 아르헨티나 국립 포도 재배 연구소(I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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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 수출량은 2018년 2,753,574hl로 약 8.2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
비 양으로는 23.3% 증가하였지만 수출액으로는 1.4%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 포
도주는 2010년 매년 11월 24일을 ‘국가대표 음료의 날(Día de Bebida Nacional)’
로 지정하면서 아르헨티나 와인은 곧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기리
고 있다.
2019년 아르헨티나는 세계 5위의 포도주 생산국이며 세계 2위의 건포도 수출
국, 세계 10위의 포도주 수출국의 입지를 다졌다.45) 아르헨티나 와인산업의 문제는
품질은 날로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량과 수출량의 up-down이 심하다는 점이다.
세계 4위의 포도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포도주 산업이 농촌경제의 부활을
선도하고 있다. 2015년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농
촌경제 활성화로 나라의 미래를 그리자며 대두를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수
출세를 폐지를 추진하였다. 대두의 경우는 35%에서 30%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부와 대두 농민 간 분쟁을 완화하였다. 한편 성장주도경제
(economía especial)를 통해 농촌 지역의 빈곤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성장주도경
제라 함은 바로 아르헨티나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포도주 산업을 의미했다.
아르헨티나는 고도로 발달된 포도주 산업46)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만 해도 100여개에 달하며, 세계적인 포도주 브랜드 22개 중에 아르헨티
나는 11개를 차지하고 있다. 안데스 산맥 주변이 포도 경작에 최적으로 881개의 와
이너리가 집중되어 있다.
생산량에 비해 와이너리의 부가가치가 높아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
력이 되고 있다. 특히 쿠요47) 지방은 포도와 포도주 생산의 허브다. 생산의 76%를
생산하는 멘도사48) 그리고 산후안이 대표적인 와인 도시이다.

45)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Instituto Nacional de Vitivinicultura.
46) 19세기 후반 1863년 처음으로 프랑스 포도에 필록세라(Phylloxera)가 확인되고 이어서 포도 농사의
황폐화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당시 유럽은 포도주 생산량과 신용도가 급감하면서 맥주, 코냑 및 위
스키 시대가 도래되었다. 필록세라로 인해 프랑스 포도주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생산은 스페인의
라리오하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이어서 유럽의 대규모 이민 시기에 칠레와 아르헨티나로 건너 간
이민자들에 의해 현지에서 포도재배와 포도주 산업이 발달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47) 쿠요(Cuyo) 지방은 아르헨티나 중서부에 위치해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산후안 주, 산 루이
스 주, 멘도사 주 그리고 라 리오하 주을 의미하는 광역 지역이다.
48) 멘도사는 와인의 도시답게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와인에는 유럽처럼 품종과 와이너리를 레이블
에 넣는 것보다 멘도사라는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표기할 만큼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
리적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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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와이너리는 단순히 포도에서 얻어지는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농촌
과 관광을 접목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포도주 농장 주변의 살타
(Salta), 카타마르카(Catamarca) 및 후후이(Jujuy)까지 관광, 숙박, 교통, 수공예
및 토산품 판매에 이르는 폭넓은 과정이 농촌을 살리고 있다. 이는 이농현상을 막
고, 지역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궁극적으로 도농의 상생이 되고 있다.
포도주 부문은 1990년 이후 민간 부문 투자가 상당 부분 유치되면서 발전했지
만, 가치 사슬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
로는 표준화 기준 마련, 수출 특화, 포도주 부문(포도 생산자, 공급업체 및 와이너
리)의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유통 및 마케팅 시스템 개선 및 R&D 그리고 신기술
교육 및 확장 서비스 개선 등이다.

5. 유통구조 특성: 코르도바 주 사례를 중심으로
5.1. 코르도바 주의 농축산업 경쟁력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출을 위해 로사리오 항으
로 집결하게 된다. 철도망이 잘 구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트럭이 주 운송수단이다.
1억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운송하기 위해 약 400만 대의 트럭이 운영되고
있다.49) 이는 첫 번째 트럭과 마지막 트럭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그 길이는 지구
를 두 바퀴 도는 것과 같다.
코르도바 주는 농업의 주생산지일 뿐 아니라 내륙 지방과 수도인 부에노스아이
레스까지의 국내 유통 나아가 로사리오 항까지의 수출 루트의 중심에 있다. 면적
은 165,321㎢로 남한의 약 1.7배이며, 우루과이보다는 조금 작다. 인구는 약 372
만 명(2019년)으로 인구밀도는 18.6명/㎢이다. 팜파스 대평원을 끼고 있으면서 중
부에 위치해 내륙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교통의 요충지 역
할을 하고 있다.
코르도바주의 경제적 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제 2의 경제 비
중을 지닌 지자체이며, 곡물 총생산의 37%, 쇠고기 총생산의 15%, 유제품 생산의

49) El Pueblo en Línea, 14/0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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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위의 땅콩 수출, 국내 1위의 수수 생산, 세계 5위의
대두생산, 국내 2위의 옥수수 생산, 국내 3위의 밀 생산, 세계 소 200두당 1두가
코르도바 산, 국내 1위의 낙농 생산의 명성을 지니고 있다. 전체 면적의 85%가 경
작가능지역으로 구분되며, 아르헨티나 총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코르도바는 2018/2019 영농시즌에 국내 곡물 생산 1위로 4,100만 톤을 상회하
는 곡물 수확을 기록하였다. 땅콩은 106만 톤을 생산해 국내 생산의 90%를 차지하
면서 세계 1위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옥수수는 1,988 만 톤으로 국내 생산의
38%를 차지한다. 수수는 145만 톤으로 국내 생산의 72%, 대두는 1,589만 톤으로
국내 생산의 40%를, 밀은 352만 톤으로 국내 2위의 생산지역으로 국내 생산의
17.5%, 해바라기는 57,265톤을 생산하였다.
곡물 외에 축산 부문의 생산을 국내 비중을 살펴보면, 우유 생산 1위(400만 리
터로 국내 총생산량의 35% 점유), 쇠고기 생산 3위(연 110만 두로 국내 총생산의
9% 점유), 돼지고기 생산 3위(107,000톤 생산으로 국내 총생산의 18% 점유) 등이
다. 이 외에도 꿀 64,000톤 생산(아르헨티나는 세계 2위 수출국이며, 코르도바는
국내 총생산의 22% 점유 및 국내 최우수품질 등급 인증), 식용유 전체 생산의
40% 점유로 아르헨티나가 세계 3위의 식용류 수출국이며, 특히 올리브유를 4만
톤 수출하고 있는 세계 5위의 수출국인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코르도바 주는 풍부한 농축산물 생산량으로 인해 많은 식품가공업체들이 활동
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1,500개의 식품업체가 존립하고 있으며, 코르도바
의 농식품 수출의 주요 시장은 중국, 베네룩스 3국, 칠레, 인도, 브라질, 러시아,
미국, 앙골라, 베네수엘라 및 프랑스 등이다. 이들 주요 식품가공업체들은 코르도
바 주의 매력으로 높은 품질의 생산 가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존재, 우수한 식품가공 기술 존립, 지속가능한 투자 보장 및 저장 설비가
풍부한 점 등을 든다.
코르도바의 쇠고기 수출 경쟁력으로는 36개 이상의 쇠고기 냉동설비와 24개의
돼지고기 냉동설비 구축에 기인한다. 이러한 설비는 중국과 같이 새로 창출되는
대규모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로그로스(Logros)와 같은 냉동업체는
2019년 돼지열병으로 인한 중국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
비 151% 증가하였다.50)

50) https://www.lavoz.com.ar/temas/exportaciones-carne, 2019.12.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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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세군도(Río Segundo) 사는 11,015톤을 수출하였는데, 이 중 72%인 8,012
톤이 중국 수출이었다. 대중국 수출의 큰 변화로는 그 동안 뼈없는 냉동 절단육만
수출하였지만, 2019년에는 뼈있는 절단육과 냉장육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낙농산업의 경우 코르도바에는 350개 낙농업체가 존립하고 있으며, 일일 600만
리터의 처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유제품은 치즈, 우유 및 탈지분유
등이다. 이러한 유제품은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 판매된다. 2018년 아르헨티나는
1,050만 리터를 생산하였는데, 코르도바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이어 2위의 입
지를 다지고 있다.
코르도바는 꿀 생산에 있어서 국내 생산량의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2,400톤을 생산함으로써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산타페 주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꿀 생산국이다. 특히 코르도
바 꿀은 꿀벌의 비행거리가 길어 우수한 품질을 보이고 있다. 꿀은 낮은 국내 소비
습관으로 거의 전량이 독일과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코르도바에는 약 5,000
명의 양봉업자가 있으며 163,000만 개의 벌통과 100개의 양봉처리장이 있다.

5.2. 코르로바 주 생산지에서 로사리오 항까지의 유통 구조
코르도바는 국내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전국을 커버하는 운송 망을 보유하
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철도는 코르도바를 허브로 해서 로사리오 곡물
수출항과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외에도 코르도바는 운송트
럭의 50% 제조 시설, 20%의 개발 보호구역 확보, 염분 호수(Mar Chiquita)를 이
용한 15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다. 또한 21개의 에너지 중앙처리시설(열, 수력, 원
자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첫 위성기지 및 자급자족이 가능한 바이오디
젤 첫 설비 보유 지역이기도 하다.
수확된 작물의 수출 과정과 특성을 보면, 아르헨티나 곡물 매수 과정은 서구의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매수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며, 공
급자는 가격을 정한 다음 매수자가 가격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수출이 이루
어진다. 매수과정의 곡물 가격은 시카고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농장
에서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용을 추가하면 된다.
아르헨티나의 곡물 유통구조의 단계별 주요 행위자는 다음과 같다. 제 1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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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생산자, 곡물수집상(acopiadores) 또는 생산자협동조합이 주가 되며, 제 2단
계에서는 중간 유통 상인(corredores), 수출업자, 농산업체 및 곡물거래소 등이
참여한다.
<그림 23> 농산물 수출 유통구조

자료: Bolsa de Comercio de Rosario.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유통구조는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져서 생산자가 직접 농
식품업체 또는 수출업자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주요 행위자 중 통상 곡물 중
간유통 상인(corredores)의 참여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통 상인들은 수집상, 농산업체, 수출업자 또는 도매유통업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고 있으며, 따라서 전 유통과정에 개입된다.
최근에는 유통상인들이 1차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면서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의
지시를 받아 판매를 대행하기도 한다. 이후 농산물은 곡물거래소라는 제도권 시장
으로 집하하면서 곡물거래의 투명성 유지하게 된다. 곡물거래소에서 결정되는 수출
가격 기준은 FOB이며, 이 가격에 수출세가 부과된다. 국내가격의 결정 요인은
FAS(FOB에 수반되는 지출을 제외한 비용)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것이 된다.
운송물류 시스템을 보면, 운송업체는 생산자 또는 전문수매업자(acopiador) 내지
업체로부터 계약을 하고 물품을 트럭이나 철도를 이용해 지역단위농협(Asociación
de Cooperativas Argentinas)으로 운송 또는 바로 대형 농협을 통해 수출항으로
운송한다. 먼저 철도 운송의 경우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된 철도를 통해 최대 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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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항인 로사리오로 집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24> 아르헨티나의 철도망: 내륙에서 로사리오 항을 향한 부채꼴 모양

자료: Comisión Nacional de Regulación del Transporte.

예로 벨그라노 카르가스 (Belgrano Cargas)노선51)을 이용해 곡물수출항인 로
사리오(Rosario)까지 운송하는 방법이 있다. 철도망은 건설된 지 100년이 훌쩍 넘
어서 노후 문제가 있다. 현재 철도 선로 및 궤도의 개선 및 확충으로 화물 운송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는 향후 총 9,850km에 달하는 철도화물 운송 시스템
에 88억 달러를 2030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52) 2015년 철도 운송은 화물 열차로
1,840 만 톤을 수송했으나, 2031년에는 9,790만 톤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
후 운송 인프라에 중국 등 외국인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럭 운송의 경우는 수출회사와 곡물 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제 3자의 개입 없이

51) 벨그라노 화물 노선은 무려 13개 주(Buenos Aires, Santa Fe, Córdoba, Mendoza, Santiago del
Estero, San Juan, La Rioja, Catamarca, Tucumán, Chaco, Formosa, Salta 및 Jujuy)를 연계하고 있
는 총 길이가 10,841km에 달한다.
52) 최윤국. 2020.2. “아르헨티나 농업 특성과 프로세스 : 코르도바 주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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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최대 농산물 생산 지역인 코르도바 주의
생산물 경우 FECOTAC(코르도바화물운송연맹)을 통해 수출항까지 또는 지역단위
농협까지 운송된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 생산지역은 로사리오 항에서 반경 350km에 위치해 있
어 운송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의 46%가 수확된
다. 아르헨티나의 곡물 유통은 트럭과 철도 운송으로 구분되는데, 트럭 운송이 약
87%로 압도적이며, 철도 운송은 14% 그리고 나머지는 바지선에 의한 운송이다.
<표 11> 아르헨티나의 곡물 운송 매트릭스: 트럭과 철도
운송 수단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트럭

86.5%

61%

16%

철도

13.5%

25%

36%

바지선

0.5%

14%

48%

항구까지의 평균 거리(km)

350

950

980

자료: USDA & Bolsa de Comercio de Rosario; https://www.elrural.com/agrogestion

코르도바에는 FECOTAC(코르도바 화물운송연맹)이라는 거대 화물운송연맹이
있다. FECOTAC은 전국적으로 비즈니스 유니트가 80개가 있으며, 41년 동안 대표
적인 화물운송을 상징하고 있다. 가용 트럭 수는 약 7,000대에 달하며, 전국적인
망을 커버하면서 곡물 수출항까지 연계하고 있다.
코르도바는 2019년 약 3,200 만 톤의 곡물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러한 양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의 트럭까지 수배하여야 할 실정이다. 트럭
운송의 경우 향후 대형 트럭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이다. 대형트럭은 40~75% 더
많은 화물을 운반 할 수 있으며, 최대 35%의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초대형 트럭
(los bitrenes) 운송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4.30미터, 길이 30.25미터
의 차량 도입이 과제이다.
내륙으로부터 운송해 온 농산물이 로사리오 항에 도착하면 곡물 엘리베이터에
서 대기하면서 수출을 위한 선적을 하게 된다. 로사리오 항은 아르헨티나 내륙의
파라나(Paraná) 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대 7만 5,000톤의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계 유수의 대형 곡물 기업들은 로사리오 항만에 곡
물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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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리오 항은 2018년 아르헨티나의 곡물 출하량의 약 70%를 소화하고 있다.
선적 농산물 중 옥수수가 약 50%를 점유한다. Great Rosary 항만 터미널 중에서
도 남부항만 터미널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ADM의 Agro Arroyo Seco, 포트 서
비스 유닛 VI 및 VII 및 카길의 푼타 앨 베어(Punta Alvear)가 있다.
로사리오 항에서 선적된 농산물은 대부분 대서양과 파나마 운하를 거치거나 또
는 일부는 최남단 마젤란 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향한다. 2020년 현재 건설이 진
행 중인 남미대륙 횡단도로(Corredor Bioceánico)53)가 완성된다면 태평양을 통해
중국 및 아시아 시장까지 운송 기일이 약 2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구축망은 아르헨티나 중북부의 Belgrano Cargas 철도 네트워크를 라 리오
하와 카타마르카와 연계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적
극적인 공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으로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육류 수출의 경우 냉장육 등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절단
부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의 대서양 루트가 아닌 칠레의 이
키케(Iquique) 항 및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항으로의 운송을 거쳐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루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림 25> 남미대륙횡단도로 건설: 대서양-태평양 횡단 운송 루트

자료: Mercurio de Antofagasta,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53) 이 프로젝트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브라질의 산토스 항에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를 거쳐 칠레의
태평양 연안의 이키케 및 안토파가스타 항구까지 도로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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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태평양을 향한 새로운 운송 루트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 아르헨티나의 라 리오하 주와 카타마르카 주는 칠레 아타카마(Atacama) 주와
안데스 산맥 너머의 칠레 태평양 연안의 3개의 항구–Chanaral, Caldera 및
Huasco를 연결함으로써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계하는 육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태평양을 통하는 새로운 해상 운송 루트도 개척하고자 한다. 즉 아시아 시장과 미
국 서해안으로 향하는 수출 비용과 물류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중국 시진핑 양국 정상은 약 40분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간 지정학적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54) 특히 아
르헨티나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전개하고 있는 실크로드(Ruta de la Seda) 프로
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COVID-19 팬데믹에 대한 도움과 중
앙은행 준비금에 US$ 185억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으며, 시진핑은
양국 간 무역의 증대를 희망했다.
이 기회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이다. 즉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현 상황 그리고 IDB 총
재가 트럼프 정책 결정에 편향적 성향을 보이면서 미 국무부와 거리를 두고 있었
다. 미국이 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관계가 소원해 지는 시점에 중
국이 전략적으로 우루과이, 파나마, 칠레 및 페루와 실크로드 메가 프로젝트 가동
을 꿈꾸고 있다.

54) https://www.infobae.com/politica/2020/09/29/alberto-fernandez-y-xi-jinping-acordaron-profundizar
-las-relaciones-geopoliticas-entre-argentina-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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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3편

아르헨티나의 축산업 현황 및 축산정책
최윤국(중남미 정치･경제･문화 전문가)*

1. 육류 산업 개황: 생산, 소비 및 수출
아르헨티나에 있어 적육(赤肉, 붉은 육류) 생산1)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 추세에 있으며, 반면 내수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쇠고기의 경우 2019
년에는 310만 톤의 생산량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대비 1.1% 증
가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2018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며, 생산량은
전년도 보다 7천 톤이 증가한 62.7만 톤으로 예상된다. 닭고기의 경우 2003년부
터 2013년까지 닭고기 중심의 가금육 부문은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170%
의 생산 증가로 생산량은 2003년 71만 톤에서 2013년 190만 톤으로 증가했다.
국내 육류 소비는 10%(245,000톤 미만) 급감하여 228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1인당 식육 소비량을 보면,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 증가가 식육 소비
량 전체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닭고기는 2007년에 28.9kg이었는데, 최근의 웰
빙(wellbeing)을 배경으로 2017년에는 44.1kg까지 늘어났다. 돼지고기도 같은 기
간에 7.9kg에서 14.1kg까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동향
이 쇠고기의 국내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적육 및 닭고기 수출(쇠고
기, 돼지고기)은 2019년에는 85만 톤이 늘어난 114만 톤으로 2018년 대비 51%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년 43만 톤에 비해 거의 3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 cochoi@hanmail.net
1)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 통계에는 적육에 가금육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분류대로 적
육과 닭고기라고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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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육 생산, 소비 및 수출 추이: 1991~2019

자료: MAGyP.

육류 수출을 부문별로 보면, 쇠고기 85만 톤, 가금육 26.2만 톤, 돼지고기 2.8
만 톤으로 각각 51%, 36%, 1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쇠고기는 수출 면에
서 2019년에는 코르도바 주의 중국 수출이 15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 수
출은 생산의 큰 폭으로의 증가로 인해 2003년 60,600톤에서 2013년에는 366,000
톤으로, 500% 이상의 증가를 기록했다.
닭고기의 경우 2019년 생산량, 소비량 및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예상치는 생산량이 7% 증가해서 220만 톤이 되고, 소비량은 4% 증
가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전년 대비 36%인 7만
톤이 증가하여 26.2만 톤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는 소비량이 66만 톤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패턴의 경
우 돼지고기의 수입은 44,600톤에서 36,300톤으로 19%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23,200톤에서 27,500톤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적육과 닭고기의 1인당 연간 총 소비량은 115kg에서 109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육류 중 쇠고기 내수소비는 전년대비 10% 감소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
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적육 소비량이 가장 높은 편이다. 2019년 쇠고
기 1인당 소비량은 51kg, 닭고기는 43kg 및 돼지고기는 15kg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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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육과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과 구성비

자료: MAGyP.

2. 육류별 현황
2.1. 쇠고기
2.1.1. 사육 지역 및 품종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목축업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목축업 중
사육 두수로 보아 첫째는 소, 둘째는 양이다. 쇠고기 및 유제품은 자국민의 기초
식량으로 상당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팜파스 지역의 주요 경제 활동은 역사적으로 가축 사육이었다. 팜파스에서 가축
사육의 기원은 Pedro de Mendoza2)가 최초로 말을 도입한 1536년으로 거슬러 올
라가고 Juan de Garay3)가 300~500 마리의 소를 도입한 1580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19세기 후반 들어 소가죽과 양모4)가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주요 수출상품으로
2) 페드로 데 멘도사는 16세기 스페인의 아르헨티나 탐험가, 군인, 정복자이면서 개척자로 1536.2.2. 부
에노스아이레스 도시를 건설했다.
3) 후안 데 가라이는 16세기 스페인의 귀족으로 아르헨티나의 탐험가, 정복자 및 통치자로 1573년 산타
페 도시를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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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었다. 오늘날 쇠고기 및 그 부산물 수출은 농산업 체인 부문에서 대두, 옥수
수 및 밀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수출재이다.
아르헨티나의 쇠고기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위상을 보이고 있지 못
하지만, 품질의 명성은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소 사육업은 경제의 큰 비중
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부문이다. 소 사육은 특히 팜파스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규모로 북동부, 파타고니아, 북서부 및 쿠요 지방에서 사육되고 있다. 살을 찌우
기 위해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엔트레리오스 남부 및 산타페와 코르도바 동
부로 이동하기도 한다.
주요 사육지인 팜파스는 전체의 92%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최대 생
산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35%)이며, 이어서 산타페(11,5%), 코로도바와
코리엔테스(각각 9%), 엔트레리오스(8%), 라팜파(6%) 및 차코(5%)이다. 중부 지
역은 생산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약 3,350만 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육류 가공 산업의 원료를 제공하는 소 가축은 5,500~6,000만 두
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쇠고기는 국민 식단의 주요 구성 요소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수출에서 모두 중요한 품목이다.
<그림 3> 소 사육의 지역 집중도 2019년: 팜파스 지역 비중 92%

자료: FADA, 2020.8.
4) 1850년에 이미 양모 총 수출량은 7,681톤에 달했으며, 1855년에는 12,454톤, 이듬해에는 14,972톤
에 달하는 등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및 바스크 이민자들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다. 1860년
대 중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양 사육장 규모는 1,600만 ha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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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농목센서스에 따르면, 소 사육두수는 2002년 48,539,411두에서 2018년에
는 40,411,905두로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 아르헨티나 축산 부문에서 발
생한 특징은 목장 규모의 집중화와 축산 농가의 감소이다. 목장의 평균 규모는
1988년 421.2ha, 2012년 524.1ha에서 2018년에는 627.5ha로 규모가 늘어났다.
30년 동안에 농장(EAP) 수는 40%가 감소되었다.
소 목장의 경우 2002년 193,886개에서 2018년에는 130,803개로 32.5%가 감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지역별로 보면 파타고니아와 북서부 지방은 소 사육두수가
증가한 유일한 지방이며, 팜파스 일대의 농장 수 감소가 두드러진다. 살타와 산티
아고델에스테로 지방 같은 경우는 소 사육두수가 50만 두 증가한 반면에, 농장수
는 40% 감소하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젖소는 산타페의 중앙과 남부에서 사육되며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 코르도바의
동남부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부에서도 사육된다.
주요 품종으로는 Holando Argentina가 우세하며, 이어서 Jersey, Flamenca
및 Normando가 있다.고기를 위한 주요 품종은 Shorthorn6), Hereford 및
Aberdeen Angus7)가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북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는 Cebú 종
이 고온과 열대성 질병에 강해 교배를 위해 사육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Brahman, Charolais, Fleckvieh, Limousin, Pardo Suizo,
Polled(뿔 없음) 및 Santa Getrudis와 같은 새로운 품종이 통합되어 고기의 육질
과 육량이 크게 개선되었다. 주된 품종은 Shorthorn, Hereford 및 AberdeenAngus 등이다.

2.1.2. 쇠고기 생산 동향과 특성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 6위의 쇠고기 생산국이다. 2017년 도축두수는 1,259만
7,881두(전년대비 7.5% 증가), 쇠고기 생산량(도체중량 기준)은 284만 톤으로 전
년대비 7.4%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 감소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
으로 수출 관련 규제가 폐지되면서 생산현장에서 증산 의욕은 더 커지고 있다.

5) Censo Nacional Agropecuario 2018, (CNA-18), 2019.
6) Shorthorn은 잉글랜드 북동부에 서식하는 품종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토착 토종과 교배의 시대를 개
척한 품종이다.
7) Aberdeen-Angus는 스코틀랜드 품종으로 중남미에 건너 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인기있는 품
종이다. 미국에서는 Angus 또는 Black Angus로 알려져 있는 최고 인기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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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58.5Kg(도체중량 기준)으로, 단순 계산으로
1일 160g 을 소비하는 셈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쇠고기는 엄청난 생산력을 바탕으
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이다.8) 2018년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3백만 톤 생산
을 함으로써 세계 생산 규모에서 미국, 브라질 및 중국에 이어 4위에 랭크되었다.
소 축산업의 사육 시스템을 보면, 초기 사육단계를 거치게 되면 비육을 위한 재
사육을 하게 된다. 재사육 방법은 라이그래스(verdeo)9), 필드(campo natural),
수확 후 작물의 잔해가 남아있는 그루터기(rastrojos), 목초지 및 축사(corral)에
서 이루어진다.
수입 시장의 기호에 따라 초지비육우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곡물배합사료로 비
육하게 된다. 최종적인 사육 단계는 목초지나 우사에서 종료된다. 사육-재사육비육단계는 순환되는 데, 재사육과 비육단계는 도축설비가 있는 강 유역에서 집중
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 소 사육과 비육 시스템

자료: MAGyP.

일반적으로 소 사육은 팜파스 대평원의 초지에서 방목한다. 그러나 재사육을 위
해서 소를 이동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소의 비육을 위해서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8)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쇠고기에 자긍심은 아사도(asado)라고 불리는 쇠고기 바비큐 요리에서 알 수 있
다. 심지어 개인 집에도 아사도 시설을 해 놓는 가정도 많다.
9) 이탈리안 라이그래스는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면적에서 추위에 강해서 사료가치가 높고, 가축의 기호
성이 좋으며, 청보리, 호밀 등 맥류에 비하여 내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답리작 재배에 적합한 사료작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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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하나는 5,000두를 의미하며, 소의 증체를 위해 이동을 주기적으로 해준다.
최근 소 사육은 농업의 팽창 특히 대두 경작면적의 증가로 농장규모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물 부족과 천연 초지 부족으로 인해 목축 지대를 팜
파스 외곽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소의 증체를 위해 이동이
불가피한 면도 있다.
또한 최근 국제 대두가격의 폭등으로 아르헨티나 농경지도가 바뀌고 있다. 기존
의 축산 지역이 대두농장으로 변환하면서 목축업은 점차 변방으로 이동하는 형태
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팜파스 지역은 소 방목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
할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5> 소 사육에 있어서 사육과 재사육(증체)을 위한 이동 루트

자료: MAGyP.

사육형태별 농장수는 번식농장의 비율이 전체의 약 60%로 가장 많고, 이어 일
관사육, 비육의 순이다. 번식농장은 목초에 의한 사육이 대부분이지만, 비육에서
는 최근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곡물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곡물비육장(feedlot)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도축 마릿수 중 약
70%가 곡물비육장에서 비육되거나 마무리기에 곡물을 투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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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르헨티나의 육용우 사육 형태별 비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2,에서 재인용

비육우 사육은 주로 온대 기후권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산타페 주, 코르도바
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온대품종인 앵거스종과 헤어포드종 또는 이
들 품종 간 교잡종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앵거스종이 주 사육품종이다.
2008~2011년 기간에는 자연재해와 육우 경영의 수익악화 등으로 번식암소 도
축이 늘어나면서, 소 사육두수(유용종 포함)가 감소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국내
외 수요 회복과 육용우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에는 5,335만
3,787두(전년대비 1.4% 증가)였으며, 2018년에는 5,400만 두까지 증가하였다.
곡물 비육장의 경우 생산원가 중 사료비는 20%를 넘는다. 사료는 수량기준으로
옥수수가 35~40%(그 중 자체 생산이 5%), 맥주박 50%, 나머지 땅콩피, 대두박
등이다. 증체를 중시하는 경우 옥수수 비율은 60% 안팎이 이상적이지만, 원료 가
격 면에서 맥주박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10)
2019년 한 해 동안의 소 도축 수는 13,917,297이며, 이는 전년 대비 3.45% 증
가한 것이다. 생산량 역시 3,134,302톤(지육 기준)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
다. 수출은 845,877톤(도체중량)으로 전년대비 무려 50.53%가 증가하였다. 1인당
소비는 51.14kg(정육중량)으로 전년대비 9.56%라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쇠고기
수출의 75%가 중국으로 향했으며, 9%는 유럽연합 국가로 향했다.

10) 허 덕, 김태련,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2,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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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 도축, 생산, 수출 및 소비 동향: 2019.12

자료: MAGyP, 축산국, 2020.

아르헨티나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세계 최고 소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
다.11) 쇠고기는 인구의 기초 식량인 만큼 국내 소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감소 원인 웰빙 붐과 소비 다양성으로 인해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아르헨티나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쇠고기를 ‘어린 소만큼 부드러운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용 육용우의 평균 출하월령이 수출용과 비교하여 짧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용 소는 평균 7개월 령(생체중 180kg 정도)에서 젖을 떼고 비
육농가에 판매하며, 이후 목초비육의 경우는 약 19개월 령까지, 곡물비육장의 경
우는 90~120일간 사육하여 생체중 360kg 정도에서 출하한다.
한편 수출을 위한 소는 이유 후 약 18개월 령까지 육성한 뒤, 이어 목초비육을
할 경우에는 24~30개월령까지 비육하며, 곡물비육장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90~120일간 사육하여 생체중 460kg 정도에서 출하한다.12)
11) 2011~2019년 쇠고기 1인당 소비량(kg)의 추이를 보면 2013년 59.9를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ICCRA(아르헨티나육류산업무역거래소), 2019.4.
12) 허 덕, “아르헨티나의 곡물 및 쇠고기 생산･수출 현황과 파타고니아 지역의 잠재력”,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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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쇠고기 수출은 14.7억 달러를 수출하여 농산품 총 수출의 7%를
차지하면서 최근 몇 년간 수출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부위별 수출 비중을 보면,
뼈 없는 냉동육(carne deshuesada congelada)이 65%, 기타 쇠고기가 22%를 차
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부산물로 내장, 가죽, 펠릿 등이다.
냉동육의 수출가는 US$ 4,390/톤이며 냉장육은 US$ 7,553/톤이다. 지역별 수
출 분포를 보면, 팜파스 92%로 압도적이며, 이 외에 쿠요 4.5% 등이다. 수출대상
국은 모두 38개국으로 수출되지만 중국이 59%로 지배적이며, 이 외에 이스라엘
6%, 독일 6%, 칠레 6% 그리고 러시아가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개 나라가 아
르헨티나 쇠고기 부문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2015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쇠고기에 대해 수출세가 철폐되면서, 각 패커
(packer/empacadora, 가축의 도축해체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 담당업체)들의
수출 의욕도 커졌다.13)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뼈없는 냉동육의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 호주, 인도, 미
국에 이어 아르헨티나(9%) 순이다. 쇠고기 부문이 불입한 수출세는 US$ 1.4억 달
러이며, 농산품 부문 중 3.7%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표 1> 쇠고기 부문의 수출 분석: 2020년 상반기

수출(US$/%)

세계 속 아르헨티나 입지(%)

총수출

14.7억

농산품 수출대비 비중

7

팜파스 농산품 수출 비중

11

세계시장통합지수(수출/생산: 2019)

27

수출세 부과액

1.4억

뼈없는 냉동육: 세계 5위의 수출국. 세계 시장 비중: 9%

FOB 수출 가격(US$/톤)

뼈없는 냉장육

7,553

뼈없는 냉동육

4,390

소 부산물

2,745

주요 수출대상국 비중(%)

중국 59, 이스라엘 6, 독일 6, 칠레 6, 러시아 4

제품별 수출 비중(%)

뼈없는 냉동육 65, 내장 및 기타 6, 가죽 3, 가공육 3

뼈없는 냉동육 세계 주요
교역국과 비중(%)

수출국(71%)

브라질 22, 호주 18, 인도 12, 미국 10, 아르헨티나 9

수입국(57%)

중국 30, 미국 9, 베트남 6, 홍콩 6, 일본 6

자료: FADA, IPCVA, 2020.8.
13) 허 덕,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생산 수출 동향”,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1호, 2020.2, p.104,

43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향후 쇠고기 수급 전망은 수출세의 인하 내지 철폐의 경우 생산자들의 사육 의
욕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쇠고기의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향후 국내 쇠고기
소비가 다른 고기와의 경쟁에 노출되는 데,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2000년대 수준
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때문에, 생산량 증가분의 대부분은 아
시아 국가들을 새로운 시장으로 한 수출로 돌릴 것으로 생각된다. 2025년 이후에
는 수출량이 4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새로 선출된 페론주의자 대통령인 페르난도 정권에서는 수출세
가 부활되면서 국내 수요 우선 충당의 원칙에 따라 수출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점
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9년 아르헨티나의 사육 두수 및 도축 두수는 2018년
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지만, 수출량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의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5% 증가한 약 85만 톤(도체중량기준)으로 전망되고 있다.14)
국가별로 보면, 전체의 60 %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홍콩의 수
요 증가가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수출국인 러시아, 칠레, 독일, 이스라엘 및 네
덜란드의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고기의 75%를 소비한다. 나머지의
75%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유럽, 미국, 러시아, 이스라
엘 및 칠레로 수출한다. 아르헨티나의 축산업 특징은 초지에 방목하는 것이지만,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기호에 맞추어 점차 곡물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다. 이 경
우 옥수수가 중요한 투입재가 되어 가격이 상승된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아르헨티나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은 최근 돼지 열병으로 인해 수입이 증
가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쇠고기 도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아르헨티나인들
의 비기호 부분)의 막대한 양을 수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쇠고기 부산물의 판매가
격은 US$ 4,500/톤이다.
아르헨티나의 쇠고기는 향후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수출시장 다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과제는 물류 운송비용이다. 아시아 시장에는
이미 호주가 비용을 중심으로 시장 기반을 쌓고 있어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다.
축산업의 과제로는 초지의 생산성과 영속성 보전, 사료작물 수확의 효율성 확보,
상대적 저비용 사육 방법 발굴, 집약적인 비육으로 일일 증체량 개선, 공장식 사육
으로 전환의 효율성 제고, 사육-재사육 및 비육의 완전한 주기 시스템으로 효율성

14) USDA / FAS, "GAIN REPORT ~ Argentina Livestock and Products Semi-annual",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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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침식이나 오염으로부터 사육환경의 보전, 경쟁력있는 축산업 모델 설계 및
아시아 시장 공략 전략 등이다.15)

2.2. 돼지고기
돼지고기 생산의 63% 이상과 가공처리공장의 90%가 중부지역 즉 부에노스아이
레스 북부, 코로도바의 남부와 동부 및 산타페의 중심과 남부에서 집중적으로 사
육되고 있다. 사육되는 장소는 옥수수 경작면적과 일치하는 데, 이는 균형 잡힌 영
양소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도축 설비가 위치해 있어 가장 좋은 사육 환경
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 품종은 Duroc Jersey, Hamshire, Poland China와 Berkshire 등이다. 기
술과 관리의 혁신도 돈육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가축의 영양이 좋아져
서 짧은 시간에 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의
약품의 사용도 증가하였다. 보다 좋은 유전자로 더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획득할
수도 있게 되었다.
돼지고기의 도축 수는 2019년 약 675만 두에 달했다. 2020년 7월 현재 397만두
가 도축되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 월별에 따른 도축 수의 차이는 크
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 6월 도축 수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 돼지 도축 동향: 2019~2020년 7월
단위: 두

2019

2020.1~7

전년 7월 대비 증감율

6,747245

3,972,337

1.3%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n de Porcinos, Aves de Granja.

15) http://www.aapa.org.ar/38capa/38_congreso_trabajos/Pordomingo.pdf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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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돼지 도축 월별 동향: 2019~2020년 7월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n de Porcinos, Aves de Granja.

돼지고기 생산(도체중량 기준)은 2019년 약 61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2020년 7
월 현재 37.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소비는
크지 않은데,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기인한다.
월별에 따른 생산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 6월 생산량은 다
소 높게 나타났다.
<표 3> 돼지고기 생산 동향: 2019~2020.7
단위: 톤

2019

2020.1~7

전년 7월 대비 증감율

610,326

374,591

5.5%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n de Porcinos, Aves de Granja.

<그림 9> 돼지고기 생산 월별 동향: 2019~2020.7
단위: 만 톤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 n de Porcinos, Aves de Gra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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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는 2019년 1인당 연 14.15kg을 기록했으며, 2020년 1~7월 평균
14.12kg을 기록하여 근소한 감소를 보였다. 월별에 따른 소비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 6월16) 소비량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 돼지고기 소비 동향: 2019~2020.7
단위: kg/1인/년

2019

2020.1~7

전년 7월 대비 증감율

14.15

14.12

-1.3%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n de Porcinos, Aves de Granja.

<그림 10> 돼지고기 월별 소비 동향: 2019~2020.7
단위: kg/호/년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n de Porcinos, Aves de Granja.

돼지고기 수입 동향을 보면,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가격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돼
지고기는 선호하는 고기가 아닐뿐더러,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 2019년에
3.3만 톤이 수입되었으며, 2020년 1~7월 까지 1.1만 톤이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
비 48% 감소를 보이고 있다.

16)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현지 7월이면 우리나라의 한여름에 들어
서는 계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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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돼지고기 수입 동향: 2019~2020.7
단위: 톤

2019

2020.1~7

전년 7월 대비 증감율

32,999

10,942

-48%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n de Porcinos, Aves de Granja.

<그림 11> 돼지고기 수입 월별 동향: 2019~2020.7
단위: 톤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n de Porcinos, Aves de Granja.

돼지고기 수출을 보면, 2019년 수출이 2.6만 톤이었으며, 2020년 1~7월 까지
는 약 2.2만 톤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비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 9월 ~12월이 가장 높은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계절의 반대
에 있는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여름 철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돼지고기 수출 동향: 2019~2020.7
단위: 톤

2019

2020.1~7

전년 7월 대비 증감율

25,575

22,407

66%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n de Porcinos, Aves de Granja.

436

특집 2 : (제3편) 아르헨티나의 축산업 현황 및 축산정책

<그림 12> 돼지고기 수출 월별 동향: 2019~2020.7
단위: 톤

자료: Área Porcinos, Dirección de Porcinos, Aves de Granja.

2020년 상반기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수출은 2,600만 달러로 농산품 수출의
0.13%를 기록하면서 5%의 수출세로 130만 달러를 부담하였다. 세계 시장 통합도
(수출/생산)는 낮은 편으로 4%에 달하며, 세계 냉동육 수출 시장의 0.09% 점유로
25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저조한 수준은 돼지고기 부문 가치사슬 생산의 최근에서의 발달과 세계
시장 진출 교두보를 위한 무역협정의 부족함에 기인한다. 향후 잠재력은 풍부하다
고 보여지며, 이는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에 사육
농가가 증가하면서 신규투자, 고용증대 등의 요인에도 기인한다.
<표 7>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수출 분석: 2020년 상반기

수출(US$/%)

세계 속 아르헨티나 입지(%)

FOB 수출 가격(US$/톤)

총수출

2,600만

농산품 수출대비 비중

0.13

수출세 부과액

130만

냉동육 세계 수출국 순위

25위

세계 냉동육 수출 시장 점유

0.09

냉동육

2,202

내장

568

지방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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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대상국 비중(%)

중국 75, 홍콩 4

제품별 수출 비중(%)

냉동육 63, 내장 7, 비계 1

냉동육 주요 교역국과 비중(%)

부록

수출국(64%)

스페인 17, 미국 16, 독일 12, 덴마크 10, 브라질 10

수입국(63%)

중국 26, 일본 19, 한국 11, 호주 4, 미국 4

자료: FADA, 2020.8.

2020년 상반기에 중국, 일본, 한국 및 호주 4개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이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
다.아르헨티나는 2020년 상반기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의 최대 소비국가인 중국
(세계 소비의 46% 점유)에 총 수출의 75%를 선적하였다. 품목별로는 냉동육이
6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서 내장 7%, 지방 1% 및 기타(삼겹살, 햄,
돼지앞다리 등) 29%이다.
이러한 수출 호조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PPA: peste porcina africana,
ASF)이 만연했던 해에 2,030만 달러였던 것이 이미 2020년 상반기에 전년대비
82% 상승이라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수출 평균가를 보면 냉동육
이 2,202달러/톤으로 햄과 뼈 붙은 돼지 앞다리가 1,975달러/톤인데 비해 11% 높
은 가격을 보였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세계 육류 교역을 흔들어 놓았다. 생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Covid-19의 불안감과 더불
어 위생문제와 함께 향후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한국은 “한국식 삼겹살”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즉
G2G 또는 B2B같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교역의 증가도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플랫
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3. 닭고기
가금육 사육장(Aves de corral)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엔트레리오스(52%)와
부에노스아이레스(31%)의 대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가공처리공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47%)와 엔트레리오스(29%)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부에노스아
이레스 지방은 식용 닭에 그리고 엔트레리오스 지방은 계란과 산란계 닭 사육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주로 닭 농장이 활발하지만, 이 외에도 오리,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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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메추라기 및 꿩 등이 사육되고 있다.
가금육 부문은 도축 수에서 2002년에 바닥을 친후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생산도 2002년 67만 톤에서 2015년에는 210만 톤으로 성장을 하
였다. 1인당 소비도 2002년 17.6kg에서 2015년 45.8kg으로 증가하였다. 생산량
에 비해 국내 소비가 커서 닭고기 수출은 18만 톤 정도 하며, 반면에 가금육 수입
은 1만 톤 정도 하고 있다.
<표 8> 가금육 도축, 생산 및 수출입 동향: 2000~2015년
수출 1
(천 톤)

수출 2
(천 톤)

소비

년도

도축
(천 두)

생산
(천 톤)

수입
(천 톤)

2000

348,384

919

45.7

5.1

27.4

960

26.6

2002

260,712

671

7.4

18.4

45.8

660

17.6

2004

338,339

866

11.8

51.5

89.2

826

21.6

2006

450,429

1,164

15.9

93.2

144.0

1,082

27.8

2008

539,490

1,419

15.2

160.9

222.6

1,254

31.5

2010

616,195

1,663

18.4

216.9

283.9

1,398

34.9

2012

734,646

2,004

15.8

270.6

336.6

1,648

40.2

2015

729,929

2,093

10.1

181.7

242.0

1,921

45.8

총소비(천 톤)

kg/cap/년

주: 수출 1은 식용 닭만 계산, 수출 2는 가금육 전체 포함
자료: Minagro, Dir. de Porcinos, Aves de Granja, SENASA, 2016.

가금육 부문 통계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도축 두수, 생산 및 소비 모두 증가
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 닭고기 생산과 수출은 2016년 기준으로 각각 세계 8
위에 랭크되어 있다.
2020년 상반기 닭고기 수출은 1.7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농산품 수출의 1%
를 차지한다. 닭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와 쇠고기 및 그 부산물들의 총합은 10%를
차지한다.
닭고기의 세계시장 통합 지수는 12%로 돼지고기에 이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절단된 냉동 닭고기와 내장이며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어서 절단되지 않은 냉동 닭고기가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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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닭고기 수출 분석: 2020년 상반기
총수출

1.73억

농산품 수출 대비 비중

1

팜파스 농산품 수출 대비 비중

1

수출세 부과액

1,560만

냉동닭 절단 및 내장 세계 수출국 순위

8위

세계 냉동닭 절단 및 내장 수출 시장 점유

2

세계 시장 통합 지수(수출/생산)

12

냉동 닭고기(절단하지 않은 것)

1,226

냉동 닭고기(절단 및 내장)

1,512

닭 가죽 및 닭 깃털

348

수출(US$/%)

세계 속 아르헨티나 입지(%)

FOB 수출 가격(US$/톤)

주요 수출대상국 비중(%)

중국 47, 칠레 7, 사우디아라비아 5, 남아공 5, 싱가포르 3

제품별 수출 비중(%)

냉동닭고기 절단 및 내장 64, 냉동닭고기 절단하지 않은 것 30

냉동육 절단 및 내장
주요 교역국과 비중(%)

수출국(74%)

브라질 35, 미국 19, 네덜란드 8, 태국 6, 폴란드 4

수입국(38%)

중국 14, 일본 9, 홍콩 7, 사우디아라비아 4, 영국 4

자료: FADA, 2020.8. 저자 재구성

아르헨티나 냉동 닭고기는 세계시장 점유비가 2%로 세계 8위 수출국에 랭크되
어 있다. 세계 5대 냉동 닭고기 수출국은 브라질, 미국, 네덜란드, 태국 및 폴란드
로 세계 시장의 74%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14%)을 선두로 일본,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및 영국이다.
아르헨티나 닭고기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으로 수출의 47%를 점유하고 있으
며, 이 외에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싱가포르가 주된 수출시장이다. 지방
별 수출 집중도를 보면 98%가 팜파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2%는 파타
고니아 지역에서 수출되고 있다. 닭고기 수출 부문의 특징은 지역별로는 팜파스
에, 수출 면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닭고기 부문의 수출세는
9%로 1,56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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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2.4.1. 유제품
우유는 소 사육이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팜파스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산타페(35%), 코르도바(31%), 부에노스아이레스(23%) 및 엔트레리오스(7%)이다.
이들 4대 지역은 전체 낙농가의 96%, 젖소 사육의 96%를 차지한다. 그 밖에 산티
아고델 에스테로와 라팜파가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우유 생산량은 연간 약 100억 리터에 달하며 우유 및 유제품 수출은 2002년 이
후 아르헨티나 페소의 평가 절하에 영향을 받아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내 가격도
상승했다. 2016년 유제품 생산량은 3% 감소하여 8년 만에 낙농 부문의 수출 실적
은 악화되고 있다. 이는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
세 폐지 및 감면은 낙농가의 비용과 그들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켰다.

2.4.2. 양 사육
양 사육은 사육두수에 있어 소에 이어 두 번째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주로 파
타고니아 지방에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규모로는 팜파스 지역에서도 이
루어진다. 방목 형태로 사육되며, 생산은 수출용 양모 생산과 고기용으로 크게 구
분된다. 국제시장에서의 전망도 좋아 양 사육은 활성화를 유지하고 있다.

2.4.3. 양봉
양봉은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2
위의 생산국이며, 세계 1~2위의 꿀 수출국으로 세계 수출 시장의 1/4을 차지한다.
양봉업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코르도
바 및 엔트레리오스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리오네그로 지방과 서부 건조 지
대의 과수재배 지역에서는 양봉업을 도입하자, 꿀벌의 순기능으로 인해 과수 생산
증가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수는 꽃가루를 주고 꿀벌은 꽃가루받이
를 제공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순기능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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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업 과제 및 축산 정책 특징
아르헨티나의 목축업은 성장과 기회라는 틀에서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에 직면
해 있다. 도전 과제는 더 질 좋은 고기를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에 내 놓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떠오르는 주요 시장은 중국 시
장인데 중국 역시 보다 많은 축산 프로젝트로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고자 한다.
EU와는 전통적인 교역국임을 내세워 위생 및 안정적 공급 관점에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송아지고기를 생산하고 곡물 비육우 사육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쇠
고기뿐만 아니라 수송아지 고기도 그리고 번식우의 아시아 시장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출의 75%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중국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나 호주
처럼 시장의 다양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의 기호에 맞는 육질과 육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축산업의 과제로는 노동력보다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
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분석과 자료 교차로 더 빠르고 정확
한 경영 결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 센서, 칩,
GPS 및 자동화 모니터링 등의 혁신적인 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으로 분석하고 온라인으로 분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많
은 신세대 젊은 축산인이 ‘변화하는 축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야 기계화 공정을 도입할 수 있으며, 생산성을 증대하고 도체의 세분화로 보다 많
은 시장을 발굴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목장 생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팬데믹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아르헨티나 육류의 레시피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
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차원의 축산정책은 농업정책과 다름이 없다. 축산 행정에 대한
최상위 기구는 농축수산부 산하의 농축수산국(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이다. 전통적으로 축산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다. 농업과 마찬가
지로 각 주가 자구책을 강구해서 독자적으로 자립하는 정책이 우선이다.
2020년 3월 육류에 대해 부과되는 9%의 수출세를 인하 내지 폐지해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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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가 바라는 최고의 특혜이다. 그러나 현 페론주의 정부에서 재정의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수출세 재원은 100% 연방세입
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결국 육류회원단체의 노력이나 각 주정부가 축산의 기술현대화, 마케팅,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지원, 질병 및 위생 관리,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 등에 국한되는 미미한 정책 수립 밖에는 할 수 없다.
2001년에는 아르헨티나 육류 체인의 주체들이 협정을 맺고 법령 25.507에 의해
비정부 공공단체인 아르헨티나쇠고기진흥연구원(IPCVA) 창립을 이끌어냈다.
IPCVA는 국내 축산업자 및 냉동업자가 갹출하는 민간기금으로 운영된다.
법령에 의해 도축장에서 소 목축업자들은 20센트(($1,25)를 자조금 성격으로 납
부한다. 그리고 냉동업자들은 9센트($ 0,55)를 기부한다.
IPCVA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명성과 국제시장에서 획득한 명성을 바탕으로 아
르헨티나 육류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의
미에서 IPCVA는 가치사슬의 엄격한 관리로 자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의 전
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핵심 가치를 추구한다.
-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육류 제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창출
- 해외에서 육류 제품의 포지셔닝을 개선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고 구현
- 국내 소비 수준 개선을 위한 촉진 전략의 계획과 개발
- 육류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생산 및 가공 공정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최근 가장 큰 축산 정책 중 하나는 주 정부 차원에서 대외협력을 강구하는 정책
이다. 특히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각 주정부는 중국과 협력해
서 국내 돼지고기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살타 지방은 이 같은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들 중 하나다.
살타 지방은 자신들의 특별한 환경을 피력했다17). 사료 생산 능력(옥수수), 안전
한 위생 환경, 지리적 이점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인접한 칠레
의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항구를 통한 수출, 축산업에 대한 노하우 및 생산
기술 보유, 그리고 축산 농가 다수 존재 및 정부의 기술 지원 등이 그 것이다.
17) https://insalta.info/nota-principal/salta-se-anoto-en-el-plan-para-producir-carne-de-cerdo-paraexportar-a-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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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살타 지방은 농축수산부 산하의 “육류 관리 프로그램(Programa de
Operadores de la Carne)”을 통해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살타 주정부는 중
국 정부와 MOU을 맺고, 이를 통해 살타 지방의 농민과 협동조합을 중국 자본과
연계시키고자 한다. 이미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기술, 농업,
인프라 및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맺고 있다. 살타 주정부는 중국과 이러한 협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일자리가 9,500여 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료 제조 공장, 육량 측정기, 바이오다이제스터(에너지 생성 및 바이오 연료),
통합관리사육장, 냉장수출업체, 폐수처리, 국가농식품검역위생청(SENASA) 및 세
관 등 사료부터 사육 그리고 위생 및 검역, 나아가 폐수처리를 통한 친환경 설비와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중국은 협력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 다른 축산업의 요람인 코르도바 주 역시 중국과의 축산협력을 추진하고 있
다. 아르헨티나 중부 지역의 코르도바는 돈육산업과 연계되는 바이오경제 프레임
이 잘 정착되어 있는 지방으로 옥수수의 국내 최대 산지이기도 하다.
코르도바와 산타페 그리고 엔트레리오스는 같이 아르헨티나의 중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이들 지역은 공동으로 돈육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
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의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다. 그 중
에서도 생산과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위생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공
동의 규범을 만들고자 한다.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주 정부도 돼지고기의 중국 수출에 관한 “첨단복합단지 연
방프로젝트(Proyecto Federal del Complejo Tecnológico de Exportación de
Carne de Cerdo a China)”에 대해 공무원, 연구기관, 기업인 및 생산업자간의 화
상 회의를 통해 주제에 관한 민간 부분의 이해를 도모했다.18) 이러한 첨단수출복
합단지는 지역의 생산 매트릭스를 재구성하게 하는 계획으로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주가 생산하는 곡물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로 변화
시키는 농업의 생태학적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안은 지방의 이점과 중국의 투자를 연계해서 곡
물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의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바이오에너지의 창출과 이용 등에
관련한 기술 이전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18) http://mproduccion.gob.ar/article/reuni%C3%B3n-virtual-del-gobernador-zamora-con-empresariose-inversionistas-lo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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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아르헨티나 축산정책은 기본적으로 육질의 개선 및 유지 그리고 수출 진흥
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의 경우 감소하는 소비를 상쇄하기 위한 수출
시장 개척, 돼지고기의 무한한 아시아 시장 개척 그리고 닭고기의 수출 시장 개척
등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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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4편

아르헨티나의 농업정책과 특성
최윤국(중남미 정치･경제･문화 전문가)*

1)

1. 아르헨티나 농업정책의 전개 과정: 역사적 관점에서
아르헨티나 농목상호협력연맹(Confederación Intercooperativa Agropecuaria:
Coninagro)1)의 다니엘 킨데발룩(Kindebaluc)은 “아르헨티나는 농촌과 지역경제의
잠재력을 이끌어 낸다면 1.5억 만 톤 생산에 수출 1천억 달러를 그리고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2)라고 밝혔다. 이러한 농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역사적으로 어떠한 농업정책이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오
늘날 아르헨티나의 농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및 과제 역시 살펴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3세기 이상 받으면서 스페인의 제도가 지
리적 거리를 뛰어 넘어 아르헨티나에서 토착화되었다. 스페인식 토지제도 운용,
관료주의적 행정 등이 아주 적은 수의 원주민 밖에 없었던 드넓은 땅에 고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광활하고 비옥한 땅이 영국 등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던 나
라들의 눈에 띄었고, 곧 이어 유럽대륙에는 이민의 열풍이 불어 닥쳤다.
유럽에서 ‘죽음’이냐 아니면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빵’이냐의 기로에 섰다. 유럽
이민자들은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그리고 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로 넘
어 갔다.
고요한 땅 아르헨티나에도 유럽의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유럽인들에 의해 훗날 라틴아메리카의 파리라는 애칭을 갖게 되는 등,
* cochoi@hanmail.net
1) Coninagro는 농산업 관련 단체 중 하나로 개별 단체의 상이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른 생산 단체
및 기업과 공동의 거시경제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생산, 고용, 투자를 통해 농산업의 재도약을 추구
한다.
2) https://www.redaccionmayo.com.ar/informes/2020/9/21/desafios-que-impulsan-proyectos-se-pued
e-lograr-un-rebote-productivo-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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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유럽이요 고국이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도착해서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정주할 곳을 찾을 때, 이미 그 곳에는 스페인 식민지배 그룹에 의해 비옥한 토지가
분배되어 있었다. 스페인에서 건너 왔던 1세대는 지나갔지만, 아르헨티나에서 태
어난 백인 즉 크리올(criollo)들이 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1810년 5월 혁명으로 독립이 된 이후 1828년 리바다비아(Rivadavia)3) 정권의
과두지배그룹은 1826년 제정된 Enfiteusis Law(영대차지권)4)을 수정하였다. 결
과적으로 더 많은 토지가 소수에 의해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1822~1830년 538
명의 소유주가 총 8,656,000ha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878~1885년 이른바 로카(Roca) 장군에 의한 ‘사막의 정벌
(Conquista del Desierto)’이 진행되면서 더욱 확장되었다. 사막의 정벌은 소수
원주민 부족에 속해 있었던 팜파스와 파타고니아의 비옥한 토지가 정부 통제 하에
들어오면서 행정력이 미치게 하는 것이었다. “질서와 번영(orden y progreso)”라
는 슬로건으로 국가 통합을 향해 전진하면서 광활한 대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공
을 세우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과두지배층에 총 4,100만 ha가 분배되었다.5)

“사막의 정벌” 이후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토
지를 배분하다 보니 대지주 그룹이 형성되게 되었다. 대지주들은 아르헨티나를 세
계의 곡창, 문명화된 유럽으로 표방하면서 나라를 지배하였다. 즉 흑인 없는, 혼혈
농민 없는, 원주민 없는 나라를 갈구하였다.
19세기 중반이후 유럽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유입하면서 정주하는 과정에서도 토
지 시장에의 투기는 이미 스페인 식민화 과정과 “사막의 정벌”에서 마무리가 되었
다. 많은 이민자들은 소작인이나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었다.6) 이러한 과정
에서 소농과 원주민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소수의 외침에 불과했다.

3) 리바다비아는 크리올 출신으로 1810년 5월 혁명 이후 스페인통치시대에 행정의 중심이었던 리오데
라플라타를 대체한 리오데라플라타연합주(Provincias Unidas del Río de la Plata)의 초대 대통령이었
다. 훗날 아르헨티나 공화국으로 개명되었다.
4) Enfiteusis Law는 1826년 아르헨티나 국내 소유의 모든 공공토지에 대한 판매를 20년간 금지시킴과
동시에 대출로 인한 저당잡힌 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만든 법령이다. 임대 시는 토지 공시가
의 연 8% 지불을 의무화하는 임대 시스템이다.
5) Halperín Donghi, Tulio. 2005. Guerra y finanzas en los orígenes del Estado argentino (1791-1850),
Prometeo Libros. cap. III. p 231.
6) Romero, L. A. 2006. Sociedad democrática y política democrática en la Argentina del siglo XX.
Buenos Aires: B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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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정벌” 이전에 1853년 아르헨티나는 헌법에 적극적인 유럽이민 유치 조
항을 삽입함으로써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평화와 일을 가질 수 있는 새
로운 터전임을 표명하였다. 양 대륙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아르헨티
나는 버려진 비옥한 땅에서 유럽이 최애하는 당대 최대 농산물 수출 국가로 부상
할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 유럽인들에 의해 농장이, 철도가, 항만이 건설되고, 정
기선이 운행되었다. 유럽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냉동설비 등 기술적인 발전이 이
루어졌다.
1880~1930년 농산물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모델은 성공적이었다. 이 기간은 영
국과 유럽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아르헨티나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 없이
수출제일주의 즉 농산물 중심의 수출주도경제정책이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축산
물이 교역되었으나, 점차 농산물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아르헨티나는 당시 세계 8
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7)
냉동선에 이어 냉장선의 출현으로 냉장육 등 축산물 수출 품목도 다양해졌으며,
옥수수와 밀은 이전까지는 수입되었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수출 정책에 힘
입어 최대 수출품목으로 변모하였다.
20세기 초 이후 아르헨티나의 농업 정책은 서로 다른 경제정책의 틀 즉 개방경
제와 폐쇄경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1880~1929년 기간은 세계 경제의 호황과
맞물려 농산물 수출이 급증하면서 개방경제정책 기반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표 1> 시대별 주요 농업정책 전개 과정과 특징: 1860~2020년
시기

거시경제
프레임

주요 농업정책

1933-40

규제 동반
개방경제

1941-70

폐쇄경제

-

1971-90

경제 개방
시도

- 수출세 부과 지속
- 무역개방 시도

1860-1932 개방경제

장기 농업 육성 정책

낮은 수입관세 및 수출세 부과
농업부문 운송 인프라(철도, 항만 등)에 투자
최종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 유지
수입관세 부과, 가격 안정화 조치
주요 농산물에 가격 개입
공공비축 의무화
수출세 부과 및 비료 등 투입재 수입에 관세
부과
- 민간부문과 인프라 투자 낮음

국가곡물 및 육류 위원회
창설
- 농민기구 조직
- 토지소유제 규제
- 연구개발 기관 창립:
INTA (1956),
AACREA (1960)
- 지역무역협정
대화:MERCOSUR(1985)

1차재 생산 진흥

7) 최윤국. 1988. Inserc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 internacional a través de a inmigración europea.
박사학위 논문. U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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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업정책
- R+D 투자 및 인프라, 육로 및 전력화의 미흡

1991-2001 개방경제

2002-15

폐쇄경제

2016-2019 개방경제
2020-

폐쇄경제

-

공공 비축 및 가격 고정 제도 폐지
수출입 관세 인하
자유무역 협정 체결
가격 안정화 대책
무역 장벽 완화
민영화 및 시장 규제 완화
고율의 수출세 부과: 수출할당제
최종소비자를 위한 가격통제
고율의 수입관세 부과
국가농축산통제청(ONCCA)에 의한 무역규제
실시
- 대두 제외 수출세 감축
- 기타 농산물 수출세 폐지
수출세 부활
대두에 고율의 수출세 부과

부록

장기 농업 육성 정책
- 정부 시책 전담 기구 설립:
AAPRESID (1989)
- MERCOSUR (1994)
- SENASA와 식물위생 및
구제역 연구소 IASCAV
통폐합
- INASE 설립과 국가위원회
해체(1991)
- INTA 예산 증액
- SENASA 권한 증대(기존
동물+식물) - ONCCA
해체(2011)
- 연방 농업위원회(CFA)
개혁
수출세 의존 정책 유지

자료: Lema, D. 2018. Agricultural policies in Argentina, Insituto de Economía, INTA. Buenos Aires에 저자
보완.

그러나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 이후, 아르헨티나는 자유무역을 종식시키는 일
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아울러 국가곡물 및 육류 위원회를 창설하여 곡물의 가격
밴드에 개입하였다. 경제는 제 2차 세계 대전을 앞두고 서서히 성장 궤도에 올랐
지만, 1945년 이후 무역장벽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최
종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하였으며, 수출세를 부과하고 비료 등
투입재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교역 질서가 흔들리면서 아르헨티나는

“내부지향성장(hacia adentro)”이라는 국내 시장 중심의 소극적 의미의 공업화 정
책을 추구하게 되면서, 농업 부문에서 축적된 외화를 공업으로 이전하고 관세를
인상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정부 조치로 인해 다소나마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제조품을 내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8)
역사적으로 정부는 농업을 생산적 관점보다는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왔다. 1946~55년 집권한 페론(Juan Perón)9) 대통령은 평가절하, 임금동결, 공공
8) Rapoport, M. 2006. Historia política y económica de la Argentina (1880-2003), Cap. 3. Buenos
Aires: Ariel.
9) 페론 대통령은 산업노동자의 지지로 1946~55년과 1973~74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을 지냈으며, 페론
의 포퓰리즘 성격의 정치이념을 페론이즘이라 하여 오늘날에도 정재계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
다. 2020년 현재 대통령 Alberto Fernandez도 페론주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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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감축 등으로 수입대체산업화라고 불리는 공업화를 선도하였다. 이 시기에 농
업은 외화 획득의 원천임에도 공업에 밀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1944년에는 농민과 농촌의 환경 개선을 위한 “페론 농촌기본법(Estatuto del
Peón Rural)”이 추진되기도 했었다. 페론은 1946년 IAPI(아르헨티나무역진흥연
구원)의 창설로 제조업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국제곡물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생산자지지, 새로운 시장 개척, 농약, 농기계 및 비료 투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49년에는 헌법에 토지의 “사회적 기능” 즉 토지에 대한 식민사업과 대토지 농
장주로 부터의 보상을 대가로 토지 수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페론의 정치적 기
반은 산업노동자에 있었기에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재정 적자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업과 제조업의 차이는 커졌다. 이 시기에 농업 인프라는 구축되지 못했
으며, 다만 1956년 INTA(아르헨티나농목기술연구소)의 창립으로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산업노동자 기반의 페론 정부는 농업의 기능을 산업노동자에게 영양을 공급하
고 공업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농지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보유에 대
한 구조적인 변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평등한 사회 정의 이유로서도, 대토
지소유주들의 사고인 비효율성에 대항한 근대화의 이유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분명히 페론주의자들의 정치적 주어는 농민이나 원주민이 아닌 바로 산업근
로자였던 것이다.10)
1955년 쿠데타로 페론 정권 실각 이후 계속된 군사정부는 외국 세력과 결탁하면
서 성급하게 자본 및 수입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하
면서는 외채 문제가 누적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입대체산업화는 1976년까지
지속됨으로써 농업은 계속 산업화의 그늘에 묻혔다. 1976~1983년 군사정권 시기
보호무역 정책은 철폐되었고 자유무역과 생산 효율성 제고로 공업화 촉진이 우선되
었으며, 이 시기 농업은 자구적인 노력과 피동적인 수출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11)
군사정권의 외부 세력과 결탁한 개방주의 선호는 결국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에
10) Svampa, M. S. 2009. “La disputa por el Desarrollo: territorios y lenguajes de valoración,” In
Cambio de Época (Ed.), Movimiento social y poder político. 1.ed. Buenos Aires: Siglo Veintiuno
Editores. pp. 93-114.
11) 군사정권 하에서 군부와 결탁한 농업단체도 존재하였다. 1976년 3월 24일 쿠데타에서 아르헨티나
농촌사회(SRA)는 쿠데타를 지지한 단체 중 하나였다. SRA는 역사적으로 농산물수출업자들의 그룹
이었으며, 실제로 부유한 목장주였던 호세 알프레도 마르티네스 데 오스(José Alfredo Martínez de
Hoz)는 훗날 경제성 장관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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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농목수출 주도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었다.12) 한편 이 시
기에 농민연맹(Ligas Agrarias)은 1960년 말과 1970년에 독과점에 대항하는 중소
농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민선 정부 1기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 1983~1989) 대통령은 초창기에 신
자유주의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밀려 별다른
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민주화의 봄 이후 점차 인접국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역 증대를 모색했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아르헨티나 농촌의 최대 문제인 가족농을 위한 정책이 도
입되었다. 그 중 하나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는 북서지역 소농 지원프로그
램(Programa de Apoyo a los Pequeños Productores del Noroeste Argentino:
PNOA)이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UN의 지원을 받은 농촌여성 통합 프로그램
(Programa de Integración a la Mujer Rural)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술지원, 역량 제고, 농촌여성인력 복지 향상 및 생산자 조합 구성 등이었다.13)
1989~1990년대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개혁을 정지시켰으며, 계
속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국가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말았다. 메넴(Menem:
1989~1999) 정부는 카바요(Domingo Cavallo) 경제부장관의 주도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구조조정을 시도하였다. 그러
나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후퇴되는 충격을 경험하였다.14)
1990년대 후반 평균 대외 관세는 11% 수준이었으며, 수출에 제한은 없었으나,
달러와 페소화를 1대1로 묶는 태환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의 메리트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역설적으로 1995년에 GM 작물에 대한 연방 승인
을 획득하게 하면서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많은 농민운동이 발생했다. 과거 운동과의 차이점으로는 1960년
대 운동은 과거 선조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과 원주민들의 운동이

12) López, A. 2006. Empresarios, instituciones y desarrollo económico: el caso argentino. Buenos
Aires: UN-CEPAL.
13) Lattuada, M., Nogueira, M. E., & Urcola, M. 2015. Tres décadas de desarrollo rural en
Argentina: continuidades y rupturas de intervenciones públicas en contextos cambiantes
(1984-2014). Buenos Aires: Tesseo.
14) 메넴은 취임 직후 공기업의 민영화로 재정적자 보전, 태환정책으로 네 자리 수 인플레이션 진정, 외
채유입으로 경제개발 시도 등의 정책으로 외채가 전임 때의 652억 달러에서 메넴 말기에는 1,478
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1994년에 WTO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인접국들과 남미남
부공동시장(MERCOSUR)을 1995년에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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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였다면, 근자의 농민 운동은 생산자들이 토지 접근성, 생산과 소비에의 주체라
는 인식하에 농촌사회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점이다.15) 이는 수출에 역점을 둔 신
자유주의 모델과 차별성을 보인다.
1990년대에도 정부의 빈농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아
르헨티나 북동부 소농 지원프로그램(Programa de Pequeños Productores del
Noreste Argentino: PNEA), 아르헨티나 북동부 농촌개발프로그램(Programa de
Desarrollo Rural del Noreste Argentino: PRODERNEA), 농촌개발장려프로그
램(Programa de Iniciativas de Desarrollo Rural: PROINDER) 및 농목사회프
로그램(Programa Social Agropecuario: PSA).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등은 메넴(1989~1999) 정부의 거시경제정
책의 미흡함 속에서 소농들에게 신용 공여, 기술이전 또는 유통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추진된 농촌 빈곤 완화 프로그램의 초점
은 빈곤 완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가족농에 대한 공공정책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기조 하에 신용공
여, 보조금, 기술 및 생산 지원에 집중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구조적인 문제
인 토지에의 접근성 확보 또는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진전이 없었다.16) 아울러 신
용공여나 보조금 역시 구조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다.
2001년 평가절하, 공공 및 민간 부채 증가,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야기된 정치
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면서 경제 침체로 연결되었다. 2001년 12월에
는 디폴트를 선언했다.17) 디폴트의 원인은 주력 수출품목인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20%를 웃도는 실업률,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국가부채의 증가에 기인할 정도로
경제에서 농업부문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아닌 국제가격 상승 기조에 의존한
농산물수출주도경제 모델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 주는 단면이다. 데라루아 대
통령(De La Rúa: 1999~2001) 사임 이후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15) Roze, J. P. 1992. Conflictos agrarios en la Argentina: el proceso liguista, 2 vols. Buenos Aires: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16) Sperat, Rodríguez R. 2015. “¿Representa el capital un limitante para la productividad en la
Agricultura Familiar? Un estudio de caso en Santiago del Estero.” Cayapa: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Social, 27(14), pp. 9-34.
17) 아르헨티나는 2001년 12월 25일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며, 12월 22일부터 31일 사이에 대통령이 4
명이나 바뀐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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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금융 위기를 겪은 뒤 다시 폐쇄 시장 체제로 선회했다. 농산물 수출세가
재도입되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한 세금은 시행하기 쉽고 공공 수입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호되는 수단이었다.18)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 기조를 보이면서 수출세 부과는 정부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업정책 중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는 2002년 국가농목센서스에도 잘 나타
나있다. 바로 소토지 농장(EAPs)의 감소 문제와 토지의 집중화 문제이다.19) 소토
지 농장의 60% 비중이 전체 경작지의 5%를 넘지 못했으며, 반면 대토지 농장의
10%가 전체 경작지의 78%를 점유하였다.
2002년 농기업의 2%가 전체 경지면적의 50%를 점유하고 있었다.20) 이는 단순
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사상적인 요소에도 기인한다. 과두체제의 문
화적 사고 중 하나가 토지 소유권 문제, 농장규모 문제에만 접근할 뿐 농민은 관심
주제가 아니다.
팜파스 지역에서는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대두 경작이 크게 확산되었다. 중소농
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없어 자신들의 토지를 양도하여 스스로 “궁핍한 소농”
으로 변모하거나 매도를 하였다. 따라서 점차 토지의 집중도가 심화되어 갔으며,
여기에는 토지 가격의 상승도 작용했다. 실제로 ha당 가치는 1998년에서 2011년
사이에 600%가 상승하였다.21)
비팜파스 지역에서도 토지의 가치는 증가하였으나, 토양, 지리적 거리, 토지 소
유권에 대한 불안감 및 이농현상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 등으로 팜파스 지역과 같
은 심각한 집중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생산을 위한 투입재 및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극히 적다. 단,
이 시기의 주요 농업 정책을 보면 주로 소농에게 특별 신용을 공여하는 국가농축
산금융지원인 FINAGRO(Financiera Nacional Agropecuaria) 및 지방농업진흥
서비스 및 농업부문 인프라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농축수산부 산하의 PROSAP
(Programa de Servicios Agrícolas Provinciales)이 대표적이다.
18) Sperat. op.cit. V5.
19) Censo Nacional Agropecuario 2002. INDEC.
20) Slutzky, D. 2008. Situaciones problemáticas de tenencia de la tierra en Argentina. Serie No. 14.
Buenos Aires: PROINDER.
21) Gigena, A., Gómez, F., Weinstock, A. M., Oyharzábal, E., & Ota, D. 2013. Relevamiento y
sistematización de problemas de tierra de los agricultores familiares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de la N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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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초 취임한 키르체네르(Néstor Kirchner: 2003-2007) 정부는 페론주의
자로 신자유주의 모델을 경계하면서도 실제로 경제 분야에서는 중용의 정책을 운
용해 나갔다.22) 이 시기는 대두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기조로 국가 경제는
호황으로 이끌어졌다.23)
2006년 8월 국가가족농포럼(Foro Nacional de la Agricultura Familiar:
FONAF)의 설립은 다양한 농업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가족농을 위한 전략을 설
계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원주민공동체소유에 관한 법령(Ley de
Propiedades comunitarias indígenas) Nº 26.160, 외국인 토지 구매 제한에 관
한 법령 N° 26.737 등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농촌 정체성 구축을 위한 가
족농의 역사적 보상”이라는 법령 N° 27.118은 농촌 인프라 정책을 촉진하고 교육,
위생 및 공공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령은 예산 지원없이 승인되었고, 정치권 내에서의 논쟁을 거듭한 끝에
규정되지 못했다. 이 시기에 농업부문은 더 높은 관세와 수출세로 경제적 고립 기
간이 수반되었다.
2007년 이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체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2002~2015년) 대통령24)은 사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가족농 담당국
(Subsecretaría de Agricultura Familiar)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2008년
에는 곡물 수출세 부과로 농업부문과의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정부 어젠다에
가족농의 문제를 포함시키는 데 기여했다.25)
INTA(국가농목기술연구원) 내에 가족농연구소(Centro de Investigación para
la Pequeña Agricultura Familiar: CIPAF)를 운영함으로써 농촌 발전을 위한 생
산과 제도의 변혁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치 채널을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농은 공공정책 분야에 포함되어 지방의 식량자급, 토지 정책, 물,
주택, 제도 보완 및 토지 정리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일부분 목적 달성에도 불
22) Morresi, S. D. 2011. “Las raíces del neoliberalismo argentino (1930-1985)” In M. A. Rossi & A.
López (Eds.), Crisis y metamorfosis del Estado Argentino: el paradigma neoliberal en los
noventa. Buenos Aires: Ediciones Luxemburg.
23) Altomonte, H., & Sánchez, R. J. 2016. Hacia una nueva gobernanza de los recursos naturale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Santiago de Chile: CEPAL.
24)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체네르는 전임 키르체네르의 퍼스트 레이디로 남편에 이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5) Jara, C., Rodríguez Sperat, R., & Rincón Manrique, F. 2014. “La agricultura familiar en el
desarrollo rural: continuidades y rupturas del paradigma neoliberal en Argentina y Colombia.”
Revista Nera. 17(24), pp. 8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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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생산 측면에서 농촌개발 정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2011년 국가집행위원회(Poder Ejecutivo Nacional)에 의해 제시된 “농식품 및
농산업 참여 연방전략플랜(Plan Estratégico Agroalimentario y Agroindustrial
Participativo y Federal: PEA)에 의해 농산물 수출 진흥 모델을 추진하였다. 생
산성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 더 많은 고용, 더 많은 수출을 지향하고자 했
다.26)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소농들을 사회적 약자의 주체로만 보았지 생산적 차
원의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2011년 말 제정된 토지법에 따라 국립농지등록소(Registro Nacional de Tierras
Rurales)가 설립되었다. 즉 토지 또는 농촌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등록소를 통해 자격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 3년간 국가토지등록소에 제출
된 186건 중 93.6%가 승인되었고, 단지 12건만 거부되었다. 비투기성 투자는 여하
한 문제없이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의하면,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토
지의 15% 획득이 한 명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인정된 최대 소유권이다.
<그림 1> 토지의 외국인 소유 비중: 2013

자료: RNTR(국립농지등록소).
26) Argentina. Presidencia de la Nación Argentina. 2011. PEA: Plan Estratégico Agroalimentario y
Agroindustrial Participativo y Federal 2010-2016. Argentina: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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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체 농지면적의 6% 즉 1,600만 ha가 외국인 점유로 되어 있다. 향
후 2,000만 ha까지 외국인 점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대두 생산 면
적과 거의 유사한 크기이다.
외국인 토지 구매 규모는 1만~10만 ha가 42.9%로 가장 높으며, 10만 ha 이상
도 37%에 달해 주로 대규모 농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차 토지 소유 규
제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자격증명 심사도 필요없이 국가농지등록소에 통보만 하면
된다. 토지의 외국인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대 15%가 넘지 않고 있
으며, 팜파스 중심권보다는 외곽으로 소유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GM 종자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로얄티를 지불할 것을 표명하였다. 한편 당국은 다음 영농시즌 파종을 위해 수확
의 일정 부분을 저장할 권리를 마련했다.27)
결론적으로 키르체네르 정부에서 국가의 가족농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신용공
여 및 보조금을 투입하기는 했지만, 토지의 집중화 및 생산물의 시장 접근성 확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했다.
2015년 취임한 시장주의자인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2015~2019)
는 과감한 시장 정책을 도입했다. 대부분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세 폐지(단 대두와
그 부산물은 점차적 인하), 수출할당제 폐지, 외환 규제 완화 등이다. 밀, 옥수수,
쇠고기에 대한 수출세를 철폐하고, 대두에 대해서는 35%에서 30%로 감축하였다.
수출세 철폐와 감축으로 36.9억 달러가 대형 농축산업체로 이전되었다. 아울러 외
환 구입의 제한을 철폐하고 수입 요건을 완화했다.
마크리 정부는 집권 직후 농산업 하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정부 및 군
소지방 정부, 농업부문 국가 부처와 협의 및 합의라는 구축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농업 단체들의 지지 속에 2015~20년 동안의 전략적 농업 정책 계획이 수립되었
다. 이 계획의 목표는 생산성, 경쟁력, 기술 및 혁신 개발을 기반으로 아르헨티나
를 국제시장에서 농산업부문의 벤치마킹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28) 목표 달성을 위
한 5대 전략 지침이 마련되었다.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로 달성하고 생물 다양성을

27) Aranda, D. 2012, octubre 25. “Semillas en debate.” Buenos Aires: Página 12. https://www.pagina
12.com.ar/diario/sociedad/3-206295-2012-10-25.html
28) Ministerio de Agroindustria 2018. Sector backgroun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Agroindustry for the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of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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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고 천연 자원의 질을 개선한다.
- 농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국가적 차원의 개발을 장려하면서 농산물의 제품 차
별화와 부가가치를 촉진한다.
- 농산업 사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을 증대한다.
- 가족농, 중소농, 농촌 근로자 시각에서 농지 개발을 촉진한다.
- 농산물의 다양성과 식품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
여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목표는 “농산업 강화계획(Plan de Fortalecimiento de la Agroindustria)”
과 “관개 계획(Plan de Riego)”이라는 국가 차원의 장기 발전29)에서 비롯된 2가지
상위 계획에 의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에는 외국인에게 농촌 소유권 판매를 크게 완화하였다. 비록 영토의 15%
이내와 핵심 지역에서 최대 1,000ha 구매라는 외국인 토지 소유의 한계를 수정하
지는 못했지만, 외국인의 소유권 지분을 25%에서 51%로 증가시켰다. 이로써 외국
인은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30)
마크리 정부는 농산업 부문의 육성을 중시하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아르헨티나
북부 지방의 대두 생산 보상금으로 지불하였다. 한편 가족농담당국은 예산과 정책
이 없어 마비상태가 되었다. 또한 마크리 정부는 공공 에너지 서비스 분야에 제공
되던 보조금을 중단함으로써, 식수 및 위생, 전력 및 수도 그리고 가스 및 석유 등
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중소농과 포도주 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31) 마크리 정부는
아르헨티나 토지 소유의 이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법령을 통해 많은 수자원, 삼림
및 생산 핵심 지역이 생산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외국인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
다. 이러한 풍토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거주지를 떠나게 하며, 어떤 반대 세력도
29) 국가장기발전 계획에는 국가생산협정(Acuerdo Productivo Nacional)과 인프라개발(Desarrollo de la
Infraestructura)이라는 농업부문의 큰 기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낙후된 북부지역(Jujuy, Salta,
Tucumán, Santiago del Estero, Catamarca, La Rioja, Formosa, Chaco, Corrientes 및 Misiones 주
를 포함)개발을 위한 벨그라노 플랜(Plan Belgrano)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30) Ámbito Financiero. 2016, julio 1. “Gobierno cambió la Ley de Tierras y flexibilizó venta de campos a
extranjeros.” Buenos Aires. http://www.ambito.com/845514-gobierno-cambio-la -ley-de-tierras-yflexibilizo-venta-de-campos-a-extranjeros
31) Letcher, H. 2016. “Heterogéneo y regresivo: el impacto del cambio en las economías regionales.”
Buenos Aires: Comisión de Economía Política Argentina.http://centrocepa.com.ar/informe-sobre-ec
onomias-regionales-may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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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갈등만 증가시킨다.
6만 명의 농민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만 해도 최소 850건이 된다.32) 얼굴 없는
기업들은 오랜 생활의 터전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 토
지를 구입한 얼굴 없는 주인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아르헨티나 내 토지 구매
의 자유화는 마크리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비즈니스 성격이 강해 국가 주권을 훼
손할 수 있다는 비평도 있다.
등록소가 토지 구매 승인 요청을 한 회사들의 내면을 분석한 결과, 110만 ha(수
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5배 면적)가 안티구아이바르부이다, 영국령 버진아일랜
드, 룩셈부르크 및 기타 페이퍼 컴퍼니의 천국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으로 판명되
고 있다.33)
<표 2> 전체 농경지 대비 외국인 점유 비중
총 면적(ha)

279,181,000

농지면적(ha)

266,707,361

외국인 소유 농지면적(ha)

16,253,279

외국인 점유 비중

6.09%

자료: IGN(국립지리연구소).

마크리 정부의 토지법 26.737를 수정한 대통령 법령 820/2016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천연자원에 대한 전략적 지역에도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면서 사회조직, 농민, 중소농, 농업기술자 등 농업 부문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산타페
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4.2%로 다른 팜파스 지역에 속
하는 지방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한편, 토지의 거의 60 %를 차지하는 2,044 명
의 소유주가 있다. 이는 350만 명이 사는 지방에서 0.06 %가 토지의 60 %를 소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타페 주는 주 법령 9319를 통해 구역별로 토지 소유 규모를 20~2,500ha로
차별 적용하고 있다.
32) https://farmlandgrab.org/26559, 2020년 11월 20일 검색
33) http://estrategi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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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정책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 및 과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치적인 측
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정작 농업은 필요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채 농민 스스
로 자구책을 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농민을 생산적 관점보다
는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따라서 농업정책은 일반적으로 소농의
희생에 기본을 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취해왔다고 본다. 소농은 국가 발전에서
한 번도 중심적인 생산요인으로 간주된 적이 없었다. 또한 팜파스 지역과 비팜파
스 지역 간에 프로세스의 상이성이 고려된 적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정책의 비연속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정권의 정치색에
따라 나라의 근간인 농업 부문이 크게 동요되는 것이다. 농촌 개발과 중소농의 보호
는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이 추진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아르헨티나 농업을 존립할 수 있게 했지만, 농업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농업체제와 수출 증대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존속하면서 가족농 문제는 국가 농업발전 모델에서 소외되고 있다.
국가 재정의 높은 비중이 농업에 있다는 문제는 스페인의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럽의 필요에 의한 제한된 생산의 다양
화, 수출에의 높은 집중도는 오늘날에도 아르헨티나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
다.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농업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의 국가발전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업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농업정책이 추
구해 나가야 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광대한 영토를
지닌 나라이기 때문에 지형학적 입지와 생산단위의 규모를 고려한 지역별로 차별
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북부의 담배 생산지는 수도에서 1,660km 거리라는 소외된
지역에 있으며, 남부의 사과와 배 산업은 물류와 운송비로 고전하고 있는 등 지역
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아르헨티나의 농업 부문은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공급망
(예: 곡물)과 덜 발달된 공급망(예: 원예, 과일, 담배 및 와인)이 공존하고 있다.
후자에 속한 작물들은 팜파스 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주로 국가의 북부, 남부 및 서
부 지역에서 재배되며 "지역경제특용작물"로 알려져 있다. 비팜파스 농업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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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스 지역의 곡물 부문이 누리는 혁신에 뒤쳐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낙후된 지역에는 특정 세금의 유예라든가 공공 정책자금에
의한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문제는 작은
공공 정책 지원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 농업 인프라
개선, R&D, 서비스 확장 및 기술 지원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연방 공화국이지만 하나의 국가 개념이며, 지역경제는 중앙 정부
에 의해 지배받는 관료주의적 성격이 강한 공공부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가 관료주의적 성격을 보인다면 지방의 경제상황은 생산성이 낮아져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장기적 계획
으로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이 지속가능한 발전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치의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부가가치 농업의 설계 및 확산이 필요하다. 미주개발은행(IDB)의
연구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에서 2020년 현재 애그테크(agtech)34)와
관련된 450개의 사업이 있다.35) 이 중 50% 이상이 브라질에, 23%가 아르헨티나
에 있다.
애그테크로 인해 생산, 환경 및 시장 전반에 걸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르
헨티나의 국립농목기술연구원(INTA)에 의하면, 농업생산자의 78%가 애그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며, 67%는 애그테크 활용이 소득을 크게 개선 향상시켰다고 한
다. 애그테크가 보다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현재 1,500ha이상을 보유한 생산자 또
는 농업관련 기술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300ha 미만의 중소 생산자에게도 사
용을 확산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가치사슬 분야에 최첨단 농업기술이 미친다면 기
계화, 자동화, 빅 데이터로 인한 세밀한 농업활동,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및 구매와
재원의 플랫폼을 통해 생산성,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이 제고될 것
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도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차
원에서도 큰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대부분의 농
장들은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곡물의 경우 종자, 파종, 농약, 비
료, 농기계, 인력, 수확량, 유통, 기술 등, 축산의 경우 사육, 생육정보, 도축 및 유

34) 애그테크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단어로 농업 전반에 인공지능(AI), IoT,
드론, 로봇 등의 IT기술이 투입되어 변혁적 농업을 이끄는 통합관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35) Clarín.com, 26/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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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등을 보다 섬세히 관리함으로써 농업잠재력을 극대화할 필요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농기계, 농업용 로봇, 위성,
드론, 빅데이터 등 애그테크를 농업부문 전반에 접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농업 과학 기술의 하나로 아르헨티나는 두 번째 위성 SAOCOM을 쏘아
올렸으며, 이로써 토양과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애
그테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르헨티나는 2020년 2,400여 개의 파종기를
판매했는데 이 중 90% 이상이 파종 모니터를 갖춘 장비였다.
셋째, 농촌 발전 재원의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
는 것은 무의미하다. 합리적인 농촌발전 자금 조달 방식과 이자율의 문제이다. 현
재 이 부문의 혜택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정부의 자그마한 정책 변화
라도 농촌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 농업부문의 과제는 크게 투자유치, 시장 개척, 생산과 유통 그리고
무역 시스템 개선, 생산자 및 수출업자의 경쟁력 강화, 농촌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농촌 인력 확보 및 농기술 인력 양성 등으로 재원 마련이 농업부문 개혁의 출발이
된다.
아르헨티나의 농산물은 국내외 가치 사슬에 통합되면서 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즉, 아르헨티나의 곡물 원료는 해외에서 투입물(inputs)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 농업 부가가치의 33%는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55%는
국내 다른 가공업으로 투입된다. 반면에 후방연쇄효과는 11%로 매우 낮다. 향후
애그테크 도입 등과 같은 농업부문에 ICT 기술을 입히는 후방연쇄효과를 보다 창
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농촌사회 및 농업부문에 생산성 증대와 ICT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초기
자본의 유입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원 부족과 대농장주의 현재
농법 고수 간의 괴리를 좁혀 나감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과제가 될 것
이다.
넷째, 아르헨티나의 농촌개발과 가족농 문제이다. 정부 정책은 농촌 발전 모델
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농촌의 문제는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행위자 즉 농민, 원주민, 소농, 대농, 농산업 부문 등이 있어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혁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중 가족농의 농촌사회 통합은 오랜 세월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문제 중 하나이다.
가족농 또는 소농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이야 말로 가장 생산적인 지원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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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될 수 있다.36) 특히 토지의 집중화, 이농현상 심화와 외국인 소유의 증가
로 식량안보가 문제 될 수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정부의 가족농 문제 해결에 올
바른 개입이 요구된다.37)
다섯째, 아르헨티나형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다. 국제곡물시장에서 아
르헨티나가 주요 공급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농업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15년 간 정부는 국제곡물시장에서 굳건한 위
치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의 집중화를 통한 대규모 농장으로 유도하고, 조세 경감,
다국적 기업에 신용공여 등을 지원해 왔다. 동시에 농정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일환으로 분배에 관련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인식했다.
아르헨티나의 농업정책은 21세기 최대 이슈가 되는 자연 회생이라는 문제와 직
면해서 토양과 지역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과제를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농정 거
버넌스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두의 집중적인 생산 확장으로 인한 자
연 채굴의 심화, 더불어 금과 구리 등의 광물자원의 채굴 문제라는 신채굴주의
(neoextractivismo)38)와 어떻게 곡물 생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지가 정부
와 지역 모두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가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별로 농정 거버
넌스 모델이 요구된다. 지방별로 농업발전포럼을 만들어서 직면한 농정문제(생태
보전, 생산, 유통, 가격, 농촌인력, 농촌문제, 수출 등)를 정부, 농업인단체, 시민
사회단체, 협동조합, 농업관련산업 등 주요 참여주체의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로컬 농정 거버넌스의 형성과 운용이 중요하다.
지방의 문제를 중앙이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지방의 이해관계자들이 현지 농정
에 결정과 집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36) De Dios, R. 1999. “Políticas activas de desarrollo sustentable para la pequeña producción
agropecuaria en Argentina.” Revista Trabajo y Sociedad, 1(1), pp. 1-12; Rodríguez Enríquez, C.,
& Reyes, M. F. 2006. “La política social en la Argentina post-convertibilidad: políticas
asistenciales como respuesta a los problemas de empleo.” Documento de Trabajo, No. 55.
Buenos Aires: Centro Interdisciplinario para el Estudio de Políticas Públicas.
37) Rodríguez Sperat, R., Paz, R. G., Suarez, V., & Díaz, J. P. 2015. “Construyendo mercados desde
la propia finca: tres experiencias sobre circuitos cortos en la agricultura familiar.” Revista
AgroSur, 1(43), pp. 3-17.
38) Marian Sola Álvarez, Argentina’s New Extractivism, Global Dialogue, Vol. 6,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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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직파농법의 확대 재생산이다. 팜파스 지역의 농업
생태계는 오랜 농업 행위의 역사로 토양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토양의 악화와
회복력이라는 개념은 동시에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1970년대 팜파스 지역은 생산의 큰 폭의 증가, 최신 기술의 도입, 새로운 생산
조직 형태의 개발 등으로 토양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두 경작의 팽창은 물
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토양의 악화를 가속화시켰다. ‘80년대 근대화
영농행위(agriculturización)의 급속한 팽창은 토양의 질 회복 차원에서 보존이라
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90년대 토양 침식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직파 시스템이 확
산되면서 작물의 유기체를 덮개로 활용한 농법으로 상당 부분 토양이 보존될 수
있었다. 아울러 옥수수, 밀, 수수 등이 윤작을 하게 되면서 지속가능 농업 시스템
이 작동될 수 있었다. 비료 역시도 수확 후 유기체 덮개 등으로 얻어진 영양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존 농업으로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림 2> 직파 농업을 위한 농기계 모습

자료: https://prezi.com/p/ax0k7p0vz7ss/agriculturizacion-y-neoliberalismo.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인한 천연자원의 훼손에 따라 농축산업 경계가 주변 지역
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의 차코 지방까지 생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건조 내지 반건조 지역은 영토의 약 75%가 해당된다. 이 중
아주 심각한 사막화를 보이는 면적은 10%, 완만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면적은
약 60%에 달한다.
기후 변화와 인간의 행위는 토양의 생태, 생산 및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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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인구의 30%에 달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사막
화의 피해가 초래되는 면적은 매년 65만 ha에 달한다.40) 사막화의 문제는 매우 복
합적이어서 적합한 정책이 요구된다. 생산 증대의 대안 방법 부족, 부재 지주, 유
통 및 지역 고립의 문제가 사막화를 진행시키지만, 빈곤과 이농의 문제도 사막화
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곱째, 정부의 농업부문 가치사슬에 대한 구조적이고 민주적인 혁신이 필요하
다.매년 4월 17일은 “국제농민투쟁의 날(Día Internacional de la Lucha
Campesina)”이다. 이는 1996년 브라질에서 식품 생산을 위한 토지 접근권 보장
및 식량자주권을 주창한 “무토지 농민 운동(Movimiento Sin Tierra: MST)” 단체
의 19명의 농민이 살해당한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경우 1%의 농장주가 농경지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소농들
의 토지 접근을 어렵게 한다. 소농의 55%는 2%의 농경지와 씨름을 하고 있으며,
수 천 명의 가족농은 농지를 임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공
유지 구매에 대한 과다한 가격 책정, 불안정한 공급 및 소비자 가격의 상승 등 농
산업 체인에 보이지 않는 구조로 작용한다.
한편 국내 생산 독과점과 투기 세력들은 다국적기업과 연합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습이 현존하는 가운데, 식품의 수
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구조의 민주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마크리 정부는 국가 주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이를 마크리주의(macrismo)41)라고 한다. 즉, 사회 중하층 시민을 위한 경제
적 지원, 보건위생 시스템 강화, 식료품의 중하층을 위한 안정적 공급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투자를 시행하고, 경작지의 36%를 소유하고 있는 1%의 농장주에
게 적합한 세금을 부과하고, 가족농에게 농지 접근에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만
일 개혁이 비구조적이거나 비민주적일 때 정부의 의도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42)
이러한 토지의 독과점 체제 하에서 수년 전부터 토지노동자연맹(Unión
de Trabajadores de la Tierra)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농업단지(Colonias
39) https://fecic.org.ar/la-agricultura-en-la-argentina/
40) https://www.lanacion.com.ar/sociedad/la-desertificacion-dana-650000-hectareas-en-la-argentinatodos-los-anos-nid2102322/
41) 마크리주의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Mauricio Macri(2015.12~2019.12)의 시장중심경제 정책을 말한다.
42) https://www.pagina12.com.ar/260448-tierra-para-quien-la-trab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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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ecológicas) 사례에서 몇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단지들은 소농들에게
삶과 노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의 수 천 명의 가구에 건강한 식
품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여러 생태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
방의 루한시 하우레기(Jáuregui, Luján)의 84ha에서 우수한 식품이 생산되어 도
시의 6,750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단지들은 협동의 힘으로 제품의 유
통과 물류도 공유함으로써 생산되는 식품을 백화점이나 시장에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림 3> 하우레기 생태농업단지의 UTT 모자를 쓴 농민의 작업 모습

자료: https://www.lanacion.com.ar/lifestyle/colonia-jauregui-como-se-organizaron-producir-verduras
-nid2512697

여덟째, GM 작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GM 작물 생산 국가이다. 아르헨티나는 국립농업기술연구소 등이 꾸준
히 GM 작물에 대한 연구 조사를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국민들의 GM 작물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다.
도리어 GM 작물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첫째, 전체 일자리 증가의
36%에 해당하는 100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이다. 둘째, GM 콩의 확산으로 축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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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생산성이 제고되었다. 셋째, 제초제 내성 콩 품종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
서 대두 부문의 영향력이 제고되었다.43) 이러한 GM 작물의 정착은 농업기술인 등
관료들의 정책적 및 제도적 틀 마련, 농민들의 적극적인 수용 등에 기인하면서 식
품, 사료, 가공품 분야에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44)
아르헨티나는 2006년 대두 GM(현재는 전체 콩 재배의 90%를 차지하는 제초제
내성 콩) 작물 10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
- 전체 일자리 증가의 36%에 해당하는 100 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제초제 내성 콩 품종으로 세계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졌고 그 규모는 260
조 달러 규모로 추정
- GM 콩 확산으로 축산 생산시스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부정적인 평가
- 소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 추구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와 생존을 위해 GM
콩에 의존
- 콩 작물의 이윤 증가로타 작물에 비해 우월한 입지 구축
- 토양의 비옥도 저해 문제 등
아르헨티나는 GM 작물의 생산 증가는 대두와 옥수수의 경우 식용, 사료용뿐만
아니라 공업용 투입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와 고수익으로 인해 경작면적이 증
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GMO 재배 국가로 신품종 유
전자변형작물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토양 환경과 불안전 식품이라는 부정
적 효과보다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문제 해결, 가뭄에 내성 확보, 일자리 창출, 수
익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더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들의 GM 작물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GM 작물 생산의 증가 요인으로는 곡물 소비량 증가, 유전공학 기술 발전, 과학적
근거 제시로 위해성 해소, 건강식품으로의 인식 제고 등이다.
농업부문의 신채굴주의 모델의 특징은 크게 3개의 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직
파, GM 대두 및 글리포세이트45). 20년 이상 지속된 대두의 국경 확장은 의심할
43) 농촌진흥청, 해외농업정보, 2008.07.30.
44) New Biotechnology,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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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없이 토양의 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농지 국경의 확장은 소농의 사라짐과 원
주민 및 농민들의 이농을 확산하여, 대도시에서의 불안정한 정주를 야기하게 된
다. 직파는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며, 글리포세이트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2020년 10월 자국의 바이오기술회사 비오세레스(Bioceres)의 유
전자변형 밀 품종인 HB4에 대한 상용화를 승인함으로써, 유전자변형 밀을 허용한
세계에서 첫 국가가 되었다.46) 아직은 브라질로의 공급을 협상하는 수준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기회 창출이 과학과 생산이 접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
다. 이 품종은 가뭄에 강하고 암모늄의 제초제에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은 그
어떤 나라도 유전자변형 밀을 수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지만, 아르헨티나 정부
는 신품종을 경작하는 농민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47)
아홉째, 바이오 연료 정책의 추진이다. 아르헨티나는 대두 및 해바라기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의 대규모 수출국이며, 적극적인 바이오 연료 정책을 지니
고 있다. 2006년 승인된 바이오 연료법 26.093은 2010년부터 5%부터 시작하여
디젤의 경우 10%, 가솔린의 경우 12%로 점진적으로 필수 혼합율을 증가하고자
한다.48)
2021년 법이 만료될 때까지 국내 시장에서 공급되는 바이오 연료 생산에 대해
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보장한다. 바이오 연료 생산은 일
부 다음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바이오 연료 수출은 역사적으로
곡물 및 유지 종자 수출보다 세율이 낮추는 등 가공 과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② 바이오 연료의 국내 소비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VAT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에탄올 역시 중요한 바이오연료가 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지구상의 많은 인구들의 식량은 옥수수 및 사탕수수로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즉 식용이지만 최근 수익성으로 인해 공업용으로의 투입이 증가하면서 가격
이 폭등할 수 있으며, 이로 이해 지구촌의 기아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45)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GMO(유전자재조합) 종자 회사이자 농약 회사인 몬샌토(Monsanto: 2018년
독일 바이엘에 합병)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으로 토양에는 약간의 지속성을, 동
물에는 약한 독성을 보인다. 그러나 방향제 아미노산을 억제해서 식물이 고사하게 되는 문제도 가
지고 있다.
46) https://www.ambito.com/agronegocios/trigo/argentina-es-el-primer-pais-del-mundo-autorizar-tran
sgenico-n5139116
47) AGRONEGOCIOS, 09 Octubre 2020.
4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d3d38b49-es/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d3d38b49
-es Políticas Agrícolas en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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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아르헨티나의 농민들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경험한 적이 극히
적다. 정부지원 없는 오랜 자생력 기반의 농업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보조
금을 지원하지 않는 케언스그룹49)의 회원으로 오랜 기간 자립해 오고 있어 정부의
큰 지원을 바라지도 않고 있으나, 최근 경쟁력 제고 면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에게 있어 농업 생산은 영토에 골고루 분산되어 행해지는 경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농촌은 누군가에는 일터이며,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발전
에 기여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지난 50년 동안 서유
럽과 북미 국가들은 농업 부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개발하여 농촌
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이탈을 방지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전
략을 추구했다. 즉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소득세, 토지세, 부채 및 대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해당 부문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자와 국제기구는 국가가 채택한 농업정책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론은 OECD의 “생산자지지추정치(Estimados de Apoyo al Productor: EAP)”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농업정책의 영향을 국가별로 측정하고
있다.
크게 지원은 두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EAP는 ‘재정지불액’과 ‘시장가격지
지(=국내외 가격차×총생산량)’로 구성되며, 시장가격지지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관세･쿼터 및 각종 수입규제･정부지지정책)을 통
해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화폐액을 나타낸다. EAP는 정부 예산에 의한 재정지출액
뿐만 아니라,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도 정부에 의한 농업보
호로 포함해 계산되는 개념이다.
OECD의 최근 추정치에 아르헨티나가 포함되어 지난 25년 동안의 주요 식품 생
산자들과 지역 농업정책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50) 2006~2019년 유럽연합
(EU-28)과 미국은 가장 포괄적인 정책(관세 및 직접 보조금)을 시행한 국가로
EAP가 20% 및 10%에 달한다. 물론 EU-28과 미국은 1997~2001년에 비해 EAP
49) 케언스그룹은 1986년 호주의 케언스시에서 결성된 모임으로 농산물 수출국 중에서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케언스그룹에 들어 가 있는 중
남미 국가에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볼리비아, 코스타
리카, 과테말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50) https://www.oecd.org/countries/argentina/politicas-agricolas-en-argentina-9789264311879-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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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12%와 9% 감축했다. 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칠레는 2016~2019년 EAP가
2%와 3%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그 어느 나라도 농산물 수출에 수출세를 적용
하지 않는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각각 2%와 0.6%의 EAP를 기록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002년 이후 분석된 국가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르헨
티나는 다른 유형의 농업정책을 통해 농업부문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주된 문제는 1차 산품 및 농산물 가공품에 부과하는 수
출세였다. 2016~2019년 OECD가 추정한 EAP는 –15%에 달했으며, 이는
1997~2001년 약 1%였던 것에 비교해 볼 때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15년 EAP는 –25%를 초과했으며, 2008~2011년은 –41%까지 도달했다.
결국 아르헨티나 농업부문의 수출세가 지속되는 경우 농업 부문의 성장이 둔화 될
수 있다.51)
<그림 4> 아르헨티나의 EAP 동향: 1997~2020

자료: OECD-PSE. 2019.

51) https://www.diarioalfil.com.ar/2020/07/13/politicas-agricolas-argentina-nuevamente-por-mal-ca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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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정책 결정 정부 기관과 민간 농업 관련 단체들의 특성
3.1. 정부기관
농업정책에 대한 행정, 정책 결정 및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주무부서는 농축수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이다.
아르헨티나의 농축수산부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모두 6개의 산하 행정기구와 5
개의 독립 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6개 산하 행정기구는 농축수산부자문위원
회, 식품바이오경제 및 지역개발실, 가족농여성원주민실, 농축수산실, 농산물시장
실, 행정업무실로 구별되며, 5개의 독립 연구기관은 국립 농식품 위생 및 품질연
구소(SENASA), 국립농업기술연구소(INTA), 국가종자연구소(INASE)52), 국립 수
산연구개발연구소(INIDEP) 그리고 국립포도진흥연구소(INV)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부문에서 공공지출의 핵심 부분은 주로 농업 지식과 혁신, 식품 검역 및 위
생과 같은 서비스이다. INTA는 작물, 종자 및 육류 등에 대한 조사연구 실행 및
확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SENASA는 동식물 식품 위생 및 검역 그리고 수출 프로
토콜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5>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 조직도

자료;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52) 새로운 종자 내지 품종을 개발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INASE(National Seed Institute) 기구의 제도 및
운영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대형 농업
생산자, 축산업체, 다국적 기업 및 공공 기관과 같은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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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농축수산부는 장관급이지만 과거에는 생산부 또는 경제부 내에서
농업업무를 관장을 해 올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그
지위가 up-down되어 왔다.53) 아르헨티나는 연방 국가이며, 일부 정책 권한과 적
용은 주에 일임한다. 주 정부는 지역 개발 전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016년 정부는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연방농업위원회(CFA)를 강화하여 지방의
농산업 부문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했다. CFA는 지방,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대화
를 통해 해결 과제를 찾아 기술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FA
는 국가집행위원회의 자문 및 부문 조정 기관(법률 No. 23843/1990에 의해 생성
됨)으로 농축수산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북서, 북동, 쿠요, 팜파스 및 파타
고니아의 5개 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현재 농축수산부가 집행하는 정책 중에 소농과 농촌 빈곤층을 위한 정
책도 있다. 이는 주로 정부, 국제기구, 농민이익단체 및 국제협력 등과 협력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정책을 보면 아르헨티나 극빈
자층의 40%에 해당하는 농촌 거주 120만 명의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농촌발
전전략(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Rural)을 보완한 국가가족농포럼
(Foro Nacional de la Agricultura Familiar)을 창설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중소농이 정부와 더불어 농촌발전에 대한 정책을 토의할 수 있
다.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농업상생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소득이 미미한 생
산구조를 지속가능하고 소득창출형 생산구조로 전환, 농촌 젊은이 우대, 식량안보
개선 및 농업공동체에 기업의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다. 농촌 빈곤 퇴치를 위해 많
은 기관들이 협력하게 되며, 총 1.6억 달러가 투자된다. 이는 43,000명의 농민에
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 전략에는 국제협력도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 운송 인프라를 개
선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을 협력하고 있
다. 건설을 통해 철로 주변의 농촌 마을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54)

53) 농업의 주무부서는 1871년에는 내무부 산하 국가농업과로, 1898년에는 농업부로, 1958년에는 경제
부 산하 농축산국으로, 1972~73년은 부로 승격되었다가, 1981년에는 경제부 산하 기구로, 2002~03
년은 생산부 산하로, 2009년에는 농축수산부로, 2015년에는 농산업부로, 2016년에는 생산부의 산
하로, 2019년 8월에는 다시 농축수산부로 승격되었다. 일관성있는 장기 농업 플랜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54) http://spanish.peopledaily.com.cn/n3/2018/0614/c31620-94715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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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소 도시 모두가 수시로 개최하면서 농업 발전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기구 지원 정책으로는 농업 및 농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극히 적은 투자를 받았으며, 대규모 관개 작업이 제한
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미주개발은행(IDB)55)이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 농업
서비스 프로그램(PROSAP)은 예외로, 주로 대규모 농업 관개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다.

3.2. 민간 농업 관련 단체
민간 투자 분야에서 PROSAP는 전국의 중소기업 및 농산업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니셔티브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IDB의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PROVIAR라는 아르헨티나 중소 와인 생산업자를 위해 관개 개선 및 농기계 등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농민이익단체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는 2007~10
년 전국 농축산물 유통관리청(ONCCA)의 소비자지지 정책이 있었다. 밀, 쇠고기
및 우유를 포함한 부문에서 첫 가공업자가 구매한 일부 식품의 가격을 보조하기도
했다.
농업국가인 만큼 농업부문의 민간기구와 농민조직체도 많다. 이는 각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농정 거버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협동조합, 연
합, 연맹, 생산자 조직, 공급 체인, 상업회의소 및 협회 등의 단체가 포함된다. 주
요 민간단체와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3.2.1. 아르헨티나 농민연대(AFA)
AFA는 1932년에 설립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제일의 농업협동조합이자 라틴 아메
리카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중 하나이다. AFA는 36,000 명의 생산자, 26 개의 센
터에 1,600명의 정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사무소가 아르헨티나 9 개
주(산타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엔트레리오스,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차
코, 살타, 투쿠만 및 산루이스)의 130개 지역에 포진되어 있다. AFA는 연간 약
500만 톤의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과 220 대 이상의 운송 트럭을 보
55) IDB는 경제발전과 사회개발 추진 및 미주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설립된 지역개발은행이다. 우리가
중남미의 프로젝트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IDB-국내개도국지원기금-현지 기구 이렇게 삼각협력 틀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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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다.56)

3.2.2. 아르헨티나 작물시험장 지역컨소시엄협회(AACREA)
AACREA는 다양한 생산 기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소규모 농부
그룹에 의해 최초의 지역농업시험컨소시엄(CREA)을 1957년에 설립되었다가,
AACREA로 발전하였다. 주요 목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신기술 실험
및 홍보, 기술 지원 제공과 지식 교환을 통해 회원들이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농업을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것이다.57)

3.2.3. 아르헨티나 해바라기협회(ASAGIR)
ASAGIR은 해바라기 및 그 파생 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비영리 시민단체
이다. 이 협회는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1차 생산, 마케팅 및 저장, 산업과학기
술연구원 등 20개 이상의 가치 사슬에 연관된 주요 참여자를 통합한다.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해바라기 생산 및 그 파생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 내지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한다.58)

3.2.4. 아르헨티나 직파생산자협회(AAPRESID)
AAPRESID는 NGO 단체로 직파를 이용한 토양 보존에 관심을 지닌 농업 생산
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AAPRESID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에서 직파를 보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혁신, 과학 및 온
라인 지식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보다 많은 생산자에게 보급함
으로써 환경 보호, 보다 안전한 식량 시스템 및 새로운 재생 에너지원과 같은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의 도전에 대응한다. 2016년 약 3,400만 ha의 곡물 생산이 직파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59)

56)
57)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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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아르헨티나 밀 협회(ARGENTRIGO)
ARGENTRIGO 협회는 밀의 연구 및 유전학 연구소, 농약, 생산, 제조, 저장,
운송, 수출 및 마케팅 서비스와 같은 밀 가치 사슬의 모든 참여자로 구성된다. 주
요 목표는 정부, 민간 및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밀 가치 사슬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 및 마케팅을 도모하는 것이다. 2004년에 설립되었으
며, 44개의 회원사(농산업체 및 연구 기관 등)로 구성되어 있다.60)

3.2.6. 아르헨티나 협동조합연합회(ACA)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ACA는 1922년에 설립되었다. 150개의 농업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5만 명의 생산자를 규합하고 있다. 150개의 협동조합은 부
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차코, 엔트레리오스, 라팜파, 리오네그로, 산타페, 산
티아고델에스테로 지방의 600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ACA는 마케팅, 투입재 공
급, 신용, 운송 및 저장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한다.61)

3.2.7. 아르헨티나 대두사슬협회(ACSOJA)
ACSOJA는 대두 생산자를 대표하기 위해 2004년에 창설된 비영리 시민 단체이
다. 목표는 고품질 대두와 그 부산물의 상업화(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포함)뿐만
아니라, 생산 및 연관 산업 분야의 R&D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62)

3.2.8. 아르헨티나 축산생산자수출업체협회(APEA)
APEA는 2003년에 창설된 쇠고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비영리 협회이지만, 그
뿌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요 목표는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쇠고기 수출의 상업적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회원에
는 비영리 시민 단체, 쇠고기 협동조합, 육종자협회 및 쇠고기 생산자 그룹이 포함
된다.63)
60)
61)
62)
63)

http://www.argentrigo.org.ar
http://www.acacoop.com.ar/
http://www.acsoja.org.ar/
http://www.apea.or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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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아르헨티나 옥수수협회(MAIZAR)
MAIZAR는 옥수수와 수수 관련 생산, 유통, 가공업 및 수출 체인의 주체들의 단
체로 협력 단체 –협회, 상공회의소, 곡물 거래소, 대학, 산업체, 공공 기관 등)-가
포함되어 있다. 2004년 3월에 창설된 MAIZAR의 주요 목표는 옥수수와 수수 사슬
에 있는 생산자, 영농기업과 조직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옥
수수 가치 사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64)

3.2.10. 아르헨티나 비료농약회의소(CIAFA)
CIAFA는 1990년에 창설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비료, 식물 위생 제품 및 그 첨
가제에 대한 성분은 물론, 농업 개선과 관련된 종자, 농약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
조, 인증, 판매 및 유통 관련 단체들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65)

3.2.11. 농축산물 위생 및 비료 회의소(CASAFE)
CASAFE는 위생 및 비료 관련 회사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성격의 협회이다. 건강
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보증하는 농산물 인증제도(GAP)를 관장하고 있으
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의 엄격한 관리도 주된 업무이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네트워크를 갖고 업계의 요구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66)

3.2.12. 농축산협동조합연합(Confederación Intercooperativa Agropecuaria
Limitada CONINAGRO)
1956년 9월 18일에 설립된 CONINAGRO는 12만개의 협동조합을 10개의 연맹으
로 묶어 연합한 조직이다. CONINAGRO의 주요 목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돌보고, 재정, 마케팅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67)
64)
65)
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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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아르헨티나 농촌연맹(CRA)
CRA는 1943년에 설립되어 오늘날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농촌사회를 16개
의 연합과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총 109,000명의 농축산 종사자가 포
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중･소농뿐만 아니라 대농도 포함되어 있다.68)

3.2.14. 식품산업코디네이터(COPAL)
COPAL은 1975년 농산업 부문의 요구와 목소리를 통합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주
요 목표는 식음료 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촉진함으
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목표를 위해 34개 분과가 있으며 모두
2,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COPAL의 구성 부문은 다음과 같다. 쇠고
기 및 그 부산물, 가금육 및 그 부산물, 수산물 및 그 부산물, 유제품, 신선하고 가
공된 과일과 채소, 소스와 보존 식품, 주스, 와인 및 맥주, 설탕, 향신료, 조미료,
마요네즈 및 드레싱, 발효 및 착색제, 전분과 포도당, 식이 제품, 소금 등이다.69)

3.2.15. 아르헨티나 와인연합(COVIAR)
COVIAR는 주요 목표로 “2020 아르헨티나 포도주 전략 플랜”의 이행을 촉진하
고자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치 사슬의 조직과 통합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의 혁신과 과정을 통해 2020 전략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아르헨티
나의 와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70)

3.2.16. 아르헨티나 농지연맹(FAA)
FAA는 1912년 소농, 일용 노동자, 무토지 농민을 대표하여 농업 개혁 및 토지 투
쟁을 다루는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창설 이래 FAA의 주요 목표는 토지 및 그 사용
에 대한 접근성 확보, 회원들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농촌개발 추구이다.71)

68)
69)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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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아르헨티나 쇠고기진흥연구소(IPCVA)
IPCVA는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가치 사슬에 의해 발의가 되고, 2001년 12월 공
표된 법령 25.507에 의해 설립된 비정부 공공기관이다. 법령에 의해 연구소는 도
축 시 발생하는 쇠고기 가치지수의 일정 분을 갹출하여 축산업자와 냉장업자의 자
조금으로 운용된다. IPCVA의 주요 목표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육류 제품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창출, 육류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설계 및
집행, 국내외 소비 증진을 위한 프로모션 전략 계획 및 시행, 그리고 생산 및 가공
공정 전반에 걸쳐 육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등이다.72)

3.2.18. 아르헨티나 농촌사회(SRA)
SRA는 1866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농촌의 삶 개선, 농촌 부문에 관련
된 기술 도입, 농촌 소득원의 다양화, 농기업의 이익 보호 등이다.73)

4. 결론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 역사 속의 농업 정책을 살펴보면, 스페인 식민통치 시대를
경험하면서 토지의 집중화와 소수 층의 지배가 오랜 정책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역사
적으로 정부는 농업을 생산적 관점보다는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소
농을 사회적 약자의 주체로만 보았지, 생산적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궁핍한 가정에 식량 소비를 지원하거나 식량을 분배하는 사회보
호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는 공공 의료 및 기본 교육에는 무료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기, 기름 및 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
을 제공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 정치적 주어는 농민
이 아닌 바로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근로자였던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농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21세기 초에도 기존의 양대 프레
임 위에 농산물수출지향 정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72) http://www.ipcva.com.ar/
73) https://www.sra.or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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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5편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교역 정책:
수출세를 중심으로
최윤국(중남미 정치･경제･문화 전문가)*

74)

1. 수출세와 생산자지지추정치로 본 아르헨티나 농업의 현실
아르헨티나 농산물 교역 정책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농산물 수출에 붙는
수출세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수출 제한과 수출세 부과는 주로 대두, 해바라기, 밀,
옥수수, 쇠고기, 우유 및 닭고기에 적용되면서, 지난 20년간 생산자의 수익은 감
소해 왔다.
수출세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으며, 수출 양적 제한
이나 수출허가제도 같은 것은 특히 밀과 쇠고기 수출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수출
제한은 국내 식료품 가격 인하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며, 다
만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재정 수입에만 기여하였다.
수출세는 연방 수입으로 지방정부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OECD 보고서1)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탈적인 농업정책을 가
지고 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절감시키는 수출세로 인해
농목부문의 소득에 해를 끼치고 있다. 2016~18년 생산자지지추정치는 평균 –
15,3%로 나타났다.

* cochoi@hanmail.net
1) OECD-PS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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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산지지지추정치: 2016~2018년

자료: OECD-PSE. 2019.

품목 중 특히 대두는 가장 중요한 수출재 중 하나이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와
납세자로 이전된 추정치는 농민 총소득의 38%로 나타났다.2) 아르헨티나에서 부
과하는 수출세는 농업부문에서 왜곡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수출세의 점진
적인 철폐와 재정 보전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이다. 수출세의 점진적 철폐
로 농업부문이 안정화되고 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OECD는 아르헨티나가 수출세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OECD는 2015
년 12월에 시행된 마크리 대통령의 수출세 폐지와 대두 수출세의 점진적인 인하
결정이 아주 정확한 방향이라고 지지하면서, 현 정부도 수출세를 2020년 말까지
철폐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2년 동안 아르헨티나 생산자들은 농업총생산의 15.3%로 추정되는 “네거티
브지지(apoyo negativo)”를 받았다. 농업부문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두에 대한 수
출세 부과가 2020년 12월말까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OECD 회
원국들은 보조금이 총소득의 19.2%를 차지했다. 2017년 17.7%에 비해 거의 2 포
인트가 증가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인도와 더불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산하는 곡물이 국제시장가격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2) https://news.agrofy.com.ar/noticia/181848/argentina-tiene-politicas-agropecuarias-mas-extorsivas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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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르헨티나 농업정책이 역사적으로 예측불가능하고 제도적으로 어긋나
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태생적으로 농산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서
수출세 부과는 국가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농민 지원이나 보호 대책이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하나
이다. 더욱이 수출세는 농목부문의 생산된 이익을 국가 재정으로 이전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러한 수출세는 농민에게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농업 부문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대두를 비
롯해 국제곡물시장의 가격보다 21%가 낮은 가격으로 매도된다는 사실이다.3)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수출세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적용되어 왔는
지 고찰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대두의 수출세가 20%라고 가정해 보자. 수출업자는 거래가 마무리
되는 순간 해외에서 입금한 금액의 20% 또는 FOB 가격의 20%를 원천 징수한다.
이 금액은 수출업자 계정이 아닌 국고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생산
자의 관련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이 아니라, 국제 시장가격의 80% 수준이 되어서
농민과 농산업자의 반발이 따르고 있다.

2. 수출세 운영의 역사적 고찰
수출세는 1862년 미뜨레(Bartolomé Mitre: 최초의 단일 연방국가 형성에 기여
및 국가 번영에 초석)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통일된 국가 재정 마련 차원에서 도
입되었다. 도입 이후 존속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제 1차 세계대전(1914~1919)이
발발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곡물과 쇠고기 등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하자 국내시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내수시장을 경시한 지나친 수출우선주의로 인해 곡물의 품귀사태는 물론 가격
폭등 현상까지 발발하면서,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자 1923년 사
회주의당 당수이자 상원의원이었던 후스토(Juan B. Justo) 주도로 곡물에 대한
수출세 도입과 소 도살장 및 쇠고기 거래의 국유화가 추진되었다. 후스토 의원은
모든 곡물에 15% 수출세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농민지원금으로 충당하
3) https://www.infobae.com/campo/2020/07/01/argentina-se-encuentra-entre-los-paises-que-menos
-asiste n-a-sus-agricul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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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정량은 내수를 위해 비축해야 하고, 국제가격시장과 독립적인 시장 가격을
고수하기 위한 법령의 입법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미 곡물 유통과 무역을 장
악한 외국계 기업들 그리고 오랜 식민지 유산인 대농장주의 반발로 인해 곡물산업
전반에 걸친 국유화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이중 환율 적용으로
아르헨티나의 대외수출량은 18%가, 수출액은 48%가 감소하였다. 일종의 수출 제
한 정책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1946년 IAPI(대외무
역진흥공사)의 설립되면서 다시 가동되었다.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무역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곡물규제위원회(Junta
Reguladora de Granos)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사실은 Bunge & Born 및
Dreyfus와 같은 독과점 곡물기업을 대체하는 곡물교역을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었
다. 즉, 국내 시장에서 모든 곡물 및 유지종자 구매는 IAPI만이 국가가 통제하는
가격으로 구매하고 수출할 수 있었다. 바로 오늘날 수출세 운영과 유사했으며 이
는 페론 정권의 무너짐과 아울러 1955년 9월 16일 종료되었다.
1955년 말에는 자유무역 기조 하에 수출세는 일괄적으로 전통적인 수출품목인
곡물, 육류 등에 25%까지 수출세를 임의적으로 적용하였다. 1958년 12월에는 수
출세는 또 다시 품목별로 고정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수출입에 대한 환율이 재조정되고, 수출에 대한 세금 적용
은 환율시장의 교란으로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차이가 커지면서 농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는 수출세가 수차례 변동되었지만, 기조는 낮게 유지되었다. 일리아
(Dr. Illia) 재임 시 모두 9번의 평가 절하가 있었다. 이는 수출세 부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밀 13%, 육류 9.5% 및 옥수수에 6.5%가 할당되었다.
수출세 부과는 1967년 3월 정부의 안정화 플랜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환율이 달
러 당 280페소에서 350페소로 평가절하되자 수출세는 20~25%로 상향조정되었으
며, 이후 점차 인하되었다.
1970년대 경제가 불안정해 지면서 악화 일로를 걷자, 경제 대책 중의 하나가 수
출세 부과였다. 징수액 증가 또는 국내가격을 국제시장가격과 분리하는 것을 골자
로 하였다. 결국 1972년 정부는 “임시 특별 수출세(derechos especiales
móviles)”를 골자로 하는 법령 19.503을 공포하고, 수출세는 어떠한 경우라도
FOB가격의 15%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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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겨우 수출세가 인하된 상태에서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수출 중단이
발생할 정도였다. 1976년 군사 정부는 바로 대부분의 수출 장벽을 철폐했으나, 얼
마 지나지 않은 1982년 또 다시 도입되었다.
민선 정부 알폰신 대통령도 1983년 12월 취임 후 수출세 징수를 통한 재정 강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인하 조치를 내렸다. 1987년에는 밀과 옥수수의 수출
세를 철폐하였으며, 다만 공업용 유지종자 부산물에는 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9년 2월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자 또 다시 수출세가 부과되었다.
1991년 이후 개방화 정책으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모든 곡물에 대한 수출세는
철폐되었다. 다만 대두 종자 및 해바라기는 3.5%를 유지하였으며, 두 작물의 식용
류와 가루분은 수출의 경우 0%를 적용하였다. 1990년대는 농산물 자유무역의 큰
획을 그은 시대였다.
본격적인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세는 2002년 1월 아르헨티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간 태환법(1달러=1페소)의 폐지와 페소화의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
는 가운데,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회구제비용(실업률 25%)과
재정 마련을 위해 수출세를 평균 10%로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후 인플레이션에 의해 국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공급안정을 목적으
로 품목마다 수출세율을 달리하였다. 곡물류의 수출세율은 대체적으로 30% 이상
으로 높은 편이지만, 쇠고기의 수출세율은 2002년 이후 오래 동안 15%를 유지하
였다.
21세기 들어 수출세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2003. 5~2007. 12) 등 주로 좌파정
부의 핵심 정책으로 운용되어 왔다. 2006년부터는 밀과 옥수수에 대해 수출 할당
제를 적용하였다. 옥수수는 오랜 기간 동안 20%, 밀은 23%라는 수출세에 큰 부담
을 경험하였다.
수출세는 곡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 35%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아르
헨티나 경제에서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부과는 정부 재정의 25% 이상을
점유하면서, 절대 빈곤층 감소와 복지 포플리즘의 재원이 되었다.
2008년 3월 크리스티나(추후 2019년 11월 대선에서는 부통령으로 당선)정부는
결의안(Resolución) 125조를 발표해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외부 환경에 맞
추어 국내시장 가격 안정 및 조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특히, 대두에
63%) 수출세 인상을 단행하였다.
이에 농업단체들은 농산물 출하를 중단하고 고속도로 점거 등 시위를 벌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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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곡물과 육류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사회 불안이 야기되었다. 이 결의안 125조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정치･경제
적 위기를 야기하였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는 대두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 수출농산물의 국제
시장 가격이 상승하자, 현 38%에 달하는 곡물수출세를 국제시세와 연동하는 체제
로 전환하여 45~95%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주간별
로 수출세율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두와 해바라기의 수출세는 2008년
3월 1일 기준으로 크게 올랐으며, 이후 2008년 5월 30일에는 대두와 옥수수의 수
출세가 다시 한 번 인상되었다.
<그림 2> 수출세 변천 과정: 2008년 2~7월 주간별 동향

자료: www.engormix.com/agricultura/articulos/argentina-efectos-negativos-derechos-t27553.htm

수출세의 기여도는 2008년 경우 재정의 13%, GDP의 3%까지 달성하였다.4) 연
간 13억 달러에 달하는 대두 수출세 징수만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30여개의
대형병원, 200여개의 중소병원, 주택, 도로 건설 및 기타 사회구제 기금으로 활용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크리스티나 정부의 수출세 인상에 즉각 반발한 4대 농업단체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곡물 유통을 통제하자, 식량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사료 곡물 부족으
로 인한 목축업자의 반발이 커졌으며, 정부의 조정능력과 농업단체들의 이기적 입
장에 반발하는 트럭운전사들의 파업도 발발하는 등 사회불안이 만연되었다. 아르
4) https://www.oecd-ilibrary.org/sites/2976f377-es/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2976f377-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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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나 농민단체들의 수출세 인상 반대 시위는 3월 11일 시작되어 약 4개월간 지
속되었다.
2001년 경제위기를 맞았던 아르헨티나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8%대의 경제성
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제농산물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힘입어 농산물의
수출 증가에 기인했다. 결국 수출세 인상에 대한 농민들과 농업단체들의 반발이라
는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는 경우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주의자인 마크리 대통령은 2015년 12월 취임 이후 약 반년 간 잇달아 개혁
을 단행하였다. 개혁의 주안점은 대두를 제외한 곡물 수출세 철폐와 외환거래나
국외 송금 규제 대폭 완화, 15년 만의 국제 금융시장 복귀에 따른 디폴트 상태 해
소 등이다.
곡물 수출세는 전 정권에서 실시된 선심 정책을 지지한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국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부과는 농업부문의
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었다. 또한 전 정부에 의해 제한되
었던 외국계기업의 과실송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아울러 재정을 빈곤층 지원뿐
만 아니라 채무상환에도 돌려서 대외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에도 노력했다.
한편, 대두에 적용하고 있던 수출세는 즉각 철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로 하였다. 이는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이다. 마크리 대통령은 당선 직
후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폐지 및 인하 등으로 정책을 개편하였다. 곡물을 중
심으로 보면, 옥수수(20%)와 밀(30%) 등 일부 농산물의 수출세를 폐지하였으며,
대두(35%에서 30%), 대두박 및 대두유(32%에서 27%)는 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
하였다.
수출세 철폐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은 2015~16년(12월
에서 11월까지)에 2007~08년 대비 1,130만 톤 즉 37%까지 감소한 상태였다. 수출
은 960만 톤 즉 14%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밀 생산은 2015~16년과 2018~19
년 사이 73%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35.4%가 증가하였다.
옥수수도 같은 경우가 되어 수출세를 폐지하자 옥수수 생산은 더 큰 폭으로 증
가하여 2015~16년과 2018~19년 사이 21.4%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무려 36.3%
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여파로 대두 수출세 인하는 2018년 이후로 연
기됨에 따라 대두에서 옥수수로의 작물전환이 가속화되어, 대두 재배면적은 줄고
옥수수는 증가하게 되었다.
2018년 9월 3일, 마크리는 나라의 재정이 여의치 않자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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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정책을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페소화 폭락 등의 경제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
는 세수 확대 방안으로 주요 곡물에 최대 12%, 대두는 3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
혔다. 세율은 달러당 4페소로 책정되었으므로, 당시 평균 환율인 38페소/달러를
적용하면 대두에는 29%, 옥수수에는 11%의 수출세가 부과되었다.
<그림 3> 페소/달러 환율 변화에 따른 품목별 수출세

주: ARS 아르헨티나 화폐 페소
자료: “BCR Weekly Review.” 2018.9.13. Bolsa de Comercio de Rosario,

실제로 마크리의 수출세 폐지 내지 감축 조치는 농산물 수출의 활성화와 농업
생산자들의 투자와 생산 증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은
오랜 기간 아르헨티나 국세 징수액의 20~25%를 차지하여, 정부재정의 주요 수입
원 역할을 하였기에, 마크리도 임기 후반기에 수출세 추가 징수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정부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IMF 관리체제 하에서 각종 긴축정책을 운용해
야 했던 마크리 정부는 결국 2019년 11월 대선에서 정권을 페론주의자들에게 넘겨
주게 되었다. 농산물 수출에 부과되는 수출세 문제는 정권의 색깔에 따라 가장 중
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2019년 10월 27일 대선에서 중도좌파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로 분류되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당선되었다. 시장주의자인 전임 마크리를 넘어 다시
페론주의5)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5)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의 예전 대통령을 지낸 후안 페론(Juan Perón)의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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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리는 수출세 폐지 내지 감축, 기술도입, 혁신 주도, 세금 절감, 기회창출 등
의 공약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불황, 공공요금
인상, 인플레 증가, IMF 관리체제로 돌입하면서 마크리 대통령이 복지 증가, 수출
지원, 농업 지원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지만 대선에서 실패함으로써, 페르난데스
당선자가 해결할 과제로 넘어갔다.
페르난데스 당선자는 일단 과거 페론주의자인 키르츠네르 정권과 거리를 두고
우선 농업 생산성과 수출 증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2019년 12
월 초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수출세 추가 부과였다. 12월 초 밀과 옥수
수 수출세는 6.7%, 대두는 24.7%였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12월 14일에는 모든 곡물 부문의 수출세에는 5.3%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두(24.7%에서 30%), 밀과 옥수수(6.7%에서 12%) 그리고 쇠고기(7%에서 9%)
에 수출세 인상을 결정하였다.6) 옥수수와 밀의 수출세 부과는 상대적으로 에이커
당 투자비용이 적은 대두로 농지 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의 품목별 수출세 인상 조치: 2019년 12월 14일
농산물

1월
(%)

8월
(%)

9월
(%)

12월
(%)

2019. 12.14.
(%)

추가 징수율
(%)

대두

29.5

26

28.8

24.7

30

5.3

옥수수

0

0

10.8

6.7

12

5.3

밀

0

0

10.8

6.7

12

5.3

수수

0

0

10.8

6.7

12

5.3

해바라기

0

0

10.8

6.7

12

5.3

보리

0

0

10.8

6.7

12

5.3

대두분

26.5

23

28.8

24.7

30

5.3

대두유

26.5

23

28.8

24.7

30

5.3

대두 펠릿

26.5

23

28.8

24.7

30

5.3

자료: fmchalet, 2019.12.15.

론주의의 핵심은 정부의 중앙집권화, 반외국자본, 시장과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공공부문의 방만
한 운영, 친노동정책, 복지정책의 확대, 연금 수급자 확대 등에 있었으나, 당시 근로자들의 근로마인
드의 상실감과 경제의 생산성 하락을 야기해서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비평도 있
다. 1976년 군사정권 시대 신자유주의를 준비 없이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문제의 핵심
이라는 이견도 있다.
6) REUTERS, “Argentina’s new government hikes export taxes on disgruntled farmers”,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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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어서 12월 17일에 페르난데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밀과 옥수수는 15%, 대주는 3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그
러나 부가가치상품에 대한 수출세는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제안되어 있어, 대두유
와 대두박에 대한 수출세는 3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다른 주요 수출품목인 쇠고기에 대해서는 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부가가치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세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15%가 부과될 전망
이다.7) 이러한 신정부의 수출세 증액 논의에 농민단체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대선 기간 중 페르난데스는 ‘피케테로스(Piqueteros=picketers)’8) 지도자인 후
안 그라보이스(Juan Grabois)가 농민을 대변하는 농지개혁안 즉 “아르헨티나 내
에서 누구든지 5,000ha를 소유할 수 없다”를 주장하자, 페르난데스는 급진적인 개
혁안에 반대하지만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농민층의 표를 의식하였다.
이어 페르난데스는 대표적인 농민기관인 농촌사회연합(SR), Coninagro(농축협
연맹), 농민연합(FA) 및 농촌조합(CR) 등과 회동을 하면서 대선에서의 정치적 지
지를 호소하였다.9) 이는 농업부문이 아르헨티나 수출의 65%, 경제의 40%, 일자
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부문이기 때문이다.10) 그러나 농민들은 신정부가
과거처럼 농업부문에의 개입을 강화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부통령으로 선출된 크리스티나(2007~2015년 대통령으로 2019년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 페르난데스의 런닝 파트너)가 과거 대통령 시절 수출세 인
상으로 농민들의 거센 저항 운동이 지속되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0년 3월 법령 230/2020에 의해 페르난데스 신정부는 밀과 옥수수 수
출세는 12%를 유지하고, 대두에 대한 수출세는 30%에서 33%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이는 농업부문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세가 3개월 만에 두 번이나 재조정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외화획득
원인 곡물의 수출세는 지난 시장주의자인 마크리 정부가 인하한 것을 현 페론주의
정부에서 다시 인상을 확정하였다. 이 중 대두는 바로 또 다시 3포인트 인상을 하
게 되면서 농업부문의 저항을 야기하게 되었다.

7) Buenos Aires Times, “New tax hike is nightmare come true for Argentina’s farmers”, 2019. 12. 17.
8) 피케테로스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대안사회운동의 하나이다. 시위 군중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9) www.clarin.com/politica/medio-polemica-reforma-agraria-grabois-alberto-fernandez-saludo-agro-dia
_0_OU5onm3Gq.html
10) https://apnews.com/f94c444903fa4c15afde8bbcc587c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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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새로운 농산물 수출세 부과 현황: 2020년 3월
단위: %

대두

29.5

26.0

28.8

24.7

30.0

33.0

증감
(포인트)
3.0

옥수수

0.0

0.0

10.8

6.7

12.0

12.0

0.0

밀

0.0

0.0

10.8

6.7

12.0

12.0

0.0

2018.01 2018.08

곡물

부산물

2018.09 2019.12 2020.03 2020.03.05

보리

0.0

0.0

10.8

6.7

12.0

12.0

0.0

해바라기

0.0

0.0

10.8

6.7

12.0

7.0

-5.0

수수

0.0

0.0

10.8

6.7

12.0

12.0

0.0

대두분

26.5

23.0

28.8

24.7

30.0

33.0

3.0

대두유

26.5

23.0

28.8

24.7

30.0

33.0

3.0

대두펠렛

26.5

23.0

28.8

24.7

30.0

33.0

3.0

옥수수가루

0.0

0.0

8.1

5.0

9.0

5.0

-4.0

밀가루

0.0

0.0

8.1

5.0

9.0

7.0

-2.0

해바라기유

0.0

0.0

8.1

5.0

12.0

5.0

-7.0

자료: https://www.cronista.com/economiapolitica/Retenciones-punto-por-puntocomo-seran-las-nuevasalicuotas-20200303-0042.html

2020년 3월 5일 기준 기타 농축수산물의 수출세를 보면, 쌀의 수출세는 조곡
6%(정곡은 5%), 수산물은 7% 그리고 육류는 9%(돼지고기 및 양고기는 5%)이다.
이 외에 땅콩은 7%, 수산물은 7%를 부과하고 있다.
<그림 4> 작물별 수출세 현황: 2020.03.05

자료: https://www.cronista.com/economiapolitica/Retenciones-punto-por-punto-como-seran-las-nuevas
-alicuotas-20200303-00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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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농업 전문가들은 마크리의 농업부문 성과11)를 페르난데스 신정부가 이어
서 지속적으로 생산성 증대와 수출 증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12) 농업
부문은 수출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마다 우선 정책이 되고 있다.
곡물 생산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신정부가 수출세 인상으로 국내공급의 안정화
및 복지 수요 충족을 도모할 것인지 기대된다. 아니면 생산성 증대와 수출 증대로
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지속가능성장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로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페르난데스의 대선 공약 중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구체
적인 정책은 피하고 피상적인 말 밖에 없다는 점이다. 팜파스의 농민들은 아르헨
티나의 오래 된 격언인 “명백해 질 때 까지는 말의 안장을 내려놓자(Hay que
desensillar hasta que aclare)”를 빗대어, “알베르토 신정부의 농업정책이 분명
해 질 때 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나타낸다.

3. 수출세의 세입구조 비중과 지역별 비중
아르헨티나는 대통령마다 수출세를 가장 매력적인 카드로 만지작거린다. 그 이
유를 알기 위해서는 수출세가 지니는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2019년 페
소화로 환산한 수출세는 2,300억 페소로 전년대비 1,420억 페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 1,420억 페소라는 금액은 GDP의 0.8%에 해당되며, 2019년 전체 수
출세는 GDP의 2%로 전망된다.14)
2020년 상반기 수출세 징수액과 품목별 비중을 보면, 곡물과 유지종자가 전체
의 8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재정적자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지역경제특용작물이 4%, 육류 4% 그리고 낙농 1%순이다.
11) 2015~’19년 농업부문은 식부면적 4%증가, 곡물생산 20%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밀 생산은
2014/15년 1,370만 톤에서 1,900만 톤으로, 옥수수는 식부면적 증가로 동 기간 340만 톤에서 600
만 톤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12) https://www.clarin.com/rural/negocio-agricola-hizo-pudo-viene_0_KeNW4Vpn.html
13) 평균 환율은 달러당 43.60페소로 계산하였다.
14) 2000년대에 들어 수출세가 다시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2002~2015년 총 세입의 10% 이상, GDP 대
비 평균 2%를 점유하였다. 2008년에는 최고치인 GDP의 3.1%를 차지하는 등 정부의 중요한 세원
이 되었다. 2015년 신정부의 수출세 인하 및 폐지 이후 대두에 대한 수출세만 유지되어 수출세 수
입은 GDP의 0.6%로 감소하였다. 재정 대비 수출세 비중은 정부가 수출세를 쉽게 포기할 수 없게
하는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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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수출세 징수로 인한 조세 수입은 36.3억 달러이며, 작물별로 보
면, 대두 부문이 25.1억 달러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옥수수 부문이 4
억 달러로 10.9% 그리고 밀 부문이 2.2억 달러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품목별 수출세 징수액과 비중: 2020년 상반기

자료: FADA. 2020.8.

곡물, 가루, 식용류 및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출세는 2018년에 재정적자의
40%(1,420억 페소)를 보전, 2019년에는 60%를 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15) 아르
헨티나의 비금융공공부문 세입 구조에서 수출세는 사회보장세 및 부가가치세에 이
어 3번째 주요 세원이다. 사회보장세가 전체의 36%, 부가가치세가 20%를 차지하
며, 수출세는 13%를 차지한다.16)

15) https://agrolink.com.ar/el-campo-y-la-agroindustria-aportaran-230-000-millones-en-dex-para-red
ucir-el-deficit-fiscal-en-2019-2/
16) https://www.spglobal.com/platts/es/products-services/agriculture/biofuel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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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금융 공공부문의 세입 구성비: 2019 예산 편성 기준

자료: agrolink, 2019.2.

농업과 농식품가공업의 중요성은 수출세로 인한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국세 징
수에서 지니는 영향력도 크다. 국세 징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
가가치세, 수출세, 소득세 및 법인세 그리고 금융거래세(impuestos a los Débitos
y Créditos bancarios) 등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총
징수액의 약 33%를 나타내며, 수출세가 31%로 국세 비중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사회보장세가 19%, 소득세가 11%를 차지한다.
<그림 7> 2019년 국세에서 차지하는 농업과 농산업부문의 기여도

자료: Bolsa de Comercio de Rosario(로사리오 곡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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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세 기여도를 보면, 유지종자, 곡물, 축산 순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대두의 수출세 부과 증액은 모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아르헨티나
농업부문에서 대두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대두에 대한 수출세는 세율과
재정 면에서 가장 높다.
20년 전 대두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 동물 사료 또는 식단의 전통적인 구성 요
소가 아니었다. 이 유지 종자의 경우 수출세의 명시적인 목표는 점점 더 수익성이
있는 수출로 인한 세수를 늘리는 것이었는데, 때 마침 국제 가격은 2000년대에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대두의 수출세는 2001년 3.5%에서 2008년 3월 최대 44%에 도
달하기도 했다.
대두와 그 부산물에서 수출세 비중이 높은 품목은 대두분, 대두유, 대두 순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대두 수출세를 1포인트 인상 시와 3포인트 인상 시 증액
규모이다. 바로 이러한 효과 때문에 모든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된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사회적 저항을 고려해서 사회연대법(Ley de Solidaridad
Social)에 의거 수출세 증가분의 67%를 사회프로그램 재원으로, 3%를 소농과 농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진흥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17)
<그림 8> 대두 부문의 수출세 징수액: 2010~2019 평균
단위: 백만 달러

자료: Red Consultora, 2020.2.

17) https://www.baenegocios.com/economia/El-Gobierno-buscara-recaudar-mas-de-USD500-millones
-con-la-suba-de-retenciones-a-la-soja-20200226-0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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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페르난데스 정부는 조금 양보해서 “사회연대 및 생산성 진흥법(일명 Ley
de Emergencia)”에 따라 2020년 10월 한 달 동안 대두와 그 부산물 수출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33%에서 30%로 인하하고, 11월에는 다시 31.5% 그리고 2021년 1
월 이후에는 현행 수준인 33%로 할 것을 표명했다.18)
지방별, 농산물 수출세 징수 현황을 보면 곡물의 경우 가장 많은 부담을 하는 주
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이며, 이어서 코르도바, 산타페 순이다. 쇠고기의 경우 부에
노스아이레스주가 지배적이며, 포도주는 멘도사 주가 지배적이며, 이어 산후안주
가 된다. 포도주를 제외하고는 내륙 지방으로 들어 갈수록 수출세 징수액이 작아
진다.
<그림 9> 지방별 수출세 징수 현황: 2020년 상반기
단위: US$ 백만

자료: FADA, 2020.8.

18) https://www.infobae.com/economia/2020/10/05/retenciones-el-gobierno-oficializara-las-rebajas-para
-acelerar-las-exportaciones-y-el-ingreso-de-dol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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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세 징수 평가와 전망
수출세 징수 목적으로는 첫째, 연방정부 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된다. 수출
세 등의 징수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재정 부족, 탈세 등의 사정 상 가장 정확하게
들어 올 수 있는 조세가 된다.
둘째, 저렴한 농산물 투입재로 가공하는 농식품 산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가공 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내수가 작은
대두의 경우, 국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수출세를 최고로 부과하고 있다.
셋째, 수출 제한으로 국내식품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빈곤층
에게 혜택을 주는 일종의 사회연대법(Ley de Solidaridad Social)에 준한 사회적
조치가 된다.
이 같은 세 가지 동기에도 불구하고 잦은 수출세 정책은 왜곡되어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이해집단 간 갈등도 야기하였는데 반대 측은 농민단체, 곡물수출업자, 다국적
수출업체 등이며, 찬성 측은 피케테로스(piqueteros) 및 도시 저소득층이었다. 수
출세 부과로 인한 농민, 농업서비스업체 및 내륙 지역의 농목업 종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가격: 국제가격과 연동되는 수출세 부과는 인상 폭이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
농민들은 상품을 보존할 여하한 메리트를 찾을 수 없어 수확 시 공급과잉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가격의 폭락으로 연계될 수 있다.
- 물류: 인상 폭 상승으로 인한 공급과잉은 성출하기에 판매와 유통이 집중됨으
로써 공장과 선적지에서 병목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구매자 특히 지배
적 구매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 유통비용의 계절적 증가는 트럭 운송
비의 증가 등 다른 유통부문의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다.
- 농업비즈니스 위험도: 농업비즈니스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수출세 추가 부과 및 코스트 증가로 인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농약 부문
(대부분 수입에 의존)의 비용 증가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맞물려 리스크
가 증대된다. 농업기업인은 투자 시 변동과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투
자, 기술혁신 및 생산부문 위축 등의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복지 문제: 수출세 부과로 인한 농민 소득의 감소는 기술 도입을 위축시키면
서 소득과 생활수준의 질적 저하를 야기한다. 더불어 농목부문 종사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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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차인, 투입재 판매상, 유통서비스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며, 간접적으로는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수출세에 대한 농민 부담 가중: 수출세는 수출업체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농
민에게 지불되는 가격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피해 계층은 농민이며 이외 단순
중간상도 피해 계층이다.
- 수출세 분배의 불평등: 중소영농인은 수출세 인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되며,
수출세 인상은 과거 국가위기를 벗어나는 데 기여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후
수출세 재정 운용에서 분배 왜곡 즉 수출세는 연방재원이므로 지방별 교부금
의 비합리성(곡물 주생산지역에 불리) 및 농민에 대한 직접적 혜택 미흡(부에
노스아이레스의 도시 빈민층에 더 많은 수혜) 등은 정부로 하여금 사회불안
을 조성할 수 있다.
실제로 수출세 부과에 따른 수입은 모두 연방정부에만 귀속되기 때문에, 수출세
수입은 사회 중하층에 대한 정치적 지지 기반 확보, 복지 수준 유지 내지 확대 그
리고 주정부에 대한 권력 독점이라는 정치적 입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곡물
수출세는 원론적으로 국내 공급의 안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정부 세원
확보를 내세워 부과하여 왔다.
수출세의 지속적인 운용은 농민들의 근로 의욕 감퇴와 농업단체들의 소득 감소
를 야기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뿐만 아니라, 곡물 수출
과 선적에 있어 쿼터제와 짧은 선적기간은 모든 무역부문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이 같은 상황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생산자로부터 곡물을 선물가격으
로 미리 매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이 같은 유통 및 선적의 불확실성의 증대는
농민들로 하여금 단위면적 당 투자 비율이 낮은 작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수출세 문제는 아르헨티나 경제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계되
어 있다. 국가 경제의 중요한 농업부문은 옥수수와 대두 그리고 대두박 및 가축사
료의 세계적인 수출국이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빈곤이 심화되면서 나라
경제가 정체되어 있다. 이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신정부(2019.12~ )의 개입주의
정책에 대한 아르헨티나 농민들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수출세를 폐지 내지 감축했던 것과 반대로, 수출세 인상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농민들과 무역상들은 수출세 인상과 더불
어 곡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비관세 조치에 곡물 판매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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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5년 현 부통령이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총리였
던 현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함께 곡물 수출세 증가라는 포퓰리즘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오늘날 농업계는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극도의 불안감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4대 농민 노조는 2020년 3월 5일 대두 및 파생 상품의 수출에 대
한 세금이 30%에서 33%로 인상되는 것을 거부하며, 4일 간의 파업을 통해 곡물과
축산의 유통을 마비시켰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이미 취임 4일 만에 그는 "공
공 재정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수출세를 한차례 24.7%에서 30%
로 인상했다. 이어 85일 만에 또 한 차례의 인상이 발표되자 정부와 농업부문 간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수출세는 페르난데스 현대통령이 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정부
의 총리를 역임한 2008년에 농촌부문과 아르헨티나 정부 간의 심각한 갈등의 축
이었다. 이어서 9월에 또 다른 저항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2019/20 옥수수 작물의 약 55%와 대두의 62%가 이미 파종되었기 때문에 농업
계는 이번 조치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19) 농업 부문은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
해 비료와 살충제 등에 대한 구매를 중심으로 각종 투입재 구매 비용을 줄이는 것
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
이 같은 페르난데스 정부의 수출세 인상 조치는 전 대통령 마크리 정부의 미흡
했던 사회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농
업계는 수출세의 부과는 정부의 신뢰도를 감소시키고, 투자와 생산에 대한 불확실
성을 증폭함으로써 생산량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곡물 수출세 인상은 소득과 생산 모두 감소하게 할 것이며, 저 투자로 수확할 수
있도록 농지를 다른 작물로 전용할 것으로 보인다.20) 2020년 11월 14~27일 밀 수
출업자들은 농가로부터 2백만 톤을 서둘러 구매에 나섰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9) https://www.americaeconomia.com/economia-mercados/finanzas/agricultores-argentinos-la-defensi
va-por-aumento-de-impuestos
20) 수출세 부과로 인한 기타 작물로의 농지 전용과 생산 그리고 수출에 미친 실제 사례가 있다. 아르
헨티나는 2002년부터 주요 수출 곡물에 높은 세금이 적용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밀과 옥수수 수출
에 양적 할당량이 적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밀과 옥수수의 생산량과 수출량은 감소
하기도 했다. 2015년 시장주의자인 마크리 대통령이 옥수수와 밀 수출에 대한 세금을 철폐하자 옥
수수 생산량이 더 증가하고 밀 역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옥수수 생산은 2015~16년과 2018~19년
사이에 21.4%가 증가했으며, 이 제품의 수출은 36.3 % 증가했다. 밀 생산은 같은 기간 73% 증가
한 반면 수출은 35.4% 증가했다. 옥수수와 밀에 대한 수출세가 부활하면 농업부문은 농지의 일부
를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작물인 대두에 할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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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가 많은 양이었다.21) 옥수수의 경우도 수출업자들은 같은 시기에 전년대비 5배
가 많은 340만 톤을 구매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농기업 CEO인 David Hughes는 “새 정부의 농업 정책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22) 농민과 상인들
은 더 높은 세금이 다시 적용될 것을 두려워하여 곡물을 더 빠른 속도로 판매하고
있다. 일부 농기업들은 수출세가 조정되기 전에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곡물을 수집하고 있기도 하다.
수출세 부과는 OECD 보고서에서도 분석된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생산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풍선효과처럼 대두에 수출세를 크게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옥수수
나 밀의 수출세를 인하하면, 대두 경작지가 옥수수나 밀 경작지로 전환되는 식이
다. 그러면 곧 수출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두에 의한 세입이 줄어들어 곧 국
가 재정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수출세는 법령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간에 분배 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연방
의 재정으로만 사용된다.23) 수출세는 수출 제한의 한 형태이며, 기타 제한에는 수
출 허가, 수출 금지 및 수출 할당제 등이 포함된다.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징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대다수 정부가 외화 획득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
가장 큰 메리트가 되어 왔다. 그러나 수출세 부과는 정부와 농민･농업단체 간에 괴
리가 커서 항상 갈등의 요소가 되어 왔다.
비록 농목수출 주도경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며 사회적
투자를 이롭게 하지만, 반대로 농목부문에의 큰 의존은 국제시장의 불안정과 환경
및 사회적 고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농업은 아
르헨티나의 경제 기반이며, 국가 수출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하지만, 정책의 비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세 부과는 국가 재정에 큰 기여와 동시에 생산과 교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동전
의 양면과 같다.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수출세는 지방정부와 공유함이 없는 연방정부의 온전한
재원이다. 이러한 재정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투입
21) https://www.spglobal.com/platts/es/products-services/agriculture/biofuelscan
22) https://www.spglobal.com/platts/es/products-services/agriculture/biofuelscan
23) Ministerio de Hacienda. 2018. Destino de la Recaudacion de los Impuestos al 30/03/2018,
Dirección Nacional de Investigaciones y Analisis Fiscal, Subsecretaría de Política Tributaria,
Ministerio de Hacienda de la Republica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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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그러나 수출세 재원은 역사적으로 페론니즘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
치권의 포퓰리즘에 투입되고 있다. IMF 관리체제 하에 있는 아르헨티나로서는 외
환 획득에 가장 쉬운 방법인 수출세 징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농업계 입장에서는 수출세는 FOB 수출가에 부과하는 것으로, 제품 가격 질서에
서 왜곡, 생산자가 획득하는 가격의 감축, 생산 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도 야기한다
고 주장한다. 수출세가 인하되는 경우 농민은 더 좋은 가격을 취할 수 있으며, 생
산 증대를 위해 투자를 시행하는 효과를 가져와, 더 큰 규모의 경제활동, 수출 증
대 및 고용 창출을 야기할 수 있다.
생산이 증대될 때 더 많은 외화가 들어오며, 이렇게 축적된 외환은 약속된 정부
정책을 지원할 수 있고, 나라의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수출세의 부과는 정부
의 신뢰도를 감소시키고 투자와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함으로써, 생산량 감
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수출세의 특성 중 하나는 원료에 대한 세율이 가공제품용보다 높은데, 이
는 부가가치 산업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라고 본다. 예를 들어, 파스타에 적
용된 수출세는 밀가루에 대한 세율의 절반이었고, 밀가루는 다시 밀 곡물에 대한
세금의 절반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관행은 WTO 정의에 따르면, 다른 국가
에서 시행되는 수입 관세 상승 또는 수출에 대한 관세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
다.24) 그러나 식품산업을 육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중간재 유입이 되어야 식
품업 전반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소비자지지추정치(EAC)25)에 따르면, 초기 소비자(즉, 농산물 원료의
초기 구매자)는 수출 제한 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매업자나 가공
업자는 밀 및 쇠고기와 같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이익을 얻는다. 그
러나 최종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나, 수출세는 식료품 인플
레이션을 제어하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세 및 수출 제한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밀과 쇠고기에 대한 수출 허가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
하여 생산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수출세를 넘어서는 비용이 추가되었다. 정치적 맥
24) Regúnaga, M. and A. Tejada Rodriguez. 2015. Argentina's agricultural policies,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
25) OCDE. 2018. “Producer and Consumer Estimates”, Base de datos de estadísticas agropecuarias
de la O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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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축산업과 같은 자본집약적 생산보다 적은 투자와 더 많
은 순환자본을 가져다주는 대두와 같은 작물 생산을 선호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농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수 및
정부 재정에서 중요한 부문이다. 수출세 부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기후 변화 및 팬데믹에 대응하지 못하며, 국제곡물가격의 하락, 중국의존경제 구
조에서 중국 경제의 침제로 인한 농산물 수요 감소 또는 중국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아르헨티나는 곡물 순수출국으로서의 명
성이 훼손됨과 동시에 세계적 수준에서 식량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 품목별로
는 대두에 의존도가 높아서 대두에 수출세 부과는 풍선효과로 다른 작물로의 경작
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5. 또 다른 수출 정책: 그린수출등록제(ROE VERDE)
또 다른 수출과 관련된 제도로 그린 ROE가 있다. 그린 ROE는 수출 절차를 투명
화 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수출을 추진할 때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로
2007년에 ‘수출등록제’로 도입되었다가, 2008년 ‘그린 ROE’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발효 이후 곡물 및 부산물(특히 밀가루와 대두유)의 수출이 정체되었다.
수출업체 및 시장 중매인들은 국립농축산물 무역통제청(Oncca: Oficina
Nacional de Control Comercial Agropecuario)가 선적을 규정한 결의안 543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금까지는 수출업체가 상품 선적을 위해서 사전에 외국으로
의 판매 장부에 기재를 하면 되었으나, 향후 543에 의거 “생산적 비축” 개념을 들
어 선적을 허가받기 전 국내시장 공급 분을 확정하고, 수출허가증인 그린 ROE 발
급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수출업체는 그린 ROE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위한 일정 분량을 구매
해 두어야 하며, 판매계약서의 세부사항을 Oncca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Oncca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경제적 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출 농산물 등록은 법령 21.453에 의거하여 모든 곡물과 그 부산물에 적용된
다. 모든 곡물수출업자는 해외판매등록소(Registro de Declaraciones Juradas
de Ventas al Exterior)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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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ROE는 유효기간에 따라 3부류로 구별되며 신청하는 순간에 선택해야 한다.
- 그린 ROE 45: 신청자는 선적허가를 공식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45일 간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 그린 ROE 180: 신청자는 선적허가를 공식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180일 간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신청자는 수출세의 90%를 그린 ROE가 허가되고 5일 이
내에 납부해야 한다. 5일 이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밀
과 옥수수의 그린ROE는 이 같은 옵션에서 예외로 한다.
- 그린 ROE 365: 신청자는 선적허가를 공식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365일 간
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신청자는 수출세의 90%를 그린 ROE가 허가되고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5일 이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밀과 옥수수의 그린ROE는 이 같은 옵션에서 예외로 한다.
신청자가 선적기간의 절차를 “그린 ROE” 유예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특
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일단 허가받은 양이 선적되고 나면 신청자는 선적 이행
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중국으로부터 선박이 35일 걸려 도착하는 경우 선적에 10
일 여유 밖에 없다. 만일 항해 중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지체되어 수출업체가 선적
기일을 넘기는 경우 Oncca는 수출계약 가격의 15%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제도는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제때에 생산지에서 수출
항으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또 선박 수배가 차질이 생기면서 수출 절차에 어
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류 수출에 대한 ROE rojo(레드 수출등록제)는
2017년 12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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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정책의 또 다른 파트너: 수출농기업 및 다국적농기업 실태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교역정책에서는 수출농기업 특히 다국적농기업의 입김이
상당히 세다. 수출세 인상 시 이에 대한 부담은 수출업체가 아닌 생산업자들에게
돌아간다. 아르헨티나의 500대 수출대기업 중 336개는 농축산관련 기업이다. 아
르헨티나의 총수출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2%에 그치나, 농산물 및
농식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라는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26)
수출액 규모로 농식품 기업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
하는 회사는 8개 곡물회사와 1개 식용류 회사가 있다. 10억 달러 미만으로는 6개
의 곡물회사, 2개의 식음료 회사, 2개의 수산회사, 4개의 냉동회사, 1개의 가죽회
사, 1개의 포도주회사, 1개의 맥아회사, 1개의 과일회사, 1개의 가금육회사, 2개의
낙농회사 및 1개의 펄프 회사가 있다. 5,000만~1억 달러 규모로는 4개의 식음료,
2개의 수산회사, 3개의 냉동회사, 4개의 가죽회사, 5개의 과일회사, 2개의 낙농회
사, 1개의 제당회사, 1개의 종자회사, 1개의 바이오 연료 및 2개의 땅콩 회사가 있
다. 마지막으로 2,000만~5,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회사는 2개의 곡물회사, 5개
의 수산회사, 3개의 냉동회사, 2개의 가죽회사, 1개의 포도주회사, 2개의 감귤류
및 2개의 땅콩 회사가 있다.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의 300대 기업 중 194개가 농업부문 회사로 64.67%를
차지했으며, 500대 기업으로 확대해 보더라도 336개가 농업부문 회사로 67.2%를
점유하였다.27)
한편, 아르헨티나의 5대 농산물 독과점수출업체(Cargill, ADM Agro, Bunge,
AGD 및 COFCO)는 2018년 3,760만 톤의 곡물, 밀가루 및 식용류를 수출했다.28)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약 6,900만 톤의 농산물을 수출했다. 전체 농산물 수출 중
5대 수출업체의 비중은 54.5%를 점유하였다. 상위 10대 수출업체(Vicentín,
Dreyfus, Oleaginosa Moreno, Molinos Agro 및 ACA를 추가한 기업)를 포함하
면, 이들 10대 기업의 수출은 약 6,300만 톤으로 총 수출량의 90%를 차지한다.

26) CONINAGRO, 2020.8.21.
27) http://www.coninagro.org.ar/informe-especial-de-las-500-empresas-que-mas-exportan-en-argenti
na-336-son-de-base-agroproductiva/
28)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Agrofy New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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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 농산물 수출업체와 비중
단위: 톤

순위

기업명

곡물

가루

기름

전체

1

CARGILL

2

39,031,619

25,842,520

4,359,180

69,233,320

100

6,020,102

2,976,929

606,812

9,603,842

14

A.D.M Agro

7,352,918

0

0

7,352,918

11

3

BUNGE

4,273,513

2,643,119

259,745

7,176,376

10

4

COFCO(Nidera포함)

5,187,135

1,284,068

315,073

6,786,275

10

5

A.G.D

1,851,266

4,323,549

537,600

6,712,415

10

6

VICENTIN

570,333

4,911,684

1,052,631

6,534,648

9

7

3,747,826

2,126,499

178,575

6,052,900

9

1,268,131

3,078,687

630,095

4,976,913

7

9

DREYFUS
OLEAGINOSA
MORENO
MOLINOS AGRO

977,137

2,462,756

423,021

3,862,914

6

10

A.C.A

3,239,904

192,080

60,950

3,492,934

5

11

AMAGGI

1,055,456

61,110

15,170

1,131,736

2

12

CHS Argentina

859,317

0

0

859,317

1

13

Y.P.F

175,107

525,202

42,953

743,262

1

14

MOLCA

526,703

108,157

21,000

655,859

1

15

Malteria Pampa

389,775

204,867

0

8

비중(%)

594,642

1

상위 5대 업체 수출

37,631,826

54.4

상위 10대 업체 수출

62,552,135

90.3

상위 15대 업체 수출

66,536,951

96.1

자료: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Agrofy News, 2019.

주요 수출업체별 수출 품목 특성을 보면, Cargill은 약 960만 톤(주로 곡물로 전
체의 14%), ADM은 약 730만 톤(전체의 11%) 및 Bunge 720만 톤(전체의 10%),
COFCO(4 위)는 680만 톤, Aceitera General Deheza(AGD)는 5위로 670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이외에 Vicentín은 6위로 650만 톤에 달했다.
수출 작물별로 보면, 곡물의 경우 ADM을 선두로 Cargill과 Cofco가 2위와 3위
를 차지하고 있다. 밀가루는 Vicentín을 선두로 AGD가 뒤를 잇고 있다. 식용류는
Vicentín을 선두로 Oleginosa Moreno와 Cargill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아르헨티나의 모든 항구에서의 선적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그
란 로사리오 항구의 벌크 상품 선적 합계를 나타낸다. 로사리오 항은 아르헨티나
최대 곡물 선적항으로 매년 곡물, 밀가루 및 식용류의 총 수출량의 약 80%를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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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편, 곡물생산은 2019년 기록적으로 1억 1,60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임
마크리 정부의 수출세 폐지 및 인하와 우호적인 농업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향후 지속적인 생산 또는 2억 톤 생산 시대를 위해서는 운송 및 인프라 즉 고
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고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
다. 다국적 곡물유통업체는 더 많은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
세 인상 시 이의 부담을 농민들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교역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수출세
임에 틀림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세만큼 확실한 세원이 없고, 농업인의 입장
에서는 인하 내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농민들의 저항운동과 항상 대치하고 있
다. 다만 바라는 것은 수출세로 걷히는 세수가 사회 불평등 해소에 보다 직접적으
로 기여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수출세의 점진적 철폐로 농업부문이 안정화되
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농업부문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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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 코로나 관련 정보 제7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7)

<특집 3> 코로나 관련 정보 제7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7)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Ⅰ. 북미
[미국]
1. (2020년 10월 7일자)미국 농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
램의 제2탄을 공표
2020년 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농무부(USDA)의 퍼듀 장관은 신종 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의한 시장 혼란과 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
는 농업 생산자에게 최대 140억 달러(1조 4,840억 엔=15조 4,586.6억 원, 1미국
달러=106엔=1,104.19원2))이 되어 제2탄의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
(CFAP2)를 공표했다.
5월에 공표된 CFAP에서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손실이 지급 대상이 있었지만
CFAP2에서는 4월 16일 이후도 지불 대상으로 대상 기간이 갱신되어 대상 농작물
도 확대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다. CFAP2
에서는 CFAP의 직접 지불과 마찬가지로 곡물, 가축, 채소나 과일, 유제품, 수산
물, 기타 작물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품 신용 공사(CCC)헌장 법과 코로나 바이러
스 지원･구제･경제 안전 보장 법(CARES Act)의 재원을 사용한다.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
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
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5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2) 2020년 11월 27일 원/달러 기준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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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작물에 대한 지급액]
CFAP2의 대상 작물은 다음의 3종류로 나뉜다.
1) 트리거 가격 작물 - 축산물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기간과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
간 미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5% 이상 하락한 주요 작물 및 축산물.

∙ 옥수수, 밀, 콩 등
보리, 옥수수, 사탕수수, 콩, 해바라기, 릭치와타, 밀 등에 대한 지불액은 2020
년의 작부 면적에 의거하여 산출되지만, 경작 포기 농지와 시험적인 경작지는 대
상 외가 된다. 지급액은 다음 중 큰 편이다.
(1) 1에이커(4,047㎡)당 15달러(1,590엔=16,563원)을 대상이 되는 작부 면적에
곱한 금액.
(2) 대상이 되는 작부 면적에 작물별의 전미의 작물 매매 비율과 단위당 지급액
(표1)및 2020년의 생산 이력(APH)에서 승인된 생산량을 곱한 금액. APH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19년의 카운티 베이스 농업 리스크 보상 프로그램
(ARC-CO)3)에 있어서 대상 작물의 표준 수확량의 85%가 적용된다.
<표 1> 트리거 작물에 적용되는 매매비율과 단위당 지불액
작물
보리
옥수수
릭치와타
사탕수수
콩

단위
부셸
파운드
부셸

매매비율(%)

지불액
미국 달러

엔화 환산

63

0.54

57.24

40

0.58

61.48

46

0.08

8.48

55

0.56

59.36

54

0.58

61.48

해바라기

파운드

44

0.02

2.12

밀(모든 종류)

부셸

73

0.54

57.24

자료: USDA

3) ARC-CO(Agriculture Risk Coverage-County Option):ARC는 해당 년의 생산자의 수입이 보장 수준을
밑돌았을 경우에 그 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프로그램이며, CO는 카운티의 실수입액이 미리 설정된
금액을 밑돌았을 경우에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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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용 닭과 계란
육용 닭의 지급액은 2019년의 식용 닭의 생산량의 75%로 1마리당 1.01미국 달
러(107.06엔=1,115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0년에 사육을 시작한 생산자 및 2019년에 생산 실적이 아닌 생산자에 대한
지불액은 신청 시점에서의 2020년의 생산량을 근거로 산출된다.
계란의 지급액은 2019년의 계란 생산량의 75%에 단위당 지급액(표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0년에 사육을 시작한 생산자 및 2019년에 생산 실적이 아닌 생
산자에 대한 지불액은 신청 시점에서의 2020년의 생산량을 근거로 산출된다.
또한 계약 생산에 따른 가격 위험을 갖고 있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2> 계란의 단위당 지불액
작물

단위

난각있는 계란

12개

지불액
미국 달러

엔화 환산

0.05

5.30

액란
건조분란

파운드

냉동액란

0.04

4.24

0.14

14.84

0.05

5.30

자료: USDA

∙ 유제품(우유)
우유에 대한 지불액은 이하의 (1)과 (2)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0년 9월
1일보다 전에 폐업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된다. 또 2020년 9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추정 원유 생산량은 일당으로 산출된다.
(1) 2020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실제 원유 생산량에 100파운
드당 1.2미국 달러(동 127.2엔=1,325원, 1kg 당 2.8엔=29.17원)를 곱한 금
액.
(2)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22일)의 추정 원유 생산량(동년
4월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산출된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에 122를
곱한 값)에 100파운드당 1.2미국 달러(동 127.2엔=1,325원, 1킬로그램 당
2.8엔=29.17원)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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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육용우. 돼지 및 새끼 돼지 새끼와 양)
대상이 되는 가축에 대한 지불액은 2020년 4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에 생산자가 선택한 날의 최대 사육 마릿수에 대해서 상품신용공사(CCC)헌장 법
의 납부율을 곱한 금액(육용우: 1마리당 55달러(5,830엔=60,730.5원), 돼지 및
새끼: 1마리당 23달러(2,438엔=25,396.4원), 새끼와 양: 1마리당 27미국 달러
(2,862엔=29,813원)이다. 다만 종축은 대상 외이다.
2) 정액 작물
알팔파, 초장섬유면, 귀리, 땅콩, 쌀, 마, 기장, 겨자, 잇꽃, 참깨, 라이보리, 유
채 등은 5% 이상의 가격 하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작물 또는 가격 변동을 산
출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작물이지만, 2020년의 대상 면적에
1에이커당 15미국 달러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3) 매출 작물 축산물
채소나 과일, 수산물, 모판 작물 화훼, 트리거 가격 작물 및 정액 작물이 되지
않는 담배, 트리거 가격 축산물이 되지 않는 염소 젖, 밍크(가죽을 포함), 모헤어,
울 및 식품 섬유, 모피, 깃털 때문에 사육하는 기타 가축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2019년 매출 범위(5단계)에 맞추어 정해진 납부율을 바탕으로 결정된
다(표 3).
<표 3> 2019년도 매매범위와 지불율
2019년 매매범위
엔화 환산

0-49,999

0-5,299,894

10.6

50,000-99,999

5,3000,000-10,599,894

9.9

100,000-499,999

10,600,000-52,99,894

9.7

500,000-999,999

53,000,000-105,999,894

9.0

1,000,000 이상

106,000,000 이상

8.8

자료: USDA

514

지불율 (%)

미국 달러

특집 3 : 코로나 관련 정보 제7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7)

지불액의 예: 생산자 A의 대상 작물의 2019년 매출이 7만 5,000미국 달러(795
만 엔=8,281만 4,250원)일 경우, 지불액은(4만 9,999달러(529만 9,894엔=5,520
만8,396원)×10.6%)+(2만

5,001미국

달러(265만

106엔=2760만

5,854

원)×9.9%)=7,775달러(82만 4,150엔=858만 5,077원).
2020년에 사육을 시작한 생산자 및 2019년 매출 실적이 없는 생산자에 대한 지
불액은 신청 시점에서의 2020년 매출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생산자가 가공, 포장 등을 할 경우 매출 중 부가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상
외가 된다.

[수급 자격]
1개인 또는 1법인을 전체 품목 합계의 지급 한도는 25만 달러(2,650만 엔=2억
7,605만 원)이다. 기업 유한 회사, 유한 조합의 신청자는 종업원이 농업 경영에 노
동력과 경영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 상한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제1탄 및
제2편의 CFAP의 대상이 된 신탁과 부동산이 상한 증가로 고려되게 되었다.
또 신청자는 평균 조정 총소득(AGI)이 90만 달러(9,540만 엔=9억 9,377만 원)
미만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AGI중 75%이상이 농업, 목장 또는 임업 관련 활동의
수입이라면 AGI에 관한 제한은 제외된다. 이어 "현저한 침식을 받기 쉬운 토지 및
습지 보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 등 다양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이번 공개에 맞추어 퍼듀 장관은 "미국 농업계는 높은 회복력을 가지려고는 하
지만 COVID-19 대유행으로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가와 목장주가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 연료, 섬유를 생산하
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COVID-19의 영
향에 대해서, 농가, 목장주 및 농업 단체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요구에 맞는 보
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 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情報(미국)]

· 農務省はコロナウイルス食料支援プログラムの対象農作物を追加（海外情報(令
和2年8月2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62.html

· 米国農務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生産者への支援策の
詳細を発表（海外情報（令和2年5月26日発））https://www.alic.go.jp/ch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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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oho01_002709.html

· 米国農務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農業支援策を発表（海外情報(令
和2年4月28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

· 食肉団体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る業界の窮状を訴える(海外情
報(令和2年4月17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2. (2020년 10월 7일자)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제2탄에
대한 농업 단체의 반응
2020년 9월 18일에 공표된 제2탄의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
(CFAP2)에 대한 미국의 농업 단체의 주요 성명은 다음과 같다.

∙ 아메리칸 팜 뷰로･페더레이션(AFBF)의 듀발 회장
집이나 목장 주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가 미국에서 유
행하기 시작했을 때, 시장의 수요가 소멸하는 상황을 지켜봤다. 현재는 식량 공급
불안은 침착하고 있지만, 미국의 농가와 목장 주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COVID-19가 언제 수습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아직 무역상의 불균
형과 악천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이번의 지원 방안은 농가와 목장주가 생활
을 유지하고 그들이 미국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마지막 희망이다.

∙ 전미 육용우. 생산자･쇠고기 협회(NCBA) 이단 레인 정부 담당 책임자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육용우. 생산자에 USDA
가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첫 CFAP는 COVID-19 발생 직
후의 중요한 잠정 지원으로 실시됐다. 안타깝게도 올 봄의 전례 없는 공급망의 붕
괴와 전체 농가의 경제적 혼란으로 육용우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도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우리는 전국의 농가와 목장 주인들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USDA의 퍼듀 장관 그리고 정부 관계자에
게 감사한다. 우리는 육용우. 생산자를 확실히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 제
공될 때까지 의회와 협력하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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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 칠면조 협회(NTF) 조엘 블런든 베르거 회장
우리는 전미의 칠면조 생산자의 요망에 대응하여 준 트럼프 대통령과 퍼듀 장관
에게 감사한다. 이번 CFAP2에서 새로 지원 대상으로 칠면조가 추가된 것은
COVID-19에 의한 시장의 혼란과 외식 산업에 의한 수요의 상실에 시달리는 칠면
조 생산자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답하여 준 것이다. CFAP2가 시작되기
를 고대하고 있어 향후에도 칠면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
다.

∙ 전미 원유 생산자 연맹(NMPF)의 짐･무르한 회장 겸 CEO
CFAP2는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허덕이는 많은 가족 경영
의 낙농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번의 지원 방안은 모든 낙농가의 요망에 응하
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의 가을부터 겨울까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 우
리는 다음 COVID-19에 관한 연방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농업에 관한 사항을 우
선하는 것을 연방 의원에게 요청한다. 공급망의 붕괴와 유제품의 오래 보존하기
어려운 성질은 특히, 낙농가는 연간 손실을 입고 있다. 5년간 지속된 유가의 침체
에 시달리던 낙농가는, 겨우 유가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던 중 COVID-19에
따른 휴업 상태에 빠졌고, 지금도 경영 수지 개선에 고생하고 있다. 또 USDA가
이번의 지원 방안에서 지불액 상한선을 없애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지불액의 상
한은 유가의 하락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대규모 낙농가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 전미 옥수수 생산자 협회(NCGA)의 케빈 로스 회장
2020년은 농업에 있어서 어려운 해가 되며, 우리는 앞으로 추수철을 맞지만 많
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우리는 튼튼한 기반을 되찾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들끼리를 달성하지 않아 이번의 지원 방안은 환영할 첫걸음이다.
이번 새로운 지원 방안을 지원 대상이 되는 기간이 연장된 것을 평가하는 목소
리가 많아 농업 단체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지
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의 동향이 주목된다.
[참고: 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情報（米国）]

· 農務省はコロナウイルス食料支援プログラムの対象農作物を追加（海外情報（令
和2年8月21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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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米国農務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生産者への支援策の
詳細を発表（海外情報（令和2年5月26日発））, (https://www.alic.go.jp/chos
a-c/joho01_002709.html)

· 米国農務省、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農業支援策を発表（海外情報(令
和2年4月28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

· 食肉団体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る業界の窮状を訴える（海外情報
（令和2年4月17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
年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3. (2020년 11월 11일) 美 스마트브리프,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발표. - 간편식, 요거트, 식물성 대체식품, 부가가치 제품, 사업 확장 등코로나19로 유제품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
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 스마트브리프가 낙농산업에 자리 잡은 트렌드 5가지를 발
표했다.
첫째, 간편식 수요 확대. 편리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
아짐에 따라 요거트, 치즈스틱 등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간식 외에도 개별 포장된
포션 치즈 등 간편식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요거트 붐. 시장조사전문업체인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요거트 수요가 늘어
나며, 요거트 시장이 연간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이러한 추
세에 발맞춰 저당 요거트를 비롯해 오트밀 토핑이 추가된 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요거트가 출시되고 있다.
셋째,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귀리, 콩 등 식물 기반 대체식품들이 출시되며 대체식품 산업이 계속해서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장점만 뽑아낸 ‘하
이브리드’ 우유가 출시되기도 했다.
넷째, 부가가치 제품 성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식품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에 단백질,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보충제가 첨가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끝으로, 사업 확장. 대형 유업체들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사업 확장에 나
서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식음료업체인 네슬레는 6개월 안에 아이디어를 상품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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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목표로 최대 규모의 유제품 및 식물성 대체식품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시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헤드라인뉴스, 2020년 11월 3주
- 원문출처: smartbrief.com, 11월 11일자

4. (2020년 11월 12일) 美, 코로나 19 여파로 홈쿡 증가, 버터 판매량 급증,
랜드 오 레이크스 社, 2020년 총 버터 판매량 평년대비 20% 증가 전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과 식품서비스업의 영업중단 등으로 전 세계 식
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유업체 중 하나인 랜드 오 레이크
스는 기록적인 버터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요리하는 이른바 ‘홈쿡’이 증
가하면서 현재까지 버터 판매량이 약 13만톤에 달하며 2020년 총 판매량은 평년
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당 업체 매출의 15-20%를 차지하는
식품서비스업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영양 건강 및 소비 동향, 2020년 11월 3주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1월 3일자

5. (2020년 1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가와 미국 봉쇄 확대 우려가
옥수수 시장 둘러싸고 계속되어, 옥수수 기반 에탄올 수요 억제 및옥수
수 주요 배출구인 가축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8%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은 16개월 만에 최고치인 나흘간의 상승세 끝에 시세차익거래로 하락했다. 남
미의 건조한 지역에 내린 비는 시장을 압박했다. 미 농무부는 지난주 미국의 옥수
수 수출량이 10억 8,900만 톤에 달해 무역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으로의 판매량 17만 4,700톤이 포함됐다. 무역업자들은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요의 추가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 사료 부족과 기록적인 국내 가
격 상승에 직면한 중국은 이미 미국 옥수수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예약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가와 미국 전역의 봉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옥수수 시장
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다. 이 규제는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에탄올에 대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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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하고 옥수수의 주요 배출구인 가축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옥수수 선물가격, 시세차익거래로 하락’,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일
일시황-11월 20일 선물시장 현황, 2020년 11월 20일, (http://www.krei.re.kr:18181/board/
focus/view/wr_id/5620/page/1)
- 원문출처: 시카고곡물거래소

6. (2020년 11월 24일) 美 낙농협의회, 교내 유제품 소비촉진 플랫폼 구
축. 유제품을 활용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마케팅 활동
및 자금 지원 등
미국낙농협의회 Dairy MAX가 교내 유제품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Dairy MAX는 학생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유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Nutrition NOW’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급식 픽업서비스 고등학생 대상 커피바
운영, 방과 후 급식 등 다양한 유제품을 활용해,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마케팅 활동 및 자금 지원에 나섰다.
Dairy MAX는 8개주 900여 낙농가를 대표해, 산업발전 프로그램 운영 소비자
및 학교 대상 마케팅 실행 등을 통한 낙농산업 홍보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
그램 운영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이 기관은 지난 7월부터 협력사들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코로나 19
로 학교급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400여 학교 44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유제품을 포함한 급식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통
해 낙농업 유제품의 건강학적 효능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美 낙농협의회, 교내 유제품 소비촉진 플랫폼 구축 -유제품을
활용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마케팅 활동 및 자금 지원 등’, ｢글로벌 낙농뉴스｣, 20
20년 11월 24일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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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 12월 11일) 美, 드라이아이스 수요 급증으로 유제품 유통 비상
- 코로나19 백신 보관･운반으로 품귀 현상...치즈 등 유제품 유통에도
차질 예상
미국 전역에 코로나19 백신의 유통을 앞두고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급증하며 낙
농업계는 유제품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초저온 상태로 보관･운반해야하는 코로나
백신의 특성상 이를 유지할 드라이아이스가 많이 필요하다. 드라이아이스는 또한
치즈 등 상하기 쉬운 유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수요 폭증으로
인한 품귀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네소타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수요 급
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유통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위스콘신주 치즈 생산자협회는 연방정부
와 주정부에 매주 35만 톤의 드라이아이스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월스트리
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드라이아이스는 에탄올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최근 수요가 크게
늘며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위스콘신 주지사는 코
로나19 구제특별법(CARES Act)을 통해 에탄올 생산업체에 최대 325만 달러(약
3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美, 드라이아이스 수요 급증으로 유제품 유통 비상-코로나19
백신 보관･운반으로 품귀 현상...치즈 등 유제품 유통에도 차질 예상’, ｢글로벌 낙농뉴스｣, 2020
년 12월 11일자
- 원문출처: news.yahoo.com, 12월 10일자

8. (2020년 12월 14일) 美, 코로나19 위기에도 유제품 수출 10%대 증가. 아
시아 수출증가가 원인...특히, 10월은 달러약세 등으로 증가세 두드러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수요증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으로
올해 미국산 유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 10월은 중국의 수요증가와
달러 약세가 맞물려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어났
다. 특히 중국 수출은 2.6배나 늘어 수출증가를 견인했는데, 유청 수출 증가가 두
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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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분유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로 지난 5월에 이어 최고
치를 기록했고, 버터 수출량도 31% 늘어나며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출량
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즈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로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
일시장으로 미국의 최대 탈지분유 수입국인 멕시코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적 여파로, 지난 10월 수입이 크게 줄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미국의 1월부터 10월까지 유제품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탈지분유가 22.2% 증가해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美, 코로나19 위기에도 유제품 수출 10%대 증가 - 아시아
수출증가가 원인...특히, 10월은 달러약세 등으로 증가세 두드러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14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2월 9일자

9. (2020년 12월 21일) 미국,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WIC으로
확대. 코로나 시국 큰 도움.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은 2019년 뉴욕주(New York State) 거주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Amazon과 Walmart와의 협동으로 시작되었다. 소니 퍼듀
(Sonny Perdue) 미국 농무부 장관은 SNAP 참여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해 온라인 식료품 구매에 SNAP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욕주를 시작으로 앨라배마
(Alabama), 아이오와(Iowa), 매릴랜드(Maryland), 네브래스카(Nebraska), 뉴저
지(New Jersey), 오레곤(Oregon), 워싱턴(Washington) 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현재 뉴욕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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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사용
가능한 주(State)와 마트 정보는 “SNAP Online Purchasing Pilot”에서 확인 가능
하다.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가능 지역과 온라인 쇼핑몰은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 왔으며, 미국 농무부의 FNS(Food and Nutrition Service)는 향후
WIC(Women, Infant, Children)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농무

522

특집 3 : 코로나 관련 정보 제7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7)

부는 온라인 식품 구매가 그동안 SNAP 참여자의 식품 접근성을 높여왔음을 강조
하며, 이에 따라 향후 WIC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미국 농무부는 Amazon과 Walmart와 같은 대형마트와 더불어 각 지역 기
반 슈퍼마켓 체인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협조를 조율 중인 슈퍼마켓
체인은 “SNAP Online Expansion”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시행 중인 47개 주에서 전체 SNAP 참여자의 97%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1백만 이상의 가구가 온라인에서 식
료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식품 구매가 용이해졌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FNS는 향후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을 WIC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네브
래스카 주의 The Gretchen Swanson Center for Nutrition※에 250만 달러의 연
구비를 배정하여 WIC의 안정적인 온라인 쇼핑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는 네브래스카의 오마하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재단으로, 식품과 관련된 과학 정보
를 제공하며 어린이들과 가족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The Gretchen Swanson Center for Nutrition은 향후 3년간 다음의 목표를 달
성하고자 한다. 1) WIC의 온라인 사용 시스템을 개발, 2) WIC의 온라인 사용에 있
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및 자원을 구축, 3) WIC의 온라인 사용 확대
를 위해 현재 WIC을 시행 중인 최대 5개 주를 선정, 추가 연구비를 배정하여 테스
트베드를 시행, 4) 향후 미국 전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을 개선
FNS는 현재 15개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WIC으로
확대’,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50 2020년 12월 21일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USDA Expands Access to Online Shopping in SNAP, Invests in Fut
ure WIC Opportunity”(2020.11.2.),“SNAP Online Purchasing Pilot”(2020.12.14.), “USDA L
aunches SNAP Online Purchasing Pilot”(2019.4.18.)”. ｢식품･영양 서비스(FNS, USDA) 보고
서｣,(https://www.fns.usda.gov/pressrelease/2019/fns-000319, https://www.fns.usda.go
v/snap/online-purchasing-pilothttps://www.fns.usda.gov/news-item/fns-0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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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 (2020년 11월 30일) 캐나다 정부, 코로나19 기간 동안 농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0만 달러 투자
캐나다 정부가 농업 노동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농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마
리-클로드 비보(Marie-Claude Bibeau) 농업농산식품부 장관은 매니토바 주 농
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농업 지원 기금 신청이 수락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농업인들이 농장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비보 장관은 “캐나다인들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모든 농
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은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최우선 과제였
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매니토바 농민들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
고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캐나다 자국 근로자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개인 보호 장비(PPE), 위생소, 작업소 및 기타 보건 안전 조치를 비롯하
여, 거주지 및 작업소의 인프라 개선, 임시 또는 시장주택(농장 내 또는 외부)이
포함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6]｣, 2020년 11월 30일자
- 원문출처: The Cattle Site, “Canadian government invests in additional COVID-19 protecti
ons for agriculture workers”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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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미
[브라질]
1. (2020년 12월 20일) 브라질, 코로나19로 막힌 남미 육로･수로 국경 개방
추진
브라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폐쇄했던
남미 인접국과의 육로와 수로 국경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경제 협력 확대와 무역 활성화를 내세워 인접국 국
경 개방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미 국제기구인 남미발전포럼(프로수르)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 말부터 남미 인접국으로부
터 항공편과 육로･수로를 이용한 입국을 금지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
아,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항공편 입국은
지난 7월 말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9월 25일부터는 전면 허용했다.
(출처) 연합뉴스, ‘브라질, 코로나19로 막힌 남미 육로･수로 국경 개방 추진’, 2020년 12월 20일자 기사
-원문출처: 브라질 뉴스포털 U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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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럽
[EU]
1. (2020년 10월 1일) 농산물･식품 음료들, 영국 EU･FTA의 질 높은 합의
외에 BREXIT조정 준비금의 활용이 요구
유럽 연합(EU)최대의 농업 생산자 단체인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
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4)),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5)),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6))의 삼자는 연명으로 9월 24
일 영국 EU자유 무역 협정(FTA)협상이 합의하지 못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증(COVID-19) 확대로 고통을 겪는 농가, 농산품･식품사업자, 무역업자에게 궤
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표명했다.
위 삼자는 2019년에는 교역액이 580억 유로(7조 3,660억 엔=76조 3,210.4억
원, 1유로: 127엔=1,315.88원7)), EU와 영국의 무역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와 일
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해법을 찾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EU와 영국 사이의 공평한
경쟁과 EU측의 단일 시장의 완전 유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바다를 낀 영국과 EU간의 농산품･식품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동식물
검역, 식품과 사료 관리에 관한 영국의 규제 제도와 EU 수출에 영향을 주는 추가
요건이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행 기간의 종료까지 4개월이 채 안 된 지금도 아직
질 높은 FTA에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50억 유로(6,350억 엔=6조 5,794억 원)의 BREXIT조정 준비금8)을, 농산품･식품
부문을 위해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4)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는 EU회원국 2,300만 명 이상
의 농업 생산자로 구성되는 Copa(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및 2만 2,000농업 협동조합으로 구성되는
Cogeca(유럽 농업 협동조합 위원회)에 의한 조직된 EU최대의 농업 생산자 단체. Copa및 Cogeca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양측은 공동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5)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는 EU회원국 29만 4,000개 사업자와 470만 명의 노동
자로 구성된 EU최대 식품 제조업 단체. 거래량은 EU전농 산물의 70%를 차지한다.
6)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는 EU회원국 3만 5,000개 농산물 무역 사업자로 구성된 EU
단체. 곡물 사료, 설탕, 와인, 육류, 유제품, 청과물, 계란, 향신료, 절화 등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7) 2020년 11월 27일 원/유로 기준환율 적용
8) 유럽 이사회에서 2020년 7월 21일 EU의 차기 중기 예산 계획인 2021년~27년 다연차 재정 구조
(MFF)에 아울러 MFF의 범위 밖에서 합의된 영국의 EU이탈에 따른 불의의 악영향을 받은 회원국과
분야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금. 자세한 것은 향후 유럽 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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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측은 9월 7일 영국 EU･FTA 협상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EU와의 협상
시한을 10월 15일까지로 하며, 유럽 측은 제8차 협상 이후의 성명에서 EU는 영국
의 주권을 존중한 해결책을 찾아 유연성을 보이고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 측
은 중시하는 분야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영국이 ‘공평한 경쟁 조건의 확보’에 대
해서 거절하고 ‘사회 환경, 노동, 기후에 관한 규제 유지’에 대하여 확약을 얻지 않
는 등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임하고 있지 않다며, 2021년 1월 1일에 상정할 수 있
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
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移行期間の延長、代替案の措置を要求（海外情報 令和2年6月11日
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
年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2. (2020년 10월 22일자) 유럽 위원회, 식육의 단기 수급 전망을 공표
유럽 위원회는 2020년 10월 5일 9월 중순까지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의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및 영향
등을 가능한 한 반영한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9)을 공표했다. 이 중 육류 수급
전망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EU･영국 간에서는 장래의 교역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불확정인 것10)의,
농축산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발생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조건임을 가정하고
유럽 연합(EU)이탈의 이행 기간에 있는 영국11)를 포함하지 않는 EU 회원 27개국
을 대상으로 한다.

9) 유럽 위원회는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을 연 3회(늦겨울, 초여름, 초가을), 중기적 수급 전망을 연
1회(12월)발표했다.
10)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 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EU）
(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11) 영국은 현재 EU 탈퇴(BREXIT)했으나, EU법의 적용 속의 "이행 기간"에 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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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2020년 쇠고기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1.7% 감소로 상
향 조정하고, 하반기의 생산이 하향 안정된다고 가정하고 동 1.4% 감소 전망했다.
감산의 주요 요인은 COVID-19에 따른 도축장의 조업 정지 등의 영향 외 봄철의
건조에 따른 사료 공급 부족 때문에 미숙으로 조기 출하가 늘어난 것 등이 꼽힌다.
상반기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4, 5월의 도축 두수가 정체 내지는 감소한 것
이나, 외식 산업 영업 정지 등 COVID-19의 여파로 수요 감소를 받아 많은 회원국
에서 감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그러나 외식산업과 관광업의 영업
재개에 따른 수요는 회복세에 있다. 이에 따르면, 5월 중순에 바닥을 친 소 도축
도매가격은 전년 수준까지 회복했다.
쇠고기

2020년 (%)

2021년 (%)

생산량

1.4

1.5

수출량

1.0

- 4.0

수입량

10.0

0.0

소비량

2.1

1.2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2020년 쇠고기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1.0%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에
는 영국의 EU 탈퇴(BREXIT )우려로 부터 영국을 위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
소되는 한편, 아일랜드,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영국 이외로의 수출량
은 동 12% 증가했다. 반면, 수입량은 외식산업 영업 정지 등에서 상반기 실적에서
는 동22% 감소했지만, 외식산업 영업 재개에 따른 수요에 회복세로 볼 때, 연중에
는 전년 대비 10% 감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0년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 전망에서와 변함없이 전년 대비 2.1% 감소(일
인당 10.4킬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돼지고기>
202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0.5% 증가를
낮추며 동 0.5%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스페인과 덴마크의 증가분
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의 감소분이 웃돌아, EU 전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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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생산량은 동 0.9% 감소했다. 제3분기(7~9월)에는 좋은 돼지가 소비자 수요
회복, 최근 투자 효과 등으로 각 가맹국에서 증산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
다. 그러나 9월 중순에 독일 동부 국경에서 멧돼지에서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확인된 데 따른 국내에서 수입 금지 움직임이 있어, 이러한 것부터, 여름 초부
터 안정되던 돼지 값에도 하락 압력이 나오고 있다12).
돼지고기

2020년 (%)

2021년 (%)

생산량

0.5

1.0

수출량

2.0

- 10.0

소비량

1.1

1.0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2020년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10.0% 증
가를 대폭 하향 수정하고, 동 2.0%의 증가를 전망했다. 상반기 수출 물량은 중국
이 배증, 기타 베트남용이 늘어난 것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15%를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EU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인 독일에서 ASF가 확인되면서 대폭 하향 조정
되었다. 또 2021년에는 중국에서 국내 생산의 회복, 특히 수입 고기에 대한 식육
소비의 다양화로 전년 대비 10.0%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EU의 돼지고기
수출의 주목할 점은 독일의 ASF의 봉쇄의 성패와 무역 상대국이 지역주의13) 적용
으로 독일에서 돼지고기 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 여부이다. 또한 독일, 중국 및 아
시아 수출의 감소분은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가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또 2020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1인당 32.8kg)으로 내다봤다.

<가금육>
2020년의 가금육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2.0% 감소를
올려, 동 1.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독일에서 생산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폴란드에서
투자의 진전이나 COVID-19에 의한 도시 봉쇄(락다운)의 다른 고기부터 가정 내

12) 野生イノシシで初のASF発生(ドイツ), [海外情報 令和2年9月1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
joho01_002771.html
13) 지역주의란 질병 발생 국가라도, 청정성(해당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
서 수입하면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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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많은 닭고기에 대한 수요 시프트 등이 요인이다. 외식산업 영업 재개 및 소
매에서 왕성한 수요에 힘입어 가격은 회복 기조에 있다. 한편 가금육 속에서도 판
매처의 대부분 외식용인 닭고기 외(오리, 호로호로조, 비둘기, 메추라기)는
COVID-19로 외식산업 영업 정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감소가 2020년말까
지 지속될 전망이다.
가금육

2020년 (%)

2021년 (%)

생산량

1.0

1.0

수출량

6.0

1.0

수입량

12.0

6.0

소비량

1.5

1.3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2020년의 가금육 수출 물량은 연초에 조류 독감이 발생한 폴란드로부터의 수입
이 서서히 재개된다고 보이지만, 전년 대비 6.0% 줄어 2021년에는 완만한 증가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수출국인 영국 대상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동 20% 늘어난 필리핀을 제외한 여타 국가용이 동 5% 줄어
전체에서 동 8.5% 감소했다.
2020년의 가금육 수입량은 수입 닭고기의 주요 발송처인 외식산업의 수요 침체
영향으로 동 1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였으
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0% 증가하여 회복이 예상된다. 또 2020년의 가금육
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1인당 23.7kg)으로 내다봤다.
기타, 본 전망에서는 양, 산양의 2020년 생산량, COVID-19로 외식수요 저하의
영향 등으로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1.5% 감소를 하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3.0%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보고에서 COVID-19의 농업･식품 부문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이번 과제라고 밝혔다. 또 COVID-19에 의한 전자 상거래에 따른 식품 판매
증가와 지산지소의 진전 등의 식품 시스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한편,
COVID-19 2차 파동 정도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이 조치하
는 대책의 성패 등 변수가 많으므로, 2021년의 경기 회복 전망과 농업 시장에의
영향 등을 내다보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
年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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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10월 22일자) 유럽 위원회, 원유･유제품의 단기 수급 전망을 공표
유럽 위원회는 2020년 10월 5일, 9월 중순까지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신종 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의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및 영
향 등을 가능한 한 반영한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14)을 공표했다. 이 중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전망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EU･영국 간에서는 장래의 교역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불확정인 것15)의,
농축산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발생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조건임을 가정하고
유럽 연합(EU) 이탈의 이행 기간에 있는 영국16)을 포함하지 않는 EU회원 27개국
을 대상으로 한다.

<원유 생산>
2020년의 원유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인 전년 대비 0.7% 증가를 상
향 조정하고 동 1.4%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소 사육 마릿수는 감소
(동 0.4% 감소)를 계속하되, 7월까지 목초 생육이 좋았던 것과 가격이 저 수준이
되어 농후사료 사용량이 증가한 점 등에 의해 1마리당 비유량이 증가(동 1.6% 증
가)으로 알려졌다. 1~7월까지 이 경향이 현저하여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로 추이 했다. 한편, 독일 북부, 폴란드 서부, 프랑스 북동부, 베네룩스 국가(벨
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하계의 강우 부족과 평년을 웃도는 고온이 목초
의 생육을 저해했고, 향후 몇 개월간 사료 공급(건초와 사일리지)에 악영향을 줄
전망으로, 연말에 걸쳐서는 원유 생산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

2020년 (%)

2021년 (%)

원유 생산량

1.4

0.8

경산우 사육두수

- 0.4

0.8

두당 연간 유량

1.6

1.6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14) 유럽 위원회는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을 연 3회(늦겨울, 초여름, 초가을), 중기적 수급 전망을
연 1회(12월)발표한다.
15)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 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EU)(欧
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16) 영국은 현재 EU 탈퇴(BREXIT) 했으나, EU법의 적용 속의 "이행 기간"에 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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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2020년 치즈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인 전년 대비 0.3% 증가를 상향
조정하고, 동 0.7%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치즈의 소비량은 COVID-19로 외식
수요 저하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감소(동 0.2% 감소) 하지만, EU산 치즈에 대한 세
계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치즈 수출량은 동 5.0% 증가 전망했다.
2021년에는 주문(포장)을 제공하는 외식 서비스나 전자 상거래의 증가로 치즈 소
비량은 동 0.5% 늘어 그에 따른 치즈의 증산(동 0.5% 증가)도 예상된다.
치즈

2020년 (%)

2021년 (%)

생산량

0.7

0.5

수출량

5.0

3.0

수입량

2.0

0.5

소비량

0.2

0.5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버터>
2020년의 버터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인 전년 대비 3.1% 증가를 낮
추어 동 2.5%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상승세에 있으나 수출이 호조를 보
일 것으로 보이며, 2020년의 버터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0% 늘어난 32만 톤으로
기록적인 수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외식 수요의 감소분은 가정에서 조리용, 제
빵용 등의 작은 수요로 보완됐고, 2020년의 버터 소비량은 동 0.2% 증가를 전망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치즈처럼, 주문(포장) 제공하는 외식 서비스나 전자 상거
래의 증가로 전년 대비 0.4%증가로 새로운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버터

2020년 (%)

2021년 (%)

생산량

2.5

1.0

수출량

10.0

5.0

수입량

1.0

0.0

소비량

0.2

0.4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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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분유>
2020년 탈지분유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과 마찬가지의 전년 대비
5.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EU역내 탈지분유 값이 COVID-19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있다. 2020년 탈지분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0%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과거 2번째로 높은 수준(8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지분유

2020년 (%)

2021년 (%)

생산량

5.0

3.0

수출량

10.0

5.0

수입량

5.0

0.0

소비량

6.9

0.5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유럽 위원회는 보고에서 COVID-19의 농업･식품 부문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이번 과제라고 밝혔다. 또 COVID-19에 의한 전자 상거래에 따른 식품 판매
증가와 지산지소의 진전 등의 식품 시스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한편,
COVID-19 제2차 발생 정도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이 조치
하는 대책의 성패 등 변수가 많으므로, 2021년의 경기 회복 전망과 농업 시장에의
영향 등을 내다보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
年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4. (2020년 11월 24일) EU, 코로나 위기, 부흥 패키지로 생산자 등에게 81억
유로(약 10조 5,874억 원) 지원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이사회(각료 이사회)는 11월 10일, 생산자, 식품 관계
사업자, 농촌 지역의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총액 80억
7,000만유로(1조168억 엔: 1유로=126엔=1,311.95원)의 부흥 패키지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유럽의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2022년에서 2024년
의 시행기간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졌다. 또 EU의 부흥기금에서 지출
되는 총액 가운데 약 30%가 2021년, 나머지 70%가 2022년에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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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각료이사회와의 교섭에서 유기생산자나 환경･기후변화, 애니멀 웰
페어(동물복지) 대응에 충당하기 위해 37% 이상, 젊은 농업인의 창업과 농장에 대
한 투자(위기에 대한 회복력,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화)에 55% 이상의 자금을 간신
히 확보하고, 친환경 생산에 대한 지원비율은 현 상황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밝
혔다.
또 생산자나 식품사업자가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를 할 경우 지원 상한선은 발생
하는 비용의 75%로 인상됐고, 젊은 농업인의 창업 지원 상한액도 7만 유로(882만
엔=9,184만 원)에서 10만 유로(1,260만 엔=1억 3,1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자금
은 모두 EU로부터 제공받아 각국의 부담은 없다.
또한 실현을 위한 정식합의에는 2021년 1월 1일 차기공통농업정책 발효 전에 유
럽의회 및 EU이사회에서 관련규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ALIC), ‘コロナ危機、復興パッケージとして生産者等に対し81億ユーロ(約
1兆円）の支援へ（EU)’, ALIC 홈페이지-畜産-海外情報-2020年(https://www.alic.go.jp/cho
sa-c/joho01_002821.html)

[프랑스]
1. (2020년 11월 19일) Lecureur사,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병에서 회복되면서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는 중국에 프랑스 밀 수
출 2020/21년 증가 전망
무역회사인 Lecureur는 프랑스의 몇 안 되는 승인된 공급 업체 중 한 곳이라는
지위에 힘입어 2020/21년 프랑스 밀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 시즌의 큰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Lecureur의 상업 디렉터인 Thierry de Boussac은 “프랑스의 대중국 수출량은
7월~6월 사이에 16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2019/20년 전체와 같은
양에 달할 것”이라고 글로벌 곡물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이 무역회사는 또한 프랑스가 2020/21년 시즌 후반기인 1월~6월까지 중국에
밀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수개
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병에서 회복되면서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7월 이후 거의 120만 톤의 밀을 중국으로 선적했으며, 일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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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은 전체 시즌 동안 200만 톤의 밀을 생산할 가능성을 보았다.
농수축산사무국 FranceAgriMer는 올 시즌 유럽연합과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밀의 월별 수출 전망치를 685만 톤으로 15만 톤가량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Boussac은 올해 프랑스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지난 시즌 1,350만 톤이었던 프랑스
수출이 최대 700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데 말했다.
그는 “Lecureur가 시즌 하반기 동안 330만 톤의 수출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핵심 고객인 알제리가 지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밀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알제리와 모로코, 서아프리카 등 다른 목적지에는 100만 톤
의 프랑스 밀이 수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rench wheat exports to China could rise in 2020/21(중국으로의
프랑스 밀 수출은 2020/21년에 증가 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
핑, 2020년 11월 19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18)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12월 3일) 다논,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2천여 명 구조 조정.
2023년까지 연간 1조 3천억 원 규모 비용절감 계획 발표...유가공 부문
도 일부 포함될 듯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온 다논이 구조개선 작업에 들어갔
다. 다논은 11월 23일 파리 본부 직원을 중심으로 총 직원의 약 2%인 2천 여명 감
원 및 실적 저조 사업체 매각 제품 포트폴리오 축소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연간
10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구조조정 대상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생수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
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회사의 생수판매는 식당 폐쇄와
주요 기업들의 원격 근무 영향으로 17%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공 부문도 구조조정 대상에 일부 포함될 수 있어 보인다. 최고 경영자인 에
마뉘엘 파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많은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나친 경쟁과 혁신이 자
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 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성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고
재무책임자인 저겐 에세르는 “향후 3년간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20억 유로(약 2
조 6천억 원)의 투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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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붕괴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업계동향] 다논,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2천여 명 구조 조정’,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3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1월 23일

3. (2020년 12월 24일) 프랑스,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영국산 식음료 수
입 중단. 식품업계, 성탄 시즌 큰 피해 우려...영국 정부에 역할 요구
지난 18일 런던을 포함한 영국 동남부와 동부지역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다 전염력이 71%나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럽
전역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21일 현재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국이 영국으로부터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를 긴급하게 내렸고, 프랑스는 현지
시간 12월 20일 자정을 기해 48시간동안 영국으로부터 여행객은 물론 식음료를
포함한 화물 반입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영국식품업계는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식품음
료연합(FDF) 회장은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크리스마스 시즌 영국의 신선식품 공
급과 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하고, “영국 정부가 나서서 수입제한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U 식품업계도 거들고 나섰다. FoodDrinkEurope 사무총장은 “올해 초 코로나
19 대유행시에도 식품과 음료는 필수식품으로 인정돼 국경이동이 최소한의 제한
만 받았다. 프랑스는 이번 제한 조치에서 식음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교역] 프랑스,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영국산 식음료 수입 중단 - 식품
업계, 성탄 시즌 큰 피해 우려...영국 정부에 역할 요구’,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2월 24일
- 원문출처: foodnavigator.com, 1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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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 (2020년 11월 9일) 英, 코로나 극복 위해 20년 만에 TV 우유 광고.
5-7월, 민관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활용 우유 홍보...캠페인 기간 중 우
유판매 11천 톤 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유제품 소비를 만회코자 영국 정부와 낙농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Milk Your Moments’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이 가장 심했던 5월 중순부터 12주간 진행됐던 이 캠페인은 우유와 유제품이
항상 우리 곁에서 생활의 일부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테마로 영상물을 제작해
SNS,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했고, 특히 20년 만에 처음으로 TV
로도 광고를 방영했다.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최근 발표한 캠페인 결과 평가에 의하면 주요
타켓층들이 낙농산업과 유제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식단에 유제품을
추가하는 가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21만여 명의 소
비자들이 계획에 없던 우유를 구매해 약 1만 1천여 톤의 우유가 더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행사로 진행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
을 위한 기금모금에서도 1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 원)가 모금되는 성과를 거뒀다.
Dairy UK의 주디스 브라이언스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와 같은 위
기 속에서도 낙농산업이 항상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계
기가 됐다. 특히, 유제품 판매증가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시장 및 마케팅 동향, 2020년 11월 3주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11월 2일

2. (2020년 11월 26일) 英 가정 배달우유 업체, 코로나 이후 수요증가로
유가공장 증설 - 3월 이후 매출 30% 증가...공장가동 인력 100여명 외
에 우유 배달원 추가모집 中
스코틀랜드의 가정 배달우유 제조 유통 전문 기업인 McQueens Dairies가 최근
East Kilbride 지역에 100여명 규모의 유가공장을 새롭게 오픈했다. 이는 코로나
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3월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신선한 배달 우유에 대한

53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수요가 늘면서 주문이 30%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의 대표인 믹 맥퀸 회장은 “영국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도 소비자들
의 신선우유 수요가 늘면서 가정우유 배달사업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최근 12개월
동안 더욱 빠르게 늘었다 고 하고, 주문량 소화를 위한 공장 준공으로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렸고, 최근 Stockton on Tees 지역에 새로운 물류시설을 오픈해 배달
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McQueens Dairies는 1995년 믹 맥퀸 회장이 설립한 가족 경영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와 영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신선 유제품 제조 및 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유제품 외에 오렌지주스, 사과주스, 방목 달걀, 배달 서비스도 함께 하
고 있고, 원료유는 낙농조합인 퍼스트 밀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英 가정 배달우유 업체, 코로나 이후 수요증가로 유가공장 증
설 - 3월 이후 매출 30% 증가...공장가동 인력 100여명 외에 우유 배달원 추가모집 中’,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1월 16일
- 원문출처: scottishbusinessnews.net, 11월 23일자

3. (2020년 11월 21일)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
기 '비상'
국제 선물시장에서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기
후가 급변해 작황이 타격을 받은 데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운송 등 공급 차질이
커진 탓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세
계가 코로나19만큼 심각한 ‘기아 팬데믹(대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콩 근월물인 내년 1월 인도분 선물
은 부셸(27.2㎏)당 11.816달러에 거래돼 2016년 7월 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
다. 옥수수 12월물은 42.26달러, 밀 12월물은 부셸당 59.92달러 선에 손바뀜됐다.
콩, 밀, 옥수수는 지난 6개월간 가격 상승폭이 38.5%, 31.0%, 20.0%에 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유엔곡물가격지수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
다. 곡물가격지수는 전월대비 7.3% 급등한 111.6포인트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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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곡물 생산 타격
국제곡물위원회(IGC)는 지난 2개월간 올해 세계 총 곡물 생산량 전망치를 총
400만 톤 하향 조정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는 최근 기후 온난화 여파로 각국에서 예상치 못했던 산불,
가뭄, 폭우, 태풍 등이 일어난 탓이다.
EU지구관측프로그램 연구기관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올해 1, 5, 9월은 각각
당월 사상 최고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러시아 중동 남미 호주 등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프레자 뱀보그 코페르니쿠스 선임 과학자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 발생 빈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례적인 기상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식량 수입･수출 1위인
미국은 지난 9월 전국의 약 43%가 가뭄을 겪었다. 해안 지역에선 미국 본토 상륙
기준 100년여 만에 가장 많은 열대폭풍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았다. 중서부와 북부
평원 일대엔 평년보다 약 한 달 이른 서리가 내렸다. 식량 수입 2위국인 중국에선
쌀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양쯔강 유역에 약 두 달간 기록적 폭우가 이어져 일대
농경지가 초토화됐다.
식량 수입 2위국인 중국도 대홍수로 식량위기가 악화됐다. 중국 쌀 생산의 70%
를 차지하는 양쯔강 유역에 지난 8월까지 약 두 달간 기록적 폭우가 이어져 일대
농경지가 초토화됐다. 기후변화는 아프리카 각국과 중국, 파키스탄 등에는 대규모
메뚜기떼도 몰고 왔다. 폭우 후 날씨가 더워지면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다
습한 환경이 조성되서다. 아프리카 사막메뚜기떼는 면적 1㎢ 규모 무리가 하루에
3만50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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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확･물류작업 차질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 타격도 크다. 국가･지역 간 이동이 제한됐기 때
문이다. 수확철을 앞둔 지역도 이전처럼 외부에서 계절 노동자들을 대거 들이기
힘들어졌다. 유럽과 미국에선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커지면서 지역마다 재봉쇄 움
직임이 일고 있다.
물류도 큰 문제다. 방역 조치로 무역항에서 처리하는 항만 물동 속도가 느려졌
고, 운송비는 올랐다. 세계 대두 수출 1위국인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항구가 운영 차질을 빚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물류비 인상에 따라 판로가 깨진 사례도 있다. 지난 4~5월 벨기에 감자 농가 일
부는 마진이 안 난다는 이유로 창고에 쌓인 감자 판매를 포기했다. 블룸버그통신
은 “식량 물류망이 망가진 탓에 세계 한쪽에선 식량이 썩어갈 때 다른 쪽은 굶주리
기 쉬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곡류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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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이다. 트레
이시 엘런 JP모간 상품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에 베팅
한 투자자들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며 “상승장이 훨씬 더 오래 이
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내 나라 식량 안보 챙기기' 나서
곡물 가격이 요동치면서 세계 각국은 최근 ‘식량 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
다. 그간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였던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의 식량 생산 방법을 강
구하고 자체 공급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농산물판 ‘탈(脫)세계화’ 움직임이다.
중국이 식량 안보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대표적 국가다. 14억 인구 식량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정치적 불안이 촉발될 수 있어서다. 중국은 그간 식량 공급 불확실
성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나 아시아 곳곳의 농지를 사들였다. 미국 농무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농림･어업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2006년 2억 달러(약 2,200억 원)
에서 2016년 33억 달러(약 3조 6,500억 원)로 10년만에 10배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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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중국 정부는 자국내 식량 관련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7일
쌀 밀 옥수수 등 ‘3대 곡물’ 경작지에 대해 나무 심기 등 다른 경제활동을 금지한다
고 발표했다. 지난 9월엔 논밭을 다른 용도로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경
작지 비농업화 행위 제재’ 조치를 내놨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위성 등을 통해 경작
지 현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홍수･가뭄 등을 거치는 와중에 자국 식량 자급률
을 높이려는 조치다. 지난 8월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에서 2025년까지 밀, 쌀,
옥수수 등 3대 주요 곡물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2500만t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같은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은 식량 안보에 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음식 낭비를 막을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시진
핑 주석이 음식 낭비 관련 발언을 한 첫 사례였다. 이에 중국 전역에선 대대적인

‘잔반 금지’ 캠페인이 벌어졌다. 경작지 비농업화 제재 조치도 이후 잇따라 나왔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내년 2월부터 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도
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밀 공급량이 자국 내 소비량을 충족하고도 남지만, 내년
밀 작황 불확실성이 크다는 소식에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 농업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보다 내수를 우선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고 설명했다.

각국, 식량기업 사들이고 팜테크 대거 투자
중동 주요 산유국은 ‘오일머니’를 식량산업에 쏟아붓고 있다. 식량 관련 기업 지
분을 사들이고 팜테크(농업기술) 투자에도 나섰다.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 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식량 소비량의 80%를 수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달 11일 세계 4대 곡물
기업 중 하나인 프랑스 루이드레퓌스의 지분 45%를 아부다비 국영기업 ADQ를 통
해 인수하고, 같은 날 루이드레퓌스와 농산물 장기 공급 협정을 맺었다. UAE는 9
월엔 팜테크기업 네 곳에 총 1억 달러(약 1150억 원)를 투자했다. 모래땅에서 작물
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관개 시스템이나 인공광선만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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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사우디아라비아는 5월 말 사우디 국부펀드(PIF) 산하기관을 통해 인도 쌀 생산
기업인 다왓푸드의 지분 29.91%를 사들였다. PIF는 “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에 따라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자국 내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도 3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도시농업,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 생산 등 식품 연구 프로그램에 1
억달러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식품청과 과학기술연구청 등은 이와 별
개로 팜테크･식품 분야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식량 소비량
의 90%를 수입한다. 이를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목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자국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유전자조작(GMO) 밀에 대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승인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년간 GMO 밀 상용화 승인
을 두고 자국 내 농민단체 등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다 최근 GMO 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정부가 승인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탁 물가도 영향…한국 식량안보는 OECD 최저수준
최근 심화된 식량 공급망 불확실성은 국내 식품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
두와 옥수수 등 사료 원료곡 가격이 높아지면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이 오른다.
밀 가격도 그렇다. 밀 가격이 장기간 오르면 제분업체와 식품업체가 라면･빵･과
자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공산이 크다. 한국은 밀 소비량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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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해 시장 변화에 취약한 편이다.
최근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 새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
량자급률은 사료용을 제외한 국내 농산물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이다. 국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 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받은 ‘국내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량
자급률은 45.8%를 기록했다. 2009년 56.2%보다 10.4%포인트 낮다.
사료용을 포함해 농산물 자급률을 추산하는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 29.6%에서
21.0%로 8.6%포인트 하락했다. 곡물자급률은 2009년을 정점으로 하향세다. 작년
엔 최근 10여년 새 최저치를 찍었다. 농식품부는 2013년엔 2022년까지 식량자급
률 목표를 60.0%로 잡았다. 2018년 이를 55.4%로 하향조정했지만 현재 추세가 이
어진다면 내려잡은 목표치도 도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이 작년 말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선
29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신용평가기관 피치그룹 산하의 시장조사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식량 위기가 현실
화할 경우 먼저 타격을 받을 국가･지역으로 한국, 일본, 중국, 중동을 꼽았다. 피
치솔루션스는 “식량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향후 식량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출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경제,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2020년 11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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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 (2020년 11월 20일)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러시아 내 대형 마트의 폐
쇄 가능성이 존재 등 요인으로 러시아 식품 관련 물가 상승
러시아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수행한 식품 가격 실태조사 결과
감자의 가격이 24.2%, 당근 32.7%, 밀 21.2% 등 대부분의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가파르게 인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밀 및 감자의 경우 러시아 국민들의 주식
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에 해당해 이러한 가격 상승이 가
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수입 물가가 환율 하락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식품 물가 변동표(2020년 하반기)>
(단위: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러시아 내 대형 마트의 폐쇄 가능
성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마트 폐쇄 시 러시아 식품 물가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대형마트들이 각종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경우, 경
제 및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형 마트를 폐쇄할 방침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Mr. Sergey Belakov 러시아 소매기업협회 대표는 “현재 상황이 소매업자들에
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Mr. Artem Zeyev 러시아
Amarkets 분석부장은 현재 러시아 내 식품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
으며, 이는 소매업자들이 통제하기 불가능한 수준까지 다다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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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가는 특히 곡물 가격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미 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약 25~30%가량 식품에 대한 물가가 인
상된 상태이며, 러시아의 경우도 이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밀 수출국이지만 밀 가격에 대한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감자의 경우 벨라루스 및 이집트 등에서 수입하는 품목으로 환율에
따른 상승압력이 더욱 더 거세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 스콜코보 에너지 센터(Skokovo Energy Center)의 분석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천연자원 수요 감소로 인해 러시아가 앞으로 수 년간 경기 침체에 직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수요 감소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도 거세지고 있으며, 이에 11월 초 1달러가 80루블을 돌파해 2014년 경제위기
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루블화의 가치가 매우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데, 11월 6일 러시아 내 확진자가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러시아 내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
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회복도 당
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루블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입 물가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며, 러
시아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현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11.18.)
- 원문 출처: 각종 언론 보도 (NGK55 등) 및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2. (2020년 12월 1일) 러시아 12월말 자금 주도 전매와 함께 코로나로 제
한하였던 수출 쿼터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소 밀
선물가격 하락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7%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세
계 최대의 곡물 공급국인 러시아가 이달 말 자금 주도 전매와 함께 수출 쿼터를 인
상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락했다.
러시아 농업부는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한 곡물 수출 쿼터 규모를
1,500만 톤에서 1,750만 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ABARES(농업자원
경제과학국)은 2020/21년 호주의 밀 생산량 추정치를 2,891만 톤에서 3,117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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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향 조정했다.
Sovecon(농업컨설팅업체)는 러시아가 2020년 8,530만 톤에서 2021년에는
8,920만 톤에서 8,280만 톤의 밀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
는 30만~60만 톤에 대한 무역 기대치에 맞춰 최근 일주일간 미국 밀에 대한 수출
검사량을 50만 2,788톤으로 보고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 선물가격, 러시아의 수출 쿼터 인상 소식에 하락’, ｢해외곡물시장정보｣세
계 곡물 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선물시장 현황, 2020년 12월 1일(http://www.krei.re.
kr:18181/board/focus/view/wr_id/5637/page/1)
- 원문출처: CBOT

3. (2020년 12월 11일) 3분기 수입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전분기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후 4.8% 감소,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
지 곡물 수출 쿼터와 밀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러시아는 Vladimir Putin 대통령의 식량가격 인상 비판에 따라 2월 15일부터 6
월 30일까지 곡물 수출 쿼터와 밀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Putin 대통령은 수요일 빵, 밀
가루, 설탕, 해바라기유의 가격 상승에 대해 관리들과 시장 참여자들을 비난했고
Mikhail Mishustin 총리는 목요일 러시아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Mishustin은 정부 회의에서 “국가원수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품
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소득
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Mishustin은 이 문제에 대해 목요일 늦게 다시 회의를 열 계획이다. 러시아인
들의 3분기 수입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전분기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
소한 후 4.8% 감소했다. 푸틴 대통령은 빵과 밀가루, 해바라기유 값이 각각 6.3%,
12.9%, 23.8% 올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올해 밀 수확량이 많았지만 국내 가격이 올랐다. 이를 안정시키기 위
해 농림부는 앞서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물 수출 쿼터를 1,750만 톤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아직 가능한 밀 수출세 규모나 쿼터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소식통은 말했다.
러시아도 이달 중 국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해바라기유에 수출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이들 중 2명은 말했다. 러시아는 이미 1월부터 해바라기 종자와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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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대한 수출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설탕과 해바라기유의 최고가
또한 소매 체인점, 생산자, 그리고 주 정부의 독점 금지 서비스 사이의 합의를 통
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weighs wheat export tax, quota after Putin criticises food
price rise(러시아는 푸틴이 식량가격 인상을 비난한 이후 밀 수출세, 쿼터에 무게를 두고 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11일(http://www.krei.re.kr:1818
1/board/briefing/view/wr_id/5658/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4. (2020년 12월 14일) Putin, 코로나19와 수입 감소 가운데 빵, 밀가루,
설탕 등 가격 상승 대해 관리와 시장 참여자 비난, 밀 수출세 및 할당
량 고려, 최종 결정은 아직
러시아 관리들은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2월 15일부터 6
월 30일까지 밀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명의 소식통이 로이
터 통신에 금요일 말했다. 정부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세금이 톤당 약 2,000루
블(약 27.3달러)으로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25유로(30.30달러)의 세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
부가 밀, 호밀, 보리, 옥수수 등의 해외 수출에 대한 임시 쿼터를 도입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전에 제안된 모든 곡물에 대해 1,750만 톤으로 쿼터를 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쿼터 내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세는 0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소식통은 이 쿼터 내에서 밀 수출품에 대해 톤당 25유로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물량이 쿼터를 초과할 경우 곡물에 대한 세금이 관세
가격의 50%까지 인상되지만, 톤당 100유로 이하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Vladimir Putin 대통령의 식량가격 인상 비판에 따라 러시아도 국내 해바라기
기름과 설탕 가격 상한제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통은 “여러 부처에서 논
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다양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
류의 밀에 대한 통일된 수출세 규모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밀이 지불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 소식통은 덧붙였다.
농업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단일규모 세금은
승인될 경우, 러시아가 수년 전 밀 가격이 급성장할 때 사용했던 포뮬러 기반 세금
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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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말 러시아 유럽 지역 밀 3등급의 국내 가격은 톤당 1만 5,950루블(215달
러)이었다. 흑해항에서 단백질이 12.5% 함유된 밀의 수출가격은 FOB 기준으로 톤
당 252달러였다.
Putin은 COVID-19 사태와 러시아인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번 주 초
빵, 밀가루, 설탕, 해바라기유의 가격 상승에 대해 관리들과 시장 참여자들을 비난
했다. Mikhail Mishustin 총리는 러시아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각 부처
에 12월 1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농업컨설팅
Sovecon은 러시아의 2021년 밀 수확량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8,100만 톤에서
7,68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금요일 밝혔다.
($1 = 73.2470루블) ($1 = 0.8255유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considers wheat export tax and quotas, no final decision(러
시아, 밀 수출세 및 할당량 고려,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음)’,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브리핑, 2020년 12월 14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6
2/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5. (2020년 12월 14일) 밀 선물가격,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의
코로나, 수입감소로 물가 상승 등 이유 수출 억제 가능성으로 상승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3.0%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미
국 농무부가 공급 전망을 예상보다 하향 조정하고 러시아 최고 공급업체가 수출
억제 조치를 검토함에 따라 급등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2월 15일부터 6월 30일
까지 톤당 2,000루블(약 27.3달러)의 밀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농업컨설팅업체 Sovecon이 2021년 작황 전망치
를 10년 만에 최악의 작황 상황을 이유로 하향 조정했다.
미 농무부 목요일 월간 보고서에서 미국과 세계 밀 재고 전망을 예상보다 많이
줄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 선물가격,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의 수출 억제 가능성으로 상
승’, ｢해외곡물시장정보｣ 세계 곡물 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선물시장 현황, 2020년 12
월 14일(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660/page/1)
- 원문출처: C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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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년 12월 1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식량가격 인상을 비판한 후
밀 수출에 세금 부과, 코로나19와 국민 소득 감소가 배경-밀 수출세 내
년 2월 15일〜6월 30일까지 톤당 30.4달러, 같은 기간 동안 1,750만 톤
곡물 수출쿼터에 추가
러시아는 월요일 정부 회의에서 Vladimir Putin 대통령이 비판해 온 국내 식량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밀에 수출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Maxim Reshetnikov 경제부 장관이 말했다. 수출세는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
지 톤당 25유로(30.4달러)로 책정된다. 수출세는 같은 기간 동안 1,750만 톤의 곡
물 수출 쿼터에 추가될 것이다.
미국의 밀 선물은 월요일 러시아의 제재로 미국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이라는 기대감에 거의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업컨설팅업체 Sovecon는

“이는 밀의 국내사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산 밀 수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Sovecon은 또 일부 농가가 비축물량 판매를 2021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다
음 2021/22년 마케팅 시즌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Sovecon은 이번 세금으로
러시아의 2020/21년 밀 수출량이 2,300만 톤 감소해 3,780만 톤에서 3,880만 톤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1월 러시아산 밀의 수출 가격이 2~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올해 밀 수확량이 많았지만 국내 가격이 상승했다.
Putin은 지난 주 식량가격 상승을 비난했다. 3분기 러시아 소득이 4.8% 감소하고,
COVID-19 사태 등으로 전분기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급락과 맞물린 것이다.
관리들은 러시아 설탕과 해바라기 석유 생산업체들도 소매업체들과 함께 제품
의 가격 인하를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는 해
바라기유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사탕수수 수입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 = 0.8227유로) ($1 = 72.9700루블)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to tax wheat exports after Putin criticises rising food prices
(푸틴 대통령이 식량가격 인상을 비판한 후 밀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러시아)’,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15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
/view/wr_id/5664/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550

특집 3 : 코로나 관련 정보 제7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7)

7. (2020년 12월 24일) Putin, 12월 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러시아인들
의 수입을 압박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파스타 가격 비판 이후 듀럼밀
생산 촉진
러시아는 Vladimir Putin 대통령의 파스타 가격 인상에 대한 비판이 있은 후 파
스타와 쿠스쿠스 생산에 사용되는 듀럼밀 생산량을 2025년까지 180만 톤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농업부가 밝혔다. Putin은 12월 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러시아인들의 수입을 압박함에 따라 식량 가격의 상승을 비판했다.
관리들은 곡물 수출 쿼터와 밀 수출세를 포함한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안정화
하기 위한 조치들의 목록으로 대응했다.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
는 올해 약 70만 톤의 듀럼을 생산했는데, 이 듀럼은 그 나라의 소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수요일 농업부가 발표했다.
러시아는 올해 곡물을 많이 수확했으며 파스타 가격 상승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수입이 감소하며 모스크바보다 가난한 지역의 러시아인들은 “해군식 마카로니”를
먹고 있다고 Putin은 12월에 말했다. 러시아 농민들은 생산비 증가로 인해 올해
듀럼 가격을 인상했다고 농업부는 말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듀럼의 생산량은 파종 면적과 신기술 사용량의 35% 증가로 인해 2025년까지 증
가할 것이라고 농업부는 덧붙였다. Putin은 지난주 연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
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여파 결과 러시아의 빈곤율이 13.5%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to boost durum wheat output after Putin’s criticism of past
a prices(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파스타 가격 비판 이후 듀럼밀 생산 촉진)’, ｢해외곡물시장정보｣
세계 곡물 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선물시장 현황, 2020년 12월 24일(http://www.kr
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8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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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1. (2020년 11월 30일) 루마니아 정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분야의 타격
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정부 특별 지원책 마련
루마니아는 전통적인 농업 강국으로 총 농경지가 1,470만 헥타르로 그 중 1,000
만 헥타르 정도가 경작이 가능한데, 이는 EU 국가 중 프랑스, 스페인 등에 이어
총 6위 규모이다. 농업분야가 루마니아 국가총생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커다란 농업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인구중 92.6%가 가족
단위 영세농으로 낮은 생산성과 관개시설 미비, 농기계 부족 등 관련 인프라 부족.
이로 인해 농업 발달이 뒤쳐져 있으며, 농업과 식품분야에 연간 50억 유로 이상
수입되는 등 무역수지 적자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분
야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특별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농업 분야 정책은 농업분야 지원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많은 보
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EU기금인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대부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지원 항목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과 농촌지역 개발
지원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산업 피해를 보조하기 위해 농가에 직접 지
원되는 보조금이 크게 증가될 것인데, 그 중 피해가 큰 축산과 원예 부분의 보조금
이 증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보면, 정부재정에서 소 축산 농가에 8.7백만 달
러, 돼지 축산농가에 29.2백만 달러, 가금류 축산 농가에 29.2백만 달러를 특별
지원

승인하였고,

그

외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EARFD)에서 코로나19로 영향을 많이 받은 축산, 채소, 과일 지배
농가 등을 위해 180 백만 달러 추가 지원이 승인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6]｣, 2020년 11월 30일자
- 원문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루마니아 농업 산업 현황”(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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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세아니아
[호주]
1. (2020년 12월 1일) 호주산 밀 수출증가는 캔버라가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대규모 사업 중단 후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서 회복에 도움
될 것
호주의 주요 상품 예측 담당자는 이로운 비가 내리면서 생산 예상치를 10% 가까
이 올린 후 호주 농부들이 이번 시즌에 3,000만 톤 이상의 밀을 수확할 것으로 예
상했다. 호주 농업 자원 경제 과학국(ABARES)은 2020/21년 시즌 밀 생산량이 총
3,117만 톤으로 9월 전망치인 2,891만 톤에서 증가해 2016/17년 호주 역대 최고치
인 3,180만 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BARES의 전무이사 Steve Hatfield-Dodds는 “9월과 10월의 강우량은 성장
주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전국 많은 지역에서 수확되고 있는
대규모 작물은 지난달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기준가격인 Wv1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산 밀의 수출증가(보통 품질 때문에 수요가 높음)는 캔버라가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대규모의 사업을 중단한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ARES는 보리 생산량 추정치를 9월 전망치(1,120만 톤)보다 높은 1,196만 톤으
로 상향 조정했지만 보리 재배 농가의 전망은 어둡다. 중국은 올해 호주산 보리 수
입품에 80.5%의 반덤핑과 반보조세를 부과해 사실상 10억 달러 무역을 중단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ustralia increases this season’s wheat production estimate by ne
arly 10%(호주는 올 시즌 밀 생산량을 10% 가까이 늘림)’, ｢해외곡물시장정보｣ 세계곡물 관련정
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1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
/view/wr_id/5638/page/1)
- 원문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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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중국]
1. (2020년 10월 6일자) 국내 최대 거래 규모의 농산물 전문 도매 시장,
국산 돼지 거래를 재개(중국)
중국 베이징 시에 있는 신발치 도매시장에서는 시장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증(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0년 6월 13일부터 영업을
정지했다17). 채소, 과일 등 일부의 거래는 순차적으로 재개하던 중 현지 보도에 따
르면, 9월 28일 22시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도 재개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냉
동 돼지고기 거래는 모두 금지되고 국산 거래만 한다. 또 수산물의 거래는 아직 재
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재개된 돼지고기 도매시장은 두개의 독립된 지역으로 나뉜
다. 제1도매시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하고, 판매자는 아홉
개의 베이징 시 지정 식육공장, 구입자는 주로 베이징 시내 민간 소매시장, 민간
포장 마차 경영자, 정부기관의 식당 경영자 등에 한정되어 있다. 제2차 도매시장
은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업으로 180개 점포가 들어서고 있어 구매자는 주
변의 호텔 음식점이 중심이다.
본 시장에 의하면, 재개 당일 밤, 680마리의 돼지고기가 들어왔다. 이는
COVID-19유행 전 약 4분의 1이지만, 향후에는 취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베이징의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
年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17) 新発地卸売市場および営業停止の詳細は｢畜産の情報｣ 2020年9月号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
情報 ｢国内最大取引規模の農産物専門卸売市場, 職員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発症を受け, 営業
を停止(中国)｣,（https://www.alic.go.jp/content/001181559.pdf）P.93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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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1월 9일) 中, 코로나19 계기로 식품안전기준 대폭 강화 추진.
현행 식품안전기준 중 영양성분, 가공식품 관련 46개 조항 제･개정 계획
코로나19가 야생동물 소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내 식품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2020 국가 식품안전 전략계획(2020 Food Safety National Standards Project
Strategy)’를 새롭게 마련했다.
중국 국가건강위원회(CNHC)가 식품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국가계획(national initiative)은 현행 식품안전기준 중 영양성분 및 가공식품
등과 관련해 28개 조항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준 18가지를 신설하는 등 총 46개 조
항을 손볼 계획이다. 이중 12개는 영양성분 및 특별식에 관한 조항이고, 가공식품
관련 4개 조항, 식품 첨가물 14개 조항, 그리고 나머지는 식품 검사 및 식품오염
분야로 알려졌다.
영양성분(nutrition) 및 특별식(special dietary foods) 분야는 식품의 영양 강
화 성분인 해조류 추출 요오드, 락토페린(초유에 많이 들어있는 항균물질), 1,
3-Dioleoyl-2-Palmitoyl Triglyceride(모유 지방 대체 중성지방) 등에 대한 기
준 강화와 알츠하이머 환자용 대체영양식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 신설이 포함된
다. 가공식품(processed foods) 분야는 빵류와 캔류 등에 대한 기준강화와 건조과
일 및 야채 등에 대한 기준 신설, 소금, 설탕, 오일 함량 기준 대폭 강화 등이 포함
될 계획이다.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은 캔류 등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영양 건강 및 소비 동향, 2020년 11월 3주
- 원문출처: foodnavigator.com,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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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12월 8일) 中, 수입산 냉동식품에 핵산검사 의무화 추진 - 수
입산 냉동식품을 통한 코로나 유입 차단 목적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산 콜드체인(저온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nucleic acid test)를 요구하고 나섰다. 핵산 검사란 DNA 또는 RNA를
분석해 질병존재여부를 알아내는 것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진단 외에도 식품
농산물 등의 검사에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수입산 냉동식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콜드체인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
라, 중국 시장규제국(SAMR)은 향후 거래되는 수입산 콜드체인 식품에 대해 핵산
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산 냉동식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핵산검사서 검역 및 소독 증명서와 추적 정보를 필히 제출해야하고, 수
입된 콜드체인 식품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보관 판매해야 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식품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中, 수입산 냉동식품에 핵산검사 의무화 추진’,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2월 8일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12월 3일자

4. (2020년 12월 17일) 중국, 코로나 불구 올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어
마어마하게 사들인 이유, 음식낭비l 방지, 양돈업 회복, 미･중무역합의
때문
올해 내내 전 세계를 꽁꽁 얼어붙게 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세계 곡물시장은
활황을 맞고 있다. 이유가 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런 패터슨 ING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고에서 "전 세계 곡물시장은 올해 활기
를 띠었다"라며 "중국이 대두와 옥수수, 밀, 설탕 등 각종 곡물을 사들인 덕"이라
고 분석했다. 이는 수치로 증명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의 대두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옥수수는 97%, 설탕은 28% 증가했다. 밀은 무려 164%나 늘었다.
특히 미국산 수입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에서 곡물 수요가 급증한 것은 왜일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음식
낭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정도로 중국 정부가 식량 안보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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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여름 내내 이어진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
은 이후 중국 정부는 곡물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식량 안보가 흔들리면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중국 양돈업체의 성장이다. 중국의 돼지농장들은
2018~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큰 피해를 봤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극복
하고 올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했다. 당연히 동물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대두 수요도 확 늘었
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의 기록적인 농산물 수입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며 “중국의 양돈 농가와 미국 농민들은 점점 더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도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 정부가 올해 안
에 약 366억 달러(약 40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약속했기 때
문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부지런히 수입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0
월 들여온 미국산 대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한 양의 2배 가까이 된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내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원래 목표했던 만큼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1단계 무역합의 기
간이 내년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내년에 더 많은 미국산 농산품을 수
입할 가능성이 크다"(패터슨 애널리스트)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중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중국의 목표는 '자급자족'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입에 의존하는 일은 식량 안보에 큰 위험이 된다”며 “중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자급자족”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올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이유’, 2020년 12월 17일자

5. (2020년 12월 24일) 중, 시진핑 주석 지시에 따라 음식낭비 먹방에 벌
금 1700만원 부과하는 식품낭비금지법 공개
중국 당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제정 중인 식품낭비금지법 초
안을 공개했다. ‘먹방’(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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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2일(현지 시각) 베이징에서 회
의를 열고 ‘반식품낭비법’ 초안 심의를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23일 보도
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와 국영기업은 접대⋅행사 등에 제공되는
음식량을 ‘표준화’해 낭비를 막고 각급 정부는 매년 음식 절약 성과를 공개해야 한
다.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인터넷 방송은 금지되며 위반자는 1만 위안(약 170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1,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식을 남기는 손님에게 식당이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에서 낭비되는 음식은 도시 지역에서만 매년 1,750만 톤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음식 낭비 방지법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번 법안은 시 주
석의 지시로 마련됐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입
법을 통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으라고 지시했다. 올해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6
억 9,9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지만, 중국 정부는 코로나⋅홍수 등 돌
발 상황에 대비해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 법엔 시 주석의 개인적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열여섯
살부터 7년간 중국 산시(陝西)성 농촌 토굴에서 생활했다. 문화대혁명으로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아버지 시중쉰이 반동분자로 몰려 감금되자 다른 도시 청년들과 함
께 지방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 식량 부족으로 거친 잡곡을 먹어야 했고, 고기가
귀해 어렵게 구한 돼지고기를 날로 먹기도 했다.
(출처) 조선일보, ‘어린시절 배 고파봤던 시진핑 “음식낭비 먹방, 벌금 1700만원”’, 2020년 12월 24일자

6. (2020년 12월) 주요 식량작물류 가격 동향, 옥수수, 대두 가격 코로나
19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로 상승
(개황) 쌀 품목에서는 조생장립종, 만생장립종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가격이 전
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밀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옥수수와
대두는 전년동기 및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다.
(밀) 분기 내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2,425위안으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6.9% 하락하였다. 장기 추이를 보면, 2019년 5월 이후
전년 대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다 11월을 기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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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월 잠시 하락 이후 다시 완연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옥수수) 분기 내 가격이 등락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2,327위안으로 전분기
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8%, 20.9% 상승하였다. 장기 추이를 보면, 2017년 3월
이후 상승 추세가 이어짐.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800~1,900위안 수
준에서 등락하였으나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로 인해 급
등하여 8월 2,379위안을 기록하였다.
(대두) 분기 내 가격이 등락한 가운데 평균 가격은 톤당 4,750위안으로 전분기
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9%, 26.9% 상승하였다. 장기 추이를 보면, 2013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함. 2018년과 19년 3,700위안 수준에서 등락하다
2019년 11월 3,574위안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3월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로 급등하였다.
<옥수수 및 대두 가격 추이(2018.1~2020.9)>
단위: 위안/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 13권 3호(2020년 가을호), 2020년 12월(http://library.
krei.re.kr/pyxis-api/1/digital-files/94f429f8-fb60-44fc-a7cb-c37c3ebc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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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 (2020년 11월 30일) 코로나19 감염 확대, 농업 분야 Society5.0 실현,
△농업･농촌 과제와 농촌 재평가 필요 등에 대한 대응 위해 새로운 토
지개량 장기계획 중간정리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11월 18일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중간정리를 발
표하였다. 토지개량사업은 농업 생산력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농업용수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농업생산기반을 정비･관리하는
사업이다. 5년마다 장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2021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이다.

<농업･농촌 정세 변화>
현재 농업･농촌은 △코로나19 감염 확대, △농업 분야 Society5.0 실현, △농
업･농촌 과제와 농촌 재평가 필요, △대규모 재해 심화 및 증가, △TPP, EU･일
EPA, 미･일 무역협정 발효 등을 통한 글로벌화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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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농업･농촌의 목표 실현>
농업인과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이 식량 안정
공급,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한 사
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농촌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개량사업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일상 실현, △Society5.0 실
현, △SDGs 공헌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
농업･농촌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기반으로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①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농촌 지역에 스마트농업 도입, ②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

③ 농업･농촌 다양성 배려, ④ 재난 방지 및 감소 대책 강화, ⑤ 기후 변화, SDGs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응 등이 그 것이다.
<토지개량사업 방향성>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지역 정책의 관점에서 타 관련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재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토지개량 사업을 통해 농업･농
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중간정리(1)’,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47. 2020년 11월 30일
- 원문출처: 일본 농림수산성,“新たな土地改良長期計画の概要(中間とりまとめ案)”(2020.11.18.),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nousin/bukai/r02_1119/siry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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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 (2020년 11월 2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자원 안보 위기에 대
응하기 위해 쌀 비축 물량을 늘리기 위해 쌀 비축저장고 신규 건설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 비축을 위한 저장고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식품안전청(Food Security Agency)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 비축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
아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 연말까지 5,000개의 식량 저
장 창고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5,000개의
식량 저장고를 신설했다.
식품안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인도네시아 농가가 수확 시즌에 최대
한 많은 쌀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코로
나19로 인해 식량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며, 농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인도네시아의 식량 자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간･국가간 물류가 마비되자
식량 안보 강화 계획을 세우고 저장 창고 건설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새
저장 창고를 확보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거세지자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는 금번 수확기의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1,760만 톤인데 비해
내수 소비량은 1,000만 톤 정도로 초과 생산량이 약 7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
보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다. 상반기 수확량의 경
우 1,6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
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따라서 초과 생산이 발생
할 때 가능한 많은 양의 쌀을 비축해야 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
기에 충분한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11.19.)
- 원문 출처: Jakarta Po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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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1. (2020년 11월 30일) 네팔, 코로나19로 네팔 기업의 61%가 완전히 폐쇄
되어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 일자리 잃어
네팔 당국에 의한 봉쇄령이 4개월간 시행된 이후 라스트라 은행(Rastra Bank)
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네팔 기업의 61%가 완전히 폐쇄되
어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팔 기업은 평균적으로 22.5%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특히 호텔 및 레스토랑 부문에서는 40%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고된 직원은 전체 직원의 30.5%에 달했다.
네팔 기업은 평균적으로 직원 급여의 18.2%를 삭감했지만, 호텔 및 레스토랑 부
문에서의 급여 삭감률은 36.4%에 달했으며, 교통 부문에서는 급여의 31.2%가 삭
감되었다. 또한, 네팔 기업의 77%가 임대료나 대출 이자,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
급을 위한 현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코로나19에서 네
팔에서 약 160만 개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팔에는
전체 근로자의 약 80.8%에 달하는 57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6]｣, 2020년 11월 30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11.23.), (The Himala
yan Tim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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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 (2020년 12월 20일)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요약)
북한은 농업생산의 취약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식량생산 증대가 어려운 실정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자, 비
료, 비닐 등 농자재, 장비･설비, 연료 및 전력 등 농업투입재 공급도 부족하다.
과거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수입했던 농기계의 경우에도 경제제재의 영향
으로 수리부품 공급이 부족하여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올해 소비 측면에서 북한 식량 사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봉쇄조치로 북중무역이 어려워지
면서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이 감소하고, 무역 감소 및 노동자 송금 축소로 식량
구매를 위한 재정 기반도 악화되었다. 북한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일
반주민의 사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득 감소가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식량
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훨씬 큰 악영향이 미
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는 공급 측면에서 방역조치 등 농업생산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내년도 식량위기 우려 증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 제한조치가 취해져 농업생
산 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제한된다. 북한 내 공장가동률 저하와 중국으로부터의 수
입 등 수입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공급이 대폭 감소하였다.
8~9월 여러 차례 수해가 발생하면서 내년에 소비할 식량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심각하다. 이동 제한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활동이 크게 위축
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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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북한에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 코로나19 사태, 수해 등의 삼중고에 처해 있는 북한은 내년 식량사정이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
올해 불안한 식량수급 상황에도 북한 당국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식량
사정이 최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노동력 투입 감소와 비료 공급 감소가 발
생하였고 수해로 인한 심각한 농경지 피해 등이 겹치면서 올 가을 식량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KREI농정포커스｣ 193호(2020년 11월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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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프리카
[아프리카]
1. (2020년 5월 15일) 아프리카도 코로나19에 이커머스 뜬다… 음식 등 주
문 폭발적. 봉쇄령 ‘집콕’에 온라인 배달 눈떠…남아공, 술･담배 뺀
전자상거래 전면 재개
서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사는 세이두 살은 시내 번화가에서 온라인으
로 배달된 음식 포장위에 소독제를 뿌린다. 연구원인 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설탕, 우유, 커피 같은 기초 식료품
을 온라인 주문으로 샀다. 살은 "'홈 딜리버리'는 접촉도 안 하고 줄도 안 서도 된
다"면서 온라인으로 세 번만 클릭하면 배달이 되고 배달비도 단지 2천 세파(CFA)
프랑(약 4천 원)이라고 말했다.
세네갈도 다른 많은 나라처럼 이동을 제한하고 상점과 시장의 영업시간을 제한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오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이커머스를 이용하게
됐다. 세네갈의 라피도스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슈퍼마켓, 베이커리, 약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 회사 간부인 모하메드 바디안은
"홈 딜리버리가 90% 올랐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이커머스의 정확한 데이터는 구하기 어렵
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일부 온라인 배달 플랫폼은 대박을 터뜨린 것
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주미아는 그동안 높은
영업비용 때문에 장기 생존 가능성이 의문시됐다. 주미아는 그러나 13일 매출보고
서에서 3월 초 코로나바이러스 규제 때문에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다만 일부 국가
는 또한 공급면에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코트디부아르의 이 회사 상무인 프란시스 두파이는 “주문이 폭발적”이라면서 현
재 수요가 평소의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이 같은 다이내믹이
작용하고 있다. 이커머스 회사 원카트의 공동창업자인 린턴 피터스는 AFP에 “수
요가 막대하게 늘었다”면서 “지난 두 달 새 영업이 500% 증가해 수요에 맞추기 위
해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남아공은 마침 14일 주류와 담배만 빼고
모든 이커머스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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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은 지난 3월 27일 봉쇄령 돌입 이후 겨울옷과 음식 등 필수품만 온라인
판매가 이뤄졌다. 아프리카 온라인 판매는 수년간 상승세에 있다. 젊고 도시에 살
며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인구와 함께 늘어나는 중산층에 어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이커머스는 아직 세계 다른 곳에 비해 뒤처져 있다. 유엔 보고
서에 따르면, 2017년 2천1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했고 이는 세계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온라인 쇼핑객도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등 세 나라에 집중됐다.
아프리카 전자상거래의 경우 배달할 거리 이름도 부족하고 인터넷 접속이 제한
되며 온라인 지불에 대한 의심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접근을 꺼려왔
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
다. 주미아 같은 토종 업체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기술을 적용해 자체
배달 기사들을 무리로 거느리고 있다.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전자상거래 식료품점 주인인 제로빔 음웨디항가는 “사
람들이 바깥에 나갈 수 없으면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됐다”
면서 “이전에 조심스럽던 소비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배달 서비스를 사용
하는데 흥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격한 바이러스 소독 정책이 배달 영업에 장애가 되고 있고, 코트디부
아르의 경우 야간 통행금지 때문에 저녁 배달은 아예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온
라인 배달은 지역사회 식당 영업에 불리하게도 작용한다.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에 레스토랑을 갖고 있는 살미 시그웨다는 온라인 식자
재 배달로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모두가 요리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경제, ‘아프리카도 코로나19에 이커머스 뜬다…"주문 폭발적" , 2020년 5월 1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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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글로벌
1. (2020년 11월 19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농산물판 ‘탈
(脫)세계화’ 움직임. 中, 3대 곡물 경작지 전용 불허…러, 밀 수출제한
쿼터 추진
세계 각국은 최근 ‘식량 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간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였던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의 식량 생산 방법을 강구하고 자체 공급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농산물판 ‘탈(脫)세계화’ 움직임이다.
中, 3대 곡물 경작지 전용 불허…러, 밀 수출제한 쿼터 추진
중국 국무원은 지난 17일 쌀 밀 옥수수 등 ‘3대 곡물’ 경작지에 대해 나무 심기
등 다른 경제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올 9월엔 논밭을 다른 용
도로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경작지 비농업화 행위 제재’ 조치를 내놨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위성 등을 통해 경작지 현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홍수･가뭄 등을 거치는 와중에 자국 식량 자급률
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 정부는 정치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
해 식량 안보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8월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 중국은 식량 안보에 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내년 2월부터 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도
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밀 공급량이 자국 내 소비량을 충족하고도 남지만, 내년
밀 작황 불확실성이 크다는 소식에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 농업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보다 내수를 우선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고 설명했다.
식량기업 사들이고 팜테크 대거 투자
중동 주요 산유국은 ‘오일머니’를 식량산업에 쏟아붓고 있다. 식량 관련 기업 지
분을 사들이고 팜테크(농업기술) 투자에도 나섰다.
식량 소비량의 80%를 수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달 11일 세계 4대 곡물
기업 중 하나인 프랑스 루이드레퓌스의 지분 45%를 아부다비 국영기업 ADQ를 통
해 인수하고, 같은 날 루이드레퓌스와 농산물 장기 공급 협정을 맺었다. UAE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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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엔 팜테크기업 네 곳에 총 1억달러(약 1150억원)를 투자했다. 모래땅에서 작물
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관개 시스템이나 인공광선만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5월 말 사우디 국부펀드(PIF) 산하기관을 통해 인도 쌀 생산
기업인 다왓푸드의 지분 29.91%를 사들였다. PIF는 “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에 따라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자국 내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도 3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도시농업,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 생산 등 식품 연구 프로그램에 1
억 달러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식품청과 과학기술연구청 등은 이와
별개로 팜테크･식품 분야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식량 소비
량의 90%를 수입한다. 이를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목표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자국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유전자조작(GMO) 밀에 대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승인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년간 GMO 밀 상용화 승인
을 두고 자국 내 농민단체 등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다 최근 GMO 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정부가 승인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경제, ‘中, 3대 곡물 경작지 전용 불허…러, 밀 수출제한 쿼터 추진’, 2020년 11월 19일자
기사(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1990111)

2. (2020년 11월 19일) 코로나 시대와 대체육 부상
얼마 전 영국에서는 비건 정육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이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등 식육 가공품들은 고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대체육 제품들만 판매
된다. 이 같은 비건 정육점의 등장은 영국 내 탄탄한 대체육 소비층이 있다는 사실
을 말해준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대체육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19년 기준 각국의 대체육 시장 규모는 미국이 10억 달러로 1위를, 영국은 그 뒤
를 이어 6억 달러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1천740만달러로 38위 수준이라고 한다. 그
러니 우리에게 대체육이 낯선 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일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발표된 식육가공품 시장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19년 7~20년 6월 30
일)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대체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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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체육에 대해 긍
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가 일반 고기의 건강 유해성이나 친환경, 동물복지 등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체육에 대한 호감
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ASF에 이어 올해 코로나가 발생한 가운데 대체육 관련 기사는 19년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해 올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양돈 등 기존 축산업의 생
산방식을 비판하는 기사도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는 기존 축산업 생산방식
을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분명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사람들
의 관심과 인식이 변화했거나 혹은 코로나 시대를 파고든 공격적인 대체육 업계의
마케팅 결과일 수 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기존 양돈 등 축산업을 통해 생산된 고기에 등을 돌리
게 만들 많은 씨앗(생각)들이 이미 코로나를 자양분삼아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
을지 모른다. 양돈 등 축산업계에 덧 씌워진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고 근본적으로
는 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코로나 시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출처) 양돈타임스, ‘[기자의 시각] 코로나 시대와 대체육 부상’, 2020년 11월 19일자(http://www.pigt
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64)

3. (2020년 11월 26일)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 에 대한 소비자 인식 크게
높아져, - 테트라팩 연차 보고서 67%가 유통기한 지난 식품 불신
최근 테트라팩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psos와 공동으로 발표한 소비자 트렌
드 연차 보고서 제 13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이 코로나 19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안전과 위생 문제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작년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아졌고, 50% 이상의 소비자가 가공업자의 책임이 식품 안전
을 높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77%가 식품폐기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67%
가 유통기한(best before)이 지난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39%는
냄새와 관능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처분한다고 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테트라팩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관심사와 트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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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 식품 가공업계가 다양한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게 됐다”고 하고, 식품 포
장 업계 또한 포장재 개선을 통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 손실을 줄이려는 노
력을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테트라팩의 지속가능성 자문위원인 예일대학의 Dan Esty교수는 테트라팩
의 이번 보고서는 인류가 인구 증가로 2050년까지 식품생산을 현재보다 70% 늘려
야 하므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식량안보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이 깊다 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식품안전]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 에 대한 소비자 인식 크게 높아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25일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11월 19일자

4. (2020년 11월 27일) 식탁 위까지 파고든 팬데믹...'진짜 고기'는 안먹는
다. 육류공장 코로나 직격탄 맞으며 공급망 '빨간불', 소비자 인식 변화
에 맥없이 쪼그라든 육류산업, 햄버거의 나라 미국서 떠오르는 '대체육
버거'
육류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대신 일반
고기와 맛과 식감이 매우 유사한 식물 기반 대체육이 식탁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육류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식량
공급망이 무너진 데다 소비자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CNN 등 주요 외신은 최근 들어 식품업계에서 '식물 기반 대체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전했다. 대체육이 식탁 위까지 파고든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5월 미국과 유럽의 육류 공장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
염되면서 공장이 조업 중단을 선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육류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지구촌 인구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30%가량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제품에서 비롯된다. 특히
미국의 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1년 동안
미국인 1명 당 육류･가금류 소비량은 1960년 167파운드(약 75kg)에서 2018년 220
파운드(약 99kg)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육류공장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며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 지난 5월,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의 스미스필드 공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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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소타주 워딩턴의 JBS포크 공장, 아이오와 워털루의 타이슨푸드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었다. 이들 3개 공장이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산량은 전체의 15%에 달
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은 때아닌 육류
대란에 원활한 유통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는 "코
로나19로 북미 전역의 소고기 공급업체 가공에 문제가 생기면서 육류 공급량이 부
족하다"며 "일부 메뉴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햄버거의
나라' 미국에서 햄버거를 못 먹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육류산
업은 맥없이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코로나19발 육류대란은 공급망에서 노동자의
건강 문제나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
다. 육류 가공공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의 수천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으며,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이로 인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공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
려도 커졌다. 식품환경보고 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국의 육류 가공공장은 코로나19
발생의 핫스팟으로 최소 3만5000명 이상의 육류 가공 작업자가 코로나19 양성 판
정을 보였고, 1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축장과 육류 가공 라인에서 잇따라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하면서 육류 섭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육류 소비를 줄이
고 대체육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주리대 식품농업정책연구소는 올
해 미국의 1인당 육류 소비가 2014년 이후 처음 쪼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러면서 이 추세가 적어도 2025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식탁 분위기가 바뀌었다. 팬데믹 충격으
로 육류 공급망이 흔들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식물 기반 대체육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반고기는 갈 곳을 잃었지만, 일명 '가짜 고기'
라고 불리는 대체육은 오히려 전성기를 맞고 있다.
최근 코트라는 일반고기와 맛과 식감이 유사한 식물 기반 대체육이 식품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최대 육류 소비국인
미국의 식품업계에서는 식물 기반 대체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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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도 출사표 던졌다"...판 커지는 대체육 시장
특히 대체육 제조업체인 비욘드미트와 식품 스타트업인 임파서블푸드가 만든
일명 '가짜 고기'는 이미 주요 소매업체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거킹과 KFC 등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는 식물 기반 대체육을 사용한
메뉴가 이미 시장에 출시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다.
앞서 세계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도 대체 육류 연구회사를 인수하며 본격
적으로 발을 디뎠다. 유니레버는 2년 전 인수한 네덜란드 대체육 회사인 베지테리
어부처 등을 중심으로 대체육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하네케 파버 유니레버 식품
부문 사장은 "식물성 고기･유제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크게 성
장할 것"이라며 "대체육은 전체 육류･유제품 시장의 5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온다"고 밝혔다.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맥도날드도 대체육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달 초 맥
도날드는 내년에 일부 매장에서 새로운 식물 기반 대체육 메뉴인 '맥플랜트
(McPlant)' 라인을 시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종전의 고기 패티를 식물성
고기로 대체한 채식 메뉴를 추가하겠다는 것. 이안 보든 맥도날드 국제사업부 사
장은 "맥플랜트는 버거와 치킨 메뉴, 아침 메뉴 등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 식물 기반 대체육 메뉴는 요식업계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전 세계 육류시장의 판세를 바꿔놓고 있는 대체육 시장은 올해 들어 폭
발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올해 식물 기반 대체육은
전년 대비 15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231%나 폭증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바뀐 소비자 인식이 변화에 한몫
대체육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 데는 코로나19 사태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육류 가공업체를 덮치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많은 공장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 5월 미국의 육류 가공공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새로운 핫
스팟으로 자리 잡았다. 식품환경보고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육류 가공 공장
에서만 최소 3만5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150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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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졌다. 이처럼 육류 가공 공장에 집중됐던 코로나19 발생은 소비자의 육류 선호
도를 낮췄고, 결국 식물기반 대체육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대체육 인기가 커지는 데는 생산이 비교적 쉽다는 것도 한몫한다. 일명 '진짜 육
류'는 도축장과 가공 공장에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된다. 도축한 육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이다. 반면 식물성 육류는 생
산과 유통과정에서 이미 자동화가 많이 이뤄져 있다.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초
래한 봉쇄 조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진짜 고기'에 대해 생산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
했다. 농축산업 컨설팅업체 컨스앤어소시에이츠의 스티브 마이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돼지고기 생산능력의 32%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자문회사 어
드밴스드 이코노믹 솔루션의 빌 랩 대표 역시 "미국의 소고기 생산능력이 14% 감
소했다"고 전망했다.
일반적인 육류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진 반면 식물 기반 대체육에 대한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육류가공 시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거점으로 지목되면서
타이슨푸드, 스미스필드 푸즈 등 미국 대형 육가공 공장이 줄지어 문을 닫자 대체
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식품정보협의회의 설문에 따르면
41%의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을 시도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육을 먹기로 결정했
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존의 식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식재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식물성 대체 메뉴는 채식주의자만을 겨냥한 메뉴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코
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실제 고기와 맛과 식감이 매우 유사하지만, 영양성분이 더
나은 식물성 대체육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아주경제, ‘[대체육 시대가 온다] ①식탁 위까지 파고든 팬데믹...'진짜 고기'는 안먹는다’, ‘[대체육
시대가 온다] ②햄버거의 나라 미국서 떠오르는 '대체육 버거', 2020년 11월 27일자 기사(https:/
/www.ajunews.com/view/20201126140935218, https://www.ajunews.com/view/202
0112614102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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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11월 27일) 이상기후 엎친 데 코로나 덮쳐…세계 식량 ‘빨간
불’. 유럽･북미 등 밀･옥수수 공급 줄고, 중국 등 신흥국 수요 여전히
증가식량가격 5개월째 ‘오름세’ 지속. WFP “6개월 내 20개국 위
기” 경고정부 “물량 확보돼 영향 제한적”
이상기후 현상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곡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
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일부 국가에는 내년 식
량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곡물의 안정
적인 수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
월보다 3.1% 오른 100.9를 기록했다. 올 들어 5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던 식량가
격지수는 6월부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초기 수준에 근접했다.
밀, 옥수수, 보리 등 곡물 가격 상승세가 전체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
난 10월 곡물지수(111.6포인트)는 1년 전에 비해 16.6%나 상승했다. 건조한 기후
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유럽･북미･흑해 지역 겨울 밀 수출물량이 감소했고, 옥수
수도 미국의 재고량이 줄어든 사이 중국의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대두 역
시 중국의 돼지 사료용 수요가 늘며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시카고상품거래소
에서 거래된 내년 1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27.2㎏)당 11.8달러로 최근
3개월간 29.6%나 급등했다.

가뭄･폭우･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면서 공급량이 줄었다. 공급이
감소한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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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도 전방위로 영향을 미쳤다.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졌을 뿐 아니라, 공급속도가 느려지고 운송비는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각국이 ‘식량 안보’를 강화한 것도 가격 상승폭을 키운 요인이다. 코로
나19 발생 이후 식량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국가는 22곳에 달한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세계식량계획(WFP)과 FAO는 향후 3~6개월 안에
20개국이 식량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경향비즈, ‘[타임라인]이상기후 엎친 데 코로나 덮쳐…세계 식량 ‘빨간불’’, 2020년 11월 27일자
기사(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1272122015&code=920100)

6. (2020년 12월 5일) 코로나 후폭풍…'지구촌 보릿고개' 공포.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 경고 속, 각국 팬데믹 심화에 빗장 걸어, 식량 생산･공급 유
통망 셧다운, 내년 전세계 기근 바이러스 위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한 최악의 식량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조치로 이제는 ‘기근 바이러스’가 인류
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지난달
외신들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와중에 빈곤
퇴치에 힘쓴 공으로 WFP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비즐리 총장은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며 곤혹
스러워했다.
글로벌 식량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지난 5월 91.0에서 5개월 연속 상승해 10월에는 100.9를 기록했
다. 2014~2016년 평균치를 100으로 보는데 이를 넘어섰다. 곡물･설탕･유제품･유
지류 가격이 오른 가운데, 특히 10월 곡물가격지수는 한 달 전보다 7.3% 올라
111.6에 달했다.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것은 코로나19로 식량 생산과 공
급이 모두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생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령으로 차질을 빚었고 유통 채널은 멈춰 섰다. 살충제 등 농업 생
산에 중요한 농약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가 하면 농업 대국인 인도에서는 수
확한 토마토와 바나나를 전국 봉쇄령으로 운송하지 못해 썩게 두는 일마저 생겼
다. 과일･채소･수산물 등 신선 식품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유통 대란에 휩
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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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로 각국이 보호주의의 빗장을 더
욱 굳게 걸어잠그며 식량 가격은 급등했다. 베트남이 올 3월 쌀 수출을 전면 금지
하자 미얀마･캄보디아도 쌀 수출제한에 나섰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밀 수출을 7월까지 금지했고 루마니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주요 밀 수출국
도 가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혹한 등 이상기후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
에 이미 상수로 자리 잡았다.
(출처) 서울경제 ‘[토요워치]코로나 후폭풍…‘지구촌 보릿고개’ 공포’ 2020년 12월 5일자(https://www.
sedaily.com/NewsView/1ZBKCEPU5B)

7. (2020년 12월 4일) GDT 유제품 시세 4.3% 올라-코로나 이전 95% 수
준 회복. 7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서유럽은 버터 소폭 상승, 분유
소폭 하락
지난 12월 11일 실시된 세계유제품경매(GDT)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4.3% 오르며 2회 연속,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지수는 1,012 포
인트로 코로나19 이전인 작년 12월 1,065포인트의 95% 수준까지 회복됐다.
품목별로는 2회 연속 하락세를 보인 체다치즈가 톤당 3,734달러(약 411만원)로
2.4% 올랐고, 버터는 3.8%오른 톤당 3,986달러(약 438만원)를 기록했다
탈지분유도 톤당 2,889달러(약 318만원)로 올랐고, 전지분유는 톤당 3,182달러
(약 350만 원)로 5%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시된 경매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며 많은 재고를 확보
했음에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 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11월 20일자)은 버터는 2주전 대
비 0.6% 올랐고,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각각 0.5%, 0.4% 내렸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GDT 유제품 시세 4.3% 올라 - 코로나 이전 95% 수준 회
복,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2월 4일자
- 원문출처: globaldairytrade.info, 12월 1일, USDA Dairy Market news,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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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 12월 7일) OECD 개발센터의 코로나19 극복 논의 동향
<개요 및 논의 배경>
OECD 개발센터는 제6차 운영이사회 고위급회의(High-Level Meeting of the
Governing Board)(2020.10.6.,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타격은 개발도상국에 더욱 심각하게 나
타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SDG 달성이 지연되고,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그
간 이루어온 성취기 최대 10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조세, 디지털, 무역, 지속가능 인프라 및
보건을 포함한 사회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교한 정책디자인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한 OECD와 OECD 개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OECD 회원국과 비회
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OECD 개발센터는 이러한 OECD 활동이 개도국 및 신흥국
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회복탄력성 있는 포용적인 사회 건설>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회복을 이해서는 사회적 회복탄력성(social resilience)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의료서
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로 인
한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 19로 여성들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여성은 비경제 종사자 비율이 높으며, 가정 내 폭력에 취약
한 상황이다.
사회적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해 각국은 코로나19 위기 초기부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초래된 보건 위기에 노출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정책(코로나 19 검사 지원 등)과 함께 위기상황에서 실직한 가계 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긴급지원조치 등을 실시한다. 특히, 여성 및 편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폐쇄 등으로 인한 교육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라디오, 온라인 등 원격 수
업)을 도입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정책추진과 함께 글로벌 연대의식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회복 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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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은 재정압박에 직면해 있는바, 인도주의지원, ODA 등을 통해 회복탄력성 있
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별국가의 전략과
다자적 지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긴밀히 조율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 부양정책과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국가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급속한 경제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
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각국은 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보건, 상업 분야의 디
지털화, 양질의 인프라 구축, 녹색경제로의 전환, 전략적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의 성공은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특히
개도국의 재원 압박 해소 및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된
다. 지난 봄 G20 논의 이후 최근 UN의 코로나19 시대 개발재원에 관한 정상회의
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등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투자와 부채
구제를 위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공여국, 국제기구 및 국제개
발은행의 정책들이 상호 조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코로나19 동향 OECD 개발센터의 코로나19 극복 논의 동향’,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8. 2020년 12월 7일
- 원문출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OECD 개발센터의 코로나19 극복 논의 동향”(2020.1
1.2.)(출처: 제6차 OECD 개발센터 고위급회의, 2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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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12월 7일) OECD 경제전망 발표
<개요>
OECD는 2020년 12월 1일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
가 백신･치료제 개발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 + 회원국 + G20 국가
대상으로 하며, OECD 중간 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 + G20 국
가만 대상으로 한다. OECD는 2021년 말에는 백신･치료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020) △4.2, (2021) 4.2,
(2022) 3.7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유럽 등 회복세 약화, 향후 국지적 재확
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교적 큰 폭 하향 조정
하였다(9월 5.0% → 금번 4.2%). 유럽 주요국은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2020.4/4
분기 성장률이 다시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OECD는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1.1%)이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중
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성장률 전망을 0.1%p 하향했으나, 특히,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
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전망] 세계경제는 2020년 △4.2%, 2021년 4.2%, 2022년 3.7% 성장 전망
2020년 세계경제는 2/4분기 극심한 침체 이후, 경제활동 재개와 각국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만, 회원국 GDP가 여전히 위
기 전 수준(2019.4/4)에 못미치는 가운데, 최근 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 봉쇄
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 주요국 3/4 GDP 규모(2019.4/4=100)는
(세계경제) △3.4, (OECD) △4.5, (유로존) △4.8, (한국) △2.5, (미국) △3.5,
(프랑스) △3.7, (독일) △4.0, (일본) △4.1, (영국)△9.7로 보았다.
향후 2년간 세계경제는 백신 등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이며, 다만 2021
년 말 백신･치료제가 보급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은 국지적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및 조정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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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20.9월 전망 → 2020.12월 전망, %): (2020년) △4.5 → △4.2 <+0.3%p>,
(2021년) 5.0 → 4.2 <△0.8%p>이다.

[국가별 전망] 향후 국가별 회복속도는 검사･경로추적･격리시스템 등 방역조치의
효율성, 백신확보 신속성 등에 따라 상이할 전망
그간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은 ‘검사･추적･격리’ 및 ‘개인방역’ 조치가 잘 구축된
아태국, 북유럽국에서 비교적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높은 실업률,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회복세를 제약하겠으나, 추가부양책
등으로 가계소비가 회복되며 2년간 3.2~3.5% 성장 전망
(일본) 대외수요 회복에 따라 2021년 2.3%, 2022년 1.5% 성장하겠으나, 미약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민간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
(유로존) 최근 봉쇄조치 재개 등으로 2020.4/4분기 △3% 수준 역성장하겠으나,
향후 코로나19 통제에 따라 완만히 회복 전망
(중국) 재정정책 및 부동산･인프라 투자 등이 견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겠으나,
기업부채･그림자 금융 등 리스크요인 상존
(여타 신흥국) 중국과 달리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높은 불평등도, 관광
객 감소, 정책여력 감소 등으로 제한적 회복 전망
OECD 세계경제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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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권고] OECD는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 정책방향을 권고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마스
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그간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재정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 권고, 특히 높은 공공부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
달 비용이 낮은 만큼, 교육･보건 등 영역에 대한 투자와 불평등도 개선이 지속적으
로 필요하다.
OECD ｢2020. 12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G20국가 대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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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0. 12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OECD회원국 대상)
(단위: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 브리프 2 OECD 경제전망 발표’,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8.
2020년 12월 7일
- 원문출처: (한국)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2020.
12.1.)(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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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년 12월 10일) 금년 상반기 코로나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국 원유가격, 내년에도 이어갈 전망. 폰데라, 내년도 원유가
격 하한선 상향조정...미국, 내년초 원유 선물가격 강세
금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국 원유가격이 내
년에도 회복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회사인 뉴질랜
드 폰테라는 12월 4일 내년도 소속농가들에게 지급할 원유가격 전망치를 기존 유
고형분 kg당 6.6달러-7.3달러(원유 리터당 370원-430원)에서 6.7달러-7.3달러
(390원-390원)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폰테라의 실적개선에 의한 것인데, 2020-21시즌 1/4분기(6-8월) 실
적(세전이익)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유제품 수요 회복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가
장 컸던 전분기 대비 40%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정은 중국의 시장 수요가 코로나 대유행 당시
경험했던 최저치에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보도했고, 폰테라
CEO는 “중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코로나19 로 인한 수출 수요 감
소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최근 단기 수급 불균형으로 몇 차례의 이상급등을 보인 뒤 급락했던 원
유선물가격이 USDA의 버터와 우유 추가 구매 발표계획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3등급 우유 가격은 15.39달러/cwt(리터당 380원선) 수준이나, 내년 1
월 선물가격은 16.13달러(400원), 2월 16.82달러(420원), 3월은 16.95달러(430
원)을 기록하고 있다. 3등급 원유의 내년 평균 선물가격은 17달러/cwt(430원선)선
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9년 11월 기록했던 20달러(500원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내년 주요국 원유가격 회복세 이어갈 전망’, ｢글로벌 낙농뉴
스｣, 2020년 12월 10일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12월 7일, dairyherd.com,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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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년 12월 15일) 코로나 이후의 물류 변화와 대응방안
2020년 전례 없는 팬데믹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다양한 도전
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십 년간 전 지구적으로 진행된
글로벌화가 깨지면서 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물류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전 세계적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 4차 산
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대변되는 이런 큰 변화가 물류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알아보고
자 한다.
코로나19가 물류 산업에 가져온 변화
코로나19의 확산은 WHO에 의한 팬데믹 선언을 가져왔으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북미를 거쳐 이제는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단 10개
월여 만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 국가, 지역에 감염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물동
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각종 규제, 지연, 비용 상승
등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결론에서는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운송 지연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라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고 선사들은 물류 합리화를 위
해 선복량과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 실례로 한미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항만별
로 다르지만 전년 대비 평균 20~30%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따라서 선적 일자 지
연이 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방역 사정에 따라 특히 유럽
등지에서는 선적 이전에 국내 물류마저 원활치 않아 지연된 선적 일자도 못 맞추
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2) 검역에 따른 시간과 비용 상승
각국에서는 코로나의 유입을 막고 방역 당국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려는 목적으
로 확산 초기에 강력한 봉쇄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태가 장기
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치면서 봉쇄 수위를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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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새로운 검역기준을 적용하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귀항하는 선박의 경우 14일간 접안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바도 있다.
3) 글로벌 공급망 변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글로벌화에 의해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국의 공장이 셧다운 되는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생산 지연, 중단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했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
는 중국으로부터 지나치게 부품을 많이 의존해 온 산업의 경우, 더더욱 대처에 어
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를 다변화하고 또
일부는 국내로 공장을 유턴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의료, 방역물품의 경우가 가장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한때 생산의 혁신이라 간주했었던 JIT(Just
in time, 적기공급생산)와 같은 무재고 운영을 지양하고, 전통적인 안전재고의 개
념이 생산에 다시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국제물동량의 감소와 국내
물동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4) 유통시장 온라인 집중
최근 5년 동안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업계는 2020년 한 해 동안 앞으로 5년
동안의 예상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쇼핑의 주요 소비자인
20~30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주 고객인 50~60대 이상까지 빠르게
온라인으로 유입되면서 유통의 무게 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
비의 종말이 오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앞당겨질 것이고 한편으로는 직구와 역직구
가 각광 받으면서 특송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대폭적인 여
객기 감편으로 인해 화물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 중소 특송업체들은 도태되
거나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에 M&A되는 운명을 맞게 될 수도 있다.
5) 물류의 뉴노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해운 운임의 하락(현재는 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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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수급 불균형과 선복 감축으로 인해 치솟고 있음.), 여객기 감편으로 인한 항
공 운임 인상이 지속되고 이것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추후에 경기가 회복
되면 역설적으로 붕괴된 시스템으로 인해 해운 운임은 인상되고 항공 운임은 하락
할 것이 예상된다.
6) 물류와 관련 산업의 통합
팬데믹으로 인해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면서 물류사의 네트워크를 이용
해 현지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수요는 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
로나 확산 이전부터 물류업과 포장, 통관, 창고업 등 관련 산업의 통합 기조는 있
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출장을 가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원산지에서의 업무뿐
만이 아니라 도착지에서의 업무도 대행하는 트렌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물류 운송사가 도착지에서 화주사 대신 화물을 직접 통관, 운송, 납품 심지어
수금까지 대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 물류 자동화, 무인화
한국내 코로나 19의 확산은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창고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
다. 쿠팡, 마켓컬리 등 국내 유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감염
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던 동료들이 감염되었다. 더 나아
가 고객들은 택배 상자가 감염의 매개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따라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자동안내 차량)또는 무인 운반 로봇
등을 이용한 물류의 자동화, 무인화는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으며 가능한 최대한
인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숙련작
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일정한 작업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콤팩트한 사이즈
로 진화하고 있는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공간 효율화까지 꾀할 수 있다.

물류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1) 장기 물류육성 정책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한진 사태에서 깨달은 바와 같이 물류업 특히 해운업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표적인 산업이다. 경기에 따라 물동량은 변화의 폭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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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린다. 이런 물류업의
특성, 그리고 수출 지향적인 국내 산업구조를 생각하면 물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물류업이 위기
를 잘 넘기고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례를 들어 현재의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물류기업들에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세제 혜택, 항만 사용료, 임대료 등의
일시적 감면을 해주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각국의 검역 정보 공유
코로나의 감염 정도와 이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각양각색인 만큼 이에 대처하
는 각국의 반응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결국 물류는 각국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고
려하고 검토하여 이뤄지는 만큼 상호 간의 보다 긴밀한 정보 공유가 그 어느 때 보
다 필요하다. 종국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검역, 방역의 기준이 세워지고 이를 물
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현 상황에서는 각국이 서로 요구하는 기준
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무역 당사국에 공유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시시각각으
로 변하는 감염 관련 상황에 따라 물류 정책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플랜
A, B, C를 만들고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 무역 관련 주체들이 물류 대란을
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물류의 자동화, 무인화
온라인 쇼핑몰 관련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감염 사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필연적
으로 물류의 자동화, 무인화를 이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단지 국내 물
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가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거나
혹은 이후에 더 파괴적인 팬데믹이 인류에게 도전장을 던진다면 이때에는 인력에
의존해 과거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 CFS, 에어카고 터미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LCL, 에어카고로 선적될 화물들이 FCL 위주로 재편되면
서 과도한 물류비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화물
운영에서도 자동화 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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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선의 다변화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각종 비관세 장벽이 앞으로 등장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 등장과 소멸을 반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물류 기업들은 다
양한 우회로와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Sea+Air,
Sea+truck 등 복합운송의 사용빈도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화주사들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복수의 물류기업
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5) 새로운 기회
기존 질서의 재편은 항상 파괴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작금의 어
려운 상황에서도 특수를 누리는 분야는 있게 마련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특수
를 누린 방역물품들이 그 일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백신과 치료제가 그 뒤를 이
를 것이다. 또 큰 흐름으로써 언택트 시대를 이끌 컴퓨터와 주변기기, 각종 IT장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의 흐름 역시 전통적인 거
대시장인 중국,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고(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
중 무역갈등은 이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 간 이동보다는 역
내 무역이 늘어나는 경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회사들이 등장할 것이다.

미래 물류 산업의 방향
1) 물류에 필요한 혁신
지역별 물류 전문가를 육성하고, 물류 관련 자료 Data base 통합화 – AI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물류체제, 관련 법규, 관련 회사
들을 잘 이해하고 국가별, 언어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별 육성해야 하
며,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자동화,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유연 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논
의되는 시점에서 이미 러시아 정부는 2020년 초반부터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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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 대부분의 대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제도가 끌어내는
높은 생산성을 경험했고, 그 결과 주4일 근무제 도입이 장려되고 있다. 이는 실업
자 감소 등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
들면 여가시간이 늘어 소비를 진작하고,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논
리다.
따라서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야 할 것이
다.
(출처) 정태형(KYL LOGISTICS 카자흐스탄 법인장), ‘[기고] 코로나 이후의 물류 변화와 대응방안’, ｢KO
TRA 해외시장뉴스｣ 12월 15일자 게재
- 원문출처: inform.kz, roboticsandautomationnews.com

12. (2020년 12월 17일) 코로나 시대 고려한 내년 식품트렌드, 건강기능성
과 천연재료가 주도할 듯, 유업계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천연과일을 함
유한 요거트 주목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뉴노멀 시대에
는 과연 어떤 맛(flavor)과 색깔(color)이 식품 시장을 주도할까? 최근 낙농뉴스
전문지인 데어리리포터가 미국의 글로벌 식품기업인 ADM사의 수석 책임자와 올
해 트렌드와 내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트렌드 및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육체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의
바닐라와 단맛과 매운맛이 나는 향신료인 시나몬에 대한 인기가 꾸준하고 감귤류,
슈퍼과일(영양이 풍부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과일)류와 산딸기(berry) 등
천연재료의 맛과 색깔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렌드가 유제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많은 유가공회사들이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면역력
을 강화시켜주는 요거트와 요거트 음료가 두드러지는데, 이들 제품들은 프로바이
오틱스(유익균류), 프리바이오틱스(유익균의 먹이), 포스트바이오틱스(유익균의
대사활동으로 생성되는 건강에 이로운 물질)와 앞서 언급한 맛과 색을 가진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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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들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다.
내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
슈퍼푸드와 슈퍼과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맛과
색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의 건강상의 이점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
다. 슈퍼과일의 경우는 생기 넘치는 붉은색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엘더베리
(elderberry)와 밝은 노란색과 독특한 맛을 가진 강황(turmeric)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내년 식품트렌드, 건강기능성과 천연재료가 주도할 듯’, ｢글
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17일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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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코로나 관련 정보 제8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8)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Ⅰ. 북미
[미국]
1. (2020년 12월 29일) 美 유업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결식 가정 돕기 위
해 마련된 Bones Love Milk 캠페인 추진-스케이트보드 매니아 영화배
우 출연 온라인으로...연초까지 25만명에게 우유와 식사 제공 목표
미국의 유명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인 갓밀크(Got Milk)를 선도해온 캘리포니아
유가공협회가 최근 영화배우이자 스케이트 마니아인 잭 딜런 그레이저와 함께 뼈
는 우유를 사랑해(Bones Love Milk)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고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끼니를 제공하
고자 마련된 것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케이트를 통한 기
부(#SkateToDonate)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1건당 1달러
를 구호단체인 Feeding America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푸드뱅크를 통해 우유를 포함한 25만개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목표
로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가정이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친숙한 연예인과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활용한 기부
금 모금을 통해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고, 우유의 영양학적 효과를 널리 알리기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
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
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5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592

특집 3 : 코로나 관련 정보 제8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8)

위해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 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美 유업계, 결식 가정 돕기 위한 Bones Love Milk 캠페인 추
진-스케이트보드 매니아 영화배우 출연 온라인으로...연초까지 25만 명에게 우유와 식사 제공 목
표’, 「글로벌 낙농뉴스」2020년 12월 29일자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2월 18일

2. (2020년 12월 31일) 美 우유소비, 코로나 덕분에 10년만에 증가세로 돌
아서-버터 6% 급증, 치즈는 피자소비 증가로 모짜렐라 늘어
코로나19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미국내 주요 유제
품 소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터 소비가 크게 늘었고, 흰
우유도 10년 만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버터의 경우, 음식수요가 많은 11월과 12월에 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보통
이나, USDA에 따르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중 5개월 만에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버터재고는 거의 바닥상태이고, 내년 1월
까지는 전년 재고수준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낙농업계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빠르게 늘려 올
해 버터 생산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흰 우유 소비도 10년
만에 늘어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유 판매는 코
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른 시점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
작했다.
USDA에 의하면, 4월과 5월 큰 증가를 보인 이후, 전년 대비 증가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길고 강했던 우유소비 감소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치즈 소비는 혼조세를 보였다. 모짜렐라의 경우는 피자 판매가 늘면서 지속적으
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햄버거에 흔히 사용되는 가공치즈는 대유행 초기 소
비가 크게 감소해 목장에서 우유를 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美 우유소비, 코로나 덕분에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 버
터 6% 급증, 치즈는 피자소비 증가로 모짜렐라 늘어’, 「글로벌 낙농뉴스」2020년 12월 31일자
- 원문출처: wpr.org,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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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1월 18일) 미국 농촌과 도시의 코로나19 영향 비교
2020년 11월 1일 기준,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은 코
로나 전체 확진자의 14%, 사망자의 11%를 차지하지만, 2020년 10월 마지막 3주
동안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급증하였다. 2020년 10월, 농촌 지역은 전체 확진자
의 21%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사망자의 27%를 차지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농촌 지역의 높은 평균 연령, 낮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 보험 가입률 등이다.
도시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증가
하다가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2020년 9월 이후 새로운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이 집중되었다. 대도시의 경우 코로
나19 발생 초반 확진과 사망 발생이 집중된 후, 의료 시스템 향상과 코로나19에 대
한 지식 축적이 이루어져 차츰 대응력을 기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부터 증
가한 두 번째 폭증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확진과 사망 모두 도시
와 농촌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하였다. 두 번째 폭증은 첫 번쨰 폭증에 비해 확진자
수는 높지만, 사망자 수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검사의 확대와 코로나
진료 시스템의 향상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부터 나타나는 세 번째
폭증의 경우 성인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훨씬 높
으며, 주간 사망자 수 역시 농촌 지역에서는 100명의 확진자당 2명으로 도시 지역
에서의 1.4명보다 약 40% 정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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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질병본부(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농
촌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1) 높은 평균 나이, 2) 낮은 의료 접
근성과 의료 보험 가입률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2017년 기준, 미국 전체 카운
티 중 4%는 의료 시설이 전무하며, 이들 중 97%는 인구 2천 5백 명 미만의 농촌
지역이다. 전체 카운티 중 집중치료시설(Intensive Care Unit, ICU)을 갖춘 병원
이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는 60%에 불과하다. 미국 전체 카운티 중 22%의 주민들
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을 해야 하는데, 특히,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코
로나19의 경우 농촌 지역 주민들은 집중치료시설에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래 그림에서 High Distance county의 경우 집중치료시설을 갖춘 병
원까지 약 32.4mi(51.2km)을 운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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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농
촌 지역의 실업률은 2020년 3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 4월 중순 13.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0부터 2019년까지 농촌 지역의 실업률은 도시 지역보다 약간 높았지만, 코
로나19 기간에는 오히려 1%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초반 도시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 외에도,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필수
적인 산업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한 결과로 추측된다.
2020년 9월 12일 기준, 실업률은 도시 지역에서는 7.9%, 농촌 지역에서는
6.0%로 하락하였다. 연방 및 주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일부 주의 제한적 경
제 재개 및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실업률의 경우 주 및 카운티 별로 주요 산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2020년 8월 농촌 지역 실업률을 살펴보면, 광산이 주요 산업인 카운티에서 7.8%,
농업이 주요 산업인 카운티에서는 5.0%로 나타났다. 농업 취업자 수의 경우 2020
년 2월부터 4월까지 1.2%만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기간 농촌 지역의 낮은
실업률을 설명해 준다.

미국 전역에서 축산 가공시설 고용 인구는 50만 명으로, 대부분의 가공시설은 사
우스다코타 주의 수 폴스(Sioux Falls, SD)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외 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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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주의 다코타 시티(Dakota City, NE)와 미네소타 주의 워딩턴(Worthington,
MN) 지역이 주 산업이다. 축산 가공산업은 약 56개 카운티(49개의 농촌 지역 카운
티, 7개의 도시 지역 카운티)에서 20%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 축산 가공시설이 주 산업인 카운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은 다른 카운티에서보다 더욱 빠르게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축산 가공시설이 주
산업인 카운티의 경우 하루 확진자는 10만 명당 50명으로 다른 농촌 지역 카운티
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20년 5월 이후 축산 가공시설 운영 중
단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졌으나 여전히 다른 농촌 지역 카운티보다 7배 높
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촌과 도시의 코로나19 영향 비교’, 「주간농업
농촌식품동향」Vol.2(2021년 1월 18일)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ERS, USDA), ‘Rural America at a Glance: 2020’(2020.12.)(https://
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100088)

[멕시코]
1. (2021년 1월 25일) 멕시코, 코로나19 등에 의한 경제악화로 미국 유제품
수출에도 영향. 지난해 11월 유제품 누적 수출량 2019년 대비 16% 감소
미국의 최대 유제품 수출 시장인 멕시코의 경기침체로 미국 유제품 수출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컨설팅 업체 쿼터라
(Quarterra)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악화로 소비자들의 유제품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1월 멕시코의 미국산 유제품 누적 수입량이 2019년 동
기대비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대비 9% 감소하며 1929년 대공
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3/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
으나, 여전히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실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유제품 소비와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2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멕시코의 원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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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수입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
도 나오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교역동향] 멕시코 경제악화로 미국 유제품 수출에도 영향 - 지난해 11
월 유제품 누적 수출량 2019년 대비 16% 감소’,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1월 25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월 18일

Ⅱ. 남미
[아르헨티나]
1. (2020년 12월 31일) 아르헨티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식량 공급 보장
위해 옥수수 수출 중단. 러시아도 2020년 12월 곡물 수출할당제와 밀
수출세 발표
아르헨티나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수출용 옥수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수
요일 농업부가 발표하면서, 충분한 국내 식량 공급을 보장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
환으로 이 놀라운 조치를 발표했다. 세계 3위의 옥수수 공급국의 움직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식량 공급을 강화하려는 신호였다.

“이 결정은 옥수수가 생산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
란, 우유, 소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그것을 사용하는 부문
에 대한 곡물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성명서는 말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전염병 기간 동안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저소득 가정들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구매자들은 여전히 아르
헨티나에서 온 옥수수를 예약할 수 있지만, 3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선적 날짜에만
예약할 수 있다.
러시아는 Vladimir Putin 대통령이 식량가격 인상을 비판함에 따라 이달 곡물
수출할당제와 밀 수출세를 발표했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브라질은 대두
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을 수입했다. 아르헨티나의 발표 이후 시카고 선물 거래소
선물가격은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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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곡물 강국은 또한 세계 최고의 대두박 가축 사료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대두와 밀의 주요 공급국이다. “현재까지, 수출 가능한 총 3,850만 톤 중에서,
2019/20년 시즌의 3,423만 톤의 옥수수가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라고 성명서는
밝혔다.

“이 조치의 목적은 곡물 공급이 부족한 여름철 동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나머
지 427만 톤은 국내 소비용으로 남아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아르헨티
나의 옥수수 유통망에서 농민들과 업자들 또한 전통적으로 이런 유형의 시장 개입
에 반대한다.
아르헨티나의 MAIZAR 옥수수 산업 협회 책임자인 Alberto Morelli는 “우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아르헨티나에는 옥수수가 부족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10만

9,000명

이상의

농업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Confederaciones Rurales Argentinas (CRA)는 그 결정에 “놀라웠다”고 말했고,
그것은 먼저 협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수출 중단이 끔찍한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
다.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외화도 국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고있다”라고 밝혔다. 농산물의 국제적 판매는 페소를 안정시키고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달러 원천이다.
아르헨티나 농부들은 현재 2020/21년 시즌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다. 로
사리오 곡물 거래소에서는 4월에 수확이 시작되면 4,800만 톤의 농작물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곡창지대에 사는 농부인 Santiago
del Solar는 수출 중단은 기업의 신뢰를 해칠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del
Solar는 “신뢰도가 낮으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우리는 국내 유통에 공급할 충분한
옥수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농부들을 짜증나게 할 것이다. 다음은 밀입니까?”
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a suspends corn exports to ensure domestic food supplie
s(아르헨티나는 국내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옥수수 수출 중단),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
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31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
r_id/569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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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1월 4일)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 일한 조합원들에 대한 급
여 인상과 특별 보너스를 원한하는 아르헨티나 곡물 검사관, 주말에도
계속 파업
아르헨티나 곡물검사노조 Urgara는 목요일 민간 항만 상공회의소(CPPC)와의
두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 타결에 실패한 뒤 주말에도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아르헨티나의 대두 분쇄 회사들이 화요일 밤 오일
시드 노조와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9일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 선박의 하역 지연
과 대두 분쇄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Urgara는 성명에서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CPPC와 새로운 회의를 가질 것이
며 우리는 외환 수입과 국가의 경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내내 방관했던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 일한 조합원들에 대한 급여 인
상과 특별 보너스를 원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Urgara의 파업은 아르헨티나의 남부 항구인 바이아 블랑카, 네코체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농산물의 80%를 취급하는 로사리오의 북쪽
항구 중심지에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Urgara와 관련이 없는 곡물 수령자를 고용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고의 대두박 수출국이며 주요 국
제 대두, 밀, 옥수수 공급국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a grain inspectors continue strike over weekend(아르헨티나
곡물 검사관, 주말에도 계속 파업),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1월 4
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94/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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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럽
[EU]
1. (2020년 11월 24일) 코로나 위기, 부흥 패키지로서 생산자 등에 대한
80억 7천만 유로(약 1조 168억 엔, 10조 8,175억 6,062만 원) 지원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EU)이사회(각료 이사회)는 11월 10일 생산자, 식품 관계
사업자, 농촌 지역의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력을 높이기 때문에 총 80억 7,000만
유로(1조 168억 엔, 10조 8,175억 6,062만 원: 1유로=126엔=1,340.47원)의 부흥
패키지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럽 의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당
초 유럽 위원회가 제안했던 2022~24년 실시 기간은 2021~22년에 조기 집행됐
다. 또 EU의 부흥 기금에서 지출되는 총액 가운데 약 30%가 2021년, 나머지 70%
가 2022년에 충당될 예정이다.
유럽 의회는 각료 이사회와 협상 중에 유기 생산자와 환경, 기후 변화, 동물 복
지 대응에 충당하기 위해서 37% 이상, 젊은 농업인의 창업과 농장의 투자(위기에
대한 회복력, 지속 가능성 및 디지털화)에 55% 이상의 자금을 겨우 확보하고 환경
에 배려한 생산에 대한 지원 비율은 현 상태를 밑돌지 말라고 하고 있다.
또 생산자와 식품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투자할 경우 지원 상한은 발생하
는 비용의 75%에 오르면서 젊은 농업인의 창업 지원 상한액도 7만 유로(882만 엔)
에서 10만 유로(1,260만 엔)로 격상됐다. 자금은 모두 EU에서 제공되고 각국의 부
담이 없다.
또 실현을 위한 정식 합의에는 2021년 1월 하루의 차기 공통 농업 정책 발효 전
유럽 의회 및 EU이사회에서 관련 규칙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畜産の情報」, 2021년 1월호
- 원문출처: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73.html

2. (2021년 1월 20일) 유럽연합 밀, 7년 반 만에 최고치 근처에서 중단, 코
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러시아 수출세 계획 주시
유로넥스트 밀은 러시아 수출세가 세계 밀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 지표를 기다리면서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마감했다. 파리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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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둔 유로넥스트의 3월 제분밀 BL2H1은 이날 톤당 235.75유로(285.75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러시아가 제안한 수출세는 식량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의 수
출 가격과 유럽연합 및 미국 밀과 같은 다른 원산지의 가격을 모두 인상했다. 한
독일 무역업자는 “알제리는 수요일에 밀을 입찰하고, 터키는 금요일 40만 톤의 대
규모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후반에는 아시아에서 더 많은 수요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톤당 50유로의 밀 수출세를 부과하고, 2월
15일부터 적용될 25유로의 초기 부과금을 인상하고, 다음 시즌에도 부과금을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업자들은 아르헨티나의 밀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2020/21년 남
은 시즌에 대한 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1달러=0.8250유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wheat pauses near 7-1/2-year high, Russian export tax plan
eyed(유럽연합 밀, 7년 반 만에 최고치 근처에서 중단, 러시아 수출세 계획 주시)’, 「해외곡물시장
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21년 1월 20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
efing/view/wr_id/574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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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 (2021년 1월 6일) 英 낙농가, 목장내 우유 자판기 설치로 큰 호응 - 하
루 평균 100여명 소비자 방문...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판
로 개척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
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우유 자판기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잉글랜드 지
역의 한 농가는 인근 소비자들에게 직접 우유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우유 자판
기로 저온살균우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우유 자판기는 일주일 내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다양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해 직접 밀크쉐이크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초
콜릿, 딸기 등 12종류의 시럽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이 목장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소비자들이 방문해 우유를 구입하며 농
가에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일즈 지역의 또 다른 농가는
24시간 운영되는 자판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에 우유 밀크쉐이크, 핫초코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자판기는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시설 관
리가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영국에서 코로나 이후 우유 자판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비대면 시대에 새
로운 판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英 낙농가, 목장내 우유 자판기 설치로 큰 호응 - 하루 평균
100여명 소비자 방문...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판로 개척’,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1월 6일자
- 원문출처: dailymail.co.uk,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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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 (2020년 12월 30일) 아일랜드, 2020년 코로나19 불구 원유가격 비교적
안정, 내년 수출 호조 기대 - 원유가격은 여전히 낮아 경제적 지속가능
성 확보 과제로 남아
아일랜드 낙농산업이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
로 유지돼,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유가격은 여
전히 낮아 목장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일랜드의 농업뉴스 전문채널인 Agriland가 낙농생산자연합(ICMSA) 회
장인 팻 맥코맥과 올해 원유생산 및 목장경영과 내년 전망에 대해 대담을 나눴는
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원유가격 큰 하락 없어 목장경영 안정세 유지.

“올해 상반기 첫 번째 봉쇄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원유가격 폭락
을 우려했으나, 다행히 원유가격은 1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또한 양호
한 기상 여건으로 초지상황이 좋아, 생산비가 절감돼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낙
농가들에 의하면 원유가격이 20-30년 전과 비슷해, 목장경영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소비자
들로부터 환경적 지속가능성도 요구받고 있어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내년 원유생산 1.6%-1.7% 증가 전망.

“매년 원유생산이 1.6-1.7% 씩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시장이 안정돼 비
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국인 뉴질랜드가 환경적, 제도적, 경
제적 제약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유제품 수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생산-경영] 아일랜드, 내년 수출 호조 기대 - 원유가격은 여전히
낮아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로 남아’, 「글로벌 낙농뉴스」2020년 12월 30일자
- 원문출처: agriland.ie,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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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1. (2020년 12월 30일) 코로나로 인한 봉쇄 기간 낮은 육류가격으로 사료
공장 수요 줄어 판매 어려움 겪고 있는 폴란드, 대규모 수출품 선적 이
후 수출 낙관론 계속
유럽산 밀이 화요일 상승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조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알제리
의 입찰과 미국 시장에서의 반등에 힘입은 것이다. 유로넥스트의 3월 기준 제분밀
BL2H1은 톤당 0.5% 상승한 212.00유로(259.70달러)를 기록했다.
알제리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두 기간에 걸쳐
밀을 생산하기 위한 선택적 원산지 입찰을 월요일 시작했다. 남미에서 조달될 경우,
배송은 1월 1일~15일, 1월 16일~31일까지이다. 한 무역업자는 “유럽 밀이 흑해와 아
르헨티나보다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요 원산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11월 13일에 마지막으로 보고된 입찰에서, OAIC는 유럽연합이 주요 공급원으로
약 60만 톤의 선택적 원산지 밀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품 선적 이후 수출 낙관론이 계속되었다. 한 폴란드
무역업자는 “대규모 수출업자들은 조용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밀 구매를 활발하
게 했다”라고 말했다. “농부들은 소규모 상인들과 함께 상점을 닫았다. 사료 공장
이나 제분소 같은 가공업체는 인근 공급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
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낮은 육류 가격 문제로 인해 사료 공장
등의 수요가 줄어 제품 판매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폴란드의 12.5% 단백질 밀 수출가격은 지난 주 톤당 20즐로티 상승하여 1월 항
구에 인도되며, 환율 변동과 유로넥스트의 강세에 힘입어 톤당 약 925즐로티
(205.4유로)를 기록했다.
무역업자들은 11월과 12월에 폴란드에서 북아프리카 국가로 밀을 반복적으로
선적한 알제리의 새로운 밀 매입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 무역업자는 “폴란
드 제분밀은 여전히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wheat firm, supported by Algeria tender and U.S. markets(알제
리 입찰 및 미국 시장의 지원을 받으며 유럽연합 밀 상승)’,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
스/브리핑, 2020년 12월 30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
5687/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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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 (2020년 12월 31일) 유럽연합 밀은 러시아의 2월 15일 수출세 부과 조
치를 앞두고 러시아 밀 가격 고가 유지, 시카고밀 시장가격 급등,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유럽산 밀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고, 시카고에서 급등한 이후 수요일 거래에서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로넥스트의 3월 제분밀 BL2H1은 톤당 214.50유
로를 기록한 후 0.9% 상승한 214.00유로에 마감했다. 한 무역업자는 “연말 전날입
니다.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로넥스트에서 거래되는 거
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요일 마감된 알제리의 밀 입찰에도 관심이 쏠렸다. 무역업자들은 알제리가 밀
을 구입하기 위한 최근의 입찰에서 아직 어떤 것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알제리는 1톤당 약 288달러의 비용과 화물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업자들은 올해
알제리의 입찰 규격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산 밀이 입찰에서 모든 구매를 공
급할 것으로 낙관했다.
한 독일 무역업자는 “러시아 밀 가격은 2월 15일 러시아 곡물 수출세를 앞두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세를 앞두고 몇 주 동안 수출시장에서 값싼 러시
아산 밀이 쏟아져 나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알제리는 러시아 수출세가 시행
될 예정인 것처럼 선적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럽연합산 밀이 알제리의
구매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U wheat at 2-year high in the wake of a surge in Chicago(유럽
연합 밀은 시카고의 급등으로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
핑, 2020년 12월 31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90/pa
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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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1. (2021년 1월 20일) 러시아의 곡물 수출세 인상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제한 요구에 대해 무역업자들은 반대
우크라이나의 곡물 거래상들은 화요일 식량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 동물 사료
와 육류 생산업자들이 요청한 2020/21 시즌 옥수수 수출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처와 농업노조는 2020/21 시즌 옥수수 수출을 2,200만
톤으로 제한할지를 1월 25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주 자국내 축산 및 가금류 생산자 협회는 동물 사료 부족을 피하기 위해
옥수수 수출을 그 수준으로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
국 무역업자는 수출제한 조치가 러시아의 수출세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밀에 대해 수출세를 인상할 계획
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raders oppose call to limit corn exports from Ukraine(무역업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 제한 요구에 반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
21년 1월 20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74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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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 (2021년 1월 11일) 금년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5% 감소 전망, - 코로나
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세계 유제품 가격 약세가 주요인
올해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량이 전년대비 5% 감
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뉴질랜드 1차산업부가 발표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세계 유제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며, 주요 수출품목인 버터 치즈와 분유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 전지와 탈지분유가 각각 7%, 1% 감소하고 치즈는 8%, 특히 버터와 크
림 수출량은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카세인 단백질
(+8%)과 초고온살균(UHT) 20%, 우유, 아이스크림, 요거트 제품(15%)의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최근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일부 국가의 뉴질랜드
산 유제품 수입이 주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5일 실시된 올해 첫 세
계유제품경매(GDT)에서 유제품 가격이 전장대비 3.7% 상승함에 따라, 추이를 지
켜봐야 할 것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금년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5% 감소 전망-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세계 유제품 가격 약세가 주요인’,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1월 11일자
- 원문출처: farmersjournal.ie, 1월 5일

2. (2021년 1월 12일) 아르헨티나 농부들 긴 불황․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속 국내 식품 가격 통제 위한 새로운 옥수수 수출 정책에도 불구, 판매
파업 계속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월요일 판매 파업을 촉발시킨 옥수수 수출 중단을 수정하
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곡물 판매 금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는 2개월간의 수출 중단 조치를 국제 시장에 팔 수 있는 일일 3만 톤의 임시 수
출 제한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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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장 단체들은 새로운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
르헨티나 농촌협회(SRA) 회장 Daniel Pelegrina은 “SRA은 판매 금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농촌 연맹(CRA)도 판매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
표했다. CRA는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규칙을 바꾸고 재배 농가의 신뢰를 떨
어뜨려 다음 시즌 파종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다.”라고 말했다.
재배 농가들의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농업부가 자정에 발표한 하루 3만 톤의 수
출 상한선은 3월까지 세계 3위 공급국의 국제 옥수수 수출을 중단하려는 정부의
이전 계획을 대체한다. 원래의 정책은 지난 12월 30일에 발표되었다.
정부는 긴 불황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속에서 국내 식품 가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업부는 옥수수 수출에 대한 새로운 3만 톤의 일일 한
도가 국내 공급을 보장하고 국제 시장의 가격 변동에 대한 국내 가격을 완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대두 및 옥수수 재배자인 David Hughes은 “곡물 화물
선은 적재당 최대 4만 5천 톤까지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만 톤을 수출하
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농업부 수출 자료에 따르면, 2019/20년 옥수
수 판매량은 113만 톤으로 1월과 2월에 수출될 것이다. 2020년 상반기 출하 예정
인 2018/19년 시즌 옥수수 재고량은 277만 톤이었다. Hughes는 “다른 농부들 또
한 아르헨티나는 옥수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르헨티나의 기말재고량
은 지난 몇 년간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farmers continue sales strike despite new corn export
policy(아르헨티나 농부들은 새로운 옥수수 수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판매 파업 계속)’, 「해외곡물
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21년 1월 12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
/briefing/view/wr_id/572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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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아세안]
1. (2020년 12월)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보고
서 발표
<요약>
□ 아세안 소비재 시장동향

◦ 코로나19 발생이후 성장세 감소했지만 이커머스 중심으로 아세안 소비재 시
장은 빠른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주목할만한 소비트렌드

◦ 온라인 쇼핑의 대중화
◦ 소매유통시장, 오프라인/온라인의 통합 옴니채널로의 전환
◦ 가격, 품질 外 소비자 구매 결정요인 다양화
◦ 온라인 음식 배달사업의 성장
◦ 현금없는 사회(전자결제 플랫폼 활용 증가)
◦ 일상 생활용품 및 식품 수요 증가
◦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이용증가
□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선도하는 현지 대표기업 사례

◦ Grab / Lazada / HappyFresh / Tokopedia / Foodpanda
□ 포스트 코로나시대 부상하는 유망 소비재 품목

◦ 마스크 / 위생용품 / 정수기 / 주방용품 / 즉석식품 /피부관리용품 / 건강보
조식품 / 컴퓨터 / 게임소프트웨어 / 라면 / 스포츠의류 및 용품 / 한국음식
□ 우리기업 대응전략

◦ 편집샵·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으로 현대적이고 편리한 경험 제공
◦ 원산지 표기, 식품 및 제품 안전에 유의
◦ 지역 생산자 보호 및 친환경 제품 생산 이미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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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채널 구축 및 CS인력 확보
◦ 자국산 우선구매 움직임을 고려하여 현지 로컬업체와 협업 추진
◦ 소비자와 소통 확대로 펜더믹 혼란속 신뢰성 확보
◦ 물품 수출前 수입 규제(인·허가, 관세 등) 확인
◦ 현지 문화 및 트렌드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전략 수립
◦ 장기적인 보상(포인트 적립)보다 즉각적인 보상(할인쿠폰)이 효과적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중국]
1. (2020년 12월 28일) 중국, 연간 3,500만 kg의 “소비 전” 곡물 손실
예상.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위협 증가에 대응 식품보안법
초안 앞당길 것
세계 최고의 곡물 소비국인 중국이 저장, 운송, 가공 단계에서 매년 350억 kg
이상의 곡물을 잃고 있다고 국영 신화통신이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
국 인민 대표자 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NP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 전 막대한 손실은 오래된 저장시설, 물류장비, 가공기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곡물의 손실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식량 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NPC 보고서는 소비 전 단계에서 곡물 손실
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수확기와 스마트 곡물창
고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신화통신은 말했다. 이 연구는 또한 도시의 음식 공
급 산업에서 연간 최대 180억 kg의 음식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화
통신은 말했다.
Xi Jinping 주석은 지난 8월 식량 낭비는 부끄럽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게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많은 지방 정부
들이 뷔페 낭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중국은 세계적인 코로
나바이러스 전염병 시기에 나타난 위협 증가에 대응해 식품보안법(Food Security
Law)의 초안을 앞당길 것이라고 중국 관리가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의 올
해 곡물 생산량은 6억 6,949만 톤으로 증가했고, 총 곡물 재배 면적은 1억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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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a로 증가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ina sees over 35 bln kg of annual “pre-consumption” grain loss
(중국, 연간 3,500만 kg의 “소비 전” 곡물 손실 예상)’,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2020년 12월 28일자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베트남]
1. (2020년 12월) 2020년 2분기 기준, 베트남 소비자신뢰지수(CCI) 세계 2위

ㅇ 베트남은 2020년 2분기 기준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CCI)에서 117점을 획득하여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공적 방역 대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률(3분기 기준
2.12% 성장)을 나타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계 소비자신뢰지수(CCI) 상위 8위국가>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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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 (2020년 12월) 전자제품, 식음료 제품 중심으로 소비재 시장 지속 성장
ㅇ 인도네시아 소비재 시장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Statista
에 따르면 소비재 시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61% 성장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과 식음료 분야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제품 시장은 전년 대비 38%, 식음료 시장은 65%의 성장이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면서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전자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외식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어 식음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소비재 시장 현황>

□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라 소비재 시장 성장 가속화 예상

ㅇ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약 20조 루피아 규모에서 2019년 약
267조 루피아로 1,235% 성장(Euromonitor)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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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5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예측치 포함)>

ㅇ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주거래 품목인 소비재 시장의 지속 성장 예상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은 식음료, 개인 위생용품, 의
류·악세사리, 가정용품, 개인 가전제품 등이다.
<전자상거래 주 구입 품목 설문조사 결과>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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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1.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생필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사치
품 등 비필수재 수요는 외국인 관광객 제한 및 소득여건 악화로 더딘
회복 전망
생활필수품 수요 증가로, 슈퍼마켓·하이퍼마켓(28.6%), 편의점(3.8%), 컴퓨터·
통신기기(27.4%), 가구·가정용품(9.6%)의 소매판매 지수 전년 동기대비 상승
* 반면 백화점을 비롯한 음식 및 주류, 패션, 주얼리, 자동차 등 그 외 업종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리 수대의 하락률을 기록.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 성장 기회

ㅇ 서킷브레이커로 외출 자제된 5월,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판매 비중이
2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달성
* 2020년 소매업 온라인 판매비중 변동추이 : (1월)6%→(5월)24%→(7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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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태국]
1. (2020년 12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및 유통망
운영 제한으로 성장이 둔화됐지만, 2021년 회복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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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식품과 가전제품은 2020년 중에도 이용의 편리함과 더불어 가정에서 머
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증가세 나타내었다.

ㅇ (화장품) 태국 화장품 시장은 2014~2019년 사이 연평균 7.0%의 높은 성장
률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락다운 기간 중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이 폐쇄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례적으로 시장규모가
약 3.9% 축소되었다. 색조화장, 네일케어, 립케어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페
이셜마스크는 장시간 실내에 머무는 소비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뷰티케어
수단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ㅇ (포장식품) 시장규모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4.7% 증가한 4,525억 밧
(145.7억 달러)으로 아세안 최대 규모이다. 1인 가구 증가, 디저트 문화의
발달, 편의점 증가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기농 가공식품 섭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말레이시아]
1.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수요 감소 및 물가 하락
ㅇ 말레이시아는 3월 코로나19 역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5월 초까지 전면적
인 국가봉쇄(MCO)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2분기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은

△17.1%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5.3%(전년 3.3%)까지 상승하였다.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3~5월간 실시된 국가봉쇄기간 중 최대 90%에 이르는 매
출 감소와 109억 링깃(약 2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Malaysia
Retail Association)된다.

□ 5월 국가봉쇄 완화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
ㅇ 국가 봉쇄는 5월 이후 완화된 국가봉쇄(CMCO)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규제
가 해제되었고, 감염자 수가 감소하여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ㅇ 2020년 7월 말레이시아 도소매 소비재 시장규모는 1,087억 링깃(약 2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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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지만 매출 규모 지수는 전년대비 3.9% 감
소로 전월의 △8.9%에 비해 하락폭이 완화되었다.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필리핀]
1. (2020년 1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마이너스 성장기록
ㅇ 필리핀 경제성장률 연 6%의 버팀목이었던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
* 소비지출 증감률 : (’20년 1분기)0.2%→(’20년 2분기)△10.7%

ㅇ 필리핀 정부의 완전봉쇄 조치로 사업영위에 어려움을 느낀 해외투자자들은
필리핀에 유입된 자본을 회수

ㅇ 고용이 줄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구매력 약화로 연결
* 코로나19 사태이후 ’20년 2분기 실업률 17.68%로 1분기 5.15%에서 크게 증가
** 투자지출 증감률 : (’20년 1분기)△4.5%→(’20년 2분기)△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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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필수품 위주로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ㅇ ‘20년 기준, 필리핀 소비자 총 지출 규모는 13.4조 페소로 ‘19년 13.8조 대비
2.7% 감소
- ‘17~’19년 연평균 9.6%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크게 감소
- 감소폭이 높은 항목으로는 가정/생활용품(△7.6%), 호텔/케이터링(△4.5%),
잡화 서비스(△3.8%) 등 주로 사치품
-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0.3%), 건강식품 및 의료서비스(△0.4%), 주택 임
대 (△0.4%) 등 의식주 기반 필수품목은 현상유지
- 구매력이 약해진 소비자는 경제활동이 재기 되기 전까지 필수품 위주로 지출
할 것으로 예상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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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글로벌
1. (2020년 12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에는 데이터 수집 부족과 코로나 위기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다. 각국의 이례적인
COVID-19 대응 조치로 인해 국가 순위발표는 하지 않았다. 대신 위기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변화에 대비한 교훈을 얻기 위해 37개국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특별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어떤 국가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 변화
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몇몇 국가들은 공공 서비스 개선, 친환경 투자 및 디지털화를 통해 장기적인 번
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WEF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특별판은
COVID-19 위기 회복을 통해 어떻게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연구하였다. 선진화된 디지털 경제, 강력한 사회 안전
망 및 탄탄한 의료체계를 갖춘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한(resilient)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경쟁력은 무엇인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및 미국과 같이 선진적인 디지털 경제
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보다 성공적
이었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스위스와 같이 강력한 경
제 안전망을 갖춘 국가는 실업자를 잘 지원할 수 있었다. 핀란드·미국·아랍 에미리
트·싱가포르와 같은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더 쉽게 중소기업에 신
용대출을 제공하여 기업 파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및 아랍 에미리트를 포함한 국가는
의료·재정 및 사회 정책을 훌륭하게 계획·통합하여 코로나 여파를 성공적으로 완
화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전염병(예: SARS)을 경험한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더 나은 프로토콜과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국가보
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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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기 동안 기업 심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나? (경영자 입장)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작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① 시장집중도 증가,

② 서비스 경쟁 감소, ③ 기업 간 협업 감소, ④ 고용 시장 내 숙련 노동인구 감소
등의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 개선 및 기업 협업 향상,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 증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① 범죄·폭력 관련 비즈니스 비용 증가, ② 사법
독립성 감소, ③ 경쟁 감소 및 시장 독점력 증가, ④ 정치인 신뢰 감소 등이 관찰되
었으나, 역시 정부의 대응이나, 기업 내 협력 및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미래의 경제 변화를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1. 적절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으로의 전환] 정부에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 부채관리 계획 등과 함께 디지털화를 확대할 것
[2. 인적자본 혁신]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 투자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노동법을 개혁하며, 새로운 인재 관리 기술의 사용을 개선할 것
[3. 시장 변화]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경쟁 및 독점 금지 프레임 워크를 업데이트할 것
[4. 혁신 생태계의 변화] R&D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할
것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 “미래의 시장”의 창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다양성을 포용하여 창의성과 시장 관련성을 강화하도록 동기 부여받았다.
경제 변화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어디인가?
상기 4가지 필수 요건에 수반되는 11가지 우선순위(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접근
성, 노동법 개혁, 장기 투자, 다양성 및 포용력 이슈 등)에 대한 국가들의 대비 정
도를 조사하였다. 대비 점수(readiness scores)에서의 10% 증가가 37개국 통합
GDP에서 3천억 달러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덴
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및 네덜란드 등이 있다.
[친환경 경제] 환경 보호에 대한 다자간 합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에너지 인프라, 운송 네트워크 및 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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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및 네덜란드 등이 있다.
[장기 투자] 실물 경제에 대한 직접 재정 자원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면
안정성을 강화하고,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 스웨덴, 뉴질
랜드, 오스트리아, 반면 미국은 대비가 가장 잘 안되어 있는 국가 등이 있다.
[누진과세] 보다 누진적 과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경제변화의 핵심동인으로 부
상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 일본, 호주 및 남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누진세 구조 덕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확장된 공공 서비스]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비한 교육, 노
동법 및 소득 지원을 잘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영국,
반면 남아프리카, 인도, 그리스, 터키는 준비 부족 등이다.
[미래 시장 인센티브] 연구, 혁신 및 발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확대하면
새로운 “미래의 시장”을 만들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 일
본, 미국, 한국, 스웨덴, 반면 그리스,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준비
부족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코로나 19 동향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
표’,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51(2020년 12월 27일)
- 원문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세계경제포럼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2020.12.16.)(WEF,
“WEF News Release” 보도자료)

2. (2020년 12월 29일) 내년 사료가격, 10% 대 상승할 듯 - 라니냐에 따
른 곡물 작황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축 증가...올해 중국 수입급증
두드러져
세계 주요 곡물 재배지역의 장기 일기예보가 안 좋게 나오면서 2021년 곡물 가
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RaboBank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라니냐 현상으로 전 세계 밀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각국의 곡물 비축량이 늘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했다.
RaboBank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사료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내년은 밀 옥수수 콩 가격 모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최근 사료 확보 경쟁
으로 영국 내 곡물가격이 오르고 있고, 오일시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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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nk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옥수수 및 콩 가격 상승으로 내년 미국의 사료가
격이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Cobank 관계자는 “2년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에 따른 가축감소로 곡물수요가 줄었던 중국이 최근 가축이 늘면서, 2020-21년
옥수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증가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생산-사료] 내년 사료가격, 10% 대 상승할 듯 - 라니냐에 따른 곡
물 작황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축 증가...올해 중국 수입급증 두드러져’, 「글로벌 낙농뉴스」20
20년 12월 29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2월 14일 , fwico.uk, 11월 27일

3. (2021년 1월 4일) 2021년 세계 낙농,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에서 회복
으로 “안정세 전망” 라보뱅크 발표 - 꾸준한 수요, 주요국 경제 회복
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안정세 예상
글로벌 금융 및 시장분석 전문기업인 라보뱅크가 최근 발표한 4/4분기 보고서
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세계낙농시장이 2021년에는 꾸준한 수요와 주요
국 경제 회복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라보뱅크는 우선 2021년 7대 유제품 수출국(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
루과이, EU, 미국, 호주)의 원유생산 증가가 2020년 대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코로나19로 유제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보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 주요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도 유제품 시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반면 2021년 초 최대 유제품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생산량이 2020년 대비 약 6%
늘어 유제품 수입수요가 줄고, 2021년 1/4분기에도 EU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가 이어질 경우, 식품서비스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2021년 세계 낙농, “경제회복으로 안정세 전망” 라보뱅크 발
표 - 꾸준한 수요, 주요국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안정세 예상’,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4일자
- 원문출처: farmweekly.com.au,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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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1월 4일) IDF 리포트 : 코로나 19가 세계낙농업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는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시작되지도 않았고, 국가별 대응도 달라 한마
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낙농부문은 효율적인 대응으로 빠른 적응력과 회
복력을 보여 주면서 필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IDF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매뉴얼과 정보를 회원
국에 신속히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아울러 회원국을 대상으로 코로
나19가 각국 낙농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IDF 리포트 형식
으로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21개국이 참여한 IDF 코
로나 영향·조사결과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원유생산 및 유가공 부문
생산현장 원유폐기는 미미, 대유행 초기에 국한
급격한 수요 변화에 제품별 생산량 조절 등 유연한 대처
코로나19가 원유 생산에 미친 영향은 국가별로 달랐다. 일부 국가들은 잉여가
발생해 원유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다만, 유럽을 포함한 북반구 국가들이 원유생산 피크시기와 코로나 대유
행이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유수급 불균형에 따른 생산 감축 또는 폐기 등의 조치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
적으로 일어났다.
유가공 부문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부
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잘 지켜졌고, 식품 가공부문은 추가적인 위
생 강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낙농산업 종사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 운송 및 소매 부문
일부 국가에서 식품폐기 발생, 기부 등 폐기량 절감 노력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와 산업관계자들의 협력 하에 근로
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새로운 규약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원활한 식품 유통을 위해 원산지, 성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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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품의 라벨링에서 임시적으로 유연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팔리지 않은 제품을 폐기하는 등 식
품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은 제품을 의료진
또는 기부단체에 전달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식품 폐기물 절감을 위
해 노력을 다했다.
□ 유제품 교역 부문
2/4분기에는 각국 봉쇄 조치로 교역량 급감
7월 이후 안정세 회복, 가격은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부 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운송되는 제품의 배송이 지연되
는 등 교역에도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교역은 각국의 봉쇄조치와 혼란으로 2/4분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어 향후 진행상황과 전망은 시간을 가
지고 지켜봐야 한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5월 이후 각국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고
봉쇄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7월 이후 국제 유제품시장은 빠른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현재 유제품 가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태다.
□ 유제품 소비 부문
대부분 국가에서 음용유 판매량 10% 이상씩 증가
유제품의 영양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높아져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제품 소매 판매가 증가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두 자리수
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음용유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평균 약 10%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실온보관이 가능한 UHT 우유의 사재기가
늘어나며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사재기가 진행되고 건강에 대
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강식으로서의 유제품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식품서비스업의 영업 중단으로 가정내 유제품 소비를 견인하며 유제품 수요와 판
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제품의 영양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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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 Next Step
2021년 말 추가 조사 및 식품안전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
코로나로 인한 산업구조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낙농부문이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는 필수 산업
으로 인식된 점, 건강 및 면역력에 대한 관심 증가, 식품 안전과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확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점을 보였던 비만에 대한 WHO와 각국 정책당국
의 관심증가(설탕세, 주표시면영양등급제, 가공식품 규제 검토) 등에 대해서는 관
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에 IDF는 2021년 말 코로나19가 유제품 시장과 소피패턴에 미친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사업조정위원회는 실무팀을 구성해 코로
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또는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현안리포트] IDF 리포트 : 코로나 19가 세계낙농업계에 미친 영향’,
「정보광장-핫이슈-세계동향」, 2021년 1월 4일자
- 원문출처: https://www.dairy.or.kr/kor/sub02/menu_01_3.html?pmode=view&table_id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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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1월 15일) IGC, 2020/21년 전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 예측, 옥
수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연료 에탄올과 양조 분야 수요 계속
감소 불구, 전체 소비 5년 연속 증가 예상
국제곡물위원회(IGC)는 목요일 세계 곡물 생산량을 2020/21년 900만 톤 감소
한 22억 1,000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시즌 소비량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월간
업데이트에서, IGC는 옥수수에 대한 전망을 1,300만 톤으로 줄였는데, 이는 밀 전
망의 상향 조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IGC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은 연료 에탄올과 양조 분야의 수요를 계속 감소
시키고 있지만, 전체 소비는 5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곡물 재
고량은 6억 1,100만 톤으로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GC는

“이 같은 감소는 전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위축으로 인해 옥수수 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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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밀 재고량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IGC는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을 11억
3,300만 톤으로 1,300만 톤 줄였지만, 전년도 수확량 11억 2,400만 톤보다는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 세계 최고의 작물 재배국인 미국의 생산량은 3억 6,030만 톤으
로 이전 예상치 3억 6,850만 톤보다 줄어들었다.
브라질의 2020/21년 옥수수 수확량은 1억 580만 톤으로, 이전의 1억 1,250만
톤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전 시즌의 1억 250만 톤보다는 높다. 2020/21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이전 5,430만 톤에서 5,2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
었다.
IGC는 2020/21년 세계 밀 생산량을 3백만 톤 증가한 7억 6,800만 톤으로 증가
시켰으며, 호주, 캐나다, 러시아의 추정치는 모두 상향조정되었다. IGC는
2021/22년 세계 밀 수급 전망에서 기록적인 생산과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재고량의 증가를 지적했다. 2021/22년 세계 밀 생산량은 3% 증가한 기록적인 7억
9,1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소비량도 3% 증가한 7억 7,5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GC는 세계 밀 재고량이 2021/22년 시즌 말까지 1,500만 톤 증가한 사
상 최대인 3억 9,0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GC cuts forecast for 2020/21 global grains production(IGC, 2020/
21년 전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 예측)’,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2021
년 1월 15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735/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5. (2021년 1월 20일) 영양식품 시장 트렌드 Top 4, FrieslandCampina 발
표 - 영양식 확대, 맞춤형 제품, 편리성, 스토리텔링· 지속가능성 등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유가공
조합인 FrieslandCampina가 영양식품 시장의 트렌드 4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건강과 웰빙을 위한 영양식 확대.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과 웰빙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식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장과 뇌 건강 그리고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단백질 강화식품과 같은
건강 식음료 제품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둘째, 개별 맞춤형 제품 생산. 차별화된 개별 맞춤형 영양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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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면서 업계에서는 주요 소비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소
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영양식품 시장에서 여성들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큰 반면, 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제품은 부족해, 이를
공략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셋째, 편리성.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시
간적인 문제로 식사를 못하거나 거르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가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끝으로 스토리텔링과 지속가능성.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
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투
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업계의 주요 과제로 꼽힐
전망이다. 업계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남과 동
시에 영양식에 대한 니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식품업계도 이러한 추세에 맞
춰 대비해야 할 것 이라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영양식품 시장 트렌드 Top 4 - FrieslandCampina 발표 영양식 확대, 맞춤형 제품, 편리성, 스토리텔링·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20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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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s set to import more US maize and squeeze global prices
중국, 미국산 옥수수 수입 늘리고 글로벌 가격 압박
중국은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늘릴 계획이며, 내년도 수입 물량은 시장 기대치
를 상회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곡물 가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인 중
국 최대 곡물 거래업체 코프코(Cofco Corp)는 국내 민간 제분소에 약 1,000만 톤
을 판매했으며, 아마도 미국에서 구매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농작물 총 수입은 내년에 약 3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된다.
중국이 연간 옥수수 수입 쿼터 외에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미 작년 7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시카고 선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돼지와
가금류 사료로 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고가 감소하면서 국내
옥수수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중국의 소비 강세 흐름에 따라 곡물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는 급증하여 2020년 기록을 세웠다.
또한, 투자자들과 생산업체들은 올해 365억 달러, 2021년에는 435억 달러어치
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반적인 구매 수준은 중국의 무역 협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제가 튼튼해지고 중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한 돼지 떼를 재
건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산 곡물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연간 옥수수 수입 할당량을 주(州) 및 민간 기업에 할당하고 있다.
Cofco는 때때로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민간 제분소에 재판매하거나 주(州)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2020년과 2021년 할당량은 각각
720만 톤으로 설정했다. 또한, 코프코는 민간 제분소와 추가적으로 1,000만 톤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은 전했으며, 이 정보는 비공개임을
밝혔다. 일부 선적은 20201년 상반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 sujung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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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해외농업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는 중국이 2020-21 시즌에 2,200만 톤을 구매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골드만 삭스 그룹은 2021년에는 3,300만 톤으로 출하량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
했다.
동물 사료에서 전분 및 알코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
는 중국 옥수수는 대련상품거래소(Dalian Commodity Exchange)에서 금요일 톤
당 0.6% 하락한 2,578위안($391)을 기록했다. 시카고 거래소는 미국 추수 감사절
연휴로 목요일 휴장이었다(2020.11.27.).

▮ UK’s dire wheat crop to leave it with ‘tightest balance’ in more
than 20 years
영국, 밀 작물 흉작으로 20여 년 만에 가장 타이트한 균형을 이뤄
영국은 거의 40년 만에 밀 작물 수확량이 최저로 감소하면서 수입이 급증했음에
도 불구하고, 최소 1990년대 이후 곡물 수급은 가장 타이트한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축 사료 사용은 밀에서 보리와 옥수수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20-21년 영국 곡물 대차대조표에 대한 첫 공식 예측은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
이다. 밀 재고는 150만 톤으로 고정되어, 유통 공급량 이하로 시즌을 마감할 것으
로 보인다.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 AHDB)는 영국의 수출 가능한 밀 재고는 약 166,000톤 줄어든 것으로 추
산했다.
밀 소비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성은 크게 떨어짐에 따라 20년 만에 가장 타이트한 균형으로 이어졌다고
AHDB는 전했다. 공급 수치는 220만 톤 수입량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이 습했던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2012-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최근 관세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전년 대비 86% 감소한 58,064톤에
이르는 수출 허용량을 제외했다. 그리고 농업원예개발공사는 현재 적자는 시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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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면 변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 요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측은 수
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
는 과도기 기간이 끝난 후의 무역의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소위 ‘노 딜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EU)산 밀 수입에 대해 톤당 £79, 귀리에 톤당 £7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옥수수에는 무관세가 유지될 것이다.
AHDB의 밀에 관한 수요와 공급 전망은 국내 수확량은 1,013만 톤으로, 이는
2019년 지나치게 습했던 가을 날씨로 대부분의 생산을 차지하는 겨울 작물 파종에
지장을 준 이후 거의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품과 산업용 밀 소비량은 전년 대비 5.6% 줄어든 653만 톤으로 나타
났다. 주로 바이오에탄올과 전분 부문에서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AHDB는
전했다. 또한, 이스트 미들랜즈(East Midlands)에 위치한 Roquette의 식물 기반
재료 공장의 폐쇄도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20-21년 배급에 사용된 밀의 양이 663만 톤으로, 10.8% 또는 80만
톤 넘게 감소하는 등 사료 공장들이 배급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즌 국내 작물의 사이즈와 밀의 상대적 가격 때문에 생산자들은 곡물을 농
장에서 가축에게 먹이는 것보다는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
다. 대신에 축산 농가는 보리로 가축 사료를 전환할 것이며, 사료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하고 평균치보다 거의 110만 톤 늘어난 489만 톤으로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AHDB는 “다른 사료 곡물과 그에 따른 가격에 비해 보리의 가용성이 높
기 때문에 나머지 시즌 동안 모든 배급에 보리 사용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했고, 이러한 경향은 농장 보리의 공급량 증가에 의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축 사료로 옥수수 사용은 135만 톤으로 전년 대비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줄어든 수확량 이후, 영국으로 수입되어야
하는 곡물의 비교적 높은 가격 반영과 중국의 치솟는 수요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조를 보였던 2020년 밀 수확 약세와 함께 가공업자들이 적어도 새해까지 옥수
수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옥수수 사용이 줄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개발공사는 밝
혔다. 최근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료 가공 업체들은 가격
이 더 경쟁력이 있었던 시즌 초반에 구입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영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7월부터 9월까지 9.2% 증가한 613,042톤으로,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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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동안 비교적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영국의 옥수수 ex-port
가격은 보리의 톤 당 £140를 넘어선 후, 톤당 약 £195까지 올랐다. 이는 ex-farm
을 달성하고 있는 밀의 톤당 £190를 넘어선 것이라고 영국의 곡물 상인은 곡물 중
개회사인 Agrimoney에 전했다.
상인들은 가격 격차가 가축 사료로 보리 사용이 최대화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비록 곡물이 밀의 배급을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히 가금류 산업에
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상인은 코로나19(Covid-19) 백신에 대한 낙관
론이 높아지고 술집과 호스피탈리티 업계에서 잠재적인 회복세를 볼 때, 가축 사
료업체들은 맥아용 보리를 두고 맥아 제조업체와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할지도 모른
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발표로 맥아용 보리 프리미엄에 톤당 £5가 추가되
었다(2020.11.26.).

▮ Brazil renews wheat import quota free of tariff, from outside
Mercosur
브라질,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밖에서 무관세 밀 수입 쿼터 갱신
브라질 경제부 산하 기관인 대외통상위원회(Chamber of Foreign Trade,
Camex)는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 밖으로부터 75만 톤의 밀 수입
쿼터를 갱신했으며, 현재 10%의 역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 TEC)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11월 18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쿼터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약속한 것에 따라 정해졌다. 지난
7월 브라질 시장의 밀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Camex는 올해 11월 17일까지
메르코수르 외부에서 관세 없이 45만 톤의 추가 쿼터를 허용했다.
브라질은 세계 주요 밀 수입국 중 하나이다. 국내 소비 중 60%는 주로 인접국가
인 아르헨티나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다른 공급 업체로는 미국과 우루과이, 파라
과이 등이 있다(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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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farmers plant more winter wheat as grain prices rally
미국 농가는 곡물 가격 상승에 겨울 밀 파종 늘려
농민들은 다수의 생산 국가에서 강력한 수요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곡물 가격
이 상승함에 따라 올가을 8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 밀 파종을 늘렸다고 농민들과
분석가들은 전했다. 6월 수확을 위해 북반구에서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겨울 밀은 8
월 농산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심은 현금 작물(cash crop)이다.
가격 상승은 국제 곡물 재고로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 농업 경제가 침체된 4년 이
후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의 타이트한 곡물 공급과 수요로 인해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에서 옥수수, 대두, 밀 선물 가격이 상승하였다. CBOT에서 대두 선
물은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으며, 밀은 부셸 당 $6 선으로 거의 6년 만에 최고치
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농무부(USDA)는 내년에 모든 미국 주요 농작물의 기록적인 재배
면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중남부의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밀, 옥수수, 대두를 재배하는 3대째 농부인 데이비드 저스티슨씨는 올가을에
1,200 에이커(485헥타르)에 밀을 심었다. 이는 지난해 900에이커에서 증가한 수
치이다. “몇 년 간 겪어본 중 최고의 가격이다. 6달러 밀이 내 관심을 끌었다”고
저스티슨씨는 전했다. 이번 달, USDA는 미국의 겨울 밀과 봄 밀을 포함한 2021년
미국의 총 밀 재배 면적을 4,600만 에이커로 추산했다. 이는 2020/21년 4,430만
에이커에서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식량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곡물을
비축하고 내년을 위한 제빵 식품과 파스타용 밀가루를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적인 밀은 수출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USDA 데이터에 따르면, 밀과 밀가루에 대한 국내 수요는 1년 전부터 거의 꾸준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분소와 제과업자들은 코로나
19로 외식 대신 집에서 더 많은 식사를 하는 소비자에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식료품 가게들은 가정용 제빵을 위한 밀가루 수요 증가로 올
봄에 밀가루 부족에 직면했다.
미국 정부는 1월까지 겨울 밀 파종에 관한 농가 설문 조사를 특별히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로이터가 확인한 HIS 노트에 따르면, IHS Mar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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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business는 이번 달에 미국의 겨울 밀 파종 면적이 3,150만 에이커로 지난해
3,040만 에이커에 비해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21 마케팅 연도의 미국 밀 수출 판매 약속은 11월
12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불규칙하게 미국산 밀을 구매하는 중
국은 지난해 194,063톤에서 증가한 170만 톤의 밀을 예약했다.
빵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경질 밀의 미국 최고 재배지인 캔자스와 같은 대평원
지역에서 파종이 늘었지만, 작물의 크기는 건조한 조건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평원 농민들은 올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선택권이 있다. 밀 대
신에 봄철에 파종한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수(Sorghum)를 옥수수의 대체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강한 수요가 있는 수수를 심을 수 있다.
Milo라고도 불리는 수수는 캔자스, 오클라호마 그리고 텍사스를 포함한 평원 지
역인 밀 재배 지역에서 재배한다. 최근 몇 주 동안 현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높았는
데, 이는 중국의 강력한 수출 수요를 반영한다. 중국으로의 미국산 수수 판매 약속
은 11월 12일 현재 총 300만 톤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123,000톤이 증가했다.
StoneX Ltd의 상업 곡물 브로커는 만약 지금 파종하지 않은 밀 밭을 보거나 겨
울에 열악한 상황이 된다면, 밀에서 수수로 이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
다. 수수 수출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수수는 가축 사료와 백주에 사용된
다. 중국은 식량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돼지 농장을 재건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옥수수, 수수 및 기타 곡물을 엄청
나게 수입하고 있다.
옥수수와는 다르게, 중국은 수수 수입에 대해 낮은 관세 쿼터가 없다. 그리고
Texas Sorghum Producers의 전무 이사는 수수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괜
찮은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2020.11.26.).

▮ Russia’s grain export quota puts squeeze on small trader
러시아 곡물 수출 쿼터로 소규모 상인 압박
러시아의 곡물 수출 쿼터는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주요 상인들의 시장 입지
를 강화하고, 중소 업체들의 퇴출을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했다. 세계 최
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 소규모 무역 회사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꾸
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가가 관리하고 항구 인프라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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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수출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했다.
IKAR 농업컨설팅 대표는 수출 쿼터가 이 과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
했다. 농업부의 제안에 따르면, 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러시아의
1,500만 톤의 곡물 쿼터는 7월에서 12월까지의 곡물 수출을 기준으로 수출업체들
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는 않았다.
Interfax news agency는 러시아 밀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는 회사의 수가 올 시
즌 현재까지 110개로 줄어들었다고 러시아곡물연맹 수석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보
도했다. 시즌에 3만 톤을 넘지 않는 소규모 상인들은 러시아 시장을 떠난 사람들
중 하나라고 분석가는 Interfax에 전했다. “소규모 시장은 소규모 업체들이 이탈
함에 따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정부 농민 로비 단체인 러시아곡물연맹 대표
는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러시아는 시즌 하반기에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 몽골과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을
잃을 수도 있다. 몽골은 지난 시즌, 주로 3월부터 5월에 러시아로부터 103,600톤
의 밀을 수입했다.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 거래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쿼터의
분배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가는 지적했다. 지난 수출 쿼터가 혼란을 야
기하고, 향후 선적을 위해 세관 서류를 확보하고자 서두르는 상인들의 수요 급증
으로 인해 수요 쿼터가 고갈 되었었다(2020.11.25.).

▮ Ukraine maize shortfall drives Chinese demand for US maize
exports
우크라이나 옥수수 부족 때문에 중국 수요는 미국 옥수수 수출 촉진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 수확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옥수
수 최대 수출지는 중국이다. 그러나 올여름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생산량
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미국 농무부(USDA)는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작물이 지난해
3,580만 톤에서 20% 감소한 2,850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옥수수 가격은 급상승하였다. 우크라이나 옥수수의 FOB 가
격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 40% 상승했으며, 9월 초 이후 25% 이상 올라갔다. 우크
라이나 옥수수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다.
우크라이나의 국내 사료 비용 역시 급격히 상승했으며, 육류 생산 업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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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시즌 동안 옥수수 수출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청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에 대한 규제로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수입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이
다.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최고 사료 곡물이다. 생산량은 재배 면적 증가와 생
산량 향상에 힘입어 지난 10년 동안 4배 증가했다.
옥수수는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는다. 수확은 9월 말에 시작되어 보통 11
월 초에 거의 완료된다. 중국의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 의존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는 건조한 기후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나타난다. 브라질
과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고 생산 및 수출국이다. 남미의 재배 시즌이 2021년 세계
옥수수와

대두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2020.11.18.).

▮ India to export 3.5-4 million tonnes of wheat to neighboring
countries till March if government extends export subsidy
인도는 정부가 수출 보조금을 연장하면 3월까지 주변국에
350~400만 톤의 밀 수출 예정
인도는 정부에서 수출 보조금을 연장할 경우 3월까지 인근 동남아시아와 서아
시아 국가에 350만 톤에서 400만 톤의 밀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인은 전했
다. 현재 정부와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5,600만 톤이 넘으며, 정부
는 4월 새로운 작물이 나오기 전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인도 수출업체들은 올 시즌 중동,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동남아시아 등 고객
들에게 50만 톤의 밀 수출을 계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호주가 2,900만 톤
의 기록적인 밀 수확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은 호주로
부터 2021년 1~ 3월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시작했다.
인도 밀은 다른 대규모 수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려면 FOB 가격에 약
7~8%의 수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지원이 곧 연장될 경우, 인도는 향후 4~5개
월 동안 추가로 200~300만 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ITC 대변인은 말했다.
그리고 회사는 인도 브랜드 구축과 수출에 기여하는 밀 가치사슬을 통해 수백만
명의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 무역업자들과 수출업체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인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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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감소, 중국의 구매 증가, 글로벌 시장에서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Jagdish International Ltd의 밀 거래상은 “수
출 문의가 많고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회사들은 양질의 밀 재고를 축적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철도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대 바이어 중 하나로, 이미 5라크
(lakh) 톤 이상을 계약하였다. 또한, 소형 컨테이너는 UAE,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보내지면서 전체 수출량은 1백만 톤에 달하고 있다.
Eldelweiss의 농촌 및 기업 서비스 리서치 책임자인 Prerana Desai는 인도 시
장의 과잉과 같은 상황 때문에 수출이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사
는 5,600만 톤의 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가 3,800만 톤, 나머지는
시장에서 제공한다고 전했다. 책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밀 수출량은
20~70만 톤에 달했으며, 정부는 국내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다른 시장에서 새로운 작물이 도착하면서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과 수출 동등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산 밀 가격은 퀸
틀 당 Rs 1,960이고, 국제 가격은 퀸틀 당 Rs 1,750이다. Roller Flour Mills
Association의 Sanjay Puri 회장은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곡물 재고의 가격을 낮
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0.11.18.).

▮ Barley trade routes redrawn as China tariff hits Australian firms
중국, 호주 기업들에게 관세를 부과함에 보리 무역로 재조정
호주는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린 후 많은 사람들이 파종할 수 있게 되면서 농
민들은 가장 큰 보리 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 27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내륙 마을인 모리(Moree) 근처의 한 농장에서 보리를 관찰할 수 있다.
중국이 호주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리 거래가 거의 중단되었다. 중국의
이 같은 관세 부과는 호주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기원에 대한 유엔 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진다.
주요 수출국과 세계 2위 수입국 사이의 외교 분쟁으로 주로 맥주 생산과 가축
사료에 사용되는 곡물의 글로벌 무역이 신속하게 재구성되고 있다. 서호주 남부
곡물 벨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Lyndon Mickel씨는 “산업으로서 우리는 너무 의
존적이 되었다. 우리 이웃이 우리의 양질의 곡물에 대해 기꺼이 돈을 지불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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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아마 현실에 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에서 많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호주와 중국 사이의 외교 및 무역 관계는 올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현재 몇
가지 호주 상품들은 중국의 무역 제한이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보
통 맥주 생산에 사용되는 세계 맥아용 보리 무역의 최대 40%를 차지하고, 사료 보
리 20%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이 작황이 좋은 해에는 약 6백만 톤 정도가 세계 최대
맥주 제조 시장인 중국으로 보내진다. 만약 새로운 거래를 협상할 수 있는 경우,
저장하거나 국내 판매 또는 최고 구매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대체 시장으로
보내질 것이다.
한편 중국은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멀리 떨어진 곡물 농
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체 공급을 모색하고 있다. 양조 재료를 전문으로 하는 스
위스 컨설팅 업체인 RMI Analytics의 전무 이사인 Brent Atthill는 보리 공급망
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을 때,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3개월은 구매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리 가격은 호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하였다. 호주에
서는 올해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
프랑스 농민들은 이번 시즌 프랑스의 수확량이 예년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양의 보리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등 중국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중국
바이어들은 캐나다에서 구매를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렸으며, 현재는 보리 수출
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위니펙에 있는 Canadian Malting Barley
Technical Centre의 전무 이사인 Peter Watts는 이로 인해 국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로부터 보리 선적은 3년간의 소강상태 이후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
했는데, 이 중에는 주로 호주에서 제공하는 맥아 보리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호
주산 보리 금지 효과는 농촌 지역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왔다. 장기간의 가뭄이 끝
나고 많은 호주 곡물 밭이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농민들은 사일로와 은행 계좌를
모두 보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30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1,120만 톤의 보리 수확을 앞두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모리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농부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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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로 가치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작물에 많
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는 농부들을 돕기 위해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밀 작물 풍작을 기대하
고 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이 재고가 없는 상점을 채우면서 지역적으
로 보리 수요가 늘어났다. 반면 중국의 구매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수출 기회가 열
릴 수도 있다.
호주산 보리는 큰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으로 수출하기에 매력을 가져야 하고, 따
라서 유럽연합(EU)와 흑해 수출업체들을 밀어내야 한다고 독일의 한 보리 상인은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 및 반보조금 관세(총 80.5%) 부과가 5
년간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무역로 중단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이
관세를 부과했고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하며,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고 Matthew Madden씨는 전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1.17.).

▮ Australian wheat is one of the cheapest
호주산 밀은 가장 저렴한 밀 중 하나
2020/21년 호주의 밀 수확량은 2,790만 톤으로 지난 시즌보다 84% 증가한 것
으로 추산된다. 호주의 밀 수출량은 2020/21 마케팅 연도에 1,700만 톤으로 고정
되어 있는데, 이번 시즌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한 성장 조건 덕분에 수출 가능
한 잉여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호주 밀 생산량은 2020/21년에 약 800만 톤이며, APW(Australian Premium
White)와 AH(Australian Hard)는 등급 분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호주
동부 지역에서 강우 예보로 인해 작물의 상당 부문 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고단백 밀에 대한 프리미엄이 늘어날 수 있다. 2019/20년 호주 전국 밀 수출량은
910만 톤으로 추정되며, 동남아시아 지역은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최근 몇 년 간 동부 해안 가뭄으로 인해 전통적인 수출 지역인 서호주와 남호주
에서 밀을 수출 시장이 아닌 다른 주로 이동함에 따라 수출 가능한 곡물의 양이 감
소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국제 수출 부족으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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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우려가 생겼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생산 감소로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수요를 채우
고 있는 러시아산 밀이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호주는 다음 시즌에 일
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산 밀이 어느 나라와 경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르헨티나가 주요 경쟁국
이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지난 4년 동안 약 1,900만 톤이고, 연간 수출량
은 1,300만 톤이다. 아르헨티나는 호주 밀 수출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밀 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같은 다른 사료 곡물에 대해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무국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아르
헨티나의 2020/21년 밀 생산량은 1,740만 톤으로 수정했다. 이는 밀 수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1,12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된 것과 일치한다.
수출량 감소는 건조한 날씨(라니냐 현상으로 호주는 평상시보다 습한 날씨가 되
지만, 이와 반대로 아르헨티나에서는 평소보다 건조한 날씨가 되는 이상 현상)로
인한 생산량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호주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산 밀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밀 중 하나로, 강력한 국제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Kwinana 본선인도조건(FOB)의 APW 밀 가격은 US$266/t이며, 흑해나 아르헨
티나산 밀보다 아시아 지역에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러시아산 제분용 밀은
최근 평균 가격 $US278.5/t CFR로 165,000톤의 이집트 입찰을 채웠다. 이번 입
찰은 한 달 전 이집트의 이전 입찰보다 약 US$22/t 높았다. 세계 밀 수출 가격은
건조한 날씨와 러시아 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우려로 인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 감소와 미국과 러시아의 겨울 밀 파종 재배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선물 시장과 글로벌 밀 가격은 이러한
날씨 우려로 인해 상승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미국에서 겨울 농작물 지역에 상당
한 강우량이 발생하면, 현지 가격 수준에 다소 하락이 있을 수 있다. 호주산 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밀 중 하나로, 이는 강력한 국제적 수요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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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Africa planting more maize in 20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21년에 옥수수 파종 늘려
미국 농업부(USDA)에서 발간한 글로벌 농업 정보 네트워크 보고서(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report)에 따르면, 매력적인 가격과 수출시
장 증가, 양호한 날씨로 인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민들은 2020-21 마케팅 연도
에 260만 헥타르에 옥수수를 심을 수 있었다. 1년 전보다 12% 증가한 수치이다.
USDA는 또한 옥수수 생산량이 1,400만 톤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전 추정치인 1,260만 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다. 이 중 USDA는 200만 톤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마케팅 연도(2019-20)에 남아공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1,600만 톤의 농작물을 생산한 후 25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19년 1,180만 톤에 비해 35% 증가한 수치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구조 및 정책 제약으로 인해 남아공의 경제 성장이 2021년
에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USDA는 2020-21년 옥수수에 대한 상업적인 수
요가 1,160만 톤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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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이충식(국제엔지오,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

1)

1. 미국
▮ 2020년 11월
11월 중순(11월 15일~11월 21일), 장기간의 건조한 날씨가 전국의 많은 지구에
서 늦가을의 야외 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건조함이, 특히 남서부에서
고 평원까지, 이미 확대된 미국 가뭄을 더욱 확대 및 심화시켰다. 미국 가뭄 감시에
따르면, 가뭄이 11월 17일 현재 미 대륙의 47.3% - 7년 중 최고치 - 를 뒤덮었다.
남동부에서는 건조한 날씨 체제 하에서 이전에 다수의 열대 기상계 때문에 늦춰
졌던 야외 작업 (예: 면화, 땅콩 및 대두 수확)이 가속화되었다. 주 후반에 내린 비
가 캔사스와 인근에 다소 유익한 수분을 공급하기는 했지만, 먼 서쪽은 건조가 계
속되어 평원 중앙 및 남부 전역에서 일부 겨울 밀에게 악영향을 끼쳤다.
일부 생산자들이 수확 전에 옥수수와 대두의 수분 함량이 더 줄어들기를 기다리
고 있었던 옥수수 벨트의 남부와 동부의 일부에서는 비가 야외 작업을 제한하기도
했다. 그밖에 남서부에는 건조가 계속되고 있었던 반면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북
부와 북서부에는 유익한 비와 눈이 내렸다. 몇 차례의 소나기가 캘리포니아 중부
까지 먼 남쪽으로 확장되었다.
나라의 대부분에서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았는데 남서부에서 평원
일부를 포함하여 미조리 계곡 아래쪽에 있는 많은 곳에서는 주간 평균값이 평년보
다 최소 10°F 이상 높았다. 대체로 미국 동부와 북부에 있는 일련의 주(州)들에서
평년 대비 가장 선선한 날씨가 발생했다.

* leecs24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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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7), November. 24. 2020.

11월 하순(11월 22일~11월 28일), 습한 날씨 때문에 옥수수 벨트의 남부와 동부
에서 마지막 여름 작물 수확 작업이 늦춰지기는 했지만, 국내의 다른 많은 지역들
은 건조했다. 서부는 제한적으로 포 코너스 지역과 북서부에 강수가 드문드문 있
었다.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11월 24일 현재 가뭄이 서부의 11개 주에 75.6%,
하위 48개 주의 48.6%를 덮었다. 전국 가뭄 피해 범위는 2013년 9월 이후로 7년
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높았다. 그러나 더 동쪽으로 평원의 중부와 남부 지구에는
강수가 내려서 가뭄 스트레스를 받은 겨울 밀에게 유익했다.
주말로 가면서 텍사스의 팬 핸들 북부와 주변 지역에 잠시 젖은 눈이 쌓였다. 그
밖에 남부 전역에 주 늦게 강수가 발달하여 2~6 인치의 비를 내리면서 멕시코 만
서부와 중부에 있는 주의 일부를 적셨다. 강수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부와 동부 전
역에는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서부 산간 지
역은 평년보다 선선한 상태로 덮였다.
남북 다코타 주와 디프사우스 (최남단 주들) 일부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높았지만 그레이트 베이슨과 서부 산간 지역의 일부는 평년보다
5~10°F 낮은 범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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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8), December. 1. 2020.

11월 하순~12월 초순(11월 29일~12월 5일), 폭풍 전선이 남동부 및 대서양 연
안 주들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주 후반에 대체로 건조했던 날씨 양상이 끝났다.
그 폭풍은 남부에 도달하기 전에, 범위가 넓지는 않았지만, 평원의 중부와 남부 일
부에 유익한 강수를 내렸다.
12월 2~3일에는 몇 인치의 눈이 캔사스 남부, 오클라호마 북부 및 텍사스의 팬
핸들 북부를 덮었다. 주말에는 (12월 5일) 뉴 잉글랜드 북부에 눈이 많이 내렸다.
이보다 앞서서 옥수수 벨트 동부와 내륙 북동부 전역에 눈이 내려서 마지막 옥수
수 수확 노력을 방해했다.
12월 1일에는 가장 심했던 눈 가운데 얼마가 오하이오 북부에 내리기도 했다.
태평양 북서부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린 것을 제외하면, 국내의 나머지 지역의
날씨는 건조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 (산타 아나)에 바람이 부는 기간이 길어지
면서 여러 건의 새로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몬태나 동부와 다코타 주 일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높
았다. 한편, 로키 산맥 남부에서부터 남동부까지 평균 측정 값은 평년보다 5~10°F
낮았다. 남부 깊숙이까지 동결이 발생했지만 플로리다 또는 텍사스의 감귤 생산 지
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몇 건의 가벼운 동결이 캘리포니아의 중부 계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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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극서 지역은 심각한 추위 관련 우려는 피했다.
그림 3.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9), December. 8. 2020.

▮ 2020년 12월
12월 초중순(12월 6일~12월 12일),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가 전국의 많은 부분
을 지배하여 비수기 야외 작업과 농장 유지 활동에 도움을 주었지만, 어떤 지역은
가뭄의 족적이 확대되면서 불리한 건조 상태에 놓여 있었다. 12월 8일,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가뭄이 서부 11개 주의 78.5%와 미국 본토 48개 주의 49.1%를
덮었다. 서부의 여러 지역에 대체로 가벼운 강수가 내렸지만, 지속적인 폭풍우는
대부분 태평양 북서부에만 국한되었다.
하지만, 주간 늦게 강수가 캘리포니아 중부처럼 먼 남쪽까지 퍼져서 내렸다. 또,
남서부 일부 지역에는 아주 필요했던 비와 눈이 다양한 수준으로 내렸다. 그 외의
지역 중에서 평원 북부와 중서부 위쪽은 날씨가 전반적으로 대체로 건조했지만,
대조적으로 평원 중부와 남부에서 중남부와 중서부 아래쪽까지는 대체로 가벼운
강수가 내렸다.
그러나 12월 11~12일에는 네브라스카 남부에서부터 미시간 아래쪽의 북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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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를 가로질러 하나의 띠를 이루며 수인치의 눈이 쌓였는데, 다만 남쪽으로는
1인치 이상의 비 (그리고 진눈깨비)가 내렸다. 12월 초에 발달하기 시작했던 따뜻
한 날씨 양상이 더욱 증폭되면서, 미국 북중부 일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0~20°F 가량 높았다. 남부 지역은 서서히 온화한 날씨로 되돌아왔지만, 플로리
다 반도 전역에 걸쳐서 계속된 냉기가 기온을 평년보다 5~10°F 낮게 붙잡았다. 12
월 9일, 오키초비 호수 근처의 플로리다 남부 내륙처럼 먼 남쪽에 산발적인 서리
가 보고되었다.
그림 4.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50), December. 15. 2020.

12월 중순(12월 13일~12월 19일), 여러 기간 동안 폭풍우가 치는 날씨가 남부,
동부, 북서부에 영향을 주었고 한편, 남서부, 평원 북부 및 중서부 위쪽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12월 16~17일에 계절 중 가장 중대하고 광범위한 강설이
북동부를 뒤덮어서, 내륙의 여러 지역들은 물론이고 필라델피아, 뉴욕 및 보스톤
같은 주요 도시들에 영향을 미쳤다.
기록적인 총 적설량 (지역적으로 1~3 피트 이상)으로 뉴욕과 펜실베니아의 넓
은 구역들이 인근 주들의 일부를 포함해서 눈에 파묻혔다. 한편, 비 (지역적으로
1~2인치 이상)가 남부, 특히 노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일부에서의 최종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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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곤란하게 했다. 그러나 미시시피 계곡 하류에 내린 비는 최근의 건조 추세
를 뒤집었다.
북서부에서는 때때로 내리는 강수가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고 장기 가뭄을 조금
씩 물리쳤다. 진눈깨비 소나기가 잠시 캘리포니아 중부와 그레이트 베이슨 일부처
럼 먼 남쪽으로 밀고 나아갔다. 다른 곳에서는 심한 가뭄이 남서부에서 지속되었
고, 한편 미국 북중부 전역에 걸쳐서 건조한 날씨가 비수기 농장 활동을 계속 촉진
했다.
태평양 북서부에서 평원 북부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우세했지만, 거의 평
년 수준 또는 그 이하의 기온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덮었다. 워싱턴과 오레곤 북
부에서 몬타나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10°F 높았지만, 포 코너스
지역에서 미시시피 계곡 하류까지는 평년보다 5~10°F 낮았다. 북동부 일부에서도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다.
주초에 눈이 내린 후에는 캔사스 서부와 콜로라도 동부처럼 먼 남쪽에서 - 오클
라호마 북서부와 텍사스 최북단은 물론이고 - 10°F 이하의 수치가 많이 보고되었
다. 북동부에 내린 눈의 여파로 주 후반의 기온은 뉴욕 동부와 뉴 잉글랜드의 내륙
지역 전체에서 기온이 0°F 이하로 떨어졌다.
그림 5.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51), December.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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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하순(12월 20일~12월 26일), 대부분의 강수가 주간 늦게 내렸는데, 이 때
에 미국 북부를 가로지르는 폭풍 전선 하나가 북서부에 강수를 몰고 와서 12월 23
일 중서부 위쪽에 눈보라를 일으켰다. 그 폭풍이 끌고 가고 있는 한랭 전선을 따라
서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계 하나가 12월 24~25일, 동부에 폭우 (눈으로 변하는
비)를 일으켰다.
한편, 남캘리포니아에서 고평원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을 포함해서 국내의 다
른 많은 지역들이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해변풍이 남캘리포니아에 또 한 차례 산
불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폴브룩 근처에서 크리크 화재가 12월 23일 점화되었고,
나중에 캠프 펜들턴으로 퍼져서 4,200 에이커가 넘는 초목을 태웠다.
가뭄은 미국 서부 대부분에서 방목지, 목초지 및 겨울 밀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
전히 우려로 남아 있었고, 아울러 높은 고도에 쌓인 눈의 양이 빈약해서 내년 봄
유거수와 저수지 재충전에 대한 전망이 악화될 수 있다. 그밖에, 남동부는 날씨가
추웠던 반면 대조적으로 국내 대부분에 걸쳐서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았다.
플로리다에서 북쪽으로 애팔래치아 남부에 이르는 여러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
온은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다. 한편, 뉴 잉글랜드 북부와 고평원의 북부와 중부
를 가로질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15°F 높았다. 그러나 주말에 찬 공기
의 양상이 극적으로 반전되면서 남동쪽으로 중서부를 가로질러 동부으로 이동했
다. 12월 26일이 되자 결빙이 깊숙이 남동부로 들어가서 플로리아 북부는 기온이
32°F 이하로 떨어졌다. 탬파에서 올랜도까지 뻗어 있는 회랑의 북서쪽에 동결이
계속되고 있기는 했지만, 감귤류, 딸기, 사탕수수 및 겨울철 채소에 대한 큰 동결
문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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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52), December. 29. 2020.

12월 하순~1월 초순(12월 27일~1월 2일), 조용히 시작했던 한 주가 2020년이
끝날 무렵, 특히 태평양 북서부와 국내 동쪽 절반을 가로질러 한바탕 폭풍우가 이
어졌다. 고평원들과 중서부 먼 위쪽에는 약간의 강수가 영향을 주었지만, 평원 남
부에서 옥수수 벨트까지 뻗어있는 여러 지역에는 상당한 눈이 내렸다.
한편, 텍사스 동부에서 오하이오 계곡 일부까지 흠뻑 젖는 비 (2~4 인치 또는
그 이상)가 쏟아졌다. 대서양 남부 연안 주들 가운데 일부가 호우로 잠겨서 마지막
수확 노력이 방해를 받았고 지역 홍수로 이어졌다.
대조적으로 플로리다 반도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경험했다. 서부에서는 유
익한 강수량이 남캘리포니아처럼 먼 남쪽까지 잠깐 퍼졌다. 가뭄 피해를 입은 미
국 서부의 일부 지역에도 국지성 비와 눈이 내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강수는
태평양 북서부에만 제한되었는데 이곳은 여러 차례의 요란이 해변으로 이동한 곳
이다.
로키산맥 중앙, 인터마운틴 웨스트 및 남서부는 평년보다 선선한 조건이 흔했지
만 전국적으로는 2주 연속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했다. 가장
극적인 주간별 변화는 남동부에서 발생했는데, 이곳은 서늘한 날씨였다가 평균 기
온이 평년보다 10°F 가량 더 높은 기온으로 바뀌었다. 국내 북부 층에는 다시 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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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온도가 우세하여, 뉴욕과 뉴 잉글랜드는 물론이고 몬타나와 다코타의 많은
곳들이 가장 지속적이었던 얼마의 온기 (평년보다 최소 5~10°F 높은 기온)로 덮여
있었다.
그림 7.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1), January. 5. 2020.

▮ 2021년 1월
1월 초순(1월 3일~1월 9일), 남서부, 평원, 중서부 및 북동부의 많은 지역을 포
함해서 전국의 많은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경험했다. 그러나 주 늦게 로키 산맥과
평원의 남쪽 구역을 가로지르는 폭풍 전선으로 인해 눈이 약간 내렸는데, 그 중에
서 대부분은 1월 10일에 내렸다.
동쪽으로 멀리 남부를 가로지르는 폭풍 전선 하나가 주로 1월 6일에 얼마의 비
와 눈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그 폭풍은 그다지 잘 발달한 것이 아니어서 2인치를
넘었던 강우의 대부분이 아르클라텍스 지역에 한정되어 내렸다.
그밖에 연달아 일어난 태평양 폭풍들이 북서부를 휩쓸면서 캐스캐이즈에서부터
서쪽으로 광범위한 비와 눈을 몰고왔다. 강수가 고평원 북부처럼 내륙 깊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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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북캘리포니아처럼 먼 남쪽까지 주기적으로 밀고 들어갔다.
북극의 공기가 다시 차단되어 미국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에서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 이상이었다. 조건들이 평년보다 추운 포켓들은 대부
분 로키산맥 중앙과 그 주변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평년 대비 가장 따뜻했던 날씨
가 국내의 북부에 나란히 줄지어 있는 주들에 다시 영향을 미쳤다. 다코타 일부를
포함해서 몬타나 북부에서 슈피리어 호까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20°F
높았다.
그림 8.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2), January. 12. 2020.

2. 유럽
▮ 2020년 11월
11월 중순(11월 15일~11월 21일), 남서부 및 남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상태가 주
목할 만하게 건조했지만, 유럽 대륙 대부분에서는 따뜻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날
씨가 우세했다.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동유럽 대부분까지는 빠르게 움직이는 일련
의 요란이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소나기 (1~20 mm)를 광범위하게 발생시켜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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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적으로 더 추운 날씨가 오기 전에 추가 겨울 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분을 대체로
양호하게 공급해주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중부와 남부는 물론이고 아일랜드에서 핀란드까지 서쪽에 접
하고 있는 곳들에 비가 더 강하게 내렸다 (10~9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반대
로, 그리스 및 그곳에 바로 인접한 곳은 물론이고 스페인 중부 및 남부에서는 건조
한 날씨가 보고되었다. 이 기간 중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까웠던 유럽 남동부 일
부를 제외하고 평년보다 2~7°C 높았는데, 7일 평균 기온이 5°C 이상이라는 것은
겨울 작물들이 아직 휴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독일 북부에서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까지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은 일반적으
로 11월 중순부터 하순에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 헝가리 서부에서 남쪽으로 에게
해 해안까지 국지적인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의 겨울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했다.
11월 하순(11월 22일~11월 28일), 유럽 대륙의 주변부를 따라 비와 약간의 눈이
내리기는 했지만, 유럽의 많은 곳에는 건조하고 더 추운 날씨가 정착했다. 광범위
한 고기압 때문에 그 지역은 하늘이 맑았고 기온은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낮았
다 (유럽 남동부 일부는 평년보다 최대 3°C 낮음).
대부분의 재배 지역에서 결빙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발칸 반도의 최남단 지역
을 제외하고 프랑스 동부와 독일 중부에서부터 동쪽으로 동유럽의 많은 곳까지 7
일 평균 기온이 5°C 이하였기 때문에, 겨울 작물들이 휴면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다.
헝가리 서부에서부터 남쪽으로 에게해 해안까지 단기 건조 (30일 강우가 평년의
50% 미만)가 국지적으로 발달하기는 했지만, 유럽의 겨울 작물 전망은 전반적으
로 여전히 양호했다. 한편, 고지대 주변을 가로지르는 폭풍이 이베리아 반도에 겨
울 곡류의 활착에 유익한 비 (5~60 mm)를 가져왔으며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물
론이고, 영국의 서부와 북부 및 스칸디나비아에 비와 눈(5~65 mm 액체 등량, 지
역적으로 더 많이)이 내렸다.
11월 하순~12월 초순(11월 29일~12월 5일), 일부 중부 및 동부 경작지는 대체
로 건조했지만, 춥지만 폭풍이 점점 더 많이 부는 날씨가 우세했다. 한 쌍의 폭풍
전선이 대륙을 가로질러 천천히 이동하면서 영국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유럽의 서
부, 중부 및 남부의 대부분을 가로질러 5~50 mm의 비를 그리고 산악 지대에는
눈 (액체 상당량)을 만들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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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수가 단기 건조를 완화했고, 영양기 (스페인과 이탈리아) 및 휴면기 겨울
작물을 위해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그러나, 독일 동부, 폴
란드 북동부 및 발칸 반도 중부에는 건조 포켓이 눈에 띄었다. 평균 기온이 평년보
다 최대 3°C 낮아지면서 동결이 흔하게 발생했는데, 7일 평균 수치가 5°C 또는 그
이하라는 것은 프랑스 중부에서부터 동쪽으로 대부분의 동유럽까지 겨울 작물들이
지금 휴면 중에 있음을 나타낸다.
가을 말의 식생 건강 지수가 작년과 같거나 더 좋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유럽의 겨울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했다. 지중해에서 북쪽으로 이탈
리아와 발칸반도 서부의 산으로 습기 유입이 급증한 유럽 중남부에 비와 산지의
눈이 강하게 내려서 (100 mm 이상의 액체 상당량) 봄에 예상되는 빗물의 양에 대
한 전망치를 높였지만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켰다. 7일 간의 모니터링 기간 이후에
도 이탈리아 북부와 주변에 폭우와 산지 눈이 계속 내려서 12월 7일 현재 총 강수
량이 200 mm를 넘었다.

▮ 2020년 12월
12월 초중순(12월 6일~12월 12일), 날씨가 습했던 서유럽과 남유럽 전역과 대
조적으로 북동부 재배 지역은 기상 상태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었다. 일련의 폭풍
전선이 대륙 서쪽 절반을 가로질러 계속 회전하면서 영국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대
륙의 서쪽과 남부 대부분을 가로질러 5~75 mm의 비와 산지 눈 (액체 등량)을 만
들어 내었다.
이 강수는 영양기 (스페인과 이탈리아) 및 휴면기 겨울 작물들을 위해 전반적으
로 알맞은 수분 공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중해의 습기와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
서부의 산들이 상호작용하는 유럽 중남부에서 과도한 비와 산지 눈 (100 mm 이상
의 액체 등량)이 봄비의 강수량 전망은 상승시켰으나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켰고,
여행을 중단시켰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이탈리아 북동부와 주변에 역사적인 비와 산지 눈이 보고
되었는데, 15일간 강수 총량은 알프스에서 500 mm (지역적으로 700 mm를 넘음)
에 달했다. 대조적으로 대륙의 북동부 사분면에 걸쳐서 광범위한 고기압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유지했는데, 이곳의 30일 강수량은 평년의 25% 이하로 집계되었
다. 그러나, 격심한 단기 건조가 10월 폭우의 뒤를 바싹 따라왔기 때문에 그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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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반적으로 유익했다. 더욱이 현재 겨울 작물들이 휴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최근의 건조한 날씨 영향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다.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은 평년보다 더 서늘한 조건 (평년보다 최대 2°C 낮음)에
있었고 대조적으로 남동부 재배 지역은 더 따뜻한 날씨 (평년보다 2~5°C 높음)로
돌아갔다.
12월 중순(12월 13일~12월 19일), 서유럽과 남유럽은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으
나, 중부와 북동부 재배 지역은 점점 더 건조한 상태가 우세했다. 폭풍이 대륙의
서쪽 절반을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북동쪽으
로 스칸디나비아까지 5~70 mm의 비와 산지 눈 (액체 등량, 지역적으로 최서단
지역은 이보다 더 많이)을 발생시켰다. 이 강수는 영양기 (남부) 및 휴면기 (중부
와 북부) 겨울 작물들을 위해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고기압 때문에 유럽 동부 삼분
의 일이 건조한 날씨를 유지했다. 단기 건조가 점점 더 뚜렷해졌는데, 동독에서 폴
란드 중부까지 30일 강수 총량은 평년의 25% 이하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남단 재
배 지역을 제외하면, 겨울 작물들이 대부분 휴면 중에 있어서 농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대륙 전체에 계절을 벗어난 온기 (평년 대비 2~5°C 이상)가 만연해 있
어서 경작지에 농작물을 보호해주는 눈이 없는 중에도 동사(凍死) 위험을 없애주
었다.
12월 하순(12월 20일~12월 26일), 광범위하게 내리는 비와 평년보다 매우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밀, 보리 및 유채의 월동에 좋은 조건을 유지되었다. 일련의 폭풍
이 대륙을 휩쓸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북부에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칸까지
10~6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의 비를 생성했다.
이 강수는 중부와 동부 재배 지역의 단기 건조를 완화해준 한편, 그 밖의 곳에서
는 휴면 (중부 및 북부) 및 영양기 (먼 남쪽) 중에 있는 겨울 작물을 위한 수분 보
유량을 올려주었다. 계절을 벗어난 온기가 유럽 대부분에 만연하여 경작지는 보호
성 눈 덮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지만 얼어죽는 위험을 없애주었다.
12월 하순~1월 초순(12월 27일~1월 2일), 광범위한 소나기가 널리 내렸는데,
동쪽 재배 지역은 계절을 벗어나 따뜻했던 반면 서쪽 절반은 날씨가 추웠다. 일련
의 폭풍이 계속해서 대륙을 휩쓸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동쪽으로 폴
란드와 발칸 반도까지 3~6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의 비를 생성했다.
더욱이,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서부에는 폭우 (100 mm 이상)가 보고되어 국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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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광범위하게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북부에서부터 폴란드 서부와 동독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이 지역들은 30
일 강수 총량이 평년의 50% 미만에 불과하여 단기 건조가 다시 시작되었다.
기타 대부분의 유럽에서 휴면기 (북쪽) 및 영양기 (남쪽)에 있는 겨울 작물들을
위한 수분 공급은 여전히 양호했다. 대륙 동부는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 (평년보다
2~6°C 이상)으로 인해 경작지에 눈 덮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발칸 반도와
스칸디나비아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7°C 이상 높았다. 반대로, 최저 기온 (-8°C
가량)이 동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임계치보다 충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기는 했지
만, 서유럽에는 평년보다 추운 조건 (평년보다 1~5°C 낮음)이 자리 잡았다.

▮ 2021년 1월
1월 초순(1월 3일~1월 9일), 계절을 벗어나게 따뜻하여 광범위한 비와 눈이 만
연했던 동부 재배 지역과 대조적으로 대륙의 서쪽 절반은 날씨가 추웠다. 영국, 프
랑스 및 독일 남서부 대부분에서는 가볍거나 보통의 강수 (1~25 mm 액체 등량)가
보고되었다. 한편,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동유럽 대부분에 걸쳐서 보통 내지 강
한 비와 눈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이 보고되었다.
그런 습한 날씨가 동독, 서폴란드 및 북오스트리아에서 휴면기 (중부와 북부) 및
영양기 (남부) 중에 있는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필요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계절에 맞지 않은 따뜻함 (평년보다 2~6°C 높은) 때문
에 대륙의 동쪽 일부에 걸쳐서 작물 지역이 아무런 특징 없이 눈덮임이 없는 상태
에 놓여 있었고, 그리스와 발칸반도 남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8°C 이상
높았다.
반대로, 서유럽은 최저 기온이 잠재적인 동사 임계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는 했지만, 평년보다 더 추운 (평년보다 2~7°C 낮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수치가 -10~-6°C로 떨어진 북스페인에서는 겨울 곡류가 마름 증상이 일어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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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 2020년 11월
11월 중순(11월 15일~11월 21일), 최근 축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 서호
주에서 보다 건조한 날씨가 확산되면서 겨울 작물 수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국지성 소나기 (5~10 mm)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작업이 계속
미뤄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건조하고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밀, 보리 및 캐놀라의 건조와 수확을 도왔다.
호주의 다른 곳은, 북동부에서 일부 산발적인 소나기 (1~10 mm)가 보고되기는
했지만, 남부와 동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을 중단
없이 수확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만숙 겨울 작물들이 익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여름 작물의 발아와 출현이 더 촉진되어야 하는 동부는 더 많은 비와 다소 더 선선
한 날씨를 바랄 것이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높았으
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낮은 40도대 (섭씨)에 도달했다.
11월 하순(11월 22일~11월 28일),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빅토리아 남부와 동
부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10~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밀, 보리 및 캐놀
라의 건조와 수확을 늦추었지만 최근에 심은 여름 작물들에게 필요한 표토 수분을
증가시켰다. 대조적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 내린 고립된
소나기 (5~15 mm)는 여름 작물의 출현과 활착에 필요한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하
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겨울 작물의 수확에 도움이 되어 수확이 거의
다 끝났다. 밀 벨트 내 다른 곳 중에서 빅토리아 북부, 남호주, 및 서호주는 날씨
가 대체로 건조해서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의 중단없는 수확에 도움이 되었다. 서
부 일부는 최고 기온이 40°C에 이르렀고 남부 지역은 낮은 40도 대(섭씨)까지 도
달했다.
비슷하게, 주 후반에 더운 날씨가 호주 동부에 퍼졌기 때문에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의 일부 건조지 여름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가능성
이 있다. 이 지역들에서 최고 기온이 중간 30도 대에서 낮은 40도 대에 있는 중에,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5°C 높았다. 여름 작물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
기 때문에 이곳은 더 선선한 날씨와 더 많은 비를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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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하순~12월 초순(11월 29일~12월 5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는 주초에 날씨가 덥고 건조해서 몇몇 영양기 여름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후반에 광범위한 폭우 (10~25 mm, 지역적으로 50
mm에 가깝게)가 내려서 표토 수분을 증가시켰고, 한편 다소 선선한 날씨가 부드
러운 식생들에게 가하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주일 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7°C 높았고, 가장 더운 날에는 최고 기온이 섭씨 높은 30도
대에서 중간 40도 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빅토리아 및 남호주는 지나가
는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거의 25 mm) 때문에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수
확을 중단시켰을 수 있지만,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일시적이었을 것이다. 서호주에
서는 건조한 날씨 덕분에 야외 작업이 지체 없이 진행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서 겨울 곡물과 유지 작물의 수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밀은 전국 규
모로 절반 가까이 수확되었다.

▮ 2020년 12월
12월 초중순(12월 6일~12월 12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는 산
발적인 소나기 (5~30 mm)와 더 서늘한 날씨가 면화, 수수 및 기타 영양기 여름
작물들의 재배 조건을 개선했지만, 더 심한 폭우 때문에 지역의 겨울 작물 수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수 있다.
서늘한 날씨가 빅토리아 북부와 남호주에도 퍼졌지만 다소 건조한 날씨가 밀,
보리 및 캐놀라 수확에 유리했다. 서호주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만연하여 겨울 작물의 건조와 수확을 촉진했다. 평균 기온이 서호주에서는
평년보다 1~2°C 높았고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평년보다
2~5°C낮았다.
12월 중순(12월 13일~12월 19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내
린 광범위한 소나기 (1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와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
로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들의 재배 조건이 더욱 개선되었다. 이 비는 건조
지 작물들에게 필요했던 표토 수분을 증가시켜 주었고, 관개 작물들의 물 수요를
완화시켜주었다.
산발적인 소나기 (5~15 mm)가 내린 호주 남동부에서는 지역의 밀, 보리 및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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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 수확이 일시 중단되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날씨가 덥고 건조해서
야외 작업이 지체 없이 계속되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 중에서 서호주는 날씨가 따
뜻하고 건조하여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의 빠른 수확을 도왔다. 서호주는 평균 기
온이 평년보다 2°C 낮았고,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는 평년보다
1~2°C 높았으며,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는 거의 평년에 가까웠다.
12월 하순(12월 20일~12월 26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따뜻하
고 습한 날씨 (1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
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었다. 11월은 대체로 건조했지만 12월에는 비가 풍부하게
내려서 재배 조건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이어서 여름 작물들의 수확 잠재력이 올라
가고 있다.
먼 남쪽은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및 남호주를 포함한 넓은 면적에 걸쳐서
소나기성 날씨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만연했다. 그러나, 주요 밀, 보
리 및 캐놀라 재배 지역을 대체로 건조한 날씨 (대체로 5 mm 미만)가 덮고 있어서
늦철 수확이 진전될 수 있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서
호주의 마지막 겨울 작물 수확을 도왔다. 평균 기온이 서쪽은 평년보다 2~3°C, 남
부와 동부 대부분은 2~4°C 높았다.
12월 하순~1월 초순(12월 27일~1월 2일),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의 먼
남부는 따뜻하고 소나기 (10~50 mm)가 내리는 날씨로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이 더욱 향상되었다. 그 비는 수수와 같은 건조지 작물들에
게 계속 도움이 되었으며, 면화와 같은 관개 작물들에게 필요한 물 보충량을 줄여
주었다.
동호주는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다소 낮았고 (평년보다 최대
2°C 낮음),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높은 20도 대에서 중간 30도 대 중에 있
었다. 밀 벨트내 다른 곳들 중에서 호주 남부와 서부에서는 국지성 소나기가 늦철
밀, 보리 및 캐놀라 수확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았던 것 같다.

▮ 2021년 1월
1월 초순(1월 3일~1월 9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흠뻑 적
시는 비와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가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들에게 더욱 도
움이 되었다. 그 비 (15~50 mm, 지역적으로 100 mm에 가까운)는 관개 요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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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건조지 작물들의 표토 수분량을 더욱 올
려주었다.
동호주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낮았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높은 섭
씨 20도 대~낮은 30도 대 사이에 있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 중에서 서호주, 남
호주 및 북빅토리아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대체로 5 mm 미만) 겨울 작물의
최종 수확에 유리했다.

4. 아르헨티나
▮ 2020년 11월
11월 중순(11월 15일~11월 21일), 아르헨티나에서 더 북쪽에 위치한 농업 지역
에 소나기가 퍼져서 여름 작물들과 지역적으로는 미숙한 겨울 곡류의 발아에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코르도바 남부에서 북쪽으로 살타와 포르모사까
지 내린 총 강우량은 10~25 mm였다. 건조 때문에 면화 파종이 다소 지체되었던
차코와 그 주변에 아주 때맞춰 비가 내렸다.
엔트레 리오스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이전에 유리한 강우의
혜택을 받았던 더 남쪽에 있는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밀 지역 남부는 다
시 더 건조해졌다. 지역 전체에 걸쳐서 결빙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주간 평균 기
온은 평년과 가깝거나 다소 낮았다. 낮 최고 기온은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 높은 20도 대 및 낮은 30도 대 (섭씨)에서 살타, 포르모사, 및 기타 북부 농업
지역의 40°C에 가까운 수치까지 다양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19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46% 및 32%
파종되었다. 해바라기는 작년 속도보다 12 포인트 앞서서 95% 파종되었다; 대조
적으로 면화는 작년의 55% 대비 26%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17% 수확되어 작년과 같았는데 대부분 북부 생산 지역에서 야외 작
업이 이루어졌다; 코르도바의 밀은 대체로 종실비대 및 성숙기 중에 있었고 최근
의 수분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1월 하순(11월 22일~11월 28일), 광범위하고 지역적으로 강하게 내린 소나기
가 아르헨티나 중부의 다수확 여름 작물 지역에서는 파종 조건을 개선했고, 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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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아이레스에서는 겨울 곡류의 전망을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했다. 라 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코르도바, 산타페, 및 엔트레 리오스의 남부 농업 지역에 내
린 총 강우량은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였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평년보다 2~3°C 높았던 (낮 최고 기온이 낮은 및 중간 섭
씨 30도 대에 도달) 주간 평균 기온이 출현 중인 옥수수와 대두의 빠른 발아를 촉
진했다. 더 북쪽에서 비슷한 조건이 기록되었는데, 날씨가 좀 더 따뜻해서 (최고
기온은 높은 30도 대와 낮은 40도 대에 도달한 중에 평년보다 3~4°C 높은 평균
기온), 해바라기를 포함해서 면화와 기타 작물들의 발아와 성장을 도왔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26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50%및 43%
파종되었다. 해바라기는 98% 파종되어 작년 속도 대비 8 포인트 앞섰다; 대조적으
로 면화는 작년의 60% 대비 35%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27% 수확되었는데 작년 속도보다 3 포인트 뒤진 것이었다.
11월 하순~12월 초순(11월 29일~12월 5일), 지역적 폭우가 아르헨티나의 북부
농경 지역에 확산되면서 출현하는 여름 곡류, 유지 작물 및 면화를 위한 수분을 올
려주었다. 총 강우량은 25~50 mm 또는 그 이상이었고, 코르도바 중부와 엔트레
리오스에서 북쪽으로 일부 동부 지역에서는 100 mm를 초과했다.
남쪽으로 가면서 강우량이 줄어들어서 코르도바 남부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
동부까지 10~25 mm의 범위에 있었고 남부의 겨울 곡류 지역 일부는 완전히 건조
했다. 대부분의 재배기간 동안 장기간의 건조에 시달려왔던 코르도바 남부와 산타
페의 다수확 옥수수 및 대두 지역에서 그 수분은 특히 환영을 받았다.
그 비가 북부 겨울 곡류을 성숙시키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지난 주에 유익한 비
가 내린 후에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화창한 날씨가 종실 비대 중인
작물의 발달에게 좋은 혜택을 주었다. 최고 기온이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는 며칠
동안 섭씨 낮은 30도 대에, 먼 북부에서는 낮은 40도 대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주
간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낮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3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55% 및 54%
파종되었다. 해바라기는 99% 파종되어 작년 속도보다 5 포인트 앞섰다. 대조적으
로 면화는 작년의 63% 대비 43%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42% 수확되어 작년 속도
보다 3 포인트 뒤쳐졌다.

66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록

▮ 2020년 12월
12월 초중순(12월 6일~12월 12일), 건조하고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일주일의 대부분 기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하여 여름 작물들의 빠른 발달을 촉진
했고, 겨울 곡류의 성숙과 수확을 진척시켰다. 대부분의 서부 농장 지역에서는 주
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C 이상 높았는데, 라 팜파처럼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
이 40°C까지 상승했다.
주말에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 다시 소나기 (총 5~25 mm 강우)가
내렸지만, 다른 곳은 아주 산발적이면서 가볍게 내렸다. 남서부는 대부분의 작물
이 성숙에 이르렀지만, 강우가 단기간의 극심한 더위를 끝냈고, 미성숙 겨울 곡류
에 대한 수분을 추가 상승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0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63% 및 62%
파종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와 비슷했다. 면화 파종은 13 포인트 진전되어
56% 완결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1 포인트 뒤쳐진 것이었다. 한편, 밀
은 57%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3 포인트 뒤쳐졌다.
12월 중순(12월 13일~12월 19일),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지역적에 따라서는 강
하게 내리면서 여름 곡류, 유지작물 및 면화에게 적시에 수분을 공급했다. 거의 모
든 농업 지역에서 10~50 mm의 강수량을 기록한 중에, 대부분의 목화 벨트 (산타
페 북부에서 포모사 동부 전체로까지)를 포함해서 북동부에 가장 많은 비 (50 mm
이상)가 내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그 수분이 겨울 곡물들의 수확을 위해서 때에 맞지 않
았고 약간의 지연을 초래했을 수 있다.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C 높았던 북
서부 (살타와 주변 지역)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업 지방들은 전체적으로 평년에
가깝거나 낮았다. 날씨가 대체로 선선했지만 라 팜파처럼 먼 남쪽은 주말에 폭우
가 발생하기 전에 높은 30도 대 (섭씨)까지 상승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7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68% 및 71%
파종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면화 파종율은 15 포인트
진전되어 71%에 이르렀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16 포인트 뒤쳐져 있다.
한편, 밀은 69%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4 포인트 뒤쳐져 있었다; 선도적인 생
산 주(州)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밀과 보리가 각각 33% 및 32% 수확되었다.
12월 하순(12월 20일~12월 26일), 아르헨티나 중부는 전체적 날씨가 대체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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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계절 야외 작업에 도움을 주었는데, 지난 주에는 적시에 비가 내려서 좀 더
균일하게 발아할 전망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를 가로질러 지역적으로 내린 폭우 (10~50 mm) 대역을
제외하면 그 지역의 대부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파라나 강 계곡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엔트레 리오스 및 산타 페 남부)는 완벽히 건조했다는 보
고가 있었다. 라 팜파에서 최고 기온이 잠시 40°C에 도달한 중에 주간 평균 기온
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작물의 수분 요구량은 높이 유지되었다.
북쪽으로 더 멀리,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와 살타에서 동쪽으로 파라과이 남부를
통과하는 지역에 폭우 (10~50 mm, 지역적으로 100 mm에 도달)가 내려서 면화와
기타 출현 중인 여름 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중부 같은 곳은 여름 더위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30도 대와 낮은 40도 대) 때문
에 작물의 수분 요구량과 수분의 증발 손실 수준이 높게 유지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23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작년과 비슷한 수
준으로 각각 76% 및 82% 파종되었다. 면화 파종은, 작년보다 아직은 14 포인트
뒤쳐져 있기는 하지만, 10% 진전되어 81% 완료되었다. 한편, 밀은 작년보다 2 포
인트 뒤쳐진 81% 수확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요 생산 주들에서는 밀과 보
리가 각각 55% 및 56% 수확되었다.
12월 하순~1월 초순(12월 27일~1월 2일), 많은 지역에서 다시 내린 소나기가
발아기에서 개화기 중에 있는 다양한 여름 작물들의 건조 문제를 다소 해소해주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배기 동안 날씨가 평년보다 건조한 경향을 보여주었던 파
라나 강 계곡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및 산타페와 엔트레 리오스에 있는 인근 지
역들)에 있는 다수확 경작지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강우량은 25 mm
를 밑돌았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았는데, 전통적으로 더 선선한
부에노 아이레스 남부의 여러 곳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주요 생산지에서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하여 현재 생식기를 지나고 있는 조기 파
종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건조의 영향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30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81% 및 90%
파종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와 비슷했다. 면화 파종은 3%만 진척되어 84%
로서 작년보다 14 포인트 뒤쳐진 상태이다. 한편, 밀은 93% 수확되어 작년보다
5 포인트 앞섰다; 선도적인 농작물 생산 주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밀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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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수확이 각각 84% 및 100%였다.

▮ 2021년 1월
1월 초순(1월 3일~1월 9일), 계절에 맞지 않은 건조가 중앙 아르헨티나의 한 핵
심 농업 지역을 지배하는 중에 아르헨티나의 남부 및 서부 농업 지역에서는 소나
기가 심해졌다. 라 팜파에서 동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중부와 북쪽으로 살타
를 지나기까지 내린 총강우량은 25~75 mm였다.
대조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에서 포모사까지 대체로 건조한 날씨 (총 강
우량이 10 mm 미만)가 우세했는데 서쪽으로는 산타페와 코르도바의 동쪽 구역까
지 건조한 날씨가 뻗어갔다. 며칠 동안 낮 최고 기온이 30도 대에 도달하기는 했지
만, 기온을 섭씨 10도 대로 떨어뜨린 한랭 전선이 지나가면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
년 부근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다.
건조와 간헐적인 온기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를 지나 발달하고 있는 옥수수,
대두 및 기타 여름 작물들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가했다. 먼 북쪽은 더 따뜻한 상태
가 우세했는데, 그곳은 낮 최고 기온이 보다 자주 30도 대 중반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는 1월 7일 현재 각각 87% 및 94% 파
종되었는데,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와 비슷했다. 면화는 89% 파종되었는데 작년
속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10 포인트나 뒤쳐져 있었다.
한편 밀은 97%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3 포인트 앞섰다; 생산을 주도하는 부
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는 수확이 94% 완결되어 작년 속도보다 10 포인트 앞섰다.

5. 브라질
▮ 2020년 11월
11월 중순(11월 15일~11월 21일), 지속적인 건조 포켓 때문에 발달 중인 여름 작
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는 하지만, 브라질 중부, 남부 및 북동부에 있는 농업
지역 전체에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다. 특히 우려되는 곳은 마토 그로소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이었는데, 25 mm를 넘었다는 몇 건의
보고를 제외하면, 그 가운데서 많은 곳에 내린 비는 총 10 mm 미만에 불과했다.

668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지금까지 재배 중에 내린 이 지역의 계절성 소나기는 특별할 것도 없이 드물었는
데, 현재의 양호한 작물 전망을 보장하려면 비가 필요하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 대두 파종이 사실상 끝났다 (98%).
한편, 11월 16일 현재 파라나에는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98% 및 92% 파종되었는
데, 일찍 심은 작물들은 현재 생식 중에 있다. 밀 수확은 99%로 사실상 끝났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1월 19일 현재 밀이 97%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었고,
한편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80% 및 35% 파종되었으며, 출현된 옥수수 작물 중에
서 37%가 생식기 및 종실 비대기 중에 있었다.
건조가 브라질 남부와 서중부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동부에
는 잠깐의 휴지기 이후에 다시 유익한 비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
려서 고이아스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부터 북쪽으로 바히아 서부 전체와 마란하오
까지 대두와 옥수수를 위해서 대체로 양호한 조건이 유지되었다. 그 비는 남쪽으
로 상 파울로의 사탕수수 및 커피 지역과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로 확장되었다.
앞서 언급된 농경지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높았다. 파라나
서부에서 북쪽으로 낮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 대 (섭씨)에 이르면서 이미 낮은 수
준의 토양 수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작물의 수분 요구량은 높이 유지되었다.
11월 하순(11월 22일~11월 28일), 브라질의 많은 지역에서 대두, 옥수수 및 기
타 작물들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수분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다. 마토 그로
소에서부터 남쪽으로 상 파울로와 파라나를 거쳐 나라의 큰 부분에 총 10 mm 미
만의 비가 내렸고, 그 이외의 곳에는 드문드문, 대체로 가벼운 소나기 (10~25
mm, 몇 곳에만 50 mm 이상이 보고됨)가 내렸다.
거의 모든 농업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낮은 및 중간 30도 대 (섭씨)에 도달한
중에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북동부 내륙 (토칸틴스, 바히아 서부 및 주변부)의 주
간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까웠고 서쪽과 남쪽으로 가면 평년보다 3°C 이상 높았
다. 재배 초기이기는 하지만 일찍 심은 곡류와 유지 작물들이 생식기에 접근하고
있어서 많은 주들에서 수분이 매우 필요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23일 현재 계절 야외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중에 옥수수의 23%는 개화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대두는 7%였다. 리오 그
란데 도 술에서는 11월 26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83% 및 47% 파종되었고,
출현한 옥수수 작물의 49%는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11월 하순~12월 초순(11월 29일~12월 5일), 지역적 폭우가 남부 생산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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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필요했던 여름 작물들의 건조 피해를 해소해주었다. 상 파울로 서부에서 남
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25 mm 이상이었고, 비슷한 양이
지역적으로 마토 그로소 도 술과 미나스 제라이스 남동부에서 기록되었다. 여름의
따뜻함이 수분을 동반했고 낮 최고 기온은 마토 그로소와 그 주변에 중간 30도대
(섭씨)에 도달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의 35%가 11월 30일 현재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대두는 14%였다. 12월 3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옥수수와 대
두는 각각 85% 및 61% 파종되었고, 출현한 옥수수의 55%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10월달이 계절을 벗어나 건조해서 계절 누적량이 여전히 평년 이하
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그 수분은 사탕수수와 커피에게 좋았다.
한편, 북부 대두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여기저기 가볍게 내렸을 뿐이었고 (대부
분의 지역에서 총 25 mm 미만의 강수량), 내륙 북동부 중심부 (피아우이와 마란
하오에서 남쪽으로 고이아스 북부와 바히아 서부까지)는 거의 완전히 건조했다.
여름의 따뜻함 (매일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30도 대에 도달)으로 증발 손실
은 계속 높았고, 일찍 심어서 현재 생식기에 도달한 대두에게 스트레스를 가했다.
이들 북부 농업 지역에서 현재의 수확량 전망이 실현되려면 보다 정상적인 기상
양상인, 광범위하면서도 강한 소나기가 다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2020년 12월
12월 초중순(12월 6일~12월 12일), 지난 주와 반대로 남쪽으로 상태가 더 건조
해졌고, 브라질 중부와 남동부의 넓은 지역은 지역적 폭우가 뒤덮었다. 마토 그로
소와 토칸틴스에서 남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 전체로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 (지역적으로 100 mm에 가깝게) 였다.
대두, 1차 재배 옥수수 및 사탕수수와 커피 같은 기타 작물들에게, 특히 마토 그
로소에 있는 이전에 건조했던 농장 지역에서는, 이 수분은 단비였다. 한편,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 북부까지 뻗어 있는 지역의 많은 곳의 날씨는
지난 주에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에, 대부분의 지역에 10 mm 미만의 비가 내리면
서 다시 대체로 건조해졌다. 마토 그로소와 토칸틴스에서 남쪽으로 파라나 남부와
파라과이까지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30도대 (섭씨)에 도달하는 여름 더위로
모든 지역에서 작물의 수분 수요는 계속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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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7일 현재 옥수수의 49%가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대두는 23% 였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옥수수와 대두는 12월 10
일 현재 각각 87% 및 80% 파종되었고, 출현한 옥수수 중에서 64%가 생식기-종실
비대기 중에 있었다.
12월 중순(12월 13일~12월 19일), 브라질 남부 대부분에 다시 유익한 강우가 내
린 한편, 먼 북쪽에 있는 주요 대두 생산 지역은 더 건조한 상태가 지배했다. 마토
그로소 도 술과 파라나 북부에서 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 전체에 내린 것
으로 기록된 강우량은 총 25~100 mm 이었다. 하지만 파라나 남부와 리오 그란데
도 술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이곳 여름의 더위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 때문에 작물의 수분 요구량이 높이 유지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4일 현재 옥수수의 62%가 개화 및 종실비대기 중
에 있었고, 대두는 38%에 불과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2월 17일 현재 옥
수수와 대두가 각각 89% 및 88% 파종되었고 출현된 옥수수 작물의 55%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는데, 대두는 막 개화하고 있었다.
더 북쪽으로 가면 소나기가 대체로 널리 산발적이면서 가볍게 내렸는데, 마토
그로소 중부에서 바히아 서부와 피아우이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5 mm
이하). 건조함과 여름의 무더위 (낮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에 도달)가 합쳐지면서
지난 주에 강우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물의 활력에 대해서 다시 우려하게
되었다.
12월 하순(12월 20일~12월 26일), 북동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강해지면서 영양
기-생식기 대두와 옥수수에게 아주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마란하오에서
남쪽으로 고이아스와 미나스 제라이스 전체에 총 25에서 150 mm에 달하는 비가
내려서 남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와 리오 데 자네이로에까지 도달했다고
보고되었다.
마토 그로소 전역에 지역적인 폭우가 산발적으로 내렸지만, 마토 그로소 도 술
과 상 파울로에서 남쪽으로는 좀더 건조한 날씨 (총강우량이 10 mm 이하)가 우세
했다. 지난 주에 유익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절을 벗어난 건조와 따
뜻함이 발생하면서 여름 작물들이 간신히 적당한 수분으로 자라고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여름 작물들이 생식기를 지나고 있어서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새롭게 부상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의 정부에 따르면 12월 24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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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93% 파종되었다. 좀 더 일찍 심은 옥수수 작물들의 발달이 가장 많이 진전되어
어떤 곳들에서는 이미 수확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대두는 5%만 개화기에 도달했다.
12월 하순~1월 초순(12월 27일~1월 2일), 브라질 중부와 남부 전체에서 소나기
가 산발적으로 내려서 여름 작물들, 특히 대두와 첫 작물 옥수수를 위한 수분을 대
체로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그러나 많은 지역들에는 여전히 평년을 밑도
는 (25 mm 미만) 비가 내려서 소출 잠재력의 감소를 막으려면 비가 필요했다.
특히 우려되는 곳은 리오 그란데 도 술로서 이곳의 많은 부분이 12월 초 이후로
평년보다 건조해졌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12월 31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92% 및 98% 파종되었다. 옥수수가 가장 많이 발달하여 이미 6% 수확
이 이루어진 반면 대두는 13%만이 개화기에 도달했을 뿐이었다. 여름 온기 (낮 최
고 기온이 낮은 및 중간 섭씨 30도 대에 도달)가 취약 지역에서 건조의 영향을 악
화시켜서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계절적으로 풍부한 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 2021년 1월
1월 초순(1월 3일~1월 9일), 브라질 중부 및 남부의 주요 농업 지역에 산발적인
소나기들이 퍼지면서, 대두와 기타 주요 여름철 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대체로 적
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곳들에는 계속해서 평년 이하 (25
mm 미만)의 비가 내려서 잠재 수확량 감소를 막으려면 비가 필요했다.
특별히 언급하면, 리오 그란데 도 술 대부분에서는 10 mm 미만이 기록되었는
데, 이는 12월초 이래로 지배적인 건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1월 7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94% 및 99% 파종되었다. 옥
수수는 가장 발달하여 34%가 성숙했거나 이미 수확되었다.
반면 대두는 20%만이 개화했다. 파라나에서는 1월 4일 현재 첫 작물 옥수수와
대두의 75% 이상이 생식에 도달했다. 다른 곳에서는, 마토 그로소와 북동부 내륙
일부 (특히 바히아 서부와 피아우이)는 물론이고 상파울로에 건조 포켓들이 남아
있어서 사탕수수와 기타 여름 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여름의 온기가 지역 전체로 널리 퍼져서 마토 그로소와 북동부 내륙의 전통적으
로 더 따뜻했던 곳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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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통계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ha)
144,676
144,778
141,434
146,576
147,816
146,963
147,543
146,414
145,280
147,289
148,297
150,165
151,725
153,296
155,845
152,687
151,624
147,644
149,508
151,412
154,230
154,536
154,929
158,598
155,942
158,505
160,193
159,994
162,910
162,392
160,489
163,460
162,859
162,484

생산량
(천톤)
317,998
316,052
315,125
332,046
345,312
351,371
353,267
353,852
354,626
364,055
368,655
380,339
387,370
394,951
409,289
399,188
399,399
378,133
392,510
401,087
418,112
420,326
434,338
450,434
440,969
451,596
469,644
476,057
481,248
482,743
477,101
491,750
494,439
497,317

수입량
(천톤)
10,311
10,686
10,452
11,701
10,589
10,593
12,028
12,954
16,138
19,380
18,127
16,666
24,232
25,219
20,263
22,073
25,969
26,292
25,014
25,971
26,534
28,585
30,025
27,422
28,256
33,048
35,488
36,741
39,093
41,736
38,775
41,443
47,233
44,037

수출량
(천톤)
11,485
13,063
11,572
14,015
11,484
12,115
14,453
14,876
15,837
21,058
19,820
19,110
26,646
25,671
22,843
24,005
27,020
28,666
27,464
28,266
29,665
31,357
31,472
28,986
31,361
35,216
39,956
39,407
43,342
43,868
40,685
47,537
47,420
43,900

소비량
(천톤)
306,781
308,072
312,050
323,346
335,459
343,812
350,806
355,452
359,156
363,742
366,462
375,701
377,493
388,170
397,657
393,678
412,090
405,667
411,408
406,462
412,622
418,549
426,909
436,034
435,480
444,116
455,266
462,151
472,120
473,040
467,945
477,767
480,619
484,824

기말재고량
(천톤)
97,702
103,305
105,260
111,646
120,604
126,641
126,677
123,155
118,926
117,561
118,061
120,255
127,718
134,047
143,099
146,677
132,935
103,027
81,679
74,009
76,368
75,373
81,355
94,191
96,575
101,887
111,797
123,037
127,916
135,487
142,733
150,622
164,255
176,885

단수
(톤/ha)
3.23
3.21
3.29
3.35
3.45
3.53
3.54
3.58
3.62
3.67
3.69
3.75
3.79
3.83
3.91
3.89
3.92
3.81
3.92
3.94
4.04
4.05
4.16
4.23
4.21
4.25
4.37
4.44
4.41
4.43
4.43
4.49
4.53
4.57

160,388

496,397

42,249

42,710

494,516

178,305

4.62

162,848

503,167

42,970

45,377

499,562

179,503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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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ha)
229,788
227,848
220,038
217,842
226,298
230,990
222,783
222,190
221,030
213,327
216,712
227,070
226,370
219,174
212,633
215,343
214,180
213,430
207,918
215,775
217,540
212,349
216,905
224,239
225,818
217,107
221,245
216,184
219,991
221,329
224,007
222,383
218,484
215,451

생산량
(천톤)
494,802
524,043
498,674
495,264
533,110
588,798
543,437
562,668
558,555
523,121
537,498
581,286
610,176
590,495
587,392
582,608
583,644
569,725
555,703
626,912
618,919
596,738
612,151
684,761
688,174
650,682
698,721
660,556
716,590
730,420
738,220
756,502
762,792
730,899

수입량
(천톤)
80,505
86,488
112,247
102,384
98,797
99,003
108,361
108,810
98,561
99,877
97,188
98,254
103,533
99,635
106,718
99,344
106,234
103,712
101,107
110,440
111,572
113,934
113,496
137,703
133,605
131,878
150,559
143,245
158,692
159,426
169,826
179,905
181,312
171,159

수출량
(천톤)
82,452
89,274
111,565
105,151
103,419
103,843
109,948
110,039
103,717
98,215
99,197
106,943
104,400
101,319
113,435
101,195
105,783
105,341
108,519
111,081
117,394
111,559
116,390
144,121
136,764
133,040
157,644
136,148
165,935
164,253
172,671
183,639
182,780
173,673

소비량
(천톤)
482,825
508,810
531,449
516,536
526,654
549,658
551,450
545,692
547,467
543,525
543,624
563,994
575,783
577,432
580,897
583,916
586,787
602,181
581,491
605,692
616,253
618,899
614,378
636,775
650,372
653,373
690,849
687,114
690,107
700,607
713,240
734,260
741,354
732,202

기말재고량
(천톤)
178,435
190,882
158,789
134,750
136,584
170,884
161,284
176,731
182,663
163,921
155,786
164,389
197,915
209,294
209,072
205,913
203,221
169,136
135,936
156,515
153,359
133,573
128,452
170,020
204,663
200,810
201,597
182,136
201,376
226,362
248,497
267,005
286,975
283,158

216,938

763,905

185,261

191,457

740,779

300,088

3.52

221,973

772,642

189,276

193,777

755,043

313,186

3.4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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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톤/ha)
2.15
2.30
2.27
2.27
2.36
2.55
2.44
2.53
2.53
2.45
2.48
2.56
2.70
2.69
2.76
2.71
2.73
2.67
2.67
2.91
2.85
2.81
2.82
3.05
3.05
3.00
3.16
3.06
3.26
3.30
3.30
3.40
3.49
3.39

세계 곡물 통계

▢ 옥수수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ha)
130,821
131,738
126,710
126,035
127,232
128,940
132,419
133,065
130,678
135,151
135,001
141,444
136,217
138,905
138,789
137,009
137,046
137,596
141,519
145,243
144,957
149,424
160,809
159,220
158,812
166,501
175,854
183,729
188,078
188,811
188,091
194,966
191,541
192,080

생산량
(천톤)
478,821
475,259
450,722
400,350
461,517
481,763
492,711
535,646
475,859
559,592
516,694
592,897
574,161
605,805
608,082
591,461
601,733
604,033
627,800
716,884
700,164
715,569
798,687
806,286
834,001
849,472
910,293
898,760
1,027,295
1,057,639
1,015,178
1,127,843
1,078,557
1,123,770

수입량
(천톤)
53,470
52,484
57,323
66,465
73,603
58,547
63,107
60,289
56,973
68,911
65,702
64,846
63,206
66,556
70,859
74,994
71,546
75,806
76,963
76,035
80,196
90,270
98,287
82,515
90,488
93,436
100,601
99,585
124,742
124,906
140,115
136,433
150,966
164,422

수출량
(천톤)
55,302
55,077
59,128
68,461
72,176
58,389
62,053
63,263
58,861
66,126
70,422
65,572
63,347
66,938
75,541
76,722
74,579
76,746
77,135
77,659
80,971
93,933
98,917
83,721
96,618
91,557
116,948
95,373
131,458
142,618
120,795
161,275
148,632
181,728

소비량
(천톤)
417,464
445,481
456,081
450,776
475,330
473,385
494,112
509,125
507,267
538,473
532,036
559,138
573,137
581,262
600,356
609,009
622,463
627,560
649,827
688,890
707,013
726,589
781,313
794,532
832,327
867,606
885,898
881,518
950,723
974,915
1,001,885
1,063,154
1,092,306
1,127,182

기말재고량
(천톤)
177,678
204,863
197,674
145,252
132,866
141,402
141,055
162,740
129,444
153,348
133,286
166,319
167,202
191,363
194,407
175,131
151,368
126,901
104,702
131,072
123,448
108,765
125,509
136,057
131,601
115,346
123,394
144,848
214,704
279,716
312,329
352,176
340,761
320,043

단수
(톤/ha)
3.66
3.61
3.56
3.18
3.63
3.74
3.72
4.03
3.64
4.14
3.83
4.19
4.22
4.36
4.38
4.32
4.39
4.39
4.44
4.94
4.83
4.79
4.97
5.06
5.25
5.10
5.18
4.89
5.46
5.60
5.40
5.79
5.63
5.85

193,287

1,116,414

165,169

169,986

1,128,632

303,008

5.78

196,391

1,133,887

176,282

183,631

1,145,714

283,832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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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두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ha)
51,991
51,577
54,054
55,648
58,355
54,413
54,938
56,590
60,254
62,143
61,056
62,423
68,522
71,292
71,872
75,573
79,616
81,577
88,509
93,352
93,036
94,930
91,101
96,569
102,752
103,629
103,145
110,285
112,911
118,737
120,445
119,559
124,271
124,958

생산량
(천톤)
97,003
98,050
103,650
95,824
107,192
104,279
107,285
117,196
117,569
137,635
124,683
131,932
157,945
159,807
160,298
175,790
184,919
196,827
186,479
215,490
220,778
235,701
219,227
212,230
260,971
264,733
240,832
268,957
282,699
320,489
315,458
349,771
342,929
361,036

수입량
(천톤)
27,325
29,071
28,143
23,901
26,562
25,546
28,220
30,047
28,178
32,762
32,462
35,631
38,164
38,550
45,522
53,089
54,357
62,885
54,037
63,564
64,100
69,042
78,621
77,870
87,511
89,746
94,659
97,201
113,305
124,299
133,760
144,601
153,368
145,472

수출량
(천톤)
26,061
28,552
30,114
23,473
27,350
25,392
28,098
29,296
27,729
32,052
31,656
36,364
39,320
37,929
45,708
53,704
52,745
61,156
55,936
64,827
63,637
70,910
78,702
76,707
92,063
91,575
91,774
100,383
112,777
126,428
132,695
147,630
153,139
148,826

소비량
(천톤)
92,635
102,119
101,095
97,612
104,130
104,605
109,244
115,863
120,789
132,408
131,671
134,238
145,300
158,707
158,761
171,006
183,678
190,784
189,043
204,661
215,833
224,378
229,610
222,412
239,160
252,507
259,261
265,154
277,889
303,631
316,270
331,067
338,315
343,795

기말재고량
(천톤)
23,602
20,052
20,636
19,276
21,550
21,389
19,470
21,554
18,783
24,720
18,538
15,499
26,988
28,709
30,060
34,229
37,082
44,854
40,391
49,957
55,365
64,820
54,356
45,337
62,596
72,993
57,449
58,070
63,408
78,137
78,390
94,065
98,908
112,795

122,443

336,472

165,408

164,725

354,563

95,387

2.75

127,442

361,004

166,842

169,098

369,822

84,313

2.8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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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톤/ha)
1.87
1.90
1.92
1.72
1.84
1.92
1.95
2.07
1.95
2.22
2.04
2.11
2.31
2.24
2.23
2.33
2.32
2.41
2.11
2.31
2.37
2.48
2.41
2.20
2.54
2.56
2.34
2.44
2.50
2.70
2.62
2.93
2.76
2.89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 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톤)
3,489
3,891
4,291
4,785
4,965
5,550
6,165
6,800
7,000
6,950
8,200
8,867
10,357
13,468
13,712
13,718
16,559
18,663
19,761
21,601
25,012
26,061
27,071
24,363
26,624
29,312
27,945
26,089
27,892
30,928
33,211
33,280
28,400
31,200

수입량
(천톤)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5
0
0
2
0
1
1
3
4
2
0
0
0
0
1
0
0
1
27

수출량
(천톤)
3,155
3,467
4,050
4,863
4,004
5,574
6,191
6,090
6,287
6,600
8,277
8,876
9,235
13,423
13,309
13,730
16,586
18,468
19,221
20,650
24,222
25,625
26,816
24,025
24,914
27,615
26,043
23,667
24,972
28,575
30,333
31,323
26,265
28,833

소비량
(천톤)
226
227
224
225
221
221
223
238
245
265
265
270
275
325
335
325
325
365
425
500
535
594
640
730
830
1,000
1,450
1,850
2,100
2,402
2,672
2,853
2,996
3,126

기말재고량
(천톤)
410
607
624
321
1,061
816
567
1,039
1,507
1,592
1,250
971
1,819
1,539
1,607
1,275
923
753
870
1,321
1,577
1,420
1,038
650
1,532
2,229
2,681
3,253
4,073
4,025
4,231
3,335
2,475
1,743

29,800

1

27,367

3,177

1,000

29,950

0

26,300

3,25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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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톤)
9,686
11,281
10,129
11,362
12,311
11,135
11,728
12,205
14,491
15,837
17,096
15,728
15,729
16,651
16,478
17,725
19,407
21,449
22,450
22,740
21,920
24,110
24,890
24,700
26,120
28,160
29,510
27,310
28,540
31,300
30,750
31,280
34,300
32,960

수입량
(천톤)
0
0
0
0
0
0
0
0
0
0
100
192
244
69
98
184
342
350
282
252
195
167
180
83
86
58
30
32
26
18
25
35
19
22

수출량
(천톤)
7,383
8,367
7,347
8,679
9,430
8,201
8,704
8,009
10,661
10,445
12,226
10,557
9,587
9,813
9,950
10,673
11,862
13,657
14,792
14,256
12,895
12,715
12,138
13,109
12,985
13,987
14,678
13,242
13,948
14,290
15,407
13,762
16,032
16,093

소비량
(천톤)
2,412
2,705
2,337
2,603
2,871
2,883
3,247
3,885
4,122
4,927
5,364
5,365
6,360
6,665
7,086
7,063
7,580
8,055
7,696
8,960
9,328
10,718
12,257
12,800
13,200
13,400
14,000
14,800
15,100
15,700
16,470
16,943
17,311
17,645

기말재고량
(천톤)
612
821
1,266
1,346
1,356
1,407
1,184
1,495
1,203
1,668
1,274
1,272
1,298
1,540
1,080
1,253
1,560
1,647
1,891
1,667
1,559
2,403
3,078
1,952
1,973
2,804
3,666
2,966
2,484
3,812
2,710
3,320
4,296
3,540

34,350

10

17,499

18,000

2,401

35,275

15

16,800

18,500

2,39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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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톤)
22,635
25,182
25,455
22,628
25,146
25,696
27,062
27,546
27,682
30,182
29,508
31,035
34,633
34,285
34,102
35,730
36,552
34,649
32,953
36,936
37,416
39,037
38,359
35,473
37,836
35,608
37,217
36,174
36,909
40,880
40,525
40,630
44,657
44,283

수입량
(천톤)
0
0
0
16
33
45
63
86
68
64
91
108
60
101
65
50
134
157
259
134
128
142
128
80
145
163
196
222
347
302
358
313
438
620

수출량
(천톤)
5,476
6,618
6,191
4,937
4,914
5,110
6,442
5,804
4,972
6,205
5,524
6,451
8,722
6,979
6,912
7,335
7,271
5,728
4,690
6,659
7,301
7,987
8,384
7,708
10,125
8,238
8,845
10,111
10,504
11,891
10,843
10,505
12,717
12,191

소비량
(천톤)
17,318
18,539
19,342
17,689
20,133
20,661
20,733
21,851
22,828
23,974
24,085
24,694
25,964
27,305
27,289
28,363
29,545
29,096
28,531
30,446
30,114
31,166
30,147
27,899
27,795
27,489
28,614
26,308
26,774
29,282
30,037
30,314
32,237
32,851

기말재고량
(천톤)
192
217
139
157
289
259
209
186
136
203
193
191
198
300
266
348
218
200
191
156
285
311
267
213
274
318
272
249
227
236
239
363
504
365

46,358

580

12,770

34,223

310

47,136

544

12,927

34,745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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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톤)
712
628
600
1,100
1,285
1,890
1,785
2,250
2,880
2,200
3,200
2,920
3,800
4,295
3,520
3,600
3,520
2,720
4,480
4,000
5,680
5,200
6,640
6,480
6,240
7,480
8,240
8,640
6,960
6,160
4,400
7,200
6,160
7,680

수입량
(천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14
3
2
13
3
3
5
8
7
8
7
7
7
7
46
11
11
49

수출량
(천톤)
450
450
360
890
950
1,420
1,180
2,005
2,200
1,580
2,600
2,450
2,600
2,800
2,571
2,097
2,175
1,295
3,272
2,573
5,035
4,433
5,856
4,217
3,527
5,169
4,877
4,943
3,252
1,521
409
2,019
1,863
2,185

소비량
(천톤)
262
178
240
210
335
470
605
245
680
620
490
580
1,200
1,325
1,090
1,305
1,260
1,575
1,270
1,290
835
805
810
1,920
2,540
2,775
3,320
3,530
3,640
4,500
4,460
4,675
4,740
5,280

6,720

27

850

5,720

656

7,600

40

1,870

6,085

341

자료: 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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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량
(천톤)
0
0
0
0
0
0
0
0
0
0
110
0
0
170
29
234
333
186
126
276
89
54
33
384
564
108
158
332
407
553
130
647
215
479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기말재고량
(천톤)

1999/2000

11,407

18,012

177

29,419

886

2000/2001

13,310

17,776

253

30,910

809

2001/2002

14,243

20,011

332

33,657

1,074

2002/2003

13,123

20,633

346

33,594

890

2003/2004

11,221

22,128

399

32,982

858

2004/2005

11,408

22,019

533

32,893

859

2005/2006

10,904

22,947

714

33,126

870

2006/2007

11,693

22,362

544

33,525

856

2007/2008

11,808

24,619

422

35,432

1,429

2008/2009

10,223

21,153

464

31,836

505

2009/2010

9,950

20,879

471

30,359

504

2010/2011

9,741

21,877

609

30,842

671

2011/2012

9,164

20,872

884

29,342

481

2012/2013

10,033

16,941

536

26,742

177

2013/2014

10,349

18,140

296

28,042

328

2014/2015

11,416

19,623

362

30,142

863

2015/2016

11,811

19,213

304

30,567

1,016

2016/2017

11,376

18,793

334

30,217

634

2017/2018

11,811

18,367

395

30,092

325

2018/2019

12,324

18,755

374

30,342

688

2019/2020
(추정치)

12,917

17,616

359

30,742

120

2020/2021
(전망치)

13,311

18,050

300

31,06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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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톤)
734
831
934
1,028
1,080
1,179
1,329
1,491
1,539
1,553
1,896
1,966
2,281
3,141
3,121
3,190
3,876
4,394
4,729
5,128
5,998
6,424
6,627
5,914
6,476
7,181
6,839
6,364
6,785
7,687
8,433
8,395
7,236
7,910

수입량
(천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3
9
22
0
0
0
0

수출량
(천톤)
636
732
852
882
994
1,122
918
1,122
1,395
1,427
1,590
1,993
1,966
3,111
2,843
3,080
3,630
3,920
4,238
4,757
5,597
5,970
5,789
4,704
4,453
4,561
3,794
4,244
4,087
5,094
5,698
5,387
4,164
5,268

7,674

0

7,720

0

소비량
(천톤)
80
76
87
91
96
101
106
120
136
149
175
204
213
224
236
247
327
387
394
396
397
459
1,026
1,420
1,915
2,520
3,020
2,245
2,844
2,401
2,840
3,085
2,981
2,624

기말재고량
(천톤)
137
160
155
210
200
156
461
710
718
695
826
595
697
503
545
408
327
414
511
486
490
485
297
87
195
295
320
288
151
365
260
183
274
292

5,403

2,176

387

5,650

2,104

35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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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톤)
2,348
2,726
2,440
2,736
2,983
2,669
2,816
2,908
3,468
3,776
4,081
3,736
3,728
3,960
3,943
4,333
4,700
5,205
5,560
5,630
5,430
5,970
6,160
6,120
6,470
6,970
7,310
6,760
7,074
7,759
7,627
7,755
8,485
8,180

수입량
(천톤)
122
114
69
41
5
18
65
82
379
125
149
130
245
228
147
69
146
85
26
3
28
4
67
6
37
0
0
6
0
11
63
60
45
24

수출량
(천톤)
452
949
608
696
866
685
660
689
1,345
1,460
1,600
1,273
1,184
1,441
1,137
1,533
1,775
2,394
2,718
2,414
2,466
2,462
2,388
1,909
1,449
1,668
1,885
1,251
1,378
1,510
1,550
1,241
1,511
1,079

소비량
(천톤)
1,919
1,902
1,944
2,195
1,991
2,075
2,156
2,350
2,418
2,500
2,665
2,646
2,753
2,741
2,931
2,932
2,935
2,895
2,959
3,091
3,091
3,395
3,955
4,275
4,980
5,205
5,390
5,534
5,705
6,215
6,288
6,570
6,940
7,165

기말재고량
(천톤)
346
335
292
178
309
236
301
252
336
277
242
189
225
231
253
190
326
327
236
364
265
382
266
208
286
383
418
399
390
435
287
291
370
330

8,500

66

1,156

7,390

350

8,750

170

1,150

7,70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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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톤)
5,269
5,798
5,885
5,324
5,898
6,082
6,507
6,250
6,328
7,082
6,913
7,145
8,229
8,202
8,085
8,355
8,572
8,360
7,748
8,782
9,248
9,294
9,335
8,503
8,897
8,568
8,954
8,990
9,131
9,706
9,956
10,035
10,783
10,976

수입량
(천톤)
4
7
88
62
10
8
0
5
31
8
43
24
27
38
37
33
21
21
139
12
16
17
30
41
47
72
68
89
75
120
130
145
152
180

수출량
(천톤)
570
538
850
754
614
366
746
663
695
1,217
450
922
1,397
1,076
624
636
1,143
1,027
425
600
523
851
1,320
995
1,524
1,466
664
981
852
914
1,017
1,159
1,108
880

소비량
(천톤)
4,560
4,915
4,956
4,803
5,480
5,506
5,555
5,903
5,869
5,857
6,108
6,471
6,922
7,101
7,284
7,401
7,635
7,748
7,650
7,911
8,147
8,426
8,317
7,378
7,173
7,506
8,396
8,522
8,577
8,599
9,145
9,010
9,698
10,376

기말재고량
(천톤)
430
782
949
778
592
810
1,016
705
500
516
914
690
627
690
904
1,255
1,070
676
488
771
1,365
1,399
1,127
1,298
1,545
1,213
1,175
751
528
841
765
776
905
805

11,300

145

1,288

10,124

838

11,596

159

1,247

10,523

82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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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톤)
160
142
132
247
290
425
400
500
650
495
712
657
859
972
792
810
792
612
1,008
900
1,278
1,170
1,494
1,458
1,404
1,683
1,854
1,944
1,566
1,386
990
1,620
1,386
1,728

수입량
(천톤)
256
363
419
30
30
20
65
42
41
60
60
49
236
833
587
1,085
1,215
1,159
689
1,554
1,453
1,249
621
892
1,354
817
1,190
1,081
1,804
2,815
4,269
3,534
2,984
3,000

1,512
1,710

수출량
(천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4
5
5
11
13
8
16
2
1
0
10
0
1
3
3
1
7
8

소비량
(천톤)
466
445
621
407
340
445
425
562
711
555
772
706
1,095
1,805
1,300
1,750
2,000
1,850
1,700
2,400
2,650
2,450
2,100
2,300
2,750
2,550
2,900
3,000
3,350
4,100
5,250
5,150
4,670
4,750

기말재고량
(천톤)
160
220
150
20
0
0
40
20
0
0
0
0
0
0
79
205
208
124
116
159
227
188
187
235
242
192
326
351
370
468
474
477
170
140

3,612

15

5,100

149

3,400

9

5,1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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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1999/2000

2,567

84

954

1,702

227

2000/2001

3,033

29

889

2,186

214

2001/2002

3,245

62

894

2,336

291

2002/2003

2,990

30

711

2,345

255

2003/2004

2,557

67

557

2,142

180

2004/2005

2,599

182

526

2,214

221

2005/2006

2,512

719

273

2,925

254

2006/2007

2,694

978

244

3,412

270

2007/2008

2,720

1,038

335

3,205

488

2008/2009

2,350

795

398

2,797

438

2009/2010

2,290

547

386

2,760

129

2010/2011

2,343

906

463

2,400

515

2011/2012

2,204

386

742

2,050

313

2012/2013

2,413

322

1,011

1,850

187

2013/2014

2,489

329

766

1,990

249

2014/2015

2,746

253

1,010

2,040

198

2015/2016

2,841

325

915

2,285

164

2016/2017

2,736

285

819

2,215

151

2017/2018

2,841

284

902

2,225

149

2018/2019

2,964

416

788

2,455

286

2019/2020
(추정치)

3,107

485

768

2,540

570

2020/2021
(전망치)

3,202

415

825

2,640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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