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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및 목적

○ OECD의 주요 정책위원회 중 하나인 농업위원회 (Committee on Agriculture, CoAG)는 

회원국의 정부,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 농업무역, 농업환경정

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제공

함. 특히 OECD 농업위원회 산하의 글로벌 농업포럼, 농업정책시장작업반, 농업무역공동

작업반,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등에서는 회원국들이 직면한 농식품 분야의 공동이슈에 대

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농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런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되는 사안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을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 반영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선별하여 국내에 전

파함으로써 농식품 분야 연구 수행 및 농정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OECD 농

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의 흐름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산

물 수출국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 반영해야 할뿐만 아니라 

의견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농업위원회 산하의 글로벌 농업포럼, 농정시장작업반, 농업무역공동작업반, 농업

환경공동작업반에서 추진 주인 연구사업 의제와 동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 내용

○ (OECD 농업위원회) 2021년 농업위원회(COAG)는 지난 4월과 11월 2회 개최됨. 4월 개

최된 제176차 COAG에서는 주요 국제기구 및 포럼 등 현황 업데이트, 농업 공급망에 미

치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시장 상황, 농업장관회의 및 농업위원회 권한연장, 9월 개최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FSS) 준비상황 공유, 10월 UN 생물다양성(COP15) 및 11월 

기후변화(COP26) 컨퍼런스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11월 개최된 제177차 COAG에

서 OECD 사무국은 농업지원의 목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회원국 무역정책검토보고서

요 약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M&E), OECD 내에서의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 및 복원력 달성을 위한 

각종 노력, FAO 등 다른 국제기구 및 연구소의 농업지원 관련 평가 보고서를 소개함. 이에 

회원국은 농업지원 재검토 관련 자국의 중점 분야와 논의 현황을 설명함. 또한 사무국은 

UNFSS, COP15 그리고 COP26의 성과를 논의함. UNFSS의 성과로 식품시스템 관련 여

러 행동계획, 국가계획, 연합 설립을 소개하며, COP15, COP26에서의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 관련 진전 사항,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설명함.

  - 2022 농업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비공식자문회의(IAG)에서 준비한‘변화

하는 환경에서 농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구축’이라는 주제, 공동의장국(캐나다·뉴질

랜드), 비회원 초청국 리스트에 대해 회원국들이 동의하였으며 준비회의 등 관련사항을 

논의함. 마지막으로 2023~24년 사업 및 예산안(PWB)에 대하여 논의함. OECD 사무국은 

2023~24년 PWB의 진행 절차를 소개하며, OECD 농업위원회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

의했고, 회원국은 OECD 내외의 협력 증진, 전문가 네트워크 교류 강화, 주요 의제(기후변

화, 지속가능성, M&E와 농업전망)에 대한 연구 강화와 투자 확대를 제안함.

○ (OECD 농업정책시장작업반) 2021년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은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5번의 회의를 개최함. 3월 개최된 제82차 APM 회의에서 사무국은 ‘식품시스템에

서의 데이터 격차 극복’ 의제와 관련하여 데이터 격차 극복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사전 연

구와 식량 안보, 영양, 생계 제공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등 삼중 도전과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데이터 격차 논의하는 추가 심층 연구 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7월 UN 식품시

스템 사전 정상회의 계기 사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식품 라벨링 제도 단

순화’ 의제와 관련하여 수요·공급 측면에서 식품 라벨의 영향, 정책 간 시너지 및 상쇄효

과 분석, 식품 환경 및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대한 정보 격차 등을 논의할 계획임을 보고

함. 정보 격차 및 데이터 격차 관련 이슈는 전문가 네트워크 그룹인 식품사슬분석 네트워

크 내에서도 논의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주의 깊은 모니터링 및 검토가  필요함. 



  - 5월 개최된 제83차 APM 회의에서는 농업정책 평가보고서,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 농업 

전망 보고서 의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심층 논의함. ‘농업정책 관찰 및 평가 보고서’와 관

련하여 사무국은 금년에도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다루었고, 농업정책 및 보조를 푸드시스

템 및 삼중 도전과제와 연결하려 하였으며, 영국 챕터 추가, 국가별 챕터에 농업정책 및 계

획을 개관하는 파트를 추가하였다고 설명함.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 이슈와 관련하여 농

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을 살펴볼 목적으로, 추진하는 문헌 

검토 및 사례 분석 등의 방법론을 설명함. ‘중기 농업 전망 보고서’ 의제와 관련하여 회원

국들이 제기한 의견 및 그에 대한 FAO의 검토를 반영하여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고, 농

업 전망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제83차 APM 임시회의에서는 ① 노동 및 기술 부족, ② 식습관 변화의 영향, ③ 종자 가치

사슬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함. ‘노동 및 기술 부족’ 이슈와 관련하여 농업 고용의 

하향 추세, 세부 분야에서의 노동·기술 부족 현황을 소개하고, 본 연구가 기술과 노동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1차 농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의 포괄적 개선, 정보 격차 해소 등을 목

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함. ‘식습관 변화의 영향’ 의제와 관련하여 WHO 권장에 따른 세 

가지 식이변화가 식량안보·영양, 농민생계, 환경 등 3중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추정하였고, 각각의 과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시너지 및 상쇄효과

를 설명함. ‘종자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아시아 종자시장에 악영

향을 미쳤고, 종자의 해상, 육상 운송에 애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9월 개최된 APM 전문가 비공식 회의는 APM의 정기회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

으며, 푸드시스템 정보격차 심층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됨. 푸드시스템 삼중 도전과제에 

따라 식량 지원, 환경적 영향, 성별이라는 세 가지 틀을 세워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음. ‘정

보격차’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삼중 도전과제 분석틀에 따라 식량 지원, 환경적 

영향, 성별 세 가지에 집중한 것이 연구 진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함. 정보 격차 

해결이 푸드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 결과를 국내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 11월 개최된 제84차 APM회의는 기본 연구사업인 농업정책 평가보고서(M&E)와 농업

전망 보고서뿐 아니라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농업정책 평가보고서’와 관련하

여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차기 M&E 보고서에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포함하

는데 동의하지만, 국가 간의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자지원

추정치(PSE)의 분석 틀이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정책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

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농업전망보고서’와 관련하여 농업전망에

는 시나리오 상의 불확실성을 추가하여 분석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리 등의 변화를 

예고. 회원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

을 역설하였으며, 품목시장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하는 것을 지지하였음. ‘디지털화’

와 관련하여 각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 기술·장비의 현황, 디지털화

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설명하였고, 회원국은 디지털 관련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디지털 격차와 정부 규제 등의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함.

○ (OECD 농업무역공동작업반) 2021년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은 5월과 11월 2회 

개최됨. 5월 개최된 제85차 JWPAT 회의에는 ① 곡물 및 유지류 분야의 해상 운송 비용, 

② SPS 승인 절차, ③ 농업무역 이슈에 대한 Aglink-Cosimo 모형 활용, ④ 부패성 농식품

의 무역원활화 등 4가지 이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함. ‘곡물 및 유지류 분야의 해상 

운송 비용’과 관련하여 곡물 및 유지류 운송 비용의 결정요인 및 거시적인 패턴을 살펴보

려는 목적으로 해상 운임의 결정요소, 무역 루트 및 시간에 따른 해상 운임의 변동요인, 수

출입이 가장 많은 항구 및 시간에 따른 변동요인 등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

함. SPS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각국의 SPS 승인 절차 시스템의 관리 및 현황, 승인 절차 

관련 이슈의 무역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가, 기능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승인 절차

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주요 결과물 등 3개 파트로 구성된 연구계획을 소개함. '농업무역 

이슈에 대한 Aglink-Cosimo 모형 활용' 이슈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시나리오에서 두 가지 

경제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이 향후 10년간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고 설명함. ’부패성 농식품의 무역원활화‘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데이터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작업반과의 협력, 투명성, 무역업자와의 협의, 문서 간소화, 관련 

지표, SPS 및 TBT 조치 등을 포함하였다고 설명함. 

   - 11월 개최된 제86차 JWPAT 회의에서 OECD 사무국은 식물검역과 달리 동물검역에서 

전자검역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전자검역 활용의 기회와 장애요인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함. 또한, 회원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국제적인 협력 등의 

내용을 제안하면서 관련 워크샵 진행을 지지함. 곡물·유지류의 해상운임과 관련하여 사

무국은 곡물, 유지류의 해상운임의 결정요인과 함께 주요 수출입 항구, 항구 간 네트워크 

등을 소개함. 또한 회원국은 IGC의 데이터 활용을 높게 평가하면서 해상운임의 일부 설

명변수의 조정 및 해상운임 관련 실증 연구 등을 포함해줄 것을 제안함. SPS 승인절차에 

대하여 OECD 사무국은 WTO의 SPS 협정 내용, SPS 관련 국제표준을 설립하는 국제기

구(OIE, IPPC, CODEX)를 소개하며 SPS 승인절차와 관련된 도전과제를 설명하였음. 회

원국은 보고서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도전과제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포함해 줄 것

과, WTO SPS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함.

○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2021년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 회의는 4월, 11월, 

12월 3회 개최됨. 제51차 JWPAE 회의에서는 ① 농업 부문 기후정책의 탄소누출 영향, ② 

농업용수 관리 진행 상황 측정, 물 관련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 활용 제

고, ③ 농업, 무역 및 환경 정책조정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에 대하여 논의함. ‘농

업 부문 기후정책의 탄소누출 영향’ 의제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완화 정책(공급, 수요 측

면)과 무역 정책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농업 부문 기후 완화 정책으로 인한 탄소누출의 발

생 경과와 탄소누출을 초래하는 배출 완화 정책을 논의함. ‘농업용수 관리 진행 상황 측

정’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관리상황 측정 관련 당면과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한 문서의 

공개 여부, 물 관련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의 활용 제고하고 방안을 논의

함. ‘농업, 무역, 환경 정책의 조정’ 의제와 관련하여 농업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수준 



높은 환경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농업-무역-환경 정책의 당면과제와 대안을 다루는 연구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함. 

   - 11월 개최된 제52차 JWPAE회의에서는 농업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원칙, 기후

변화와 농업, 농업과 무역, 지속가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농업 환경성과 개선 정

책으로 주요 세 가지를 논의함. 첫째, 농업성과 개선과 농업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선택실

험 연구 결과를 소개했으며, 둘째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평가를 위한 통합 접근방

식, 셋째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과에 대한 장기 정책효과 등에 대해 논의함. 기후변

화와 농업에 대하여 농업 지원 정책이 기후변화 적응 및 농업의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모델 연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눔. 또한, 토양 탄소격리 증진을 위한 농업정

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농업과 무역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농업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환경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의 당면과제인 기후변화 완화와 농

약 사용 감축에 관한 문헌조사 연구에 대해 논의함. 제52차 JWPAE 임시회의에서 ‘농업 

환경성과 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환경성과 개선과 농업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선택실험 

결과와 정책 제언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평가와 정책 분석을 위한 접근법 연구

에 대해 추가 논의함. 기후변화와 농업과 관련하여 토양 탄소격리 증진을 위한 농업정책 

방안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함.

○ (OECD 글로벌 농업포럼) 2021년 6월 개최된 글로벌 농업포럼(GFA)은 주제별 분과회의

로 개최됨. 주요 의제는 ① 농업 복원력 개선을 위한 정책, ②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의 복원

력 구축, ③ 농업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④ 코로나 19와 식품시스템 복원력 등임. ‘농

업 복원력 개선을 위한 정책’ 분과에서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복원력 강화’ 보

고서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 장단기 조치의 균형, 참여와 협력, 정부의 역할, 인프라 

및 공공재에의 투자를 강조함.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의 복원력 구축’ 분과에서는 “자연

재해에 대한 농업의 복원력 구축”보고서 발간을 안내하고, 국별 사례로써 미국, 이탈리아 

등 7개국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농업 관행을 소개함. ‘농업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분과에서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업 위험 관리에 대한 정부 지

출을 분석하고 개선안이 제시됨. ‘코로나19와 식품시스템 복원력’ 분과에서는 코로나19

의 확산에 따른 식품시스템의 복원력에 중점을 두어 논의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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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OECD 농업위원회 산하의 글로벌 농업포럼, 농정시장작업반, 농업무역공동

작업반,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서 추진 주인 연구사업 의제와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

이 있음. 

- 이런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되는 사안이 국내 농식품 분야와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 반영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국

내에 전파하여 농식품 분야 연구 수행 및 농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음. 또한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의 

흐름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 반영해야 할뿐만 아니라 의견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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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작업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농식품분야 논의의 이론적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는 정부,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의 의제별 공동대응 체계

를 구축해야 함. 농식품 분야의 주요 이슈 및 선진 농정에 대한 중장기 분석 및 연구에 대

한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이 모니터링과 농식품 분야의 주요 의제별 심층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의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임. 

1.2. 연구 필요성

❍ OECD는 1961년 창설된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경

제·사회 전반의 정책 개발 및 개혁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고용창

출, 생활 수준 향상, 세계 무역 증대 및 자유화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OECD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OECD가 제시하는 정책

의 패러다임을 반영함으로써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OECD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니즈(needs)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농식품 분야의 공동 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각 회원국들의 농정 수행 경험을 공유하고, 농업·

농촌의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농정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등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OECD의 주요 정책위원회 중 하나인 농업위원회 (Committee on Agriculture, 

CoAG)는 회원국의 정부,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 농업무역,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

의 장을 제공함. OECD 농업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직면한 농식품 분야의 공동이슈

(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농정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OECD는 회원국들 및 다른 국제기구(WTO, FAO, 

World Bank 등)와 연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연구

를 수행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장기 플랜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농업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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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OECD 농업위원회와 산하 작업반은 농업정책 자문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 농

업농촌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디지털화, 혁신성장, 규제협력, 농

업환경, 투자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를 개발하여 회원국들 간 활발한 논의를 추진하

고 있음. 

- 이러한 논의 동향은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OECD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

제들은 OECD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농정 수립에 주요 참고 사항이 되

고 있음. 이에 따라 모든 OECD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업여건 및 정책과 OECD의 권

고사항이나 지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자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세계 농식품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식별하여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으로 대응해

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및 농정에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정의 신뢰성을 강화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OECD 농식품 분야의 주요 의제 및 연구 동향을 자세히 검

토·분석하고, 국내에 전파할 수 있는 연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 OECD 농업위원회와 산하 글로벌 농업포럼, 농업정책시장작업반, 농업무

역공동작업반,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의제와 연구 동

향 파악이 중요함. 국내 농식품 분야와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다양한 논의 및 연구 내용이 국내에 충분히 전파되거나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함.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 논의의 

흐름이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반영해야 할 뿐만 아

니라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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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의명 회의 일정

OECD 농업위원회(CoAG) 회의(2회)
∙ 176차 (04.21. – 04.22.)
∙ 177차 (11.18. – 11.19.)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 회의(5회) 

∙ 82차 (03.18. – 03.19.)
∙ 83차 (05.18. - 05.20.)
 - 임시회의 (07.06.)
 - 전문가 비공식 회의(09.09)
∙ 84차 (11.24 –11.26.) 

❍ OECD 농식품 분야 논의의 이론적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의 의제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 분야의 주요 의제별 관련 전문가

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의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함. 또한 농식품 분야의 주요 이

슈 및 선진 농정에 대한 중장기 분석 및 연구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모니터

링하고 검토해야 함.

❍ 더 나아가 WTO 등 국제기구 논의에서 부각되는 이슈 가운데 우리나라에 민감한 이슈

를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OECD 농식품 분야 의제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통

상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관련된 WTO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2021년도 OECD 농업위원회, 산하 작업반 의제검토 및 논의 대응 및 2021년 주요 정

책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

❍ 농업위원회 2회,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5회,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 2회, 농업환

경공동작업반 회의 3회에서 논의된 의제의 주요 내용과 전문가 검토 의견을 정리

 <2021년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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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 회의(2회) 
∙ 85차 (05.11.)
∙ 86차 (11.23.)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 회의(3회) 
∙ 51차 (04.06–04.07.)
∙ 52차 (11.08–11.09.)
 - 임시회의(12.09)

농업 글로벌 포럼(GFA) (1회) ∙ 1회 (06.08 – 06.09.)

주: 2021년 COVID-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화상 회의로 진행

자료: 저자 작성.

 

❍ OECD 논의 중 국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농업분야 디지털 기술 확산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층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EU의 탄소국경조정 관련 법안 발표로 세계 

농식품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EU 탄소국경

조정 시행 방향 분석과 시사점’으로 심층연구를 시작함. 마지막으로 2022년 OECD 농

업장관회의를 포함한 농식품 분야 개선 관련 국제기구 대응 및 논의 동향을 연구하기 위

해 ‘푸드시스템 개선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과 시사점’으로 심층 연구를 진행함.

❍ EU 탄소국경조정 시행 방향 분석과 시사점

- EU의 탄소조정세 관련 법률 발표로 인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 관련 시행안 검토 

및 분석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농식품 영향 및 대응 논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를 위해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와 기후 이슈의 국제 무역 규범화 경향을 파악하

고 EU 탄소국경조정 시행안을 검토 및 분석함. 또한, EU 탄소국경조정 시행 주요 품

목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파악(EU ETS와 우리나라 ETS 비교 포함)하

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

❍ 농업분야 디지털 기술 확산과 정책과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함. 농업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농업분야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기술 접목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었고, 향후 세계 농업구조를 변화시킬 주요 축으로 예측됨. 이에 OECD 농업정책

장업반은 국가별 디지털 기술 정보기반과 증거기반 데이터 격차를 강조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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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농식품 가치사슬 단계

별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을 파악함. 이를 기반으로 국내 농업분야의 디지털 기술 적

용이 요구되는 단계와 향후 접목이 가능한 단계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농식품 시스템 개선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2022년 11월에 예정된 OECD 농업장관회의를 대응하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농

식품 분야 최근 이슈를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첫 번째 이슈로써 식품시스

템 개선 관련 최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동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식품 시스템의 정의와 범위를 국제기구 및 전문가 그룹별(UN Scientific Group, 

FAO, IFPRI, CGIAR 등) 접근방법을 파악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점을 확

인함. 또한, 올해 개최되는 UN Food Systems Summit 2021의 결과를 분석하여 추

후 정책 및 연구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파악 및 분석함. 

- OECD-FAO의 농업전망 보고서, 농업정책의 대응과 변화 그리고 식품시스템의 기

회와 전망을 포함하는 OECD의 식품시스템 관련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2022년 

OECD 장관회의를 참작한 향후 논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함.

2.2. 연구방법

❍ 2021년도 OECD 농업위원회 및 3개 산하작업반 회의 참석 및 진행, 관련 문헌 검토 및 분석

❍ 주요 논의사항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선행연구 및 선진사례 검토, 국내 정책여

건과 유사 프로그램 비교검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주요 의제별 관련 전문가 풀 활용하여 의견 수렴(필요 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원고 위탁) 

및 전문가 위탁연구 진행



서론❙   7

3. 선행연구

❍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은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 국내정책, 통상정책,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에 정책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며 정책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윤호섭(1998)은 OECD 농업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권오

상 등 (2000)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임송수 

등(2002)은 외국의 농업환경정책 수단을 소개하고, 송양훈 등(2005)은 우리나라 PSE 

산출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연구하였음. 안병일 등(2008)은 OECD PSE의 효과적 

측정 방안 연구, 송주호 외(2007)은 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체계 구축과 한국농정평

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김창길·김태영·정은미(2006)는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의 농업환경지표 개발 논

의에 대응하여 농업환경지표 개발의 이론과 개념 정립, 농업환경 지표를 이용한 환경상

태 진단, 양분수지지표를 이용한 효과적인 양분관리 방안과 정책평가모델 등을 제시함. 

❍ 송주호 외(2008)는 농업위원회와 농정시작작업반 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주요 의제

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 검토의견을 제시함. 

또한 이 연구는 OECD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2008년 한국 농정평가보고서’

의 공개를 계기로 국내외 전문가 논의를 통해 OECD 농정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모색함.

❍ 송주호 외(2010)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작업반, 그리고 수산위원회의 2010년도 논의 의

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최세균 외(2011)는 2011년도 OECD 농업분야 논의 의제를 검토하고, 최근 OECD 농

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5가지 핵심의제(① 농업부문 위험관리방안, ②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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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급체인 분석, ③ 식량안보와 빈곤감축, ④ 농산물시장의 구조변화 및 가격변동

성, ⑤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개도국 농정)에 대한 논의동향, 관련 선행연

구 및 주요국의 정책대응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송주호 외(2013)는 2013년도의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 논의 의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특히 농업투자에 

대한 논의동향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특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 송주호 외(2014)는 2014년도 OECD 농업위원회, 농정시장작업반, 농업․무역합동작업

반, 농업․환경합동작업반에서 논의한 주요 의제들을 검토하여 농업분야의 이슈와 정책

을 파악하여 정리하였음. OECD의 최근 이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행 등을 통

해 국내에 홍보하고, 국내 농업정책 수립 및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강조함. 

❍ 유병린 외(2015)는 OECD 농업위원회 산하 작업반 의제검토와 주요 회원국 및 신흥경

제국의 농정평가, 중기 농업전망, 식량안보 등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방안

을 제시함. 안병일 외(2016)은 주요 의제검토뿐만 아니라 OECD DEVPEM, METRO 

모형 개과, 구조, 형태를 규명하고 이들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을 제시함. 또한 식품가치

사슬분석 네트워크,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의 주요 논점 및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

점을 제시함. 

❍ 김창길·이혜진·김용규(2015)와 임영아(2016)는 2015~16년도 OECD 농업환경공동

작업반 회의의 의제들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특히 전자의 연

구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OECD JWPAE 공동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된 ‘기후스

마트농업 워크숍’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환경적으로 조정된 총요소생산성 워크숍’

의 주요 의제의 내용과 논의 결과 등을 담고 있음. 또한 특별이슈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

응 및 농업생산성 제고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후스마트농업의 접

근방법과 관련 정책을 제시함. 후자의 연구는 파리협약에서 체결된 신기후체제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농업환경정책의 적용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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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외(2017)도 농업위원회 산하 작업반의 의제 검토를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및 우리나라에 대한 OECD 농정평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우리

나라 농정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또한 주요 정책 이슈로써 농가단위분석 네트

워크에서 추진 중인 농가성과동인 분석, 농업분야 물관리(토지-물-에너지), OECD 농

업환경지표 양분수지 산정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문한필 외(2018)도 농업위원회 산하 작업반의 의제 검토와 함께, 농식품 분야 디지털 

논의 동향, OECD 양분수지 산정방식 개선방안,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와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 동향과 한국 PSE 지표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함. 또한 농식품 분야의 통상분쟁 사례 가운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WTO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함.

❍ 문한필 외(2019)는 2019년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농업정책시장작업반, 농업무역

공동작업반, 농업환경공동작업반)의 의제 검토와 함께, 한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 

개선방안 연구, 주요 OECD 회원국의 농업부문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추진동향 및 

시사점, 주요선진국의 농정추진 방향과 우리나라 농정개혁에의 시사점: 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문한필 외(2020)는 2020년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의 의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농업 부문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

해 주요 OECD 회원국의 COVID-19 대응과 우리나라 농정에의 시사점 분석을 실시

함. 또한, 전염성 가축 질병 관리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안, 국제기구 농식품 

Digitalization 연구동향과 시사점 그리고 글로벌 식품 시스템 트리플챌린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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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의 주요 회의에 선제적, 효율적 대응

❍ 의제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회의 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축

❍ OECD 및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농업위원회 관련 회의참석

❍ OECD 주요 회원국들의 농식품 정책 동향 및 국내 농정 시사점에 대한 정보 제공

❍ OECD 논의 의제 및 연구보고서 결과를 국내에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계·학계·

정부에 새로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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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문서번호

04.21. - 04.22.

1. APPROVAL OF COAG PLENARY AGENDA TAD/CA/A(2021)1

2. OPENING REMARKS BY DEPUTY SECRETARY-GENERAL KONO  

3. UPDATE ON ONGOING AND PLANNED G20, APEC AND G7 ACTIVITIES  

4. UPDATE: GLOBAL FORUM ON AGRICULTURE  

5. AGRICULTURAL SUPPLY CHAINS: COVID-19 AND RECENT MARKET DEVELO
PMENTS

 

6. OECD MEETING OF AGRICULTURE MINISTERS AND COAG MANDATE EXTEN
SION

 

6.a. PLANNING FOR OECD MEETING OF AGRICULTURE MINISTERS 2022 TAD/CA(2021)1

6.b. COAG MANDATE EXTENSION TAD/CA(2021)2

7. PROCEDURE FOR OTHER AGENDA ITEMS  

8. ANY OTHER BUSINESS
TAD/CA(2021)3

TAD/CA/RD(2021)1

9. EXCHANGE ON PREPARATIONS FOR THE UN FOOD SYSTEMS SUMMIT  

농업위원회 회의 논의 대응2

1. OECD 제176차 농업위원회 회의 결과

1.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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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문서번호

10. CHATHAM HOUSE DISCUSSION: UN BIODIVERSITY CONFERENCE (COP-15)
AND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1.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주요 국제기구 및 포럼 등 현황 업데이트) ① G20, APEC, G7의 정책 우선순위 및 의장

국 활동을 소개하고, ‘UN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 및 OECD의 기여 방안을

논의, ② 6월 개최 예정인 ‘글로벌 농업 포럼’의 주제 및 세션을 소개하며 개최 방식은 코

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논의하기로 함.

❍ (농업 공급망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시장 상황) 사무국은 수요, 정책, 운송·물류,

기술 총 네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치는 농업 공급망과 시장의 단·장기 변

화를 설명

- 회원국들은 코로나19가 자국 농업 공급망에 미친 영향, 무역 및 농업 공급망의 복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의 현황 등을 소개하고 더욱 자세한 관련 정보를 회원국

들끼리 공유하자고 제안

❍ (농업장관회의 및 농업위원회 권한연장) ① 농업장관회의를 2022년 하반기에 개최하기

로 합의하였고, 세부일정(11월 유력), 의제, 의장, 참가 및 회의 방식에 대해 추후 논의

하기로 함. ② 농업위원회 권한은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함.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상황 공유) 사무국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커뮤

니케이션 전략, 보고서, 핵심 성과 등 사전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과와

OECD의 기여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함.

- 회원국은 각 국별 준비사항과 OECD의 기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속가능

한 푸드시스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와 실천계획 도출을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였으며, 정상회의 실천계획으로 “무역” 의제 추가를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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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컨퍼런스 대응) 사무국은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농

식품 분야의 측정·모니터링 강화, 지표 개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설계, 향후 탄

소중립 정책 및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함. 회원국은 각 컨퍼런스 성과에 대한 기대, 농식

품 분야 및 OECD의 기여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2. OECD 제176차 농업위원회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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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문서번호

11.18. - 11.19.

1. APPROVAL OF PLENARY AGENDA TAD/CA/A(2021)2 

2. UPDATE ON G20, G7 AND APEC ACTIVITIES

3. RELEVANT WORK UNDERWAY ELSEWHERE IN THE OECD

4. REPURPOSING AGRICULTURAL SUPPORT

5. CHATHAM HOUSE DISCUSSION: OUTCOME OF MAJOR INTERNATIONAL
EVENTS

6. LAUNCH OF THE PREPARATIONS OF THE COMMITTEE’S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FOR 2023-24

- a) Expected insights at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WB 2021-22 TAD/CA(2021)1

- b) Broad analytical and policy priorities for the PWB 2023-24 TAD/CA(2021)5 

7. ANY OTHER BUSINESS

PROCEDURE 
FOR OTHER 
AGENDA ITEMS 

ROUTINE REPORTING 
TAD/CA(2021)3

TAD/CA/RD(2021)1

a) Reports from the Chairs of the subsidiary bodies

TAD/CA/RD(2021)4

TAD/CA/RD(2021)5

TAD/CA/RD(2021)6

TAD/CA/RD(2021)7

TAD/CA/RD(2021)8

b) Committee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1-22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for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TAD/CA/RD(2021)2 

3. OECD 제177차 농업위원회 회의 결과

3.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3.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OECD 사무국은 농업지원의 목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M&E 등 OECD 내에서의 식품

시스템의 복합적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 및 복원력 등을 위한

각종 노력과 함께, FAO 등 다른 국제기구 및 연구소의 농업지원 관련 평가 보고서를 소

개함. 이에 회원국은 농업 지원 재탐구 관련 자국의 중점 분야와 논의 현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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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사무국은 UNFSS, COP15 그리고 COP26의 성과를 논의함. UNFSS의 성과로 

식품시스템 관련 여러 행동계획, 국가계획, 연합 설립을 소개하며, COP15, COP26에

서의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관련 진전 사항,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설명함.

❍ 2022 농업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비공식자문회의(IAG)에서 준비한‘변

화하는 환경에서 농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구축’이라는 주제, 공동의장국(캐나다·뉴

질랜드), 비회원 초청국 리스트에 대해 회원국들이 동의하였으며 준비회의 등 관련사항

을 논의함.

❍ 마지막으로 2023-24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함. OECD 사무국은 2023-24 

PWB의 진행 절차를 소개하며, OECD 농업위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였고, 회

원국은 OECD 내외의 협력 증진, FLAN 등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주요 의제(기

후변화, 지속가능성, M&E와 농업전망)에 대한 연구 강화와 투자 확대를 제안함.

4. OECD 제177차 농업위원회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4.1. Item 6.b. Broad analytical and policy priorities for the PWB 2023-24 

(TAD/CA(2021)5)1)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문서는 OECD 농업위원회(CoAG)의 2023-24 사업 및 예산 계획(PWB;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수립을 위하여 검토될 수 있는 정책 이슈들을 대략적으로 제시

하고, 위원회의 중장기(medium-term) 분석작업과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한 회원국

들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제출됨.

1)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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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8일 개최되는 농업위원회에 앞서 사무국은 2023-24 PWB 수립을 위해 고려

되어야 하는 사항, 주요 정책 이슈, 향후 농업위원회 작업의 진행방식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본 문서를 통해 제공함(회원국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토론 독려 목적)

❍ OECD의 PWB는 2년 단위로 향후 진행할 업무, 연구, 프로젝트 등의 예산계획을 

제시하는 활동이며, 위원회별로 회원국들의 논의 하에 조정 및 수렴 과정을 거쳐 

중점사항 순서로 예산이 배정되어 제안되고 심의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수행

됨. 즉, OECD의 농업부문 관련 PWB는 농업위원회를 통해 논의·제안되며, 

OECD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 금번 11월 농업위원회의 논의에 비추어 사무국은 2021년 말 이전에 가능한 미래

작업의 주요 요소를 강조하는 간략한 메모를 대표단에게 제공

- 대표단의 서면의견에 따라 2022년 5월 농업위원회 회의에 앞서 PWB 예비초안이 

제공되며, 대표단은 2023-24 PWB의 우선순위에 대해 합의

- 2022년 11월 예정된 각료회의에서 표명될 우선순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 

허용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사무국이 농업위원회에 앞서 작성한 오리엔테이션 목적의 문서

- 2021년 10월 5-6일에 개최된 OECD 장관급 회의(MCM)에서 장관들이 합의한 비전 

선언문 고려

- 글로벌 관계를 포함하여 2021-22 PWB를 구현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현재까지의 

경험 반영(농업 분야에서 G20, G7 및 APEC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유엔 식품시스템 정상회의, COP-26 UN 기후변화 회의, 생물협약당사

국회의(COP-15 회의)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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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나. 일반 고려사항

❍ OECD 이사회가 설정한 전략적 관리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위원회의 작업은 "향후 

50년 동안의 우선순위 구성"이라는 OECD 전략적 목표의 한 구성요소임.

- 농업위원회는 ① 식품 및 농업정책, ② 농식품 무역 및 개발, ③ 농업(및 수산)의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전략적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 세 가지 

정책 영역 내에서 그리고 그 전반에 걸친 상호관계에 대해 완전히 고려하면서 위원

회는 회원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가장 관련있는 정책 이슈를 조사할 의무가 있음.

- 2016년 장관급 선언은 위원회가 중기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제공(농업인과 식품시스템이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국내외 시장에 접근하고,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며 

복원력을 제고하며 글로벌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접근 방식에 대해 

각국 정부에 증거 기반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것)

❍ 농업위원회는 복잡한 문제와 그 상호관계에 대한 견고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협력적인 작업방법을 선택(네트워크와 동료학습-개선된 데이터와 분석이 어떻게 

개선된 정책조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명하고 모범 정책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

하는 데 활용)

- 농가단위 분석 네트워크, 총요소생산성 네트워크, Food Chain Analysis Network, 

농업 글로벌 포럼

- 사무국의 작업에는 다른 국제기구(특히 FAO, 세계은행, WTO, IFPRI, IDB) 및 외

부 이해관계자(Business at OECD, TUAC)와의 광범위한 협업 및 참여가 포함되

어 있음.  가령, 식품시스템에 대한 작업에는 UN 식품시스템 정상회의(모든 사람

에게 영양 공급, 자연 기반 생산 솔루션 강화, 평등한 생계 증진, 취약성, 충격 및 스트

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에서 확인된 행동 트랙을 중심으로 구성된 토론회 개최 등

- 농업위원회는 시장 및 무역 분석에서 생산성,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 향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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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WTO, G20, G7 및 APEC 작업에 

기여하고 있음.

- 위원회의 작업이 다른 국제기구(IO)의 활동을 가장 잘 보완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더 큰 가시적 성과와 영향력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또한, 위원

회의 커뮤니케이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위원회와 사무국이 식품 및 농업 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방식은 무엇인가?

- 네트워크와 아웃리치 메커니즘 활용, 정책 측정/결과 지표 작업, 모형 기반 분석작

업, 사례분석 등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벤치마킹과 국가 특성을 반영하고 

보다 맞춤화된 국가별 정책권고를 생성할 수 있는 심층분석 사이의 균형은?

❍ 상기 세 가지 확립된 산출영역은 점점 더 상호의존적임. 특히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지속가능성 문제는 농업환경정책 및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 

식품 및 농업 정책모니터링과 환경보호가 필요한 농식품 무역 모두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의 중요한 역할, 정책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기술의 잠재력, 순환경제(circular economies)의 잠재적 이점 등도 세 가지 

주제에 걸쳐 있음. 식품시스템에 대한 작업 또한 이 세 영역과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 간의 시너지와 균형을 강조하고 정책입안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호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

-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책영역 간의 연결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위원회의 작업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 농업위원회는 또한 기후 및 경제 회복력에 관한 OECD 수평적 프로젝트와 기후에 대한 

행동을 위한 국제프로그램(IPAC)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서 간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고 

있음(OECD 물 프로그램, 디지털화 작업, OECD NAEC(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이니셔티브. SDGs 달성의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 제공 등). 특히, 농업

부문이 직면한 환경, 자원 및 기후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환경 사무국과의 협력은 

여러 영역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식품시스템에 대한 작업은 여러 사무국, 특히 ELS(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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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강), GOV(정책 상충관계 조정 메커니즘), CFE(농촌 연계), DAF(농업공급망) 등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수반함.

- 위원회 작업의 어떤 분야에서 OECD 내의 다른 위원회 및 사무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도움이 될까? 또한 다른 분야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중기적으로 추진

할만한 가장 적합한 정책 주제는?

❍ 사무국은 가장 최근에 COVID-19 전염병이 식량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함. 우선순위 활동에 할당된 

Part 1 자원(예산)과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자금지원에 적합할 수 있는 잠재적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농업각료회의 준비는 이러한 PWB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주제와 우선순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 국가별 검토보고서 작성(country reviews)이나 기존 측정지표(예: PSE)의 지리적 

확장 외에 자발적 기부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 세 가지 분야별 작업 방향 모색

① 식품 및 농업정책

- 연례 농정 검토 및 평가의 경우, 농업환경정책과 그 영향에 대한 보다 일관된 검토를 

통해(생물다양성 및 GHG 배출과 같은 주요 지표 포함) "녹색" 보고서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국가별 혁신 검토보고서는 생산성,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PSR) 프레임워

크를 적용 중임.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다른 동인(예: 기술 및 인적자본, 디지털기술 

사용)이 있는지?

- IO 컨소시엄(FAO, IDB, IFPPRI 및 세계은행 등)의 범위와 역할

- 최근 위원회는 농업과 농촌개발 및 소득 간의 연결에 대해 거의 작업하지 않음. 이 작

업은 이전가능한 기술 및 토지 사용 정책의 개발과 같은 영역에서 TAD의 작업을 

CFE의 작업과 연결 가능. 또한 디지털 기술은 농촌지역의 농업 및 기타 산업을 변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농업 및 인적자본 및 기술,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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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식품 무역 및 개발

- OECD-FAO Outlook 작업은 장단기 시장전망 및 위험분석 외에도 생산, 소비 및 무

역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광범위한 영향을 측정(토지 사용 변화를 통한 식량안보, 생

산자 소득 및 해당부문의 GHG 배출량 등)

- 식품시스템에 대한 작업은 식품 및 농업 정책이 보다 일반적으로 공중보건, 기후 및 

환경 분야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공공정책 관심사에 대한 정책토론의 틀을 제공함. 여

러 목표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고 절충할 수 있는 방안과, 목표 간의 일관성을 개선하

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색함.

-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작업을 수행했으며, 지속가능성 표준, RTA 

및 SPS 규정의 역할도 다루었음. 그러나 공급망의 회복력을 포함하여 코로나 19를 

계기로 이 분야의 정책적 관심 제고됨. 향후 농식품 공급망 분석의 우선순위는 무엇

일까?

- Food Chain Analysis Network는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에 대

한 정보 요구에 대한 동료 학습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정책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을 수행(FCAN의 역할의 발전 방향은? 향후 탐구할 수 있는 주제는? (예시: 보다 광범

위한 소비자 문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식품 손실 및 폐기물 분석, 경

쟁 문제 등))

③ 농업(및 수산)의 지속가능성

- 농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원회의 분석은 농업정책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통

합되는데, 그동안 농업 환경성과와 기본 정책동인의 측정을 개선하고 농업환경지표

(AEIS) 보고를 강화해 옴. 특히, 여러 환경기준에 걸쳐 측정된 생산성 성장의 지속가

능한 범위와 정책이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거나 방해하는지 여부를 이해

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사용됨.

- 농업 및 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농업환경지불에서 우수한 기능 설계를 특

성화하고, 규제개발의 영향을 조사하는 수단에 대해 논의(OECD는 경제의 모든 부문

에서 기후행동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SDG를 향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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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계속 추적하고 있음)

- 자연 기반 솔루션, 재생 농업, 농생태학 및 순환 접근방식과 같은 농업생산의 지속 가

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제안됨. 동시에, 더 지역적으로 지속가능

한 관행이 더 낮은 수확량을 의미하고 농업생산에 추가 토지가 할당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면 지역적 지속가능성과 세계적 지속가능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음. 지

속가능성에 대한 상황별 국가적 접근방식과 보다 광범위한 국제 농업 및 식품시스템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은?

- 농업은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이용의 주요 동인임. 기후변화 및 자원경쟁을 

포함하여 농업에서 물 사용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향한 방향과 환경정책위원회와 협

력하여 이 분야의 정책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옴. 동시에 산림과 농업 사이

의 균형을 포함한 토지 이용 관리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작업에서 강조된 것처럼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책 담론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

안 위원회에서 분석하지 않았음.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이 보고서는 규범적이거나 포괄적이지 않으며, 농업위원회가 중기 정책우선순위와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의 솔직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시작하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5. 검토자 의견

❍ 이 문서는 2023-24 PWB의 예비초안 작성(2022년 4월 예정)을 위한 논의의 시작에 

앞서 사무국이 회원국들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준비한 것임. 금번 11월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관심 분야와 함께 위원회의 작업 내용이나 작업 방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임.

- OECD 농업위원회의 전략목표 외에도 다수의 회원국이 요청하는 사안은 PWB에 

포함될 것이나, 예산제약으로 인해 일부 회원국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특정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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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B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음. 다만, 소수 또는 특정 회원국이 제안한 사업

이더라도 자발적인 기여가 있을 경우에는 PWB에 추가될 수 있을 것임.

❍ 중견 회원국으로써 우리나라도 농정의 주요 관심분야가 차기 PWB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그동안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주제를 다시 제시하거나, 이해관계 상충이 첨예한(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제안하는 것은 피해야 함(참고 1~2는 2021~23 PWB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농업과 식품시스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보는 

작업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국제물류 문제와 곡물가격 상승 등이 이슈

가 되고 있음.

❍ 농촌지역의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음. 농촌의 정주여건 악화, 노령화 심화, 

청년농업인력 부족,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과 농촌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보다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지난 수년간 한국은 농업소득이 정체 상태임. 최근 직불제를 개편하였는데, 새로운 

공익직불제는 이전소득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꾀하면서 영농활동

이나 공익 기능 증진과 연계되도록 하는 한 것임. 장기적으로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반한 소득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기본직불+선택직불)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 

반영, 자발적 참여, 참여자의 선택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안

에서 제안된 생태 제도(Eco Scheme) 방식에 관심이 많음. 직접직불제도의 농업(농가 

소득안정 포함) 및 환경 성과에 대한 OECD의 비교 연구, 사례 연구 등이 정책 수립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임.(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의 사례 포함) 

❍  CPTPP, USMCA, RCEP, MERCOSUR 등 메가 FTA의 농업 관련 규범(SPS, TBT, 

원산지 등)의 변화 양상을 WTO 협정이나 기존 RTA와 비교해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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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2021 2022

3.2.1 Food and Agriculture Policy 2,834 2,689
3.2.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155 1,981

3.2.1.1.1 Policy measurement, monitoring and analysis (two annual 
Monitoring and Evaluation Reports, two updated databases, 
two meetings of the IO Consortium)
측정 측면에서는 공공재(비경쟁, 비 배타적)에 대한 지출을 구분하고 
해당 부문의 환경성과를 강조할 예정
평가 측면에는 생산·무역 왜곡적 지원정책에서 공공재를 제공하고 환
경 외부효과(GHG 배출 등)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정량화하는 분석이 포함될 것임.
농업정책이 시장, 복지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PEM의 관련 기능이 OECD METRO에 통합 될 것임(무역
위원회와 협력). 

1,548 1,414

3.2.1.1.2 Policies for a productive, sustainable and resilient food 
system(one updated reference document, two meetings of 
the FLAN, two meetings of the TFPN)
생산성,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성과의 국가 간 비교 도모 및 보다 성공

적인 정책수단 식별(원인 파악) 
FLAN은 가족 및 고용 노동 특성 및 성별의 역할을 포함하여 농장성과
의 정책 및 구조적 동인을 조사
TFPN은 TFP 및 환경적으로 조정된 TFP 측정을위한 방법론적 지침
을 개발 

472 427

3.2.1.1.3 Country reviews 
PSR 분석 틀을 적용한 2021-22년 국가별 검토보고서 대상국으로 
EU를 우선 고려하고 있음(EC와 협의 진행 중).

135 140

❍ 또한,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이 농축산물 무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위원회에서는 토지(산림 포함), 물 생물다양성 등 농업 및 환경 자원관리에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즉, 농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도입가능한 정책수단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참고 1> 농업위원회 2021~2022 PWB 핵심과제(중간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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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Innovation and structural change 399 411
3.2.1.2.1 Policies to strengthen human capital (one report) 

정부가 지도 및 자문 서비스, 직업 및 교육 훈련(원격학
습 포함) 등 노동정책을 포함하여 농업부문에 인적자
본을 구축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을 검토 

263 267

3.2.1.2.2 Digital technologies for delivering agricultural policies
(one report)
정부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불 시 효과적인 목표 
설정 및 관리를 제한하는 정보격차와 비대칭성을 극복 가능. 디지털 
툴의 광범위한 채택은 민간과 정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것임. 이
러한 정책 영역에는 복원력 및 위험관리 수단,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
불, 지도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생물보안 규정 등이 포함됨.

136 144

3.2.1.3 Resilience and risk management 281 298
3.2.1.3.1 Policies to manage risks and build resilience (two

reports)
1) 복원력있는 식품 및 농업 시스템이 현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
고 복원력 지표를 제안
2) 장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농업부문의 대비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농업정책 수단을 식별하고 평가(공공재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 개발 
등)

281 298

3.2.2 Agro-Food, Trade and Development 1,860 1,967
3.2.2.1 Market Information and Analysis 1,179 1,243

3.2.2.1.1 Medium term prospects for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two annual publications, two World Outlook 
conferences, one Aglink-Cosimo Users Group meeting,
 one update of the Aglink-Cosimo documentation)
자원 필요수준과 농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Aglink-Cosimo를  투입재 및 요소시장에 연결하여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모색
장기전망모형(Long term Agriculture Outlook) 은 장기적인 구조
적 동인을 감안하여 중기 전망치를 점검하고 중기모형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할 예정

879 926

3.2.2.1.2 Emerging market and policy issues (a series of scenario
reports or just–in-time briefs, monthly contributions to 
AMIS)
식량안보 및 영양, 식품 손실 및 폐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
나리오 기반 정책분석 추진
AMIS의 대상품목은 4가지 작물(밀, 옥수수, 쌀 및 대두)과 바이오 연
료로 확장

300 317

3.2.2.2 Global food system 432 460
3.2.2.2.1 Emerging issues and evidence-based policies in the

global food system(one report, scenario analyses and 
synthesis briefs, and two Food Chain Analysis Network
meetings)
식품시스템과 관련된 선택된 정책 차원에서 "데이터 부족" 정도를 조
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식품시스템 

432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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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국가 관행
을 비교하고 모범관행을 강조하며 시사점을 도출(정책수립 시 식품시
스템 접근을 촉진하는 디지털 도구의 역할 강조)
FCAN은 소비자와 식품 및 농업정책의 수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식품 
데이터 정보 관련 분석 및 정책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추진

3.2.2.3 Agricultural Trade 249 265
3.2.2.3.1 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

(two reports, synthesis briefs)
1) 변화하는 환경조건 및 기술에 직면하여 진화하는 SPS 위험을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언
2) 관세, TRQ와 관련된 시장접근 문제에 대한 최신 양상을 제시하고, 
진전이 이루어진 영역과 추가 시장개척 기회가 있는 부분을 식별

92 97

3.2.2.3.2 Extreme event mitigation through trade (one report) 
다양한 무역 시나리오에서 Aglink-Cosimo의 확률적 분석 틀을 사용
하여 공급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무역의 잠재력을 분석할 예정(온실가
스 배출과 관련한 환경적 상충뿐만 아니라 식량분배 및 식량안보 성과
를 조사할 예정)

157 167

3.2.3 Agriculture (and Fisheries) Sustainability 958 1,010
3.2.3.1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660 694

3.2.3.1.1 Enhancing the use of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and
analytical tools(one report)
기존 농업환경지표를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도, 농지 생물다양성 지표
의 개발과 농업의 환경규제 특성화를 고려(모니터링 및 평가의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도구로 METRO-PEM 활용 

422 448

3.2.3.1.2 Policies to facilitate carbon sequestration (one report) 
농업, 임업 및 토지이용(AFOLU) 부문에서 탄소 격리를 촉진하는 정
책의 범위를 탐색하고, 농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 

238 246

3.2.3.2 Agriculture, trade and sustainability 298 316
3.2.3.2.1 Assessing the trade-offs between agriculture,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one report)
환경 목적(기후변화 완화와 같은)을 위한 무역 관련 정책의 사용과 일
부 국가에서 식량 및 농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정(예를 들어 농약 규
정)의 채택에 따른 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

298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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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2021 2022

3.2.1 Food and Agriculture Policy 864 914
3.2.1.2 Innovation and structural change 528 560

3.2.1.2.1.a Policies to strengthen human capital and facilitate
structural adjustment(one report)
농업 및 더 넓은 경제 및 사회 정책이 기술진보, 세계 식품시스템의 통
합 및 디지털 혁신과 같은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리고 농업인력의 노령화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

292 309

3.2.1.2.2.a Digital technologies for delivering agricultural policies
(one report)
디지털화로 인한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노동 및 기술 조정으로 인한 영
향,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규제 또는 기타 제
약조건, 경제 전반에 상관없이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부문의 
새로운 문제를 탐구(무역위원회의 디지털화 관련 작업결과 활용)

236 250

3.2.1.3 Resilience and risk management 336 355
3.2.1.3.1.a Policies to manage risks and build resilience

(addressing system-wide shocks):policies, market, 
climate and water risks(one report)
정책, 시장, 기후 및 물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정부가 보다 복
원력있는 식품시스템을 위해 기후 적응, 물 정책 및 농업 위험관리를 가
장 잘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 

336 355

3.2.2 Agro-Food, Trade and Development 900 948
3.2.2.1 Market information and analysis 305 321

3.2.2.1.1.a Medium term prospects for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model extensions)
양자 무역 흐름 매트릭스 개발을 통해 Aglink-Cosimo의 단순화된 양
자무역 모듈을 개선
과일과 채소 부문을 포함하도록 모델을 확장할 경우 소비 추세를 면밀
히 검토 가능

305 321

3.2.2.2 Global food system 430 452
3.2.2.2.2.a Thematic issues (one report)

종자시장에 관한 이전 연구의 후속 조치로서, 동물 유전학에 대한 세계 
및 국가 시장을 조사. 축산물별 시장구조를 파악하고 시장 집중도를 평
가하며 원인, 결과 및 정책적 영향을 분석

56 60

3.2.2.2.2.b Thematic issues (one report) 
공공정책이 FOP(front of pack) 식품라벨에 대한 영양 및 건강 주장
을 어떻게 지도하고 규제했는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검토하
기 위한 작업을 수행(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제품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점점 더 정교해지는 디지털 도구의 진화로 이러한 정책이 어떻
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추세가 시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지 등) 

98 104

3.2.2.2.2.c Thematic issues (one report) 
항생제에 대한 대체상품의 비용효과성 분석(축산농가 단위 자료를 활

276 288

<참고 2> 농업위원회 2021~2022 PWB 선택과제(중간 결과물)



농업위원회 회의 논의 대응❙   27

용하여 동물 생산성, 건강 및 복지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추정). 
분석결과는 보건위원회의 One-Health 모델의 가축 모듈에 공급될 
수 있으며, 이 모델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AMR이 
OECD 국가의 인간, 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 가능

3.2.2.3 Agricultural Trade 164 175
3.2.2.3.1.a 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

(one report)
선박으로 운송되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곡물 및 유지종자의 상당 부
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품의 해상 무역비용을 이해하는 것은 무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식별 가능케 함. 국제곡물위원회(IGC)는 
밀, 콩, 수수, 옥수수 및 보리의 가격과 운임이 포함된 새로운 DB를 개
발 중임. 여기에는 200개가 넘는 곡물 및 유지종자의 운송경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무역 흐름의 약 70% 차지), 이를 활용할 
경우, 상품 및 무역 경로별로 무역비용의 구성요소를 더 잘 이해하고 중
요한 무역 네트워크를 매핑할 수 있음. 해상 운송비용이 곡물 및 유지종
자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정책(수입 관세, 수출세 및 NTM)이 무역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음.

106 112

3.2.2.3.1.b 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
(synthesis, ASEAN outreach)
AFSRB(ASEAN Food Security Reserve Board) 회의에서 식량안
보 보고서는 현재 대부분의 국내 가용성과 주요 작물(쌀, 옥수수, 콩, 설
탕 및 카사바)의 단기 가격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수입관세, 
NTM, 공공비축정책, 독점수입지정과 같은 정책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식량의 이용가능성, 접근성, 활용 및 안정성으로 
확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59 63

3.2.3 Agriculture (and Fisheries) Sustainability 285 300
3.2.3.1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285 300

3.2.3.1.3 Targeted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outcomes
(one report)
시장왜곡적인 농업정책의 제거와 환경정책의 적용(예: 배출량 감축)이 
결합된 패키지가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이전 OECD 연구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환경정책 평가 또는 환경정책 부재 시 농업정책
의 환경영향 평가가 분리되어 수행됨)

285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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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CA/APM/WP(2020)30/REV1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3

1. OECD 제82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결과

1.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30   ❙

의제명 문서번호

Item 7. Update on OECD’s International Programme for Action on 
Climate (IPAC)

Oral

Item 8. Food systems  

Item 8.a. Update on food systems communication activities  

Item 8.b. Overcoming data gaps on food systems: Scoping TAD/CA/APM/WP(2021)2

Item 8.c. Simplified food labelling schemes: Scoping TAD/CA/APM/WP(2021)3

Item 8.d. Update on the 2021 meeting Food Chain Analysis Network and 
related activities

 

Item 8.e. A taxonomy of agricultural value chains TAD/CA/APM/WP(2021)4

Item 9. World Bank presentation of “What’s cook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food system”

 

Item 10. Other business - List of actions and decisions Oral

1.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농가 성과 동인) 농가의 생산성과 정책 선택 효과, 투입지수에 따른 지속가능성 효과 등

이 불분명하여 회원국들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무국은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공개 결정을 유보함.

❍ (식품시스템에서의 데이터 격차 극복) 사무국은 데이터 격차 극복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사전연구와 식량안보, 영양, 생계제공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등 삼중 도전과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데이터 격차 논의하는 추가 심층연구 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7월 

UN 식품시스템 사전 정상회의 계기 사전보고서 발간할 계획임을 보고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데이터 격차 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코로나19의 향후 전망 분석, 

데이터 격차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 등 심층연구 주제안에 대해 다양하게 제안함. 

❍ (식품 라벨링 제도 단순화) 수요·공급 측면에서 식품 라벨의 영향, 정책 간 시너지 및 상쇄효

과 분석, 식품 환경 및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대한 정보 격차 등을 논의할 계획임을 보고함.

- 대다수 회원국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라벨링 제도 단순화 제도에 대한 중요성과 연구 참여 의사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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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제82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2.1. Item 4. Building agricultural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Country 

case studies : Italy (TAD/CA/APM/WP(2020)25/REV1)2)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 복원력 구축:국가사례연구”에 관한 OECD-FAO 공

동 프로젝트 중 7개국 연구 사례 중 하나이며, 2020년 10월 15-16일에 개최된 농업 정

책 및 시장에 관한 작업반 특별회의에서 발표된 TAD/CA/APM/WP(2020)25의 개정

판임.

❍ 2021년 3월 18-19일까지의 농업 정책 및 시장에 관한 작업반 제82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분석 방법

- 설문조사와 이해 관계자와의 인터뷰, 현장 점검 및 자료 조사 등을 기반으로 분석된 

국가 사례 연구임.

- 현재 이탈리아의 DRM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였음.

❍ 분석 자료 

- 설문조사 자료 및 문헌조사 그리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전문연구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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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서론]

❍ 이탈리아는 지진, 홍수, 산사태 및 화산 폭발과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

된 국가 중 하나임. 이탈리아는 국토 전반에 걸쳐 농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본 사례 연구는 거버넌스와 정책적 조치가 농업부문의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가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농업개요]

❍ 이탈리아는 EU에서 농산물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농업부문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 4%임. 그러나 국가 농식품 시스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15%이므로, 농업 생산에 미치는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은 이탈리아 경제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 이탈리아는 지진, 화산, 해일, 가뭄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폭풍과 

홍수가 지난 수십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임.

❍ 최근들어 가뭄이 더 빈번해졌고 이로인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가뭄의 직접적인 영향은 농업 수확량 감소이며, 간접적으로는 관개 용

수 사용에 대한 더 많은 비용 지출과 생산량 감소 우려에 따른 추가적인 비료 및 사료 

비용 증가 등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농장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며, 토질 저하로 인한 생산 능력이 하락 됨

에 따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연재해를 관리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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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Frequency of disaster events in Italy, 2000-2020

Source: CRED, 2021, “EM-DAT Database”.

Figure 2.2. Losses to agriculture in Italy from three hazards

Note: Values represent the sum of indemnified insurance losses and loss declarations reported to the 

National Solidarity Fund.

Source: ISMEA (2020), “Perdite economiche per evento” Dataset.

❍ 2016년 기준 이탈리아 농가의 50% 이상의 연매출이 8,000 유로 미만이며, 농가의 

20% 이상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자가 소비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농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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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을 통한 시장 인센티브에 반응이 낮으며, 사전 위험 관리에 대한 동기가 낮음. 

또한 농가 경영주의 41%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음. 이에따라 새로운 기

술과 혁신을 경영에 반영할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신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낮음.

[이탈리아의 DRM]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대부분의 심각한 위험 및 비상 상황의 경우 CPD(Civil Protection Department)의 관

할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예방, 경고, 대응 등과 같은 활동이 수행됨.

- 그러나, CPD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활

동하기 때문에 가뭄, 우박 등과 같이 농업에는 영향을 미치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

지 않는 상황에서는 CPD가 대응하지 않음.

❍ 농업 부문의 탄력성 회복과 관련한 활동은 MiPAAF(Ministry of Agricultural, Food

and Forestry Policies)이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을 돕기 위하여 CAP의 자금을 통하여 부분 보

조가 되며, 이 자금은  FSN(National Solidarity Fund)을 통하여 집행됨.

- FSN을 통한 자금은 , 1) 질병으로 인한 동물 재해 보험, 2) 농업 설비에 관한 보험, 3)

지수기반 보험 정책, 4) 농업기업의 생산, 설비, 기반 시설 복구에 대한 사후 보상 등

의 경우에 지원됨.

❍ 이탈리아에서 CAP은 직적지불을 위한 자금과 CMO(common market organ-

isation)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함.

- 이탈리아는 21개의 RDP(Rural Development Plan)와 2개의 국가 수준 프로그램

(National Rural Development Program 및 National Rural Network)을 통해

농촌 개발 지출을 하고 있음.

- 농촌개발기금은 자연재해로 손상된 농업 생산 잠재력을 복원하고, 관개 및 물 관리

인프라 등과 같은 물리적 자산에 투자하는 사용됨. 또한 지식 이전, 연구, 자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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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협력 등을 통한 지원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직접적인 위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물 거버넌스도 가뭄 위험 예방 및 완화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특히 반복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탈리아는 물 할당 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행정과 수

자원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있음.

- 국가의 지표 및 지하수에 대한 주요 계획 및 의사 결정은 환경부 산하의 7개의 

RBA(River Basin District Authoirities)에 있는 반면, WAL(Water Abstraction 

Licenses)는 지역에 있기 때문임.

-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RBA가 다양한 관련 부처와 산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협력

기구인 Permanent Observatory on Water Use (OWU)을 통하여 지표수의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위기식별 및 평가)

❍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관리는 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통한 환경의 이해를 바탕이 되

어야 함. 이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예측 등의 활동이 필요함.

- CPD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에 대한 

분석은 거의 포함되고 있지 않음. 농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장기적인 위험

과 취약성 평가는 RBA에서 수행되었음.

- RBA 이 외에도 ISMEA(Italian Institute of Services for the Agricultural Food 

Market)는 가뭄, 홍수, 서리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 피해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CREA-PB(Center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Bioeconomy of the Council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Economics)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RDI(Reconnaissance Drought Index)를 개발하여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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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기후변화나 기상재해와 관련하여 농업분

야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비교 가능한 자료 수입 및 분석이 없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음. 

SIGRIAN(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Agriculture Water Management)와 

DANIA(National Database of Investment for Irrigation and Environment)

가 그 예임. SIGRIAN은 CREA-PB에서 관리하는 웹 GIS 플랫폼 물 정보 시스템

(Water Information System; WIS)이며, 이 정보는 DANIA에 연결되어, 관개 시스

템에 대한 제안 및 투자 분석, 우선 순위 조정 등을 분석함. 또한 민관 협력 

ISIL(Lombardy Irrigation Sysyem Survey)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물 관리 의사 결

정을 위한 기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 

Istat(The Italian statistical agency) 기후변화 관련 통계와 극한 기후나 재난을 측

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을 하고 있음.

❍ 위험인식 및 분석활동과 관련된 노력의 증가로 물 관리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향후 위험이 더 빈번해지거나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위험에 대한 인지와 위험 관리를 위한 실천은 괴리감이 존재함.

(위험 예방 및 완화)

❍ 이탈리아는 수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관개 시스템 설치뿐만 아니라 물 가격, 

공동 자원 계획, 도시 폐수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도 고려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수자원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누수가 많이 발생하며 향후 10년 동안 약 

250억 유로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따라 MiPAAF가 지원하는 자

금은 대부분 관개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음(2020년 4억 7,800만 유로 계획).

- 2018년 말 2.8%의 관개비율을 2023년까지 18.8%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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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는 수자원 계획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음. 

- 위기 상황에서의 OWU의 의사 결정 지원 구조가 그 예임(참여형 거버넌스)

- RDP를 통한 토양 침식 방지 및 토양 관리 개선을 통하여 토양이 더 많은 수분을 유지

하고 침식에 덜 민감하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CREA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언을 하며, 이해 관계

자와 회의, 워크숍, NRN(National Rural Network) 등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농업 

부문에 전달하고 있음. 또한, 연구 설계에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증대시키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위험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책 수단은 보험임. 보험은 민간 기업이 

제공하지만, 보험료의 최대 70%를 국가가 보조함.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북부지역, 와인용 포도, 사과, 쌀 등에 집중됨) 민간 보험사가 농

업 시장에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보험 기금을 출범하였음. 

- 한편, 새로운 디지털 도구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로 농업인들의 수자원의 

불법적이거나 과대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CAP의 직접지불과 보험 등은 생산자들이 위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

향에 대비하기 위한 동기를 낮출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장기적인 회복력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위험 대비)

❍ 농업부문의 위험에 대한 대비는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투자, 위험에 대한 농업인 

교육 및 계획 등의 활동을 포함함.

- 농업 부문과 관련이 있는 지표의 주간, 월간 날씨 및 기후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음,

- CPD는 강우, 토양 수분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ISPRA는 월간 표준 강수 지수지

도, CREA는 RDI를 발표하고 있음.

- RDP를 통하여 농장 위험 예방 및 관리, 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농민들이 기후 변화와 그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재고함에 따

라 가뭄 발생에 대한 대비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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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 효과적인 위기관리와 대응을 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정부는 위험 통지에서 대응 및 조정

에 이르기까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위험에 대한 알림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을 통해 TV와 라디오

로 방송되고 있음.휴대전화를 통한 알림 시스템은 추후 예정임. 농업부문은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못함. 또한 농업 부문에 특화되어 있지 않

음.

-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선 현지의 당국을 통해 대응을 하고 지역에서 대처가 불가

능할 경우 국가수준의 CPD로 확대됨. 이때 CDP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기관들을 모

두 소집하여 일단위로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회의를 개최함.

- 수의학 당국은 동물 보건 및 구조 임무를 담당하고 MiPAAF와 보건부는 농업 생산 활

동의 연속성, 지역 농업 서비스, 식품 안전 등에 대한 대응을 함.

❍ 가뭄의 경우 재해의 특성상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OWU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 OWU에서는 물 부족 심각도에 따라 지표를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RBA가 물 부족 수준은 선언할 수 있음. 

- 재난 발생시 자체 할당량 등을 조정하여 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음. 물 위기 수준으

로 격상되는 경우에는 CPD가 물 공급을 대응하나 민간용 용수를 제한하는 수준이

며, 농업용 용수 제한까지는 확장되지 않음.

(복구 및 재건)

❍ 이탈리아의 재해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은 손상된 인프라 재구축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

트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재정적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재해 복구 및 재건 활동을 위하여 FSN은 2019년에 2,900만 유로(프로그램 총 자원

의 약 4%)를 사용하였으나, 가뭄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

음. 가뭄으로 인한 회복은 농가의 역할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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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들은 재연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재정적 방법에는 본인이 소유한 준비금, 보험 

그리고 공적 자금 등이 있으며, 특히 보험은 가장 효과적인 대처 도구임. 보험은 사고 직

후 손해가 평가되고 지불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임.

- 재해 발생 이후 복구를 위한 자금이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하나, 이탈리아에서 농업인

들의 보험 가입율이 낮으며, 특히 가뭄은 보험 가입자의 주요 위험 요소가 아님. 또한 

FSN을 통한 자금 지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인프라 재건을 통한 장기적인 수자원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농가차원에서의 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가뭄에 대한 사후 영향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분석 및 평가]

❍ 농업에 대한 위험 거버넌스는 여러 요소들을 일관된 방식으로 연결하는 전체론적 관점

에서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가 부족함.

- 위험 예방을 위한 투자가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사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접

근일 수 있도 있으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부족함. 특히 가뭄 관리는 사전적 예방 투자

가 우선시 되는 주요 사례임.

- 다양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위험 발생 시 정부의 대응이 언제부터 적용될 것이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설정이 부족하

며, 자연 재해의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이나 농가

단위의 예방 투자와 대응이 소홀할 수 있음.

- 또한 위험에 대한 관리 책임과 자연 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 제

고는 생산자들이 장기적인 위험대처에 도움을 줄 것임.

❍ 농업 위험 관리와 관련된 계획 및 투자 결정을 위한 자료 생성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SIGRIAN, DANIA, SIVENE, ISIL).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들의 위험 관리



40   ❙

를 위한 사전 투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생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 조취를 취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음.

- 그러나 고령화된 이탈리아 농업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방식도 필요함.

❍ 가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가용성을 개선해야 함. 또한 과다한 수자원 

이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능적 물 할당 시스템 구축을 동반해야 함.

- 현재 물 할당 시스템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 대응력이 낮음. 물을 절약할 수 있

는 농업 분야의 다른 전략(작물 변경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험에 대한 대비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아닌 생산자가 부담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다

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의사 결정 조정 과정이 필요함. 

❍ 농업 활동의 연속성은 자연재해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해야함. 

- 사업 재개를 위한 대응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수자원의 장기적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론]

❍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한 생산자의 대응을 지원하는 체재로 접

근하고 있음.

- 물 거버넌스의 예는 사전 위험 관리로 정책이 전환되어 농업인 위험 환경을 더욱 잘 

인식하고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사례임.

❍ 또한 최근 이탈리아는 위험에 대해서 사전적인 접근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자

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잘 평가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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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입안자들도 재해에 대한 예방의 이점과 위험관리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위험 발생시 생산자가 가능한 단시간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의 통합적인 DRM 시스템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함. 또한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서 인식이 공유되고 있지만, 정책들(직접지불제, 보험 등) 간에는 상충되는 지점이 있음. 

❍ 농업부문의 장기 계획 및 자원의 재배치는 인구 통계 등 농업 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바

탕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지역별 능력치에 따른 추가 지원이나 안배가 필요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 없음.

5. 검토자 의견

❍ 기존의 자료(TAD/CA/APM/WP(2020)25)에 비해 이탈리아 DRM 시스템에 대한 설

명과 예시가 추가되어 독자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자연재해의 특징에 따라 사전적 대응과 사후적 대응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 지리적 특

성으로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음. 이탈리아의 예인 

가뭄은 다른 재해와 달리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용이하고 사건

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 

- 한국의 경우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사전적 대비가 잘되어 있음. 그러나 사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자연재해라도 태풍

과 같이 그 위력이 강한 경우는 사후적 대책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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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지진은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

문에 사전적 대응으로 한계점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재해의 경우 생산자의 책임

을 강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국가 단위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많은 농업 생산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자연 재해에 대한 사전적 투자에 한계성

을 가짐.

❍ 한국의 경우 재난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

음.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등록한 농업인에 한하여 농업 현장에 적합한 기상/재

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례는 IT 기반을 활용한 모

범 사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작물/지역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산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령화된 농가에서는 IT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령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IT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노령화 인구에 대

비한 단순 노동력 관리를 넘어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를 통한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의 사전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농업 생산 적응 및 대응 관점에서 농가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임.

- 그러나 스마트팜 적용시 작물생장 정보와 관련한 기술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며, 이

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적극적인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농업협

력이 필요함.

❍ 발언 제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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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tem 4. Building agricultural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Country 

case studies : the United States (TAD/CA/APM/WP(2020)27/REV1)3)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연구는 OECD-FAO 공동 연구 “자연 재해에 대한 농업 복원력 구축: 국가별 연구”에

서 일곱 개의 국가별 사례 연구 중 하나임.

- Expected Output result (EOR) 3.2.1.2.3 of the 2019-20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CoAg)

❍ 본 연구는 2021넌 3월 18일~19일 농정시장작업반(APM)의 원고 계획에 따라 보고서 

공개 단계(Declassification)를 위해 준비됨. 

❍ 본 연구는 정부의 행정과 정책이 미국 농가와 농업부문의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회

복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연구함.

- 국가별 일곱가지 사례 중 미국은 극심한 홍수(extreme floods)를 중심으로 연구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사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미국의 재난 위험 관리(natural risk management) 체계

(관련 기관 및 정책)를 설명함.

- 문헌조사를 통해 미국의 체계를 설명하고, OECD, USDA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

여 현황을 제시함.

3. 연구 내용

❍ 자연재해에 대한 미국 행정기관과 정책의 역할을 위험관리과정(risk management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두영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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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함.

- 위험 인식(risk identification), 평가 및 인지(assessment and awareness), 방지

와 완화(prevention and mitigation), 준비(preparedness), 반응 및 위험 관리

(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회복 및 재건(recovery and re-

construction)으로 단계별 구분함.   

가. 미국의 상황(Country Context)

❍ 미국 농업은 가뭄, 홍수, 허리케인, 태풍, 산불 등 다양한 자연 재해에 노출되어 있음. 이 

중 가뭄이 연방 농작물 보험제도(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에서 가장 보상

금 비중이 높지만, 2010~2020년 자료에 다르면 에이커(acre)당 보상금은 화재, 사이

클론/허리케인, 홍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홍수는 농가의 장비 및 구조물, 작

물 및 가축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토양 및 농가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여 지

속적이며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나. 미국의 자연 재해 관리

❍ 자연재해에 대한 미국 행정기관과 정책의 역할 간단히 정리하고, 위험관리과정(risk 

management cycle)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함.

- 위험 인식(risk identification), 평가 및 인지(assessment and awareness), 방지

와 완화(prevention and mitigation), 준비(preparedness), 대응 및 위험 관리

(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회복 및 재건(recovery and re-

construction)으로 단계별 구분함. 

다. 농업 내 재해 위험 관리 정부 체계

❍ 네 가지 정부 체계가 미국 농업 부문의 자연 재해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침. 이 네 가지는 

1) 모든 부분에 대한 긴급 관리 체계(US frameworks for all-sector emergency 

management), 2) 홍수 위험 관리 행정(governance arrangements for floo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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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3) 농업 위험 관리 정책(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olicies), 

4) 그 외 농업부문 홍수 관리 정책(other agricultural policies that can affect the 

sector’s capacity to manage floods)임. 

❍ 미국 재해 위험 관리는 모든 재난에 대한 준비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그리고 이 체계

의 준비와 대응에 대한 내용은 국가 준비 시스템(National Preparedness System)과 

관련 정책에 기술되어 있음.

- 각 단계별 행정부, 민간, 비영리 단체, 공공의 역할을 제시함.

- 대통령은 지방이나 주의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에 대해 주요 재난을 선언할 수 있음. 

❍ 연방정부 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기관

인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재난 준비, 대응, 

회복에 대한 최우선 담당기관이며 다른 연방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주요 사회기반

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에 대해서는 국가 기반시설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에 제시되어 있음. 

❍ 홍수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공유되어 있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범람원에 대한 토지 사용과 개발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국가 차

원에서는 미국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연방재난관리청

(FEMA), 농무부(USDA)가 주 및 지역 사회에 대한 홍수 피해 및 홍수 위험 관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함.

❍ 농업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농무부(USDA)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 재해에 대

한 대처와 회복을 대응함.

- 농무부 장관은 농업 재해 지정을 할 수 있으며, 미국 농촌진흥청(Farm Service 

Agency, FSA)과 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재해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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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농업법은 농업 위험관리와 재해 지원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임시적인 지원(ad 

hoc measures)을 최소화하고 금융지원을 구체화함. 연방 작물 보험 프로그램

(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

램이 존재함. 연방 작물 보험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작물에 대해서는 미국 농촌진흥

청(FSA)가 금융지원과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가축, 산림, 포도밭 

등에 대해서도 재난에 대해 지원함. 

❍ 직접적으로 농업 재해 관리 정책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자연자원보존서비스(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는 세 가지 보존 프로그램을 관리함. 긴급 

홍수 보호 프로그램(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농업 보존 지역권 

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홍수 방지 활동 프로그램

(Watershed and Flood Prevention Operations programme). 미국 농촌진흥청

(FSA)과 자연자원보호청(NRCS)는 생산자의 자연재해 위험 관리 능력을 간접적으로 향

상 시킬수 있는 다양한 농업 보존 프로그램을 수행함.

라. 위험 인식, 평가, 인지(Risk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awareness)

❍ 네 가지 정부 체계가 미국 농업 부문의 자연 재해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침. 이 네 가지는 

1) 모든 부분에 대한 긴급 관리 체계(US frameworks for all-sector emergency)

- 미국 농무부,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는 훼손된 농지에 대한 프로그램, 홍수 

위험 방지 및 완화 프로그램 등도 수행하고 있음.

마. 위험 인식, 평가 및 인지(Risk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awareness)

❍ 각급(all levels)의 정부는 국가 준비 체계(National Preparedness System, NPS)에 

따라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위험 및 역량 평가(National Risk and 

Capability Assessment, NRCA)를 개발하여 정부의 위험 및 역량 평가를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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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은 위협 인식 

및 위험 평가 과정(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THIRA)을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위험, 결과, 역량을 인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보유함. 

❍ 여러 기관이 자연 재해 및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함. 

-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의 국가 

기후 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는 지역, 부문, 생태별 기후 변화의 영향

을 평가함. 

- 다른 기후 평가가 단기 및 장기 영향에 초점을 둔 것과 다르게 미국 지질조사(US 

Geological Survey)의 자연재해 임무 지역(Natural Hazards Mission Area)은 자

연재해에 대한 장기 계획을 책임지고 있음.

- 미국 농무부의 지역 기후 허브(Regional Climate Hubs)는 지역 기반의 과학적 정

보 제공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음.

- 그 외 다른 정부 기관 또한 홍수 위험에 대한 모델링과 매핑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은 자연 재해의 농업에 대한 영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음. 다만, 자연 

재해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미국 농무부 자료 또는 주(states) 차원 자료를 통해 

접근 가능함.

- 미국 농무부의 위험관리청(RMA)의 농작물 보험 자료를 제공하며, 플로리다 대학의 

식량 농업 과학원(University of Florida’s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al 

Sciences)의 경제 영향 평가 프로그램은 자연 재해 관련 농업 손실 추정액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함. 

바. 위험 예방 및 완화(Risk prevention and mitigation)

❍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홍수 위험 방지와 완화를 위해 추진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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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병대(USACE), 농무부의 자연자원보호청(NRCS),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연방 기구(federal agencies)는 농촌 지역의 홍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제방, 사

회기반시설 등 구조적 조치(structural measures)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음.

❍ 비연방단체(Non-federal entities) 또한 홍수 관리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제방의 많은 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 공공정책은 지역사회와 개인이 홍수 위험 예

방과 와환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공병대 산하 제방은

검사와 평가 대상임.

❍ 비구조적 조치(Non-structural measures)로서 생산자가 본인 재산에 대한 홍수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범

람원 지역에 위치한 신규 건물에 대하여 건물기준을 요구함. 보존 실천, 범람원 지역권

설정 등 자연을 활용한 조치 또한 농무부, 자연자원보호청(NRCS)에서 금융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생산자는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적 충격완화를 위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 작

물 보험은 자연 재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8년 농

업법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사. 위험 준비(Risk preparedness)

❍ 미국의 재해 위험 관리의 원리는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아닌 모든 위험에 대

한 대비에 기초하고 있음. 국가 위험 및 역량 평가(National Risk and Capability

Assessment, NRCA)와 위협 인식 및 위험 평가 과정(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THIRA)는 국가 및 지역 사회 차원의 준비 역

량을 측정함.

❍ 재난 준비는 재난대비 훈련을 통해서도 지원됨. 연방재난관리청(FEMA) 주도로 개인,

주요 사회기반시설, 민간 시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훈련을 2년마다 개최함.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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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농업부서 또한 재난 대비 훈련을 수행하고 있음.

❍ 관계자의 재난 대비 네트워크 강화, 여러 주의 파트너십(Multi-State Partnership) 프

로젝트, 농가들의 재난 대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재난 및 홍수 대비를 위해 실시되고 

있음.  

❍ 홍수대비를 위한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기 위하여 농무성 기후 허브

(USDA Climate Hubs), 지역 기반 단체, 농업국 및 지역 농무부 직원들은 재난 대비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아. 재난 대응과 위험 관리(Risk 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 효율적인 위험 곤리와 재난 대응은 민간부문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선

도적 역할과 관련자의 책임 인식과 정보 교류에 있음. 

❍ 임박한 위험에 대한 경보 및 실시간 정보는 여러 기관을 통해 제공됨.

- 미국해양대기청(NOAA)는 국가 날씨 서비스(National Weather Service)를 통해 

홍수에 대한 전망, 중계, 경보 기능을 제공하고, 국가 허리케인 센터(National 

Hurricane Center)를 통해 허리케인 정보를 제공함.

❍ 국가반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에 의해 즉각 대응은 이루어지

며, 미국 농무부(USDA)는 연방정부 단위의 협력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 국가사고관리

시스템(Nata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은 정부, 민간부분, 비정

부기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제공함. 

❍ 재난기간 동안, 상황정보는 미국 농무부의 산하기관이 제공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정보교환을 위한 가상 플랫폼인 국가 사업 위기 작동 센터(National Business 

Emergency Operations Center, NBEOC)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의해 운영

됨. 지역단위에서는 미국 농무부의 정보 제공 기능이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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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복 및 재건(Recovery and reconstruction)

❍ 재난 이후 회복과 재건에 대한 노력은 공공과 민간 관련자에게 더 나은 회복을 위한 기

회를 제공함. 그리고 생산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장기적 복원력을 위하여 재난 관리 

체계, 정책, 농가 전략 조정을 위해 재난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요구함. 

❍ 재난으로부터 회복은 국가 재난 회복 체계(National Disaster Recovery 

Framework, NDRF)에 안내되어 있으며,  재난에 대한 장단기 회복과 관련된 각급 정

부의 회복 계획, 준비, 협력,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생산자의 재난 후 회복과 관련된 연방 재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재난으로 지정되

면 긴급재난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재난 지정을 위해서는 30% 이상의 작물 피해가 

있어야 함). 이러한 생산자의 피해는 주와 연방 정부의 지원을 위한 정보로 사용됨. 

-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으로는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이 있으며, 손실 조정(일반적으로 추수 후) 후 2주에서 30일 

내에 받을 수 있음. 임시 지원은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받을 수 있음.

- 농무부 프로그램은 농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기금의 제공이 임기응변에 

따라 지급되는 측면이 존재하며, 홍수와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 재난 이후의 평가시스템은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회복을 위한 과정 및 협력 체계를 인식

하고 대처하는 좋은 기회임.

- 연방재난관리청(FEMA)는 재난 관련 준비 및 대응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재난 대응 체

계의 개선을 도모함. 식량 농업 주요 사회기반시설 부분(Food and Agriculture 

critical infrastructure sector)과 동식물검역국(AHPIS) 또한 보고서에 참여하며, 

그 외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평가함. 반면, 기후 허브(Climate Hubs)는 재난

에 대한 취약점이 무엇인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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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분석 및 평가(Analysis and assessment)

❍ 농업 위험 관리와 재난 지원 정책은 포괄적이지만, 복원력 목표는 농가 프로그램에 더 

잘 통합될 수 있음. 

- 미국의 재난에 대한 긴급 대응 방식은 모든 단체가 예방, 보호, 완화, 대응, 회복에 책

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임.

- 농가 입장에서는 재난 피해 보상에 따라 자구적인 변화 및 노력을 줄일 가능성이 존재

함. 농무부의 생산자가 재해에 대해 대응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함. 

❍ 생산자와 관계자는 기후와 자연 재해에 적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미국은 자연 재해 위험 인식과 평가를 위한 다양한 과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 농업 

부문에서, 생산자와 관계자는 과학에 기반한 정보와 온라인 도구를 통해 기후, 기상, 

재해 위험 완화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정보가 지역에 기반한 정보로 제공되어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지

원할 필요가 존재함. 

❍ 보존 프로그램과 토양 관리 계획은 홍수 위험과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함. 그러나 자연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 농업 위험 관리가 농가의 재해에 대한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적응하는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 관계자의 홍수와 자연 재해의 위험과 충격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의 필

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재해 대비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협동적인 구조가 지원되고 있으며, 재난대비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농가 차원에서는 지역 조직, 농업국, 지역 농무부가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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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함. 

- 자연 재해 이후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는 농가의 재해 노출과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안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내, 균형있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

한 강화 등이 필요함. 

카. 결론 

❍ 미국의 자연 재해에 대한 관리와 정책은 농업부문의 자연재해(특히 홍수)에 대한 복원력 

구축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줌.

- 농무부의 기후 허브(Climate Hubs), 다른 정부 기구, 협동지도체계(CES), 생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기후와 자연 재해위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임시방편적인 재해 지원 시스템은 재해 위험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와 사전적 위험을 감

소시키고 준비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낮출 수 있음. 

- 농무부의 농가 지원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농업 위험 관리 정책과 농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 중심임. 이에 따라 농가의 사전적 준비, 예방, 완화에 대한 투자 유인

을 감소시킴. 

❍ 미국 농업 부문의 홍수 및 자연 재해로부터 회복력 구축은 총체적인 자원의 사용을 요구

하며, 사전적인 예방과 완화를 강조할 필요가 존재함.

❍ 미국 농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자산에 대한 위험 관리, 자연 재해에 대한 계획, 대응,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적 신호를 제공할 필요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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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연구목적) 홍수와 관련하여 미국 농가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부 관리체계와 정책을 

재해 발생 단계별(위험 인식(risk identification), 평가 및 인지(assessment and 

awareness), 방지와 완화(prevention and mitigation), 준비(preparedness), 반응 

및 위험 관리(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회복 및 재건)로 설명함. 따라서 농

가의 복원력 구축을 위한 국가별 사례연구라는 연구목적에 맞게 서술되어 있음.

❍ (연구범위) 미국 농가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관련기관, 주정부, 민간기관, 농

가, 연구소 등 관련기관 및 종사자의 역할 및 정책을 자연재해 관리를 위한 단계별로 제

시함.

❍ 농업 선진국으로서 미국의 사례를 구체적이고 각 정부기관, 농가, 민간부문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다방면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정

보 제공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근거가 다소 부족함.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서의 논리 강화를 위해 정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나 자료 제시가 간단한 인용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작물 재해 보험(Crop Insurance)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국의 재해 완화 정책이 농가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제시한 부분, 재해예산 프로그램이 임시 방편으로 

사용되어 사전적 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 미국 정부 재해 대

책 예산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 등은 미국 농업 재해 정책의 한계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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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제안

- 이상 기후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

구에서 제시하는 미국의 홍수 위험 관리 체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높음. 

- 포괄적인 재해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정보 및 지역 정보를 농가

가 사용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이 과정에서 농가의 자구적 노력 또

한 중요함. 재난 이후 과도한 금융 지원과 재난 발생 후 관리체계에 대한 집중된 예산 

사용은 오히려 농가의 재난 대비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점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재난 대비와 재난 지원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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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tem 5. Guidelines for the design of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olicy tools (TAD/CA/APM/WP(2020)28/REV1)4)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농업위원회 2019-20 예산계획(PWB) 3.2.1.2.3.에서 의무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임

- 이 보고서는 각 국가들이 재해 위험을 완화하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사용되었던 위험관리 정책 기법의 실제 운영과정을 리뷰하고 평가함.

❍ 2020년 10월 개최되었던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5번 아이템으로 토론되었던 자료를 

보완하여 2021년 3월 18-19일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방법

- 각 위험관리 정책(사후재난지원, 농업보험, 소득안정책, 조세·예금정책)리뷰 및 평가

❍ 분석 자료 

- 각국에서 발표된 논문과 정책 보고서

3. 연구 내용

가. 위험관리전략 설계

❍ 시장실패에 대응한 위험관리정책 설계

- 경영위험에 대응한 정부정책 방안은 시장실패에 대응하며 농가를 포함한 민간영역의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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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정책에서 다루어지는 손실 형태

- OECD 국가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재난지원이나 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음(이 구문에서는 암묵적이나 생산량 감소를 의미함).

- 미국은 가격 또는 수입 감소를 보장함.

❍ 위험관리정책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의 보장부분

- 피해 농가에게 보장되는 손실의 보상이 너무 높다면 도덕적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부담율과 공동보험임. 따라서 정책 설계 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율 또는 공동보험이 도입되어야 함.

❍ 정부의 역할

- (소극적 역할) 선물·옵션, 신용기관 설립 허가 등 법적 제반 여건을 형성해주는 기본

적인 역할부터 농업 분야 정보의 개발(확산), 효율적인 민영 위험분산 시장 발전을 위

해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민간분야에서 위험관리가 가

능한 구조를 제공

- (적극적 역할) 정부는 농가의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 보조

금을 사용함. 보조금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음. 예를 들면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운영비만 지원하거나 운영비 지원 이외에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보조를 통해 위험관리 프로그램 참여의 독려를 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음.

- 정부의 역할 범위를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재정지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

견의 일치는 어느정도 있으나 거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된 것은 없음. 

(WTO는 손실 규모를 기준하여 거대재해에 대한  암묵적인 정의를 제공함.)

❍ 민간의 역할

- 민영기업은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정부와 위험을 공유함. 민간 영역이 홀

로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비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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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존재함.

- 다만 민간영역을  위험관리 상품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한되

는 것은 아님. 농가 역시 민간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작목다각화, 정밀농업, 선도

계약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함.

❍ 보조금 투입의 부작용(자원 이용의 왜곡)

- 한계농지의 이용 증가

- 작목 조합의 왜곡(보험 가능 상품의 작목 재배 면적 증가) 등

❍ 요약

- 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정책 설계 시, 1) 시장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제공되어

야 하며 2) 손실의 종류와 규모가 미리 정해져야 하며, 3)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관

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나. 사후재난지원 정책 설계

❍ 재난지원 발동

- (발동기준) 사전에 재난지원 발동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정치적인 상황에 의존함에 따라 기준에 의거한 재난지원보다는 비

효율적임.

- (지역기준 vs 개인기준) 지역기준과 개인기준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는데 지역기준은 

베이시스 위험이 있으나 생산왜곡 위험은 덜한반면 개인기준은 생산왜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무상 vs 유상) 재난지원은 대부분 무상지원이나 일부는 수수료(fee)에 기반하여 펀

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도 함. 다만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가입된다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나 수수료 크기의 인지

에 따라 역선택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은 불투명하며 모금된 펀드 금액이 거대재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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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함.

❍ 재난지원 발동구조의 시의적절성과 정확성

- 이상적인 발동구조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시의적절하고 비용효율적이어 함.

- 발동기준은 보통 지역 생산량 통계가 이용되나 통계의 시차로 인해 기후변수나 생장

지표가 이용되기도 함. 다만 단점으로는 개별 농가의 손실과 지역지수와 완벽한 상관

관계를 보장하지 못함으로 베이시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재해가 더 커질수록 집계단위 기준은 개인의 생산량 손실을 적절히 나타내며 개

인단위로 손실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이 소요됨.

- 다만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재해 발생확률 역시 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발

동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조정해야 함.

❍ 재난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상

- 재난지원 보상 수준은 사전적, 사후적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제공되

어야 함.

❍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 및 통합

- 재난지원 프로그램은 타 위험관리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농업 안전

망 분야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한정해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일부 나

라는 타 위험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작물에 한해서만 농가를 보호하여 

프로그램 간 정책연계를 구성함. (예 미국의 비보호 작물재난지원 프로그램)

- 정책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재난지원과 타 위험프로그램으로부터 동시에 수혜를 받으

면 1) 과도한 재정투입이 발생하고 2) 타 프로그램 효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3) 농가

의 도덕적해이도 유발하기 때문임.

❍ 효과적인 재난지원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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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프로그램은 거대 손실에 대한 보호에 목적을 둬야 하며 자기부담비율은 상

당히 높여 도덕적해이, 생산왜곡, 타 위험관리 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함.

- 재난지원금 발동 기준에 대한 지표는 객관적이며 가능한 측정가능해야 하고 농가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지되어야 함.

- 지표는 기준 지역 안의 체계적 손실을 반영해야 하며 기준지역은 농가의 체계적 위험

을 잘 반영하되 큰 베이시스 위험에 노출되지는 말아야 함.   

- 재해지원금 지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10년에 1번)로 지원될 수 있을 정도임.

- 지수 기반는 사전적으로 재난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며, 재난

지원선포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에 따라 재난지원선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음.

- 지역 생산량과 수입액 기준의 지표는 경제적 손실 측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기후 

기반의 지표보다는 덜 시의적절하고 덜 정확함.

- 개인을 기반으로한 재난지원금은 자기부담비율과 공동보험을 포함하여 도덕적해이

를 최소화해야 함.

- 재난지원금 지급은 개인 기반이 가장 정확하나 지수기반 재난지원금 지급이 상대적

으로 행정비용이 덜 소요되며 손해평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지급이 가

능함. 따라서 개인VS지수는 베이시스 위험과 거래비용 및 시간소요와의 상충관계라

고 볼 수 있음.

- 보험 시장 참여에 악영향이 없도록, 재난지원금은 보험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작물에 대해서만 제공하며 보험에 미가입한 농가가 재난지원금

을 받을 시 다음해부터는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해야 함.

- 재난지원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작물재배 전에 수수료를 내

고 펀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음.

- 재난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 지원이 중복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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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보험

❍ 시장비효율성(역선택과 도덕적해이)

-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계리적으로 공정(즉 손해율이 1이며 보험요율이 위험을 잘 반영

한다는 의미)해야 하나 역선택과 도덕적해이는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특정위험보험이나 지수보험은 가입자와 사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역

선택의 정도는 어느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종합위험보험은 전술한 보험보다는 

역선택에 취약함.

- (역선택 완화 방식) 1) 향상된 농가 개인의 손실 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위험계층 구분, 

2)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참여를 조건부로 하여 보험가입의 의무화, 3)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가입을 유도 

- (도덕적해이 완화 방식) 인수심사 규칙 제정(최적 재배양식 준수 등)과 계약설계(자기

부담율/공동보험 도입)를 통해 도덕적해이를 완화시킴. 최적 재배양식 준수에 대한 

감시는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설계를 통해 도덕적해이를 완화시키는 방

안을 사용함.

❍ 지수보험 상품을 통한 시장실패(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대응

- 지수보험은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켜 주고, 더 낮은 운영비용이 소요된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 OECD 국가(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

인. 스위스. 미국)가 지수보험을 도입하였음. 최근 토지정보의 증가, 다양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접근 가성능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지수보험 상품을 개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

- 지수보험의 단점인 베이시스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 따라 농가는 지수보험에 덜 관심

을 가지고 있음. 다만 인도에서는 지수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는 높은 수준

의 보조금과 정책연계 의무가입의 효과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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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보험의 정부 지원과 민간부문의 역할

- 보조금 없이 민간 자체적으로 종합보험을 운영할 경우 낮은 보험 수요로 인해 시장 형

성에 실패함에 따라 대다수의 나라가 농업보험에 정부지원을 하고 있음.

- 나라마다 농업보험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범위와 수준은 다양함. 운영비용만 지원하

거나. 운영비용과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심지어 국가재보험까지 지원하고 있음. 

-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은 생산 결정을 왜곡시키고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들 연구의 결론은 정부지원은 보험료 보조가 아닌 운영비 지원에 한정되어야 

함. 보험료 보조는 기대 보험금이 순수 보험료(여기서는 농가보험료를 의미함)를 초

과한다는 점에서 소득이전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험계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일반인의 감독기능을 향상

시키고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음.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나라는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되고 있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적인 정부지원 농업보험 설계를 위한 주요 포인트

- 정부는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 이용될 수 있는 시장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피해야 함.

- 보험료율 산정절차는 보험계리적으로 견고하고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백

하고 데이터 중심이어야 함. 이상적으로 보험요율산정은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량, 경지면적, 강우량, 토질을 비롯한 여타 다른 요인들에 대해 정확한 농가

수준의 데이터에 기반해야 함. 가능한 선에서 보험료, 보험금, 보조금은 연구, 감독,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회사 간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중에게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이상적으로 보조금은 운영비에 제한되어 공정보험료가 기대 보험금 아래 수준에 머

물도록 해야 함. 보험료 보조는 생산 왜곡을 장려하며 위험관리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면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야 하

고 일몰조항이 도입되어야 함.

- 보험료 보조가 있다면 더 효율적이고 덜 왜곡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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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보조 시 특정 품목에 우선되지 말아야 하며 가능하면 디커플링이 되도록 해야 함.

 · 보험료 보조는 자연재해에 한정되어야 하며 가격이나 수입위험에 보험료 보조가 되

어서는 안됨

 · 보험료 보조는 최소수준의 자기부담율(예를 들면, WTO에서 설립된  30% 자기부담

율) 없이는 정책에 적용되어서는 안됨.

 · 보조금은 대중들에게 명백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지수보험은 기존 보험보다 덜 비용이 들고 투명함. 지수보험 도입 시 정부는 운영비

용에 지원을 할정하고 보험료보조는 하지 말아야 함.

- 민영보험회사는 낮은 운영비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시장에

서 경쟁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되도록 해야 함. 보험료, 보험금, 보조금은 시

장경쟁을 강화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

- 모니터랑과 평가를 위해 농업보험 데이터와 프로그램 비용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 

라. 소득 안정화 정책(대부분 수입보장 보험)

❍ 소득안정화 정책 설계 특징

- 농가 수입/소득에 기반한 정책 설계VS품목 기반의 수입/소득에 기반한 정책 설계

· 품목 수입 간 상관관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  총 소득의 변동성이 품목 기반보다

는 낮음에 따라 농가 소득 보호가 더 적은 비용을 유발하며 개별  품목 기반에 대한 정

책은 품목 간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생산왜곡을 발생시킴.

· 동일한 견지에서 농가 전체소득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별 소득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적음. 

- 수입 보장VS비용 보장VS마진(수입-비용)보장

 · 수입보장 : 미국과 이탈리아의 품목 기반 수입보장 보험

 · 비용보장 : 이탈리아의 비용보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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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진보장 : 미국의 낙농분야, 작물분야 마진 보장, 캐나다의 농가 마진 보장

- 보장기준의 설립 방식

  ·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 실제 수입이 아닌 가격 부분을 공시가격(또는 기

대가격)을 이용한 조정된 수입으로 전환함. 이 경우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이 없다면 기대가격을 산출하기가 어려움. 과거 가격을 이용할 경우 가격 산출

시 과대 도는 과소 추정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쳐 역선택 유발 

가능성이 존재함.

  · 마진 계산을 위해 실제 농가 비용 이용 시 역선택 문제가 심화됨. 미국은 이에 따라 

최적 경영방식에 기초하여 비용 지수를 산출하여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시킴.

  · 과거 수입이나 소득에 기초한 농가소득 보장 시 마찬자기로 도덕적해이나 역선택 문

제를 발생시킴. 인수심사 시 이를 최소화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예를 들

면 작목 조합, 작목 로테이션 등).

- 수입의 정의 방식

  · 보험금 목적으로 수입을 계산할 경우 정부지원 비용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해

야 함.

- 소득 안정화 프로그램과 세금신고의 연계 가능성

  · 소득 안정화 프로그램은 자격 조건 결정, 보험금 지급을 위해 방대한 양의 농가 데이

터가 필요함. 하지만 그 중 상당수 데이터는 세금 신고시 필요함. 따라서 세금 정보

를 소득 안정화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음. 

❍ 소득 안정화 정책 설계를 위한 주요 포인트

- 수입보장 보험에 소요되는 보조금은 운영비나 생산위험에 한정되어야 함. 가격 또는 

수입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민영시장(선물옵션, 선도계약)에 구축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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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한 수입보장 설계 시 과거 가격과 소득이 아닌 기대 가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

으며 기대 가격의 대리변수로서 민영시장 데이터(선물시장 등)을 이용해야 함. 선물

시장이나 신뢰할 수 있는 선도계약 가격 정보의 부재 시 수입 또는 소득 보험은 지속

될 수 없을 것임.

- 도덕적 해이를 피해가 위해 비용 보험은 실제 농가 비용이 아닌 비용 지수에 기초해야 함. 

- 전체 농가 기준 상품 설계 시 인수심사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농가가 과거 아닌 현재 가격 기대에 기초하여 경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는 소득 안정화 정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음. 

따라서 설계 시 결과를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함.

- 소득안정화 정책과 조세 제도와 통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조세데이터에서 농가 데

이터 사용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함.

마. 조세·예금 정책

❍ 평탄화된 소득의 조세 부과

- 소득 평균화는 농가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소득을 평탄화하는 유연성을 부여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줌. 농업 부문과 같이 소득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연간 

세금 부과는 세후 가처분 소득의 변동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많은 나라들

이  소득을 평균화시켜 농가에게 세금을 부과시킴.

❍ 조세 이연 정책

- 조세 이연정책은 유동성과 과세 누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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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정책

- 캐나다 AgInvestment 프로그램 : 농가-정부 매칭 펀드로 예금하여 피해 발생 시 계

좌에 안치된 돈을 인출하여 미세손실분에 대해 자가 관리가 가능함.

❍ 조세 이연, 예금 정책 설계 지침

- 조세이연과 보조화(정부 매칭) 예금 정책은 보조화된 자가보험의 한 형태로 전형적으

로 미세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사용됨.

- 예금에 대한 높은 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원금을 극대화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보조금은 제한되어야 함.

- 예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면 미세 손실 보상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의 펀드 사용이 제한

될 것이며 제한이 없는 경우 정부가 매칭해주는 금액의 최대치를 받은 금액을 예금한 

후 영농은퇴자금으로 사용할 것임.

- 조세 정책(조세감면 또는 조세 이연)과 결부되어 상당히 제한된 매칭펀드가 지급된 

또는 매칭펀드가 없는 예금 정책은 정부 비용을 줄이고 농가 예금이 위험 관리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본 보고서는 기존 문헌이나 각 정부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농업위험관리에서 중요한 4가

지 정책(사후재난지원, 농업보험, 소득안정, 조세·예금)에 대해 리뷰하고 평가를 진행하

였음. 

❍ 각 정책에 대해 철저한 리뷰가 진행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평가의 

기준은 시장효율성이  토대가 됨. 시장효율성을 저해하는 도덕적해이와 역선택에 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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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되어있으며 각 정책설계에서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 혹은 완화하기 위한 설계 

기법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이는 특히 농업보험과 소득안정정책에서 주로 다루어짐.

❍ 이와 더불어 각 정책에서 정부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내용이 기술

되어 있음. 특히 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료 보조는 지

원하지 말거나 최소한에 한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가격, 수입보장 보험 시 

보험료 지원은 민간 시장에 대해 구축효과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음. 다만 이 주장이 현실적으로 각 정부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임. 명백하게 수입보장보험을 포함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에게 충분한 보험료가 

보조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인데 보험료 보조를 단계적 축소 또는 철폐할 경우 

오히려 역선택을 유발시켜 많은 나라에서 보험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 역선택과 결부하여 언급한 이유는 보험료 보조가 낮거나 없을 경우 위험에 적게 노출

된 농가는 보험시장에 진입하지 않을것이며 위험 노출이 큰 농가만 보험시장에 남아 

위험분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민영보험회사는 보험시장에서 철수할 것임.

- 이에 더해 보험시장이 붕괴된다면 농가는 다시 사후재난지원정책 강화를 요구 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밖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

- 이에 따라 보험료의 단계적 축소 또는 철폐라기 보다는 보험상품 특성(생산량 vs 수

입 vs 가격보장)과 무관하게 농가가 보험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료 보

조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된 사회 실험을 통해 각 나라에 맞는 최적 보험료 보조율을 찾아야만 할 것임. 다

만 이 과정에서 농가가 보험을 소득이전 또는 위험투자의 관점이 아닌 위기관리 수단

으로서 인식하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수적임. 농가가 농업보험을 소득이전이나 

위험투자로 간주한다면 보험료 보조율의 감소 또는 보조금 폐지에 따라 가입율의 하

락폭이 상당히 클 수 있음. 반대로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명백하게 인식한다면 가입율

의 하락보다는 자기부담비율 변화를 통해 본인의 위험에 적합한 보장 수준에서 보험 

가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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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은 사후재난지원금과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금제도인 

AgInvestment임.

- 저자는 사후재난지원금 지급 발동기준에 대해 몇가지 지침을 설명하였음. 특히 기후 

지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발동기준은 시군 기준 면적이나 금액 

초과 시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어 보고서에서 언급한 시차의 괴리문제는 없는 편이나 

발동기준이 되는 면적과 금액은 매년 변동이 없음. 저자가 언급했듯이 재난지원 기준

이 10년에 한번 발생할 수준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후지수를 토대로 재난

지원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에 더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재난지원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를 하되 보험미가입자의 경우 재난지원을 받은 후 이듬해부터는 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도록 강제사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캐나다의 Aginvestment는 정부와 농가가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예금계좌를 만든 후 

재난이 발생할 경우 농가가 인출하여 소득 손실분을 충당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더

라도 지속적으로 예금이 가능하여 은퇴시기에 은퇴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위험

관리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수단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제도임. 노후 생활의 불안

정으로 인해 영농승계 역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위험관리와 

더불어 영농승계 정책차원에서 캐나다의 정책을 주의깊에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발언 제안

- 검토의견에서 언급했듯이 보험료의 단계적 축소 또는 철폐라기 보다는 보험상품 특

성(생산량VS수입VS가격보장)과 무관하게 농가가 보험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수준

에서 보험료 보조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른 환경에 노출되

어 있기 때문에 지속된 사회 실험을 통해 각 나라에 적합한 최적 보험료 보조율을 찾

는 것이 적절함. 보험료 보조가 과다하게 투입되면 도덕적해이, 과다보험의 우려도 

존재하지만 보험료 보조가 매우 낮거나 없어진다면 역선택으로 인해 보험시장의 붕

괴가 우려됨(이론적으로 보험시장의 붕괴는 도덕적해이가 아닌 역선택에 의해 발생

함). 이에 더해 보험시장이 붕괴된다면 농가는 다시 사후재난지원정책 강화를 요구 



68   ❙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험관리 정책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밖에는 일어나지 않

을 것임.

- 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개별 주체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함. 보고서

는 농업보험이 소득이전 정책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농가는 보험을 위

험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농가 보험료를 투자비용으로, 보험금을 투자수

익으로 간주함). 이에 반해 정책입안자와 다수의 보험 이해 관계자들은 농업보험을 

위험관리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함. 개별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보험 이해관

계자, 농업인 간 보험을 바라보는데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고

려대상이며 차후적으로 위험관리수단 인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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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tem 6. Drivers of Farm Performance - Phase II - Performance 

Dynamics and Policy Effects (TAD/CA/APM/WP(2020)30/REV1)5)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2019년 이후 진행되어 온 농가성과동인 분석의 두 번째 단계인 농가의 성과 변화와 정

책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임.  

- 농가성과동인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농가 유형 구분과 각 유형의 특징(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농가 유형의 변화와 그 결

정요인, 그리고 농가 성과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임.  

- 현재까지 CoAg의 2019-2020 PWB Expected Output Result 3.2.1.2.4 하에서 

뮌헨 기술대학의 사우어 교수와 호주 ABARES의 Will Chancellor를 중심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음.  

❍ 지난 해 가을 발간된 농가성과동인분석의 초안(TAD/CA/APM/WP(2020)30)은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본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제시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보고서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TAD/CA/APM/WP(2020)30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Stage 1은 농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수(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혁신성, 농가 구조, 

기술지수 등)을 바탕으로 농가의 유형을 결정하고 각 농가 유형의 성과, 즉 생산성과 

기술진보 수준을 계측하였으며, 농가들의 성과와 농가 특징간의 상관관계를 계측함.  

- Stage 2에서는  Stage 1에서 도출한 농가 유형들을 생산성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낮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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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룹(class 1)”, “중간 그룹(class 2)”, “생산성이 높은 그룹(class 3)”하고 농가들

의 유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며(특히 생산성이 높은 그룹으로 유형이 바뀐 농

가들), 농가유형의 특징과 그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함. 분석 모형에는 농가의 유형 변

화를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이산선택형(discrete choice)모형을 이용하였음.  

- Stage 3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이하 DID)과 이중차분 매칭

(DID matching)을 이용하여 정책과 농가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함. 

❍ 분석 자료 

- 분석 자료는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제공하는 농가단위자료를 바탕으로 함.  본 

연구는 7 국가 2개 품목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함: 곡물농(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영

국), 낙농가(체코, 덴마크, 노르웨이) 

3. 연구 내용

가. 농가의 생산성 변화

❍ 농가 유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곡물농들의 생산성 변화는 대륙별로 혹은 국가별로 상이

한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인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곡물농의 생산성과 생산성이 

가장 높은 농가유형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농가들의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생산성이 낮은 농가들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어 곡물농간

의 생산성 차이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호주의 곡물농의 경우, 생

산성이 높은 농가 유형의 생산성 향상이 그렇지 않은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농가 유형간의 생산성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됨. 

❍ 낙농 부문의 생산성 변화 역시 국가마다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비록 생산성은 연구에 참여한 세 국가 모두 증가하였지만,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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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생산성이 높은 농가 유형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농가유형 간

의 생산성 격차는 세 국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나. 생산성 결정요인

❍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하였거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생산

성 향상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덴마크 낙농업을 제외할 경우, 고투입 생산구조는 농가의 생산성에 장기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계약 재배, 임차 면적, 순 투자비)는 국가별로 크기는 상이

하지만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농가 구조 관련 지표의 경우, 덴마크와 프랑스를 제외할 경우, 소농의 특징을 반영하

는 지표들(적은 가족 노동력과 농장 크기 등)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다.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 생산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체코의 낙농가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역의 상관관계이거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구성과 자료의 가용성은 각국마다 상이

하여, 앞선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함.  

라. 정책의 생산성 향상효과

❍ 2003년 공동농업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연계(decoupling) 보조금 도입(영국과 프랑스

의 곡물농).

- 영국은 생산비연계 보조금을 최대로 도입한 반면, 프랑스는 최소로 도입함.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차이가 영국 곡물농과 프랑스 곡물농의 생산성과 기술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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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결과, 영국의 생산비연계 보조금은 영국 곡물농의 정(+)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

타난 반면, 기술진보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영국 곡물농의 

생산성 향상이 기술 진보가 아닌 효율성 혹은 규모화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함.  

❍ 2010년 낙농제품에 대한 시장지지 정책(체코와 에스토니아의 낙농가).

- 2010년 도입된 체코의 낙농부문 경쟁력 강화 보조금이 체코의 낙농가의 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결과, 체코의 낙농부문 보조금이 체코의 낙농부문의 생산성과 기술진보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생산성 분석 결과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됨. 

-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변수들의 영향의 방향이 각국마다 다르게 나

타남. 이는 비록 같은 품목을 분석하였어도, 국가 간 생산 구조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각 변수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서로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여,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

를 우리나라와 같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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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lass 2
Most productive

Performance class 1
Most productive

❍ 다만 앞선 TAD/CA/APM/WP(2020)3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향후 다양한 국가의 사

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효과를 분석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발언 제안: 없음.

❍ 보고서 곳곳의 오타는 향후 수정될 필요가 있음.

- 1) Table 1 제목 변경: 곡물농 뿐만 아니라 낙농가도 포함됨. 

- 2) 45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아래와 같이 수정바람. 

- “By contrast, class 1 farms have a 65% probability of remaining in their 

class 

- or a 35% chance of progressing into class 2.” 

- 3) Table 5 역시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 

- 4) Table 11 표 편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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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vercoming data gaps on food systems: Scoping 

(TAD/CA/APM/WP(2021)2)6)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배경) ‘삼중 도전(triple challenge)’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 식량시스템의 성과는 정책

의 유효성에 의존. 관련 정책은 정책 목표 간의 시너지와 상쇄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되

어야 함.

- OECD(2021)의 식량시스템 ‘삼중 도전’은, 1) 식량안보와 영양을 제공하고, 2) 농가

와 식품공급 사슬 종사자 생계를 보장하며, 3)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임.

- 더하여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은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 참여자들의 가치의 

차이에 대한 불일치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함.

❍ (목적) OECD(2021)의 식량시스템 ‘삼중 도전’ 극복을 위해 강조된 증거기반 정책설계

(evidence-based policy making)를 위해 필요한 식량시스템에서의 ‘데이터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공하기 위함임.

-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격차 (이해관계 및 가치 포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데이터 격차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푸드시스템에서 데이터 격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임.

-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 격차에 대한 포괄적 개관을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격차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수단을 제안하고자 함.

❍ (향후 계획) 현 Scoping 단계 이후의 작업 계획은 다음과 같음.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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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UN 식량시스템 정상회의 전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단문의 작업내용 공개

- 2022년 3월: 초안 작성

- 2022년 5월: 의견 반영 초안 작성

- 2022년 11월: 작업 결과 공개 

❍ 2021년 5월 ‘단문의 작업내용 공개’는 식량시스템에 대한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기 위

해 데이터 격차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 UN 식량시스템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

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여름에 공개할 계획

2. 분석 자료 및 방법

❍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정책 입안자 및 각 국 정부의 전문가, 학술 연구자 및 국제기구 전

문가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연구 진행

- 정책 입안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공무원 및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연구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에 집중. 전문가 인터뷰, 각 국가 정부의 전문가 참여 인터넷 세미

나(webinar) 적극 활용 계획

-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걸쳐 전문가와의 상시 토론을 통해 결과의 질적 개선 및 해당 

주제에 대한 인식 제고

❍ 구체적인 분석 자료 및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음.

3. 연구 내용

❍ 식량안보와 영양, 생계 제공,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의 세 가지 도전의 다양한 측면

에 대한 데이터 격차를 논의하는 2-3개의 심층 분석을 수행. 각 심층 분석은 구체적 사

례를 사용하여 데이터 격차의 유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을 서술함. 

- 가능한 주제에는 COVID-19 이후 식량안보 및 정책 대응, 식품 공급망의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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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식량시스템의 식품 공급망(농업 이외의 유통 등 포함) 참여자들의 생계에 대한 기

여 등을 포함 

- 이러한 심층 분석은 문제의 범위,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수단의 효과와 수단들간의 시너지 및 상쇄 

효과에 대한 데이터 격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책 개혁의 혜택 및 비용 배분, 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민의 가치 인식과 관

련된 데이터 격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최종 결과물은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의 보고서 혹은 책으로 출판

될 것으로 예상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연구의 시작 단계로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

- 다만, 식량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므로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발언 제안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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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implified food labelling schemes: Scoping 

(TAD/CA/APM/WP(2021)3)7)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2021년 3/18~19일에 개최되는 농정시장작업반 item 8.c에서 “Guidance” 용도로 제

시되는 scoping paper임.

❍ 본 과업은 2021-22 농업위원회 PWB 3.2.2.2. 하에서 추진되며, “건강한 식품선택” 목

적의 식품표시제도 개선/추진 연구의 제안단계 보고서임.

❍ 2019-20 PWB 연구인 “건강한 식품선택을 유도하는 정책개발”, “식품보장 및 영양에 

대한 인구사회경제학적인 측면”, “소비자 건강 및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 정책에 대한 디지털기회”의 후속과제로 추진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국제 사례 연구

- OECD-FCAN(식픔사슬분석네트워크)과 협력하고, 자원하는 국가들, 전문가들과 협

력하는 방식으로 추진

- 각국에서는 설문조사표에 응답해 주기를 요청(관련 표시제도 개발과정, 추진과정, 평

가 과정, 개선/확대 계획, 디지털 활용 사례 등) 

- 웨비나 개최(생산자(업체), 소비자, 유통업체, 정책 담당자 등 대상)

- OECD 내 다른 작업반과의 협력

- 국제기구와 협력(FAO, WHO 등)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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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단순화된” 표시제도가 세계적으로 설계되고 추진

되고 있음. 대부분 영양표시와 관련된 표시임.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직접적으로 바꾼다

거나, 간접적으로는 식품업체들이 스스로 영양성분을 개선(당류 저감, 나트륨 저감 등)

한 제품을 출시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건강/영양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임.  

- 신호등 표시라던지, 별점 표시와 같이 단순화시켜서 소비자에게 비교적 명확하고, 이

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정보들이 “행동 변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 “단순화된” 표시제

도 추진의 배경 중 하나

-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신호등 표시제도가 소개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 건강/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단순화된 식품표시제도”들과 관

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음. 향후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루려고 할 것으로 판

단됨(검토자 판단).

- 효율성: 어떤 표시가 행동변화를 이끄는 데 가장 효율적인가(소비자 측면), 또는 어떤 

표시가 공급자들의 식품개선(food reformulation)을 유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임.

- 정책화 과정: 소비자와 공급시스템의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해당 표시제도의 정의, 

추진, 평가에 관여해야 하는가?

- 무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라던지 국제사회의 조화의 필요성: 국제적으로 일관된

(consistent) 표시제도가 추진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일관된 표시제도가 무역에 미치

는 영향은 무엇인가? 

❍ 본 연구의 목적은 1) 단순화된 (영양)식품표시제도가 식품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 한편 다른 정책들과의 잠재적 시너지효과나 상충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임. 2) 또한, 제도들간 조화가 가능한지 점검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

책 개발/추진/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3) 다양한 사례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식품선택이나 식품 관련 환경에서 현존하는 정보 격차에 대해 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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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 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첫 번째 연구 목표인 단순화된 식품표시제도가 식품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부재함. 사례 연구를 통해서는 각국별로 방법을 

발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된 방법론 기반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라면, 모든 정

보를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별도 분석할 것인지 논해야 할 것임.

 

❍ 대부분의 연구방법이 collaboration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조사

표만 배포하고, 조사결과 취합만 하는것인지 의문임. 또한, 사무국에서는 어떤 큰 그림

을 가지고, 어떤 expected result를 갖고 있는지 청사진을 충분히 제시해야 할 것임. 

- 연구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인지 못함.

  

❍ 국가별 제도들간의 조화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조화가 왜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임. 연구를 진행하다가 일치시키는 것이 어렵거나 불필요하다

면, 연구 자체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질 것임. 따라서, 조화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

부는 scoping paper에서 판단이 나와줬으면 좋겠음. 

-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국가간 조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 과제”가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도출하면 연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임.

❍ 다른 정책들과의 시너지나 상충효과에 대해서는 그만 했으면 함. 별로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야기(Intangible research)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음. 차라리, 건강/영양을 탁월하게 개선했던 몇몇 사례를 선정하여 정책화 

과정, 정책화 과정에서 고려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결과를 소개하는 방식의 연구가 적절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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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 taxonomy of agricultural value chains (TAD/CA/APM/WP(2021)4)8)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는 농업위원회 2019-2020 예산계획(PWB) 3.2.2.2.1.의 의무 작업임. 이 항목

은 국내 가치사슬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작업으로, 2가지 의제가 진행됨.

- 첫 번째 의제는 농식품 부문(agro-food sector)을 통한 국내 연결(within-country 

linkage)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투입-산출 자료(input-output data)를 이용하여 

국내 가치사슬에 대한 총량분석(aggregate analysis)을 실시함. 해당 내용은 

[TAD/CA/APM/WP(2020)5/FINAL]로 제79차 APM(2020년 3월 17-18일 개최)

에서 발표되었음.

- 본 의제는 국내 가치사슬 분석에 대한 두 번째 작업으로 다양한 가치사슬의 조직적 구

조(organizational architecture)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며, [TAD/CA/APM/ 

WP(2020)6]으로 제79차 APM(2020년 3월 17-18일 개최)에서 자세히 검토

(scope)된 바 있음.

❍ 본 자료는 국내 가치사슬 분석의 첫 번째 작업과 함께 평문화(declassification) 전에 논

의(discussion) 목적으로 발표되었음.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방법

- 각 국 관련분야 대표단들의 자문, 기존 문헌 검토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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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자료

- 각 국 관련분야 대표단들의 자문, 각 국에서 작성한 기존 연구와 보고서

3. 연구 내용

가. 미국의 옥수수 가치사슬

❍ 미국 옥수수 가치사슬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음.

- 첫째, 시장 유동성(liquidity of the market)임. 시장 유동성은 동일한 상품

(homogeneous products)의 유무(existence)에 달려 있는데 미국은 등급 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질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있음. 그 결과 동일한 

수준의 옥수수를 누구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유동성이 큰 특징이 있음.

- 두 번째 특징으로 구분유통 파종(identity preservation)이 필요한 차별화된 특산품

(differentiated specialty products)과 다양한 계약 방식을 들 수 있음. 구분유통 

파종이란 일반 농산물(예: non-GM 곡물)을 가치 사슬의 전 과정에서 컨테이너 운송

과 같은 엄격한 분리가 요구되는 차별화된 상품 유통 과정을 통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

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옥수수 가격 계약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음. 첫째,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시장 가격

에 보험료(premium)을 더해서 수취가격을 결정하는 계약이 있음. high-oil corn, 

낮은 온도에서 건조한 옥수수(low-temperature corn), 흰 옥수수(white corn), 찰 

옥수수(waxy corn) 등이 이와 같은 계약 방식을 사용함. 둘째, 부쉘당 고정 가격(flat 

price per bushel)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음. 이와 같은 계약 방식은 유기 옥수수

에 사용되며, 농업인은 가격 위험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생산량 위험에는 노출됨. 셋

째, 단위 면적당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음. 생산량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

은 특용 작물에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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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와 한국의 육계(broiler) 가치사슬

❍ 육계 산업 가치사슬 특징은 서로 다른 국가라 할지라도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그 유사성은 높은 수준의 계열화(intense coordination)에서 비롯됨.

- 한국 육계 가치사슬은 미국 육계 산업과 상당히 유사함. 예를 들어 육계 사육 농가가 

병아리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 주체(integrator)9)가 육계 사육 농

가에 병아리, 사료, 사육 매뉴얼, 수의 서비스 등 사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

며, 사육 농가는 육계 판매가 아닌 사육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음.

- 프랑스 육계 가치사슬은 조금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그 이유는 품질 기준 표

시제와 관련 인증 기관의 역할에 따라 수직 계열화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

이기 때문임.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중간(hybrid)” 수

준의 공급망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음.

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의 낙농업 가치사슬

❍ 사례 국가(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를 비롯한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낙농업 가치사슬

에서 협동조합이 중요 역할을 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 낙농업 가치사슬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우유 가공이 가

능할 수 있게 충분한 수준의 자본과 수요를 낙농가에 제공해온 역사적 배경에 있음.

- 하지만 최근 들어 낙농업 가치사슬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 오스트리

아는 Murray Goulburn 협동조합이 민간 가공업체에 매각되기도 하였으며, 인도는 

1990년대 탈규제 이후 네슬레와 같은 민간회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동조합의 역

할이 축소되고 있음.

- 인도 낙농업의 가치사슬은 새로운 이중 구조(emerging dual structure)를 보이고 

있는데 소규모 낙농가에서는 생산량의 절반 가량은 가정 내에서 소비하거나 비공식 

채널에 판매하고, 나머지 반은 가공업체로부터 기술 이전과 같은 약간의 지원을 받으

면서 판매하고 있음. 동시에 신규 대규모 낙농가들은 가공업체에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업체로부터 기술 및 재정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음.

9) 본문에서는 하림 등 국내 축산계열회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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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과일과 채소 가치사슬

❍ 세네갈과 에티오피아의 과일/채소 가치사슬은 농산물 생산의 목적에 따라 가치사슬의 

구조가 다르게 조직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수출을 염두에 두고 과일/채소를 생산하는 수출 지향형의 세네갈 가치사슬은 수직 계

열화가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지만, 에티오피아의 국내 유통 위주의 과일/채소 가

치사슬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또 세네갈의 수출 지향형 가치사슬에서는 선도 수출업체가 가치사슬을 (재)조직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initiative)을 함.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국내 유통형 가치사슬에서

는 주요 생산자들이 구매자를 찾기 위한 중개인(broker)을 고용하는 등 가치사슬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

- 이와 더불어 세네갈의 수출 지향형 가치사슬은 수출 시장의 엄격한 품질 요건과 강력

한 수직 계열화 그리고 고용 생산(estate production) 간의 강한 연계를 보이는 특징

이 있음. 고용 생산이란 수출 기업이 다수의 소규모 농가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맺는 

계약 재배(contract farming)와 달리 수출 기업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업인들이 고

용 노동의 형태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함.

마. 오스트리아, 캘리포니아, 프랑스, 이탈리아의 와인 가치사슬

❍ 와인 부문의 가치사슬은 포도 재배에만 집중하는 방식부터 포도 재배, 와인 생산, 판매 

등 완벽한 계열화10)까지 그 구조가 다양함. 또 어떤 경우에는 포도를 거래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의 와인을 거래하기도 함.

- 가치사슬의 구조는 품질에 영향을 받음. 오스트리아와 캘리포니아는 저급 포도와 고

급 포도에 다른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프랑스 유명 원산지 보호 지

역의 생산자들은 수직 계열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하지만 이탈리아 키안티 클라시코(Chianti Classico)와 프랑스 샴페인(champagne) 

지역 사례를 보면 비슷한 품질 수준을 보이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조직 구성 

형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10) 본문에서는 높은 수준의 계열화 사례로 프랑스 châteaux(샤또)를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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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주요 논점에 대한 보완 사항

- 예. 통계 수정(간단한 수정 사항은 제외), 국별 정책내용의 오류 수정, 보고서 논리, 정

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크게 보완된 사항

5. 검토자 의견

❍ 본 보고서는 농업 가치사슬 분석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을 실시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어떤 특징들이 다양한 가치사슬 구조를 발

생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함. 또 농업 가치사슬 분류를 단순히 양 극단의 사례인 

현물 시장(spot market)과 수직 계열화만을 비교하고 있음.

- 또 국가적 특징과 가치사슬 구조 간의 연계성 분석이 부족함. 예를 들어 제도, 계약이

행을 위한 기관 또는 정부의 공권력 수준 등이 가치사슬 구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적 특징이 가치사슬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음.

- 동시에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였지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하

는 요인 중 서로 다른 상품과 서로 다른 국가를 관통할 수 있는 요인 분석이 부족함. 

그 결과 분석이 결과론적인 해석에 머무르고 있음.

-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특정 농산물 가치사슬 구조는 수직 계열화가 강하고, 다른 국

가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못하고 

역사적 배경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가치사슬 구조가 결정되었다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제의 목적인 농업 가치사슬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

으로 가치사슬을 분류(taxonomy)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에서 수직 

계열화가 강한 이유와 프랑스 유명 원산지 보호 지역의 와인 생산자들은 수직 계열화

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하고, 해당 원인을 기준으로 삼아 가치사슬 구조

를 재분류하는 노력을 기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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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말하자면 특정 상품 또는 국가에서 농산물 가치사슬 구조가 현물 시장 또는 수직 

계열화가 된 ‘원인’이 가치사슬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가지고 농산물 가치사슬을 재분류해야 어떤 국가의 가치사슬 구조가 다른 국가의 가

치사슬 구조를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발언 제안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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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8.a. Building agricultural resilience to natural hazard-induced 
disasters: Synthesis report

TAD/CA/APM/WP(2021)9

Item 8.b. Building agricultural resilience to natural hazard-induced 
disasters: Background and concepts

TAD/CA/APM/WP(2020)22/REV1

Item 8.c. Natural hazards in agriculture: the impacts and opportunities TAD/CA/APM/WP/RD(2021)2

Item 8.d. Characterising agricultural resilience - Scoping paper TAD/CA/APM/WP(2021)15

Item 9.  Information items  

Item 9.a. Update on the Farm Level Analysis Network activities and 
future plans

TAD/CA/APM/WP/RD(2021)3 

TAD/CA/APM/WP/RD(2021)4

Item 9.b. Country policy reviews applying the PSR Framework APM Briefing note

Item 10. Other business - List of actions and decisions Oral report

3. OECD 제83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결과

3.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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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농업정책 관찰 및 평가 보고서) 사무국은 금년에도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다루었고, 농

업정책 및 보조를 푸드시스템 및 삼중 도전과제와 연결하려 하였으며, 영국 챕터 추가, 

국가별 챕터에 농업정책 및 계획을 개관하는 파트를 추가하였다고 설명  

- 회원국들은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파트2의 자국 관련 부분 일부, 

파트1 및 개요의 어조,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청

❍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 사무국은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

을 살펴볼 목적으로, 추진하는 문헌 검토 및 사례 분석 등의 방법론을 설명

- 회원국들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디지털 전문성, 민·관 데이터 관련 협업, 국가별 정

보 제공, FAO의 디지털 플랫폼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강조

❍ (농업 전망 보고서) 사무국은 금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기한 의견 및 그에 대한 FAO

의 검토를 반영하여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고, 농업 전망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

- 회원국들은 매년 발간되는 10년 단위 농업전망 보고서 및 웨비나 개최를 지지하고, 

GMO에 대한 관심, 과일과 채소의 영양학적 중요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분화 등

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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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제83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4.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 Executive 

Summary (TAD/CA/APM/WP(2021)5)11)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농정평가보고서(M&E 보고서)는 지난해(2020년) OECD 전체와 각 회원국의 농업정책

을 점검하고 PSE를 포함한 OECD 고유의 지표와 틀을 활용하여 농정성과를 비교·평가

할 목적으로 연례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며, 본 문서는 방대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

항을 위주로 요약한 것임.

2. 연구 내용

혁신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은 농업정책이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와 복원력(회복력) 개선을 유인하는 것임.

❍ 2020년 주된 농정변화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건강)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이나, 전체 농업보조 구조의 변화는 크지 않았음.

- 코로나19에 대응한 38개 국가의 800개 정책수단을 분류하면, 20% 정도는 농식품 공

급망이 작동하도록 유지하면서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이며, 70% 미만은 

일시적인 구제조치로 위기해소 시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함. 또한 10%의 조치는 농식

품 부문의 장기적인 복원력(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정책수단으로 

더 확장될 여지가 있음. 다만, 일시적인 구제조치의 11%는 시장을 왜곡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일부 국가에서 부과한 수출제한이 포함됨.

- 금액으로 보면, 1,570억 달러의 재정이 농업부문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배정되었는

데(OECD 회원국 750억 달러, 신흥경제국 820억 달러), 미국과 인도가 가장 큰 예산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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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책정함. 다만, 현재까지 실제 지출규모는 훨씬 더 작은데 이는 코로나19 충격에 대

한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반영함.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2020년 평균 농가

소득이 증가했음. 많은 국가에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자주 신속하

게 시행되었음.

❍ 소비자와 납세자는 OECD 국가와 주요 신흥경제국의 농업부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

공하였음.

- 2018-20년, 54개 국가(M&E 보고서에 포함된)의 농업으로의 소득이전(총 지원규

모)의 합은 연간 7,200억 달러로 2000-02의 두 배 수준임. OECD 국가의 농정개혁

은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초기 개혁 노력을 철회함.

- 총 지원액의 1/3(2,720억 달러)은 시장가격지지로 소비자가 지불한 것으며, 나머지 

2/3(4,470억 달러)는 재정지출로 납세자가 지불한 것임.

- 한편, 총 지원액의 약 3/4 인 5,400억 달러는 더 높은 가격이나 직접지불을 통해 개

별 생산자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는 OECD 회원국의 총 농가수취액의 18%, 12개 신

흥경제국의 총 농가수취액의 12%를 차지함(국가별 평균값). 농업분야 일반서비스

(GSSE)의 형태로 1,020억 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여기에는 R&D, 방역(바이오안보), 

인프라 등에 대한 공공투자 760억 달러가 포함됨. 식품지원과 같은 소비자를 위한 보

조는 연간 780억 달러에 달함(총 이전규모의 11%에 해당)

- 소수의 국가에서 일부 또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생산자로부터 연

간 1,400억 달러를 부과함.

❍ 전반적으로 현재의 농업지원정책은 3중 도전(식량안보와 영양 제공, 식품체인 구성원

들의 소득과 생계 보장, 농업환경·자원 보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직면해 있는 전

세계 식품시스템의 광범위한 요구(정책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5,400억 달러의 생산자에 대한 지원 중 60% 이상(3,380억 달러)이 잠재적으로 가장 

왜곡적인 수단인 시장가격지지(2,720억 달러)와 생산물 연계지불이나 제한없는 투

입재 연계지불(660억 달러)을 통해 제공됨. 두 수단 모두 이익의 상당 부분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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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자본화되거나 투입물 가격상승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소득을 농업인에게 이전 

하는 데 비효율적임. 또한, 이러한 지원조치가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불평등한 경향이 있으며,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원남

용, 수질악화, 온실가스 배출 등 부작용을 초래함.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생산성 증가와 낮은 자원압력 및 배출감소를 결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시장가격지지와 국경조치는 모두 국내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무역을 왜곡

하여 세계 수준에서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국제 식품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높임.

- 2,020억 달러의 생산자지지는 생산 의사결정과 덜 연계되어 있어 시장과 무역에서의 

왜곡이 작아 글로벌 식량안보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원남용과 온실가스 배

출도 크지 않음. 다만, 소득이전인 이러한 지불도 여전히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경향

이 있으며 대부분 사전에 평가된 사회적 필요 또는 지원없이는 농가가 생존 할 수 없

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반면, 생산자에 대한 이러한 지불금 중에서 

150억 달러만이 환경 공공재의 공급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음.    

-  농업분야 일반서비스(GSSE)로 지출된 1,020억 달러(R&D, 방역(바이오안보), 인프

라 등에 대한 공공투자 760억 달러 포함)는 R&D에 대한 높은 수익률과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복원력 개선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총 

지원규모의 각각 6%, 2%, 9 %에 불과함.

❍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농업정책이 지속가능한 생산성 제고와 복원력 증

대를 더 잘 지원하고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3중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음. 

- (i) 가격개입 및 시장왜곡적 생산자 지원의 단계적 폐지 (과도기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상쇄). 반대로, 국내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을 제거하면 빈곤가구의 식량접근

성이 낮아져 정책대상을 특정한 소득이전(targeted income transfers)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ii) 도움이 필요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하고 가능한 

경우 경제 전반의 사회정책에 통합하여 운영. 이는 농가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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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농업인이나 시장이 다룰 수 없는 농업위험관리 측면을 제

도화한다는 것을 의미

- (iii) 공공재에 대한 투자, 특히 혁신시스템에 대한 공공지출의 방향을 재조정. 혁신시

스템에 대한 투자는 농업지원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 필수 공공재에 대한 지불비율

은 시장왜곡 지불의 전환으로 두 배까지 확대 가능. 이는 정부지원 없이도 농업소득

과 농외소득이 평균 이상인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재할당함으로써 더욱 증가할 

여지가 있음. 

- 전세계 농업은 증가하는 세계인구를 부양하는 핵심과제를 충족하고 있지만, 전반적

인 식품시스템은 GHG 배출량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증가하는 비만인구 비율과 기

아의 지속, 토지 및 수자원에 대한 압력, 많은 빈곤농가의 생계곤란 등의 문제를 해소

하지 못하고 있음. 농정개혁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보다 많은 혁

신 중심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2021년의 세 가지 주요 국제행사는 정책변

화를 위한 추진력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향한 진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음(COP-26 UN 기후변화회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의 COP-15 

회의, 유엔 식량시스템 정상회담) 

3. 검토자 의견

❍ OECD의 기본적인 입장인 ‘농식품 시장과 무역에 왜곡적인 농정수단과 재정지원을 농

업분야의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환경 정책 강화, 취약계층 식

품지원 확대 등 큰 틀에서 OECD가 권고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중심을 전환하고 있음.

❍ 다만, 국내 식품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OECD에서 강조하는 3중 도전과제를 일관된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재조정할 계기를 마련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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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 Part I - 

Developments in Agricultural Policy and Support 

(TAD/CA/APM/WP(2021)6)12)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보고서는 M&E 보고서의 part 1에 해당하며, 회원국별 농정 변화와 성과지표를 토

대로 OECD와 전세계 차원에서 주요 정책적 특징과 추세를 요약·정리한 것임.

- 농업분야의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방식과 같이 농업지원의 수준

과 구조를 분석하였음. 단, 이러한 농정지원이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삼중 도전과제’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며, 생산성, 지속가능성, 복원력에 초

점을 맞춘 OECD 분석 틀에 기반하여 농정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음.

2. 연구 내용

❍ 전세계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했으나 식품시

스템과 공급망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며, 다수의 회원국은 오히려 농가소

득이 증가하였음.

- 코로나19에 따른 식품소비의 변화(외식→가정) 발생했으며, 노동집약적인 분야(육류

가공, 계절노동자를 활용한 파종과 수확)는 더 큰 양향을 받음.

- 국제무역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의 중단과 이동이 제한으로 인해 에

너지가격은 2019년보다 30% 하락함. 

❍ 상대적으로 식품가격은 견고했는데, 2020년 2 분기에 7% 하락한 후, 국제 식품의 평균

가격은 연말에 올라서, 연간 평균은 2019년보다 3% 상승. 단, 작물과 축산물의 가격 움

직임은 상반됨.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93

- 2019년 발생한 ASF로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이 감소했음에도 2020년 국제 육류가격

은 물류문제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해 육류가격은 전년 대비 4.5% 

하락함. 낙농품의 경우, 공급망 중단에 취약했지만(특히, 신선한 유제품)  많은 국가

에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고, 점차 재택소비가 외식소비를 대체하면서 2분기의 

낮았던 가격은 연말까지 상승해 전년과 비슷해짐. 

- 축산물과 달리 작물의 국제가격은 2020년에 대부분 상승함.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중단 이후 유지종자 시장은 중국의 돼지생산이 재건되기 시작되면서 중국발 수입수

요가 국제시장을 주도한 결과 2020년 대두 및 식용류 가격은 2019년보다 평균 7%, 

거의 20% 상승. 이렇게 중국의 사료수요 증가와 함께 국제 곡물시장은 물류문제와 

일시적 수출제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평균가격이 7% 상승 

❍ 전반적으로, 식품 공급망은 경제활동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를 시행한 대부분

의 국가에서 필수 서비스로 인식된 결과 농식품부문은 직접적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러

한 제한초지의 영향을 받음.

- 식품에 대한 지출이 위축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소득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공적 지원을 통해 완화되었고,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해 식품에 지출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졌음. 이러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식품시스템이 상당히 탄력적인 

것을 확인함. 

- 결국, 코로나19의 대유행 초기 국제 식품시장의 단기적인 혼란 이후, 농식품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자체보다 가축질병이나 기후조건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많

이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대응 식품지원 조치(박스1.1)

- 많은 국가들에서 기존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 식품지원은 주로 영유아, 아동, 학생, 취약계층 및 노인에 초점을 맞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기존 프로그램에서 제한했던 일부 자격기준은 대

유행 기간 동안 완화됨.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제한없이 식품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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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특정 유형의 (건강한) 식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2) 구내식

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또는 택배로 무료 또는 보조된 식사 제공

- 각국 정부는 또한 증가하는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지원조

치를 제공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조정함.13) 이와 함께 농업 관련 정부 및 공

공부문 종사를 참여하는 식품기부 프로그램 확대14)

❍ 회원국의 농정 틀 변화 및 주요 개혁조치

- 일본은 향후 10 년 동안의 정책 방향, 식량 자급 목표 및 상품 생산 목표를 설정하는 "

식량, 농업 및 농촌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개정 

- EU의 경우,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21~ 22년 동안 공동농업정책 (CAP)에 대한 과

도기 규칙에 합의한 반면 CAP 개혁에 대한 협상은 지속하기로 함. 2020 년 5월, 집

행위원회는 농업부문과 가장 관련이 있는 그린딜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

표했는데, Farm to Fork와 생물다양성 전략은 EU 식품시스템을 경쟁적인 지속가능

성, 인간 및 지구 건강과 식품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행위자의 생계 보호를 목표로 함.

- 한국은 직불제 개편(para 43)과 2050 탄소중립전략(para 44), 스마트농업프로젝트

(para 51)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이 기술됨

❍ 농업지원(PSE 지표)의 변화 

- 농업부가가치 대비 총 지원규모의 비율은 OECD 평균은 42%(2018~20)인데, 스위

스(146%), 한국(81%), 일본(78%)이 가장 높고, 호주, 칠레, 뉴질랜드는 10% 미만임

(para 66).

- 농가수취액에서 생산자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60%로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일본임(para 71).

13) 예를 들어, EU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 플러스(CRII +)는 빈곤층에 대한 유럽원조기금(FEAD)

이 지원하는 푸드뱅크에 식품바우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식품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규칙을 완화함.

14) 예를 들어, 미국 농무부(USDA)는 기존의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EFAP)과 새로운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 제공될 국내에서 재배한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참여를 독려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95

- 개별 품목별로 MPS가 농가수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품목 평균이 

20%를 초과)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필리핀, 노르웨이, 스위스 6개국임(para 85).

- GDP 대비 일반서비스지지(GSSE)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6%), 일본(16%), 한

국(12%)임. OECD 평균은 5.6%이며 12개 신흥경제국 평균은 3%에 불과(para 91).

- 음의 %CSE(시장가격지지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암묵적인 조세부과 규모(소비지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이상인 국가는 아이슬란드, 한국, 일본, 노르웨이임(호

주는 %CSE가 0)(para 97).

- 농가수치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계측하는 지표인 NPC(명목보호계수)가 가장 높

은 국가는 아이슬란드(94%), 노르웨이(75%), 한국(68%), 일본(61%)임(박스 1.3).

3. 검토자 의견

❍ OECD는 농식품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지 위해서 생산성이 높고 가격이 낮아

져야 한다는 기조를 토대로, 농업분야에서 R&D, 인프라 등 생산중립적인 투자가 늘어

나야 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가급적이면 줄이되 무역자유화가 보다 진전되어야 한다

는 입장임.

- 이러한 관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삼중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생산성, 지속가능성, 복원력 향상에 농정수단을 일관성 있게 집중하자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MPS가 높게 계측되는 문제로 인해 모든 PSE 관련 지표에서 시장과 무역왜

곡적인 지지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주요 농축산물(MPS 대상품목)의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편인 것은 사실이지만, MPS 산정방식을 보다 현실과 부합

하게 조정해서 이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MPS 대상품목 확대, 국내가격 및 참조

가격의 수정 등)가 있음(기본적인 PSE 산출구조 하에서는 MPS 수치를 적절히 관리

해 나가야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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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박스 1.2(MPS 개념과 해석)에서는 ‘관세를 토대로 산출하는 MPS’에 관한 OECD 

사무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FTA 확대로 인해 WTO 양허관

세보다는 실행관세(FTA 특혜관세 반영)가 MPS 개념에 더 부합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본의 주장(한국도 지지 표명)을 일정부분 소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러한 이유로 MPS 산출 시 가격차 계산이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가격차 대신 관세를 사용하면 관세 라인(세번) 전반에 걸친 제품그룹 구성, 생산 및 무

역의 계절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여러 복잡한 측정 문제가 발생함. 또한 평균 수입

보호율이 아닌 한계 수입보호율를 포착하기 위해 법정 적용 MFN 관세(주로 WTO 

양허관세)를 사용함. 따라서 특혜무역협정(PTA)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새로운 PTA

의 잠재적인 자유화 효과는 관세를 활용한 MPS 추정치에 반영되지 않음. 국제무역

에 대한 PTA의 관련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가 허용될 경우, 가격차 계산을 기반

으로 MPD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음.

❍ 이밖에 보고서에서 제시한 과체중과 비만, 양분수지, 물 스트레스, 농업생산성과 환경

적 지속가능성 연계 등의 문제점들과 권고사항은 국내에서도 일정부분 참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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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 Part II -  

Developments in Agricultural Policy and Support by Country 

(TAD/CA/APM/WP(2021)7)15)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농업위원회(CoAG) 2020~21년 작업 및 예산 계획에 따라 수행된 OECD 회원국 및 신

흥 경제국의 농업정책 평가 보고서(EOR 3.2.1.1.1).임.

- 본 보고서는 1부에서 OECD 국가와 신흥 경제국의 농업 정책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설

명과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함. 2부에서는 개별 국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

- 2021년 자료에는 COVID-19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 1차 평가보고서로써 2021년 5월 18~20일 개최되는 APM 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 제시된 보고서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국가별 관련 농정 자료

❍ 각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사례조사이며, 관련 자료로 주로 OECD 농업 통계(데이터베이

스)를 이용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연구위원(한국), 김상현 부연구위원(EU), 정대희 전문연구원(미국), 박수연 연구원

(중국), 박주언 연구원(일본)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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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1) 유럽 연합(European Union)16)

가. 농업보조

❍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인 PSE는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함. %PSE는 1990~2000년

대 동안 감소한 이후 2010년 이후 19%(OECD 회원국 평균 18%)대를 유지함. 수출입 

허가, TRQ, SSG와 같은 무역보호조치가 다양한 부문에서 발효된 반면, 가격 왜곡 형태

의 지지는 실질적으로 감소해 왔음. PSE에서 차지하는 시장가격지지(MPS)는 

2000~02년 46%에서 2018~20년 18%로 감소함.

❍ 대부분의 생산자에 대한 지지는 직접지불과 같은 재정지원에서 발생함. 이런 직접지불

에 의한 생산왜곡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함. 2020년 기준 재정지원의 50% 가량은 

생산과 비연계됨. 

- 1/3 가량은 현행 생산을, 18%는 투입재 사용을 기준으로 이뤄짐. 더욱이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의 60% 정도는 의무적인 환경준수를 조건으로 지불되고, 14% 정도는 

의무요건과 함께 추가적인 자발적 농업환경 조치로부터 이뤄짐. 

❍ 2018~20년 평균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출(GSSE)은 총 지지수준의 10.4%, 농업부가가

치의 4.7%를 차지함. 이는 2000~02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평

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GSSE의 상대적 중요성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구성 요소들은 

변화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지식 및 혁신 시스템에 대한 지출은 

2018~20년 54%로 약 12%p 증가함. GSSE의 20%를 차지하는 유통 및 판촉에 대한 

지출 또한 증가한 반면, 인프라 개발 및 보수와 공공비축에 대한 지원은 감소함.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현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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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정책 변화

❍ 2020년 대부분의 정책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 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둠. EU 전체 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른 

경기대응을 위한 신축적 조치, 예외적 시장조치, 농가 및 농촌지역 직접지불과 같은 다

양한 조치들이 이행됨.

❍ EU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장기 경기회복대책(Recovery Plan for Europe)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농업부문의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원이 이뤄짐.

- 2020년 11월 27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CAP의 전환기 규정(기존 CAP 이행)에 합

의함에 따라 기존 2014~20년 CAP이 2022년까지 지속되며, CAP 개혁 논의는 

2023년에 개시됨. 5월 유럽위원회는 세부적인 그린딜(Green Deal) 계획을 수립하

여 농업부문과 관련된 F2F(Farm to Fork) 및 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함.

- F2F 전략은 ① 지속가능 식품 생산 보장, ② 지속가능 식품 가공, 도소매, 서비스 활성

화, ③ 지속가능 식품소비 홍보 및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 전환 촉구, ④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 등 4개 주요 정책분야와 27개 항목의 세부행동계획으로 구성됨. 동 전

략을 통해서 농약사용 50% 감축, 영양손실 50% 감축, 유기농 농경지의 비중 25% 확

대 등 농업부문 목표를 수립함.

- 생물다양성 전략은 장기계획으로 자연보호, 생태계 침하 방지, 미래 위협으로부터 회

복력 강화를 목표로 함. 또한 화분 매개체(pollinators)의 감소 방지, 10% 정도의 농

경지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풍부 경관 설정 등 농업부문 특정 목표를 수립함.

❍ 2020년 12월 EU-영국 간 무역협력 협정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수입이 허용됨. 2020년 EU-중국, EU-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기존 EU-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함.

다. 평가 및 권고

❍ F2F와 생물다양성 전략은 EU 농업부분의 회복력, 지속가능성,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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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조를 보여주는 반면, 바람직한 성과로써 선택된 특정 목표가 전반적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함. 더욱이 이들 전략들은 유럽지역의 핵심 이

슈로 부상하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선결조건인 물관리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회피

하고 있다고 평가 

❍ 현행 CAP 개혁 제안서는 시장을 왜곡하고 환경성과를 악화시킬 수 있는 품목특정 지원

을 자발적으로 생산과 연계된 지원 형태로 계속 제공함. F2F의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부정적 환경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CAP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

❍ EU의 코로나19 대응 장기 경기회복대책은 농업부분의 회복력을 보다 강화하는 기회로

써 활용하는 시도로 평가됨. 반면, 코로나19 대응 불확정 특별지원대책이 정치적 목적

에 민감하거나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험관리와 회복력에 대한 투자 

유인을 침해할 수 있다고 권고함

-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시장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유럽 농식품 시스템은 소비자들

이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탄력적인 것으로 입증됨. 그린딜과 투명한 

시장정보 공개 등은 이런 노력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함. 하지만, 코로나19

로 인해 미래 위기상황에 대한 방어책으로써 식량주권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접근방식을 채택하는데 신중해야 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방식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미래 충격에 대응하여 산업을 적응시키고 

변화시키는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권고함.

라. 정책 발전

1) 정책 추이

❍ 공동농업정책(CAP)은 1962년 EU(당시 EC) 창설 이후 유럽연합의 농정의 근간을 형성

함. EU는 1962~2006년까지 유럽농업 지도 및 보증기금(EAGGF)을 통해 CAP의 예산

을 충당함. 2007년 이후 유럽농업 보증기금(EAGF)과 유럽농촌개발 농업기금(EAFRD)

을 통해 CAP 예산을 집행함. 1992년 최초 CAP 개혁 이후 현재 2013년 개혁된 CA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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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사건 주요 정책 특징

1992년 이전
연계된 지원국면: 

EAGGF를 통한 CAP 지원
EU 확대(15개 국)

국제가격 이상의 가격지지
무제한 구매보증
낙농품, 설탕 등 생산쿼터

1992-1999
MacSharry   개혁:
EU 확대(18개 국)

UR 농업협상

소득지원조치를 통해 가격지지에서 생산자지지로 전환
토지휴경 직불 도입
국경조치의 관세화 및 양허관세 감축

2000-2002

Agenda 2000 CAP   Reform:
아젠더 2000 CAP 개혁: 

CAP을 제1축(농가소득)과 제2축
(농촌개발)으로 구분

세계가격 수준으로 EU 시장지지가격 감축 및 생산자에 대한 직접보
조
의무적 환경 교차순응 도입
농촌개발(제2축) 규정 도입

2003-2008

Fischler 개혁:
기존 EAGGF를 EAGF(CAP 제1축 
지원) 및  EAFRD(제2축 지원)으로 

개편
EU 확대(2004년, 2007년)

생산비연계 고정단일 농가직불(SPS) 도입
환경 및 공중보건 목적의 상호준수 의무 도입
단일 공동시장조직(CMOs) 도입
면화, 호프, 올리브오일, 담배, 설탕, 과일 및 채소, 포도주 제도 개혁

2009-2013 CAP건전성평가(Health Check)

시장개입 추가 감축
우유 쿼터 단계철 철폐
휴경제 폐지
모든 직접지불을 SPS로 통합
신규 교착준수 요건 도입

2013-현재
2013 개혁: 

EU 확대(2013년) 및 영국 탈퇴

다원적 기능 지원으로 전환된 생산비연계지원(기본직불, 녹색직불, 
소농직불 등)
직접지불과 시장조치를 제1축으로 통합
공동시장기구 통합
우유 및 설탕 쿼터제 등 공급통제조치 폐지
균등최소 직불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조정된 국가포괄지원에 관한 역
내외 수렴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표 1 참조>. 

표 1. CAP 연도별 주요 개혁 내용

 2) 주요 정책수단

❍ 공동농업정책은 EAGF에 의해 충당되는 제1축(Pillar I)과 EAFRD와 회원국들이 충당

하는 농촌개발 프로그램(RDP)을 바탕으로 한 제2축(Pillar II)로 구성됨. 2014~20년 

CAP 예산 76%가 제1축(시장관련 조치 및 직접지불)에, 나머지 24%가 제2축(농촌개발 

및 농업환경직불)에 배정됨. 2014~20년 CAP은 회원국들이 제1축과 제2축간 예산의 

15%까지 전용하도록 함. 

❍ (제1축) 직접지불과 생산과 연계된 시장조치로 구성됨. 2014~20년 CAP 이행 기간 다

양한 직불금이 활동 농민(active farmer)을 대상으로 지급됨.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102   ❙

도입해야 하는 기본직불금(BPS), 녹색직불금(GP), 청년농직불금)과 회원국이 자율적으

로 선택하여 도입하는 단일면적직불금(SAPS), 재분배직불금, 소농직불금, 자연제약지

역직불금, 자발적 생산연계직불금 등 시행함.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예비

비(Crisis Reserve)를 마련하여 제1축 직불금 예산에서 충당하며. 미사용 시 전액을 직

불금 예산으로 전용함. 

- 밀, 옥수수, 보리 등에 대한 공공비축 및 버터, 탈지분유, 치즈, 쇠고기, 양고기에 대한 

민간비축을 시행함. 과채류는 자발적 생산연계직불금 대상인 동시에 생산자단체가 

관리하는 위기개입조치나 최소수입가격 등 다양한 시장 조치를 통해서 지원됨. 

- 버터 및 탈지분유에 대한 수입보호조치와 함께 개입가격이 활용됨. 개입가격을 통한 

구매는 버터의 경우 5만 톤, 탈지분유의 경우 10만 9,000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는 2020년 생산량의 2%, 7%에 해당함. 이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은 입찰을 통해서 구

매됨.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및 계란 등의 품목에 대해 TRQ 관리제도를 운영함.

 

❍ (제2축) EAFRD가 2014~20년 CAP 제2축(농촌개발)의 예산을 담당하며, 우선순위 6

대 부분을 지원함. ① 지식이전 및 혁신촉진, ② 산림 지속가능한 관리와 농업 경쟁력 강

화, ③ 가공, 마케팅, 위험관리 등 식품사슬 조직 홍보, ④ 생태계 복구, 보전 및 개선, ⑤ 

자원효율성 및 저탄소경제 전환 촉진, ⑥ 농촌지역 경제개발, 빈곤감축, 사회참여 증진

 3) 2020~21년 역내 정책

❍ (예산지출 총액) 2020년 제1축에 따른 직접지불 예산 비중은 71%에서 68%로 감소한 

반면, 제2축에 따른 농촌개발 예산 비중은 24%에서 27%로 증가함. 

❍ (CAP 개혁) 2020년 10월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각각 2018년 위원회의 최초 제안서를 

바탕으로 CAP 개혁에 대한 협상입장에 합의함. 현재 이사회, 의회, 위원회 간의 3자 협

상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서 2021~2027년 CAP 최종안에 관한 세부 내역이 구체화 

될 것임. 2019년 12월 EU 위원회가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을 골자로 하는 유럽 그린

딜을 채택함으로써 CAP의 개혁방향에 대한 기조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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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및 부문별 지원) 2020년 대부분의 지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뤄짐. 일부 회원국들은 사과, 배, 포도, 양 및 염소, 양봉, 양조, 와인 

등 품목특정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데 예산을 배정 또는 증액함. EU 차원에서 과일, 야

채, 우유 소비 진작을 위해 EU 학교급식계획(school scheme)을 시행함. 

- EU 또는 회원국 수준에서 식품 라벨링 규정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소

비자 알권리를 제고함. 또한 역내·외 GI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GIView)를 

시범운영함. 회원국 수준에서 식품 홍보시책을 추진하여 판촉행사, 소비자와 생산자

를 연계한 지역 간 장기 식품계획, 소비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 (농업환경, 기후 및 지속가능성) 2019년 12월 11일 유럽 위원회가 유럽 그린딜(EGD)

에 합의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됨. EGD의 일환으로써 EU F2F 및 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함. 

- F2F 전략은 ① 화학 살충제 사용 50% 감축 및 가장 위험한 살충제 사용 50% 감축, ② 

영양소 손실 50% 이상 감축, ③ 토양 비옥도 손실 감축, ④ 비료 사료 사용 20% 이상 

감축, ⑤ 육지와 해양 동물에 대한 항생제 판매 50% 이상 감축, ⑥ 유기농법에 따른 

농지의 비율을 25% 이상 확대 등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몇 가지 농업부문 목표를 

설정함.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서 꽃가루매개가 감소 억제, 농지의 최소 10%에 생

물다양성이 풍부한 경관특성 확립, 농업용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관리, 농업생태 

관행의 활용 촉진 등을 구상함. 회원국 수준에서 기후변화 영향 완화, 순환경제 달성, 

탄소저감 노력,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과 관련된 농업부문의 다양한 시책 마련

❍ (동물 복지 및 후생)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폴란드 등 국가 수준에서 동물사육 

관행 개선 등 동물복지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 

❍ (동․식물 질병)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 및 

긴급가축방역조치(독일), ASF 손실 보상(불가리아), 돼지도축 보상금(라트비아) 등이 

시행됨. 또한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예방적 살처분(네덜란드), 백신 공급지원(불가리아), 

손실보상(라트비아) 등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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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및 식물 건강과 식물유전자원) 회원국 수준에서 가축 및 식물 건강과 식물유전자

원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함. 가축 종 사육원칙 제정 및 재정지원, 식물 교역 및 식물 건

강 위생요건 강화(폴란드), 식물유전자원 접근 규정(스페인), 식량 농업용 식물유전자원 

수집·보존·활용 계획(에스토니아) 등 시행

❍ (농업) 헝가리는  양봉가의 장비 취득, 전문 기술 확대, 양봉 건강 유지 시책, 과학 연구 

등 국립양봉 지원계획을 시행하여 양봉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

를 강화하는데 노력함.

❍ (디지털화) 회원국 수준에서 농업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을 수행함. 코페르니쿠스 

센티넬 위성(Copernicus Sentinel Satellities) 데이터를 활용한 농장관리 및 지리적 

정보 앱(geotagged app)을 활용한 농장관리(벨기에), 과일, 야채, 와인 대상 디지털 기

술의 보급 확대 및 자동화된 디지털 솔루션 개발(포르투갈), 데이터 운용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통한 디지털화 및 도농간 디지털 격차 축소(스페인) 등을 위한 재정지원

❍ (식품안전 및 이력추적제) 식품 안전과 이력추적제(traceability)와 관련된 규제 조치는 

EU 또는 회원국 수준에서 이행됨. 유럽 위원회는 EU 화학물질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

하여 식품 감염 물질 중 가장 유해한 물질(PFAS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함. 불가

리아의 경우 식품 이력제를 강화하며 소비자보호를 개선하는 식품법 개정안을 발효함.

❍ (위험관리) 위험관리 정책의 대부분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조

치에 중점을 둠. 벨기에, 불가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자연 재해에 대한 사후 지원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함.

❍ (특정 농가에 대한 지원 및 규정) 헝가리는 가족농 농업모델을 개발하여 중산층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가족농 지원 정책을 도입함. 이탈리아는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사회

보장 기금 성격의 지원을 제공함.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여성농을 대상으로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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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회원국 수준에서 소규모 도축장 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불가리아), 중소농에 대

한 이자지원(체코), 농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리 보조(헝가리) 등 투자 보조금 형태

의 지원이 이뤄짐. EU 차원에서 장기 산업혁신 투자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코로나19 대

응 관련 "차세대 EU" 계획이 도입됨.

❍ (혁신 및 지식) 유럽 위원회는 EU 토양 관측소(EUSO)를 출범시켜 토양 사용자 커뮤니

티에 토양 보호에 필요한 지식과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고, EU의 토양 연구 및 혁신을 지

원하며, 토양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EU 정책 수립을 지원함. 프랑스는 

농업, 식량, 환경을 위한 고등교육 연구소("Institut Agro")를 출범시켜 농업과 식품분

야의 농업·디지털·기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으로 지원함. 포르투갈은 농

업 혁신 아젠다 2020~30에 따른 혁신 네트워크를 출범하여 과일, 야채, 와인, 올리브 

오일 및 시리얼과 같은 품목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노력

❍ (코로나19 대응 국내정책) EU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농업 부문 주요 정책

은 CAP 유연성, 예외적인 시장 조치, 그리고 농민과 농촌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 형태로 

이뤄짐. 회원국 수준에서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근거하여 자체 규제 유연성, 세제 혜택 

및 사회공헌 조치, 투자 지원 및 농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시행함.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

덴 등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농업 생산자나 기업들은 더 일반적인 경제 지원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었음. 또한 대응 조치는 부문 내 노동계의 우려에 대응하고, 식품 공급망의 

중단을 최소화하며,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이 식품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외적 시장조치) 일부 예외적인 시장 조치가 채택되어 회원국들이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됨. 첫째, 특정 유제품(버터, 치즈 및 탈지 분유)과 육류 제품(쇠

고기, 염소 및 양고기)에 대한 민간 저장 지원 계획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2~3개월에서 

5-6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 있게 함. 둘째, 위원회는 농

업, 과일, 야채, 올리브유, 와인, 학교 급식계획(우유, 과일, 야채 포함)에 대한 기존 시장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더욱 유연하게 도입함. 이러한 유연성은 각 부문의 가용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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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여 시장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위기관리 대책에 대한 자금 

우선 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함. 

- 유럽 연합은 치즈, 버터, 탈지분유, 양고기, 육류에 대한 민간비축 지원을 개방했지

만, 보관 계약 수량은 대부분의 경우 초기 허용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보고됨. 벨

기에는 동물 사료를 위한 감자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용을 포함한 감자에 대한 시장 안

정화 조치를 승인함. 

❍ (직접지불 수단)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한 직접적인 지원수단을 제

공함. 체코,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저율의 이자로 대출이나 보증

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농촌진흥기금이 남아 있는 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등 9개 회원국의 경우 농업인과 소

규모 농식품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새로운 임시 농촌개발 대책(대

책 21)을 수립함. 

- 회원국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CAP의 제2축의 예산을 제1축의 예산으로 

전용하여 특정생산과 연계된 추가 지원이 이뤄짐. 또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은 위기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은 농업부문의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제공함. 

❍ (농가 수당) 농가 관련 수당도 지급됨.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일부 회원국은 코로

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근로지원금, 가구당 수당, 양육수당 

등을 지급함.

❍ (노동) EU와 회원국의 농식품 공급망과 관련하여 시행된 정책의 대부분은 농업 노동력

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둠. EU 내 국경폐쇄에 대응하여 계절적 농업 노동자를 포함한 중

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함. 체코는 농업 노동 지원을 위해 

농업부가 정보 핫라인을 설치하여, 계절노동자의 수급을 연결하는 여러 플랫폼을 설치

함. 에스토니아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농업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지원책을 마련함. 프랑

스는 채용 간소화 대책, 고용 수급에 맞는 플랫폼 설치, 실업자 일시 가입 인센티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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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식품 분야의 고용 접근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함. 핀란드는 국

내 농업 노동력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유럽 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계

절 농장 노동자의 쿼터를 두 배로 늘림. 독일은 전용 공항을 통해 이동하며, 고용주가 사

회적 거리 요건으로 인해 교통, 건강 검사 및 기타 비용을 모두 지불한 경우 계절노동자

가 해당 국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함. 헝가리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

기 위해 임시직과 계절 근로자에 대한 연간 시간 제한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 이

탈리아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수혜자의 농업계약 체결을 유도해 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6개월 거주허가를 받아 농업 노동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함. 스페인은 농가에 거주하는 실업자, 이주자, 제3국 청년 등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함. 더불어 일부 회원국은 농업 

종사자의 적절한 생활 및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시행함. 

❍ (식품공급망) 회원국 차원에서 임시시장 규제 승인(불가리아), 식량공급 대응 비상계획 

수립(체코), 물류 체인관련 조치 완화(프랑스), 식품시스템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정

보공유(룩셈부르크) 식품공급망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도입됨.

❍ (장기 복구 및 전환) EU는 단기조치 이외에 장기 대응 및 복구조치를 시행함. 장기조치

인 '유럽복구계획'은 '차세대 EU'와 ‘EU 예산 강화(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 또는 MFF)’

로 구성됨. 위기 복구 및 회복을 위한 회원국 지원은 다음과 같음. 

- 유럽 복구 및 회복력 기능(6,380억 달러, 이중 3,530억 달러는 보조금, 2,850억 달

러는 융자)

      ·REACT-EU 회복 지원(2020~22년 630억 달러)

      ·최대 460억 달러의 ‘공정전환기금“을 통한 기후중립 경제로의 녹색 전환 가속화를 위

한 회원국 지원

      ·유럽 그린딜, 생물다양성, F2F 전략에 따른 농촌지역 구조변화 지원을 위한 170억 달

러의 예산을 통한 EAFRD 강화

- 경기부양 및 민간투자 지원

      ·향상된 InvestEU 프로그램(174억 달러)을 17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전략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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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연계

      ·실행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불능력 지원 기구(350억 달러)

- 위기 교훈 학습 및 유럽의 전략적 과제 대응

      ·대규모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EU 시민보호 메커니즘(rescEU) 강화(35억 달러)

      ·유행병과 그 결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럽연합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드

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강화

- 회원국 수준에서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장기 부문 복구 및 혁신 계획을 마련함. 

프랑스는 식량 주권 강화, 소비자 건강보호 및, 지속가능성, 지역식품 접근 개선을 목

표로 농업과 임업의 적응을 지원하는 농업 및 임업 계획을 발표함. 기후변화관련 조

치는 다음과 같음. 

      ·동물 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1억 1,4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향

후 3년 동안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콩 등)와 두류의 프랑스 생산을 40% 증가시키는 식

물 단백질 국가 전략

      ·2억 2,800만 달러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식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프랑스 농업과 임업을 기후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3억 4,200만 달러 지원 (수자원 

관리 및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작물 품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뭄에 대한 복원력 향상)

- 같은 맥락에서 룩셈부르크는 '이노베이션 허브'를 설치해 분야별로 서로 다른 주체들

의 네트워킹을 촉진해 농업정책과 관련된 과제,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의 필요성, 기

후 비상사태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함. 또한 농가들이 향후 위기상황

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통신 데이터를 교환하는 디지털 농

업 플랫폼을 구축함. 

4) 2020~21년 무역정책

❍ EU의 농산물 실행관세율은 2019년 평균 11.4%로 2018년 12%에 비해 하락했으나 비

농산물 실행관세율(4.3%)의 3배에 달함. 동물성 제품, 유제품, 설탕, 제과제, 음료와 담

배 등의 실행관세율은 15% 이상임. 유럽연합은 2018~19년 124개 품목에 대해 TRQ

를 운영함. 신선·냉동 닭고기, 토마토, 아몬드, 수수, 사탕수수, 파스타 등의 TRQ 이행

률은 80-100%임. 그러나 TRQ 대상품목의 50% (60개 품목)는 10% 미만의 이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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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21%는 수입량이 없음. 특정 닭고기와 가금육 조제품에 대해 2019/20년 가격

기준 SSG가 발동함. 토마토, 오이, 아티초크, 호박, 오렌지, 감귤류, 레몬, 식탁 포도, 사

과, 배,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등 일부 과일 및 야채에 대한 물량기준 SSG가 발동함. 

❍ 캄보디아와 미얀마산 인디카 쌀 관세는 2020년 1월 1일 톤당 199달러에서 171달러로, 

2021년 1월 1일 톤당 142달러로 인하되었다. 2020년 9월 9일 EU의 쌀 수입 관세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650,000톤 이상의 쌀을 수입한 결과 톤당 

48.4달러에서 74로 조정됨. 함. 

❍ (무역협정) 유럽 연합이 2020년 11월 12일 발표한 EU 자유 무역 협정 이행에 대한 네 

번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EU의 FTA에 따른 농식품 수출과 수입은 각각 

8.7%와 8.3% 성장함.  유럽연합은 현재 45건의 무역 협정을 발효 중이며, 추가 교역국

들과 협상이 진행 중임. 2020년 7월 유럽 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두 가지 추가 협

정인 EU-메르코수르 협정과 EU-인도네시아 협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 영향 평가를 발

표함. 2020년 12월  EU-영국 무역협력협정, 9월 EU-중국 간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추진함. 8월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EU는 7년 동

안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베트남은 10년 동안 EU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함. 2020년 4월 28일 2000년 이후 발효된 EU-멕시코 무

역협정을 개정함. 

❍ (분쟁) 2020년 2월 17일 EU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산 냉동 감자에 대해 콜롬비아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패널 설치를 요청함.2020년 8월 24일 분

쟁 패널이 구성됨. 

❍ (코로나19 대응 무역정책) 유럽 연합은 COVID-19에 대응한 무역 조치를 시행했지만 

대부분은 농업과 관련이 없음. 농업 공급망에 영향을 준 한 가지 조치는 공공 보건 보호

를 위해 제정된 역내 국경 통제 장치가 있는 경우 역내 국가들간 교역을 지속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었음. 2021년 2월 1일부터 무역을 원활히 하고자 전자 인증서 또는 원본 

문서의 사본을 인정하는 조항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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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China)17)

가. 농업부문 지원정책(Support to agriculture)

❍ 중국의 농가총수입에서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

이다가 2016년 이후 점차 감소함.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18-20년 평균 

12.5%로 콩, 유채, 면화, 옥수수에 대한 시장개입과 밀, 쌀의 최소수매가격 등 정책개혁

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MPS는 여전히 총 지원에서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자에 대한 

지원의 2/3 이상이 무역 왜곡적일 수 있는 지원형태이며, 이는 2000-02년 이후 일관

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농업생산자들은 2018~20년 상품수령액의 10%~60% 수준의 MPS 혜택을 받

았음. 중국 농업인들이  받은 상품의 가격은 2018~20년 세계 평균 가격보다 10% 가량 

높은 수준임. 국내 생산자물가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암묵적

인 세금을 의미하며, 소비자 지원 비율은 2018~20년 –9.6%임.

❍ 일반 서비스 지원 추정치(GSSE)에서 가장 큰 재정적 지원은 ① 공공 비축(Public 

Stockholding), ② 인프라 개발 및 유지, ③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중국의 GSSE는 2018~20년 농업 총지원의 14.1%에 불과하며, 농업 부가가치 대비 3%

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임. 2018-20년 국내총생산 대비 생산자지지추정치 비

율(%TSE, Total support to agriculture as a share of GDP)은 1.6%로 2002년 이

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SE는 적용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OECD 평균의 약 3배).

나. 주요 정책 변화(Main policy changes)

❍ 중국은 2021년 2월과 3월에 발표한 1호 중앙문서,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수연 연구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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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가용성 확대를 위한 곡물 수확량 증대, 국내 종자산업 지원 확대, 농업 디지털 기술 

활용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COVID-19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은 농식품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

며, 제도적 조치, 전반적인 경제 조치, 농업 생산 지원, 정보 및 조정 조치, 공급망 운영

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조치 등이 포함됨. 

- 농업생산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쌀 최저지원가격이 인상되었으며, 제14차 5

개년 계획(2021-2025)에서는 밀과 쌀 모두에 대한 최저지원가격의 추가 인상이 계

획되어 있음. 

- 2020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식량 안보 대응 계획

을 발표하여 농지의 비곡물 사용 전환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정부(regions 

and provinces)의 재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도 하였음. 

- 중국은 2020년 6월부터 국내 및 수입 식품 및 식품 포장에 존재 할 수 있는 신종코로

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 물질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2020년 

12월, 중국은 국경지대에 농식품 거래를 위한 추가 COVID-19 프로토콜을 도입했

는데, 여기에는 국경지대에서 농식품 제품의 테스트와 소독이 포함됨. 또한 시장규제

국(SAMR)은 식품업체가 수입품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중국 내 13개성에 대해 온

라인 국가 추적성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2020년 5월, 설탕에 대한 3년간의 보호 조치가 끝났고 할당량 초과 관세가 85%에서 

50%로 떨어짐. 세이프가드가 종료된 후, 2020년 7월, 중국은 할당량을 초과한 설탕 수

입에 대한 자동 수입 허가를 도입하였음.

❍ 2020년 11월에 체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중국은 육류제품 등 선

별된 농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단계적 폐기가 예정되어 있음. 곡물류(시리얼) 등 다른 

상품들은 대부분 양허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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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및 권고(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 주요 작물에 대한 시강개입 가격으로 작물을 심은 지역에 따라 직접 지급으로 대체하는 

최근의 개혁(면적직불제)은 정책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음. 이는 장기적인 생산성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성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직접지불을 위한 옥수수(maize) 구매 및 보관 시스템의 개혁은 일반 서비스 지원에

서 여전히 가장 큰 지출 비율을 나타내는 공공 비축물량 보관비용의 부담을 완화시켰

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혁은 점차적으로 밀과 쌀로도 확대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농민에 대한 직접 지급은 유지되어야하지만, 지급과 생산 결정 사이의 

연계는 계속해서 경작을 해온 농지(historical area)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 친화적인 생산 관행을 조건으로 한 지급

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Greened).

❍ 일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은 개별 생산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 농업 인프라에 대한 농업지원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특히 식품안전법 개정조항인 질병과 해충에 대한 전국적인 감시

체계,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돼지육류 분야 회복 등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위생 점검 및 방제서비스 추가 투자가 핵심이 될 전망임. 이러한 공공지출

의 구조조정은 농기계 구입 보조금 등 투입보조금을 축소하고 직불금을 통한 지원이 농업인

의 새로운 시장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과도기적 역할만 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 토지 이전 규칙에 대한 개혁은 대규모 가족 농장, 협동 농장, 농업 회사가 운영하는 농장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농장의 출현에 기여함.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개혁이 교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개선된 금융 서비스 접근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농업 환경 정책을 위한 견고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중국은 지역 생태 조건에 맞게 

조정된 환경 목표를 정의하고 환경 규제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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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미에서 2019년 토양오염방지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토양검사를 실시하는 

토양환경정보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완전히 구현되어야 하며, 농업용수 사용과 

관련해서도 위와 유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지하수 환경 감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 아래 실

시되는 물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책임을 보다 잘 정의하고, 갈등을 제거

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구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 전반의 배출 감소 목표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부문별 목표는 특정하지 않은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정책적 노력은 비료 효율과 벼 재배로 인한 배출량 감소, 그리고 농업 바이오가

스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GHG) 배출량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몇 가지 계획이 기관 전체에 제시

된 바 있음, 

라. 정책 개발(Description of policy development)

□ 정책 트렌드 개요(Overview of policy trends)

❍ 중국의 농업 정책 목표의 진화는 경제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농업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

음을 반영함.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농업 부문은 산업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부과되었음. 1970년대 후반, 중국은 중요한 경제 변화 과정을 시작하였고,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 중심 경제로의 개혁을 실행한 바 있음. 중국은 1978-84년 

사이에 첫 번째 농촌 개혁인 가계 책임제를 시행했으며, 이것은 주로 가구 내 인구나 

노동자의 수에 기초하여 인민공동체를 해체하고 개별 가구가 경작지를 계약하도록 

하였음.  

- 1990년대 후반까지 농업 정책은 비료 및 기타 농업에 대한 투입 보조금의 제공을 

통해 식량, 특히 곡물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이와 동시에 정책 조치는 

규제 완화와 마케팅 채널의 다각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개(irrigation)에 대한 지원 증가분을 할당하였음. 



114   ❙

- 중국의 국제 무역 자유화는 1990년대 초에 무역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무역업자들이 

농산물 시장에서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시작되었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 맥락에서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는 1990년대 초반 42%에서 2000년대 초반 

12%로 떨어졌음.

- 2000년대 들어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는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었으며, 특히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식량 자급과 함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었음. 농가소득 개선의 중요성은 곡물 최저수매가격 

도입, 일시구매·비축제 도입, 농자재 보조금, 우수 작물 품종, 농업보험료 지원 등에 

반영되어 있음.

❍ 2021년 2월 발표한 제1호 중앙문서 중 상당수는 농산물의 품질 및 식품 안전 보장,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 생태계 보호 등 기타 정책 목표를 강조하였음. 2000년대 초, 중국은 

"Grain for Green"(공식적으로 산림 교체 공사 “Returning Farmland to Forest 

Program”), 방목지를 초원으로 전환, 또는 초원 생태 보호와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환경 지불을 도입하였음.

❍ 1990년대 말, 농업 부문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대부분 예산 배분으로 이루어졌고, 시장 

가격 지지(MPS)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음. 예산 배분은 투입재 부문에 대한 보조금과 

일반 서비스 부문에 이루어졌음. 그러나 2002년 이후 MPS는 증가하였고 농업 생산자

들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음. 2009년 이후, 중국은 최저 지원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국내와 국제 시장 사이의 가격 격차를 크게 벌렸음. 농가에 대한 지원은 2015년

까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이때 유채, 콩, 면화, 옥수수 등의 상품개혁이 MPS를 낮추

는데 기여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MPS는 PSE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면적직불금 및 투입재 보조금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정책 수단(Main policy instruments)

❍ 시장가격지지(MPS)는 중국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 밀과 

쌀의 최소수매가격 등 국내 물가정책과 관세, 저율관세할당(TRQ), 국영무역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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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무역정책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밀과 쌀의 최소수매가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

과 협의하여 매년 정해지고 있음. 그들의 적용 범위는 주요 밀과 쌀 생산 지역으

로 제한되어 있음. 밀과 쌀의 최소수매가격은 파종기 전에 발표되며, 수확 후 몇 

달 동안만 적용됨. 중앙정부는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영 중

국곡물보존공사(시노그레인)를 비롯한 국영기업이 구매 개입에 나설 것을 의무

화하고 있음(2018년 이후 최저가격으로 국가등급 3등급 이상의 곡물만 구매할 

수 있음). 다만, 기상악화 등 3급 이하 곡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지방 정부

(provincial authorities)도 임시 비축을 위해 구입할 수 있음. 최소수매가격의 

적용은 사흘 연속 시세가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시작할 수 있고, 사흘 

연속 시세가 최저가격 이상으로 오를 때 중단해야 함. 마케팅 연도 동안 최소수매

가격으로 조달된 곡물 수량의 한도는 밀의 경우 3,700만 톤(2019년 이후) 및 쌀

의 경우 5,000만 톤(2020년 이후)으로 설정됨.

- 특정 물품에 대한 예산 이전(Budgetary transfers)에는 보상 및 직접 지급이 포

함됨. 보상 지급은 면화 생산업자의 사전 결정된 목표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간

의 차이를 포함하며, 생산당 지급과 면적당 지급으로 이루어짐. 콩과 옥수수 생산

자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에 따른 직불금이 지급됨.

❍ 그 밖의 주요 예산 프로그램으로는 곡물생산자 직불금, 농업투입보조금, 종자 품종

개량보조금 등을 조합한 농업지원금, 농기계 구입보조금, 토지통합보조금 등이 있음. 

- 곡물의 공공비축 및 농업 기반 시설(관개 및 배수 시설 포함)의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일반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일반서비스 내에서 농업 지식과 혁신에 

관련된 지출도 상당한 수준임.

❍ 중국은 2016년 9월 3일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하였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에서는 늦어도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GDP의 탄소 집약도를 2005년 수준보다 60-65% 낮추며, 2030년까지 총 1차 에너지 

공급에서 비화석 에너지의 점유율을 약 20%로 높이고, 산림 재고량을 2005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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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 늘리겠다는 등 몇몇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2020년 9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하였음. NDC는 다른 분야 중에서도 농업, 토지 이용 

변화, 임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농업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순배출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농업에 대한 유일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는 2020년까지 

비료 및 농약 이용률 제로 성장 달성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목표를 2018년에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하였음. 다른 광범위한 목표는 논에서 메탄 배출과 농지에서 발

생하는 아산화질소 배출을 제어하고 짚의 포괄적인 활용 또는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임.

- 국무원(State Council)은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업무계획을 발표하여 메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이산화탄소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어하는 정책을 강화

하고자 하였음. 이 계획은 농업 부문과 도시 폐기물 및 하수 처리에서 메탄 배출을 줄

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국가농업지속가능발전계획(2015-2030)에서는 천연자원 보호, 환경보호, 생산

품질 및 효율에 중점을 둔 농업관행 측면에서 목표와 경로를 정하고 있음. 농업 생산 

능력, 자원 지원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함.

□ 2020-21년 국내 정책 발전(Domestic policy developments in 2020-21)

❍ 2020년과 2021년 초에 발행된 여러 경제 및 농업별 정책 문서에서는 농업 부문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식품 가용성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강조를 확대하고 있음. CCCPC는 

2021년 3월 제14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농업 현대화 분야에서 특정한 주요 우선 과제인 식량 보안 강화, 최소 경작지 면

적 1억 2천만 헥타르의 보호, 곡물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유지, 적절한 경우 밀과 쌀의 

최소 구매 가격 인상, 높은 표준 기반 시설 구현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녹색 농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보존 프로젝트, 종자 및 동물 사육을 포함한 혁신적인 농업 기술

과 스마트 농업 시스템에 투자, 해충 및 질병 통제 시스템 개선이 포함됨. "농촌 활성화" 

전략의 가속화와 관련하여, 이 계획은 농촌 인프라와 금융 서비스, 농식품 공급망 및 농

업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 더 나아가 농촌 토지 개혁, 농촌 생태관광과 같은 소득 창출 

활동의 다양화를 예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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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공개된 2021년 1호 중앙문건은 식량 안보와 관련해 지자체의 책임 증대

를 건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모든 핵심 곡물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식량 안

보 산업 벨트'를 설치할 계획임. 제1호 문서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곡물 생산을 연간 6억 5천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고, 옥수수 밭 면적을 늘리고, 

유채 종자, 땅콩 및 기타 석유 작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돼지고기 생산의 회복을 촉진

하는 동시에 쇠고기와 양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임. 제1호 문서에서는 주요 농

산물의 수입원 다양화와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의 글로벌 공급망 개발도 강조하고 있

음. 농업 및 공급망 디지털 기술 개발은 2025년까지 500개 시범지구와 냉장유통을 

위한 농업물류 거점 설립을 통해 지원됨. 

❍ 2020년에 발표된 농업별 정책 계획은 농식품 가공업 및 축산업 개발에서부터 식품 폐

기물 처리업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2020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

품 가공의 확장과 농촌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둔 국가 농촌 산업 발전 계획(2020 

-25)을 발표하였음. 이와 함께 국무원은 2020년 9월 '축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 문서는 육류 공급 보장을 위해 수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몇몇 선정된 

축산물의 경우 달성 시기는 명시하지 않고 자급자족 목표치(유제품 70%, 돼지고기 

95%, 쇠고기 및 양고기 85%, 가금류 100% 등)를 설정하고 있음. 이 문서는 이러한 부

문의 환경 악화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 농장이 금지되거

나 제한될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엄격한 농업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2020년 8월에 음식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고차원적인 캠페인이 시

작되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식당과 식품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지정하는 것 등이 포함됨.

❍ 농작물 질병 및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 규정의 

주요 조항은 질병과 해충에 대한 전국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임.

- 2020년 7월 1일부터 돼지를 운송업 종사자 및 농업인은 위챗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

로그램을 통해 운송 정보를 등록해야 함. 이 프로그램은 국가 동물 질병 관리 당국에 

의해 관리되며 추적성을 높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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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시성(广西省) 정부는 사탕수수 생산의 기계화를 위한 3년간의 실행 계획을 도입하였

으며, 이를 통해 농가는 기계 구입을 위해 헥타르당 최대 403원(63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중국은 10만 마리 이상 돼지를 사육하는 돼지고기 생산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자동 

급식기계 건설을 위해 46억 위안(약 6억5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음.

❍ 2020년 7월과 9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홍수 피해 지역의 농업 생산자

를 돕는 새로운 재난 구호 기금에 7억 3천만 위안(미화 1억 1천 7백만 원)을 배정하였음. 

❍ 인프라 부문에서는 중국이 50억 위안(7억6400만 달러)을 할당하여 16개 성급 지역에 

14,000개의 농가에 총 600만 톤의 농식품 저장용량을 가진 저온창고(cold storage fa-

cilities)를 지원하였음.

❍ 농업환경대책과 관련하여, 재정부는 가뭄기간 동안 농업용 관개용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지역 저수지의 통폐합에 5년간 1,000억 위안(약 150억 원)을 배정하였음. 

또한 수자원부와 재정부는 농업활동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55개 시범군에 25억 위안(약 44억 원)을 배정하였음.

□ COVID-19로 인한 국내 정책 변화(Domestic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 중국은 COVID-19 위기에 대응하여 제도적 조치, 전반적인 경제 조치, 농업 생산 지원, 

무역 완화 및 공급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제한 조치 등 다양한 농업분야 관련 조

치들을 취하였음. 

- 2020년 2월, 농식품부는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1년 인디카 쌀 최저 

구입가격을 인상하였음(2014년 이후 처음). 조생종 쌀(early indica rica)의 경우 

톤당 2,400위안(341달러)에서 2420위안(343달러)로, 중만생종 쌀(mid-late 

indica rice)에 대해서는 톤당 2,220위안(358달러)에서 2540위안(361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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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하였음.

- 2020년 2월과 3월에 시행된 중소기업(SMEs) 재정지원정책은 농업을 대상으로 중소

기업에 대한 세금납부, 대출상환기간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및 사회공헌 면제 

등을 지원하였음. 중국은 2020년 5월 COVID-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4조 8천억 위안(GDP의 4.5%인 0조 7천 4백억 달러)을 도입하여 새로운 경제 

전반적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음. 주요 대책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업보험의 

확대, 조세감면 및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농업분야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 등이 

포함됨. 

- 202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농업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통합 보험 그룹 및 농업 은행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20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부는 COVID-19 방역 

제한으로 인해 물류 병목현상에 직면한 축산농가에의 원활한 사료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유통망(green channels)" 조성을 지원하였음.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농업 투입재 구매 및 유통의 대안 창구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도 하였음. 

핀듀오듀오(Pinduoduo)나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종자, 비료, 스프링클러 및 기타 농업 기계들의 전자상거래 촉진에 기여하였음.

- 2020년 2월, 중국 에너지, 중국 석탄, 산시(Shaanxi) 석탄 회사들은 석탄 기반 비료 

생산에 석탄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시노펙(Sinopec),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등 기업들은 가스 비료 생산 업체에 

대한 우선공급을 요구받았음. 중국농업생산자재집단공사(CNAMPGC)와 시노케미칼

(Sinochem) 등은 국내 감자용 비료 재고량 증축을 요청받기도 하였음. 

- 2020년 5월 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식품 보안 대응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은 우선 곡물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무원은 

2020년 11월 모든 지방정부에 농지 재배작물의 비곡물 작물 전환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음. 지방정부는 위성 원격 감지기술을 통해 농작물 지역의 모니터링

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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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식품 보안 대응에는 곡물 비축량 관리 개선과 창고 용량 확대도 포함

되어 있음. 2020년 12월, 중국은 새로운 곡물 매장량 관리법 초안을 발표하여 중앙

정부의 감독을 지방단위로 확대하였음. 새 법은 지방의 예비 재고물량을 어떻게 정해

야 하고, 포함할 물품은 언제 출시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비축

량이 곡물 부족, 심각한 가격 변동 또는 주요 자연 재해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

다고 주장함. 

- 또한, 2020년 5월 식량 안보 대응 계획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돼지 

부문을 재건하고 선별된 농산물과 투입물, 특히 콩, 육류, 종자, 비료 등의 수입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농식품 공급망 정책과 관련하여, 2020년 6월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선

제품을 판매하는 농가는 저온저장용 전기요금 보조와 저장장비 구축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음.

- 중국은 2020년 7월부터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 시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하

였음. 소비자와 관련된 조치로는,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전국에 약 45,000개의 

식품 비상 공급구가 설치되기도 하였음.

□ 2010-21년 무역 정책 발전(Trade policy developments in 2020-21)

❍ 2020년 5월 19일, 상무부는 호주산 보리 수입에 80.5%의 반덤핑·상계관세(AD/CV)를 

도입하였음. 2021년 3월 26일,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해 5년 동안 116.2%에서 

218.4% 사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설탕에 대한 3년간의 보호 조치가 2020년 5월에 종료되었으며 할당량 초과 관세는 

85%에서 50%로 낮아졌음. TRQ 195만4000톤에 대한 쿼터 내율은 15%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중국 연간 설탕 수입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세이프가드의 

결론과 함께, 재경부는 2020년 7월에 할당량 초과 설탕 수입에 대한 자동 수입 허가를 

도입하였음. 콩이나 야자유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승인된 기업(민간 및 국영기업 모두 포

함)만 설탕을 수입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입량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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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8월, 12월에 중국은 라벨링 및 건강증명서와 관련된 문제를 들어 호주 육류 

공장 6곳의 수입을 잇달아 중단하였음. 2021년 1월 5일, 중국은 2020년 11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프랑스에서 가금류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음.

❍ 2020년 4월 5일부터 중국 관세청(GACC)은 수입 면화의 품질 검사 요건을 없앴음. 

GACC는 중국 수입규제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식물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20년 11월 6일, 중국 비축양곡관리공사(시노그레인:Sinograin)는 중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선별된 공급 업체들과 콩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20년 9월 16일, 미국은 WTO에서 중국발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과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하였음. 중국의 밀, 쌀, 옥수수 TRQ 행정과 관련한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중국과 미국은 준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하였음. 또한, 2020년 9월 28일 WTO 분쟁 위원회가 설립되어 밀과 쌀 생산국에 대한 

지원 제공에 관한 중국의 이전 판결에 대해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음. 

❍ 중국은 2020년 12월 19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보안 검토 규정을 

발표하였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MOFCOM)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규칙은 

검토 대상 투자 유형, 검토 범위 및 절차를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안 검토 메커

니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농업, 에너지 및 천연자원은 해당 분야 중 하나임.

❍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으며, 중국의 관세

약정일정은 육류제품 등 선별된 농식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단계적 철폐를 예상하고 있음

(곡물 등 기타 품목은 대부분 제외). 또한 RCEP 체결을 통해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영역에서 당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프레임워크와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및 국경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제공하는데 합의하였음. 합의 결과에는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 시간(6시간 이내), 정상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 상품의 출시 및 수입업체의 보관 시설에 대한 최선의 노력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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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6일, 중국과 뉴질랜드는 2019년 11월 협상 타결된  바 있는 중국-뉴질

랜드 FTA의 개선협상에 서명했다. 개선협상 결과에는 농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승인된 수출업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는 원산지 관련 조항과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행정 절차 및 무역 

문서화의 단순화 등임. 추가적인 운영 개선으로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대한 6시간의 

신속한 통관 시간, 정상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 상품의 출시 및 적절한 보관 시간이 

포함되며,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함.

❍ 2020년 9월 14일, 중국과 유럽연합은 지리적 표시제(GI)의 협력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음. 2019년 11월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100개 유럽 GI가,  

유럽연합(EU) 내에서는 100개 중국 GI가 보호되고 있음. 이 계약은 2021년 3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발효 후 4년 안에 협정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양측의 175개 GI가 추가로 

포함될 예정임. 

❍ 또한 2020년 12월 30일, 중국과 유럽연합은 포괄적 투자 협정을 원칙적으로 타결하였

음. 비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 자유화 약속을 할 것

이며, 고체 폐기물 처리, 자연 및 경관 보호, 위생과 같은 환경 서비스의 공동 벤처 요

건을 제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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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 인한 무역 정책 변화(Trade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 2020년 2월, 중국은 야생동물의 식량으로서의 무역과 소비에 대한 금지를 도입하였음. 

❍ 2020년 3월 20일, 국세청과 재정부는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소비세에 대한 할인율을 인상하였음. 

선정된 육류·어류·과일 등 380개 농식품을 포함해 1,464개 제품에 대해 할인율이 6%

에서 9~13%로 늘어났음.

❍ 중국은 2020년 6월 24일부터 브라질, 캐나다 및 미국에서 생산된 콩의 수입 시 

COVID-19에 오염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확인서 첨부를 요청함.

❍ 중국은 2020년 6월 베이징의 신파디 도매시장(Xinfadi Wholesale Market)과 연계한 

COVID-19 발병 이후 국내 및 수입 식품 및 식품 포장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SARS 

-CoV-2) 감염 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21개국 124개 

공급업체의 냉동식품 수입이 중단되었다. 

❍ 2020년 12월, 중국은 국경에서 농식품 무역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COVID-19 

프로토콜을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세관에서 테스트와 소독, 운송 중인 근로자를 위한 

정기적인 핵산 테스트가 포함됨.

❍ 2020년 10월, COVID-19 전염병 발생 시 수입 추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베이징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 저장육류 및 해산물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플랫폼에 업로드 하도록 요구되었음. 소비자가 원산지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스캔하고 얻을 수 있도록 배치된 제품 또는 시장 선반의 패키지에 

추적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이에 따라 2020년 12월 현재 13개 성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국가추적성 플랫폼(시장규제국(SAMR)이 관리)이 구축되었으며, 식품 회사

들은 수입품의 출처, 양, 그들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검사 및 소독 인증서는 제품과 함께 전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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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일부터 수입 냉동식품은 검사 또는 검역증, COVID-19 검사 보고서, 

소독 인증서 또는 추적가능성 정보 없이는 상품화가 불가능함.

마. 기타 관련 정보(Contextual information)

❍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큰 국가임. 다만 전 세계 인구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세계 식수의 7%와 세계 농경지의 10%만 가지고 

있음. 중국은 자원 부족 국가로서 농업 이외의 토지 및 수자원 사용자들 사이에 심각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음.

- 농업은 고용의 25.4%를 차지하지만, GDP에서의 점유율은 7.4%로 나머지 산업 

대비 노동 생산성이 현저히 낮음. 농촌 소득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도시 

지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함.

- 작물 생산은 전체 농업 생산량의 67%를 차지하며, 작물 구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과일과 야채와 같은 고부가가치 농산물로의 전환에 의해 크게 변화되었음. 평균 농가

규모는 1헥타르 미만으로 유지되는 반면 협동농장과 기업농장 등 대규모 생산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북부와 동북부는 지난 30년간 농업인의 노동이동성 증가와 

토지 이전이 농업구조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농업통합이 빠르게 이뤄

지고 있음. 가축 생산은 대부분 대규모 상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7-19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6.5%에 달했지만,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를 경험하였음. 그 후 COVID-19 전염병과 관련 제한은 2020년에 GDP 성장률을 

2%로 가파르게 떨어뜨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20년에 경제 성장을 경험하는 

유일한 주요 경제국이었으며, 이는 산업 활동의 증가와 3.6% 수준의 수출증가에 의한 

것임. COVID-19 재정지원 정책을 통해 실업률 또한 2020년에 4.4%로 안정세를 유지

하였음. 아프리카돼지열병 파동 이후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관련 공급 감소에 따른 식량 

인플레이션이 크게 작용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020년 3%로 높아졌음.

- 중국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수 농식품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0년 동안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국내 식품업계에서 투입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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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1차 제품이 2019년 전체 농식품 수입의 41%를 차지하며 중국의 농식품 

수입을 압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종 소비를 위한 1차 및 가공품은 전체 농식품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품목이라고 할 수 있음.

❍ 2007-16년 중국의 농업 생산 증가율은 평균 2.8%로 세계 평균보다 거의 1/3 이상 

높은 수준임. 이는 연간 총요소생산성(TFP)이 전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인 3.2%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데 따른 것임. TFP의 성장은 농장의 통합과 생산의 기계화 증가

에서 크게 기인함.

- 그러나 농업생산의 급속한 지속적 성장은 특히 땅과 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소비 

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이는 질소와 인에 대한 높은 영양 과잉 강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중국 농업은 전체 물 소비의 61.2%를 차지하여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물 스트레스는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3) 일본(Japan)18)

□ 농업지원

❍ 일본의 농업지원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농가수취총액에서 차지하는 PSE의 비중(%PSE)은 2018~20년 평균 41.1%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의 값을 가짐.

-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PS)가 농업지원의 주요 요소이며, 

2018~20년 평균 PSE의 80%를 차지함. 특히 쌀, 돼지고기, 우유에 대한 국경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생산자에 대한 나머지 예산 지원은 생산 지급, 특히 농작물 다양

화를 장려하는 지급임.

- 2018~20년 평균 총농업지지추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 대비 일반서비

스지지추정치(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는 20.7%로, OECD 평

균보다 높음.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주언 연구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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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책 변화

❍ 2020년 3월, 향후 10년간 일본의 전반적인 농업정책방향을 정하는 식량농업농촌기본계

획이 개정되었음. 일본의 식품 자급자족 목표와 부산물 생산 목표를 예상 내수를 감안하

여 수정한 결과, 쌀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2030년 생산 목표는 현재 수준보다 높음.

❍ 일본은 COVID-19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2020년에 234조 

엔(2조 1,000억 달러)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시행함.

❍ 일본은 2020년 4월 농림수산식품 수출촉진법을 도입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효

율화함. 

- 일본은 농산물 및 식품 수출 목표를 2025년에는 1조 3,000억 엔(약 1,120억 원), 

2030년에는 3조 4,000억 엔(약 318억 원)으로 세움.

❍ 개발과 관련된 농업환경정책은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20년 10월 공약을 포함함.

- 2020년 12월에 발표된 녹색성장전략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온실가스

(Greeahouse Gas, GHG)의 배출 완화 목표를 설정함.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농

업생산자 지원을 집중하고 2040년까지 모든 지급액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임. 

❍ 2020년 11월,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체결함. 

- 쌀, 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녹말 등 일본의 민감한 농산물은 관세인하 대

상에서 제외됨.

❍ 일본-영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Japan-United Kingdom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pan-UK CEPA)이 2021년 1월 1일 발효됨. 그 내용은 일

본-EU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Japan-EU CEPA)의 내용과 대부분 흡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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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권고

❍ 일본은 농업지원정책을 개혁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생산자보조가 높은 수준이

며 MPS등 시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MPS를 줄일 수 있는 신

뢰 가능하고 투명한 방법을 개발하여 시장 신호를 저해하는 조치를 제거해야 함.

❍ 대규모 무역협정에 불구하고 농산물의 국경가격이 2019~20년 상승하면서 국경조치 

면제의 중요성이 부각됨.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증가는 일본 농업의 구조적 변화와 생산

성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RCEP을 포함한 무역협정에서 주요 상품의 배제는 소비자

와 농업 모두에 국제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을 제한함. 

❍ 일본 농업의 환경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 농업이 일본의 온실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적지만 메탄 배출의 78%를 차지함. 상호 준수(cross-compliance) 확대와 탈탄소 

지원의 증가 등의 농업과 환경 분야의 최근 정책 발전은 농민들이 농업 환경 성과를 개

선하도록 장려함.

❍ 일본의 농업에 제공되는 일반 서비스의 지출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으나, 1990년

대 이후 감소하였음. 게다가 이 일반서비스의 지출 비중도 거의 관개 서비스의 개선과 

유지에 대한 것임. 농업 분야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탄력성 제고를 위해 농업 지식과 혁

신을 지원하는 발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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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정책 지침 농업정책의 변화

1960년 이전
농촌빈곤퇴치 및 
식량공급 확보

- 농부들의 농지 소유를 돕기 위한 농지개혁
- 식량 증산을 위한 준비(1947년 농업협동조합법, 1947년 농업재해보상법, 
1957년 농지법)
-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쌀 생산 증대에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1942년 식
품관리법, 1952년 5개년 식량증산계획)

1960-1980
농업과 기타 산업 간 

소득 격차 감소

- 농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개선하며 농기계·기술을 도입하고, 쌀·밀 생산에
서 가축·채소·과일로 전환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농업기본법(1961년)
쌀 증산에서 쌀 자급제와 같은 총량 관리로의 쌀 정책목표 전환(1967)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1971)

1980-2010

국제화에 적응하며 
시장원리를 농업부문에 
도입하고, 농업 정책에 
‘농촌 지역’과 ‘식품’의 

개념 통합

농업경영기본법(1993)에 따른 자격농업인 지원제도 마련
주식(主食)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1994)에 따른 쌀 국영무역에 있어
서 정부의 역할 변화(정부는 비축목적으로만 쌀 구매)
쌀의 양적할당의 관세율활당제로의 전환(1999)
새로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농업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산간지역 
농가에 대한 식량자급 목표와 직불금) 식품농업농촌법(1999)

2020-현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농업개혁

농지개혁(2009년 임대차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 2013년 농업용지통합 활성
화를 위한 농업용지중개관리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2015)
쌀 생산 할당제 폐지(2018)
수익보험제도 도입(2019)
대규모 무역협정들(CPTPP, Japan-EU EPA, Japan-US Trade Agreement)
과 농식품의 수출 촉진

표 16.1. 일본의 농업 정책 트렌드

그림 16.1 일본: 농업지원의 발달

□ 정책 개발

Overview of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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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1980년대 중반 농가총소득의 57%에 육박하던 것이 2015년에는 

38%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41% 정도로 안정되었음. 시장가격지지(MPS)

의 비중도 감소하였으나, 국내 가격 상승이 생산자에게 대부분을 이전하고 있어 

2008~20년 평균 PSE의 80%를 차지함.

그림 16.4. 일본의 PSE 레벨과 지원 범주별 구성(1986~2020) - 농가총수입의 퍼센트

Main policy instruments

❍ 일본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높은 국경 보호 및 국내가격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일

본적으로 일본의 농산물 관세는 비농산물 관세에 비해 높음. 전분이나 유제품 등 일부 

생필품에는 할당량 초과 관세가 높은 관세율 쿼터가 적용되고 돼지고기에는 변동관세

가 적용됨.

❍ 쌀 수입은 WTO 농업협정의 MMA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국영무역을 통해 이루어짐. 

682,200톤의 TRQ가 적용됨. 쌀 수입 최대 마크업(국내시장에서 수입판매할 때 정부의 

마진)은 kg당 292엔(USD 2.7)으로 책정되었으며, 할당량 초과 관세율은 kg당 341엔

(USD 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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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밀, 보리, 콩, 사탕무, 녹말감자 등의 농가수입이 과거 평균수입 이하로 떨어지면, 농

가수입기준 지원이 가능함. 경상수입과 과거평균 간 차이의 90%를 보상함.

❍ 고지대 작물(밀, 보리, 콩, 사탕무, 녹말감자, 메밀, 유채씨)에 대한 직불금은 면적과 생

산량의 조합에 기초함.

❍ 작물 다양화 직불금은 논의 용도를 식탁용 쌀 생산에서 다른 작물(밀, 콩 또는 사료용 

쌀)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됨.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사료용 쌀 생산

을 2015년(110만 톤)의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Marukin으로 알려진, 쇠고기와 돼지를 위한 가축 안정 프로그램은 평균 판매가격이 지

역수준에서 계산되는 평균 생산비용 이하로 떨어질 때 육우 및 돼지 생산업자에게 지원

금을 지급함. 원가와 판매가격 차이의 90%가 생산자에게 지급됨. 생산량에 기초한 보상

은 유제품 가공에 사용되는 생우유의 생산자에게도 해당됨. 

❍ 상품보험은 해충 및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시설 손실 및 피해액을 보상함. 

❍ 2019년 1월에 도입된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 프로그램은 농가수입 손실의 경

우 농민에게 안전망을 제공함. 이 프로그램은 이전 5년 수익에 기초하여, 시장과 자연적 

원인 둘 다로 인한 농가 수익 손실을 보상함.

❍ 일본은 청년(50세 미만) 농업인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음. 

❍ 자격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인증된 농업인 프로그램(certified farmer pro-

gramme)이 1993년부터 존재함. 인증농가는 소득지원금 지급, 세금 감면, 연금보험료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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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은 일본의 농업용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농업위원회를 둠. 농업용지

의 매입, 매도, 임대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단체는 농업용지의 다른 용도 

전환을 금지할 수 있음. 농지은행은 농지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되었

음. 농지은행은 필요한 경우, 농지의 여건과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사업농에게 통합된 농

지를 임대함.

❍ 농촌 및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농지(예: 토지구획의 확대), 도로, 댐 및 관개, 

배수시설을 포함한 핵심 농업정책임. 

❍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지구 온난화 방지나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 농

업인에게 지급하며, 지역의 기존 농업 관행에 비해 합성비료와 농약 사용을 절반 이상 

줄이려는 노력에 기반함. 그 밖에 농업용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는 관련 자원(농업도로, 수상코스, 저수지 등)에 

대한 지급이 가능함.

❍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한 2017년 농업 탄소배출 완화계획은 원예시설과 농기계 연

료소비 감소를 통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를 다룸. 2015년 수립돼 2017년과 

2018년 개정된 농업적응계획은 2025년까지의 로드맵을 통해 기후위험 관리(예: 신식

물 품종 개발 및 활용, 자연재해 극복 인프라)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한 환경 등

을 검토함.

❍ 일본은 현재 20개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있음. 이는 구조 개혁을 가속화

하고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 필요한 지원을 증가시킴.

Domestic policy developments in 2020-21

❍ 일본은 향후 10년간의 농업정책 방향을 정하는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을 2020년 3월 

개정함. 새 기본계획은 농업인구의 감소 등 어려운 환경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 필요한 농업정책 개혁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또한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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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공급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0년 10월, MAFF는 농업 분야의 신흥 기술 개발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종합 정책 패키지를 도입함. 2021년 3월에는 농업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 청사진인 농업 DX플랜을 수립함.

❍ 일본에서 개발 및 등록된 많은 식물 품종이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되어 사용되고 있음. 

이에, 식물 품종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2월 식물 품종 보호 및 종자법이 개정돼 

2021년 4월 시행됨. 

❍ 2020년 4월 개정된 가축의 개량 및 생산 증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0월부

터 시행됨. 가축의 "지정 정자 및 배아"를 정의하고 추적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유전물질의 부정거래와 무단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은 2020년 4월, 일본에서 질병

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국내 동물감염병관리

법을 개정함. 

❍ 유기농 식품의 생산 및 라벨링은 일본 농업 표준(JAS) 시스템에 따라 규제됨. 일본에서 

유기농으로 판매될 경우, JAS 유기농 로고가 부착된 인증 및 라벨이 필요함.

❍ 일본은 농업 분야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옴. MAFF의 장애포

용농업개발 구상은 2020년 3월 사업부문 참여 컨소시엄 설립으로 가속도가 붙음. 

❍ 2020년, 홍수, 산사태, 태풍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본을 강타함. 일본 정부는 농업 

부문의 복구 노력을 위해 1,054억 엔의 추가 예산을 편성함. 

❍ 일본은 2020년 1월 기술 활용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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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야의 '진보적 환경전략(Progressive Innovative Environmental Strategy)'을 

수립함.

❍ 2020년 10월, 일본은 2050년까지 경제 전체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함. 이 결정과 함께 일본은 2030년까지 90조 엔(USD 8,430억), 2050

년까지 190조 엔(USD 1조 8,000억)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 2050년까지 순수 온실

가스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전 분야 실천계획인 녹색성장전략을 2020년 12월 발표함. 

❍ MAFF는 2020년 3월에 농업 및 환경 정책의 계획 및 시행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리한 

문서인 환경 정책 기본 지침을 발행함.

❍ MAF는 2021년 5월까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중간 보고서를 발간함. 이 전략은 위의 녹색 성장 전략과 환경 정책 기본 지침에 설명된 원

칙을 구현하고 있으며,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식품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Domestic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 일본 정부는 2021년 2월 국무총리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중점조치 대상지역을 발

표할 수 있도록 대유행인플루엔자 및 신종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안을 시행함. 이 법은 정부가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조치를 취한다고 명

시하고 있음.

❍ 농업 노동력 확보 및 식품 공급에 관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의 

COVID-19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 방향은 2020년 기본 계획에서도 다루어짐.

- COVID-19와 관련 제한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제품 재고가 누적되어, 대체 판매 채널

을 찾는 농가에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조치됨.

-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다양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짐. 

- 농업분야의 노동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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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안정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COVID-19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농업 

생산업체들은 무담보 대출과 정부 소유의 일본 금융공사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

는 대출 첫 5년간 무이자인 대출 혜택을 받음.

❍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경제 전반적 경기 부양책(Go-To-Campaign)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에 Go-To-Eat-Campaign이 시작됨. 

❍ 식품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공 정보 조치들이 시행됨. 

- MAFF는 농산물 수요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 기자회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신

선 국산품 구매를 촉진함.

Trade policy developments in 2020-21

❍ 일본-영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Japan-UK CEPA)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

었으며, 그 내용은 일본-EU EPA의 내용과 대부분 유사함.

❍ 일본은 2020년 11월 15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4개국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

정(RCEP)을 체결함. RECP는 일본이 중국, 한국과 맺은 첫 번째 EPA임. 

❍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됨. 개정 기본계획에는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처음으로 2030년까지 3조 4,000억 엔(USD 318억) 규모의 농축산물 수

출목표가 언급됨.

❍ 2020년 4월,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이 법은 농림수산

물과 식품의 수출과 관련된 영업 관리를 합리화하고 중앙집중화하며, 이들 제품의 수출

을 위한 본부를 MAFF 내에 설립함.

❍ 2020년 12월, 일본은 국가 경제 계획의 핵심 요소인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확대 실

현 전략을 수립함.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생산 지역과 수출 잠재력이 있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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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International comparison
 2000* 2019* 2000* 2019*

Economic context   Share in total of all 
countries

GDP (billion USD in PPPs)  3 404  5 459 8.5% 4.8%

Population (million) 127 126 2.9% 2.4%

Land area (thousand km2)   365   365 0.4% 0.4%

Agricultural area (AA) (thousand ha)  4 830  4 420 0.2% 0.1%

   All countries1

Population density (inhabitants/km2) 340 338 53 63

GDP per capita (USD in PPPs)  26 841  43 279  9 265  21 975

Trade as % of GDP 9 14 12.3 14.6
Agriculture in the economy   All countries1

Agriculture in GDP (%) 1.5 1.2 2.9 3.5

Agriculture share in employment (%) 5.0 3.1 - -

개 제품을 지정하는 전략임.

❍ 일본은 호주, 캐나다, 스위스, 미국과 유기축산등가협정을 체결함. 이러한 협정 하에서 

일본은 유기농 축산물 기준을 JAS 유기농 규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4개국에서 생산된 인증 제품을 수입하여 유기농으로 표기할 수 있음.

Trade policy developments in 2020-21

❍ COVID-19 팬대믹으로 인한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감안하여, 일본은 9월 

G20 농수부 장관회의와 같은 회의를 통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국제 무역의 중요성을 계

속 강조함.

□ Contextual information

❍ 일본은 상대적으로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임.

- 농업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2%, 고용의 3.1%(표 16.4)를 구성하며, 식품 

관련 모든 산업을 고려할 경우 해당 분야가 GDP의 10%를 차지함.

표 16.4. Japan: Contextual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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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food exports (% of total exports) 0.3 0.8 6.2 7.3

Agro-food imports (% of total imports) 9.7 8.4 5.5 6.7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sector   All countries1

Crop in total agricultural production (%)   - -

Livestock in total agricultural production (%)   - -

Share of arable land in AA (%) 93 94 32 34

-6

-4

-2

0

2

4

6
%

Real GDP growth Inflation rate Unemployment rate

Notes: *or closest available year. 1. Average of all countries covered in this report. 

Sources: OECD statistical databases; UN Comtrade; World Bank, WDI and national data.

❍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느린 경제 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

업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2020년 GDP는 COVID-19의 영향

으로 5.3% 감소했고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유지되었음(그림 16.5).

그림 16.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2000~2020)

Sources: OECD statistical databases; World Bank, WDI; and ILO estimates and projections.

❍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식품 수입국 중 하나이며, 미국은 가장 큰 농산물 수입 상대국임. 

수입품의 46%가 소비용 가공품임(그림 16.6).

❍ 농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0.8%에 불과함(표 16.4). 대부분의 일본 농산물 

수출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함(그림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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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 일본의 농식품 무역

Note: Numbers may not add up to 100 due to rounding.

Source: UN Comtrade Database.

❍ 주요 요소 사용(토지 및 노동력)의 감소와 총요소생산성의 제한으로 인해 2007-16년 

동안 농업 생산량이 감소함. 총요소생산성은 2007-16년 동안 연평균 0.4% 증가에 그

쳐, 1990년대 추정치의 절반에 불과하고 전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임

(그림 16.7, 표 16.5).

그림 16.7. 일본의 농업생산 성장 구성(2007~2016)

Note: Primary factors comprise labour, land, livestock and machinery.

Sourc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Productivit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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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International comparison
 1991-2000 2007-2016 1991-2000 2007-2016
   World

TFP annual growth rate (%) 0.8% 0.4% 1.6% 1.6%
  OECD average

Environmental indicators 2000* 2019* 2000* 2019*

Nitrogen balance, kg/ha 170.8 179.3 33.2 28.9

Phosphorus balance, kg/ha 72.0 57.3 3.4 2.6

Agriculture share of total energy use (%) 1.2 1.2 1.7 2.0

Agriculture share of GHG emissions (%) 2.6 2.7 8.4 9.5

Share of irrigated land in AA (%) 54.7 54.4 - -

Share of agriculture in water abstractions (%) 65.8 67.5 46.0 43.4

Water stress indicator 21.0 19.2 9.3 8.5

표 16.5. 일본의 생산성 및 환경 지표

Note: * or closest available year.

Source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Productivity database; OECD statistical databases; 

FAO database and national data.

❍ 일본의 질소와 인의 균형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표 16.5). 

❍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과 맞물려 2019년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농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음.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본

의 총 배출량의 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표 16.5).

❍ 농업용수 사용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됨. 2018년 일본 농업부문은 

67.6%의 물을 사용했으며, 이 중 94%가 논 관개용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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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Korea)19)

가. 농업보조

❍ 2018~20 한국의 %PSE는 46.7%로 1986~88의 62.3%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음. 높은 쿼터밖 관세를 부과하는 TRQ로 인해 잠재

적으로 가장 시장왜곡적인 이전이 생산자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5년 이래 

농산물에 대한 모든 수입제한조치는 관세와 TRQ만으로 이루어짐.  

❍ 시장가격지지(MPS)가 PSE의 90%를 차지하는데, MPS는 단일품목이전(SCT)의 주요 

구성요소임. 개별 품목의 전체 농가 수취액 SCT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두, 고추, 마늘, 

보리, 쌀이 60%를 초가함.

❍ 나머지 대부분의 생산자지지는 직불제, 농업보험 및 투입재 사용에 따른 보조금임. 

2020년에 도입된 새로운 직불 프로그램(공익직불)에 대한 최초의 지출이 전체 지원수

준에 영향을 미침.

나. 최근 정책변화

❍ 2020년에 기존의 쌀, 밭작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을 통합한 새로운 직불제도 개

편이 이루어짐. 이로 인해 기존의 쌀 직불금은 현재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환경 교차준수 요건이 강화됨.

❍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는 장기 계획인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이 2020년 

12월에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업 관행 개발, 친환

경 에너지 배치 확대와 같은 농업 관련 계획이 포함됨.

❍ 청년과 여성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 촉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농촌 인프라 확장이 실행됨.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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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도 2020년에 발표됨.

❍ 정부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스

마트농업 프로젝트에는 연구기관부터 유통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농

식품단지 건설이 포함됨.

❍ 코로나19에 대응할 목적으로 정부는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농가에 할인금리로 

긴급 대출을 제공했으며, 농기계 및 장비 임대료에 대한 일시적 보조도 진행됨. 농촌지

역의 계절적 이주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자규정을 완화하고 현지 

일자리매칭 센터 수를 늘림. 또한 대체 유통채널 발굴, 원예 및 화훼 상품의 전국적 홍보

캠페인 실시, 지역시장 구매 시 상품권(쿠폰) 제공 등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처함.

다. 평가 및 권고

❍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의 농업부문은 생산성 개선과 함께 자원 및 환경 

보존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임. 농정개혁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은 

여전히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음. 생산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OECD 평균의 

2.6배)은 생산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가격을 인상시켜 환경과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농업혁신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직불제 개혁은 2020년에 마무리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직불제였던 쌀 소득보전직불제

를 새로운 제도에 통합함. 이는 품목 특정적인 보조를 낮추고 농업 생산의 다양화(다각

화)를 통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 중요함. 새로운 제도가 농가 수준까지 정착되기 위해

서는 지역 수준의 세부적인 정책 조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

❍ 친환경 농업과 생태계 보존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자리매

김해야 함. 2050년 탄소중립전략(2020)과 기후변화대응계획 2020-40(2019)은 GHG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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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농업부문을 위한 특정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함. 가축분뇨 관리를 개선하여 영양 

과잉을 줄이고 높은 물 스트레스 하에서 관개용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

요함.

❍ 더 많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최근의 정책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의 청년 및 숙련노동자 부족과 확대되는 소득격차는 여전히 주요 장애물임. 노동력 부족

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

고, 해당부문에서 탈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은“스마트농업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기술 적용을 독려하고 있음. 농업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R&D 계획이 여전히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음. 보다 경쟁력 있고 수요 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강화해야 함.

❍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농식품 산

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수요감소는 해당부

문의 생산, 투자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이러한 전염병은 농식품

의 생산과 소비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책이나 예산 지출의 초점은 시

장동향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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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the United States)20)

가. 농업지원

❍ 미국의 농업 생산자 보조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총 농업수익에서 생산자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2000-02년)에서 

12%(2018-20년)로 감소하였음.

- 생산자 가격은 세계 평균 보다 4% 높은 수준이며, 이는 시장가격보조(market price 

support; MPS)에 기인한 결과임.

- 그러나 재정지원이 증가함에도 MPS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소비자 보조는 국내 식량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의 전체 농업 보조의 절반을 차

지하는 수준임.

- 농업부문 총 지원 수준은 2018-2020년 GDP의 0.5% 수준임.

나. 최근의 정책 변경 사항

❍ 2018년 Farm Bill이 2020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무역 완화 프로그램과 

2018-2019년 의회의 임시 재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음.

- USDA는 2019년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에 

따라 보복관세로 손실을 받은 생산자에게 145억 달러를 지원하였음.

- 산불 및 허리케인 배상 프로그램 플러스(Wildfire and Hurricane Indemnity 

Program Plus; WHIP+)에 따라 15억 달라를 지원하였음. 또한 RMA(Risk 

Management Agency)는 생산자가 재해(허리케인) 복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

하였음.

❍ 2020년에는 미일 자유무역협정과 USMCA 그리고 미중 1단계 무역 협정이 발효되었음.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전문연구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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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A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농장 지원 프로그램(Coronavirus 

Farm Assistance Program ; CFAP)을 통해 235억 달러를 지원하였음. 또한 USDA의 

FSA(Farm Service Agency)는 금융지원(대출 및 상환 연기 등)을 하였으며, RMA는 

작물 보험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확대하였음.

❍ COVID-19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는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4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농산물을 구매 및 배포하였으며(Farmers to Families Food Box Program), 

또한 4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지역 사회에 식량을 제공하였음(Section-32 funded).

❍ 국내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혜택을 강화하고 SNAP 발급 방법 및 신청 그리고 보고 요건에 대해 유연

성을 강화하였음. 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에는 COVID-19에 대응하여 5억 달라의 추가 예산

을 투입하였음. 또한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였으며, 학교에서 급식 혜택을 받는 아동들에게는 다른 수단을 

추가로 제공하였음.

다. 평가 및 권장 사항

❍ 생산자 보조와 농산물 보호 수준은 2000년대 초에 비하여 감소하였지만, 국제 가격이 

증가한 효과임.

❍ 보험 및 위험 관리 정책 프로그램의 증가는 올바른 방향이나 농민들이 부담해야할 위험

을 공공부문에서 부담하지 않게 해야함.

❍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EQIP) 및 농업 보존 완화 프로그램(ACEP)은 토양 보존 

및 수질 오염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사전적인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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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농업지원은 COVID-19나 무역상황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이나 자연재해에 대

한 대응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런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함.

❍ 최근의 무역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농가들의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요함.

라. 정책 개발에 대한 설명

❍ 미국의 농업 정책은 Farm Bill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년 주기로 새로운 정책

이 수립됨. 과거 Farm Bill은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1973년부터

는 영양에 관한 정책과 신용, 농촌개발, 작물보험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음. 1985년에는 

보존과 관련된 법안이 포함되었으며, 1990년에는 유기농, 1996년에는 농업 연구, 

2002년에는 바이오 에너지, 2008년에는 원예작물과 로컬푸드시스템 관련 법안이 포

함되었음.

- 미국의 농업 정책은 생산과 무역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되었음.

- 1985년 식량안보법(Food Security Act)을 통하여 가격지지를 통한 직접지불을 줄

이고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음.

- 1996년에는 전통적인 직접지불에 기반한 소득지지 정책이 목표가격에 기반한 정책

으로 임시 변환되었으며, 2002년 Farm Bill에서 정식 제도화되었음. 

- 2014년에는 직접지불과 낙농품 가격지지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음.

- 이후 Farm Bill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 조정이 있는 수준임.

❍ 2018년 Farm Bill은 2019-2023년 농업정책의 바탕임. 2018년 Farm Bill 예산 중 약 

76%는 영양과 관련된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에 집

중되어 있음. 그 외 농업지출 중 농업보험은 9%, 상품과 보존(Commodities and 

Conservation)이 7%를 차지함.

- 주요 작물 프로그램은 상품 가격이 법정 최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Price Loss 

Coverage; PLC)나 실질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 보다 낮을 경우(Agricultural Risk 

Coverage ; ARC)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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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수확량과 수익 모두에 보장 옵션을 제공함.

- 연방 차원의 농업 환경 프로그램은 휴경(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S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및 농업 용지에 대한 환

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농업을 채택하는데(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중점을 둠.

- 신규 진입 농민과 재향 군인,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의 농지 구매 및 

운영을 위한 신용 및 대출 프로그램도 운용 중임.

- 에탄올 및 기타 바이오 연료 생산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도 있음.

- 그 외 무역조치, 식품안전규정, 상품 거래 및 금용, 세금 정책, 에너지 및 운송 등 농업 

분야의 다양한 법률이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기반의 기후 허브 네트워크도 운용 중임.

❍ 2020년 이후 최근의 농업 정책은 허리케인 및 산불에 대응한 임시 재난 지원 프로그램 

운용과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 지원 프로그램, 식량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과 미일 무역협정, USMCA. 미중 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는 점이 특

징임.

- MFP에 따라 보복 관세에 영향을 받는 상품 생산자에게 145억 달러를 지급하였음.

- 재해지원과 관련하여 WHIP+에 따라 15억 달러를 지원하였음.

- RMA는 농작물 보험과 관련해 허리케인 지역내의 생산자의 작물 보험에 대한 공제를 

실시하였음.

- 미국은 대만과 유기농 동등 협정을 채결하였음.

- USDA의 동물 및 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 (APHIS)는 30 년 넘게 기관의 생명 공학 규

정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한 SECURE(Sustainable, Ecological, Consistent, 

Uniform, Responsible, Efficient)규칙을 발표하였음. 식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

어 규제 대상 식물을 식별하는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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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료와 관련하여 HBIIP(Higher Blends Infrastructure Incentive Program)

를 발표하였으며,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개조 및 업

그레이드하는 비용 1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제공함.

- 식량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식량 접근성 및 역내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144만 달러(신규 농민 교육, 창업 비용, 도시 생산 기반 관련)/188만 달러(기존 

프로젝트 가속화,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투입함.

- 13개 시범 지역에 지역 퇴비 및 음식물 쓰레기 감소 프로젝트로 1백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함.

❍ COVID-19에 영향을 받은 농업 생산자를 위해 CFAP(Coronavirus Farm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농업인에게 235억 달러의 직접 소득을 지급했음.

- CARES 법률(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해 95

억 달러를 지원함.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차입 권한을 위해 

140억 달러를 제공하였음. 

- FSA(Farm Service Agency)는 COVID-19에 영향을 받은 농업인에게 대출을 제공함.

- MAL(Marketing Assistance Loans) 상환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음.

-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였음.

- 육류 가공 시설 및 과일, 과채 가공 시설이 계속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행정

명령 발효

- 40억 달러를 투입하여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

정을 위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배포하였음.

- 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TEFAP(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였음.

- 그 외 SNAP, WIC,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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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문서 전반에 걸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재편집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도 국내 재난 발생시 농가소득 및 저소득층의 영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현재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농가와 저소득층을 연결해주는 푸드

박스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한국의 농정변화와 코로나19 대응조치를 개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별하게 문제될 내용은 없지만 일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다음과 같음.

- para 920. 시장왜곡적 생산자지자가 높은 것(MPS가 높은 것)은 전적으로 ‘TRQ와 

높은 쿼터밖 관세’인 것으로 여겨짐. ‘일부 품목(또는 쌀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설정

된 TRQ’ 또는 ‘부분적으로 TRQ 때문에(partly due to)’와 같이 표현을 보다 완화하

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푸드플랜, 로컬푸드, 식품지원(농식품바우처)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새롭게 

도입된 식품분야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느낌임(코로나19 대응 바

우처와는 다름). 

- para 939. 40.87만 톤의 쌀 TRQ 물량이 연간 소비량의 8.5%라고 기술했는데, 연도를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쌀 소비가 감소하는 최근의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임.

- para 940. 축산과 과수에 대한 FTA 양허를 언급했는데 품목별 사례는 육류 세 품목만 

제시되어 있어, 과일 품목(포도, 오렌지)도 뒷부분에 함께 제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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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merging issues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Scoping paper (TAD/CA/APM/WP(2021)14)21)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보고서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에 의해 제기된 정책 문제 분석을 위한 작업을 범주화홤.

-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농업위원회 2021-2022 PWB의 산출물 3.2.1.2.2의 일부

분으로 출간될 것으로 예상

❍ 농식품 가치사슬과 더 넓은 농업혁신시스템(AIS)의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은 농업의 디

지털 전환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

- 농가: 디지털 기술과 농업 데이터에서 형성된 통찰력은 농가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향상에도 기여 가능

- 상·하방 산업: 디지털 기술은 농가의 상방 및 하방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정책 입안자: 정책입안자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책이 형성, 시행, 환류 되는 

각 부분의 개선함으로써, 농업 분야에서 정책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

게 할 수 있음 (OECD, 2019[3]).

-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농업 디지털화를 통한 잠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디지털 사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OECD 국가들 및 비OECD 국가들에서 나

타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 2020[4]; CSIRO, 2019[5]; Governo 

Federal, n.d.[6]).

❍ 하지만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의 많은 장애요인들이 존재함.

- 농부들과 농부들의 고문(Advisor)들이 디지털 도구들을 성공적으로 사용 및 활용할 

21) 전북대학교 석준호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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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필수 디지털 기술들에 대한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함. 또는 부적절한 

인프라로 인해 농부들과 농부들의 고문들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데 제약될 수 있

음 (OECD, 2019[3]; van Es and Woodard, 2017[7]).

- 이에 OECD 분석은 디지털 기술 활용의 잠재적 규제 제약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농업분야의 디지털화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이슈들을 연구

하는 것을 제안함.

- 특히 농업 디지털화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들 중 농업 디지털화의 제약요인을 해

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명하여 농업 디지털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데에 관심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문헌 조사: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분석 자료 

- 기존 문헌: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3. 연구 내용

가. 문제 설정 (Problem Setting)

❍ 지난 10년간 농업 이해당사자들은 디지털 기술들을 그들의 활동을 개선시키는데 활용

하기 시작하였음 (Bramley and Trengove, 2013[9]; Schimmelpfennig, 2016[10]; 

Lu, Reardon and Zilberman, 2016[11]).

-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가속화 

(SIANI,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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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농부들, 농식품 비즈니스 이해당사자, 서비스 제공자 및 농업혁신시스템의 

당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그 연관관계가 증가

❍ 농업 분야에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및 혁신이 확산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은 중요 (OECD, 2020[13]; OECD, 2013[14])

- 그러므로 디지털 혁신이 채택되고 확산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잠재적인 문제

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농장에서 혁신을 채택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환경, 특히 디지털 혁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음.

- 인프라의 연결성: 통신 인프라를 포함한 효율적이고 잘 발달한 인프라는 농장이 시장

의 기회, 지식, 그리고 여러 경제서비스에 접근하는데 기여 가능

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무선 광대역 커버리지에서 농촌

지역은 불리한 상황임 (ITC, 2018[15]).

- 기술과 인적자본: 더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가진 농부들이 혁신을 채택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유발 

할 수 있음.

- 정책과 규제환경: 정책 및 규제 환경은 혁신 투자 및 혁신 채택에 필요한 활성화 환경

의 중요한 부분

나. 제안 연구(Proposed work)

❍ 농업 4.0’은 농업이 직면한 다음 큰 트렌드를 나타내는 용어로, 정밀 농업, 사물 인터넷

(IoT)에 더 중점을 두고 농업 부문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 (Proagrica, 2020[24])

- 실제로 농업 정책 공동체는 생산성, 지속 가능성 및 복원력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사

용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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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농업 4.0’은 농업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변혁적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즉, 농업의 디지털화 과정은 단순히 개별적인 도구, 기술 또는 

관행 이상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생산 및 공급망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함.

❍ 본 연구는  디지털화가 농업 혁신에서 정부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조사할 것임.

- 여기에는 더 중요한 정책 개입 영역이 있는지, 덜 중요한 영역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포함

- 예를 들어, 이 새로운 문제는 데이터 거버넌스, 무선 광대역 연결성, 또는 다시 '블랙

박스' 기술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짧은 별개의 이슈 노트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

- 첫 번째 이슈 노트는 선행연구 정리

  → 이 문헌 검토는 농업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제공자, 정책 

및 연구 수준의 행위자를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를 식별함으로써 농업의 디지털

화 과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이러한 행위자 간의 연계와 상호작용이 디지털 기

술에 의해 어떻게 재정의되는지를 탐구할 것임.

  → 특히, 본 문헌고찰은 현재 정부가 농업을 위한 혁신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이 디지털 

혁신의 맥락에서 적합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전반적으로, 이 문헌 검토는 디지털 기술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형성하고 있

는지를 평가하는 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이와 병행한 두 가지 이슈 노트는 농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두 가지 구체적인 응용 프

로그램을 탐구하여 문헌 검토에서 나타난 정책 통찰력 의의보다 구체적인 예를 확인

하고 제공할 것임.

  → 한 가지 이슈 노트는 농부들을 위한 그러한 도구의 개발, 채택 및 확산에 필요한 환

경을 살펴볼 수 있으며, 위험 관리 및 천연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더 나은 결정을 지

원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탄력적인 농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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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두 번째 이슈는 농부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제 83차 회의 주요 논점 : Scoping paper라 아직 회의 논점이 없음.

❍ 주요 논점에 대한 보완 사항 (현재 보고서에 지난 회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Scoping paper라 아직 회의 논점이 없음.

5. 검토자 의견

❍ OECD에서 농업부문 디지털화 연구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생각됨.

- 농업부문의 디지털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작년(2020년)에는 농업부분 디지털화 이익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분 디지털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규제적 측면에서 찾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였음.

- 본 연구는 규제적 측면에서 한 단계 나아가 농업부분 디지털화를 잘 활용하기 위해 정

부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연구의 연속성 및 연구의 심층화라는 부분에서 본 연구는 적절해 보임.

❍ 발언 제안: 없음.

-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여기서 

이슈라 함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임.

- 하지만, 우리나라도 IC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 부분의 

확산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진행방향 및 결과를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임. 만약 OECD 연구에서 도출한 정부의 역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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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화가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하다면 이를 빨리 적용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디지

털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우리나라도 농업의 디지털화 부분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 

디지털화 정책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이와 같은 시사점 도출

을 위해서는 OECD 회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 및 정책적 애로사항들을 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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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1-2030 : Part I – Executive 

Summary (TAD/CA/APM/WP(2021)10)22)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농업위원회 2021-22 PWB의 EOR 3.2.2.1.1.에 의무적으로 기대되는 작업임.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1-30년 사이 주요 농산물, 바이오연료, 수산물에 대한 기본

전망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2021-2030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 내용 요약 

3. 연구 내용

❍ 2021-2030 OECD-FAO 농업전망은 국가적, 지역적, 전 세계적 관점에서 농산물과 수

산물 시장에 대한 합의된 전망을 제공하며, 미래지향적 정책 및 계획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됨.

- 이 보고서는 OECD와 FAO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회원국과 국제 상품 기구의 자

료를 통해 작성됨. 

- 기후조건 및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음을 가정한 상태에서, 농식품 부문의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경제·사회 추세에 주목함.

❍ 이 보고서의 발간을 앞둔 현재 시점에 농식품 부문은 COVID-19 대유행에 따른 피해로

부터 다른 부문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이 보고서의 전망은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발생한 경제 위축 이후 2021년부터 경제 회복이 시작됨을 가정함. 다만,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두영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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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도 세계 경제는 유행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벽히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SDG2, 빈곤 퇴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빈곤 퇴치를 향한 도전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임.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가용성(food availability)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4% 성장하여, 2030년 3,060 kal/일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간소득 국가는 식량 섭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2.5% 증가하여 2,500kcal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식단의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고소득 국가에서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이슈로 동물

성 단백질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연평균 11% 증가하여 고소득국가와의 소비량 격차가 감소할 것임. 

❍ 식단의 구성도 전 세계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임. 지방과 탄수화물 소비가 향후 십년

간 추가적인 칼로리 소비의 50%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 반면, 과일과 채소는 단 

7%만 공급될 것임. WHO의 과일 및 채소에 대한 400g 권장 소비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전망 보고서는 사료 급이(feed) 효율성과 질병 발병이 축산물 생산과 농산물 시장의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 고소득 국가와 신흥성장국가에서는 축산물 생산 둔화와 향상

된 급이 시스템으로 지난 10년과 비교하였을 때 사료 수요가 감소할 것임. 최대 사료곡물 

소비국가인 중국의 축산업 발전이 세계사료 시장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중국은 돼지 산업을 재건하고 있음. 기존의 소규

모 생산방식에서 규모화된 현대식 생산방식으로 전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사료소

비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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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연료 부문은 지난 20년과 비교하였을 때, 성장폭이 둔화될 것임. 사탕수수를 제

외하고 주요 원료의 소비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과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과 폐기물과 잔류물을 바이오 연료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증가함. 사탕수수와 식물성 기름 생산국(브

라질, 인도, 인도네시아)은 자국 내 농업부문 강화를 위한 운송 연료 사용, 환경을 고

려하는 목표 및 노력에 따라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증가할 것임.

❍ 전망 보고서는 생산성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함.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기술, 기간시설, 교육 등이 농업 발전의 추진력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세계 농작물 생산량 증가를 견인할 것임. 향후 10년간 집약적인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농작물 생산 증가의 87%는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되고, 

7%는 작물강도(crop intensity), 단지 6%만 재배면적 증가에서 발생함. 

❍ 농작물 생산과 비교하였을 때, 축산물과 수산물 생산량 증가의 19%는 규모 확장에서 비

롯될 것임. 축산물 생산성 향상은 주로 효율적인 사료 급이(feeding) 방식, 유전자 개

량, 축사 관리 방식에서 발생함. 수산양식업 생산량은 2027년 어선어업량을 따라잡고 

2030년 전체 생산량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보고서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를 강조함. 농업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방출 

증가율이 생산량 증가율보다 낮아짐에 따라 농산물 생산의 탄소발생 집중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향후 10년간 연 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80%는 

축산물에서 비롯됨. 따라서 파리기후협약 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무역은 기본적이며 고가 식품상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원제약국가

(resource-constrained countires)에 특별히 중요함. 전 세계적으로 소비에 있어서 

수입을 통한 칼로리 소비는 20% 정도로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무역 제한 정책은 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과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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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전망은 시장 기대 상황을 기본으로 전 세계 농산물 소비량과 생산량을 고려하여 도

출됨. 2020년 하반기 농산물 국제 가격은 상승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5년간 조

정과정이 기대됨. 이에 따른 실질 가격 하락은 소규모 농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기후 변화, 축산물·농작물에 대한 해충과 질병, 투입재 가격 변화, 거시 경제 발전, 불확

실성 등이 전망 가격과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COVID-19 유행병으로부터 전 세계적인 빠른 회복, 기후 조건 및 정책적 큰 변화가 없다고 가

정한 상태에서, 농업전망 2021-30은 농식품 시장에서 앞으로 10년간의 추세를 예측함.  2030 

아젠다 및 SDGs 달성을 위해 농업부문 전체의 공동 행동과 향상이 필요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요약본임으로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OECD-FAO 농업전망 2021-2030 부문 별로 핵심 내용 요약

❍ 발언 제안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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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1-2030 : Part II - Overview, 

Regional Briefs and Commodity Chapters 

(TAD/CA/APM/WP(2021)11)23)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농업위원회 2021-22 PWB의 EOR 3.2.2.1.1.에 의무적으로 기대되는 작업임.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1-30년 사이 주요 농산물, 바이오연료, 수산물에 대한 기본

전망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OECD-FAO Aglink-Cosimo 모형을 통해 국제 농업 전망치를 산출함.

❍ 현재의 시장상황과 거시경제, 인구, 정책 등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여 전세계 시장의 균

형점을 도출함.

3. 연구 내용

1) 농식품 시장의 동향 및 전망(Agricultural and food markets: Trends and prospects)

가. 서론(Introduction)

❍ OECD-FAO 농업전망 2021-2030은 OECD와 FAO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며, 

2021-2030년까지 농산물과 수산물의 국가, 지역, 전 세계 단위의 전망을 제시함.

❍ OECD-FAO Aglink-Cosimo 모델을 통해 전망은 추정되며, 각 부문과 국가를 연계하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3장), 이두영 부연구위원(1장), 김범석 연구원(2장, 6장, 9장)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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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든 시장에 대한 균형점을 제시하며, 현재의 시장 환경과 거시경제, 인구, 정책의 가

정을 기본으로 함.  

❍ 주요 상품 시장 상황은 다음과 같음.

- (곡물) COVID-19의 곡물시장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음. 일부 물류 병

목 현솽과 일시적인 수출제한이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와 겹쳐 2020년 곡물 가격의 

상승을 가져옴. 또한 전세계 생산량 증가가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여 가격 인상이 두

드러졌음. 

- (오일시드) COVID-19 유행병으로 2020년 하반기 전 세계 오일시드 시장 가격은 상

승함. 중국의 돼지 산업 재건에 따른 수요와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팜유 

공급이 제한된 것이 이러한 현상을 가져옴.

- (설탕) COVID-19 유행병에 따른 국가적 봉쇄와 음식점 운영 중단이후 회복이 이루어

지고 있음. 3시즌 연속 호의적이지 않은 기후 조건이 2020/21년 가격 반등에 기여함.

- (육류) COVID-19에 따라 주요 육류소비국에서의 가격하락이 2020년 나타남. 중국

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아니었다면, 국제 육류 가격의 하락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됨.

- (낙농) 낙농업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은 운송 콘테이너 부족과 초과 생산량 폐기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낙농 부문은 2020년 빠르게 적응하여 충

격을 완화하였음. 2020년 버터 가격은 전지분유(WMP)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탈

지분유(SMP)와 치즈의 가격은 증가함.

- (수산) 어류 생산, 무역 소비는 2020년 모두 감소함. HORECA(호텔/레스토랑/케이

터링)부문의 충격이 특히 컸음. FAO Fish Price Index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가

격지수가 7% 감소함

- (바이오연료) COVID-19에 따라 전 세계 운송 오일 소비 감소로 전 세계 바이오연료 

소비는 2020년 감소함. 바이오 디젤 소비는 에탄올 소비보다 덜 영향을 받았으며, 바

이오 연료의 가격은 미국과 브라질의 수요 감소로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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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주요 상품 시장 현황

- (면화) 면화 소비와 무역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증가함. 생산량은 2016년 이후 

최대로 감소하여 면화가격은 폴리에스터 가격 수준으로 상승함. 

자료 : OECD/FAO(2021)

나. 거시경제 및 정책 환경 가정(Macroenomic and policy assumptions)

❍ 인구성장률은 2018-20년 연평균 7.7억명 증가에서 2039년 8.5억명 증가로 전망됨. 

이는 지난 10년간 연간 1.1%에서 0.9%로 감소함을 의미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장률이 2.5%로 가장 크고,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 최

대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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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은 OECD 경제 전망(2020년 12월)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2020년 전 

세계 GDP가 4.7% 감소한 이후 2021-2022년 반등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2.9% 상

승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까지 COVID-19 이전수준까지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할 것

이지만, 회복은 국가와 지역간 불균등할 것으로 전망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장률이 2.5%로 가장 크고,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 최

대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연평균 경제 성장률 2021-2030

Note: SSA is Sub-Saharan Africa; LAC i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SEA is South-East Asia; MENA i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 2021-30 실질환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은 2.9%로 전망됨.

❍ 투입재 가격은 종합가격지수를 따르며, 종자비, 에너지, 비료, 교역·비교역 원자료 등을 

포함함. 

❍ 정책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함. 영국의 EU 탈퇴는 안정적인 무역 관계로 

간주하였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협정과 RCEP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존

재하여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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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소비는 인구 변화, 소득 성장, 소득 분배, 가격, 사회문화, 라이프스타일, 여성의 노

동 활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음.

❍ 전 세계 농산물 수요(비식용 포함)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가 전망되어 지난 

10년 2.2%보다 낮아질 전망임. 이는 중국(2.7%에서 0.8%로 감소), 다른 성장국가, 바

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에 기인함. 

그림. 전 세계 주요 상품 소비

Note: Crushing of oilseeds is not reported as the uses of 'vegetable oil' and 'protein meal' are included in the 

total; Dairy refers to all dairy products in milk solid equivalent units; Sugar biofuel use refers to sugarcane 

and sugarbeet, converted into sugar equivalent units.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전 세계 식품 수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3% 증가가 예상되며, 인구와 소득 증가가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의 수요 증가는 저소득 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발생할 

것임. 고소득 국가는 인구 증가 둔화와 식품수요가 일부 품목에서 포화수준에 도달하여 

수요 증가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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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요 상품 그룹의 연평균 수요 성장률

Note: The population growth component is calculated assuming per capita demand remains constant at the 

level of the year preceding the decade. Growth rates refer to total demand (for food, feed and other uses).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다양한 소득 수준과 소득 증가, 문화적 선호가 식단 및 영양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됨. 식품 가용성(aggregated food availability)는 연평균 4% 증가하여 

2030년 3,060kcal/1인/1일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과 탄수화물이 추가 증가

량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 소비량이 향후 10년간 9.5%로 가장 빠르게 증

가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도시화와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

망됨. 

❍ 고소득 국가에서는 1인당 식품 가용성이 2030년 까지 연평균 4.5%, 저소득 국가에서

는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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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식품 가용성

Note: Estimates are based on historical time series from the FAOSTAT Food Balance Sheets database which 

are extended with the Outlook database. Products not covered on the Outlook are extended by trends.

The 38 individual countries and 11 regional aggregates in the baseline are classified into the four income 

group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per-capita income in 2018. The applied thresholds are: low: < USD 1 

550, lower-middle: < USD 3 895, upper-middle: < USD 13 000, high: > USD 13 000. 

Staples include cereals, roots and tubers, and pulses. Animal products include meat, dairy products 

(excluding butter), eggs and fish. Fats include butter and vegetable oil. Sweeteners include sugar and HFCS. 

The category others include fruits, vegetables, and other crops and animal products.

Source: FAO (2021). FAOSTAT Food Balances Database, http://www.fao.org/faostat/en/#data/FBS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 차이는 증가할 전망임.

- 고소득 국가에서 동물성 단백질 소비 수준은 포화수준으로 증가율은 1.8g/1인/1일 

또는 3%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건강 및 환경 관련 관심과 붉은 고기를 

가금류와 낙농 제품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향후 10년간 11% 수준(2.8g/1인/1일)

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저소득 국가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연평균 0.2g/1인/1일로 전망됨. 이는 낮은 

소득 증가율, 콜드체인 시설문제, 식단 선호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165

0

10

20

30

40

50

60

70

80

2018-20 2030 2018-20 2030 2018-20 2030 2018-20 2030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European Union

g/person/day

Poultry Beef Pigmeat Sheep Fish Dairy Eggs

0

10

20

30

40

50

6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2008-10 2018-20 2030 2008-10 2018-20 2030 2008-10 2018-20 2030 2008-10 2018-20 2030 2008-10 2018-20 2030

China India South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ub-Saharan Africa

%g/person/day
Meat Fish Egg Dairy Share in total protein availability (right axis)

그림. 고소득 국가의 1인당 동물성 단백질 가용량

Note: Estimates are based on historical time series from the FAOSTAT Food Balance Sheets database which 

are extended with the Outlook database. Products not covered on the Outlook are extended by trends.

Source: FAO (2021). FAOSTAT Food Balances Database, , http://www.fao.org/faostat/en/#data/FBS;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그림. 일부 국가의 1인당 동물성 단백질 가용량

Note: Estimates are based on historical time series from the FAOSTAT Food Balance Sheets database which 

are extended with the Outlook database. Products not covered on the Outlook are extended by trends.

SouthEast Asia is composed by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Timor Leste and Vietnam.

Source: FAO (2021). FAOSTAT Food Balances Database, http://www.fao.org/faostat/en/#data/GT;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166   ❙

❍ 육류 소비 증가의 소비 식단 변화로 농작물의 사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8-20년 1.7십억 톤의 곡물, 단백질과 가공 식품이 사료용으로 사용되었음. 이 양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4% 증가하여 2030년 2십억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사료 소비국가(중국, 미국, EU)가 2030년까지 전체 소비량의 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몇몇의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 또한 축산업의 확대로 사료 소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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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료 수요

Note: South East Asia includes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Timor 
Leste and Vietnam.

Source: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바이오 연료 소비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10년간 연

평균 4%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의 수요 증가는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

생하며, 고소득 국가에서는 수송 연료 소비 및 정책지원 감소로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전기차의 발달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전

망됨. 이러한 현상은 미국, EU, 중국 등 그린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발전하고 정책 및 

충전시설이 도입되는 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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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산(Production)

❍ 향후 10년간 전 세계 농업 생산은 연평균 1.4% 성장하여 지난 10년간 성장률 1.7%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COVID-19 유행병이 대부분 2021년 끝나고, 인구 이동에 대한 제한이 더 이상 연장

되지 않아 농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가정에 기반함. 

❍ 농산물 생산 증가는 주로 성장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기반시

설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농업 투입물에 대한 폭넓은 접근,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나

타남. 또한 생산 자원 동원(농지, 용수)을 위한 투자 또한 성장에 추진력으로 작용함. 반면 

북미, 서부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환경 정책에 따른 제한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임.

그림. 전 세계 농업생산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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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FAO (2021). FAOSTAT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Database,  

http://www.fao.org/faostat/en/#data/QV;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전세계 농작물 생산은 향후 10년간 총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추가적인 성장은 중

국(30%)와 인도(16%) 성장에 따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61%)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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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라틴 아메리카는 10%, 유럽과 중앙 아시아는 합쳐서 9%, 아프리카 동부 및 북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각각 5%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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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천별 농작물 생산 증가

Note: Figure shows the decomposition of total production growth (2011-20 and 2021-30) into growth in land 

use, land intensification through growth in multi-cropped land, and growth in yields. It covers the following 

crops: cotton, maize, other coarse grains, other oilseeds, pulses, rice, roots and tubers, soybean, sugarbeet, 

sugarcane, wheat and palm oil.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수확량 증가가 2030년까지 농작물 생산 증가의 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고소득 국

가와 성장 국가에서의 생산량 증가가 대부분 종자 개량과 정교한 농법 적용을 통한 용수, 

비료, 화학제품 사용에서 비롯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생산량 증가가 개량된 종

자와 비료 및 해충제 사용, 기게화, 지도(extension services) 및 교육 등에서 발생함.   

❍ 작물강도(Cropping intensity) 증가가 전체 성장의 7% 정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기

술향상을 통한 여러 작물과 새로운 품종 도입으로부터 작물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됨. 농지 증가는 생산량 증가의 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축산물과 어업생산은 전망 기간동안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82%의 성장은 중간소

득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인도 브라질, 미국, EU가 계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169

속적으로 축산물과 어업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이 개체수 증가와 생산성 증가로 향후 10년간 13%(44Mt)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금류 생산이 전체 생산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ASF로부터 회복되어, 아시아 국가가 돼지고기 생산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소고기 생산은 향후 10년간 6%(4Mt)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생산량 증가의 

9%만 차지할 것임. 이러한 저성장은 수요 약화와 제한된 성장 잠재력에 따른 미국에

서의 투자 침체에서 비롯됨. 

- 양과 염소 생상은 16%(3Mt)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육류 및 낙농산업 발전에 따라 목초지 규모변화가 전망됨. 

그림. 전 세계 축산물과 어업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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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낙농 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축산업 부문으로 전망되며 22% 성장 예상됨. 이러한 

성장의 배경은 우유 생산 시스템 최적화, 동물 건강 향상, 유전자 개량, 급이 효율 향상, 

규모 증가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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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어업생산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하여 201Mt에 도달할 것으로 전

망되며, 지난 10년 성장률 2.1% 보다 낮은 수준임.

❍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방출량의 12%가 농업부문에서 직접 방출됨. 간접방출까지 고려

하면 농업부문이 12%에서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높은 비중을 고려하였

을 때, 파리협약의 기후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업부문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음. 

- 농업부문의 직접적인 GHG 방출은 연평균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축산업

이 80%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 생산 증가가 GHG 방출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농업의 탄소 발생 집중도는 낮

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농업 부문의 직접적인 GHG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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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ao.org/faostat/en/#data/GT;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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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역(Trade)

❍ 2000년대 초반이후, 낮아진 관세, 무역을 왜곡하는 생산자지지 개혁, 다양한 무역 협정

에 따라 농산물 무역의 성장은 촉진되어 옴. 이러한 무역 확대는 국가와 지역간 농산물 

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함.

❍ 앞으로 10년 동안, 무역은 무역 파트너간 다양화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할 것임.  

- 일부 지역은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식품 소비 증가를 경험하지만 이에 상응하지 

않는 농산물 자원 수준을 갖게 될 것임. 또한 사회 문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소비 패턴 변화가수요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임. 농산물 무역은 전세계 생산자와 소비

자를 연결함으로써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향후 10년간 농산물 무역은 대부분의 상품에서 증가할 것이나, 지난 10년과 비교하였

을 때 성장률은 둔화될 것임. 이러한 성장률 둔화 요인에는 중국 및 다른 성장국가의 둔

화와 바이오연료에 대한 낮아진 전 세게 수요에서 비롯됨. 평균 무역량은 연평균 1.3% 

증가하여 과서 3%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상품에 따른 무역량 성장률

- 4

- 2

 0

 2

 4

 6

 8

W
he

at

M
ai

ze

O
th

er
 c

oa
rs

e 
gr

ai
ns

Ri
ce

So
yb

ea
n

O
th

er
 o

ils
ee

ds

Ve
ge

ta
bl

e 
oi

ls

Pr
ot

ei
n 

m
ea

ls

W
hi

te
 s

ug
ar

Ra
w 

su
ga

r

Po
ul

try

Po
rk

Be
ef

Sh
ee

p

Bu
tte

r

Ch
ee

se

Sk
im

 m
ilk

 p
ow

de
r

W
ho

le
 m

ilk
 p

ow
de

r

Fi
sh

Et
ha

no
l

Bi
od

ie
se

l

Co
tto

n

Cereals Oilseeds Sugar Meat Dairy Biofuels

%

2011-20 2021-30

Note: Annual growth rate of trade volumes as calculated from 2014-16 reference prices.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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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년동안, 생산량 대비 무역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기후 및 지형 차이 비교 우위가 결정되며, 그 외 인구밀도, 인구 성장, 정책 요소에 따

라 무역 방향이 결정됨. 향후 10년 동안, 이러한 차이에 의하여 순수출국과 순수입국

간의 차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통적인 공급 국가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무역 흑자폭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인구 증가율이 높거나 자연 제약 조건이 있는 국가는 무역 적자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무역 불균형에 따라, 무역 제한 정책은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COVID-19 위기 동안 전세계적인 협력과 시장의 투명성은 무역 제한 

정책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 

그림. 상품별 생산량 대비 무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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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xports over production (in volume)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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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역별 순 무역량, 현재 가격 기준

Note: Net trade (exports minus imports) of commodities covered in the Agricultural Outlook, measured at 

constant 2014-16 USD.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총 칼로리의 20% 정도가 수입품에 의해 구성되고 있음. 무역은 식품 공급과 국내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식량 안보에 기여함. 

그림. 지역별 칼로리 가용량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

Note: Calculations using average calorie content of commodities included in the Outlook. Note that imports 

include feed, and availability includes processing of commodities which may be re-exported.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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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영양섭취와 식단 다양화에 대해서도 무역이 기여하고 있음. 저소

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선진국 공급자를 통한 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동

부 및 북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는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

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지역별 동물성 단백질 가용성 중 수입 농산물 순비중

Note: This share is computed as net imports of animal protein (in Kt/year) over total availability of animal 

protein (in Kt/year).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많은 국가에서 농산물 무역은 국내 생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소득 및 시장 확대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함. 한편, 이러한 높은 수출 의존도는 국제 시장 변화 위험에 노출을 

증가시켜 농촌 및 해안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이 농산물 무역 증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무역 장벽이 남

아 있음. 

- 평균 관세율은 약 15% 수준이며, 농가에 대한 소득지지, 투입재 보조 등이 존재함. 또

한 환경 및 기후 관련 정책도 생산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향후 10년간 농

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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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외 시장 의존도 25% 이상 수출 국가

Note: This share is computed as export value over production value in current prices.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바. 가격(Prices)

❍ 현재 및 단기 전망 가격은 COVID-19 유행병, 기후, 자연 재해, 정책 등을 반영함. 반면, 중

장기 가격은 생산과 수요요인에 의해 결정됨. 추가적으로 확률모형을 통해 변화를 분석함. 

❍ 향후 10년 동안, 농산물 실질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농산물 

가격은 1960년대부터 생산성 향상과 한계 생산비 감소로 감소 추세임. 

그림. 상품 가격 장기 추세, 실질가격

Note: Historical data for soybeans, maize and beef from World Bank, "World Commodity Price Data" 

(1960-1989). Historical data for pork from USDA QuickStats (1960-1989).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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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상품 실질가격은 천연 자원 활용으로 감소 전망. 

그림. FAO 식품 가격 지수

Note: Historical data is based on the FAO Food Price Index, which collects information on nominal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these are projected forward using the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baseline. Real values are obtained by deflating the FAO Food Price Index by the US GDP deflator 

(2014-16=1).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곡뮬 실질가격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2030년까지 하락 전망, 돼지가격은 ASF 공급 충

격 회복에 따라 하락 전망, 낙농제품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설탕 실질 가

격은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 수산물 실질 가격은 하락 전망, 바이오연료는 장기적 하

락 추세를 지속할것으로 전망됨.

❍  확률시뮬이션에 따르면, 축산물보다 농작물의 가격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이는 

농작물이 기후에 영향을 더 받기 때문임. 낙농의 경우 주요 생산국인 뉴질랜드의 목초지 

기반 생산으로 인하여 기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편임.바이오연료인 에탄올과 바이

오디젤 가격은 보완재인 원유가격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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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농산물 평균 실질 가격 변화, 2021-30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그림. 국제 기준 가격에 대한 기준가격 전망과 확률 구간

First years' evolution of nominal prices for selected commodities

Note: Expected evolution of nominal prices under the baseline scenario of the Outlook (solid line) in relation 

to the stochastic outcomes shown in the grey (macro and yields) and blue (macro) 90% confidence intervals.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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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개요(Regional briefs)

□ 본 보고서는 최신 지역 개발의 일부를 보여 주며,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과 그 안의 새로

운 트렌드를 강조하고 이를 전망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와 연결시킴. 보고서 내 평가 내용은 

일반적으로 전망(2030년) 종점을 기준 기간인 2018-20년과 비교함.

-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확산되고있는 COVID-19 대유행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이 

지역마다 다름.

가. 지역별 전망: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 생산(Production)

❍ 농업 및 어류 최대 생산국인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농업 및 어

류 생산량의 53%를 차지할 것임. 총 생산 가치는 2018-20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21 % 증가할 것임.

❍ (곡물) 전체 농업 생산 가치의 약 60 %를 차지하는 작물 생산량은 22%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축 생산은 10년 동안 24%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쌀) 세계 쌀 생산 점유율 중 90%를 차지함. 밀과 옥수수의 전 세계 생산량에 대한 기

여도는 각각 40 %와 30 %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큰 비중임.

- (쌀: 중국 및 인도) 중국의 쌀 생산량은 2030년까지 4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인도의 쌀 생산량에 17 % 추가되어, 총 생산 비중이 27 %로 증가 할 것임.

- (밀) 중국과 인도 지역의 밀 생산량은 아시아의 75 % 이상을 차지함. 그러나 향후 

2030년까지 인도와 호주가 각각 밀 생산량의 58%와 19% 추가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산) 돼지 고기 부문에서는 ASF의 영향으로 피해가 있었음. 이는 2019년 생산량을 

18% 감소 시켰고 2020년에는 추가로 4 % 감소시킴.(중국 및 베트남의 경우 돼지 재고

의 각각 약 30%, 20%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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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고기 부족으로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향후 10년 동안 대체 육류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국가별 정책 및 기업 지원)가 이루어짐. 소고기, 양고기 및 우유 생산의 증

가하였음. 

❍ (어류) 전 세계 어류 생산량의 거의 70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생산되며, 대부분은 

중국의 포획 어업과 양식 생산임.

- 중국의 14 차 국가5개년 개발계획에 명시된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변화는 성장을 제

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해당 부문의 글로벌 생산 성장의 80%

를 차지할 것임.

- 양식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어류 생산량은 예상 기간 동안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영향) COVID-19의 확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외국 노동

에 크게 의존하는 식물성 기름 부문에 악영향을 미침. 2019년에 이미 공급을 감소시킨 

구조적 제약을 더욱 악화시킴.

□ 소비(Consumption)

❍ 아시아 대륙 내 개도국 및 최빈국에서 영양 실조의 확산을 줄이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룸. 

또한 로로나 19 대유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소득 증가, 인구 확장 둔화 및 지

속적인 도시화가 진행중임. 이 지역 내 식이섭취 패턴은 계속 진화하고 칼로리 및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임. 

- (밀) 밀 소비는 1 인당 2.1kg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에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임.

- (육류) 육류 소비는 1 인당 2.6kg 증가하여 연간 평균 29kg의 소비가 발생하지만, 국

가별 차이가 있음. 한국, 베트남,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수요가 5~10kg 증가하는 반

면, 인도에서는 1 인당 소비 증가율이 0.5kg 미만으로 유지 될 것임.

- (어류) 어류 소비는 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연간 평균 소비량은 1인당 

1.7kg 증가하여 1 인당 평균 소비량은 25kg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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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품) 유제품 소비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중국의 소비와 베트남의 급속한 성장에 

힘 입어 24 % 증가 할 것임.

❍ 칼로리 가용성(Calotie availability)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

에서 매우 중요한 1인당 쌀 소비는 정체 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1 인당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바이오 연료) 인도 내 수요 증가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기준 기간의 16%에서 2030 

년까지 전 세계 에탄올 사용 점유율을 19 %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바이오 디젤 사용에서 점유율은 인도네시아의 증가로 인해 23%에서 2030년까

지 30% 이상으로 증가 할 것임.

□ 무역(Trade)

❍ 주요 농산물 측면에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세계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순 수입국임.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서 순 수입은 중기적으로 더 증가할 것임.

- 중국은 가장 큰 수입국이며, 대두의 수입 통계를 좌지우지함. 중국의 대두 수입은 

2018년과 2019년에 감소하였지만, 무역 활동과 돼지 고기 수요 증가로 인해 2020년

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복됨.  COVID-19 대유행과 관련된 물류 문제 및 제약에도 불

구하고 가금류 수입과 사료용 대두 부문에서 중국의 무역 회복이 가장 빨랐음.

❍ 아시아 태평양은 글로벌 수출의 26 %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지역임. 주요 수출 상품은 쌀

이며, 인도, 베트남, 미얀마, 태국을 중심으로 54메가톤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식물성 기름 순 수출은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초과함에 따라 2030년까

지 28 % 감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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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 전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지역

□ 생산(Production)

❍ SSA의 농업 및 어류 생산량은 향후 10년동안 순 부가가치 기준으로 23 % 증가 할 것임. 

이는 1 인당 생산량이 2015년 이후 계속 된 감소를 계속할 것임.(그림 2.6).

Figure 2.6. Per capita value of net agriculture and fish production in Sub Saharan Africa

Note: Estimates are based on historical time series from the FAOSTAT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domain which are extended with the Outlook database. Remaining products are trend-extended. The Net 

Value of Production uses own estimates for internal seed and feed use. Values are measured at constant USD 

of the period 2014-2016

Source: FAO (2021). FAOSTAT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Database, 

http://www.fao.org/faostat/en/#data/QV ;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작물 생산은 2030년까지 총 생산량의 7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물 비중

은 20 %, 어류 생산량은 7 %로 감소 할 것임. 곡물, 콩류, 뿌리 및 괴경(Roots and tu-

bers)과 같은 식량 및 사료 주식 작물이 주요 성장 원천이 될 것임.

- 2030 년까지 SSA 지역은 전 세계 뿌리 및 괴경(Roots and tubers) 생산량의 40%, 콩

류 생산량의 21%, 곡물 생산량의 6%를 차지할 것임. 면화 부문에 대한 지원과 함께 

2030년까지 22% 수준에서 면화 생산(서아프리카 중심)을 유지하여 전 세계 생산량의 

7 %를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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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생산의 순 가치는 가금류 및 우유 생산에서 오는 가장 빠른 증가와 함께 향후 10 년 동

안 26 %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까지 약 1.3Mt의 가금류, 740Kt의 소고기, 

650Kt의 양고기 및 260Kt의 돼지 고기로 구성된 2.9Mt의 육류 생산량을 추가 할 것 임.

- 2018-2020에 SSA는 전 세계 소고기   생산량의 7 %를 차지함(전 세계 소고기   생산량의 

17 %). 이 지역의 점유율은 2030년까지 거의 20%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양고기 생산량의 14 %를 차지하며, 전 세계 양고기 무리의 24 %를 차지함. 양

육류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30% 증가하여 SSA가 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15 %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소비(Consumption)

❍ SSA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계 빈곤층의 대부분이 밀집하여있음. 또한. 영양 부족 인구 비

중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음. COVID-19 대유행으로 식량 안보가 더욱 악화됨.

- 특히, 비공식 부문의 공급망 중단은 영양 섭취 접근성에 영향을 미쳤고 소득 및 고용 충

격은 경제를 약화시킴.

-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식량 공급의 가용성, 접근성, 경제성이 회복되어야함.

❍ 총 칼로리 가용성에 대한 주식의 기여도는 다른 지역보다 SSA에서 더 높으며 1인당 주식 

소비는 2030년까지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육류, 유제품, 생선, 설탕 및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품 부문에서1 인당 소비 

수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음. 

- 어류를 제외하고 앞서 상단의 식품 부문의 1 인당 소비량은 향후 10년 동안 증가하여 

총 소비량은 크게 증가 할 것이지만, 영양 섭취 다양성은 낮고, 2030년까지 주식(쌀, 

카사바, 플랜틴, 옥수수 등)이 총 칼로리 섭취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임.

❍ 2030년까지 하루 평균 인당 2,500kcal 칼로리 가용성에 도달(일일 섭취 61kcal의 증가) 

할 수 있음. 이는 세계 평균 인당 3,025kcal보다 훨씬 낮으며, 칼로리 섭취량은 2030년

까지 세계에서 가장 낮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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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와 괴경(Roots and tubers)과 곡물이 SSA의 가축 부문 주요 사료 공급원임. 그러

나 총 사료 사용량은 전 세계 사료 소비의 4 %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

□ 무역(Trade)

❍ 국내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점점 더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SSA의

대부분의 기본 식품 상품은 수출보다는 내수 소비를 위해 생산됨.

- 주요 식품 무역 적자는 향후 10 년 동안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2014-16 글로벌 기준 

가격으로 적자 규모는 약 7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180억 달러로 증가가 예상됨.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곡물 및 식물성 기름 수입량이 증가한 반면, 육류 및 

설탕 수입은 감소함. 대유행의 첫 번째 유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SSA 지역의 무역은 많은 

물류 문제로 국경 지대에서 긴 지연을 초래함.

- 향후 10년동안 곡물, 육류, 생선, 설탕 및 기름의 수입량은 생산량보다 빠른 속도로 크

게 증가할 것임. 

- 곡물과 신선한 농산물 외에 수출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SSA

전체가 기본 식량 필수품으로 자급 자족하지 못하며 수입 의존도가 향후 10 년 동안 심

화 될 것임.

❍ SSA 지역의 내부 무역 개선은 중요한 정책 목표임.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 협정 (Africa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2019년 5월 30일에 발효되었으며, 대유행으

로 인해 초기 지연 이후 2021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무역이 시작됨. 협정의 목표는 관

세 90%를 0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임. 

- 그러나 실제로, 관세의 81%만 원산지 협약에 도달했으며, 이 81%를 기준으로 공식적

으로 무역이 시작되었음.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관세 인하 제안을 제출하지 않음. 

-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이 협정은 농업 및 식품의 아프리카 내 무역을 20~35 % (USD 10~17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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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육류 제품, 생선, 우유 및 유제품, 설탕, 음료 및 담배, 야채 / 과일 / 견과류, 벼 및 

가공 쌀의 경우 무역 내 이익이 두드러 질 것으로 예상됨.

다. 지역별 전망: 동북아프리카 지역

□ 생산(Production)

❍ 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및 어류 생산량은 연 1.5 %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10 

년 동안 인구 증가율 1.7% 정도임.

- 따라서 이 지역은 세계 시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임.(그림 2.14).

Figure 2.14. Change in area harvested and land use in Near East and North Africa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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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생산은 총 가치(Value)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연평균 1.3 %의 성장률은 2030 

년까지 전체 순 가치의 61%로 점유율이 1 % 포인트 감소 할 것임. 가축 생산 증가율은 연 

2.2%로 2030년에는 총 순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를 약간 넘을 것임.

- 가금류 생산량은 연 3%로 다른 모든 육류 제품보다 많음. 또한, 양고기 생산 증가는 가속

화될 것임. 소고기 생산량 증가는 지난 10년 동안 뚜렷한 감소가 두드러짐.(그림 2.13).

Figure 2.13. Self-sufficiency rates for selected commodities in Near East and North Africa

Note: Self-sufficency is calculated by dividing quantity produced by quantity consumed.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향후 10 년 동안 육류 및 유제품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2.3 %와 2.0 %가 되면, 이 지역

의 가축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4 % 증가 할 것임. 이 지역의 총 

GHG 배출량은 2030년까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작물의 토지 사용은 2030년까지 감소할 것이며, 대규모 농작 능력이 적은 사우디아라

비아의 농지 사용 감소폭이 가장 클 것임.

- 곡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는 2030 년까지 전체 경작지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됨. 이러한 증가는 주로 곡물과 밀에서 발생하며 2030년까지 곡물 생산에 사용되는 총 

토지에 각각 63%와 35%를 차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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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Consumption)

❍ 식량 정책은 전통적으로 기본 식량, 주로 곡물의 소비를 지원함으로써, 식량 안보에 중점

을 두었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정책은 동물 식품(축산물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됨.

-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양 결핍 발병률은 11%에서 9%로 소폭 감소했으며, 

COVID-19 대유행 이전에도 2015년 이후 절대 영양 실조 인구가 증가함.

- 평균적으로 1인당 칼로리 가용성은 2030년까지 하루당 3,050kcal을 초과하여 기준 기

간보다 하루당 41kcal 증가하고 세계 평균인 하루당 3,025kcal보다 약간 높아질 것임.

❍ 평균 식단에 대한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칼로리의 약 55 %가 곡물에서 비롯되며, 이

는 기준 기간보다 1% 감소 할 것임. 이는 세계 평균인 44 %와 비교됨.

❍ 평균 단백질 가용성 수준은 2030년에 일일 85g에 도달 할 것이며, 이는 기본 기간보다 일

일 0.6g정도만 증가함.

- 곡물 소비로 인한 단백질 감소는 육류 및 생선 공급원 및 콩류의 성장으로 상쇄 될 것으

로 예상됨. 이 지역의 단백질 가용성은 전 세계 평균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2030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준보다 13% 낮을 것임.

❍ 가축 부문의 성장은 향후 10년동안 사료 사용을 24% 증가시킬 것임. 옥수수, 보리 및 단

백질 식사의 세 가지 상품이 전체 사료 사용의 80%를 차지할 것임.

- 대부분 사료 재료는 계속 수입 될 것이며, 옥수수 수입은 기준 기간의 28Mt에 비해 

2030년에는 37Mt에 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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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Trade)

❍ 제한된 생산 능력과 함께 이 지역의 인구 증가는 식품 수입을 증가시킬 것임. 아시아 및 태

평양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식품 순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최대 수입국

이 될 것임.

- 1인당 식량 수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만 국가를 포함한 기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이집트와 기타 북아프리카 국가가 그 뒤를이음. (그림 2.12).

❍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류 및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총 수입 수요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더욱 강화되고 증가함.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 수요 증가에 따라이 지역의 거의 모든 식품 수입이 증가 할 것이며, 육류 제품, 식물성 

기름 및 설탕을 제외한 자급률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임.(그림 2.13).

- 이 지역의 수입은 옥수수, 기타 굵은 곡물 및 밀과 같은 특정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

유율을 유지할 것이며 2030년까지 각각 18%, 32%, 27%에 이를 것임.

Figure 2.12. Value of net food imports per capita in Near East and North Africa

Note: Estimates are based on historical time series from the FAOSTAT Trade indices domain which are 

extended with the Outlook database. Products not covered in the Outlook are extended by trends. Total 

trade values include also processed products, usually not covered in the Outlook variables. Trade valu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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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at constant USD of the period 2014-2016

Source: FAO (2021). FAOSTAT Trade Indices Database, http://www.fao.org/faostat/en/#data/TI;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라. 지역별 전망: 유럽 및 중앙 아시아 지역

❍ 유럽 및 중앙 아시아는 유럽 연합, 영국,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 터키 및 카자흐스탄을 

주요 농업 생산자로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임.

□ 생산(Production)

❍ 농업 및 어류 생산의 순 가치(사료 및 종자 투입)는 2018-20의 기준 기간 평균에 비해 

2030년까지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서유럽은 동유럽의 성장에 비해 1% 미만 성장할 

것임. 반면 동유럽은 15 %, 중앙 아시아는 거의 30%임.

- 동유럽의 강력한 성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12%와 22%로 주도할 것임.

❍ 2030년까지 작물과 목초지 사용은 각각 1.3Mha와 2.6Mha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토

지 이용 변화와 관련하여 농업에서의 직접 GHG 배출량은 향후 10년 동안 1.2%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농작물 생산 가치는 향후 10년 동안 11%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및 어류 생산량

의 75 %를 차지함. 이러한 확장은 주로 흑해 지역의 곡물 및 유지(oilseeds) 종자 생산량 

증가로 인한 것임.

-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밀, 대두 및 기타 유지 종자의 성장으로 옥수수의 

경우 40%, 밀의 경우 38%, 모든 유지 종자의 경우 54%로 지역 생산 점유율을 높일 것

으로 예상됨. 

- 옥수수 생산은 러시아의 모든 작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밀 생산 증가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작물 생산을 능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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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생산 증가율) 연평균 0.34 %로 둔화될 것임. 향후 10년 동안. 서유럽은 가축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환경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소폭 

축소될 경우, 해당 점유율은 기준 기간의 64%에서 2030년에는 61%로 감소 할 것임.

- 나머지 지역의 성장은 여전히   10년 동안 가축 생산의 총 가치가 4% 증가한 것으로 보임. 

가금류 총 생산량의 성장은 2018-20 기준 기간에 비해 2030년까지 10% 증가할 것임.

❍ 유제품 생산은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 전체에서 긍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확

장 속도는 서유럽과 중앙 아시아에서 지난 10년에 비해 약간 느려짐. 하지만, 연평균 

0.7%의 성장률을 보임.

- 지역 전체에 걸쳐 유제품에 대한 국내 식품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여 2030년까지 일일 

칼로리 섭취량의 12%, 일일 단백질 가용성에 19%를 기여할 것임.

- 향후 10년 동안 버터, 치즈 및 분유의 증가하는 비중이 수출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제품 생산량 확대는 점점 더 국제 수요를 충족시킬 것임.

- 이 지역 전체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유제품 수출의 44%를 차지할 것임. 이 지역의 유

제품 수출의 대부분 EU에서 발생하여 2030년까지 유제품의 총 지역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72%로 증가 할 것임.

- 환경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에 따라 EU의 전 세계 우유 생산 점유율은 18%에서 2030 

년까지 16%로 감소 할 것임.

□ 소비(Consumption)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더 많은 음식이 가정에서 소비되는 반면, 소비

자는 유통망이 짧은 현지 제품과 유통 기한이 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대유행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등 이전에 분명했던 소비자 트렌

드를 더욱 부각시킴.

❍ (1 인당 일일 평균 칼로리 가용성)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으며 하루 83kcal 추가로 증가하

여 하루 3,460kcal를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증가는 주로 곡물, 콩류 및 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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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증가에 기인함.

❍ (1인당 단백질 가용성) 2030년까지 일일 105g으로 3g/일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평균인 일일 98g보다 약 7% 높은 수치임. 긍정적인 건강 이미지를 감안할 때, 지난 

10년 동안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한 두류 소비는 2030년까지 1 인당 27% 증가한 

5.5kg으로 예상됨.

- 1인당 육류 소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금육 소비 증가(1인당 연간 

24kg)로 인해 연간 1인당 59kg으로 증가할 예정임.

- 1인당 소고기와 돼지 고기 소비는 각각 2.2%, 2.5%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어류 소비) 서서히 증가하여 2030년까지 1인당 연간 16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세계 평균보다 3kg 정도 낮음. 

- 중앙 아시아는 매우 낮은 어류 소비량을 반영하는 반면 서유럽의 소비 수준은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함.

- 유제품 소비는 육류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30년까지 현재 수준에 8% 추가 될 것임.

❍ 식물성 기름에 대한 비식품 수요는 EU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에 대한 역할이 감소함에 따

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전기 자동차로의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디젤에 대한 수요를 감

소시키고 있음. 따라서 바이오 디젤 생산량은 2030년까지 7% 감소하여 전 세계 바이오 

디젤 생산 비중이 34%에서 30%로 감소 할 것임.

□ 무역(Trade)

❍ 유럽   및 중앙 아시아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무역 패턴에 변화가 보임. 전통적으로 이 지

역은 가장 큰 순 수입국 중 하나였음. 지난 10년간 수출의 급속한 성장으로 동유럽은 순 

수출국으로 변화함. (그림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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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8. Demand for key commodities and food availability in Europe and Central Asia

Note: Estimates are based on historical time series from the FAOSTAT Food Balance Sheets database which 

are extended with the Outlook database. Products not covered on the Outlook are extended by trends. Upper 

panel - population growth is calculated by assuming per capita demand remains constant at the level of the 

year preceding the decade. Lower panel – Fats: butter and oils. Animal: egg, fish, meat and dairy except for 

butter. Staples: cereals, pulses and roots.

Source: FAO (2021). FAOSTAT Food Balances Database, http://www.fao.org/faostat/en/#data/FBS;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총 수출액은 2030년까지 21%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작물 수출이 25% 증가하

고 동물 제품 수출이 12% 증가할 것임.

- 곡물 수출은 161Mt에서 2030년 209Mt로 30% 증가하여 동북아프리카 지역이 주요 

수입국으로 성장할 것임.

- 세계시장 점유율은 36%에서 2030년 39%로 사상 최대 점유율 상승을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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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수출) 2030년까지 밀 수출량에 28Mt를 추가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8-20 기준 

기간의 54%에서 2030년까지 57%로 증가시킬 것임.

- 수입 관점에서 대두와 단백질 박 수입 요구는 2030년까지 각각 5%, 7% 감소 할 것으

로 예상됨. 

❍ (축산물 수출) 육류 및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임. 전 세계 돼지 고기 수출의 42 %, 가금류 

수출의 29 %를 차지함. 

- 중앙 아시아 지역은 육류 제품의 순 수입국이며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광범위한 무역이 

이루어짐.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폐쇄 기간을 통해 부과된 이동 통제는 물류 시스템에 

전례없는 도전을 안겨주었지만, 해당 부문은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있는 탄력성을 보여줌.

- 지역 내 무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 연방의 수입 금수 조치의 미래 상태는 지역 

내외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코로나19 봉쇄를 통해 부과된 단기 수출 통제의 재발

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제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제품 수출국이며 현재 유제품 무역에서 41%를 차지하

고 있음. 이 중 대부분은 전 세계 유제품 무역의 29%를 차지하는 EU에 기인합니다. 치즈

의 경우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EU가 41%를 차지함.

❍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가장 중요한 수산물 수출국임. 러시아 수출은 10년 동안 33 % 증가

하여 유럽 및 중앙 아시아 지역의 13% 성장을 지원할 예정임. 

마. 지역별 전망: 북아메리카 지역

□ 생산(Production)

❍ (농업 및 어류 생산량) 과거 15%의 증가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9%의 느린 증가를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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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둔화의 일반적인 원인은 주요 작물 및 가축 상품의 실질 가격이 하락하고 경쟁 국

가에 비해 달러화 강세가 하락임.

❍ (코로나19 영향) 2020년에는 소비자 소비력과 질병의 영향 및 가공 시설 용량에 대한 확

산 억제 조치로 인해 육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음.

- 단기 회복 후, 실질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세를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 

가격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며 북미의 총 육류 생산량은 9% 증가하여 2030년까지 

56Mt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가금육 생산량은 연평균 1.1%로 다른 육류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030 

년까지 생산되는 추가 육류의 60% 이상을 차지함.

- 소고기와 돼지 고기 생산량은 연평균 0.6%, 0.3%의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결과적

으로 가금류는 2030 년까지 총 육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7 %로 증가할 것임.

❍ 포획 어업(89%)이 지배하는 북미 지역의 어류 생산량은 기준 기간에 비해 2030년까지 8%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양식업은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에서 12.5%로 증가 할 것임. 

❍ (GHG 배출) 농업으로 인한 총 GHG 배출량 증가는 지난 10년에 비해 둔화 될 것으로 예

상됨.

- 배출량은 기준 기간보다 2030 년에 1.3% 증가 할 것임. 축산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반추 동물 재고 확대에 비추어 3.2 % 증가함. 그러나 작물 부문의 배출

량은 2.7 %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Consumption)

❍ 1인당 식량 소비의 움직임은 대체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호도의 조정에 의해 결정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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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리 가용성) 북미의 식량 소비는 2030년까지 하루에 48kcal로 증가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평균 칼로리 가용성이 하루 3,800kcal/인을 초과 할 것임.

- 지역적으로 가장 큰 증가는 식물성 기름(+ 25kcal)에 이어, 유제품(+ 19kcal), 육류 제

품(+ 17kcal), 콩류(+ 11kcal) 순임. 이러한 증가는 감미료(-43kcal) 및 곡물(-7kcal)

의 칼로리 감소로 부분적으로 상쇄시킴.

❍ (단백질 섭취량) 113g/일에서 2030년까지 117g/일로 소폭 증가 할 것임. 동물과 식물성 

공급원 간의 분할은 일정하게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물 공급원에서 얻은 총 단백질 

가용성의 64 %를 확보 할 수 있음.

- 육류와 유제품의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증가(2.2kg/인)로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오 연료 생산) 에탄올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휘발유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준 기간보다 3% 감소한 2030년까지 600억 리터 미만으로 감소 할 것으

로 예상됨. 

- 탄소 중립화 프로그램은 에탄올 사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여 생산 감소를 제한함. 바이

오 디젤 생산량도 향후 10년 동안 2%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Trade)

❍ 농업 무역 흑자는 남미와 카리브해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25% 이상 감소

함. 이 추세는 수입의 순 가치가 수출의 순 가치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망 기간 동안 

우세 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과 수입 모두 성장이 둔화 될 것임. 성장 둔화는 국내외 수요 약화와 그에 따른 생

산 성장 둔화를 반영함.

❍ 미국-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양자 무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이러한 

관계가 개선되어 2021년에 중국은 다시 한 번 미국 수출의 최고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무역 기회가 재개되고 잠재적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중국의 가금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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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확대, 돼지 고기 산업의 신속한 재건 및 사료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의 요인이기도 함.

❍ 2014-16년 국제 상품 가격으로 측정 한 수출의 순 가치는 2018-20기준 기간에 비해 

2030년까지 14%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 10년간 21% 증가한 것과 비교됨.

- 성장 둔화의 원인은 주로 대두 수출과 관련이 있음. 대두 수출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성장이 크게 둔화됨.

- 아프리카 돼지 열병 (African Swine Fever)에서 중국이 회복되면서 돼지 고기와 함께 

에탄올 수출도 향후 10년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바. 지역별 전망: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

□ 생산(Production)

❍ (농업 및 수산물 생산)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농업 및 수산물 생산은 향후 10

년 동안 16%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절반 이상이 작물 생산에 기인 한 반면 약 45%는 축

산 부문의 확장 때문임. 3%는 어류 생산량에서 비롯됨.

❍ 이 지역의 풍부한 토지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농지 사용 집적도 강

화가 중요 할 것임. 농작물 사용은 3%, 수확 면적은 5%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까지 수확된 면적의 7.7Mha 중 53%와 23%는 각각 대두와 옥수수의 추가 재

배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 생산) 축산물 생산에 사료 곡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추가로 이익

을 얻을 것임.

- 가금류 생산은 2030년까지 육류 생산의 70%를 차지할 것이며, 소와 돼지 고기 생산은 

각각 17%와 14%를 차지할 것임.

- 소고기 확장은 본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도체 무게 증가로 인해 발생하며, 가축 수는 

2030년까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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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 생산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에서 회복되어 2030년까지 5%의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보임.

- 세계 생산량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이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양식의 발전에 기인함.

□ 소비(Consumption)

❍ (코로나19 대유행이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2020년과 2021년에 감소한 후, 1인당 칼로

리 섭취량은 중기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3,075kcal/일에 도달하여, 기준 기간보

다 50kcal/일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증가의 57%는 주로 곡물과 식물성 기름과 같은 식물성 식품에서 기인함. 또한, 이 

지역의 설탕 섭취를 줄이는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 설탕 소비는 감소 할 것임.

❍ (1인당 단백질 섭취량) 2030년까지 하루에 89g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하루 

2.6g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임. 동물성 식품은 56%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유제품 소비 증가가 이러한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임.

- 그러나 1 인당 육류 소비량은 소비자가 다른 공급원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서 향후 

10년 동안 3.4% 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어류 소비량은 1인당 0.3kg 증가 할 것이

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관찰 된 성장의 절반에 불과함.

□ 무역(Trade)

❍ 과거에도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식품 생산량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함. 향후 

10년 동안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수출 순 가치는 31%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이

는 지난 10년 동안 달성 한 비율의 절반 이상에 불과함.

- 이는 지역 최대 수출국 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음을 반영함.

❍ 이 지역의 공급 확대는 옥수수, 대두, 쇠고기, 가금류, 어분, 어유, 설탕 및 에탄올의 중요

한 글로벌 수출국으로 더욱 도약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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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는 옥수수와 안정화되는 대두를 제외하고는 상당에 언급 한 모든 상품에 대해 세

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임.

- 2030년까지 세계 대두 수출의 63%, 세계 설탕 수출의 56%, 세계 어분 수출의 44%, 

세계 쇠고기 수출의 42%, 세계 가금류 및 어유 수출의 33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3) 곡물(Creals)

□ 주요 내용

❍ (동향) 2020/2021년 마케팅 연도의 곡물 시장은 이전해보다 더 역동적이었음. 일부 주

요국 생산량 감소, COVID-19로 인한 물류 병목 현상, 일시적인 수출 제한, 중국의 사

료 곡물 수요 증가(ASF 영향에서 회복)는 곡물 국제가격을 2013년 수준으로 상승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함.

- OECD-FAO 농업 전망은 주로 옥수수가 주도하는 이 같은 상승세가 단기적인 현상

으로 인식하고 2023년까지 세계 공급과 무역이 과거 추세로 회복할 것으로 봄.

- COVID-19가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미미했으나, 노동력 공급과 물류 

차질에 대한 소수의 사례가 탄력적인 세계 곡물 시장에 의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

으로 분석함.

- 세계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 예를 들

어, 밀 생산량은 EU의 경우 10년 만에 가장 적었고 아르헨티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함.

❍ (가격 전망) 현재의 높은 곡물 가격수준은 향후 1-2년 동안 하락하여 과거 수준을 회복

하며 이후 명목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나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밀 가격(US wheat No. 2 HRW, FOB)은 2020년 USD245/톤으로 2014년 이후 최

고치를 기록함. 향후 10년 동안 밀 가격은 완만한 생산량, 수출량 및 식용 소비량 증

가로 2030년까지 253/톤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옥수수 가격(US maize No. 2 Yellow, FOB) 2020년 평균 USD199/톤으로 6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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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USD 169/톤으로 하락하여 과거 추세로 되돌

아갈 것으로 예상함. 중기적으로 사료용 수요의 증가와 재고량 감소가 옥수수 가격을 

지지하여 2030년에는 USD2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여타 잡곡류(보리, 귀리, 호밀, 수수, 밀레 등)의 가격(사료용 보리(Rouen), FOB)은 

2020년 USD214/톤으로 2018년 수준을 약간 못 미침. 2022년까지 잡곡류 가격은 

USD197/톤까지 하락하고, 2030년에는 232/톤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상승은 주로 중국 수입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예상함.

- 2020년 쌀 가격(milled, 100% B, FOB Bangkok)은 USD512/톤으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음. 이러한 쌀 가격은 2023년까지 USD476/톤으로 하락을 예상하였

으며 중기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수요가 증가하나 생산량 또한 증

가하여 2030년에는 USD492/톤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함.

- 명목가격의 상승과는 달리 밀, 옥수수, 잡곡류와 쌀의 실질가격은 향후 10년 동안 하

락할 것으로 예상함.

< 국제곡물 가격 전망 >

❍ (단수 전망) 향후 10년 동안, 재배면적의 확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곡물 

생산량 증가는 대부분 단수의 증가에 의할 것으로 전망함.

- 단수의 증가는 종자 개량과 이의 확산, 생산요소(투입재)의 효율적 사용, 농업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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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나 환경 문제, 신기술에 대한 제한적 접근, 투자 부족과 

같은 특정 요인은 단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함.

- 향후 10년간 세계 평균 단수 증가율은 약 1%/년일 것으로 예상함.

❍ (생산량 전망)  향후 10년 동안 곡물 생산량은 3억3천6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증가는 주로 주요 곡물 생산국들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전 세계 밀 생산량 증가분의 50% 이상이 인도,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 생산량 증가

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옥수수 생산량 증가는 50% 이상이 미국, 중국, 브라질 생산량 증가에 기인하며 

잡곡류의 경우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인도 생산량이 여타 국가에 비

해 생산량 증가량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중국, 태국은 세계 쌀 생산량 증가의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수요량 전망) 중기적으로 곡물 수요 증가는 둔화되나 특정 지역의 경우 인구 증가로 곡

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수요 성장의 둔화 요인은 ① 사료 수요 성장의 둔화가 예상되며, ② 바이오연료 및 기

타 산업용 곡물 수요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며,③ 1인당 식량 소비량은 많은 국가에서 

포화 주순에 도달하였다는 것임.

- 반면, 인구 증가는 몇몇 지역에서 곡물 소비량은 크게 증가시킬 것임. 특히, 밀과 쌀은 

아시아에서 주식으로 남고, 조(millet), 수수, 흰 옥수수(white maize)도 주식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함. 쌀은 아프리카인의 식량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교역량 전망) 세계 곡물 교역량은 생산량의 약 17%에 이르며 쌀 교역량 증가로 2030년

까지 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세계 곡물 교역량은 2030년까지 21% 증가

하여 5억4천2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쌀은 생산량 대비 교역 비중이 낮은 폼목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함. 곡물 잉여량과 부

족량은 지역별·품목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아시아는 쌀 잉여가 많으나 남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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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잉여는 많으나 밀은 부족함.

- 러시아는 2016년 EU를 제치고 최대 밀 수출국이 됐었으며 이러한 추이는 점점 강화

되어 2030년까지 세계 수출량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옥수수는 미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브라질, 우크라이나, 아르헨티

나, 러시아 연방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으로 전망.

- EU, 호주, 흑해 지역은 계속해서 잡곡류의 주요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베트남, 태국은 세계 쌀 무역을 계속 주도하겠지만,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세계 쌀 수

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 주요 이슈

❍ 이상의 전방에 사용된 다양한 가정은 향후에 변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곡물 시

장도 제시된 전망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이하는 이러한 변동요인에 대해 검토함.

❍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이상기상 발생 확률을 높여 곡물 단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밀과 옥수수 수확량은 캐나다, 미국, EU에 비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

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주요 수출국의 단수 변동성이 큼.

- 흑해 지역과 같은 곡물 교역량 비중이 증가하는 지역의 수확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들 지역의 풍흉에 따른 수확량 변동성 증가는 곡물 국제가격의 변동성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

❍ (거시경제) 거시경제 환경은 또 다른 불확실성의 원천임.

- 곡물 가격은 특히 거대 신흥국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움직임은 특히 수출국의 생산량 변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에

너지 가격은 비료와 농약과 같은 투입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정책) 정책 환경은 세계 곡물 시장 전망에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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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의 강화와 바이오연료 정책(EU, 브라질, 미국)의 변화는 곡물 수요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음.

- 사료용 수요(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식량정책은 세계 곡물 시장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음.

- 식량안보 이슈는 수출 제한, 재고 확보 경쟁 등을 통해 세계 곡물 교역 흐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러시아가 최근 부과한 수출세는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지

만 이러한 가정이 변할 경우 국제 곡물, 특히 밀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병충해) 농작물 병해충, 가축 질병은 세계 곡물의 공급과 수요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음.

- 공급 측면에서 병충해는 이의 완화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자본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

에 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근 메뚜기떼와 나방으로 피해지역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가축 질병은 최근 ASF가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보

듯이 사료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육류(Meat)

□ 2020년 국제 육류 가격은 COVID-19의 영향으로 하락함. 물류 장애와 식품 서비스 및 가

계 지출 감소로 인해 일부 주요 수입국의 수입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함. 중국이 현지 생

산을 계속 제한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발로 수입 수요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면 국

제 육류 가격 하락이 더 컸을 것임.

□ 주요 이슈 및 불확실성(Main issues and uncertainties)

❍ 본 전망 보고서에는 몇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육류 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 분석을 진행함.

❍ (가정1 – 코로나19 영향) COVID-19는 2020년에 육류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으며, 소

비자 수요 감소가 농업 가격과 생산량에 대한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기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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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look은 COVID-19가 경제 성장과 사람과 물품의 이동 제한에 미치는 영향이 단

기적이며 회복이 2021 년에 시작될 것으로 가정함. 그러나 전염병의 연장과 경제 회복

의 둔화는 가공, 운송 및 무역의 물류 문제 측면에서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정 2 - 가축질병 회복 기간) 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과 

같은 동물 질병은 항상 육류 시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 이는 빠르게 발생하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회복하는 데 수 년이 소요됨.

- Outlook은 동아시아의 ASF로부터의 회복이 보고서 전망기간 내 완료 될 것이라고 가

정하지만, ASF가 언제든 다른 곳에서 나타날 위험이 있음.

❍ (가정 3 - 시장 세분화의 소멸) 소고기와 돼지 고기의 기존 시장이 "태평양"및 "대서양"시

장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해옴. 하지만, 최근 추세에 따르면 시장이 점점 더 통합됨. 

- 지난 10년간 두 시장(태평양 및 대서양)간의 가격 상관 관계가 증가함. 시장의 세분화

는 원래 FMD가없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로 나눔. 따라서 무역은 제한되었고, 

FMD의 영향을 받은 국가는 FMD가없는 국가와 무역 할 수 없었음.

- 그러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예방 접종없이 국가 내 구제역이 없는 지역의 구역화

(zoning)를 촉진 할 수있게되면서 구제역 발병의 무역 위험이 최소화됨. → 무역 실시

❍ (가정 4 – 생산성 향상 및 기후변화 정책 영향) 생산성 향상 및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가정

은 기후 변화에 대한 육류 부문의 기여도에 대한 전망 분석에 영향을 미침. 

- 육류는 토지, 사료, 물 등 자원의 중요한 사용자이므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수요 감소는 

이러한 자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의미함.

❍ (가정 5 – 역사에 기반한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 소비자 선호도가 역사적 패턴에 따라 

진화 할 것이라고 가정함.

- 결과적으로 육류 소비 감소(채식 또는 완전 채식) 또는 대체 단백질 공급원(예 : 육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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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배양 및 계획 기반 단백질 대체)에 대한식이 선호는 천천히 확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소비자 선택은 단백질 대체품에 

비해 육류의 영양 성분에 계속 영향을받을 것임.

□ 최근 시장 동향

❍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국제 육류 가격은 주요 소비수입 국가의 육류 수요 하락

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함. 물류 장애, 음식 서비스 감소,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 지출 감소

는 수요 감소로 이어짐. 

- 또한, ASF의 지속적인 발병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돼지 고기 생산 감소의 주요 원

인이됨. 소고기 생산량도 일부 주요 생산국에서 감소함. 이는 도축용 가축의 제한된 가

용성(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 연합)과 동물 복지 관련 규정, 가공 부문의 축산물 구매 및 

운송 제한(인도)으로 인해 감소함.

□ 가격(Prices)

❍ 2020년 COVID-19로 인하여 저점에 도달한 육류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가 회복되고 높은 사료 비용으로 중기적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10년 전

의 가격 정점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됨.(그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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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World reference prices for meat: Rising nominal, but falling in real terms

Note: US Barrows and gilts, National base 51-52% lean c.w.e. Brazil: Export unit value for chicken (f.o.b.) 

product weight. US Choice steers, 5-area Direct c.w.e., Total all grades. New Zealand lamb price c.w.e., all 

grade average.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온실가스 배출 관련 이슈

❍ 육류용 가축의 양은 향후 10년 동안 증가하여 가금류, 돼지, 육우 및 양의 경우 각각 11%,  

%, 2%, 18%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예측은 더 높은 생산량 대 동물 재고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10년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해당 기간 동안 가축의 생산성이 각각 

6%, 3%, 4%, 2% 증가한 것을 나타냄. → 중기적으로 탄소 배출에 긍정적 영향

- 사료 보충제 및 해조류와 같이 현재 널리 사용되지 않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신기술

은 향후 단위당 배출량을 더욱 줄일 수 있음.

- 육류 관련 온실 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증가 추세는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짐.(그림 6.5). 

GHG 배출을 줄이기위한 새로운 노력에는 탄소세 및 특정 규정과 같은 정책과 부문의 

GHG 발자국(footprint)을 줄이는 기술 및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인센티브가 포함

될 수 있음.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20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20
22

20
23

20
24

20
25

20
26

20
27

20
28

20
29

20
30

Mt CO2 Eq

North America Europe Africa Latin America Asia

Figure 6.5. Strongest growth in GHG Emissions from meat in Africa

Note:Estimates are based on historical time series from the FAOSTAT Emissions Agriculture databases which 

are extended with the Outlook database. Emission types that are not related to any Outlook variable(organic 

soil cultivation and burning Savannahs) are kept constant at their latest available value.

FAO (2021). FAOSTAT Emissions-Agriculture  Database, http://www.fao.org/faostat/en/#data/GT;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생산(Production)

❍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은 2030년까지 거의 44Mt 증가하여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373Mt

에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COVID-19 이후 육류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전망 기간의 

첫해에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6.3).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육류 생산 증가는 개도국

에서 발생할 것이며, 이는 추가 생산량의 84 %를 차지할 것임.

- COVID-19 및 동물성 질병(ASF 및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으로 인한 상황

이 단기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며 더 이상의 심각한 충격이 사료 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함. 결과적으로 육류 공급은 생산 및 효율성 향상과 함께 중기 

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증가 할 것임.

- 세계 5대 육류 생산국인 중국, 미국, 유럽 연합, 브라질, 러시아 연방의 생산 점유율은 

현재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글로벌 생산 기반이 더욱 확대 될 것임. → 근거 기재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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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생산량은 2030년까지 127Mt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2020년 

ASF 감소 기준 수준에서 13% 증가할 것임.

-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아시아 전역의 ASF 발병은 많은 국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중국과 베트남이 가장 큰 영향을받을 것임.

❍ 쇠고기 생산량은 2030년까지 기준 기간보다 5.8% 증가한 75Mt까지 증가 할 것임. 소비자

의 선호도가 가금육으로 옮겨 감에 따라 소고기 수요가 약해지면서 성장이 둔화가 예상됨.

- (SSA) 높은 인구 증가로 인해 15 %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북아메리카) 최대 생산지로서 생산량이 2030년까지 6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지난 몇 년 동안 가뭄으로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임. 생산의 점진적인 회

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 (인도) 가축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 운송 및 수집 규정의 개혁으로 인해 2030년

까지 쇠고기 생산량이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Consumption)

❍ 인구 증가는 분명히 소비 증가의 주요 원동력이며, 예상되는 세계 육류 소비 증가율은

2030년까지 14%가 될 것임(그림 6.6). 육류 소비가 아프리카에서 30%, 아시아 및 태평

양 지역에서 18%, 남미 지역에서 12%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유럽 0.4 %, 북미 9 %)

❍ (가금육) 대부분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가금육 소비가 증가함(그림 6.7). 

- 소비자는 낮은 가격, 제품 일관성 및 적응성, 높은 단백질/저지방 함량으로 인해 가금

류 소비가 집중됨 가금육의 소비는 예상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2Mt로 증가 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비되는 추가 육류의 52 %를 차지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207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19
90

19
92

19
94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20
06

20
08

20
10

20
12

20
14

20
16

20
18

20
20

20
22

20
24

20
26

20
28

20
30

%
India Low income countries Low-middle income countries Up-middle income countries High income countries

Figure 6.7. Marginal shift in composition of consumption toward meat

Note: The low-middle income category excludes India.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돼지고기)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는 향후 10년 동안 127Mt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총 육

류 소비 증가의 33 %). 1인당 돼지고기 소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비가 감소가 예상됨.

- (EU) 인구 구성의 변화가 돼지고기보다 가금류를 선호하는 식단으로 감소할 것임.

- (개도국) 현재 선진국의 절반 인 1인당 돼지고기 소비가 예상 기간 동안 소폭 증가 할 것

으로 예상됨.

❍ 2007년 이후 감소한 세계 1인당 쇠고기 소비는 2030년까지 추가로 5%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인당 쇠고기 소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망 기간 동안 증

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지역임.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쇠고기 소비국인 중국의 1 인당 소비량(절대적 수치)은 지난 10 

년 동안 35% 증가한 이후, 2030년까지 8%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Trade)

❍ 세계 육류 수출은 기준 기간보다 2030년까지 8% 증가하여 40Mt에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 10년에 비해 육류 무역의 성장이 상당히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로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ASF 위기 동안 돼지고기 무역으로 인한 수치임. 2030년까지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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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비율은 약 11%대로 안정 될 것임.

- (수출) 육류 수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브라질, 유럽 연합, 미국 등 3대 육류 수출국의 합

산 점유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육류 수출의 약 60 %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수요) 기준 기간 대비 48% 인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됨. 

아시아 지역은 2030년까지 세계 무역의 52%를 차지할 것임. 중국 육류 수입 전망은 

전망기간 중 초반에 높은 수준이지만, 돼지고기 생산이 ASF 발병에서 회복되면서 후반

기에 점진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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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연료(Biofuels)

□ 주요 이슈 및 불확실성(Main issues and uncertainties)

❍ (주요 위험 및 불확실성 – 정책 환경 및 유가) 정책 불확실성에는 위임 수준의 변경

(mandate levels), 집행 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s), 비전통적 바이오 연료 

공급 원료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non-traditional biofuel feedstoc), 바이오 연

료 및 화석 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 및 보조금(tax exemptions and subsidies for bio-

fuels and fossil fuels), 전기 자동차 (EV) 기술 및 홍보 정책이 포함됨.

- 정책 환경은 농업 및 유가 변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함. 석유 시장의 발전은 화석 

연료 가격이 바이오 연료 경쟁력과 바이오 연료 부문에 할당 된 보조금에 영향을 미침

→정책에 영향을 미침.

❍ (불확실성 - 사료 공급)에서 발생함. 전통적으로 국가들은 식량 가용성을 감소시키지 않

기 위해 잉여 상품을 사용함.

❍ 기술의 발전과 운송 부문의 규제 프레임 워크의 잠재적 변화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현재 

시장 전망에서 편차를 초래할 수 있음.

- 국가들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기술 구현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 할 것으

로 예상됨. 여기에는 혼합 위임, 보조금 및 세금 감면(blending mandates, sub-

sidies, and tax reductions)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농

업 시장으로 이전하는 데 기여함.

- 미래 바이오 연료 수요의 원동력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민간 부문의 대응과 관련이 있음.

□ 최근 시장 현황(Recent market development)

❍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폐쇄 조치와 경제 하락은 2020년에 전 세계 연료 수요를 감

소 시킴. 또한, 전 세계 운송 석유 사용을 줄임. 그러나 화석 연료의 산업적 사용은 영향을 

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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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및 브라질) 에탄올 소비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전 세계 수요를 감소시킴.

- (인도네시아 및 태국) 혼합 비율이 높아 바이오 디젤 사용을 늘리고 디젤 사용을 줄임.

- (바이오 연료의 생산 마진) 옥수수 및 식물성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았으며, 화석 연료 

가격 하락과 결합하여 불안정한 시나리오를 만듦. 정부 지원은 시장에 대한 압력을 일

부 완화함.

- (소독제)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여 소독제로 에탄올을 사용하여 산업에서 에탄

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 연료 생산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됨.

- (바이오 디젤 전기 생산) 전기 생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함. 운송 이외의 부문에서 바

이오 연료 사용은 영향을 덜 받음.

- (수요 감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에 따라 전 세계 에탄올 및 바이오 디

젤 생산량은 2019년 대비 2020 년에 각각 132억 L와 19억 L가 지난 10년 만에 처음

으로 감소함.

□ 가격(Prices)

❍ 식물성 기름 시장의 발전에 따라 바이오 디젤 가격(norminal biodiesel prices)은 에탄

올 가격(연간 1.8 %)보다 느린 속도(연간 1.1 %)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됨. 실질로 표현하면 

바이오 디젤 가격은 2024년 이후 하락하고 에탄올 가격은 2026년 이후 하락세를 예상함.

- 에탄올 가격은 현재 역사상 최저 수준이고 본 보고서 전망 기간 중 첫해에 예상되는 가

격 회복은 낮은 기준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에탄올 가격(norminal biodiesel 

prices)은 바이오 디젤보다 더 강하게 작용 할 것임.

□ 생산 및 소비(Production and consumption)

❍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는 1) 운송 수단의 개발, 2) 더 높은 혼합(higher blends)을 선호

하는 국내 정책 및 3) 소비자의 더 많은 수요로 인해 주요 개도국에서 생산이 증가 할 것으

로 예상됨.

- (미국) 미정부가 운송 연료 사용의 감소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EPA가 최근 발표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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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기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함. 에탄올 소비량은 연 0.2 %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그

림 9.4). 10% 에탄올 혼합은 향후 10년 동안 국내 에탄올 사용을 제한 할 것으로 예상

되며, E15 인프라 개발에 대한 현재 논의가 전국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2030 

년까지 10%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임.

Figure 9.4. Development of the world ethanol market

Note: Blue shaded number means reduction in the right graph.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EU) 2010년부터 바이오 연료 지원과 관련된 EU 법률(EU legislation related to 

biofuel support )은 2009년 재생 에너지 지침(RED)을 기반으로하여 EU 회원국의 

운송 에너지 사용 중 최소 10%를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해야함. 

 2018년에는 바이오 연료 목표를 14 %로 늘리는 데 동의했으며, 식량 및 사료 작물 기

반 바이오 연료에 대한 국가 상한선은 2020년 수준보다 1 % 포인트 높지만 7%를 초과

하지는 않음. 

 2018년 지침 2018/2001 (RED II)에 따라 새로운 프레임 워크가 채택되었으며, 2030 

년까지 시행 될 예정임.

 RED II는 팜유 기반 바이오 디젤을 높은 ILUC 위험 범주로 분류하므로 바이오 디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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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EU의 총 바이오 연료 소비량은 연 1.1%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첨단 바이오 연료 

공급원의 비중은 현재 17%에서 2030년에는 26%로 증가 할 것임.(그림 9.3)

Figure 9.3. World biofuel production from traditional and advanced feedstocks

Note: Traditional feedstocks are defined here as food and feed crop-based biofuels. Values in Petajoule = 

1015 Joule.

Source: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outl-data-en.

- (브라질) 가솔린(가솔린 및 무수 에탄올의 혼합) 또는 E100(수화 에탄올)로 운행 할 수

있는 플렉스 연료 차량(flex-fuel vehicles)이 많음. Gasohol의 경우 정부는 국내 설

탕과 에탄올의 가격 관계에 따라 에탄올 혼합 비율을 18 %에서 27 % 사이로 변경할 수 

있음. 현재 에탄올에 대한 요구 비율은 27 %로 제정됨. 

 현재 차별화된 과세 시스템은 주요 브라질 주에서 혼합 Gasohol보다 수화 에탄올을 

선호함. 바이오 디젤의 경우 정부는 예상 기간 동안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을 11%로 유

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미국 및 유럽 연합과 달리 브라질의 휘발유 및 경유 총 연료 소비는 향후 10 년 동안 증

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이오 연료를 휘발유 및 경유로 혼합하는 잠재적 성장을 

뒷받침함. 

 → 결과적으로 브라질에서 에탄올 시장 규모와 바이오 디젤 소비가 증가 할 것임.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213

- (중국) 2017년 중국은 과도한 옥수수 재고 제거를 목표로하는 새로운 전국적인 E10명

령을 발표함. 2018년에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2020년까지 11개 성에서 26개 성으로 

확대 할 것이라고 발표함. 

 2017년 이후 옥수수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에탄올 사용을 강화하려는 주요 인센티브

가 사라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의 혼합 비율이 2030년까지 유지 될 것이라

고 가정함.

 중국 에탄올 소비는 전체 연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할 것이지만 성장률은 지

난 10 년에 비해 감소 할 것임. 이는 연간 생산량이 0.1 %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B30 (바이오 디젤 30% 혼합) 시행은 국가의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

이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최근 몇 년 동안 바이오 디젤 생산자

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national biodiesel pro-

gramme)으로 인해 바이오 디젤 생산량이 증가함. 이는 팜유 (CPO)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식물성 기름 및 수출에 대한 예상 국제 기준 가격과 수출에 대한 톤당 미화 55 달러의 

세금 징수는 2030년까지 B30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임.

- (인도) 20% 에탄올과 5% 바이오 디젤 혼합을 목표로 2018년 5월 바이오 연료에 관한 

국가 정책이 발효됨. 이러한 목표는 현재 에탄올(4%) 및 바이오디젤(0.1%) 혼합 수준

보다 상당히 높음.

 전망 기간 동안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에 대한 주된 한계점은 현재 공급 원료(주로 당

밀)의 가용성이며, 그 생산량은 바이오 연료 산업에 증가하는 수요에 못미침.

□ 무역(Trade)

❍ 전 세계 에탄올 무역은 9%에서 2030년까지 8%로 감소하여 전 세계 생산량 대비 낮은 비

율로 유지 될 것임. 미국은 옥수수 기반 에탄올의 순 수출국을 유지할 것임. 그러나 미국 

에탄올 수출은 생산 부진으로 Outlook 보고서 기간 동안 감소 할 전망임.

- 브라질 에탄올 수출은 연 0.1 %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브라질의 에탄올 산업이 지속

적인 내수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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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바이오 디젤 무역은 2030년까지 71억 L에서 53억 L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디젤 수출은 높은 내수 수요를 반영하여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가 EU과 미국에 이어 주요 바이오 디젤 수출국으로 남아 있지만 아르헨티

나 수출은 국제 수요 약화로 인해 예상 기간 동안 0.6%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COVID-19 유행병에 의한 피해완료 및 회복이 2021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점은 선진

국 및 백신 확보 국가를 중심으로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

의 경우 백신 확보의 문제로 유행병의 효과가 2022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

에 따라 경제 발전 및 농업 부문의 성장률이 기저효과를 제외하였을 경우 2022년까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농산물 순수입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농산물 무역을 통해 식량 안보 및 식단의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순수입

국의 경우 국내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국제 농산물 시장의 충격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받게될 가능성이 증가함. 이에 따라 최소한의 식량 안보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정량의 

국내 생산 필요성이 존재함. 보고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농산물 무역 자유화

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여 이러한 역효과를 간과할 수 있음. 

❍ 발언 제안: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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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Overcoming data gaps on food systems: Narrative piece 

(TAD/CA/APM/WP(2021)13)24)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푸드시스템의 ‘3가지 과제(triple challenge)’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

한 2년(2021~2022년) 걸친 연구의 2번째 문서로 ① 푸드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인 ‘데이터 격차’의 유형을 서술하고, ② 이러한 격차를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③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망한 접근 방식에 대해 서술함.

- 사무국(Secretariat)은 이 문서가 UN 식품시스템 정상회(UN Food Systems 

Summit) 준비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2021년 3월 APM 회의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향후 2년간 심화 문헌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푸드시스템의 ‘3가지 과제(triple challenge, OECD(2021))는 i) 식량안보와 영양을 제공하고 ii) 

농가를 포함한 식품공급 사슬 종사자 생계를 보장하며 iii)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방

법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선행연구 검토 등의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함.

3. 연구 내용

□ 푸드시스템 개선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격차를 줄여야 함.

❍ 푸드시스템의 개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한 영역의 정책이 다른 영역의 정책효과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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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시스템을 위한 정책설계는 사실(facts), 이해관계, 가치와 관련된 마찰로 인해 복

잡해짐.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중의 인식과 증거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경우 사실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안된 정책(변화)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이익집단

들 간의 마찰을 발생시킬 수도 있음. 또한 사람들 간의 가치관의 차이는 제안된 정책

들간의 우선순위 합의를 어렵게 함. 

❍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실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자료와 증거의 수집과 공유를 통해 해

결됨. 관련 연구와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지식에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격차

"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임.

- 여기서 "데이터"라는 용어는 측정치나 통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정책 이슈의 범위, 특성 및 동인에 관련된 데이터 격차로 문제의 심각성이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특히, 다른 영역(목적)의 정책과의 시너지 혹은 상쇄 관계, 이해관

계자들에 대한에 대한 영향에 대한 데이터 격차도 존재할 수 있음.

- COVID-19로 취약계층의 위치, 소득 혹은 사회 그룹별 영향 정도, 취약계층을 줄이

는 데 필요한 안전망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의 중요성이 재인식됨.

- 많은 경우, 데이터가 절대적 부족보다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는 것임. 예를 들어, 데이

터의 지리적 혹은 사회·경제적 그룹별 해상도가 낮거나 적절한 빈도나 시간대를 갖지 

못할 수 있음.

❍ 추가적인 데이터 및 증거를 수집하려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며, 항상 사용 가능

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기술·지식이 필요함. 

- 정책 개입 영향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나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의 경험이나 이론

적 통찰, 근거(데이터)의 보강을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충분한 데이터의 보강을 위해 정책 결정을 지연할 경우에도 잠재적 비용이 소요됨. 

❍ 따라서 모든 데이터 격차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합리적 목표가 아니며 추가적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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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indicators under FAO custodianship Share of countries 
reporting

15.1.1 Forest area as a percentage of total land area 100.00%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 100.00%
2.1.1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82.10%
2.c.1 Indicator of (food) price anomalies 78.10%
15.2.1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69.20%
6.4.2 Level of water stress: freshwater withdrawal as a proportion of available freshwater resources 64.30%
14.b.1 Progress by countries in the degree of application of a legal / regulatory / policy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recognises and protects access rights for small-scale fisheries

61.10%

터 확보 비용과 정책 결정 지연에 따른 잠재적 비용 사이에서 균형이 중요함. 

- 추가적인 노력으로 가장 큰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격차를 식별하고 정책 입안

자들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푸드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격차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① 정책 입안자가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격차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② 

이러한 데이터 격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③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인 접근법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는 것임.

- OECD의 향후 연구는 시급한 데이터 격차를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할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접근법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고자 함.

□ 많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함.

❍ FAO에서 추적하고 있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를 위한 식품 및 농업 관련 21개 지

표의 많은 데이터가 누락됨.

- 표1은 이러한 각 지표에 대해 최근(2015-2019)에 데이터를 보고하는 국가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많은 SDG 지표에서 데이터가 누락된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국가도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하의 농업 면적의 비율(SDG 2.4.1, 

Proportion of agricultural area under productive and sustainable agri-

culture) 및 식량 손실 지수(SDG 12.3.1, Food Loss Index)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았

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소규모 생산자의 평균 소득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보고함.

표 1. 농식품 관련 20개의 SDG 지표 보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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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1 The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for government expenditures 58.20%
14.6.1 Progress by countries in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iming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56.00%

14.7.1 Sustainable fisheries as a percentage of GDP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all countries

54.10%

2.5.1.a Number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secured in medium or long term 
conservation facilities

50.50%

2.1.2 Prevalence of moderate or severe food insecurity in the population, based on the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45.90%

2.5.2 Proportion of local breeds classified as being at risk of extinction 39.30%
6.4.1 Change in water use efficiency over time 26.00%
2.5.1.b Number of animal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secured in medium or long term 
conservation facilities

8.70%

5.a.2 Proportion of countries where the legal framework (including customary law) guarantees 
women’s equal rights to land ownership and/or control

8.00%

5.a.1 (a) Percentage of people with ownership or secure rights over agricultural land (out of total 
agricultural population), by sex; and (b) share of women among owners or rights-bearers of 
agricultural land, by type of tenure

3.00%

2.3.2 Average income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by sex and indigenous status 2.60%
2.3.1 Volume of production per labour unit by classes of farming / pastoral / forestry enterprise size 1.50%
2.4.1 Proportion of agricultural area under productive and sustainable agriculture 0.00%
12.3.1 Food Loss Index 0.00%

❍ SDG는 정책 의제 설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SDG 지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

법론을 만들고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보급을 지원하는 전 세계적인 협력 노력에 의해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SDG 지표가 명시적으로 다루

지 않는 분야에서 데이터 격차가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함.

□ 기존 데이터는 많은 경우 충분히 상세하지 않음.

❍ 정책 당국자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증거가 당면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하며, 충분히 자주 수집되어야 함.

- SDG 지표와 같이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 세부 정보 부

족이 일반적임.

❍ 영양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그룹을 타켓팅하는 정책 수립에 유용한 사회·경제적 그룹

별로 세분화된 상세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듦.

- 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철, 아연 또는 비타민 A와 같은 미세 영양소의 결핍이 광범

위하게 존재하나 어린이, 사춘기 소녀, 여성과 같은 취약한 모집단의 미세 영양결핍

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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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실조 비율에 대한 추정치 도출도 하위 그룹을 포함해야 함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식량 가용성에 대한 데이터와 가구 간 식품 소비의 불평등 추정

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로는 다양한 유형의 식품의 실

제 소비 분포를 이해하거나 보다 세밀한 사회·경제적 그룹에 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기존 데이터가 문제의 일부 측면만을 포착하는 경우가 존재함.

- 고소득 국가의 농가소득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OECD의 농가소득 자료는 비농

업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누락됨.

□ 방법론의 비일관성으로 데이터 간의 비교가 어려움.

❍ 일관된 방법론(기준)이 적용된 데이터의 확보는 푸드시스템 정책 문제에 대한 세계 차원

의 이해와 국가 간 비교(예: 벤치마크 관리 기준 설정)를 위해 필수적이나 일관된 방법론

을 설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보고율이 0%인 SDG 2.4.1와 SDG 12.3.1 지표는 일부 정보가 이용함에

도 일관되지 않은 방법론으로 국가 간 비교를 어려움.

- FAO 관리하에 있는 모든 SDG 지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나 

방법론 중 다수는 최근에야 확립됨. SDG 지표의 낮은 보고율은 어느 정도 일관된 방

법론 적용 이슈에 의해 설명됨.

- SDG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많은 지표의 경우, 국제적으로 일관된 방법론이 여

전히 부족함.

❍ 생물 다양성은 데이터 격차가 정보의 절대적인 부족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표와 방법론

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대표적인 영역임.

- OECD의 생물 다양성 지표 연구는 매우 적은 지표가 여러 국가에서 일관되게 사용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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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는 여러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에 파편화되어 존재할 수 있음.

❍ 데이터는 종종 서로 다른 주체에 걸쳐 파편화되어 존재함.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서로 다른 주체(예: 다른 부처 또는 기

관, 정부의 다른 수준)에 걸쳐 파편화될 수 있음. 또한, 데이터가 민간에 의해 획득될 

때, 식품 공급망의 복잡성(다양한 주체 존재)은 파편화를 일으키는 추가적인 요인이 됨.

❍ 건강한 식단에 관한 문제는 파편화의 한 예임. 

- 효과적인 정책은 소비자가 실제로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함.

- 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식품 성분 및 식품 환경에 대한 

데이터와 연결되어야 함. 이러한 영역에는 각각 고유한 데이터 가용성 문제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하는 어려움 존재함.

- 이에 대한 성공적인 민관 협력의 예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님.

□ 특히 정책 수단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일관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집된 상세 데이터에 더하여 어떤 정책 개입(수단)이 효과적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 격차가 중요함.

❍ 예를 들어, 식품 손실(감모) 또는 낭비(폐기)에 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으나 관련 정책

의 효과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불분명함.

- 세계 식량 생산의 상당 부분이 공급망에서 사라지거나 가정 수준에서 버려진다는 것

은 비교적 잘 알려짐. 다양한 접근 방식은 전 세계 식품 생산량의 약 30%가 손실 또는 

낭비되고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식품 손실과 낭비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정책 개입의 효과와 다른 목표와의 

가능한 시너지 및 상쇄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즉, 식량 손실과 폐기에 대한 연구자,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에도 불

구하고, 정책 개입의 효과와 효율성에 관한 한 큰 지식 격차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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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책이 실행

되기 전에 특정 정책 개입의 효과를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함.

❍ 새로운 백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의학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무작위 통제 실

험(Randomised controlled trials; 처방 그룹과 대조 그룹을 무작위로 할당하고 심리적 

요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위약을 대조 그룹에 제공)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지난 20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RCT를 점점 더 많

이 사용해 왔으며 "무엇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시킴. 

- RCT 적용이 어려운 경우, 통계학적 접근 방식은 신중한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여전히 엄격한 정책 영향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게 함.

- RCT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소급하여 평가하거나 환경이나 무역 정책과 같이 반드

시 전국 또는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들은 RCT를 사용하여 평가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움.

❍ 몇몇 경우, 국가 간 비교를 사용할 수 있음.

- 국가 차원의 성과와 이들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국제적인 데

이터베이스가 필요함.

-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옴.

❍ 사례 연구도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

- 사례 연구는 정책 개입의 맥락과 그 영향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지만, 중

요한 단점은 그러한 경험이 단순히 우연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몇몇 경우 사례 연구는 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더 나은 질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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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분석은 정책 개입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모형은 사후 평가에 의존하는 대신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도구임. 따라서 모형 분석은 직접 실험 증거를 얻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

어 무역 정책 변화의 효과를 추정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함.

- 그러나 모델의 신뢰성은 기본 데이터의 품질뿐만 아니라 이론적 기초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가적인 데이터의 효과가 가장 큰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자료의 수집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함.

- 예산 제약, 숙련(전문화)된 인력(예: 숙련된 통계학자, 데이터 과학자), 기술적 한계 

등의 고품질 데이터 수집의  제약 요인이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정책 결정은 항상 불완전한 정보 아래 이루어지며 모든 데이터 격차를 

완전히 메울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데이터와 증거 수집에 대한 투자가 푸드시스템

과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임.

❍ 데이터 요구의 우선순위는 다양한 도구를 통해 선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저한 데이터 격차는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www.3ieimpact.org)에 의해 개발된 EGM(Evidence Gap Maps)으로 식별할 수 

있음. 그림1은 농업 혁신을 위한 EGM의 일부를 나타냄. EGM의 행과 열에는 각각 

가능한 정책 개입 수단(예: 소셜 네트워킹 및 동료 학습, 데모 플롯, 계약 농업 등)과 

농업 혁신의 가능한 성과(지식, 채택, 수확량 등)가 배열되며 각 셀은 개입 수단과 성

과 사이의 연결에 대한 연구를 나타내는 버블로 채워짐. 회색 버블은 영향평가 결과

를 나타내며, 여타 색상의 버블은 연구의 신뢰수준(예: 고품질의 체계적 연구의 경우 

녹색)을 나타내며, 버블의 크기는 이 유형의 연구 수를 나타냄. 따라서 EGM은 어떤 

효과가 강력한 증거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혀 연구되지 않았거나 낮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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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증거만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 농업 혁신 외에도 농업 및 영양, 

농업 재정 위험,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프로그램, 이전 가능한 기술(등)을 포함한 다양

한 푸드시스템 관련 주제들에 대한 EGM이 만들어짐. 

그림1. 농업 혁신에 관한 EGM 사례

주: 회색 버블은 영향평가를 나타냄. 녹색, 주황색 및 빨간색 버블은 효과의 신뢰도가 높은(녹색), 중간(주황색) 또는 낮은(빨

간색)지를 나타냄. 파란색 버블은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프로토콜을 나타내며 버블의 크기는 해당 유형의 연구 수를 나타냄.

❍ EGM 외에도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존재함. "theory of change" 또

는 개념 체계 활용과 전문가 상담은 더 많은 데이터나 증거가 필요한 곳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됨.

- 이에 더하여 새로운 도구(디지털 도구 등)와 데이터 소스의 출현은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수준의 해상도로 데이터 격차를 메울 수 있게 됨.

- 제도적 혁신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업(및 

농민)은 자신의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꺼릴 수 있지만, 새

로운 제도적 메커니즘은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촉진할 수 있음.

- 데이터 격차를 메우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은 "바퀴의 재창조"를 피해야 함. 즉, 가

능한 기존 구조(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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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양질의 데이터와 증거의 가용성 자체만으로는 증거 기반 정책 프로세스

를 보장하지 못함. 사실에 대한 공유와 공유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설계(evidence-based policy making)에 필

요한 ‘데이터 격차’의 현황검토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의 

초기 단계로 연구 필요성 강조, 데이터 격차 현황 및 발생 이유, 데이터 확보의 우선순위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논의함.

- 따라서 직접적인 개선안이나 국가별로 행동이 필요한 요구는 제시되지 않음.

5. 검토자 의견

❍ 선행연구 및 이슈 식별단계 문서로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

- 다만, 정책효과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가질 필요성은 존재함.

 

❍ 발언 제안: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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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Resilience and risk management : Building agricultural resilience to 

natural hazard-induced disasters - Synthesis report 

(TAD/CA/APM/WP(2021)9)25)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보고서는 OECD-FAO 공동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며, 이탈리아의 자발적인 자금 기

부로 수행되고 있으며, 농업위원회(CoAG)의 2019-20 작업 및 예산 프로그램(PWB)에 

따라 의무화됨(EOR 3.2.1.2.3.)

- OECD 5개 사례(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터키, 미국)와 FAO 2개국 사례(칠레, 나

미비아)를 포함하고 있음.

- 보고서 초안은 2021년 5월 18일 농업 정책 및 시장에관한 작업반 제83차 회의에서 

제시되었음(Item 9).

❍ 본 보고서는 국가별 사례 연구의 종합 버전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각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사례조사를 종합하였음.

3. 연구 내용

가. 개요

❍ 농업은 산업의 특성상 자연 재해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특

히 개발 도상국의 농민들은 자연재해의 위험에 취약함.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

이므로 농업의 재난 위험 관리(DRM)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향후 더 큰 부

담으로 직면할 수 있음.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전문연구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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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농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며, 이에 따라 DRM 프레

임워크도 변화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 이후 복원력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위험 접근 방식이 필요함.

- 자연 재해 위험에 대한 정부당국과 이해관계자의 공유된 이해가 필요함.

- 자연 재해에 대한 사전적인 접근이 필요함.

- 효과적인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준비와 계획이 철저해야 하며, 향

후 더 나은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 및 민간부문 그리고 농민들의 정보/이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개별 농가와 농민들의 위험 관리 능력이 장기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을 이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장려

- 위험 관리를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 위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준비

- 자연재해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과 사전적 대비 사이의 상충관계 최소화

- 자연재해 프로그램의 설계, 계획,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를 통한 개발 및 공동의 이해 공유

나. 각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개요

❍ 각국의 자연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다름에 따라 농업 현황과 특성이 다름. 농업부문은 시

장위험, 재정위험, 제도 및 정치적 위험 등도 존재하지만 특히 자연 재해에 취약함. 기후 

변화의 결과로 자연재해의 영향은 더욱 빈번해지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탈리아, 터키: 가뭄

- 나미비아: 가뭄, 동물 해출 및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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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태풍과 폭우

- 뉴질랜드, 미국: 홍수

- 칠레: 기후 위험 정보 시스템 사례 및 생산자 지원을 위한 금융 수단 사례

다.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

❍ 강력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은 자연 재해로 인한 농업의 복원력을 구축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함. 거버넌스 구축은 재난에 강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단계임.

- 자연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음(미국: 

NIPP, 이탈리아: OWU, 터키: Agricultural Drought Provincial Crisis Centres).

- 재해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 DRR)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를 통해 농민, 정부 기관 등은 농업의 복원력 구축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각 국의 재난 위험에 대한 국가적 프레임 워크는 다양한 위험과 다양한 부문의 접근 방

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또한 재난 위험을 사전에 감소시키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농업의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구조적 조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난 위험 예방 및 완화

- 비구조적 조치: 위험 및 취약성 평가,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공 및 민간부문 관

계자의 역량 구축

❍ 농업 부문과 다른 부문 그리고 정부 기관들 간의 DRM 우선 순위 조율이 필요하며, 농업 

부문이 포괄적이고 국가적인 DRM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일본, 칠레). 반면 미국과 

이탈리아는 농업 정책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농업부문 DRM이 구성되기도 하며, 터

키, 뉴질랜드는 특정 자연 재해 위험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

음. 나마비아는 정책들간의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

- 일본: 위험별 사전 및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춘 재난 대책 기본법에 농업이 포함되어 

있음. 농림수산부(MAFF)가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지 및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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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담당함. 또한 농업 및 농촌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에도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부문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 노력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음.

- 칠레: 농업부문이 국가 DRM 계획 및 정책에 통합되어 있으나, 주요 DRM 정책에는 

농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농업 부문은 농업부(MINAGRI)의 농

업 비상 및 위험 관리과(SEGRA)에서 수행됨.

- 미국: 농업 위험 관리 및 재난 지원 프로그램과 농지 복원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농

업부문 DRM 운영

- 이탈리아: 국가 위험 관리 계획(National Risk Management Plan)의 보조금 보험 

정책 포트폴리오, 국가 연대 기금(National Solidarity Fund)을 통한 재해 지원

- 터키: 농업 가뭄 퇴치 전략 및 실행 계획(Strategy for Combatting Agricultural 

Drought and Action Plan)을 통해 가뭄 위험을 대처하고 있음.

- 뉴질랜드: 가뭄 및 동식물 질병 보안은 1차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홍수는 각 

지역 및 지역의 이해관계가 책임을 지고 있음.

- 나미비아: 식량안보와 생계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가 재난 위험 관리 계획 및 

DRM 프레임 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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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연 재해 위험 정보에 대한 공유 필요

❍ 자연 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농업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

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농가단위에서 기후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정보 격차가 

크게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적응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가단위의 연구 

및 분석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농가

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나 자연재해에 맞게 조정되어서 보고될 

필요가 있으며, 기후 및 자연 위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정보도 포

함되어야 함.

- 일본: 정부가 농업 복원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취약성 평가를 수행해

야 함. 재연재해의 위험과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DRM 프레임 워크 및 시스

템을 개발하는데 해당 정보를 활용함. 또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및 손실과 관련한 

자료(질적/양적)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터키: 농림부와 농업 가뭄 지방 위기 센터의 연구기관은 가뭄 발생시 각 지역의 취약

점을 파악하여 가뭄에 취약한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생성함.

- 칠레: 가뭄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온라인 기후 위험 관측 플랫폼)

- 나미비아: 주요 동물 질병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과 국가 가축 추적 시스템 운영

- 이탈리아: 이탈리아 서비스 연구소(ISMEA)와 농업 연구 경제위원회(CREA-PB)의 

농업 정책 및 생명 경제 연구 센터 등에서 가뭄이 지역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 중. 특히 

CREA-PB는 농업 용수 관리를 위한 국가 정보 시스템(SIGRIAN)와 관개 및 환경을 

위한 국가 투자 데이터베이스(DANIA) 운영을 통해 수자원 관리 개선 및 경제적 평가

를 수행함.

- 미국: 미국 농무부(USDA)는 기후 허브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기후 취약성 평가를 하

며, 적응 관리 전략을 통하여 토지 복원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이 외에도 프로리다 

대학의 식품 및 농업 과학 연구소(UF/IFAS)의 경제 영향 분석 프로그램은 재연재해 

관련 농업 피해 및 손실 추정치를 정기적으로 리포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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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연 재해 위험 관리의 사전 접근 방식 확대 필요

❍ 자연 재해에 대해 사후적인 접근방식에서 사전적인 접근방식으로 변환될 필요가 있음. 

재난 위험 예방 및 위험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구조적/비구조적 조치가 필

요함. 자연 재해 위험을 줄이고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농업의 

미래 손실을 예방하는 비용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음. 

- 이탈리아, 터키: 물 수요 관리를 위해 부문별, 농가별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있음(용

수 절약).

- 미국: 공공 부문이나 민영 부문에서 관리되고 있는 제방과 기타 홍수 관리 시설이 농

촌 지역의 호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함.

- 일본: 저수지의 물리적 재건과 위험도를 설정하고 저수지 소유자와 지방 당국의 책임

을 명확히하여 위험을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음.

- 나미비아: 국가를 여러구역으로 나누어 앙골라와의 국경을 따라 방목하는 소들이 구

제역 발병을 예방 및 통제하고 있음. 지역화(구역화) 전략을 통하여 국제 무역문제도 

해결하고 있음.

❍ 자연재해의 위험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인 접근 방식은 비재해 상황에서도 생산

성과 지속가능성의 혜택을 창출하고 있음.

- 미국: 양질의 토양이 홍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각 국가들은 재연재해 발생시 각 농가들의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재난 지원에 대한 의

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활용하고 있음.

바. 재난 대응에 대한 준비와 계획 설계 및 재해 발생 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복구

❍ 농가들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농업 활동이 중단 되는 시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역량 및 자원을 갖추기 위해 재난 대응에 대한 대비 및 계획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

한 재난 복구 시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역량을 구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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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기관과 농업 관계자 그리고 주요 인프라 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 강화

를 통해 재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구축하고 중복된 노력을 최소화(재난 교육 네트워

크(EDEN))

- 일본: 각 지역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농협(J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해 복구를 위한 자원 봉사자를 지해 지역에 파견 

- 뉴질랜드: 지방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간 교류

- 나미비아: DVS(Directorate of Veterinary Services)를 통해 동물 질병 예방, 통제 

및 관리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역량을 조정

❍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농업 기관을 활용하여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필요

- 미국: 협동조합, 농장 관리국 및 지역의 USDA 직원, 지역 대학 등이 재난 대비를 위

한 중요한 정보원으로 역할을 함. USDA 기후 허브를 통해 정보 및 재난 대비 리소스 

지원

- 뉴질랜드: Beef+Lamp NZ, Dairy NZ, Federated Farmers와 같은 산업 그룹이 

위험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으로 농가를 지원, MPI는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토지 이

용을 지원하고 농업 회복력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일본: JA를 통해 농업을 재개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

- 칠레: MINAGRI는 국가 농 기후 위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역량 강화 및 교육

❍ 각국은 비상 계획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의 연속성

과 빠른 복구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재해 발생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재

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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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향후 과제 및 제안

❍ 재난 발생시 보다 탄력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 지원 정책과 농업 정책 프레임 워크가 

일관된 방향의 정책이어야 함. 재해 발생시 지원대책이 과도할 경우에는 각 농가들이 사

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음. 따라서 정부 지원의 

기준과 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고 임시 지원 사용을 최소화해야 함.

❍ 재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개별 농가가 사전적 

대비를 위한 기술,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함. 따라서 교육, 기술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이 동반되어야 함.

❍ 자연 재해가 없는 경우에도 농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가 지속되

어야 함.

❍ 중앙 정부 외에도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DRM에 대한 농가의 책

임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자연 재해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완화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국내 DRM 정책을 검토하여 사례 연구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차원의 DRM과 지방 정부 그리고 농업 부문의 DRM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홍수나 가뭄 등 국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연 재해에 대한 DRM뿐만 아니

라 지진과 같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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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의 경우 재난 발생시 영농 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지원 도구들이 많은

데 국내 지원 정책들도 빠르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재난에 대한 농가단위의 사전적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발언 제안: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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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Resilience and risk management : Building agricultural resilience to 

natural hazard-induced disasters - Background and concepts 

(TAD/CA/APM/WP(2020)22/REV1)26)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보고서는 “자연 재해에 대한 농업 복원력 구축: 배경 및 사례”에 관한 OECD-FAO 

공동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국가별 사례 연구의 이해를 돕기위한 전반적인 배경과 개념

을 소개함.

- 농업은 자연 재해에 매우 취약함. 지진, 가뭄, 화재, 홍수 및 악천후로 인한 자연재해

로 인한 재해(NHID)는 농장 자산, 기반 시설, 농지 및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광

범위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NHID의 영향은 농업 성장, 농촌 생계 및 식량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

능한 개발을 향한 진전을 방해함.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농업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침.

❍ 자연 재해에 대비 및 계획, 대응, 복원 그리고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재난 위험관리(DRM) 프레임워크는 농업 복원력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임. 

-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심화되고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최근 COVID-19에 의해 악화된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광범위해짐.

- 효과적인 DRM은 공공 및 민간 이해 관계자가 자연 재해로 인해 직면하는 위험을 이

해하고 이해관계자의 자산 및 활동에 미치는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을 이행해야함.

- 건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하에 효과적인 DRM을 통하여 복원력을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보장해야함.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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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및 방법

❍ 본 프로젝트로 7개 국가(칠레, 이탈리아, 일본, 나미비아, 뉴질랜드, 터키, 미국)의 

DRM 사례조사를 분석함. 본 분석은 국가별 제공된 조사문항지,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

장방문 및 문헌 조사로 정성적으로 평가됨. 

- 본 보고서는 모범 사례로 제시되는 주요 국제 프레임워크를 다음 4 가지 보고서에서 

확인하여 제시함. 1) Approach to Risk Management for Resilience, 2)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3) OECD Recommendation o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4) Joint Framework for Strengthening resil-

ie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3. 연구 내용

가. 자연 재해에 대한 농업 부문 복원력 구축에 관한 OECD-FAO 공동 프로젝트 소개

❍ 자연 재해에 대한 농업 부문 복원력 구축에 관한 OECD-FAO 공동 프로젝트는 농민과 

농업 부문의 NHID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각 국가 정부가 할 수 있는 DRM 사

례를 조사함.  

- (정책 및 전략) 자연 재해 위험과 이에 대한 해당 부문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자연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여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

- (거버넌스 구축) 위기 관리 및 재난 대응을 포함하여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자연 재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과 자원을 할당함. 또한 사전 조치에 대한 투자와 농가가 

자연 재해에 대처하고 복구 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자연 재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함.

나. 복원력을 위한 관련 OECD 및 국제 프레임워크

❍ (OECD Approach to Risk Management for Resilience) OECD 분석에 따르면 농

업의 위험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ㅎ과적인 정책 접근 방식은 다양한 위험, 농장 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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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및 정부 정책간의 상호 작용과 상충 관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대응을 제공해야는 것

이 중요함. 재난 지원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재난 위험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희하고 

재난 사후 지원이 제공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사전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중요성을 강

조함.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각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함.

- 극심하며 빈번하지 않지만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해에 초점을 맞추어 

농가와 시장의 역량을 증진시켜야함.

- 자연 재해를 대응하기 위한 농가의 비즈니스 및 위험 관리 투자를 지원한느 정책이 필

요함. 이를 통해 성공적인 복원력 능력을 개발할 수 잇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함.

- 자연 재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보험과 같은 시장 도구 개발에 집중하지 않아야함.

-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서 농업 부문의 위험에 대한 탄력성을 구축하고 생산성과 지

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주요 부문별 역량에 투자해야함. 

❍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재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본 

프레임워크는 2015년 3월 유엔 재난 위험감소에 관한 제3차 세계회의에서 채택한 재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임. 이는 자연 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영역을 설정함. 1) 재해 위험에 대한 이해, 2) 위험 관리를 위한 재난 위험 거버넌스 강화, 

3) 복원력을 위한 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투자, 4) 3R 하에 ‘building back better’를 위

한 재난 대응 방안 증진.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추진되어야함.

- 협력을 포함하여 재난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가의 주요 책임

- 중앙 및 지방 당국, 부문 및 이해 관계자 간의 공동 책임

- 개발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사람과 자산을 보호

❍ (OECD Recommendation o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2014년 본 거버

넌스 권고는 위험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함. 이는 정부가 모든 수준의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극단적인 위기를 효과적으로 평가, 

예방, 대응 및 복구하고 복원력을 구축하기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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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적 회복력과 대응력을 향상시키기위한 토대 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 위험 거버넌

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모든 위험 및 국경을 넘는 접근 방식을 수립하고 장려함.

- 예측 분석, 위험 평가 및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비하여 광법위한 영향을 예

측해야함.

- 가정, 기업 및 국제 이해관계자를 동우너하고 위험 예방 및 완화에 대한 투자를 촉진

하기 위해 중대한 위험에 대한 인식 증진제고가 필요함.

- 시기 적절한 의사 결정, 의사 소통 및 비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광범위한 네

트워크 전반에 걸쳐 자원을 조정하여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모범적인 거버넌스 관행을 통합하여 경험과 과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서 

위험 관련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입증해야함.

❍ (Joint Framework for Strengthening resilience for food security and nu-

trition) 본 공동 프레임워크는 생계 및 식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과 관련하여 

식량위기에 몰린 사람의 복원력을 위해 로마에 기반을 둔 기관 협력 및 파트너십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임. 이는 농촌 빈곤층 취약 계층, 식량 위기의 사람들의 생계 및 생산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둠. 특히 정부 시스템, 국가 및 지방 기관, 농

민 조직 등을 지원으로 국내외 그리고 충격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권을 벗어나도록 중점

을 둠.

- 지역 및 국가 소유권 및 리더십: 사람, 지역 사회 및 정부는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을 

위한 복원력 구축을 주도해야함.

- 다중 이해 관계자 접근: 취약 대상의 복원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일 기관

의 능력 이상 범위임을 인지해야함.

- 인도 주의적 구호 및 개발 결합: 계획 프레임 워크는 즉각적인 구호 요구 사항과 장기

적인 개발 목표를 결합해야함.

- 가장 취약한 대상에 초점: 가장 취약한 이를 보호보장하는 것은 개발 노력을 지속하

는 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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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위험에 민감한 접근 방식: 효과적인 위험 관리는 국가 정부의 의사 결정에 대한 

명확한 초점과 향상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요구함.

- 지속적인 영향을위한 목표: 개입은 결과에 기반하고 초점을 맞춘 증거가 필요함.

다. 복원력을 위한 효과적인 자연 재해 위기 관리 원칙 

❍ (원칙1: 복원력을 위한 자연 재해 위험 거버넌스의 포괄적이고 모든 위험 접근 방식)  강

력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제도는 NHID에 대한 농업 복원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함. 우

선 순위를 식별하고 가장 중요한 재난 위험에 자원을 할당하려면 포괄적이고 모든-위험

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요함. 특히, 재난 위험, 농가 전략 및 광범위한 DRM 정책간의 상

충 관계 및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함. 

- 통합 추진, 정책 의제 연결, 기관 전반에 걸쳐 경쟁 우선 순위 조정을 위한 리더십 구

축을 포함하여 재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에 농업 부문을 통합시킴. 

- 농민, 산업 조직, 중요 인트라 소유자 및 운영자, 학계 및 과학 연구 기관, 모든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배정하고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

는 것이 필요함.

- 우수한 거버넌스 관행을 통합하고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위험 관련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해야함.

❍ (원칙2: 위험, 취약성 및 복원 역량의 식별평가소통을 기반으로 자연 재해 위기에 대한 

공유 이해) 자연 재해 위험 인식과 이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 위험 예방 및 완화에 대

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중요함. 기관별, 산업 조직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격차를 

줄여야하며 특정 한 주체의 의존도 심화를 막아야함. 이를 위해 DRM 프레임워크 격차

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 공식비공식 교육, 사회 언론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동원하고 복원력 구축에 대

한 투자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함. 이를 통한 재난 리스크 및 위험 감소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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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취약성 및 역량식별, 평가 및 양방향 소통에 투자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연 

재해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야함. 

- 재해 피해 후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자연 재해 위험 관리(인프라

서비스를 포함)에서 농업 부문의 역량과 취약성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함.

❍ (원칙3: 자연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사전 접근 방식) 농업 분야의 NHID 대응에서 손실

을 기반으로한 통합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난 위험 관리로 정책 초첨을 전환시켜야함. 특

히 사전 접근은 자연에 대한 기회를 포함하여 재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한 구조적비구조

적 조치와 같은 사전 조치간의 균형 달성이 중요함. 또한 불확실한 미래 리스크를 대비

한 장기적인 위험 환경을 고려해야함.  NHID에 대응하고 복구에만 초점을 맞춘 농업 

DRM 정책은 다가올 자연 재해 위험에 대한 농업 복원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사전 정책, 투자 및 프로세스 계획과 사후 지원간의 결정과 같이 농업 부문에서 자연 

재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미래 위험 가능성을 포함한 장기적 계획

을 준비(기후변화 대비)해야함. 

- 복원력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사회 예방 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NHID의 영향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함.

-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가 구조적비구조적 조치를 포함하여 자체 자산에 대한 복원

력 조치 및 재난 위험의 차이를 식별하고 해결하도록 권장해야함.

❍ (원칙4: 미래 재난 위험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위기관리, 재난 대응 그리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준비 및 계획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 농업 부문에서 NHID에 대

한 준비에 더 중정을 두는 동시에 DRM프레임워크와 이해관계자가 유연하게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함. 또한, 재건 노력은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여 복원

력을 구축하고 향후 자연 재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문과 동시에 정부의 역량 또한 

개발되어야함.

- 과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재난 대비, 대응 및 복구 훈련을 수행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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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에 투자를 해야함. 이를 통하여 농업 부문에 대응 및 복구 역

량이 유연해져야함.

- 재해 후 복구 및 재건 과정에 DRM 통합을 촉진하고 구호, 재건 및 개발간의 연결고

기를 향상시켜야함.

- 자연 재해 영향 및 DRM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및 평가를 통해 자연 재해

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를 시스템에 바로 적용시켜야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추후 진행 예정 사항

- 7개 국가 사례 연구에서 확인된 NHID에 대한 종합 보고서에 통합되어 2021년 말에 

완료 될 것임. 국가 사례 연구는 개별 장으로 포함될 예정임. 

- 대표단은 OECD와 FAO가 개발한 농업 복원력을 위한 효과적인 DRM의 4가지 원칙

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초대될 예정임. 특히, OECD 사무국과 FAO는 섹션3

“복원성을 위한 효육적인 재난 위기 관리 원칙”에서 제안된 조치에서 누락된 조치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피드백을 요청함.

5. 검토자 의견

❍ 본 보고서는 “자연 재해 대응에 대한 농업 부문 복원력”이 어떠한 이론적 바탕과 개념으

로 나오고 각 국가별 정책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재됨. 비록 

2021년에 완성될 보고서이지만, 2020년의 전세계 바이러스 대유행과 같은 최신 흐름

이 반영되지 않음. 

❍  보고서 5 페이지에 Box 1으로 농업 및 식량 분야의 복원력 증진에 관련된 내용처럼 현

자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함. COVID-19과 같은 바이러스 

대유행 및 식별되지 않는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 폭넓은 범위 설정을 통해, 국가별 정부

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예방 및 대응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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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COVID-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농식품 사재기, 시장 내 식량 수급 불안정 

등과 같은 혼란이 없었던 모범국가임. 또한, 해외 인구유입을 대대적으로 막지않고 최소

화로 경제 활동도 유지하며 COVID-19 사태를 극복 중에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

례를 본 의제에 농업 부문에서의 복원력에 대한 모범 국가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여김.

❍ 발언 제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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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Resilience and risk management : Characterising agricultural 

resilience - Scoping paper (TAD/CA/APM/WP(2021)15)27)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이 보고서는 "위험 관리 및 회복력 구축 정책"에 관한 농업위원회의 2021-22년 작업 및 

예산프로그램(PWB)의 결과물(3.2.1.3.1) 3개 중 하나의 개요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농업위험관리 및 회복력’에 관한 OECD의 지난 10년 이상의 작업에 기

반함.

-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5-16일 ‘농업정책 및 시장에 관한 

작업반 (APM)’의 회복력에 관한 특별 세션에서 사무국이 발표하였음.

- 2021년 6월 8∼9일에 개최되는 OECD 농업글로벌포럼(GFA)은 "보다 회복력 있는 

농식품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작업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임.

❍ 이 개요보고서는 2021-22 PWB의 회복력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농가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업 회복력을 특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개요보고서에서 제안한 작업의 상당 부분은 Johannes Sauer 교수(뮌헨 기술 대

학)와 OECD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FLAN)와의 협력으로 수행될 것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분석 자료는 OECD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OECD Farm Level Analysis Network)의 

농가단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함. 

- 이 데이터는 OECD의 중요한 농업 미시데이타로서, 이미 기존 OECD 농가단위 분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바 있음.

27) 전남대학교 강혜졍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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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태적 접근법

(Static approach)
동태적 접근법

(Dynamic approach)
혼합 접근법

(Composite)

일반적 방법론
회복력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기초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

기초통계, 이중차분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다른 처지효과 분석법 

등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잠재계층회귀모형

(Latent Class Regressio
n)28) 등

농가 단위(Farm level)
생산성 그룹의 각 특성에 대한 
proxy변수(관찰변수) 사용

proxy변수 사용 또는 DiD 분
석법

준비성 농장투자, 품목 다양성 등
DiD분석(농장투자, 품목 다양

성 등)

지표 설정을 위한 주성분분석,
잠재계층회귀분석

흡수 / 회복 소득 변동성, 회복기간 등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영향
회복기간 추이 등에 관한 기초

통계분석,
DiD분석(소득 변동성)

적응 / 변형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그룹간 

변화, 기술변화 등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영향
회복기간 추이 등에 관한 기초

통계분석,

❍ 분석은 크게 두 개의 분석으로 구분됨. 첫째는 농가단위에서 회복력을 계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 낙농 또는 호주의 곡물 농가들과 같이 특정 국가의 부문별 농업 회복

력을 계측하는 것임.

❍ 분석방법은 정태적 분석, 동태적 분석, 혼합분석으로 구분됨.

- 정태적 분석은 다양한 차원에서 각 회복력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접근법으로, 충격

요인을 밝히거나 충격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없음. 그

러나 시계열 자료에서 동태적 효과를 살펴볼 수는 있음.

- 동태적 분석은 직접적으로 충격 이후 회복력의 동태적 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접근법

임. 이 분석법은 충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충격을 받은 그룹(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그룹(control group)이 구분되는 데이터가 필요함.

- 추가적으로, 모든 특성을 포괄하는 회복력의 복합 지표를 개발할 수 있음.

❍ 지표 분포와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다양한 계량경제학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 분석접근

법에 따른 구체적인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분석 방법론 (p.7의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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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분석(생산성 변화 또는 생
산성 그룹간 변화, 기술변화 

등)

농가단위 생산성 요인
정책요인 등을 포함한 모든 지표에 대한 요인 분석,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regression) 또

는 헤크만 선택 프로빗모형(heckman selection probit regression) 등

부문별(Sector level)

하나 또는 여러 국가의 부문 
비교

부문 평균
마코브 분석(Markov 

analysis)

하나 또는 여러 국가의 부문 
비교(평균),

마코브 분석(충격 이후 확률행
렬 변화)

준비성

주성분분석

흡수 / 회복

기초통계분석: 최상위 생산성 
그룹의 농가 비중 변화, 다른 
동태적 적응력 특성 변수 변화 

등

기초통계분석: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영향, 회복기간 추이,

DiD분석
마코브 분석

적응 / 변형 중장기 회복력 및 적응력

최상위 생산성 그룹의 농가 비
중 변화, 

마코브 분석에 의한 적응 속도 
변화 분석,
DiD분석

부문별 생산성 요인 정책요인 등을 포함한 모든 지표에 대한 요인 분석

❍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29), 다양한 회귀분석법, 이중차분

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 처리효과(treatment effect) 분석법, 마코브 분

석(Markov analysis)30)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과 향후 연구계획은 

Johannes Sauer (뮌헨 공과 대학) 교수와 OECD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Farm Level 

Analysis Network, FLAN) 등이 함께 논의하여 제시할 것임.

28)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은 잠재변수를 이용한 군집 결정과정을 도출하는 방법이며, 군집분

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임.

29) 서로 연관이 있는 변수들(x1, x2, x3,…xp)이 관측되었을 때, 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적은 수의 새로운 변수들을 생성하는 방법임. 즉,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다차원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차

원의 데이터로 요약하는 방법 중 하나임.

30)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태가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파악하는 기법임. 시간에 따라 그 상태

가 확률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이라고 하며, 이러한 확률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마코브 프로세스(Markov Proces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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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가. 연구 필요성

❍ 농업의 회복력은 OECD 농업 장관 회의(OECD, 2016)에서 언급된 최종 정부 목표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결과 중 하나임: 생산성, 지속가능성, 회복력(P-S-R).

- 이 세가지에 대한 성과를 개선하는 것은 OECD 국가들의 궁극적 목표이며, 국가별 

농업 정책 분석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사용되는 분석틀의 핵심은 농식품 생산성-지속 

가능성-회복력 관련 정책임.

❍ P-S-R 성과 및 정책 영향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한 분석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예를 

들어,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및 AEI (Agri-Environmental Indicator)는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 도구와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임.

❍ 생산성 및 지속 가능성은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 온 개념인 반면, 농업 회복력을 평가하

는 명확한 지표나 정량적 요인 분석은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 농업 회복력은 비교적 최

근에 발전해왔고 다차원적 개념이라서 개별적 지표로 요약되기 어려움.

❍ 회복력에 대한 정량화의 어려움으로 실증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었고, 각국의 성과 및 정

책 영향을 평가하는데 어려웠음.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농업 회복력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계측방법을 제시하여, 관련 정책 평가에 도움을 줄 것임.

나. 회복력 개념

❍ 기존 연구들에서 농업 회복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었음. Linkov et al. (2018)

은 “실질적 충격에 대한 준비, 흡수, 회복 및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함. 다른 OECD 

이사회에서는 “지역 사회, 기관, 경제, 사회 및 환경 시스템에서 충격을 견디고 흡수하

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있는 능력(OECD, 2020), ”충격에 대처하고 잠재적인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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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억제하며 위기 가능성을 줄이는 광범위한 경제 능력(Caldera Sánchez, 

Rasmussen and Röhn, 2015) 등으로 정의한 바 있음.

❍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들의 공통 요소는 “준비성, 흡수, 회복, 적응 및 변형 능

력”으로 정리될 수 있음. 따라서 이 개요보고서에서는 농업 회복력에 대한 개념으로 “부

정적 사건에 대처하는 준비, 흡수, 회복, 성공적 적응 및 변형 능력”으로 정의함.

다. 연구 목적

❍ 이 보고서의 목적은 농업 회복력 관련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서, 농가단위 미시 데이

터를 이용하여 회복력 수준과 관련된 농가 또는 농업의 특성을 분석함. 즉, 농가 및 농업

의 특성이 부정적 충격에 대한 동태적 적응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 분석

할 것임.

3.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이 보고서는 향후 연구계획에 관한 개요에 대한 것이므로, 이 의제에 관한 지난 회의의 

보완사항이나 각국의 주요 논점에 관해서 논평할 수 없음.

4. 검토자 의견

❍ 의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석방법론이 확정될 필요가 있음. 

이 개요보고서에는 농업 회복력에 대한 개념 정리와 이용가능한 OECD 데이터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한 계량경제학 방법론

을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음.

❍ 발언 제안: 있음

- 농업 회복력은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과 함께 농업정책의 중요한 목표이자 평가 

요소였으나, 지금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그 특성을 정량적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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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한 연구도 거의 없었음. 따라서 이번에 OECD에서 농업회복력에 대한 개념 및 

정량화 방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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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문서번호

2021.07.06.

Item 1. Draft agenda: ad hoc Session TAD/CA/APM/WP/A(2021)3

Item 2. Draft summary record: 83rd Session TAD/CA/APM/WP/M(2021)2

Item 3. Policies to strengthen human capital and facilitate structural 
change

TAD/CA/APM/WP/RD(2021)5

Item 3.a. Alignin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change - Scoping paper

TAD/CA/APM/WP(2021)18

Item 3.b. Policies to address labour and skill shortages in agriculture and 
the agro-food sector - Scoping paper 

TAD/CA/APM/WP(2021)19

Item 4. Potential impact of dietary changes on the triple challenge facing 
food systems: Three stylised scenarios 

TAD/CA/APM/WP(2021)16

Item 5.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global and Asian seed 
supply chains 

TAD/CA/APM/WP(2021)17

Item 6.  Overcoming evidence gaps on food systems: Proposed topics for 
deep dives

TAD/CA/APM/WP/RD(2021)6

Item 7. Other business - List of actions and decisions TAD/CA/APM/WP(2020)19

5. OECD 제83차 ad hoc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결과

5.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5.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정책의 조화) 사무국은 농업정책과 농촌개발정책의 일관성

(coherence)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폴란드·스위스의 농촌 사례 연구를 활용하고, 

웰빙, 혁신, 제조, 디지털화, 교육 등 다양한 데이터·지표를 사용할 예정임을 설명함.

- 회원국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지지하였으며, 경관이나 생물다양성 등 공공재 제공에 

대한 고려, 다양한 문헌과 각국 사례 연구의 활용 등을 제안함.

❍ (노동 및 기술 부족) 사무국은 농업 고용의 하향 추세, 세부 분야에서의 노동·기술 부족 

현황을 소개하면서, 본 연구가 기술과 노동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1차 농업 및 관련 전

후방 산업의 포괄적 개선, 정보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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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은 자국이 겪고 있는 이민 노동자 문제, 노동력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악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였고, 젠더 이슈, 노동·기술 부족, 인사관리의 관계, 자문 서

비스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함.

❍ (식습관 변화의 영향) 사무국은 WHO 권장에 따른 세 가지 식이변화가 식량안보·영양, 

농민생계, 환경 등 3중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고, 각각의 과제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시너지 및 상쇄효과를 설명함.

- 회원국들은 칼로리뿐만 아니라 미량영양소도 고려할 필요, 부분균형모델의 한계, 육

류 소비 감소 이외에 단백질 대체재, 지방이 적은 육류, 저지방 우유 등의 대체재 연구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종자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사무국은 코로나19가 특히 아시아 종자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종자의 해상, 육상 운송에 애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 정책 대안으로 ① 효과적

인 생산·이동의 확보, ② 종자 공급사슬의 다변화, 디지털화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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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ECD 제83차 ad hoc 농업정책시장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6.1. Alignin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change - Scoping paper (TAD/CA/APM/WP(2021)18)31)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 작성은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농업위원회의 구조 조정 PWB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EOR (예상 산출 결과) 3.2.1.2.1에 따라 수행됨.

- 보고서 내용은 농업이 직면한 조정 압력과 일반적으로 농촌경제가 경험하는 압력과

의 상호 작용, 농촌지역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내에서 농업 정책의 역

할을 다룰 것임. 

- 2021년 7월 6일 APM 임시 세션에서 초안 의제 3a 항목에 따라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됨.

❍ 본 의제의 목적은 농업정책과 농식품 부문의 구조적 조정간의 연계성을 조사하고 이를 

보다 넓은 농촌개발정책과 연결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임.

- 이 작업은 농업정책이 농촌개발정책과 더 잘 일치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농업 부문별 정책의 역할과 농촌지역의 여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기반 정책의 

역할에 관해서 밝히는 것임.

❍ 2021년 7월 개요보고서를 제시하고, 2021년 11월에 보고서1(종합보고서)의 초안을 

발표하고, 2021년 APM과 제격에서 보고서2(TAD-CFE 공동가이드)의 개요를 제시할 

것임.

31) 전남대학교 강혜정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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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에 보고서1을, 2022년 5월에 보고서 2에 대한 의제 승인 절차를 밟고, 

2011년 11월에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TAD-CFE 공동 가이드를 발표할것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문헌조사

- 무역과 농업국 (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TAD)과 창업 및 중소기업, 

지역 및 도시센터(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CFE)의 보고서

- 지난 20년 동안 지역 개발 정책위원회 (RDPC) 및 농촌 정책 작업반 (WPRUR)과 함

께 CFE의 지역 및 농촌 정책 부서의 관련 보고서 문헌 등 활용

3. 연구 내용

❍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정책 질문을 제기함. 구조적 변화속에서 농촌개발정책과 비

교하여 농업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농촌정책이 메가트렌드의 영향에 

적응하고 농촌 공동체의 회복력에 기여하는 농업정책을 촉진할 수 있을까? 더욱이, 농

촌 인구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더 넓은 농촌개발맥락에서 농업정책이 어떻게 일관 

될 수 있는가?

❍ 본 의제는 두 가지 구성 보고서로 구성될 예정인데, 첫 번째는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TAD 및 CFE의 두 가지 작업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통합하여 농업 및 농

촌/지역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조정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는 종합보고서임. 또한 복원력, 기술, 디지털화, 노동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최신 의제를 

다룰 것임. 이 작업은 농업부문별 정책과 장소 기반 (농촌/지역개발)정책간의 주요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둘 다 교차하는 영역에 중점을 둘 것임.

❍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와 OECD의 다른 관련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CFE와 

공동으로 제안할 것임. 그 내용은 농업개발안과 농촌개발원칙을 확장하고 조정하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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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농촌/지역정책을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 부문과 농

촌지역의 최선의 정책에 대한 TAD-CFE 공동 정책 가이드를 작성하는 것임.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본 보고서는 향후 연구계획에 관한 개요에 대한 것이므로, 이 의제에 관한 지난 회의의 

보완사항이나 각국의 주요 논점에 관해서 논평할 수 없음.

5. 검토자 의견

❍ 의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석방법 또는 관련 사례 등이 제시

될 필요가 있음. 이 개요보고서에는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방향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만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론 또는 관련 사례 등이 제시하거나 설명하

고 있지 않음.

❍ 발언 제안: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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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olicies to address labour and skill shortages in agriculture and the 

agro-food sector - Scoping paper (TAD/CA/APM/WP(2021)19)32)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2021-22년 농업위원회(CoAg) 사업예산계획(PWB)의 예상 결과(Expected Output 

Result) 3.2.1.2. ‘Policies to strengthen human capital and facilitate struc-

tural adjustment’에 따라 작성됨.

❍ 본 의제는 농업과 농식품 부문의 노동력과 기술 부족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필요한 정책들을 식별하는 것이 목적임.

- 농업과 농식품 부문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노동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훈

련, 노동시장, 이주 및 국토 및 농촌 개발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수단 존재 

- 2020년 3월 식품 및 농업 분야의 기술 및 노동 미스매치 개선에 대한 APM의 지침

[TAD/CA/APM/WP(2020)1]에 따라 Ruth Nettle 교수와 David Christian Rose 

박사에게 의뢰한 두 컨설턴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함. 해당 보고서는 그동안 APM이 

수행한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가별 검토내용과 고용, 기술 및 교육에 

대한 OECD 작업들, 그리고 국내 및 국제 노동분석에 대한 국가별 검토내용, 관련 정

책사례 등을 담고 있는 선행조사임. 또한, OECD PISA 및 PIAAC 설문조사를 포함한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음(Nettle and Vera-Toscano, 2021; Rose and 

Creak, 2021).

- 두 컨설턴트 보고서는 Delegates Corner를 통해 대표단과 공유되며 11월에 예정되

어 있는 워크숍의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임.

❍ 본 보고서는 Scoping 페이퍼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임. 

- 이 보고서는 농업과 식품 부문의 노동력 및 기술 부족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안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문한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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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용·노동·사회국(ELS), 교육·기술국 (EDU), 기업가 정신 센터, 중소기업, 지

역 및 도시 센터, 국제노동기구(ILO), 유럽 통계청(Eurostat)과의 협력계획 등 설명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선행연구인 두 컨설턴트 보고서(Nettle and Vera-Toscano, 2021; Rose and 

Creak, 2021)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소개

3. 연구 내용

❍ 농업 고용의 감소와 농업의 고령화 추세 지속

- 농장의 통합과 동반. 선진국일수록 무급의 가족노동을 고용노동(계절, 임시 및 이주 

노동자 포함)으로 대체하지만, 비공식 노동이 다른 국가에서는 계속 만연

Figure 1.1. Hired and family farm workers on US farms, 1950-2000

Note: The data discontinued as the FLS stopped estimating the number of family farm workers in 2001 and 

the survey no longer counts contracted agricultural service workers as of 2012

❍ OECD 국가별 교육성취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농업 노동력의 교육성취도는 다른 부

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낮음(농촌지역의 교육성취도도 도시지역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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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농업부문의 기술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다른 부문에 비해 큼

- 정밀농업, 로봇 및 자동화, 디지털 기술의 적용 등 농업에서도 새로운 기술 수요 증가 

전망, 가족노동의 감소와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농업노동력에 기대하는 기

술 수요의 핵심 동인임. 

- 관리 기술(기업농 전환 시 필요)은 일반적으로 농장 소유주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급

여 노동력은 일반적으로 숙련도가 낮음.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는 생산

성이 낮은 경제보다 숙련된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 존재. EU의 경우 농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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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교육수준이 국가별로 격차가 큼. 

-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문제 해결 점수가 낮은 국가는 농업에서 직업 부족

이 더 큼. 반대로 디지털 문제 해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직업 잉여 발생

- 양질의 교육시스템은 기술 미스매치 해결에 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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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노동이 고용노동으로 대체되면서 농업인력의 비공식 학습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비

공식 학습을 위한 실습기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 교육시스템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특수 농업교육에 대한 학생 등록은 지리적 고립, 열악한 농촌 인프라 및 교육문화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음. 지역 또는 농촌 고용의 질은 다각화에 대한 투자와 농업에 대

한 부가가치에 달려 있음.

❍ 농업에서의 고용 경력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임. 기술과 자격은 고용인력에게 직

업기회와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임금상승과 근로조건 개선을 포

함하여 농업부문 고용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필요있음. 

❍ 두 컨설턴드 보고서는 농업부문의 기술 미스매치를 개선하기 위해선 디지털 학습모드

(평생학습)를 활용해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디지털기술

에 대한 신뢰구축, 학슴비용 감소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

- 또한, 인력 조직 및 직업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평가, 해당 부문의 작업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에 대한 연구,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계절 및 이주 인력의 역할 검토(임

시 인력에 대한 농업부문의 의존도, 저숙련 저임금 이주인력이 임금 및 기술에 미치

는 영향 등)과 같은 추가 연구 및 분석 분야 제안

- 증거 기반, 목표 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해선 정보 격차와 국가 간 비교 가능성 부족, 

최신 데이터로의 업데이트 필요성 지적

❍ (목적과 범위)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 필요한 미래기술을 해결하려는 

OECD 국가의 농업 및 식품 부문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

- 농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수요의 변화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도

됨. 농업 구조조정 (평균 영농규모 증가, 소유구조 변경, 인구통계); 기술발전 (자동

화, 로봇공학, 드론기술); 증가하는 소비자 요구 (동물복지, 환경, 식품 규정)

- 정책입안자가 잠재적인 기술과 노동력 부족(숙련 및 비숙련 모두)을 식별하고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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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OECD에서 완료된 농업부문 노동시장에 대한 배경 검토를 기반으로 하

며 노동 및 기술 부족 및 정책경험에 관한 워크숍을 조직할 것을 제안함. 이는 농식품

부문에서 해당 이슈의 쟁점을 더 잘 이해하고 노동수요의 변화하는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도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식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OECD 국가의 농업 노동력 및 기술 부족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농업 훈련,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개최

   * 농식품 부문에서 노동력과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기

술, 정책 경험, 교훈의 불일치 정도를 종합한 OECD 보고서 '식량 및 농업 분야의 혁

신, 생산성 및 지속 가능성'(2019)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에는 노동시장, 

교육, 지역 및 농촌 개발, 이주, 인적 역량개발 분야 정책들이 포함됨.

❍ (접근방법) 두 가지 별개의 단계로 구성됨.

- 먼저, OECD 국가의 농업부문 전반에 걸친 노동력 부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이 워크숍은 정보 및 데이터의 차이를 식

별하고 이를 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농업부문의 노동 및 기술 불일치에 대한 

배경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사례와 여타 

정보가 제공될 것임.

- 다음으로, 두 컨설턴트 보고서와 워크샵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 불일치와 농식품 

분야의 노동수요를 감안하여 고안된 정책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 2022년 3월 

APM에 종합보고서의 초안이, 5월 APM에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

- 2023년 또는 2024년 글로벌포럼의 주제로 채택 가능(농식품부문의 노동력 및 기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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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없음.

5. 검토자 의견

❍ 본 보고서는 작년에 OECD 사무국에서 기획한 두 컨설턴트 보고서와 11월 예정된 워크

숍을 토대로 ‘농식품 부문의 노동력 부족과 기술 미스매치’ 문제를 식별하고, 바람직한 

정책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음.

❍ 농업의 노령화 및 인력부족은 OECD 국가들(특히 선진국) 모두 공통적으로 직면한 당

면과제인 만큼,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 또는 완화하

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

요가 있음.

❍ 다만, 작년에 수행된 컬설팅 보고서와 워크샵 결과를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워크샵 포함)의 예상 목차나 내용, 국가(정책)사례 등을 

이번 APM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코로나19는 국내외 농업 노동인력의 부족과 미스매치(이동의 제한 포함) 문제를 심화시

키고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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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otential impact of dietary changes on the triple challenge facing food 

systems: Three stylised scenarios (TAD/CA/APM/WP(2021)16)33)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연구는 Aglink-Cosimo 모형을 활용하여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 가지 시나

리오의 식이변화(설탕 소비 감소, 지방 소비 감소, 두 가지 소비 감소)가 세 가지 과제(식

량안보 및 영양, 농민생계,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가짐. 

- 본 원고는 글로벌식품시스템 성과, 과제 및 목적(식품과 보건)에 관한 농업위원회의 

2019-20년 PWB의 EOR 3.2.2.2.1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되었음.

❍ 본 보고서는 2021년 7월 6일에 열리는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 임시(ad hoc) 세션

의 4번째 아이템에서 “Discussion”으로 발표될 예정임.

- 2019년 APM의 식품과 보건 관련 Scoping paper(TAD/CA/APM/WP(2019)3)의 

두 번째 결과물로 제출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통계조사

- 세 가지 과제에 대한 지표 도출

- 경제적 영향평가(AGLINK-COSIMO)

❍ 분석 자료

33) 제주대학교 조성주 교수의 검토의견임.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261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농업전망 데이터) 

- AGLINK-COSIMO 모형 데이터

- FAO Food Security Indicators 및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영양결핍

과 영양과잉 지표 계산을 위한 과거 추세 데이터

3. 연구 내용

가. 소개

❍ 지난 50년간 식품 소비 패턴이 보다 자원집약적이고 칼로리가 높은 형태로 변화하였음

(동물성 식품과 가공 식품). 소득 증가와 식품 접근성 증가를 반영하지만 세 가지 과제

(식량 안보 및 영양, 식량공급망 관련자의 생계, 천연자원활용과 기후변화) 또한 제기하

고 있음.

❍ 식생활 패턴 변화는 영양결핍과 영양과잉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는 광범위한 건강적 문

제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그리고 추가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가져왔음. 

UN SDG와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

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식이 지침에 더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은 농업과 

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세 가지 과제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본 보고서는 식품 안보 및 영양, 생계, 농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세 가지 과제

의 지표에 대한 식이 변화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초기적인 정량적 평가를 제공함.

-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 유리당(free sugar; 설탕과 식품첨가당 포함) 섭취는 

총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 지방 섭취는 칼로리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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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FAO의 Aglink-Cosimo 모형에 대한 설명

- 글로벌 축차동태부분균형모형(recursive-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 품목: 곡물, 유지작물 및 관련 품목, 당류, 육류, 유제품, 바이오디젤, 에탄올, 면화, 콩

류, 서류 등

- 국가: 14개의 모듈[OECD 10개국(호주, 캐나다, EU, 노르웨이,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 비OECD 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러시아)]; 

42개의 내생적 모듈[OECD 3개국(칠레, 이스라엘, 터키), 27개국, 12개 지역]

나. 베이스라인과 세 가지 과제의 지표

❍ 베이스라인 구성은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에 쓰인 가정과 

방법을 따르며, 1년 연장하여 2030년을 기준으로 함(이하 서술은 대부분 2020년과 

2030년 비교).

❍ 베이스라인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영양결핍 인구 다소 감소(-5백만 명), 영양과잉 

인구 증가(+10억 명), 농업부문 GHG 배출 증가(+5%)이 예상되어 SDG의 2030년까지

의 Goal 2인 “zero hunger”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임.

❍ [실질가격]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질가격은 연간 2.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Fig. 2.1). 육류 가격은 현재 가격이 높으므로 더욱 강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

면 작물 가격은 보다 소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수요] 21세기에 들어 10~15년 동안 농산물 수요가 크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이러한 증가세는 전망 기간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의 식량 수요 침체 / 바이오연료 원료 수요 증가, 중국과 다른 신흥국의 육류 

수요 및 동물 사료 수요 증가

❍ [소비] 일인당 식품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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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유제품과 식물성 기름을 제외하고 식품 수요 증가율은 지난 10년간에 비해 상당

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생산]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카리브해 등 지역에서 농업생산 확대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국가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예정임. 농업 토지 이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생산 확대는 생산성 증가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 현재 북미와 중남미는 농산물 수출 대국이며, 아프리카와 중국은 수입 대국임. 전

망 기간동안 중남미 순수출 증가, 아프리카 순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농산물 수요의 전

반적인 둔화에 따라 농업 교역은 더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 가지 과제에 대한 지표] 2020년과 2030년 사이의 증가율로 비교

- (1) 식량안보 및 영양(Food security and nutrition; 이하 FSN): 일인당 칼로리 섭

취, 일인당 단백질 섭취, 식품지출지수, 영양결핍(영양결핍 비율; PoU), 영양과다(과

체중 비율 PoOV, 비만 비율 PoOB)

- (2) 생계(Livelihoods; 이하 LVH): 농업 수입(글로벌 농업 수입 변화 지수)

- (3) 천연자원 및 기후변화 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Natural resources and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이하 ES): 농업부문 직접 GHG 배출, 토지이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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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 및 영양(FSN)] 베이스라인 결과

- 일인당 칼로리 섭취와 단백질 섭취 증가: 전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칼로리는 3% 증

가, 단백질은 2% 증가 예상; 중국(+4.5% 칼로리, +4.7% 단백질)과 인도(+7.2% 칼로

리, +6.8% 단백질)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Fig. 2.3)

- 실질가격 하락과 소비자 지출 증가: 실질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공·수송·유통 비용 감

소와 소득 증가로 인한 고가 식품 전환 효과로 인해 18% 식품 지출 지수 증가(Fig. 2.5)

- 추세를 바탕으로 한 영양결핍 인구 감소: 2020년 전체 인구의 10%(7억 9,100만)에

서 2030년 9%(7억 8,700만)로 감소(Fig. 2.6)

- 과체중·비만 인구 증가: 2020년 27억 인구 과체중(9.5억 인구 비만)에서 2030년 37

억 인구 과체중(14억 인구 비만)으로 36% 증가; 전체 인구 중 과체중 비율은 35%에

서 43%로, 비만 비율은 12%에서 17%로 증가(Fi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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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LVH)] 베이스라인 결과(Fig. 2.7)

- 수입(판매수입과 보조금의 합)을 지표로 활용: 국제비교 가능한 순수익 도출을 위한 

데이터 부족

- 실질가격 대체로 감소[곡물(밀 -7%, 옥수수 –4%, 쌀 –11%), 육류(가금류 –6%, 돼지

고기 –13%, 소고기 –17%)]; 실질가격 유지[대두 +2%, 식물성 기름 +3%, 전지분유 

+2%]; 실질가격 증가[원당 +5%]

- 생산의 지속적 증가로 실질가격 하락 상쇄: 옥수수 +15%, 쌀 +15%, 밀 +15%, 가금

류 +13%, 소고기 +8%, 돼지고기 +14%, 우유 +17%

- 글로벌 농업 수입은 4% 감소 예상: 실질환율의 영향일 수 있음.

(검토자 의견: Fig. 2.5의 내용과 다름)

❍ [천연자원과 기후변화(ES)] 베이스라인 결과

- 농업부문의 직접적 GHG 배출(전체 GHG 배출의 약 12%)만을 분석함. 즉,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간접적 GHG 배출은 고려하지 않음.

- 농업 직접 배출량 5% 증가: 지난 10년간 농업 직접 배출량이 5% 증가하였으므로, 향

후 10년간 정책과 기술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5% 증가가 예상됨(267 MtCO2-eq 

증가)(Fig. 2.9).

- 가축 관련 배출이 농업 GHG 배출의 80%를 이루고 있고, 배출집약적 생산시스템과 

높은 생산량 증가로 신흥 및 저소득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Fig. 2.9).

- 전세계 농업 토지이용은 향후 10년간 안정세(-0.2%) 유지: 토지이용 부문은 GHG 

외에 생물다양성 감소 및 토양 침식 증가와 같은 기타 환경적 문제와 관련됨(농업토

지 –0.2%, 작물토지 0%, 목초지 –0.3%, 산림 –0.9%, 기타 –2.8%)(Table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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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양결핍과 영양과잉 추정치 도출 방법

❍ 영양결핍과 영양과잉 추정치를 도출하는 전반적 방법론은 Tallard, Liapis and 

Pilgrim (2016)과 FAO의 영양결핍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이하 

PoU) 도출방법을 도입하였음.

❍ 식이 에너지 섭취(DEI)에 대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분포 함수를 정의하고, 최소 식이 

에너지 요구의 임계값을 통해 영양결핍률(PoU)을 계산하고, 과잉 식이 에너지 섭취의 

임계값을 통해 영양과잉률(PoOv, PoOb)을 계산함.

- Aglink-Cosimo 모형을 사용하여 국가별·지역별 식이 에너지 공급(DES)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식품 폐기물을 공제하여 식이 에너지 소비(DEC)를 계산함.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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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와 소비자 수준 식품 폐기물을 사용하면 식이 에너지 섭취(DEI)의 추정 분포를 

얻을 수 있음.

❍ 추정치 도출을 위해 모형에 몇 가지 확장이 필요했음.

- 과일, 채소 및 기타 누락된 식품 포함, 식품과 칼로리 매핑, 가계 수준 폐기물 가정 포

함(FAO Food Security Indicators 및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데이터 이용)

❍ FAO et al.(2020)은 각 국가의 최소 식이 에너지 요구 임계치(MDER), 과잉 수준 임계

치(XDER_OV, XDER_OB)의 자료를 제공함(Fig. 3.1).

❍ 영양결핍(PoU)와 영양과잉(PoOv, PoOb) 전망치는 FAO와 WHO의 자료를 사용하여 

과거 추정치의 추세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라. 시나리오 설명

❍ 첫 번째 시나리오는 WHO 권고에 따라 유리당(free sugar; 설탕과 식품첨가당을 모두 

포함)의 소비를 적절한 칼로리 섭취의 최대 10%까지 감소시키는 영향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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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과 액상과당(HFCS)의 칼로리가 평균 일간 에너지 요구량(ADER)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한국 포함)에서는 시나리오가 소비 감소를 구현하여 ADER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춤.

- 이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는 국가는 세계 인구의 37%를 차지함.

❍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방이 적절한 칼로리 섭취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WHO 권고에 따라 식이요법을 도입할 때의 효과를 평가함.

- 지방 소비량이 평균 일간 에너지 요구량(ADER)의 30% 이상인 국가(한국 포함)에서

는, 각 식품의 칼로리 점유율에 비례하여 소비 감소를 구현함. 해당 품목은 상대적으

로 지방 함량이 높고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소비되는 버터, 식물성 오일, 소고기 및 송

아지, 가금류, 돼지고기, 양고기, 계란, 신선 유제품 및 치즈임. 이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는 국가는 세계 인구의 48%를 차지함.

❍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설탕과 지방 감소 시나리오의 조합임.

마. 결과

❍ 시나리오 1: 설탕 감소

- 설탕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베이스라인 대비 설탕의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은 

8% 감소하고, 액상과당(high-fluctose corn syrup; HFCS)의 칼로리 섭취량은 

19% 감소(비례적으로 더 작은 시장 점유율)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감소는 탄수화물 

섭취를 전반적으로 1.2% 감소시킴. 설탕 생산량은 베이스라인에 비해 8% 하락한 반

면, 설탕의 실질가격은 18% 하락함.

- 다른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미미함. HFCS 소비 감소로 옥수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생산량은 0.2%, 가격은 1% 감소. 설탕과 HFCS의 낮은 수요는 아메

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다른 작물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함. 비당류 생산 지역의 

경우, 시나리오 결과는 여러 농작물의 생산량을 약간 낮추고 가격을 약간 낮추며, 사

료 시장의 영향을 통해 동물성 제품의 가격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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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이 0.8% 감소함. 비교적 작은 영향이지만, 소비된 설탕의 감소

는 주로 고소득 국가들에서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에 영향을 미침. 이 시나리오에서 

비만은 세계적으로 10%(1억3천900만 명) 감소하고 과체중은 3%(1억1천600만 명) 

감소함. OECD 국가에서의 감소가 전체 감소의 60%를 차지함.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설탕 시장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식품 지

출과 농업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각각 –2%와 -1%). 전 세계 토지 이용

(-0.1%)과 농업으로부터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시나리오 2: 지방 감소

- 지방 감소 시나리오의 효과는 더욱 뚜렷함. 글로벌 수준에서 지방으로부터의 칼로리 

섭취는 베이스라인에 비해 11% 감소하여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3.8% 감소함. 동물

성 제품은 지방과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전세계 단백질 섭취 또한 베이

스라인에 비해 5% 감소함.

- 이 시나리오는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가금류(-17%), 쇠고기(-18%)과 돼지고

기 (-19%) 생산의 감소와 함께 전 세계 동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 유제품 중 우유 

생산량은 6%, 치즈 생산량은 32% 감소함. 또한 전 세계 버터 및 식물성 기름 생산량

도 각각 7%와 6%씩 감소함.

- 지방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품목 가격도 하락함. 소고기 (-63%), 돼지고

기 (-62%), 가금류 (-43%), 식물성 기름 (-33%), 치즈 (-53%), 그리고 버터 (-72%)

는 실질 가격이 크게 하락함. 설탕 가격은 12% 하락함.

- 그 결과, 동물성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는 동물 사료 수요를 감소시킴. 이로 인해 옥수

수(-8%)와 대두(-9%)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질가격도 크게 하락함(옥수수 -45%, 

대두 –40%). 최종 결과는 베이스라인에 비해 세계 농업 수입이 29% 감소함.

- 지방의 칼로리 섭취는 감소했지만,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의 세계 무역은 증가함. 이

러한 제품의 소비가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생산과 수출도 높은 경우가 많음. 이러

한 수출국들의 국내소비가 하락하면서 해외 시장에 더 낮은 가격에 수출할 유인이 생

김. 1인당 지방소비가 낮은 다른 지역은 이런 낮은 수입물가로 인해 지방으로부터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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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 섭취를 확대함. 따라서 전지구적으로는 칼로리 및 단백질 섭취가 감소하지만, 

일부 지역(예: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는 약간의 지역적 섭취 증가가 있음. 세계 무역 

흐름은 육류(가금류 +28%, 돼지고기 +67%, 쇠고기 +35%)와 일부 유제품(치즈 

+83%, 버터 +125%)에서 증가함.

- 이 시나리오에서 전지구적인 칼로리 섭취 감소는 전세계 인구의 41%(5억7100만 명)

의 비만과 24%(8억8200만 명)의 과체중을 감소시킴. 반면,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하

락하여 식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 세계 식품 지출이 33% 감소하여 영양결핍이 

2%(1,800만 명) 감소함.

- 농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베이스라인에 비해 농업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10%)이 감소함. 순효과는 베이스라인 하의 5% 증가 예상에 비해 10년 동안 5%의 

직접 배출 감소임. 베이스라인에 비해 지방 감소 시나리오는 직접 배출을 약 530 

MtCO2eq만큼 감소시킴. 시나리오가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0.5%) 작물 토지 이용은 감소함.

❍ 시나리오 3: 설탕과 지방 감소(시나리오 1+2)

-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칼로리 섭취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전 두 시나리오의 결과를 합

한 것임. 설탕으로 소비되는 1인당 칼로리는 8%, 액상과당(HFCS)으로 소비되는 칼

로리는 16%, 지방은 11% 감소함.

- 설탕과 지방의 소비 감소로 전 세계 칼로리 섭취량은 4.6%, 단백질 섭취량은 5.1%, 

탄수화물 섭취량은 1.7% 감소함.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과체중이 기준값보다 각각 

46%(6억3800만 명)와 28%(10억 명) 감소함. 반면, 아프리카와 인도는 이 시나리오 

하에서 낮은 가격의 혜택으로 인해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확대됨(아프리카 1% 과

체중, 0% 비만 증가; 인도 5% 과체중, 9% 비만 증가). 그러나 두 지역의 영양결핍은 

각각 3%와 5% 감소함.

- 시장 영향도 첫 번째 및 두 번째 시나리오의 영향을 반영함. 설탕의 실질가격은 28% 

하락하고 가금류(-44%), 돼지고기(-62%), 쇠고기(-63%), 버터(-73%), 치즈(-53%) 

등의 가격도 크게 하락함. 그 결과, 베이스라인에 비해 식품 지출 지수(-35%)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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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입(-30%)이 크게 감소함.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도 개별 감소 시나리오들보다 약

간 더 감소함(-532 MtCO2eq). 전지구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미미함

(-0.5%).

❍ 비록 양식화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지만 결과들은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의 존재를 강

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시나리오 결과는 세계의 일부 극빈 지역(즉, 아프리카와 인도)

의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 증가를 보여줌. 이러한 지역은 낮은 식품 가격의 혜택으로 인

해 소비를 증가시킴.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높은 칼로리 섭취는 영양결핍을 감소시키지

만 영양과잉 또한 증가시킴.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시나리오는 칼로리 잉여 국가로부터 

칼로리 결손 국가로의 무역이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영양 섭취에 혜택

을 주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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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론

❍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세 가지 스타일의 시나리오는 전 세계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이 직

면한 세 가지 당면 과제, 즉 식량 안보 및 영양, 생계 및 기후 변화에 각각 영향을 미침. 

그 결과는 식이 변화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주요 영양소의 소비를 유지하면서 영양 과

잉과 영양 부족의 만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단, 이러한 효과

는 방향과 정도가 다름(부속서 A 및 부속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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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비 감소는 특히 식물성 기름과 축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설탕 소비 감소보

다 세 가지 과제의 모든 지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침. 이러한 결과는 주로 전세계적으

로 그리고 식단 내에서 식물성 기름과 가축 부문의 상대적 크기에 기인함. 또한 베이스

라인에서 현재 설탕 소비 수준은 지방 소비 수준보다 WHO 권고 사항에 가까운 수준임.

❍ [트레이드오프] 세 가지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범위와 방향으로 세 가지 과제의 차원에 

영향을 미침. 지방 감소와 관련된 시나리오는 온실 가스 배출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환

경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소고기와 유제품과 같이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제품도 탄소 집약적이기 때문에 농업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

음. 토지 이용의 변화는 작지만, 농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토지의 감소에 기여함. 설탕과 

지방의 소비를 줄이는 식단으로부터 식량안보와 영양 관점에서 이익을 얻음. 식이 변화

로 인한 식품 가격 하락은 영양 부족의 감소를 유도하고 설탕과 지방 섭취를 낮추면서 

영양 과잉을 감소시킴. 모든 시나리오에서 식품 가격과 세계 생산이 하락하여 생계 차원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트레이드오프] 식이 변화의 영향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크게 다름. 국가 및 상품별로 보

다 세분화된 접근방식을 사용하면 특정 조치가 필요한 개별적 조정 비용을 파악할 수 있

을 것임. 세 가지 과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활용하면 농업 생계에 미치는 소득 

영향이나 여기서 검토하지 않은 바이오 연료 분야 등에서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를 발

견할 수 있을 것임. 이 보고서에서 양식화된 시나리오의 시사점은 세 가지 과제의 한 차

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입 또는 기타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임.

❍ 세 가지 과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가 존재하며, 향상된 정책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각각의 시나리오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식품 소비 패

턴의 변화는 크고, 식품 공급, 수요, 무역, 환경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3

차원 간의 시너지 효과와 트레이드오프는 정책 수단 선택과 필요한 개입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건강한 식단을 촉진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설계된다면 소비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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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수준과 구성을 바꿈으로써 영양 부족과 영양 과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

스 배출과 농지 사용을 줄이면서 농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트레이드오프를 완화하

고 세 가지 과제의 다양한 차원에 걸쳐 가치 있는 시너지를 자극하기 위해 정책 수단 패

키지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없음.

5. 검토자 의견

❍ 분석 방법의 적절성

- OECD-FAO의 농업전망에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모형인 Aglink-Cosimo로 몇 가

지 수정을 거치고 적절한 지표를 구성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것은 적절

하다고 판단됨.

❍ 보고서 논리 전개

- 본보고서는 베이스라인과 세 가지 과제에 대한 지표들을 정의하고, 각 지표들의 추세

와 도출방법을 서술한 후, 시나리오에 따른 정량적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음. 

- 다만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livelihoods 부분이 추가되면서 논리 전개가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음. 특히 가격(price)과 수입(revenue)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예를 들어 2.3장 p.18의 문단 29와 그림 2.5는 2.3.1. Livelihoods에서 서

술되는 편이 나을 것 같음. 

- 또한 실질가격과 생산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나리오 결과 표나 그림에

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부록 등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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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내용의 활용도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적절한 정책적 조치를 통한다면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탕과 지방 소비 감소가 세 가지 도전과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각국의 관련 식품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됨.

- 하지만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분석된 결과이고 국가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해

석과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전세계가 동시에 정책을 도입하는 시나

리오인만큼 국가 중 일부만 정책을 도입할 경우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

- 또한 농업부문에 국한된 모형의 한계로 인해 다른 외생변수(거시경제 변화, 금융시장 

등)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정책 권고의 타당성

- 본 보고서는 하나의 적절한 정책이 다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설계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권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발언 제안: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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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global and Asian seed supply 

chains (TAD/CA/APM/WP(2021)17)34)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OECD 농업위원회 2021~22년도 작업 및 예산계획과 종자계획(Seeds Schemes) 작

업인 “신흥시장과 정책이슈”의 일환으로 착수된 보고서임. 

❍ 종자기업의 관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종자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임.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종자 공급사슬이 붕괴됨에 따라 종자수입 의존 국가들이 충분

한 종자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더욱이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두

기,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제한조치는 글로벌 종자 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침.

- OECD는 일본 농림수산성(MAFF)의 예산지원과, 국제종자연맹(ISF), 아시아·태평

양 종자협회(APSA), 세계채소센터(WorldVeg)의 협력으로 동 연구를 수행함.

❍ 정보 공개용 보고서

2. 분석 자료 및 방법

❍ 문헌·통계조사를 통한 종자시장 및 무역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가 

종자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 자료: 종자기업의 온라인 설문조사(2020년 4월, 5월, 8월 실시) 활용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현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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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가. 연구배경 

❍ 동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친 악 영

향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의 종자산업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의 영향과 종자산업 회

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OECD는 일본 농무성의 요청으로 ISF, APSA, WorldVeg와 같은 국제기관과 협력

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아시아 지역의 종자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를 수행함. 동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이 종자 공급사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조치뿐 아니라 미래 대규모 충격에 보다 잘 저항할 수 있는 회

복력 강화 방안을 제시함.

❍ 코로나19는 세계 종자 공급사슬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식품 시스템뿐 아니라 종자 공

급사슬의 회복력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계기가 됨. 세계 식품시스템은 i) 세

계 인구증가에 대비한 식량안보와 영양 제공, ii) 식량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iii) 환경 지속가능성 기여 등 3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종자산업은 세계 식품시스템의 중요 분야이며, 세계 인구증가에 대비

한 작물단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중요 역할을 수행함. 

❍ 연구의 구성

- (2장) 세계 종자 공급사슬의 구조와 조직: 종자생산 현황 및 종자 공급사슬 단계별 설

명, 세계 종자 교역 현황, 세계 종자 공급사슬의 과제 및 혜택

- (3장) 아시아 및 일본 채소종자 산업 현황

- (4장) 아시아와 일본의 종자기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종자 

공급사슬에 미친 영향과 장기 잠재적 효과

- (5장) 종자 공급사슬에 대한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조치 및 종자

사업의 회복력 강화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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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 종자 공급사슬의 구조와 조직 

❍ (종자산업) 1740년대 상업적 종자산업은 시작: Vilmorin(1973), Tezier(1785), 

Groot(1813), Comstock(1829), Takii(1835)

- 1850년대 중반 식물육종과 농민 소비자 보호에 공공부분의 개입, 현대 식물육종 출

현: KWS(1856), Asgrow(1865), Sluis & Groot(1867), Royal Sluis(1868), 

Weibull(1870), Vander Have(1879), Clause(1891)

- 1900년대 초반 국별 종자협회 설립: 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1883), 

Dutch Seed Association(1909), Polish Seed Association(1919), Italian Seed 

Association(1921), Canadian Seed Trade Association(1923)

- 2000년대 종자산업의 현대화로의 전환기: 국제무역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종자무역

연맹(FIS, 1924)뿐 아니라 국제식물육종업자협회(ASSINSEL, 1938) 설립, 두 조직

을 합병한 국제종자연맹(ISF, 2002) 설립

- 종자 산업의 시기별 특징: (1930년대) 신규 상업적 종자기업이 부상 및 교잡종자 도

입, (1970년대) 지적재산권 강화 시기, (1980년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구조변

화, 소수의 대규모 농식품 다국적 기업에 의한 새로운 기술 투자 활성화, (최근) 종지

기업의 합병과 인수 활발히 진행, 작물과 국가별 시장집중도 상이

❍ (종자 공급사슬) 종자 공급사슬은 각기 다른 식물 유전자원의 결합 및 사용으로부터 선

택 및 증식을 통한 신품종 개발, 유통 및 마케팅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함. 종자 공급사슬

은 <표 1>과 같이 식물육종 ⟶ 종자생산 ⟶ 종자가공 ⟶ 종자유통 등 4 단계로 구분됨. 

- 영농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작물 개량 품종을 위한 고품질 종자의 이용가능성 증대, 효

율적인 잡초 및 곤충 방제 방식 적용, 현대화된 농기계 적용 등 큰 변화를 경험함. 이

런 변화 가운데 종자 산업은 큰 역할을 수행함. 종자산업은 종자 생산 역량을 확대하

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전자 무결성을 유지했으며, 신품종 종자 배양방식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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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계 세부 단계 단계별 설명

식물육종

식물육종 방법 신품종 개발
종자 선택 지역적응을 위한 다중지역 시험
특징고정 동질성 보장
민관실험 특이성, 균등성, 안정성, 성과 평가

종자생산

종자생산 파종 모든 공식 시험 통과 이후 종자 생산 개시
종자생산 모범관행 종자 생산현장의 모범 영농관행, 품종별 필수 종자 생산방식 이행
현장검사 종자 위생 및 유전자 무결성 보장을 위한 현장관리
현장 신선종자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는 종자의 현장관리

종자가공

수분검사 종자 품질 유지를 위한 과다 수분 관리
건조 과다수분을 포함한 종자 관리
전처리 큰 불순물 제거
미세처리 기타 불순물 제거
등급(비중선별) 종자의 크기와 무게를 균등하게 유지
종자처리 종자 품질 개선, 병해충으로부터 종자 보호, 양질의 발아기간 보존
종자포장 발아기간 유지 및 종자 손상율 축소

종자유통 농민대상 판매 고품질 종자 생산보장(양질의 발아 및  품질순도 보장)

<표 1> 종자 단계별 공급사슬

❍ (종자 교역) 2018년 세계 종자 수출량은 570만 톤, 수출액은 138억 달러에 달함. 물량

기준 최대 수출국은 프랑스로 세계 종자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61만 톤을 수출

함. 다음으로 미국(48만 톤), 폴란드(26만 톤), 캐나다(19만 톤), 헝가리(18.8만 톤) 등

의 순임. 아시아의 최대 수출국은 인도(37만 톤) 이며, 다음으로 뉴질랜드(29만 톤), 중

국(26만 톤), 호주(1만 7,000톤), 일본(1만 톤) 등의 순임. 세계 및 아시아 지역의 수출

의 대부분은 옥수수, 밀, 대두, 해바라기, 보리, 유채, 쌀과 같은 작물종이 차지함. 

- 금액기준 세계 최대 수출국은 네덜란드로 세계 수출액의 16%인 22억 달러를 수출

함. 다음으로 프랑스(18.5억 달러), 미국(18.3억 달러), 독일(8억 달러), 헝가리(5억 

달러) 등의 순임. 아시아의 경우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약 2억 달러를 수출함. 다음

으로 뉴질랜드(1.4억 달러), 태국(1.3억 달러), 인도(1.3억 달러), 일본(1.2억 달러) 

등의 순임.

- 대부분의 경우 작물 종자가 교역량이 많아 수출액 또한 높은 수준임. 반면, 네덜란드

나 칠레의 경우 채소종자의 수출액이 작물종자의 수출액보다 많음. 아시아의 경우 호

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채소 종자의 수출액이 작물 종자 수출액을 초과함. 

- 2018년 세계 종자 수입량은 560만 톤, 수입액은 130억 달러에 달함. 세계 최대 수입

국은 벨기에로 세계 종자 수입량의 11.6%인 65만 톤을 수입함. 다음으로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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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세계 수출량(톤) 아시아 수출량(톤) 세계 수출액(백만 $) 아시아 수출액(백만 $)
프랑스 610,920 인도 37,174 네덜란드 2,201 중국 189 
미국 481,086 뉴질랜드 28,755 프랑스 1,851 뉴질랜드 135 
폴란드 262,584 중국 25,600 미국 1,831 태국 133 
캐나다 190,778 호주 17,421 독일 846 인도 133 
헝가리 188,675 일본 9,945 헝가리 453 일본 123 

수입

세계 수입량(톤) 아시아 수입량(톤) 세계 수입액(백만 $) 아시아 수입액(백만 $)
벨기에 656,677 일본 71,581 네덜란드 1,095 중국 372 
네덜란드 600,190 베트남 49,600 미국 996 일본 274 
이탈리아 343,878 호주 33,180 프랑스 978 호주 129 
독일 266,319 인도 32,698 독일 683 인도 127 
스페인 258,775 인도네시아 27,773 스페인 593 한국 113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순임. 많은 국제종자 무역 회사들이 벨기에나 네덜란드

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입된 종자가 다른 국가들로 재수출됨. 세계 수입 종자의 97% 

이상은 작물 종임. 물량기준 아시아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으로 2018년 7만 1,000톤

을 수입함. 다음으로 베트남,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순임.

- 금액기준 세계 최대 수입국은 네덜란드이며, 2018년 10억 달러를 수입함.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순임. 아시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3억 7,200

만 달러를 수입함. 다음으로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의 순임.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국가의 경우 채소종자의 수입액은 작물종자의 수입액을 초과함. 

<표 2> 세계 및 아시아 상위 5위 수출·입국(2018년)

❍ (세계 종자 공급사슬의 혜택과 과제) 지난 50년 동안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세계화, 정부예산에 대한 압력 등으로 식물육종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

로 전환됨. 식물육종과 종자산업은 R&D 집약적임. 현대 유전학 응용, 교잡품종의 개

발, 반왜성(semi-dwarf) 품종 도입, 유전자변형 등과 같은 혁신은 초기 연구비용을 증

가시킴. 반면, 이런 기술은  시장에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누적된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시킴. 이런 동력은 종자 공

급사슬의 전문화 및 세계화를 주도함. 세계 종자 공급사슬은  국제적인 종자 생산, 유통, 

마케팅 분야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이 참여함. 이들 경제주체들은 농민, 종자 재배업

자, 중소기업, 대기업뿐 아니라 연구기관, 농업투입재 거래상, 시민사회, 지역 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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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세계 종자 공급사슬은 농식품 가치사슬 최전방의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를 제공함. 

- (세계 종자 공급사슬의 혜택) 세계 종자 공급사슬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 

i) 개발비용 절감을 주도하는 시장 확대: 특정 기후조건에 잘 재배하기 위한 품종이 개발됨. 

세계 종자 공급사슬에서 이런 품종이 유사한 기후조건을 가진 보다 많은 국가들에 판매됨

에 따라 새로운 식품 품종 당 단위 비용을 절감시킴. 

ii)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다변화: 다양한 작물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유전학, 식물

병리학, 분자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하는 대규모 R&D 부문의 경우 기후조건이 다

른 지역의 품종을 개량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유리함.

iii) 공급 안정성 보장: 세계화된 시장에서 종자산업은 종자 생산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과 

각기 다른 수확시기를 활용하고, 국지적 전문지식을 이용함으로써 세계 전역의 농민에

게 안정적인 종자 공급을 제공함. 또한 종자 공급사슬의 부분을 재배치하거나 다변화함

으로써 기후변화나 이상기후의 효과를 완화시킴.

iv) 효율성 증대: 세계 종자 공급사슬과 함께 종자기업들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지역조

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선택적으로 한 국가에서 품종을 개량하고, 다른 국가에서 

종자를  취급하고, 제3국에서 교잡종자를 생산할 수 있음.

v) 상호 학습을 통한 능력 극대화: 다양한 국가에서 소비자와 농민이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

를 접목으로써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축적할 수 

있음.

vi) 식량안보 강화: 세계 종자 공급사슬은 단수 증가를 주도하면서 현대적인 고부가가치 품

종의 접근을 증가시킴. 농민들은 고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식량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

킬 수 있음. 작물단수 증가는 작물 생산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식량 접근이

나 세계 식량안보를 개선시킴. 

vii) 환경혜택: 농민들은 고품질 종자를 제공받음으로써 현대 농업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단

수를 증대시킬 수 있음. 따라서 동일한 양의 식량이나 사료를 생산하는데 토지 사용에 

대한 부하를 낮출 수 있음.

- (세계 종자 공급사슬의 과제) 세계 종자 공급사슬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과제

가 제시되고 있음. 이런 과제를 경시하거나 잘못 관리하는 기업들은 고비용 또는 효

율성 소실을 초래할 위험에 처함. 세계 협력 기회를 활용하는 종자기업들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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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시험지를 해외에 구축하거나 위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음. 모범 생산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다수 종자 기

업과 생산자들은 품질관리 시스템(QMS)을 운용함. 적절히 관리된 공정기반 QMS는 

종자생산과 상업화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키고, 종자 공급사슬의 무결성을 유지함으

로써 고품질 종자 생산을 보장함. 종자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i) 낮은 품질 수준: 생산과정에서 종자부문은 특정 수준을 품질을 요구함. 생산 공정이 복잡

하고 변동성이 크지만, 신규 공급처는 종자회사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

음. 경험이 부족한 공급처를 선택하는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소지가 있음. ISTA 종자시험 규정, OECD 종자인증제, IPPC 지침에 따

른 검역기준 등과 같은 고품질 종자를 보증하는 국제기준을 활용함으로써 품질 저하의 위

험을 완화시킬 수 있음. 국제기준 이행 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국가들은 국제기아지수

(GHI)에 대한 기아가 낮은 수준임. 

ii) 준수 및 책임: 글로벌 공급처로서 종자기업은 용인되는 작업조건과 공정한 보상체계를 

제공하고, 아동 및 강제 노동 관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장해야 함.

iii) 장거리 물류 및 지연: 확실한 배송일과 운송시간은 종자기업에게 중요함. 종자생산, 종

자가공 정체, 통관문제 등으로 운송이 지연될 수 있음. 세계로 공급되는 종자 품종이  생

산공정의 투입재로 사용될 경우 해외 공급처로부터의 운송지연은 종자생산, 종자 처리 

및 포장 등과 같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며, 관련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iv) 상이한 표준시간대: 종자기업들이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작업시간으

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공정 변경, 제품 질의). 

v) 언어 장벽: 전 세계에 있는 종자기업과 이들의 사업 파트너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사업을 

수행함. 작업관리자의 지시가 언어장벽이 있는 생산라인 직원에게 전달되어 착오를 발생

시킬 위험이 있음. 

다. 아시아 채소시장

❍ 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작물뿐 아니라 채소를 생산하고 있고, 채소 종자의 교역 비중이 

높음. APSA 국가에서 교역되는 종자의 절반 이상이 채소종자임. 쌀과 밀과 같은 주요 



284   ❙

작물뿐 아니라 채소의 아시아 종자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의 종자 시장은 2020~25년 연평균 6.4%, 남아시아의 경우 4.1%씨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토지 가용성 제약, 인구증가로 인해 농민들도 다양한 지역에서 선

호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채택하고 있음. 또한 인증된 고

품질의 종자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서 농민들은 새로운 품종 또는 교잡종자의 

사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 

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자 공급사슬 붕괴

❍ (세계 종자 공급사슬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 종자 부문은 글로벌화 되어 있으며 시

기(파종, 수확 등)에 민감한 산업임. 이동이나 운송 붕괴는 종자 생산, 인증, 유통에 영향

을 미치고 이는 종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여행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다양한 봉쇄정책을 취함. 이에 따른 항공 및 육상 운송의 제약으로 종자를 소비자나 

농민에게 적시에 공급하지 못함. 종자기업이나 연합체에 따르면, 계절노동자의 여행

제한이나 공급사슬의 정체로 종자생산이나 수확이 붕괴됨. 

- 항공운송은 다른 운송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자 공급사슬과 비용, 시기

적절한 운송에 영향을 미침. 또한 위생 및 보건 조치 강화, 국경 간 인력 이동 제한 등

의 여파로 국경 간 운송이 지연되었으며, 사람의 이동 제한으로 생산, 무역, 운송, 판

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 사슬 과정에서 제약을 받음.

- WCDI 연구에 따르면, 봉쇄조치에 따른 이동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이러스 확

산을 막는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노동자나 농업투입재의 접근을 제한함. 더욱이 현장 

검사관의 활동 제약은 고품질 종자의 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함. 

- ISF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종자 공급사슬이 붕괴되지 않았지

만, 대다수 종자기업들은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운영규모 축소, 신축적 작

업시간 운영, 원종 확보, 적극적 협상계약 추진 등 사업 운영 방식을 조정함. 

- 2020년 초에 봄과 가을 종자의 대부분이 여행제한 이전 최종 목적지로 운송됨.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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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응책과 안전조치 도입으로 모든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종자산업과 

OECD 종자 품종 인증제도가 위기 기간 합리적인 회복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됨. 반

면, 팬데믹이 2021년 이후 지속될 경우 다가오는 파종시기에 필요한 종자가 시기적

절하게 운송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 (아시아 종자기업 설문조사) APSA와 WorldVeg가 APSA의 회원이고 아시아·태평양

(아·태)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5월, 8월 3차례의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동 보고서는 5월과 8월 설문조사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종자기업 수는 5월 74개, 8월 73개였으며, 이들 가운데 응답한 

59개의 종자기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동 지역 이

외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함. 응답 기업의 60% 정도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임. 

- (질문 I) 다양한 영업활동 측면에서 종자기업이 경험한 코로나19 효과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의(매우 부정적, 보통 부정적, 약간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혹은 긍정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종자수요 영향) 8월 설문조사 결과, 종자 수요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보이는 가운데 일부 특정 부문에서는 회복의 징후를 보임. 5월 결과와 비교할 

때, 8월 결과에서는 채소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화훼종자, 작물종자, 기타 종

자)에 대해서 호전됨. 채소종자의 경우 5월(67%)에 비해 8월(73%) 설문조사에서 부

정적 영향에 대한 비중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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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종자 수요에 대한 기업규모별 영향) 5월 설문조사 결과, 고용인이 100인 미만인 

종자기업(소기업)과 100인 이상인 종자기업(대기업)에 대한 코로나19 효과는 상대적

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임. 반면, 8월 설문조사 결과 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에 비해 약간 부정적이란 답변 비율이 더 높음.

∙(종자 영업활동에 대한 영향) 5월과 8월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종자 운송, 투입재 구매

/배달, 노동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어떤 개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종자

기업의 90%가 국제 종자 운송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컸다고 응답함. 8월 설문조

사 결과, 종자기업의 62%가 국내운송, 64%가 종자공장용 투입재 구매, 75%가 종자

생산 및 가공을 위한 노동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종자기업의 R&D 및 금융 접근성에 대한 효과) 금융 접근성은 일부 개선된 영역 중 하

나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률이 5월 54%에서 8월 36%로 낮아짐. R&D에 대한 부

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률도 5월 80%에서 8월 71%로 낮아짐.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287

- (질문 II) 종자기업들이 특정 영역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또는 미래 예상되는 문

제/어려움에 관해 질의함. 8월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1/3은 수출주문이 거의 없

었으며, 응답기업의 36%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응답함. 국제 항공운송의 제약으로 

적절한 화물 운송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응답기업의 78%가 이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라고 응답함. 코로나19 확산 이전 이미 과제였던 종자 운송 대응책 마련

의 어려움, 수입허가 취득, 통관항에서의 통관절차 진행, 대상국에서의 종자 유통 등

과 같은 일부 측면 또한 악화됨.

∙(지역별 채소종자 수요에 대한 효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종자기업들이 다른 지역의 기업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채소종자 수요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종자기업의 

응답률은 5월 65%에서 8월 74%로 증가함.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밖에서 영업활

동을 하는 14개 종자기업 가운데 38%만이 8월 설문조사에서 채소종자 수요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받은 것으로 응답함. 

∙(지역별 종자기업이 직면하는 이례적 어려움 및 지연) ISF에 따르면, 세계 수준에서 상

당한 수준의 종자 수요 감소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반면, 아·태 지역에 본부를 둔 종

자기업은 다른 지역의 기업보다 더 큰 폭의 종자수요 감소를 경험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종자기업들은 필수 수출입 허가를 얻고, 화물 운송 솔루션을 모색하며, 

통관항에 종자 저장고를 확보하고, 목적지 국가에서의 종자를 유통하는데 더 큰 어려

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아·태 지역의 국가들이 다른 지역의 국가들보다 엄격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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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금지 명령을  시행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를 보다 악화시킴. 

❍ (종자 공급사슬에 대한 코로나19의 장기 효과) 코로나19 위기 첫해 동안 글로벌 종자 공

급사슬은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종자기업도 코로나19에 영업활동을 조정

함. 종자 공급사슬에 대한 코로나19의 잠재적 장기효과는 제한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에 의존할 것임. 제한조치가 다음 파종시기 이전에 철회될지라도 종자산업은 수개월 동

안 부정적인 효과를  여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런 효과는 제한조치가 장기화 될수

록 보다 심해질 것임. 

- 제한조치가 장기 지속될 경우 종자가 파종시기에 운송될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파

종 기회를 상실하고 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될 것임.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식량

과 사료의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최초 봉쇄조치는 계절 노동자에 대한 접근성뿐 아니라 이에 따른 수확기 영농활동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침. 더욱이 종자와 같은 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국가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 

-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자기업들은 고품질 종자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된 현장검

사를 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종자의 품질 문제는 생산비용 증가 및 생산량 감소

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판매 역량을 감소시킴. 따라서 제한조치가 2021년 이후 지

속될 경우 인증되지 종자의 사용이 증가하여 품질 및 단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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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조치는 종자 생산, 운송뿐 아니라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종자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종자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자에 대한 접근

성 제약은 식량과 사료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빈곤과 식량부족을 초래할 것임. 

- 설문조사 대상 일부 기업들에 따르면, 제한조치가 완화되거나 철회될지라도 시장이 

축소되고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또한 시장축소와 운송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온대 및 아열대 지역의 생산영역의 일부를 상실할 수 있다고 언급함. 이런 

역효과들은 종자산업 공급사슬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종자 공급사슬에 대한 코로나19의 장기 영향은 공공부문의 종자보급에 대한 정보부족, 

제한조치가 언제 철회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추정하기 어려움. 특히, 종자생

산과 관련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통합 시스템의 부재와 이로 인한 정보 격차는 종

자산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마. 정책권고

❍ 현재의 유행병과 미래 위기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 또는 회피하고, 종자 공급사슬의 회복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함.

❍ (위기 동안 종자의 생산과 이동 보장) 모든 국가에서 종자부문을 포함한 농업이 필수 산

업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종자의 생산과 이동을 보장하

는 것이 중요함. 동시에 기존 규제체제(인증, 위생요건, 통관 등)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

하고, 관련 당국의 인원이 부족하고 변화하는 요건에 쉽게 적응할 수 없을 경우 기술적 

무역장벽에 저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위기 동안 정부와 관련 당국 간의 의사소통

과 조율은 종자 공급사슬의 중단을 피하는데 더욱 중요함.

❍ (국제 종자 공급사슬의 개발 및 종자생산 다변화 지원) 대부분의 국가는 농민들에게 그

들이 선택하는 종자를 자신의 국내 종자생산으로 충분한 물량을 보급하는데 한계가 있

음. 따라서 국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종자 공급사슬은 대다수 국가에 경제 활동과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해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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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생산을 국유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은 국제 종자 공급사슬을 유지하고 

관련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높음. 전 세계 여러 나라로 종자생산

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종자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종자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농민들

의 다양한 품종 선택의 이용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정부정책은 종자 생산 및 무역을 위한 국제 규제체계의 지원과 추가 개발에 초점을 맞

춰야 함. 여기에는 OECD 종자계획, UPOV, FAO, ISTA와 같은 국제기구의 규제업

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포함될 수 있음. 개도국들은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국제 

규제체제에 따라 국내 종자산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종

자 생산국으로서 세계 종자 공급사슬에 참여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농민들이 고품질의 현대 품종 종자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적, 세계적 

이익을 모두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종자를 생산하는 농민과 재배업자의 소득뿐 

아니라 식량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종자 공급사슬의 디지털화 지원) 코로나19 위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촉진

함. 종자 생산과 인증이 디지털 기술의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는 인력 및 여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지 않음. 정부는 세계 종자 공급사슬의 디지털화를 지원해야 하며, 

국가 간 및 국가 내부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정부 간 디지털화 이니

셔티브는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음. 종자 품질 관리 및 식물위생 인증 시스템과 같은 종자 공급사

슬의 특정 절차상의 디지털화를 확대하고, 보다 개방적인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탄력적인 종자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될 것임.

❍ (종자생산 및 공급사슬에 대한 정보의 공공 이용가능성 보장) 정부는 실시간 데이터 생

성 및 공유와 종자 공급사슬의 붕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현을 

포함하여 조정된 대응책을 취해야 함. 종자 공급사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

적인 접근방법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종자 생산 이력을 추적하

며, 국제 플랫폼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임. OECD 종자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종자 

인증 활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포함하여 품종 인증시스템의 디지털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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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개발될 예정인 동 시스템은 참여국에서 진행 중인 종자 생산을 위한 국제 데

이터 공유 플랫폼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음.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관련 없음.

5. 검토자 의견

❍ 본 보고서는 정보 공개용 보고서로써 종자산업의 일반 현황, 코로나19의 영향과 관련하

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를 제시하는 내용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없음. 

- 단, 종자 공급사슬에서 코로나19가 실제 농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추가 연구

과제로 제시해 볼 필요는 있음. 

❍ 설문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5월과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 분

석하고 있는 바, 5월과 8월 설문조사 분석대상 종자기업이 동일 기업군인지 아닌지 불

분명함. 동일 기업군에 대한 기간별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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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Overcoming evidence gaps on food systems: Proposed topics for 

deep dives (TAD/CA/APM/WP/RD(2021)6)35)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문서는 푸드시스템의 증거 격차 극복의 3번째 문서로 증거 격차를 탐색하기 위한 "심

층 분석" 주제에 대한 사무국의 현재 생각을 제시함.

- 4월 스쿠핑 문서에 의하면, 본 프로젝트는 푸드시스템 ‘3가지 과제’ 극복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설계를 위해 필요한 푸드시스템에서의 ‘데이터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공하기 위함임.

- 즉, 각 국가의 푸드시스템 관련 정책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사례, 증거 등의 불완전성

과 부족, 정책의 효과 및 정책효과 간의 관계(시너지 혹은 상쇄)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증거 격차)를 극복하고자 함. 다만, 이러한 문제가 광범위한 영역과 주체들에 걸

쳐있는 만큼 2~3개의 심화 주제를 통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자 하였음.

※ 이번 문서에서는 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데이터 격차(data gaps)’를 ‘증거 격차(evidence 

gaps)’로 수정함.

※ 푸드시스템의 ‘3가지 과제(triple challenge, OECD(2021))는 i) 식량안보와 영양을 제공

하고 ii) 농가를 포함한 식품 공급사슬 종사자 생계를 보장하며 iii)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에

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해당 사항 없음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종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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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  푸드시스템의 ‘3가지 과제’ 각각에 대응한 아래의 3개의 심화 주제 선정을 제안함.

- 이러한 심층 주제에 대한 탐색의 목적은 가능한 한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여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증거 격차의 유형과 접근방식을 설명하기 위함임.

❍  식량안보 및 영양: 식량 지원에 대한 심층 분석

- COVID-19 위기의 지속 등으로 OECD 전역에서 긴급 식량지원(food assistance)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심층 연구는 식량지원에 수반되는 정책체계뿐만 아니라 식량지원에 관련된 이슈(특

히 식량 불안의 만연)에 대한 증거 격차를 포함함.

- 정부의 역할, 비용 문제 및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잠재적 기회를 고려하여 격차를 해

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함.

❍  참여자들의 생계: 식품 시스템의 포용력에 대한 심층 분석

- 심층 연구는 구체적으로 성별의 푸드시스템에 대한 증거 격차를 다룸. 

- 푸드시스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참여도, 이의 소득 영향 및 정부 역할과 정책성과 

등을 포함함.

❍  환경 지속 가능성: 식품 공급망을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

- 식품 공급망의 각 단계(투입재 산업, 1차 생산, 가공, 운송, 소매 등)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름.

- 따라서 식품 공급망 단계에 따라 환경영향을 이해 및 평가하고 각 단계의 상대적 기여 

및 모범 사례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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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심화 연구 주제에 대한 사무국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논점은 없음.

5. 검토자 의견

❍ 첫 번째 주제는 무난한 것 같으나 2, 3번 주제는 중요도와 구체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2번 주제에서 성별 문제는 푸드시스템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산업에

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로 본 연구의 주제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공

급망 상의 다양한 단계의 종사자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농가 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

는 소득이 배분되는지, 그러한 소득 배분이 발생하는 원인(시장구조, 유통비용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임.

- 3번 주제는 식품의 종류(곡물, 채소, 축산물, 가공품)에 따라 공급망이 매우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품목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축산물의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축산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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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09.09.

Item 1. Secretariat’s presentation

Item 2. Floor open for discussion: General feedback from delegations

Item 3. Discussion on the first deep dive theme: Food assistance

Item 4. Discussion on the second deep dive theme: Environmental impacts along with food supply chain

Item 5. Discussion on the third deep dive theme: Gender and food systems

Item 6. Wrap up by the Secretariat

7. OECD 농업정책시장작업반 전문가 비공식 토론회의 결과

7.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7.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사무국은 APM의 정기회의 보충을 위하여 푸드시스템 정보격차 심층 연구라는 주제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음. 푸드시스템 삼중 도전과제에 따라 식량 지원, 환경적 영향, 

성별이라는 세 가지 틀을 세워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음.

❍ 정보격차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삼중 도전과제 분석틀에 따라 식량 지원, 환경

적 영향, 성별 세 가지에 집중한 것이 연구 진행을 용이하게 하였음. 정보격차 해결이 푸

드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본 연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국내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



296   ❙

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Draft agenda: 84th Session TAD/CA/APM/WP/A(2021)4

Item 2. Draft summary record: ad hoc Session TAD/CA/APM/WP/M(2021)3

Item 3. Proposal for the report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2”

TAD/CA/APM/WP(2021)20

Item 4. Plans for the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2-2031 TAD/CA/APM/WP(2021)22

Item 5. Potential impact of dietary changes on the triple challenge facing 
food systems: Three stylised scenarios. 

TAD/CA/APM/WP(2021)16/REV1

Item 6. Policies to manage risks and build resilience  

Item 6.a. Policies for fostering preparedness for long term trends and 
risks in agriculture

TAD/CA/APM/WP(2021)23

Item 6.b. Building system-wide resilience in agriculture and food: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water and 
agricultural risk policies - Scoping paper 

TAD/CA/APM/WP(2021)24

Item 6.c.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agriculture, food systems and 
vector-borne and zoonotic diseases” background paper by Kris Murray, 
ICL London. 

TAD/CA/APM/WP(2021)25

Item 7. Alignin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change 

 

Item 7.a. Draft synthesis report on Alignin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change 

TAD/CA/APM/WP(2021)26

Item 7.b. Draft Outline for a common policy guide for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TAD/CA/APM/WP(2021)27

Item 8. Emerging policy issues from the digitalisation of agriculture  

Item 8.a. The digitalisation of agriculture: a literature review and 
emerging policy issues 

TAD/CA/APM/WP(2021)28

Item 8.b. Selected policy issues on agriculture digitalisation: progress 
report

TAD/CA/APM/WP(2021)29

Item 9. Activity update Briefing note

Item 10. Other business  

Item 10.a. List of actions and decisions Oral Report

8. OECD 제84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결과

8.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297

8.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차기 M&E 보고서에 기후변화 및 코로나

19 대응 정책을 담는 것에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국가 간의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자지원추정치(PSE)의 분석 틀이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정책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농업전망) 년 농업전망에는 시나리오 상의 불확실성을 추가하여 분석하고, 아시아·태

평양 지역 분리 등의 변화를 예고. 회원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기후변화, 코로나

19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품목시장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하

는 것을 지지하였음.

❍ (디지털화) 각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 기술·장비의 현황, 디지털화

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설명하였고, 회원국은 디지털 관련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디지털 격차와 정부 규제 등의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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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ECD 제84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9.1. Proposal for the report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2”(TAD/CA/APM/WP(2021)20)36)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보고서의 주요 목표는 관련 농업 정책 정보 및 관련 지원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사용

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정책 분석의 범위를 OECD를 넘어 핵심 주체인 국가로 

확장하는 것임. 

❍ 이전 2021년 버전은 2020년 이후 농업 시장과 정책에 영향을 미친 COVID-19 대유행

과 2021년 9월에 개최된 UN 식품 시스템 정상회의 이전 및 지원 논의의 맥락에서 제작

됨. 2022년 판은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될 것임. 

- 특히, 2022년 버전은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초점을 둠. 동시에 COVID-19 대유행

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특정 지원을 PSE, CSE 및 GSSE 지원 지표 시스템으로 주류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OECD 2022년 M&E 보고서 계획 제안서임으로 특별한 분석 방법이 사용

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서술됨.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범석 연구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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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농업 지원의 역할에 초점

❍ 농업 분야에서의 국가별 기후변화를 위한 완화 정책발전에 초점

- 2022년 M&E 보고서는 전 세계 및 지역 온실 가스(GHG) 배출에서 농업의 역할을 살

펴보고, 농업 정책 개혁이 농업 온실 가스 배출을 완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

는지 고려하여 2015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을 제안함. 

- 2021년 보고서의 식품 시스템에 집중된 내용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도, 2022년 

11월로 예정된 이집트 COP 27과 차기 OECD 농업장관회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

고자 미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나. 농업 지원에서 코로나19 정책 대응 주류화

❍ COVID-19 대유행과 관련된 농업 지원 지출의 변화

- 이 장에서는 COVID-19 대유행과 관련된 농업 지원 지출의 변화에   대해 자본이 제

공한 정보를 활용하고, 가능한 한 새로운 조치가 농업 생산자 또는 해당 부문 전체에 

추가 이전을 발생시킨 곳을 강조할 것임.

- 2021년 보고서에 제시된 심층 토론을 반복하지 않고 식량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 농업 지원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함.

다. 2022년 보고서의 범위 및 구조

❍ 2022년 보고서는 38개 OECD 회원국, 5개 비 OECD EU 회원국 및 11개 비회원 신흥 

경제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 단일 EU 장에서는 EU 공동 농업 정책(CAP)과 EU 회원국의 국가 정책이 설명될 것임. 

또한, 영국의 정책 개발은 별도의 국가별 장에서 다루며, 가능한 경우 EU의 공동 농업 

정책 2014-2020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이 국가에 대한 국가별 지원 추정치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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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임.

- 전체 요약

- 1장: 농업이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서술

- 2장: COVID-19 대유행과 관련된 정책 및 농업 부문에 대한 관련 지원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최근 정책 개발을 요약하고 평가

- 국가별 챕터(Country chapters): 농업 GHG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 진

행중인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여 시행되는 추가 정책 및 기타 농업 정책 개발

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국가별 자료가 포함될 것임. 

- 통계부록

❍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고서에 포함된 OECD 국가 및 비회원국에 대한 대부분의 

PSE/CSE/GSSE 데이터베이스 통계 정보는 온라인으로 게시됨. 

- “국가 비교(CYC)" 모듈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는 2022년 M&E 보고서 발행 시점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임.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본 보고서는 2022년 M&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안서임. 2021은 세계 식량시스템의 

트리플챌린지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면, 2022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별, 지

역별 완화 정책발전에 초점을 둠. 또한, COVID-19 대유행과 관련된 농업 지원 지출의 

변화에도 집중하여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임. 

❍ 발언 제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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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Plans for the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2-2031 

2022”(TAD/CA/APM/WP(2021)22)37)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OECD 사무국은 아웃리치 및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Outlook 주기에 대한 업데이

트를 제공하고 2022년 보고서에 대한 제안의 개요를 설명함. 또한 Aglink-Cosimo의 

모델 개발 및 관련 시나리오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농업 전망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한 분석 자료 및 방법이 없음.

3. 연구 내용

가. 농업전망 - Process

❍ 제17차 OECD-FAO 농업 전망 공동판은 주요 농산물, 바이오 연료 및 어류에 대한 중

기(10년) 시장 전망과 6개 FAO 지역을 다루는 지역 개요 및 추가 제품에 대한 새로운 

장을 제공함. 

❍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4월 1일 GCM(상품 시장 그룹)이 가상으로 개최됨. GCM 

회의는 주요 메시지에 대한 토론에 집중하기 위해 3시간으로 압축되었음. 또한 대표단

은 사용 가능한 자료에 대해 서면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최종 기준선 및 

Outlook 출판물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범석 연구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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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전망 - Content

❍ 농업 및 식품 부문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 비해 글로벌 COVID-19 대유행에 직면하여 

높은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소득 손실과 소비자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복합 효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짐.

- COVID-19 충격으로 인한 초기 경제 위축 이후 Outlook 전망에서는 2021년부터 

광범위한 경제 회복을 가정함.

❍ 전 세계 COVID-19 대유행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기상 조건이나 정책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Agricultural Outlook 2021-30은 향후 10년 동안 식품 및 농산물 

시장의 주요 동향을 제시함.

- 많은 면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0 의제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려면 모든 수준에서 공동의 조치와 추가 개선이 필요하며 농업 부문

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다. 농업전망 - Communication

❍ Mathias Corrmann(OECD 사무총장)과 Donyu QU Donyu(FAO 사무총장)는 2020

년 7월 5일 가상 행사에서 OECD-FAO 농업 전망 2021-2030을 발표함.

- 이 행사는 웹으로 스트리밍되었으며 www.agri-outlook.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전망 및 해당 보도 자료는 Reuters, AFP, Bloomberg, 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The Irish Times, dpa, Lusa(브라질 통신사), 

ANSA, EFE 등을 포함한 언론 및 전문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짐.

- 기타 Communication 사항은 OECD ilibrary에서 다운로드 수, 향후 하드카피 및 

소프트카피 활용 관련 내용만 언급함.

라. Aglink-Cosimo 모형의 투자

❍ Outlook의 생성 및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서는 잘 수행되는 모델이 필수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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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Aglink-Cosimo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함. GAMS로의 전환은 이

제 OECD에서 완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FAO 사무국은 참조 모델의 번역된 TROLL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 FAO는 OECD에 어류 모듈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제공했

으며 어류 모듈 통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이 모형에 지속적인 투자와 모형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함.

라. 전망 기초선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

❍ Aglink-Cosimo 모델은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조사하는 데 사용됨. 사무국은 대안적 

충격 및 정책 설정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기준선을 중심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계속 수

행할 것이지만 광범위한 추세는 시나리오 분석을 더 넓은 프로젝트의 일부로 포함함. 

- 식품 시스템 시나리오에 대한 작업은 이 APM의 항목 5에 따른 분류 해제를 위한 것

이며 농산물 시장 및 지속 가능성 지표에 대한 보다 건강한 식단의 영향을 평가함.

- 사무국 자체 분석 외에도 Aglink-Cosimo 모델은 여러 협력자와 FAO 사무국에서 

사용함. 일부 시나리오 분석은 공식 정부용으로 수행되어 공개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공개 보고서로 제공되며 농업 전망 웹사이트의 "관련 작업" 페이지에 링크가 제공됨.

마. 농업 전망의 세부 계획

❍ 개요 장에서는 본문의 불확실성 포함을 강화할 예정임.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Aglink-Cosimo를 사용하여 시나리오와 함께 적어도 하나의 불확실성(예: 식단 변경 

또는 생산성 증가)을 설명할 계획임.

- 다음 버전에는 6개 FAO 지역에 대한 지역 개요와 짧은 텍스트(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분리될 예정), 그림 및 요약표, 웹 기반 보기 도구가 포함되며 www.agri- 

Outlook.org 웹사이트. 목표는 간결한 방식으로 글로벌 농업 전망과 동시에 맞춤형 

지역 및 국가별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 추가 상품(예: 뿌리 및 괴경, 콩류)은 매년 기준 작업에 포함되고 기타 농산물은 위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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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에 투영될 예정임.

❍ 상품 시장에 대한 그룹의 초점은 주요 스토리라인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해짐.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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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Potential impact of dietary changes on the triple challenge facing food 

systems: Three stylised scenarios. 

(TAD/CA/APM/WP(2021)16/REV1)38)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연구는 Aglink-Cosimo 모형을 활용하여 WHO 영양 섭취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 가지 시

나리오의 식이변화(설탕 소비 감소, 지방 소비 감소, 두 가지 소비 감소)가 삼중 과제(식량안보 

및 영양, 농가생계,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가짐. 

- 본 원고는 글로벌식품시스템 성과, 과제 및 목적(식품과 보건)에 관한 농업위원회의 

2019-20년 PWB의 EOR 3.2.2.2.1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되었음.

❍ 본 보고서는 2021년 11월 24-26일에 열리는 제84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 세션

의 5번째 아이템에서 “Declassification”을 위해 발표될 예정임.

- 2019년 APM의 식품과 보건 관련 Scoping paper(TAD/CA/APM/WP(2019)3)의 

두 번째 결과물로 제출됨.

- 2021년 7월의 임시(ad hoc) 세션에서 첫 번째 버전(TAD/CA/APM/WP(2021)16)

에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수정한 버전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통계조사

- 삼중 과제에 대한 지표 도출

- 경제적 영향평가(AGLINK-COSIMO)

38) 제주대학교 조성주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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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R Average Dietary Energy Requirement (kcal/person/day)
ASF African Swine Fever
BMI Body mass index (kg/m2).
CV Coefficient of variation parameter
DEC Dietary Energy Consumption (kcal/person/day)
DEI Dietary Energy Intake (kcal/person/day)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SIs Food Security Indicators
GHGs Greenhouse gases
HFCS High-fructose corn syrup
Kcal Kilocalories
LULUCF Emission associated with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sector
MDER Minimum Dietary Energy Requirement threshold to become undernourished 

(kcal/person/day)
MtCO2-eq Million tonnes CO2-equivalent
POOV Prevalence of Overweight (%)
POOB Prevalence of Obesity (%)
POU Prevalence of Undernourished (%)
SD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K Skewness parameter
XDER_OB Maximum Dietary Energy Requirement threshold to become obese (kcal/person/day)
XDER_OV Maximum Dietary Energy Requirement threshold to become overweight (kcal/person/day)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 분석 자료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농업전망 데이터) 

- AGLINK-COSIMO 모형 데이터

- FAO Food Security Indicators 및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영양결핍

과 영양과잉 지표 계산을 위한 과거 추세 데이터

3. 연구 내용

<표> 약어 및 두문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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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개

❍ 지난 50년간 식품 소비 패턴이 보다 자원집약적이고 칼로리가 높은 형태로 변화하였음

(동물성 식품과 가공 식품). 

- 이러한 칼로리 가용성 증가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많

은 국가(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칼로리 가용성이 정체되어 있음. 

- 소득 증가와 식품 접근성 증가를 반영하지만 삼중 과제(식량 안보 및 영양, 식량공급

망 관련자의 생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또한 제기하고 있음.

❍ 식생활 패턴 변화는 영양결핍과 영양과잉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는 광범위한 건강적 문

제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그리고 추가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가져왔음. 

❍ UN SDG와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건강한 식단과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

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식이 지침에 더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은 농업과 

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삼중 과제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본 보고서는 식품 안보 및 영양, 생계, 환경적 지속가능성(농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이라는 삼중 과제의 지표에 대한 식이 변화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초기적인 정량적 평가

를 제공함.

- 세계보건기구(WHO) 지침: 유리당(free sugar; 설탕과 식품첨가당 포함) 섭취는 총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 지방 섭취는 칼로리의 30% 이하

❍ OECD-FAO의 Aglink-Cosimo 모형

- 글로벌 축차동태부분균형모형(recursive-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 해당 모형은 거시경제 변수와 비농업 부문은 외생적으로 포함하고, 농업 시장이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피드백 효과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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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곡물, 유지작물 및 관련 품목, 당류, 육류, 유제품, 바이오디젤, 에탄올, 면화, 콩

류, 서류 등

- 국가: 14개의 모듈[OECD 10개국(호주, 캐나다, EU, 노르웨이,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 비OECD 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러시아)]; 

42개의 내생적 모듈[OECD 3개국(칠레, 이스라엘, 터키), 27개국, 12개 지역]

나. 베이스라인과 삼중 과제의 지표

❍ 베이스라인 구성은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에 쓰인 가정과 

방법을 따르며, 1년 연장하여 2030년을 기준으로 함.

❍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질가격은 연간 2.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Fig. 2.1). 

육류 가격은 현재 가격이 높으므로 더욱 강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1세기에 들어 10~15년 동안 농산물 수요가 크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

한 수요의 증가세는 전망 기간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Fig. 2.2). 

- 선진국의 식량 수요 침체 / 바이오연료 원료 수요 증가, 중국과 다른 신흥국의 육류 

수요 및 동물 사료 수요 증가

❍ 일인당 식품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신선유제품과 식물성 기름을 제외하고 식품 수요 증가율은 지난 10년간에 비해 상당

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농업생산 확대는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카리브해 등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예정임. 농업 토지 이용은 일정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 확대는 생산성 증가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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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북미와 중남미는 농산물 수출 대국이며, 아프리카와 중국은 수입 대국임. 전망 기

간동안 중남미 순수출 증가, 아프리카 순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농산물 수요의 전반적인 

둔화에 따라 농업 교역은 더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삼중 과제에 대한 지표] 2020년과 2030년 사이의 증가율로 비교

- (1) 식량안보 및 영양(Food security and nutrition): 일인당 칼로리 섭취, 일인당 

단백질 섭취, 식품지출지수, 영양결핍(영양결핍 비율; PoU), 영양과다(과체중 비율 

PoOV, 비만 비율 PoOB)

- (2) 생계(Livelihoods): 농업 수입(글로벌 농업 수입 변화 지수)

- (3)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농업부문 직접 온실가스

(GHG) 배출, 토지이용변화

- 한계: 데이터 격차로 인해 식품 시스템의 부분적인 관점만을 제공함. 식품 쓰레기 추

정치나 영양소 전환 계수 등에 대한 방법론적 기반이나 취약할 수 있으며, 소비 추정

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삼중 과제 지표는 전체적인 글로벌 추세를 포착하고 

일부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를 파악하기 위한 다차원 접근의 정량적 도구를 제공함.

Table 2.1. 삼중 과제의 지표(p. 11)

자료: TAD/CA/APM/WP(2021)16

❍ [식량안보 및 영양] 베이스라인 결과(2020년 대비)

- 일인당 칼로리 섭취와 단백질 섭취 증가: 전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칼로리는 3% 증

가, 단백질은 2% 증가 예상; 중국(+4.5% 칼로리, +4.7% 단백질)과 인도(+7.2% 칼로

리, +6.8% 단백질)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Fig. 2.3)



310   ❙

- 실질가격 하락과 소비자 지출 증가: 실질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공·수송·유통 비용 감

소와 소득 증가로 인한 고가 식품 전환 효과로 인해 18% 식품 지출 지수 증가(Fig. 2.5)

- 추세를 바탕으로 한 영양결핍 인구 감소: 2020년 전체 인구의 10%(7억 9,100만)에

서 2030년 9%(7억 8,700만)로 감소(Fig. 2.6)

- 과체중·비만 인구 증가: 2020년 27억 인구 과체중(9.5억 인구 비만)에서 2030년 37

억 인구 과체중(14억 인구 비만)으로 36% 증가; 전체 인구 중 과체중 비율은 35%에

서 43%로, 비만 비율은 12%에서 17%로 증가(Fig. 2.6)

❍ [생계] 베이스라인 결과(2020년 대비)(Fig. 2.7)

- 수입(판매수입과 보조금의 합)을 지표로 활용: 국제비교 가능한 순수익 도출을 위한 

데이터 부족

- 실질가격 대체로 감소[곡물(밀 -7%, 옥수수 –4%, 쌀 –11%), 육류(가금류 –6%, 돼지

고기 –13%, 소고기 –17%)]; 실질가격 유지[대두 +2%, 식물성 기름 +3%, 전지분유 

+2%]; 실질가격 증가[원당 +5%]

- 생산의 지속적 증가로 실질가격 하락 상쇄: 옥수수 +15%, 쌀 +15%, 밀 +15%, 가금

류 +13%, 소고기 +8%, 돼지고기 +14%, 우유 +17%

- 글로벌 농업 수입은 4% 감소 예상: 실질환율의 영향일 수 있음.

❍ [환경적 지속가능성] 베이스라인 결과(2020년 대비)

- 농업부문의 직접적 GHG 배출(전체 GHG 배출의 약 12%)만을 분석함. 즉,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간접적 GHG 배출은 고려하지 않음.

- 농업 직접 배출량 5% 증가: 지난 10년간 농업 직접 배출량이 5% 증가하였으므로, 향

후 10년간 정책과 기술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5% 증가가 예상됨(267 MtCO2-eq 

증가)(Fig. 2.9).

- 가축 관련 배출이 농업 GHG 배출의 80%를 이루고 있고, 배출집약적 생산시스템과 

높은 생산량 증가로 신흥 및 저소득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Fig.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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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농업 토지이용은 향후 10년간 안정세(-0.2%) 유지: 토지이용 부문은 GHG 

외에 생물다양성 감소 및 토양 침식 증가와 같은 기타 환경적 문제와 관련됨(농업토

지 –0.2%, 작물토지 0%, 목초지 –0.3%, 산림 –0.9%, 기타 –2.8%)(Table 2.3).

Figure 2.1. 농축산물 실질가격의 연평균 변화율(2021~2029년)

자료: TAD/CA/APM/WP(2021)16

Figure 2.2. 주요 품목군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TAD/CA/APM/WP(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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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베이스라인에서의 일인당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 변화(p. 14)

자료: TAD/CA/APM/WP(2021)16

Figure 2.5. 베이스라인에서의 농업 수익과 소비자 지출의 변화(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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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베이스라인에서의 영양결핍과 과체중 인구 변화(p. 19)

자료: TAD/CA/APM/WP(2021)16

Figure 2.7. 베이스라인에서의 농축산물 실질가격 변화(p. 20)

자료: TAD/CA/APM/WP(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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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국제 평균 품목별 배출집중도(2020)(p. 21)

자료: TAD/CA/APM/WP(2021)16

Figure 2.9. 농업으로 인한 직접 온실가스 총배출량(p. 22)

자료: TAD/CA/APM/WP(2021)16

Table 2.3. 베이스라인에서의 농업 토지이용 변화(백만 ha)(p. 22)

자료: TAD/CA/APM/WP(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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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리오 설명

❍ 첫 번째 시나리오는 WHO 권고에 따라 유리당(free sugar; 설탕과 식품첨가당을 모두 

포함)의 소비를 적절한 칼로리 섭취의 최대 10%까지 감소시키는 영향을 평가함.

- 설탕과 액상과당(HFCS)의 칼로리가 평균 일간 에너지 요구량(ADER)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한국 포함)에서는 시나리오가 소비 감소를 구현하여 ADER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춤.

- 이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는 국가는 세계 인구의 37%를 차지함.

❍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방이 적절한 칼로리 섭취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WHO 권고에 따라 식이요법을 도입할 때의 효과를 평가함.

- 지방 소비량이 평균 일간 에너지 요구량(ADER)의 30% 이상인 국가(한국 포함)에서

는, 각 식품의 칼로리 점유율에 비례하여 소비 감소를 구현함. 해당 품목은 상대적으

로 지방 함량이 높고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소비되는 버터, 식물성 오일, 소고기 및 송

아지, 가금류, 돼지고기, 양고기, 계란, 신선 유제품 및 치즈임. 이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는 국가는 세계 인구의 48%를 차지함.

❍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설탕과 지방 감소 시나리오의 조합임.

라. 결과(시나리오 1: 설탕 감소)

❍ 설탕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베이스라인 대비 설탕의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은 8% 

감소하고, 액상과당(high-fluctose corn syrup; HFCS)의 칼로리 섭취량은 19% 감소

(비례적으로 더 작은 시장 점유율)함.

- 이러한 복합적인 감소는 탄수화물 섭취를 전반적으로 1.2% 감소시킴. 

- 설탕 생산량은 베이스라인에 비해 8% 하락한 반면, 설탕의 실질가격은 18% 하락함.

❍ 다른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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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CS 소비 감소로 옥수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생산량은 0.2%, 가격은 1% 감소함. 

- 설탕과 HFCS의 낮은 수요는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다른 작물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함. 

- 비당류 생산 지역의 경우, 시나리오 결과는 여러 농작물의 생산량을 약간 낮추고 가

격을 약간 낮추며, 사료 시장의 영향을 통해 동물성 제품의 가격을 낮춤.

❍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이 0.8% 감소함. 

- 비교적 작은 영향이지만, 소비된 설탕의 감소는 주로 고소득 국가들에서 전반적인 칼

로리 섭취에 영향을 미침. 

- 이 시나리오에서 비만은 세계적으로 10%(1억3천900만 명) 감소하고 과체중은 

3%(1억1천600만 명) 감소함. 

- OECD 국가에서의 감소가 전체 감소의 60%를 차지함.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설탕 시장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식품 지출과 

농업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각각 –2%와 -1%). 전 세계 토지 이용(-0.1%)과 농

업으로부터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Figure 4.1. 삼중 과제 지표의 국제적 변화: 설탕 시나리오(p. 26)

자료: TAD/CA/APM/WP(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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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베이스라인(2030)에서의 식이섭취 원천 및 설탕 시나리오 칼로리 순변화(p. 27)

자료: TAD/CA/APM/WP(2021)16

마. 결과(시나리오 2: 지방 감소)

❍ 지방 감소 시나리오의 효과는 설탕 감소 시나리오에서보다 더욱 뚜렷함. 

- 글로벌 수준에서 지방으로부터의 칼로리 섭취는 베이스라인에 비해 11% 감소하여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3.8% 감소함. 

- 동물성 제품은 지방과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전세계 단백질 섭취 또한 

베이스라인에 비해 5% 감소함.

❍ 이 시나리오는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 가금류(-17%), 쇠고기(-18%)과 돼지고기 (-19%) 생산의 감소와 함께 전 세계 동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 

- 유제품 중 우유 생산량은 6%, 치즈 생산량은 32% 감소함. 또한 전 세계 버터 및 식물

성 기름 생산량도 각각 7%와 6%씩 감소함.

❍ 지방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품목 가격도 하락함. 

- 소고기 (-63%), 돼지고기 (-62%), 가금류 (-43%), 식물성 기름 (-33%), 치즈 

(-53%), 그리고 버터 (-72%)는 실질 가격이 크게 하락함. 

- 설탕 가격은 12%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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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동물성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는 동물 사료 수요를 감소시킴. 

- 이로 인해 옥수수(-8%)와 대두(-9%)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질가격도 크게 하락함

(옥수수 -45%, 대두 –40%). 

- 최종 결과는 베이스라인에 비해 세계 농업 수입이 29% 감소함.

❍ 지방의 칼로리 섭취는 감소했지만,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의 세계 무역은 증가함. 

- 이러한 제품의 소비가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생산과 수출도 높은 경우가 많음. 이

러한 수출국들의 국내소비가 하락하면서 해외 시장에 더 낮은 가격에 수출할 유인이 

생김. 

- 1인당 지방소비가 낮은 다른 지역은 이런 낮은 수입물가로 인해 지방으로부터 칼로

리 섭취를 확대함. 

- 따라서 전지구적으로는 칼로리 및 단백질 섭취가 감소하지만, 일부 지역(예: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는 약간의 지역적 섭취 증가가 있음. 

- 세계 무역 흐름은 육류(가금류 +28%, 돼지고기 +67%, 쇠고기 +35%)와 일부 유제품

(치즈 +83%, 버터 +125%)에서 증가함.

❍ 이 시나리오에서 전지구적인 칼로리 섭취 감소는 전세계 인구의 41%(5억7100만 명)의 

비만과 24%(8억8200만 명)의 과체중을 감소시킴. 

- 반면,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여 식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 세계 식품 지출이 

33% 감소하여 영양결핍이 2%(1,800만 명) 감소함.

❍ 농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베이스라인에 비해 농업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10%)

이 감소함. 

- 순효과는 베이스라인 하의 5% 증가 예상에 비해 10년 동안 5%의 직접 배출 감소임. 

- 베이스라인에 비해 지방 감소 시나리오는 직접 배출을 약 530 MtCO2eq만큼 감소시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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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가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0.5%) 작물 토지 이용은 감소함.

Figure 4.3. 삼중 과제 지표의 국제적 변화: 지방 시나리오(p. 28)

자료: TAD/CA/APM/WP(2021)16

Figure 4.4. 베이스라인(2030)에서의 식이섭취 원천 및 지방 시나리오 칼로리 순변화(p. 28)

자료: TAD/CA/APM/WP(2021)16

바. 결과(시나리오 3: 설탕과 지방 감소)

❍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칼로리 섭취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전 두 시나리오의 결과를 합한 

것임. 

- 설탕으로 소비되는 1인당 칼로리는 8%, 액상과당(HFCS)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16%, 지방은 11%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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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과 지방의 소비 감소로 전 세계 칼로리 섭취량은 4.6%, 단백질 섭취량은 5.1%, 탄

수화물 섭취량은 1.7% 감소함. 

-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과체중이 기준값보다 각각 46%(6억3800만 명)와 28%(10억 

명) 감소함. 

- 반면, 아프리카와 인도는 이 시나리오 하에서 낮은 가격의 혜택으로 인해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확대됨(아프리카 1% 과체중, 0% 비만 증가; 인도 5% 과체중, 9% 비만 

증가). 그러나 두 지역의 영양결핍은 각각 3%와 5% 감소함.

❍ 시장 영향도 첫 번째 및 두 번째 시나리오의 영향을 반영함. 

- 설탕의 실질가격은 28% 하락하고 가금류(-44%), 돼지고기(-62%), 쇠고기(-63%), 

버터(-73%), 치즈(-53%) 등의 가격도 크게 하락함. 

- 그 결과, 베이스라인에 비해 식품 지출 지수(-35%)와 생산자 수입(-30%)이 크게 감

소함. 

-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도 개별 감소 시나리오들보다 약간 더 감소함(-532 

MtCO2eq). 

- 전지구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미미함(-0.5%).

❍ 비록 양식화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지만 결과들은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의 존재를 강

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시나리오 결과는 세계의 일부 극빈 지역(즉, 아프리카와 인도)의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 증가를 보여줌. 이러한 지역은 낮은 식품 가격의 혜택으로 인해 소비를 

증가시킴.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높은 칼로리 섭취는 영양결핍을 감소시키지만 영양

과잉 또한 증가시킴. 

-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나리오는 칼로리 잉여 국가로부터 칼로리 결손 국가로의 무역

이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영양 섭취에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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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삼중 과제 지표의 국제적 변화: 설탕+지방 시나리오(p. 29)

자료: TAD/CA/APM/WP(2021)16

Figure 4.6. 베이스라인(2030)에서의 식이섭취 원천 및 설탕+지방 시나리오 칼로리 순변화(p. 30)

자료: TAD/CA/APM/WP(2021)16

사. 결론

❍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세 가지 스타일의 시나리오는 전 세계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이 직

면한 삼중 당면 과제, 즉 식량 안보 및 영양, 생계 및 기후 변화에 각각 영향을 미침. 

- 그 결과는 식이 변화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주요 영양소의 소비를 유지하면서 영양 

과잉과 영양 부족의 만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단, 이러한 효과는 방향과 정도가 다름(부속서 B 및 부속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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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비 감소는 특히 식물성 기름과 축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설탕 소비 감소보

다 삼중 과제의 모든 지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침. 

- 이러한 결과는 주로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식단 내에서 식물성 기름과 가축 부문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 또한 베이스라인에서 현재 설탕 소비 수준은 지방 소비 수준보다 WHO 권고 사항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지방 시나리오에서보다 설탕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조정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작음.

❍ 세 가지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범위와 방향으로 삼중 과제의 차원에 영향을 미침. 

- 지방 감소와 관련된 시나리오는 온실 가스 배출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환경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소고기와 유제품과 같이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제품은 탄

소 집약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농업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음. 

- 토지 이용의 변화는 작지만, 농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토지의 감소에 기여함. 

- 식량안보와 영양 수준은 설탕과 지방의 소비를 줄이는 식단으로 인해 향상됨. 식이 

변화로 인한 식품 가격 하락은 영양 부족의 감소를 유도하고 설탕과 지방 섭취를 낮추

면서 영양 과잉을 감소시킴. 

-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식품 가격과 세계 생산이 하락하여 농가 생계 차원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식이 변화의 영향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크게 다름. 국가 및 상품별로 보다 세분화된 접

근방식을 사용하면 특정 조치가 필요한 개별적 조정 비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삼중 과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활용하면 농업 생계에 미치는 소득 영향이나 

여기서 검토하지 않은 바이오 연료 분야 등에서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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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에서 양식화된 시나리오의 시사점은 삼중 과제의 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

책 개입 또는 기타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

져올 수도 있다는 것임.

❍ 삼중 과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들이 존재하며, 향상된 정책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분석 결과는 식이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설계 시 잠

재적인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서로 상충되는 

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해 분

석적 요구사항은 증가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임.

-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식품 가격과 환경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부족은 현

재의 식이 지속가능성 수준이 과소추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영양기반

의 지표들과 문화적 수용성 등은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핵심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데이터 격차는 삼중 과제의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책 개입의 적정 수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각각의 양식화된 시나리오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고, 식품 공급, 수요, 무역, 환경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소비자들의 식습관은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10년에 걸친 변화는 하나의 예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미래의 모형 개발은 더 긴 예측 기간과 등칼로리 보상 매커니즘을 포함하고 생

산구조의 상세한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즉, 이 보고서에서 개발된 삼중 과제 지표는 식이 변화를 다루는 향후 연구에서 식품 

시스템의 차원 간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할 때 도움이 될 것임.

❍ 분석 결과는 농업,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이로운 일관성 있는 혼합 정책 개발을 위해 식품 

정책이 건강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함. 

- 건강한 식단을 촉진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설계된다면 소비되는 식품의 수준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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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꿈으로써 영양 부족과 영양 과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농지 

사용을 줄이면서 농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 트레이드오프를 완화하고 삼중 과제의 다양한 차원에 걸쳐 가치 있는 시너지를 자극

하기 위해 정책 수단 패키지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없음

5. 검토자 의견

❍ 분석 방법의 적절성

- OECD-FAO의 농업전망에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모형인 Aglink-Cosimo를 확장

하고 다차원에 걸친 지표들을 개발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것은 적절하

다고 판단됨.

❍ 보고서 논리 전개

- 본보고서는 베이스라인과 삼중 과제에 대한 지표들을 정의하고, 각 지표들의 베이스

라인을 서술한 후, 시나리오에 따른 정량적 결과 차이를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음. 

- 보고서의 첫 번째 버전과 분석 결과는 동일하지만, 분석의 한계점을 명확히 제시하

고, 결과에 대한 서술을 보완하고, 방법론을 부속서로 이동시켜 전반적으로 가독성과 

전달력이 향상되었음.

- 다만, 시나리오 결과에서 실질가격과 생산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결과 표나 그림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부속서 등에 추가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

할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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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내용의 활용도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한다면 국제기준에 따른 설탕과 지방 

소비 감소가 삼중 도전과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각국의 관련 식품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저자가 서술한 것처럼 식이 패턴의 변화기간에 비해 비교적 분석 기간이 짧

고, 데이터 격차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결과의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

에는 주의가 필요함.

- 전세계가 동시에 정책을 도입하는 시나리오인만큼 국가 중 일부만 정책을 도입할 경

우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

- 농업부문에 국한된 모형의 한계로 인해 다른 외생변수(거시경제 변화, 금융시장 등)

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정책 권고의 타당성

- 본 보고서는 하나의 적절한 정책이 다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설계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권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발언 제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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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Policies to manage risks and build resilience - Policies for fostering 

preparedness for long term trends and risks in agriculture 

(TAD/CA/APM/WP(2021)23)39)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이 연구는 농업위원회  2021-2022 예산계획(PWB)에서  ‘위험 관리와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결과물로 제안되었으며, 지난 10년동안 OECD가 농업부문의 위험

관리와 회복력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자 두 번째  연구로 농업부문의 장기 위험에 대비하

는 준비성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 연구는 2021년 5월, ‘TAD/CA/APM/WP(2021)15’ 에 의한 ‘농업 회복력의 특

징’과 ‘TAD/CA/APM/WP(2021)24’의 ‘농식품 부문의 시스템에 의한 복원력 배양’

과 함께 진행되는 공동의 3개 연구 중 하나임. 

- 2021-2022 PWB의 결과물 3.2.1.3.1에 포함됨.

 

❍  이 연구는 scoping paper이며, 2021년 11월 24-26일 APM의 working paper 형태

로 발표될 예정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문헌 검토

❍ 분석 자료 

- OECD 발간 자료, FAO 발간 자료, UNFCCC 관련 자료, IPCC 관련 자료, NOAA 관

련 자료,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위험에 대한 각종 연구 논문(Environment and 

Behavior, Agriculuture and Food Security, Econolgy and Society, Review 

39) 서울대학교 김태윤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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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등) 

활용

3. 연구 내용

가.  연구배경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 농업부문은 본질적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문 중 하나임.

-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평균온도가 1도 이상 상승하였고, 지난 2011-20년 동

안은 가장 따뜻한 시기를 겪었음. 

- 인류가 만든 기후변화로 인하여 1961년 이후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크게 정체시켰으

며, 특히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음. 

- 기후변화는 축산업생산시스템과 동물 질병을 발생시키는데로 악영향을 끼쳐 왔음. 

- 한편, EU 농업부문에서는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음. 

- 물은 농업생산시스템의 중요한 요인으로 향후 국가마다 물 이용가능성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향후 농업시스템은 새로운 기후조건하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혁신, 토양관리, 수

자원 관리, 작물과 환경 등을 고려한 적합한 식품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농업정책

은 기후변화의 적응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적응과 준비를 위한 비용

- 농업부문에서는 생산자들이 이산화탄소 감축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함. 

- 이산화탄소 감축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기후변화 적응행위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세계은행(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2050년 동안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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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전세계 연간 비용이 약 30억 달러 정도 추산하였고, Adger et al.(2007)은 

2030년까지 연간 70억 달러로 추산하였음.

- 중장기적으로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제 위험을 제거하기보다

는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을 추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 각 정부는 농업생산자들에게 효과적인 농업서비스와 신용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농가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의 역할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우선 농업부문과 농촌지역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 기후변화는 복잡하게 엮어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있는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OECD에서는 국가별로 증거기반의 시스템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적응 전략과 계

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서로 의사교류를 추진해 왔음. 

- 현재까지 농업기후보험이나 선도계약 등을 통한 위험관리 체계가 작동해 왔으나 장

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관리와 복원력을 위한 정책 등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나.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부문의 장기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으

며, 이를 위해 크게 2가지 복원력을 갖추는 정책에 초점을 둠.

- 첫째는 농업부문 장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과 준비에 대한 복원력임.

-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복원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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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하는 접근방식 

❍ 이 연구는 OECD의 위험관리, 기후변화적응, 회복력 등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장

기적인 농업정책과 기후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현재의 농업정책하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준비력의 영

향력에 대한 추산

- 장기적으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준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장기적으로 기후회복력을 촉진시키고 적응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에 대

한 검토

❍ 다음의 방법론을 활용할 것임. 

- OECD의 각 국가차원, 지역차원의 농업정책 계획을 검토한 후 각 회원국의 미래 기

후변화 모델링/전망 등 파악으로 다음의 4가지 질문을 논의하고자 함. 

1. 각 국가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차원이나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2. 농업부문이나 그 이하 부문에서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농

업전망 또는 시나리오별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0-40년 동안 실제로 수행한 중요한 농업변화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새로운 작목 선택, 식물공장, 동물사육, 새로운 관개 프로그램 등임.

4. 앞(1-3)의 질문에서 제기된 분야에서 현재의 농업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계획이

나 전망 분석 등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라. 향후 계획

❍ 2021년 11월 APM 회의에서 안내와 승인을 위한 scoping paper 발표

❍ 2022년 3월 APM 회의에서 ‘장기 위험에 대비한 준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초안 

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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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6월 APM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발표

마. 의견 교류

❍ PWB하의 적응력 관련 3개 논문에 대한 정책들이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논문에 수록될 예정임.

- 이 보고서는 2022년 10월, OECD 농업장관 회의에서 농업회복력에 대한 TAD의 의

견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바. 회원국에 대한 요청

❍ 이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범위에 대한 피드백

❍ 2021년 12월 24일 이전 예정인 회의에서 앞의 질문 4가지에 대한 회원국들의 답변 요청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분석방법의 적절성

- 연구의 방향과 범위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는 

바, 분석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보고서 논리 전개

- 전반적으로 기존 연구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와 농업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농업부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므로 논리

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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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내용의 활용도

- 큰 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없음.

❍ 전문가 입장에서 정책권고의 타당성

- 농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와 더불어 각 국가별/지역별 특정한 사안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발언 제안: (있음)

- 한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과 사례 등을 파악하여 실제 한국에서 관

련 정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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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Policies to manage risks and build resilience - Building system-wide 

resilience in agriculture and food: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water and agricultural risk policies - Scoping paper 

(TAD/CA/APM/WP(2021)24)40)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는 농업 정책 및 시장에 관한 작업반의 84차 세션에서 의제 초안의 항목 6.b에 

따라 지침을 위해 제출되었음.

- 본 의제는 "위험 관리 및 복원력 구축을 위한 정책" 프로젝트에 따라 농업 위원회의 

2021-22 작업 및 예산 프로그램의 결과 3.2.1.3.1에 따라 작업 범위를 지정하기 위함임. 

- 본 프로젝트는 농업 및 식품 부문의 시스템 전반에 걸친 충격과 시스템이 충격에 어떻

게 대응했는지를 고찰하고 가치 사슬의 예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개선하거나 방해

한 정책을 살펴보았음. 

- 본 원고는 2021년 5월의 "농업 복원력 특성화"에 관한 원고(TAD/CA/APM/ 

WP(2021)15), "농업의 장기적 추세 및 위험에 대한 대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원고(TAD/CA/APM/WP(2021)23)와 함께 동일한 결과에 대한 3개의 세트 중 

하나임. 

❍ (Scoping, Proceeding, First draft, Second draft 등 보고서 단계에 대한 정보가 있

으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Scoping paper

40) 고려대학교 이상현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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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문헌조사만으로 작성되었음. 

❍ 분석 자료

- 기존 문헌만이 활용되었음. 

3. 연구 내용

가. 복잡해지는 리스크와 정책 환경

❍ 농식품 부분은 지난 수년간 다양한 리스크 및 정책 변화를 겪어왔으며, 미래에도 이러한 

충격이 가중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2007~2008년 세계 식량 가격 위기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예기치 않게 급등함. 

COVID-19 위기로 많은 국가에서 공급망에 혼란과 충격을 받음. 

- 주요 농업 및 식량 생산 지역은 집중적인 가뭄과 홍수, 심각하고 광범위한 화재, 동물 질

병 및 국경을 초월한 해충 감염을 포함한 최근 가장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영향을 받음. 

- 주요 농업 참여자의 갈등, 시장 긴장 및 중요한 정책 변화도 식품, 사료 및 투입 시장

에 영향을 미침.

- 기후 변화는 해충과 질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불안정한 물 순환과 더 극단적인 온

도 변동을 야기할 것임. 

-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으로 인해 악화되는 물 및 토지 자원 사용, 자원을 둘러싼 갈등 

증가도 위험요인임. 

❍ 이러한 위험은 생산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농업 생산 및 가치 사슬 위험

에 직면한 정부, 민간 기업 및 개인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기로 인한 



334   ❙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함.  

- 세계화, 분권화 및 아웃소싱과 같은 현대적인 공급망 트렌드는 효율성을 개선했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가치 사슬 참여자의 노출을 증가시키기도 하며, 덜 복잡하고 더 지

역화 된 공급망으로 수요와 공급의 다양화를 촉진하여 국제 가치 사슬의 복원력을 향

상시킬 수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효율성의 개선과 적시생산을 통한 비용절감은 위

험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켜왔음. 

- 가치 사슬의 여러 단계에서 집중도와 같은 구조적 특징도 복원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침. 공급업체, 가공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집중도가 높으면 질식 지점이나 병목 현상

이 발생하고 공급망이 위험에 더 취약해질 수 있음. 최근 농식품 가치 사슬의 소매 부

문에서 기업 집중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농업 및 식품 부문에서 위험에 대한 복원력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생산자는 자

연 재해에 적응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치사슬 참여자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연구 개

발에 투자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장기적인 농업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다음 위험을 대비하기에 충분한지, 농식품 가치 사슬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시장 및 정책 실패는 무엇이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 복원력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은 무엇이며 언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지,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복원력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 농식품 

부문의 가치 사슬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지, 복원력을 향상시키면서 세계화와 전문화로 

인한 효율성 향상을 활용하기 위해 농식품 가치 사슬과 시장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지, 기존 정책 및 제도로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복원력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프로젝트는  시스템 전반에 걸친 충격의 성격, 가치 사슬 관리 측면에서 수반

되는 내용, 식품 시스템 탄력성을 강화하는 가치 사슬 참가자의 기존 접근 방식의 효

율성을 평가함. 또한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의 가치 사슬 복원력과 성과를 직접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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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기후 변화 적응 및 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복원력

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탐구함. 

나. 식품시스템 복원력

❍ 복원력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사전에 준비하고 위험과 장애에 대응하여 기능, 복구 및 

변형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회복력은 계획 및 준비, 흡수, 회복 

및 적응의 4가지 핵심 역량에 따라 달라짐.  

-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여 OECD는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를 개발하였으며, 이 프레임워크는 1) 정책 입안자가 적절한 대응을 식별하고 미래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을 예측함. 2) 인프라, 디지털 거래, 조달 관리를 개선하

고 규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통해 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함. 3) 정부 

간의 조정과 민간 및 공공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한 신뢰를 구축함. 4) 다자간 협정, 투

명성 및 무역 촉진을 통한 시장 개방을 유지함이라는 4가지 핵심사항을 제안함. 

❍ 농식품 가치 사슬과 식품 시스템에서 복원력 구축함에 있어 어려운 점들이 있음.  

- 시스템은 복잡하고 종종 고도로 통합되어 있으며, 행위자와 지역 사이, 국경 안팎에

서 많은 수의 연결이 있음. 

- 통합은 다양한 행위자 간의 연결 수를 늘리고 특정 위험에 취약할 수 있는 병목 현상

을 줄임으로써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공급 집중을 유발할 수 있음. 통합은 또

한 식품 시스템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노출되는 위험의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농식품 가치 사슬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잠재적 교란에 대해 민간 부

문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또한 재고, 생산, 처

리 및 운송 인프라의 중복, 공급 및 수요 감소, 식량 생산의 국제적 특성은 국내 정책

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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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시장 상황 및 정책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며, 시스템에 대한 전체

적인 관점을 취하고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복원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범 국

가, 범 지역)에서 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다. 복원력에 관한 OECD 작업에서 프로젝트 구성

❍ 그동안의 OECD 연구는 농업 생산자 수준의 회복력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본 프로

젝트는 농식품 가치 사슬의 전반의 복원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라. 연구의 목적

❍ 기후 변화, 질병 발생 및 기타 혼란으로 인한 식품 시스템 전반의 충격이 농식품 가치 사

슬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복원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

책을 탐색하고자 함. 

마. 접근 방법과 범위

❍ 본 원고는 두 단계로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복원력의 개념에 접근하였음. 첫째, 기존 데이

터 및 문헌을 기반으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전체 충격의 영향에 대한 사실을 수

집하고 검토함. 둘째, 두 가지 농식품 가치 사슬의 예를 분석하여 이러한 가치 사슬의 구

조와 관리 접근 방식이 회복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함. 

- 농업 및 식품 부문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위험 특성화: 농업 및 식품 부문에 대한 시스

템 전반의 위험에 대한 사실을 수집함, 충격의 지속 기간 및 진폭, 위험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소되었는 지와 위기를 일으킨 주요 요인을 식별함, 지역 및 가능한 인과관

계 사슬의 측면에서 위험 요소 간의 상호 연결에 대해 논의함. 

- 공급망 분석을 사용하여 병목 현상 식별 및 복원력 구축:  잠재적 위험의 더 넓은 범위

에 대하여 전반적인 식품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식별함. 서로 다른 가치 

사슬 구조가 회복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기 위하여 가치 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의 몇 가지 예를 검토함. 또한 지역 공급망 대 국제 공급망의 복

원력에 대해서도 논의함. 기존 정책을 검토하여 시스템 전반의 충격을 관리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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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접근 조절을 통한 식품 시스템 탄력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살펴봄.  

바. 협력 향후 조치

❍ 증가하는 시스템 전반의 위험에 취약한 농식품 가치 사슬 식별.

❍ 식품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험 또는 회복력 접근 방식의 각국의 예를 제공하는 것을 포

함하여 현물 및 지적 기여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농식품 공급망의 복원력은 공급망 자체 및 환경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중요한 영

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동안의 공급망 복원력을 탐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공급망 관리 

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시스템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

해지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서 OECD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함. 

❍ 복잡한 사회, 경제 및 환경과 밀접한 농식품 공급망에서 복원력 구축의 우선 순위는 공

급망을 위험하는 요인들을 선별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며, 이와 관련하였던 기존의 정책

들을 검토하는 것임. 따라서 농식품 공급망 복원력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생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 검토가 필요하고 본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후 작업 내용 및 회

원국들에게의 요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농식품 가치사슬의 복원력은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에 중요한 요소이지

만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음. 복원력 평가 프레임워크와 가치 사슬 분석 기법이

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가치사슬 복원력에 기여하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구상 및 가치 사슬에서의 적용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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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제안

- (보고서에 대한지지) 농식품 공급망의 복원력은 공급망 자체 및 환경 변동성이 증가

함에 따라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동안의 공급망 복원력을 탐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공급망 관리 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시스템 및 사회적 측면

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서 OECD에서 본 연

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함. 농식품 공급망 복원력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를 생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문헌 검토로 다양한 위기 극복 정책 사례 발

굴이 필요하고 한국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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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Policies to manage risks and build resilience -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agriculture, food systems and vector-borne and zoonotic 

diseases” background paper by Kris Murray, ICL London. 

(TAD/CA/APM/WP(2021)25) 41)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는 2021-22 사업예산계획(PWB) 3.2.1.3.1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농업 

및 푸드시스템과 매개체 전파(Vector-borne) 감염병과 인수공통(zoonotic) 전염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배경 검토를 제공함. 

❍ 본 의제의 목적은 농업 활동과 다양한 질병 사이의 연관성에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정책 방안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각국 대표단에게 사실에 입각하여 지금까지의 오해·오인의 수정이나 추가적

인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써 제공되는 것이며, 논의를 위한 정책 자료

로써 제공되는 것이 아님. 

❍ 참고로 ‘매개체 전파 질병’이란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전염되는 기생충,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에 의해 유발되는 인간의 질병을 의미하며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전파됨. 

- 보건 및 위생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전염

성 질병으로 말라리아, 뎅기열, 주혈흡충 등과 같은 병원균과 기생충이 사람이나 동

물을 통해 전염됨. 

❍ 매개체 전파 질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은 풍토병과 신종전염병을 통한 국제적 보건 부담

의 주요 원인임. 매개체 전파 질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의 영향의 변동성(불확실성)은 대

41) 건국대학교 장재봉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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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사회적, 환경적 위험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사회경제적 발전, 인구 증가, 세계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되는 특징이 있음. 

❍ 농업은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간 활동 가운데 하나로, 복잡

한 토지이용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온실가스배출, 환경오염 등의 사회-생태학적 효과

를 통해 매개체 역할을 함. 따라서, 많은 인체 감염병들이 농산물 생산, 농업의 확장, 조

밀화, 무역 등의 농업 시스템에 영향을 받음.

 

❍ 본 의제보고서는 농업과 푸드시스템, 매개체 전파 질병, 인수공통 전염병 사이의 수많은 

연계의 개요(overview)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그러한 연계 과정에 포함된 사회-생태

학적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농업시스템의 주요 요인들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

고 있음. 

- 생태계, 용수재분배,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농업 조방화(저밀화, ex-

tensification)가 감염병의 동태성에 미치는 영향

- 비료, 살충제,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농업 집약화와 관련된 감염

- 농촌에서 도시로의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를 증가시키

는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감염병 위험

❍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가까운 시기에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노력의 일

환으로 위의 주요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본 의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영국 임페리얼 대학과 런던보건대학원의 크리스 머레이

(Kris Murray) 교수가 작성한 자문보고서를 기초로 함. 

❍ 본 의제보고서의 내용은 기존 매개체 전파 질병과 인수공통 질병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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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나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논문) 등을 인용하여 작성됨. 

3. 연구 내용

가. 매개체 전파 및 인수공통 전염병(Vector-borne and zoonotic diseases)

❍ 세계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체 감염병에는 하기도감염증(일종의 폐

렴), 장염, 결핵, AIDS, 그리고 말라리아가 포함되나, 이외에도 수많은 감염병이 세계적

으로 사망, 장애, 삶의 질 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감염병 집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매개체 전파 질병과 인수공통 감염병

으로, 둘 다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병원체가 전염되는 것임. 

- 매개체 전파 질병은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의 냉혈 또는 변온 절지동물이 주요 전염원

임. 이런 매개체들은 말라리아와 뎅기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염이 가능함.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모든 인체감염병원 약 17%가 매개체 전파 질병이며, 

매년 10억 명이 감염이 되며 1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함. 

- 인수공통 감염병은 척추동물로부터 인간에게 병원체가 전염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대부분이 포유류나 조류로부터 전염이 됨. 모든 인체 감염병의 최대 60%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인수공통 감염병은 매우 광범위하고 전염력이 강하

여 벡터매게 질병과 식인성(foodborne) 질병의 대다수가 인수공통 감염병임. 대부

분의 최근에 이슈화된 HIV, SARS, 조류독감, 메르스 등의 감염병이 대표적인 인수공

통 감염병임. 

❍ 매개체 전파 질병과 인수공통 감염병 모두 질병을 전파하는 동물이 하나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인체에 전염을 위한 다수의 매개체가 필요하며 그 전파과정이 역학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전파경로를 파악하거나 환경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대한 병원체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많은 매개체 전파 질병과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상대적으로 정책당국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대응 역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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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체 전파 질병과 인수공통 감염병의 전파에 동물들의 역할로 인해 환경적 요인들이 

감염병의 위험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동물 매개체에 접촉 이외에도 질병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공기, 물, 토양의 오염, 화학재, 농작물 재배법, 기후, 생태계 변화 등

이 포함됨.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사망률 등의 전 세계 질병부담의 23%를 차지함

(WHO). 

나. 김염병과 농업

❍ 농업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농업이 많은 감염병 위

험의 주요한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관련되고 있음. 전통적으로 1960년대 초반의 농업의 

확장기와 1960년대 이후 집약농업을 통해 세계 인구증가와 1인당 소비를 감당할 수 있

는 생산성이 증가함. 농업은 식품, 연료, 소득, 삶의 질, 개발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

양한 혜택을 창출함. 

❍ 반면, 농업의 생산, 확장, 집약과 관련한 다양한 음(-)의 외부성(externality)에는 농업

인과 소비자, 그리고 재배·사육하는 품종에 전염성과 비전염성의 질병 발생의 위험이 

포함됨. 또한, 도로, 댐, 기타 시설 등의 인프라 개발로부터의 환경오염, 산림황폐, 생물

다양성 손실, 화학재 오염, 토양소실, 온실가스배출 등이 포함됨. 

❍ 농업과 관련한 감염병은 농업 발전의 역효과 중 하나임. 세계적으로 영양측면에서의 향

상은 감염병의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1940년 이후 모든 인체 신종감

염병의 약 25%, 인수공통 감염병의 약 50%가 농업과 관련되어 있음. 

- 다수의 풍토병 유형의 매개체 전파 전염병과 인수공통 감염병이 농업 관련 기초시설, 

생산, 경작지 확장, 농업시스템의 집약화, 농산물 무역 경로 등 농업시스템의 다양한 

구성요인들과 연관됨.

- 따라서 농업과 관련된 감염병은 매우 복잡하고 농식품 생산과 소득의 손실을 피할 수 

없음(<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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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업·농촌인구의 농업과 감염병 간의 연계 

주: 농업은 먹거리와 농촌인구의 생활 환경 제공이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건강과 생계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

는 감염병의 위험을 함께 가지고 있음. 

원자료: Mphande(2016), Infectious Disease and Livelihoods. 

❍ 농업은 현대사회의 식품과 원재료 생산과 공급체인 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매개

체 전파 질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의 생겨나고 전파되는 기회를 제공함. 농업발전 초기에 

역사상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전염병들(살모넬라, 홍역, 천연두, 독감 등)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함. 이러한 질병들의 영향은 빈약한 WASH(물, 하수, 위생)와 쓰레기 처

리방법으로 인한 감염병과 결합되어 발생함. 

다. 농업과 감염병 사이의 연계 메커니즘

❍ 농업 생산과 확장: 생태계, 생물다양성, 축산, 용수

- 농업환경은 질병 전파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농업확장에 따른 농업토지 이용변화

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은 풍토병이나 신종 감염병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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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약농업 

- 단일 기간동안 농업토지 단위 당 생산성 증가를 목적으로 투입재와 기계화 사용을 의

미하는 집약농업은 지난 50~60년 동안 세계적인 농업 개발의 핵심이었음. 특히 최근

에는 지식, 노동, 토지, 자본 등의 혁신으로 농업생산 시스템에서의 효율성 증가를 통

한 농업생산성 증가를 달성함. 

- 이러한 보다 집약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생산량 변화는 매개체 전파 전염병과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을 더욱 촉진시킴. 농업집약화는 농업환경 내에서 사람과 차

량의 장거리 이동을 보다 증가시켜 병원균의 전파 위험을 더욱 높임. 

- 정밀농업이나 유기농법으로 인한  농약 사용의 저감이나 혼농임업(agroforestry)으

로 오히려 질병의 숙주나 매개체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축산업의 밀집사육

은 질병 발생과 전파가능성을 증가시킴. 

❍ 농업무역

- 1995년 이후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는 국제 농산물 무역으로, 2014년 기준 전 세

계 농산물 생산의 23% 가량이 무역거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산물의 국내·외 무역

으로 인한 병원균의 전파 가능성과 질병 매개체의 신종 유입 가능성이 크게 증가함. 

- WHO(2015)에 따르면, 매년 600백 만건의 식중독 관련 질병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42만 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 이러한 식중독 관련 질병의 대다수가 인수

공통 전염병임. 

-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질병 위험을 의미하는 무역량의 이동경로와 물량은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고소득 

국가의 수요로 연결됨. 이에 따라 지속가능상품인증전략, 생산자 또는 생물다양성 친

화적 생산농법 등의 정책 및 마케팅 전략의 기초가 되었으나, 전염병 위험에 대한 대

응 방안 마련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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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본 의제보고서는 정책권고의 개념보다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이 농

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농업환경의 변화와 전염병 발생 및 증가의 관계 등

에 대한 기초적 인식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지는 기존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review)한 내

용이 정리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은 농업과 푸드시스템, 매개체 전파 질병, 인수공통 전염병 사이의 수많은 연

계의 개요(overview)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그러한 연계 과정에 포함된 사회-생태학

적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농업시스템의 주요 요인들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생태계, 용수재분배,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농업 조방화(저밀화, ex-

tensification)가 감염병의 동태성에 미치는 영향

- 비료, 살충제,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농업 집약화와 관련된 감염

- 농촌에서 도시로의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를 증가시키

는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감염병 위험

❍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가까운 시기에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노

력의 일환으로 위의 주요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억 명 이상의 매개체 전파 감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감염병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음. 도시화,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의 변화 등과 함께 무역, 여행객에 의한 국가 간 교류의 증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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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질병의 증가와 빠른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모기, 진드기, 파리, 벼룩 등이 대표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며 특히 모기를 매개로 하는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등은 열대지역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점차 모기가 서식하는 아열

대, 온대지역에서도 확산되는 경향을 가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우리나라 가을철 대표 

질환인 쯔쯔가무시 외에도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이 포함되는데 진드기

의 서식지의 변화로 발생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해외여행과 국제무역이 증가하면서 병원균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질병매개 모기의 전국적 분포,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이러한 질병들

이 국내에서도 유행할 수 있고 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염준섭, 2017, “국내 모

기매개 질환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사협회지).  

❍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과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으로 인

명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병

을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인간, 동물, 환경을 고려해 다학제적, 초국가적 차원에서 팬데믹에 대응

해야 한다는 전 지구적 개념인 ‘원 헬스(One Health)’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우

리나라도 One-Health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포럼 운영을 정책연구과제(정책포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대응 정책 수립)로 수행한 경험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매개체 전파 감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나 인구 증가, 산림 개발, 인적 및 물적 자원

의 국제적 교류 증가 등으로 이들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양상 역시 

매우 다양화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347

❍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 보건대책이 일정 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환경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

한 연구만이 아니라 공기, 물, 토양과 같은 환경 요인의 공급 상태 및 그 변화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염병의 매개나 숙주가 되는 사람, 가축 및 동물, 그

리고 생활환경까지 고려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즉, 사람, 동물, 병원체는 물론

이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개념을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발언 제안: 우리나라에서도  매개체 전파 감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제보고서의 내용은 유익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우

리나라에서도 이들 질병의 위험성과 토착화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 관련 정부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대응 

정책 수립을 논의한 경험이 있음. 

- 매개체 전파 감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의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

니라 국제적으로 연계된 문제로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

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시적인 대응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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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Alignin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change - Draft synthesis report on Alignin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change  

(TAD/CA/APM/WP(2021)26)42)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 본 보고서는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위원회의 PWB에

서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요구한 작업의 결과물임. 

- 첫 번째 결과물은 인적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이며[TAD/CA/APM/WP(2021)19], 

- 두 번째 결과물에 해당하는 본 보고서는 농업이 직면한 조정 압력과, 농업이 농촌 경

제가 경험하고 있는 압력과의 상호 작용, 그리고 농촌 지역 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

한 광범위한 정책에서 농업 정책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다룬 종합보고서임.

❍ 목적 

- 이 보고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 양상을 살펴보고, 농업과 농촌정책

을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문헌 조사에 국한되어 있음. 농업과 농촌정책 관련 선행연구 조사, 농업 및 농촌을 둘

러싼 환경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비교함.

42)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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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자료 

- 대부분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교 및 종합이며, 현황 및 배경 파악을 위해 농업 

및 농촌 구조변화 양상, 농업부문의 GDP 파악을 위한 World Bank 데이터, 농촌인

구 거주비율 관련 OECD의 선행연구 자료, 국가별 농업성장율 파악을 위한 

USDA-ERS 자료 등을 활용함.

3. 연구 내용

❍ 농업 정책과 농촌 개발 정책은 대부분 동일한 공간 영역에 개입하므로 여타 다른 부문에 

대한 정책과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조정도 필요함. 두 정책 모두 토지 이용 

및 환경 서비스, 그리고 농촌 인구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자 함.

- 부문별 접근 방식이 아닌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OECD 국가의 농촌 개발 

정책의 초점은 지난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경쟁력 향상에서 삶의 질과 농촌 인구의 전

반적인 복지 향상으로 변해 왔음. 이에 따라 식량 안보와 야생 동물 서식지 및 천연 자

원의 보존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웰빙 측면에서의 농업 정책보다 더 넓은 범위를 대상

으로 하고 있음.

❍ 농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

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마을과 도

시의 조화로운 개발과 농업 생산을 위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사이의 상호 

작용은 농촌 개발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가.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구조적 압력

<공간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

❍ 농촌 발전 및 농업 부문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의해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예

를 들어, 1960년에는 농촌 지역에 20억 명, 도시 지역에 10억 명(농촌대비 도시인구 비

율 1/2)이었던 인구가 2020년까지 농촌 지역에 34억 명, 도시 지역에 44억 명(농촌 대

비 도시인구 비율 17/22)으로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지속적이고 중요한 인구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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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졌으며,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분의 국가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준이 더 높음.

Figure 1. Share of rural population and GDP per capita, 2017

Note: 2017 PPP USD. Data collected from 195 countries. / 
Sourc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1[9])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또한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세계 전체적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감소

하고 있음. 

- 특히 외딴 농촌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생산성과 고용은 농촌 지역에서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할수록 더 큰 영향을 받게 됨. 

따라서 노동인구 감소를 보충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은퇴한 노동자들

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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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lderly dependency ratios in remote areas in OECD countries, 2019.

Note: Based on available data for 2 147 TL3 regions / Source: 
(OECD, 2020[5]),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Used in 2020 
Rural Well-being: Geography 
https://doi.org/10.1787/888934176492

<경제 및 농업 현장의 변화  >

❍ 경제 발전 과정은 농업에 기반한 경제 구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가 지배하는 경제 구조

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는 도시화를 가속화 시키며,  글

로벌 가치 사슬의 부상과 디지털화는 농업 활동과 농촌 개발에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메

가트렌드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 전반에 걸쳐 전체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의 1인당 GDP 사이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 

-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은 농업 부가가치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GDP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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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DP per-capita and share of 

agriculture in GDP, 2017

Note: 2017 PPP USD. Data from 143 countries
Source:  World Bank (202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1[9])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
ors

Figure 6. GDP per-capita and share of 

agriculture in employment, 2017

Note: 2017 PPP USD. Data from 137 countries / Source:  
World Bank (202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1[9])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
ors

❍ 농업의 구조적 변화는 농민이 수행하는 농업 활동의 범위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연관되어 있음. 구조조정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

류할 수 있음. 1)  수확량 및 수익성 개선; 2) 농업에 진입하는 새로운 진입자; 3) 은퇴 또

는 직업 변경으로 인해 탈농하는 농민들임.

❍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장(호당 경지면적) 규모의 증가로 이어지지

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장의 평균 크기는 1960년 약 11헥타르에서 2000년에는 약 5

헥타르로 감소했음. 이러한 감소 추세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여러 OECD 국가

에서는 농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 및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에서는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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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보>

❍ 농업에서 트랙터 및 기타 형태의 기계사용은 농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증가시켰으며, 

유전학 및 식물 육종에 대한 연구도 계절에 관계없는 작물 재배, 식물 다양성 및 지속 가

능성을 촉진하고 있음. 

❍ 농작업 과정의 기술과 디지털화는 아마도 농업 부문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적 변화의 주

요 형태일 것으로 보임. 교통 및 통신 자원의 상당한 향상으로 인해 연결성이 향상되었

는데, 예를 들어 ICT는 농장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근 도시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을 통해 농장 근로자는 원격으로 작업하면서 농자재를 주문하고, 배송을 준비하고, 고객

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연락할 수 있음.

❍ COVID-19는 재택근무 및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화 및 ICT 인프라를 더욱 확

충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각인하게 만들었음. 이는 더 많은 개개인이 원격으로

도 자유롭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이주하는 과정을 잠재적으로 나마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면 생산 과정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

산성 성장이 항상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와 신흥 경제국에서 농업 총요소생산성(TFP)은 지난 15년 동안 증가하였

음. 이는 생산 과정을 간소화하고 농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농업 생산성의 미래 성

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천연 자원의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환경적 압박>

❍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압력과 함께 기술 및 산업 발전은 환경과 환경의 장기적

인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혔음. 농업 생산량 증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 목

적으로 토지 이용이 확대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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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는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농민들은 주로 농업 생산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온과 기상 조건의 변화

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하지만 생물다양성 및 물 공급 측면에서 보면, 농촌 지역이 보

유하고 있는 자원의 다양성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의 보호 조치를 통해 훼손되지 말아

야 함. 

❍ 농업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는 것은 종종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불러일으킴. 따라서 부정

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농업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이 

점점 더 많이 보급되고 개발되어야 함. 

<토지사용변화>

❍ 일부 OECD 국가는 도시화와 환경보전을 위해 농업 목적으로의 토지사용을 줄이고 있

는 반면, 일부 신흥국가의 경우 농업용으로의 토지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도시 인

근 지역에서는 농업에서 타 용도로의 용도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지는 

비농업용으로 용도가 전환되면 농업용으로 다시 용도가 전환될 수는 없는 비가역성이

라는 특징을 가짐.

나. 농업 정책과 농촌 개발 정책

❍ 농촌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은 저밀도, 시장과의 거리 격차, 집적 경제의 부족, 자재 등 

투입재 조달과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외부지역과의 필수적인 교역(거래), 인

구 밀도가 높은 지역보다 덜 다양한 경제 기반 등임. 그 결과, 농촌 지역은 경제적 충격

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음. 

❍ 농업 정책과 농촌 개발 정책은 모두 동일한 공간 영역에 개입하므로 이들 정책은 다른 

부문별 정책과의 일관성과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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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농촌 맥락에서의 농업 개발 프레임워크>

❍ 농촌개발 경로 및 정책 수단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음.

- 개발 경로는 열, 정책 도구는 행에 설명되어 있음. 

❍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많은 정책들은 비농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는 교육 및 의료, 평화 및 정치적 안정,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 선진 기관, 재산권 

및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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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Pathway
Policy instrument Help farmers become 

more competitive within 
agriculture

Diversify income sources Leave the 
sector for 

off-farm work

Safety nets for 
those unable to 

adjust
Within agriculture Outside 

agriculture

Price policy Treats symptoms of 
un-competitiveness 
rather than causes

Impedes the adjustment process

Subsidies policy Treats symptoms of 
un-competitiveness 

rather than causes

Impedes the adjustment process

Credit and 
financial services

Should focus on 
correcting markets 

failures

Indirect impacts

Investing in 
human capital

Minor effects of formal 
education for this 

generation; technical 
training more 

appropriate for 
productivity

Can help farm 
family members 

and rural workers 
move into skilled 

jobs

Important for 
farm family 

members and 
rural workers

Important for 
managing 

inter-generation 
chang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Helps with the market 
integration

Helps improve local job 
opportunities

Can ease 
migration 

decisions for 
offspring

Investment in 
R&D and 
extension

Public and private 
sector important; gains 

from adoption and 
adaptive research

Can expand 
agricultural 

employment

Labour market 
reforms

Important for rai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age incomes

Cash transfers May 
complement 

investments in 
school

An important 
policy for those 

unable to 
adjust (e.g. 

aged farmers, 
poor farmers)

Regional/rural 
policies

Important for improving 
market integration

Expanded 
non-farm activity 

would raise farm 
wages

Important for building a 
diversified rural economy with 

wider job opportunities

Development of 
producer 
associations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help exploit 

economies of scale

Indirect impacts

Land policies and 
property rights

Incentives for farm 
investments; 

encourages rental and 
purchasing land 

markets

Changes in 
land use that 

develop 
non-farm jobs

Environmental 
care

Table 1. Strategic framework for an inclu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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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정책의 틀>

❍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촌 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일반적으로 농촌 인구의 삶의 질 향상

과 농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이었던 반면, 농업 정책은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성 확보, 농민 소득 및 식량 안보의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농촌 개발 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에 걸쳐 있어 모든 행정업무 부문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해 관계자, 정부기관과 민간 주체의 상호 협력도 필요함. 하지만 

OECD 국가의 60%에서는 농업 부처가 농촌 개발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이와는 대

조적으로, 농업 정책은 여전히   하나의 부처(농림부 등)에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음.

❍ 농촌과 도시 지역의 상호 작용 및 연결 수준의 차이는 공공 정책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

침. 농촌 복지 프레임워크는 해당 지역의 기능과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요구 사항

을 기준으로 농촌 지역을 a) 기능적 도시 지역 내 농촌, b) 도시와 가까운 농촌, c) 외딴 

시골 농촌 세 가지로 구분하였음. 이 프레임워크는 농촌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다양한 자원과 능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농촌개발을 둘러싼 기회와 도전 측면에서 보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농촌지역에서도 전문화와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

하고 있음. 또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는 농촌 지역에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삶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

하는 기후 변화 정책에서는 농촌 지역을 기후 보호를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

하는 주요 대상 지역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임. 

다.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보완성

❍ 농촌개발과 농업정책은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다름. 농촌 개발 정책은 지역적이며 특정 지

역의 요구를 그 정책대상으로 하는 반면, 농업 정책은 부문별로 접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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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정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생산성, 지속 가능성 및 환경 보호, 식량 안보, 회복력 및 

식량 시스템이라는 목표를 통합해 오면서 진화해 왔음. 반면 농촌정책은 농촌인구의 삶

의 질이나 복지향상과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책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영역이 있음.

❍ 정책 융합의 대상이 되는 핵심 영역은 농촌 지역과 농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

성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토지 이용, 환경 및 복원력>

❍ 도시 확장과 농업 생산을 위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간의 상호 작용은 농

촌 개발 정책의 핵심임.

❍ 대부분 OECD 국가의 토지 사용 규제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정부

(시, 지역, 국가 등) 및 이해 관계자(다른 부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을 

조정하는 데에는 유연성을 갖기가 어려움.

❍ 토지정책은 토지 사용 방식을 결정하는 데 수반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 및 편

익 외에도 해당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토지정책에는 경관 제공, 야생 동물 서식지, 농업 관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구성하

거나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보존이 중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함. 농지 보

존의 주요 목표는 농장이 있는 지역의 자원과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며, 

농촌개발정책의 목표와 농업정책의 목표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

자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정책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농촌지역의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농촌 거주자가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

험(의료, 교육, 복지 등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반 

시설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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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 다양화와 사회보장 >

❍ 구조적 변화 또는 메가트렌드는 농촌 지역과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노동력이 

농촌 지역에 남아 있도록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 개발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음. 일자리 기회는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창출할 수도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원격 근무의 도입으로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었음. 또한 이

러한 변화는 대도시 밖의 지역이 새로운 거주자를 유치하고 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GHG 배출과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음.

❍ 다각화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농촌정책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음. 이에는 건강, 교

육(예: 직업 교육, 기술) 및 농촌 기반 시설(예: 도로, 전기, 인터넷 서비스 등)과 같은 광

범위한 정책영역이 포함됨. 또한 이와 같은 농촌정책은 농업성장에도 기여할 수도 있음.

❍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적응이 어려운 농촌 및 농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빈곤

가구 또는 고령자)에 대한 현금지급 등의 형태로 사회보장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져 왔음.  

다양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국가 전반에 걸친 사회 안전망이 시행되어 농촌과 농

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음.

<혁신, 기술 및 디지털화>

❍ 농업 중심의 혁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생산성과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당 부

문을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목표가 있음. 동시에 농업 혁신 시스템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낮추면서 지속 가능한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음. 반면, 농촌 개발 정책

은 기술 및 혁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음.

❍ 농촌 지역의 혁신은 자원의 가용성으로 인해 도시 중심의 혁신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연구 및 혁신의 상당 부분은 종종 도시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는 대학에

서 생산되지만, 이후 혁신은 농촌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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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은 ICT, 교통 및 인프라 개발과 같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농촌 지

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였음. 농촌 지역의 근로자

가 미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과 숙달이 점점 더 중요해지

고 있음.

<거버넌스 및 조정>

❍ 농촌 정책이 농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농촌 개발 정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

짐.  그 영향의 정도는 전체 농촌 개발 정책 내에서 농업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경할을 하

는가에 달려 있음.

❍  각 지역은 농촌 개발 전략과 비교 우위를 구축할 수 있는 주요 자산을 식별하여 고유한 

경쟁력 요소를 찾아내야 함. 이 과정에서 농업은  이러한 자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

닐 수도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전

략 자산이 될 수 있음. 다른 산업 지향적인 지역에서는 농업이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하

나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도 있음. 또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이 전략 자산 자체일 수도 

있음.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총평) 본 보고서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상호 조화가 필요하며, 지역단위의 특수성, 

농업정책의 특수성, 농촌개발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떻게 서로 보완될 수 있는지

를 기술한 것임.

❍ (논리전개 부분) 대부분의 내용이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발췌한 것임. 일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이 역시 선행연구의 결과물)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내용전개와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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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구체성이 없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가별, 지역별, 농업의 특수성 등등을 감안한 

어떠한 정책 권고를 내릴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한국과 관련한 내용)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 사례는 없음. 일부 OECD 국가 사례는 현

황을 설명하는 정도의 자료 인용정도에 그치고 있음.

❍ 발언 제안: 

- 본 보고서가 회원국이나 여타 국가의 농업 및 농촌정책에 구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 보고서의 내용이나 체제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먼저,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양상을 국가 발전단계별(경제규모, 1인당 GDP 등등을 

기준으로), 농업 및 농촌 특징(농촌인구 거주비율, 농업 GDP 비중 등등을 기준으로)

별로 자세하게 제시하고 유형화 한 다음, 상충되는 영역, 보완(보충)되는 영역을 구분

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각 국가가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단계로 옮아가고 있는지 발

전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이 경우 해당 국가는 발전경로의 다음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농업과 농촌정책을 어떻

게 보완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서로 각 정책의 독자성과 특수성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

는지 등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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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Alignin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change - Draft Outline for a common policy guide for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TAD/CA/APM/WP(2021)27)43)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이 의제는 농업위원회(Committee for Agriculture)의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구조 조

정을 촉진하기 위한 Expected Output Result(EOR) 3.2.1.2.1 정책에 따라 추진되었

음. 사무국은 [TAD/CA/APM/WP/RD(2021)7]에서 EOR의 두 가지 작업에 대한 로드

맵을 제시한 바 있음. 첫 번째 작업은 개요보고서 [TAD/CA/APM/WP(2021)19]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수단을 

조사하였음.

❍ 두 번째 작업은 두 부분으로 구분됨. 첫 번째 부분은 종합보고서[TAD/CA/APM/WP 

(2021)26]에서 다루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이 보고서에서 다룰 것임. 이 보고서는 농업 및 

농촌정책에 대한 공동 정책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개요보고서로, 2021년 11월 26일 

APM의 84차 회의에서 토론(DISCUSSION) 목적으로 제시될 것임.

❍ TAD-CFE의 공동작업인 이 초안 작성은 CFE의 지역 및 농촌정책 부서(Regional and 

Rural Policy Unit)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문서는 또한 2021년 11월 17일에 개최되

는 WPRUR(농촌정책작업반) 회의에서도 발표될 예정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로서, OECD에서 그동안 발간했던 관련 보고서들을 집대성하고 

재정리할 것임.

43) 전남대학교 강혜정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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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자료는 OECD에서 그동안 발간했던 농업정책 및 농촌정책 보고서, 관련 세미나 자

료 등임.

3. 연구 내용

가.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과 농촌 및 지역개발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통 

관심사 정책영역을 밝혀내는 것임. 즉, 농업부문과 농촌지역을 위한 최선의 정책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TAD-CFE 공동 정책 가이드를 제시하여, 부문별 접근 방식과 지

리적 접근 방식간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는 것임.

- 이 보고서의 개요는 농업과 농촌정책간의 보완관계를 밝혔던 종합보고서 “구조변화 

측면에서 농업과 농촌발전 정책의 조정”[TAD/CA/APM/WP(2021)26]에 기반함.

❍ TAD(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는 농업정책 관련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는

데, 특히 구조적 변화에 따른 농업인 유형별 전략과 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였음. 이외

에 TAD에서 연구했던 농업 환경 정책, 생산성, 지속 가능성 및 복원력 등과 같은 다른 

연구결과물도 활용될 것임.

❍ 지역 및 농촌정책 담당 부서인 CFE(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는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 광범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최근에는 

“농촌복지: 기회의 지역(Rural Well-being: Geography of Opportunities)”와 농촌

정책에 관한 OECD 원칙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나. 주요 내용

❍ 다양한 유형의 농업정책을 집대성할 것임. 농업정책 목록은 TAD에서 수행한 작업 결과

물로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들이 포함됨.

- 농촌의 관점에서 농업발전의 전략적 방안(Cervantes-Godoy and Brook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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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08).

- 가격지지정책부터 보조금과 일반적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보조정책(OECD, 2021).

- 생산성,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체제(OECD, 2020)(OECD, 2019).

- 식품체인분석네트워크를 통한 예측한 특정 요소(OECD, 2021)

- 농업환경정책(Guerrero, 2021)(OECD, 2019)

- 물 정책(Gruère and Le Boëdec, 2019[11])

- 농업복원력을 강화하는 정책(OECD, 2020)(OECD, 2011)(OECD, 2009) (Glauber 

et al., 2021)

❍ 농촌정책에 관한 OECD 원칙에서 제시된 최적의 농촌정책들을 집대성할 것임. 이 매뉴

얼은 11개의 원칙과 각 하위 원칙을 포함하며,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됨: a) 모든 

유형의 농촌에 적합한 정책, b)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 포용적 농촌지역

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통합 전략, c)농촌지역정책에 이해 관계자 참여.

❍ 농촌정책에 관한 문헌조사로 다음의 농촌발전정책세미나와 같은 행사들과 관련 보서들

을 검토할 것임.

- 농촌정책의 미래, 이탈리아 시에나(2002)

- 농촌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전 세계에서 얻은 교훈, 미국 버지니아 워렌튼

(2004)

- 농촌정책 설계 및 실행, 멕시코 오악사카(2005)

- 농촌 개발을 위한 투자 우선 순위, 영국 에든버러(2006)

- 혁신적인 농촌 지역: 인적 자본과 기술의 역할, 스페인 카세레스(2007)

-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 농촌 지역의 문제 해결, 독일 쾰른(2008)

- 세계 변화에 부응한 농촌 정책 개발, 캐나다 퀘벡(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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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경제의 혁신과 현대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2012)

- 농촌-도시 파트너십: 경제 개발에 대한 통합 접근 방식, 이탈리아 블로뉴(2013)

- 현대 농촌정책을 통한 국가 번영, 미국 멤피스 (2015)

- 농촌 혁신 강화, 영국 에든버러 (2018)

- 12개 국가 농촌정책 검토: 1) 독일(2007); 2) 멕시코(2007); 3) 핀란드(2007); 4) 네

덜란드(2007); 5) 영국 스코틀랜드(2007); 6) 중국(2008); 7) 이탈리아(2009); 8) 스

페인(2009); 9) 캐나다 퀘벡(2010); 10) 영국, 영국(2011); 11) 칠레(2014); 12) 폴

란드(2017)

❍ 농업과 농촌정책의 융합안을 제시할 것임. 농업정책은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농업과 농

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측면에서 농촌정책과 교차점이 있음. 농업 및 농촌 정

책의 목표와 정책 도구 측면에서 교차점과 특수성을 밝혀내고, 두 영역의 정책간의 보완

성을 높일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할 것임.

- 혁신과 기술

- 소득 지원 및 사회 보장

- 지속가능한 정책 및 공공재(특히 회복력 강화)

- 농업환경 및 농지이용 정책의 대상화

- 이해관계자의 역할

- 차별화된 접근: 다양한 유형의 농촌 지역 또는 농업인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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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자 의견

❍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품목 및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정책은 공간적 측면의 농촌정책과 연계 통합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우리나라의 향후 농업 

및 농촌정책 수립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분석방법이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하고 있어서 연구내용 측면에서 독창성 및 차

별성이 부족할 수 있음. 통계분석 또는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의 내용과 범위를 풍부하게 하면 좋을 것임.

❍ 발언 제안: 있음

- 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정 이념에 경제적 가치 외에도 생태·환경유지·보

호,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시켜야 할 것임. 농정 목표를 농업인 소득 

증대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까지 확장시켜 지역 공동체, 복지 및 

지역개발 등에 정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 및 농촌정책의 공

동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보고서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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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merging policy issues from the digitalisation of agriculture - The 

digitalisation of agriculture: a literature review and emerging policy 

issues (TAD/CA/APM/WP(2021)28)44)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디지털화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 변화의 한 흐름이며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수집, 교환, 통합, 분석, 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인터넷, 

모바일 기술,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을 의미하는데 특히, 농업 분

야에서는 정밀 농업과 사물 인터넷(IoT)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 분야에서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증가해왔지만, 디지털로의 전환

이 아직 세계 농업 시스템에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의제는 광범

위한 문헌 조사를 통해 디지털 농업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현황 파악과 함께 디지

털 농업이 생산성,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기술 채택의 동인과 제

약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룸.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본 의제는 다양한 농업 유형의 디지털 기술 도입 현황과 생산성, 지속가능성, 탄력성

과의 관계, 기술 채택의 동인과 제약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작

성되었으며 현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44) 일리노이주립대학교 김충만 박사과정생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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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가. 디지털 농업의 주요 주체

❍ 디지털 농업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농민은 생산을 담당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함. 농부들의 인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농업의 채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디지털 농업을 평가할 때 농민의 역량, 농업 종사자의 인적 자본 구

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디지털 농업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주체인 기술 제공자들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함. 최근 벤처 캐피털 자금 조달 증가에 따라 신기술 중심의 

신생기업이 많이 등장함.

❍ 최근 이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이 디지털 농업에 있어 더욱 부각되는데, 대표적으로 대학 

기관과 정부 자문 요원은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 농업 경영의 핵심 도구로

서 이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줄뿌림 작물 농업(Row Crop Farming)

❍ 줄뿌림 작물 농업의 디지털화 현황

- 각국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줄뿌림 작물 생산에 있어 디지털 농업 도입의 현황

을 파악할 수 있음. 주로 농업 규모가 크거나 첨단 인프라를 구축한 고소득 국가에서

의 디지털 기술 채택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데, 이는 농업 생산이 대형 농장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농장보다 더 높은 비율로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영국, 미국을 비롯한 6개 국가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

의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성장 속도와 수준이 상이하고 기술 사용의 인센

티브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 농장들 사이에서도 기술 채택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줄뿌림 작물들 사이에서도 특정 상품, 기술 및 국

가 맥락의 조합에 따라 채택률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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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농업 기술의 결정요인과 도입 추세를 연구하는 학술 문헌이 1990년대 이후 많

이 나옴. 다만 학술 문헌에서, 기술 도입과 관련된 연구들이 OECD 국가들 대다수에

서 수행되었으나 연구 샘플의 크기 및 방법론적인 이유로 이 문헌에서는 자세히 검토

되지 않았음.

❍ 디지털 줄뿌림 작물 농업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탄력성

- 대부분 국가에서 줄뿌림 작물 생산 시스템은 인구 증가와 고령화, 식생활 전환, 환경 

및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부분적인 해결책으로써 디지털 농업 혁신의 역할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기술의 편익은 생산성, 지속가능성, 탄력성

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디지털 농업에서 줄뿌리 작물에 대한 수익성이 가장 많이 연구되는데 상업용 곡물 농

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디지털 기술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그 정도가 작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줄뿌림 작물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는 여러 가

지가 있는데, 그 중, 자동 안내 시스템 또는 교통 제어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

키고 토양의 침식을 줄이는 데 기여함. 또한, 지도 제작 기술을 통해 배수 문제를 해결

하고, 연립 작물의 과습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위험 관리 및 탄력성에 관해선 알려진 연구가 적으나 위성 및 센서 데

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불확실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음.

❍ 줄뿌림 작물 농업 디지털화의 동인, 조력 요인 및 제약

-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가능성과 제약을 다루는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

징은 농민들이 의사결정 기준, 기술 특성, 농장 단위의 이질성, 행태적 선호 및 기술의 

수용 능력에 따라 기술 도입을 결정한다는 것임. 디지털 농업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서는 토양 품질, 지형, 농장 크기, 농장 소유 구조 및 경영인의 연령, 인적 자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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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교육, 경험, 디지털 사용능력), 위험 선호도 및 기술 선호도 등이 디지털 기술 도

입과 관련 있음을 논함. 

- 농업 분야의 과학자, 연구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들과의 질적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사용자 친화성 증대를 포함한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보다 조

직적인 전략이 필요함.

다. 축산업(Livestock Farming)

❍ 축산업 디지털화 현황

- 농민들이 축산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채택 비율은 파악이 어려

움. 2017년부터 각국 정부는 축산업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농업에 대한 경험을 조

사하기 시작함.

- 밭 작물보다 더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약적인 축산에 있어 자율 로봇 공학의 

발전이 빠름.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북서 유럽 유제품의 절반이 로봇으로 착유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정밀 관리 축산 비율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됨.

❍ 축산업 디지털화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탄력성

- 가축 생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생산성 향상과 관련 있으나 이를 실험적으로 

밝힌 문헌은 찾기 어려움. 다만 축산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노동력 절감과 

삶의 질 향상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축산 분야의 적용된 디지털 기술의 예로 인공 수정 관리를 위해 적용된 소 발정기 탐

지 기술, 우유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로봇 착유 기술, 센서를 활용한 가축 감시용 모

바일 기기 앱 등이 있음. 또한, 육우 생산에 있어 방목장을 최적의 단위로 세분화하는

데 GIS를 활용함.

- 축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은 대체로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그 기능

이 센서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노동력을 직접 대체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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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에서는 온도와 습도 등 환경적 요인을 조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런 점에

서 디지털 축산에 사용되는 센서 기반의 실시간 분석은 다양한 변수를 제어하고 위험

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축산업 디지털화의 제약

- 디지털 축산의 제약에는 높은 비용, 인적 자본 부족, 수직 통합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

하는 농민들과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의 이해 충돌, 불분명한 지적 재산권, 광대역 

연결 부족 등이 있음. 양돈업에 한해 기술 도입에 있어 인적 자본 투자의 중요성이 문

헌에서 다뤄진 바 있음.

라. 특수작물 농업(Specialty Crop Farming)

❍ 디지털 특수작물 농업 현황

- 보통 특수작물은 다년생 작물(과일 및 견과류 과수원 등)로 다른 형태의 영농에 비해 

더 다양한 노동력(예: 소유자, 관리자, 장비 운영자, 육체 노동자 및 기타 농장 근로자)

이 요구됨. 디지털 특수작물에 대한 문헌은 대체로 1) 잠재력에 중점을 둔 개념 및 예

측 중심의 개관, 2) 정성적 사례 연구 또는 3) 특정 기술의 엔지니어링 또는 경제적 특

징에 관한 연구였음.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미국의 신선 농산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신기술이 과일과 채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음. 

❍ 특수작물 디지털화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탄력성 목표

- 특수작물 디지털 농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통제된 실험을 통해 이뤄지며 수익성 및 비

용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룸. 워싱턴주에서 생산된 신선 사과에 대한 최근 한 실험에서 센

서 및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사과 과수원

의 인건비가 상당히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세네갈 양파 농가에서 이뤄진 한 

실험에서 상품의 양질 정보가 판매 수익을 비약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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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관리 및 탄력성 측면에서는 미국 신선 블루베리 농가에서 이뤄진 시뮬레이션 실

험 결과 기계에 의한 수확이 수율, 가격 등 변동성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센서 자료 기반의 동적 가격 책정과 정보 공개가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힘.

❍ 디지털 특수작물 농업의 동인, 조력 요인 및 제약

-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기술 운영 적합성이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

게 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미국 신선 사과 재배의 정밀 기술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현장 연구의 부실함이 기술 채택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정밀 

서비스 업체나 농업 컨설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정보가 채택에 중요한 결

정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의 감귤 재배 농가에서 이뤄진 한 연구에서는 정보의 부족, 재정적 한계, 낮은 수

익성이 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함. 펜실베니아와 워싱턴 주의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는 높은 비용, 복잡한 장비, 과일의 손상 등이 채택

에 장애가 됨을 주장함. 

- 민간 부문 중개자(예: 농업 컨설턴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등)는 물론 객관적인 

자문과 교육 지원이 특수작물 생산의 디지털 기술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기회비용 상승은 OECD 국가의 특수작물 농장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함. 이러한 

점에서 기계 수확, 관개, 수정 및 해충 관리의 자동화는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다만 장비의 높은 가격, 인터넷 연결 장애, 수익성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및 과

수원 또는 포도원의 재배치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채택이 지연될 수 있음. 지속적

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범위의 경제 없이 디지털 도구의 비용은 단기적으로 계

속 높은 수준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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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 시사점

❍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디지털 농업 관련 실증의 필요성

- 이 보고서에서 다룬 문헌에서는 디지털 농업과 생산성, 지속가능성, 탄력성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더 많은 실증 연구가 필요함. 

- 축산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상당한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농장 근로자

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기술 및 농장의 상황, 상품 유형 또는 기술 

채택이 이루어진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런 점에서 디지털 기

술과 정책 목표 달성은 농장의 경영 관행과 분리될 수 없음. 

- 이해관계자들이 더 나은 투자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선택지의 비용/ 

편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특히 농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그들의 필

요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증거 

기반의 정책은 단순히 특정 디지털 기술 사용 촉진보다 농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

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함. 특히 디지털 기술의 영향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돕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정부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혁신이 전 분야에 걸쳐 개발, 확산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

브로커'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함. 예를 들어 독립적인 검증 및 인증 프로그램, 자문 

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인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투

자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

tems(GNSS), 농업 데이터 및 앱에 사용되는 정보(대규모 토양 조사 등), 다양한 디지

털 애플리케이션의 품질과 영향에 대한 지식 및 자문 서비스의 일부는 공공재임.

- 정책 입안자들은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적 기금이 농민 중심 프로그

램과 이니셔티브로 투입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위해 다양한 농민의 요구와 제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함. 마찬가지로, 농민들

은 농업 관련 정보를 위해 주변 이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네트워킹

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농업인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양방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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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학습 비용 장벽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정책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생산물 유형

에 따른 기술 채택의 지속가능성과 탄력성이 입증되어야 함. 이런 점에서 정부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함.

- 많은 문헌에서 디지털 축산 기술이 노동력을 절약하는데 기여함을 이야기함. 이는 농

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채택이 노동력,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디지털 농업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함.

- 아래 그림은 농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채택 제약조건들을 도식화한 것임.

Figure 7. Identified constraints to digital adoption on-farm

Note: This is a synthesis figure of the authors’ reading of the literature. The size of the wedges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l to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which will vary across farmers and operations.

Source: Authors’ own e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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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농업 혁신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요인

- 정부는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농업 혁신 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특히 농업 정

책 입안자는 기반시설, 비용, 연결성, 사용자 친화성, 기술, 위험 및 디지털 농업을 가

능하게 하는 신뢰 구축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디지털 기술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높은 비용이며,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더욱 

그러함. 디지털 기술의 균형 비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부문의 경쟁을 보장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식품 및 농산물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의사

결정자는 투입물 시장으로의 과도한 편중이 혁신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야 함. 또

한 관련 장비에 부과되는 관세, 서비스 무역의 개방은 비용 절감 및 디지털 농업화 실

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고속 인터넷의 역할이 중요해짐. 적절한 규제와 

투자를 통해, 정부는 농업 지역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시설

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은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 의존하므로 공정

성과 가치 창출 사이의 긴장이 조성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민들간의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해야 하며 데이터 오용

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고려해야 함.

- 농업 정책은 생산성,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함. 또한, 디지털 농업에 대한 연구는 세대별 행태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디지

털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재교육에 드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술 채택이 더 높은 

수익 보장하는 경향이 있음. 행동의 관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제약조건임.

- 끝으로 농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의 동인, 조력 요인, 제약조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농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입안자들로 하여금 

정책 개입의 적절성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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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 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해당 의제는 광범위한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여러 유형의 농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채택 현황과 생산성, 지속가능성, 탄력성과의 관계, 기술 채택에 따르는 

제약조건 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또한, 현황에 기초하여 디지털 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하고 정책이 개

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다룸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정책 시사점에서 다룬 바와 같이 다양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충분한 실증 연

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발언 제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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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merging policy issues from the digitalisation of agriculture - 

Selected policy issues on agriculture digitalisation: progress 

report(TAD/CA/APM/WP(2021)29)45)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보고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슈 노트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작성됨.

- Output Area 3.2.1.2.2. of 2021-22 PWB of Committee for Agriculture 

- 2021년 5월 APM에서 논의된 Scoping paper: TAD/CA/APM/WP(2021)14

❍ 또한, 선행 연구(TAD/CA/APM/WP(2021)28)에서 식별된 이슈들 또한 같은 아젠다

로 간주되기 때문에 같이 본 보고서에서 논의되었음.

❍ 국가 수준의 광범위한 디지털화 과정의 일환으로 농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를 유발하며 이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농업분야 

정책 이슈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농업 분야 정책 이슈들 중 선별된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 선행연구들에서 OECD 국가들 및 비OECD 국가들 모두에서 농업 부문의 디지털화

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나, 농업 부문 디지털화의 주요 동인 및 제약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식별 및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 예를 들어 농업 부문 디지털화 경향을 고려하였

을 때 어떠한 영역에 정부 정책 개입이 더 중요한지 혹은 더 중요하지 않은지 등에 대

한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됨.

❍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화는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공

정책의 역할과 초점의 변화 유인을 제공하고 민간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45) 전북대학교 석준호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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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됨.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농업을 디지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함.

- 농업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및 도구에 대한 신뢰를 촉진

- 복원력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 디지털화가 농업 노동, 기술 및 삶의 질에 가지는 함의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분석 자료 

- 분석 자료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3. 연구 내용

가. 농업에 활용되는 디지털 도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 배경

- 디지털 기술들(예. 예측 분석 기술, 인공 지능 등)의 도입으로 인해 선진국 대부분은 

구조 전환의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 농업 분야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위험 관리, 생산성 증가, 일시적 또는 지속적 노

동력 부족의 문제들 때문에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구조 전환이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는 디지털화의 결과로 농업 부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 변화할 뿐 아니

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개발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자가 시장에 진입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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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새로운 유형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제공 업체와 같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농민을 

위한 서비스 및 의사 결정 지원도구를 제공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다른 행위자와 연

결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의사결정 도구가 지원하고 있음.

- 다른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부족은 농업 분야의 디지털 기

술 적용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농업 부문의 혁신은 공공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농업의 디지털 혁신은 민

간 부문의 소규모 기업의 주도되었다는 점은 농민들이 이러한 민간 소규모 기업에 의

해 주도된 디지털 혁신에 대해 더 회의적일 수 있는 상황임.

- 물론, 농민들과 디지털 기술 제공자 사이의 정보와 힘의 비대칭성 문제를 고려할 때 

농민들의 디지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합리적일 수 있음.

  ‧ 하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의 이익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오평가 때문에 발생하는 문

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OECD는 트랙터 표준 및 종자 거래와 같

은 일부 분야에서 신뢰를 촉진하는 정부 표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옴.

❍ 정책 문제

- 특정 정책 경험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

  ‧ 공공정책이 디지털 도구개발, 실험 및 수용에 농민들이 참여하도록 어느 정도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가능한가?

  ‧ 정부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디지털 기술 활용

에 대한 농민들에 불신을 관리하는데 어떤 유형의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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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본 보고서의 분석은 혁신 시스템에 신뢰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주는 정책 경험에 기

반할 것이고, 그 예들은 다음에 제시되는 네 가지 측면 중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기여할 것임.

- 첫 번째 측면은 디지털 도구를 위한 네트워크 외부성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 디지털 농업의 완전한 순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민과 기술 제공자 사이의 

공평하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이와 같은 공평하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는 서로간의  신뢰 구축이 이루어질 때 가능성이 높아짐.

-  두 번째 측면은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구매 

후에도 확인하기 어려운 신빙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임.

  ‧ 특히, 디지털 기술의 서비스 제공자가 농업생산투입 요소(예. 종자, 비료, 살충제) 업

체들과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안된 최적 생산요소 투입

량 등이 편향될 가능성이 존재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농가들이 중립적인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함.

-  세 번째 측면 불확실성과 연계되어 있음.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불신은 새로운 디

지털 기술을 배우는 농민 자체의 속성에 기인할 수 있고, 이는 본질적으로 약간의 불

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음.

  ‧ 농부들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추천되는 경작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월한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데, 새로운 경작 방식을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noise” (예. 악천후, 해충을 발현)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권고되는 경작 방식의 효과

에 대한 실제이익과 농민이 인식하는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이과 같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실증을 대규모

로 지원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정부는 농민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편견과 불신

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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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측면은 농업 기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화의 역할에 대한 

것임.

- 이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 대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정책 예제들을 식별하여 제시할 

것임. 이를 통해 정부, 대학 및 기타 기관의 기존 정책 평가를 토대로 이러한 정책을 

검토하여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뢰를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통찰력을 획득 가능함.

나. 복원력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 배경

-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발전은 농업 위험의 관리 개선과 농업 부문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

  ‧ 현장별 기상 조건과 농장에서의 생산 방식의 진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센서가 포함됨.

  ‧ 디지털 기술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포함한 전통적인 보험 시장 위험을 발생시키

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향상

시키는 데에도 기여 가능

-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농업의 회복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와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 이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이 농업의 위험 관리 및 회복력을 위한 정책영역

을 일부 설명함.

  ‧ 이를 통해 디지털화의 함의와 농업 부문의 위험관리정책과 프로그램의 제공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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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위험 관리 및 복원력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조기경고 시스템

- 디지털 기술은 농가 및 전체 농업 수준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위험 관리와 농업 복원력 회복이라는 관점에서의 투자 

및 결정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사용 가능

  ‧ 개별 생산자는 수질, 토양 및 기상 센서 및 생물 다양성 및 해충 모니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농장을 모니터 가능

  ‧ 위성 및 원격 감지 기술은 기상 조건, 토양 수분 및 해충 및 질병의 발생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하여줌.

  ‧ 지리 정보 시스템(GIS)은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하고 지역 생산 위험 식별을 가

능하게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대두

  ‧ 첫째, 정부 보조에 따라 지원된 디지털기술 활용은 민간 부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

으니, 정부 보조 영역을 잘 식별해야 함.

  ‧ 둘째, 농업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기술 및 신뢰도 확보가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연결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 안전 장치, 그리고 

농업 부문의 확장 및 자문의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빅데이터와 농업보험

- 위성 강우량 추정 및 원격 감지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높은 거래 비용 문제를 극복하

고 전통적으로 농업 보험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됨.

  ‧ 이러한 기술은 보험료 산정에 도움이 되어 왔음.

  ‧ 이러한 변화는 농업 보험 시장의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제대로 식별하기 위해 세심하

게 이해될 필요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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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접근 방식

- 디지털 기술은 농업에서의 위험 관리 및 복원력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

  ‧ 이에 이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

- 정부 주도에 의해 필요한 주요 변화는 통신 인프라, 데이터 및 분석 기술에 대한 접근 

향상, 보험 규정, 사용자 인식 및 신뢰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거

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임.

-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사무국은 디지털 기술이 복원력 향상에 활용되었던 적이 있

거나 현재 사용되는 있는 정책 사례와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와 관련되 모든 정보 그

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배운 교환을 포함할 예정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5월 APM 의제에 검토를 제가 시행하기 않았고,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

록 등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술하기 어려움.

❍ 하지만 본 의제가 과거 의제를 바탕으로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critical한 이

슈가 논의되기 보다는, 이 이슈를 발전시켜 연구할 영역을 논의하는데 주력하였을 것으

로 추론됨.

5. 검토자 의견

❍ 우선 이슈(농업부문 디지털 기술 활용과 정부 정책의 영역)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한 상황임.

❍ 전반적으로는 보고서의 논리 전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만, 몇 가지 아



384   ❙

쉬운 부분들이 존재

- 첫째, 농업 부문 디지털화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먼저 시행하고, 

이 중에서 정책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여야 함.

- 둘째, 정책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본 연구에서 커버할 영

역을 논의하여야 함.

- 셋째, 정부 정책 영역 및 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내의 평가

를 경제 모형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라고 판단됨.

❍ 분석내용의 활용도는 앞서 제시한 정책 영역의 우선 순위 도출 및 도출된 정책안에 대한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의 정책권고의 타당성은 본 보고서가 아직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움.

❍ 발언 제안: 없음

- 본 의제는 국가 간 민감한 내용일 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소유 및 

권리에 대한 법적 규정 등에 내한 논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민감한 내용은 없는 상황

- 만약, 우리나라 정부 ICT 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적 애로사항

이 주무부서에서 있다면, 이 내용을 연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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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4

1. OECD 제85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 결과

1.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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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문서번호

Item 9.b. Fostering economic resilience in a world of open and integrated 
markets: Risks, vulnerabilities and areas for policy action, OECD report 
prepared for the 2021 UK presidency of the G7

Oral report

Item 9.c. List of actions and decisions

1.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곡물 및 유지류 분야의 해상 운송 비용 : 연구 계획) 사무국은 곡물 및 유지류 운송 비용

의 결정요소 및 거시적인 패턴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1) 해상 운임의 결정요소 2) 무역 

루트 및 시간에 따른 해상 운임의 변동 2) 수출입이 가장 많은 항구 및 시간에 따른 변동 

등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함. 

- 회원국들은 본 연구에 코로나19 등 충격으로부터 해상운송의 복원성, 운임률 변동성 

및 안정시까지 소요시간,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세 등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

고, USDA의 주간 단위 판매 데이터 활용 등을 제안함.

❍ (SPS 승인 절차 : 연구 계획) 사무국은 SPS 조치, 특히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1) 각국의 

승인 절차 시스템의 관리 및 현황 2) 승인 절차 관련 이슈의 무역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

가, 3) 기능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승인 절차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주요 결과물 

등 3개 파트로 구성된 연구 계획을 소개함. 

- 회원국들은 WTO SPS 작업단과의 협업, 정성적이면서도 동시에 정량적인 연구, 새

로운 SPS 조치 도입 시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통보의 중요성, 국가 또는 품목마다 승

인절차가 다르고 비용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고려, 광의의 정의를 사용함에 따

른 문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안함.

❍ (농업 무역 이슈에 대한 Aglink-Cosimo 모형 활용) 사무국은 코로나19 시나리오에서 

두 가지 경제성장 예측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이 향후 10년간 농업에 미칠 영향

을 분석하였고, ASF 시나리오의 경우 캐나다의 자발적인 기여에 도움을 받았으며 다른 

위원회에도 게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중국의 사료 순적자(net-deficit) 시나리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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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화와 혁신의 농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 시나리오를 새롭게 진행할 예정임. 

❍ (부패성 농식품의 무역원활화) 사무국은 본 연구가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

위원회 작업반과의 협력, 투명성, 무역업자와의 협의, 문서 간소화, 관련 지표, SPS 및 

TBT 조치 등을 포함하였다고 설명함. 국경 조치 간소화, 자동화, 디지털화를 다룰 예정

이고, 품목별로 부패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표 산정에 있어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

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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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제85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2.1. Maritime transportation costs in the grains and oilseeds sector: 

Scoping paper (TAD/TC/CA/WP(2021)1)46)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농업위원회(CoAg)의 Work and budget(PWB) 2021-22 프로그램

의 농식품 시장 예측 가능성 강화(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의 일환으로 수행함.

- 무역 비용은 수입국 소비자가 농식품에 지불하는 가격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무역 

비용은 운송비용, 정책비용 및 유통비용으로 구분되며 운송비용은 운송 수단, 유가, 

거리, 운송품의 특징 등에 의존함.

- 무역 비용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농산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접근법이 주

로 사용됨.

❍ (수행 목적): 본 연구는 무역비용에서 해상운송비용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곡물 및 유

지류의 해상운송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임. 

- 특히, 코로나19로 해상운송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곡물 및 유지류 교역량

은 지난 십수년간 약 70% 이상 증가하였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연구 추진계획) 본 의제는 Scoping 단계로 이후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5월 JWPAT: 의견 수렴을 위한 scoping paper 발표 

- 2021년 11월 JWPAT: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 발표 

- 2022년 5월 JWPAT: 의견 수렴을 위한 최종 보고서 발표

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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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JWPAT: 최종 보고서 발표 

2. 분석 자료 및 방법

❍ (분석 자료) 주로 IGC(International Grains Council)의  곡물운입지수(GOFI:Grains 

and Oilseeds Freight Index)를 분석 대상으로 함.

- BDI(Baltic Dry Index; 건화불운임지수)는 곡물 운송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Capesize 선급을 포함하는 등으로 곡물운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 비해 

GOFI는  각 선급의 운송료에 곡물 운송량 비중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어 곡물 

해상운송료를 정확히 반영함. 

- IGC는 2019년부터 GOFI의 도출을 위한 관측치와 해상 루트를 크게 확대함.

< BDI와 GOFI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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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G 운송료 데이터베이스의 관측치와 루트 수 >

❍ (분석 방법) 해상운송 비용에 대한 시계열자료와 최근에 운송료 계산을 위한 관측치와 

루트(무역 경로) 수를 크게 확대한 IGC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시계열 계량 분석 및 연

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수행할 예정임.

- 계량분석을 통해 해상운임 결정요인 및 정책, 유가 등의 중요도를 분석. 또한 계량분

석은 무역 비용을 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3. 연구 내용

❍ 새로이 강화된 IGC의 해상운송료 데이터베이스로 곡물과 유지류의 해상운송 비용에 대

한 다음 사항을 연구 내용으로 함.

- 해상운임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무역 경로와 시간에 따라 해상운임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변해왔는가?

-  어떤 항구가 가장 중요한 수입항, 수출항이며 어떻게 변해왔는가?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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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자 의견

❍ 해상운임이 우리나라 수입 곡물 원가의 10%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해상운송에 

관한 체계적인 국내외 연구와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의 

국내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이제까지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과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

행되었으나 해상운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그러나 본 연구는 곡물의 해상운송의 결정요인 및 현황 분석에 집중하고 또 다른 관심 

분야라 할 수 있는 해상운임의 변동성과 해상운송망의 장애(중단) 등의 위험요인 분석이 

간과되었음.

- 코로나19로 국제적인 해상운송망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

가하였으며 곡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에 운임의 변동성이 더해지면서 수입국의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해상운임 결정요인 분석에 더하여 해상운임의 변동성 완화 및 해상운송망의 안

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식별 및 대안에 관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발언 제안: 있음.

- 연구 내용에 해상운임 결정요인에 더하여 해상운임의 변동성 완화 및 해상운송망의 

안정성 혹은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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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anitary and phytosanitary approval procedures: Scoping paper 

(TAD/TC/CA/WP(2021)2)47)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변화하는 환경 및 기술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SPS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책

적 조언을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해 SPS 승인 절차와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판단하기 위한 체계와 기간을 제안하고 있음.

- 2021-22년 농업위원회(CoAg) 사업예산계획(PWB)의 예상 결과 “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3.2.2.3.1)에 따라 작성됨.

❍ 본 보고서는 Scoping 페이퍼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SPS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에서 다루거나 다룰 예정인 이슈들 소개

3. 연구 내용

가. 프로젝트 동기 및 목표

❍ 농식품 무역이 발달되면서, SPS 조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었고, SPS 승인 절차는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함.

- SPS 승인 조치는 국가들이 농식품 무역을 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임. 

잘 사용되었을 때는 자유무역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행정절차로 작용할 경우 무역

장벽으로 작용함.

- COVID-19 팬데믹에서 세계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무역장벽 및 비용

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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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해야 함.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함. 

- 1) SPS 승인 절차와 관련된 여러 우려 및 이슈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문헌 조사를 

통해 검토 2) 행정적으로 WTO SPS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 시스템 등에서 적절한 승

인 절차에 대한 무역적 함의를 평가 3) 승인 절차 시스템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우선순

위 파악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결정자들과 국제 무역 관계자들에

게 SPS 승인 조치 시스템에 관련하여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임.

나. 승인 절차와 WTO SPS 협정

❍ WTO SPS 협정은 식물, 동물, 식품의 교역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제정함. 

- 국별 상황에 따라 적정한 보호 수준에 기반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 

범위는 오직 사람,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무역

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됨. 또한 ‘세 자매’라고 알려진, SPS 협정의 기초 설립을 한 기

구들(OIE, IPPC, CAC)의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효율적인 승인 절차 시스템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WTO SPS 협정의 중요한 역할임.

- 4년마다 WTO 회원국들은 SPS 협정 적용을 평가함. 2020년 6월에 SPS 협정의 이행

에 대한 5번째 검토 보고서가 나왔음. 이 보고서는 국가 무역 우선순위에서 SPS 승인

절차가 차지하는 중심성을 강조하며, 승인 절차 행정에 관련된 국가들의 최근 우려 

사항을 담고 있음.

❍ WTO 회원국들은 승인 절차를 검토하는 자리를 2019년 11월에 가졌음.

- 승인 절차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회원국들은 2020년에 워킹 그룹을 만들어 

관련 이슈와 기회에 대해 좀 더 검토하는 것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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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시된 프로젝트 윤곽

❍ 사무국이 제시한 작업은 다음의 3개 파트로 구성됨.

- Part 1은 승인 절차 시스템 국가 행정의 최근 발전과 이슈들, 그리고 승인 절차와 관

련된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개괄이 될 것임.

- Part 2는 승인 절차와 관련된 이슈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

- Part 3은 연구에서 기능적이고, 이용 가능하고, 투명한 승인 절차 시스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결론들을 강조할 것임.

❍ 이 프로젝트는 국내 SPS 전문가들의 토론과, SPS 관련 국제기구들의 전문가 토론으로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이러한 채널들로부터 공유된 정보를 종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연구 동향을 보면 정성적인 연구보다 HS 코드 시스템에 의거한 정량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연구 방법 또한 승인 절차의 국가 행정과 관련된 상대적인 경

제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 가능

❍ 최근의 STCs(Specific Trade Concerns)에 대한 EU CEPS(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의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승인 절차를 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잠재적 평가 시스템이 구축됨. 이 연구 또한 STCs를 HS 코드에 대응시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

- 그러나 STCs를 사용하는 것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이 프로젝트는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경험을 종합하기 위해승인 절차와 관련된 국가 설

문지도 포함하고 있음.

- 설문지는 정성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것임. 예를 들어 

SPS 승인 절차의 변화가 얼마나 비용을 감소시켰으며 무역을 촉진하였는지 등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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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OVID-19 팬대믹에 따른 승인 절차의 조정과, 일시적일지 영원할지에 대한 질

문도 할 수 있음.

라. 회원국의 요청사항

❍ 본 보고서에 제시된 프로젝트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다음에 대한 대표단의 피드백과 의

견에 감사함.

- 승인 절차와 관련된, 특히 비용 혹은 무역 영향을 평가하는 국내 연구의 참조

- 기술적인 SPS 시장 접근 교섭자와 국내 SPS 승인 절차 전문가의 연락처 내역

마. 성과확산,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 주로 SPS와 농업 부문 무역에서 종사하는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함.

❍ OECD 외에, 이 프로젝트는 국내의 SPS 승인 절차 전문과들과, WTO, STDF, OIE, 

IPPC, CAC 등의 국제 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임

바. 일정

❍ 2021년 4월 JWPAT: 토론을 위한 스코핑 페이퍼 제시

❍ 2021년 11월 JWPAT: 토론을 위한 보고서 초안 제시

❍ 2022년 5월 JWPAT: 토론을 위한 최종 보고서 제시

❍ 2022년 11월 JWPAT: 출판을 위한 최종 보고서 제시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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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자 의견

❍ 본 보고서는 SPS 승인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 절차·투명성

에서의 국가별 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임.

❍ SPS 관련 정량적 연구의 경우 SPS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단순하게 유형화하거나 획일화

된 지표로 전환하여 계량경제기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이 경우 지나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PS 

승인절차를 품목별(HS 코드), 혹은 병해충·질병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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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pplications of the Aglink-Cosimo model addressing agricultural trade 

issues (TAD/TC/CA/WP/RD(2021)1)48)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문서를 통해 사무국은 Aglink-Cosimo 모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

할 예정인 농업 관련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으며, 추가로 Aglink-Cosimo 문서

의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고 있음

- 2021-22년 농업위원회 사업예산계획(PWB)의 예상 결과 3.2.2.2.1(신흥 시장과 정

책 이슈들)에 따라 작성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Aglink-Cosimo 모형에서 다루거나 다룰 예정인 농업 시나리오 소개

3. 연구 내용

가. 코로나 19 시나리오

❍ “코로나 19가 농업 시장 및 GHG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보고서(brief)

가 2020년 12월 8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OECD 정책 대응 시리즈에 게재되었으

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향후 10년간 농업 시장에 미칠 영향임 

- 더딘 경제 성장은  식량 안보, 농가 생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영향의 크기는 주로 글로벌 GDP의 하락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따라서 시나리오 보고서는 두 가지 경제 성장 회복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향후 10년간 농업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함

48) 충남대학교 조재성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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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포함한 세부 내용은 동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음

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시나리오

❍ ASF 보고서는 중국의 ASF 발병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중기(medium term) 영향에 대

한 OECD의 시나리오 분석을 요약함

- OECD의 시나리오 분석에는 농업 전망 2020-2029의 기준 시나리오(baseline)와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 발전에 관한 세 가지 경로 및 코로나 19 대유행의 농업 시장에 

대한 영향(거시경제적 영향 등) 등이 이용됨

- 동 보고서는 농업무역합동작업반(JWPAT)의 신속 발간 과정에 따른 첫 번째 시나리

오 보고서로 대표단 코너(Delegates Corner)의 승인을 위해 2021년 4월 제출되었

으며, 2021년 5월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에 게재 예

정임.

- 분석 결과를 포함한 세부 내용은 동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음

다. 새로운 시나리오 제안

❍ Aglink-Cosimo 2021 버전은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될 예정이며, 현재 고

려 중인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국의 사료 순 부족(net-deficit)이 국제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옥수수 및 대두 수입이 과거에 비해 크

게 증가했기 때문임. OECD-FAO 농업 전망 2021-2030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보다 평균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됨. 하지만 만약 그

렇지 않다면 국제 곡물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분

석을 실시할 예정임: 1) 중국의 사료 순 부족 현상이 현재 수준으로 몇 년 더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2) 중국의 순 사료 부족 현상이 향후 10년간 오히려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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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한 삼중도전(식량 안보, 자원 사용, 농촌 생계) 해결 방안: 

디지털화와 혁신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업 생산성은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디지털화와 혁신에 대한 TAD 분석 기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디지털화와 혁신에 따른 농업 생산성 변화가 식량 안보, 자원 사용, 농촌 생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임.

라. Aglink-Cosimo 문서 업데이트

❍ Aglink-Cosimo에 대한 문서는 2015년 발간되었으나, 지난 6년 동안 토지이용시스

템, 바이오 연료 모델링, 지표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2021년 중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Aglink-Cosimo 문서를 업데이트할 예정임.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없음.

5. 검토자 의견

❍ 동 보고서는 Aglink-Cosimo 모형을 활용하여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농업 부문 시

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됨. 따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발언 제안: (있음)

- Aglink-Cosimo 모형 보고서 업데이트 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Statistical Annex에 수록된 품목별·항목별로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방정식

(equations), 변수(variables), 모수(parameters)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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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rade facilitation in perishable agro-food products: A feasibility study 

for addressing at-the-border challenges 

(TAD/TC/WP(2020)16/REV1)49)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무역 원활화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 무역 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부패성 농식품의 무역 비용은 공산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감소 속도 또

한 느린 편임. 

- 2017년 2월 WTO의 무역 원활화 협정 발효 등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부패성 농식품의 통관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

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제 해결과 대처가 더딘 상황임. 

-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 등 국제 사회 노력으로 각 국가의 세관 업무 절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세관 공무원들의 인식 또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세관 이외 다른 

국경 기관들(other border agencis)의 절차에 대한 조사는 부족함. 

- 지난 몇 년간 농식품 공급 체인은 기업들, 국가들, 지역들 간에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

게 형성됨. 다수의 공공기관, 민간업체들이 공급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

하기 쉬운 농식품의 통관 지연이 발생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전문가 설문조사, 문헌조사, 통계조사, 계량경제분석(구조중력방정식모형) 

❍ 분석 자료 

- 무역원활화협정(TFA), SPS협정, TBT협정 

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순 정책전문연구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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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지표(TFI) 

- CEPII BACI dataset 

3. 연구 내용

가. 부패성 농식품 공급 체인의 복잡성과 이로 인한 통관 절차의 문제점 

❍ 부패성의 정도 

- ‘온도, 습도 및 수확 후 관리에 대해 민감하고, 병해충에 취약한 정도’에 의해 해당 상

품의 부패성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음. 

- 부패성 높은 농식품에는 육류(HS02), 유제품(HS04), 수산물(HS03 및 HS16), 신선

과일, 채소 및 관련 농식품(HS06 및 HS08)이 해당되며, 곡류, 곡류가공품

(HS09~HS15), 설탕제품, 말린과일, 향신료 및 캔제품(HS17~19, HS22~24) 등은 

부패성 낮은 상품으로 분류됨. 

❍  통관 업무와 연관된 다양한 관계 기관들  

- 부패성 수입 농식품의 통관 절차에서 수입국 세관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 SPS 조

치를 고안하는 부처, 조치를 이행하는 기관들, 보건 당국, 적합성 평가기관 등이 모두 

관여됨. 

- 이러한 국경 기관들 사이 일상적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의 문

제가 발생하게 됨. 특히, 부패성 농식품의 경우 각 기관에서 동일한 서류를 중복되게 

요구하는 문제가 빈번함. 

-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 간에 공식적 업무 조율이 없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식 절차 없이 비공식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함. 

- 세관 이외 타 국경 기관들의 업무 절차와 실무 방식에 대한 분석 연구가 거의 없음. 국

경 기관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과 세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부패성 농식품의 

무역 원활화 방안 연구에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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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부패성 농식품 관련 타 협정과의 관계 

❍ WTO 무역원활화협정

-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제7조 제9항에 부패성 상품(Perishable goods)를 위한 조

항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음. 총 4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능한 최단 시간 반출

(9.1.가), 영업시간 외 반출(9.1.나), 부패성 상품의 우선권(9.2.), 적절한 저장 시설 

마련(9.3.), 지연사유에 대한 의사소통 제공(9.4.)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명시적으로 부패성 상품에 대해 언급한 위 7조9항 말고도, 간접적으로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통관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있으며, 절차상 형평성(impartialiy), 비차별

(non-discrimination),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하는 의무를 회원국들에

게 부여하고 있음. 

❍ SPS 및 TBT 협정 

- 투명성은 무역원활화와 관려된 핵심 개념임. (SPS 7조) 

- 무역원활화지표의 각 항목과 SPS, TBT협정과의 관계는 부록 A1의 표 A1.1에 정리됨. 

다. 부패성 농식품의 무역 원활화 평가 시 애로사항 

❍ 비관세조치의 복잡성 

-  통관 절차 상 지연요소가 존재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애

로 사항을 분류함. 첫째, 통관 시 SPS 및 TBT 규정과 관련된 서류 제출 의무 등 국경 

조치로 인한 애로사항, 둘째, 절차의 자동화 및 간소화 단계에서의 문제 셋째, 동일한 

절차가 품목군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현황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함. 

❍ 첫째, 통관 시 SPS 및 TBT 규정과 관련된 서류 제출 의무 등 국경 조치로 인한 애로사항

- 수입국 규정이 수출국 규정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통관 비용이 증가하게 됨. 

-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출 시 가장 큰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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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단계는 통관 이전 또는 이후가 아니라, 통관 절차 자체인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은 통관이 시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응답함. 

❍ 둘째, 절차의 자동화 및 간소화 단계에서의 문제 

- 전자인증체계의 확립에 있어 전자인증서와 통관 절차의 통합이 핵심단계임. 그러나 

여전히, SPS전자인증 제도를 시행하는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대

체적으로 동물성 상품보다는 식물성 상품 교역에 있어 전자인증시스템의 도입이 더

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동일한 조치가 품목군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현황 

- SPS, TBT 조치는 교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그런데,통관 

상의 동일한 조치라고 해도, 품목군별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 

본 보고서에서는 Gourdon, Stone and van Tongeren(2020)의 보고서를 인용하

여 이를 보이고 있음. 

- Gourdon, Stone and van Tongeren(2020)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상품에는 수

량제한(QCM)과 STP, TBT에 근거한 제한이 가장 큰 가격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남. 반면, 식물성 상품에 있어서는 TBT 제한과 국경통제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기름과 지방류는 TBT 적합성 평가가,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SPS 제한이 가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음. 각 상품군별로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 다른

데, 각 성분별로 구속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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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과 수출국의 무역원활화지표(TFI)의 차이 변수를 구조중력방정식모형

(structural gravity equation trade model)에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수출량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데이터를 이용

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자동화 및 국경통제, 국경기관협력, 지배구조 및 공평성 

이상 4가지 변수에 대해 4가지 품목군별(동물성 상품, 식물성 상품, 기름 및 지방, 가

공식품)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수입국과 수출국의 차이를 줄일 경우, 최대 5%까지 

교역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수입국과 수출국 간에 TFI의 차이가 작을수록, 즉 무역원활화 정도가 유사

할수록 교역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TFI의 경우 개도국일수록 낮고, 선진국 일

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따라서 개도국이 주요 시장인 선진국에 수출을 하고자 할 경

우 무역원활화 노력을 제고하여 TFI를 높이면 수출량을 증대시킬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405

SPS, TBT 조치를 위해 요구하는 제출 서류의 수는 몇 개인가?

이러한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가?

이러한 서류들이 단일 창구로 접수되는가?

근거 서류의 제출이 의무입니까?  의무인 경우 전자 문서만 제출해도 되는가?

제출 서류들이 기관 간 중복되지는 않는지 얼마나 자주 점검하는가? 

‘도착 전 가공(pre-arrival processing)’에 해당하는 거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자동화된 위험 관리 시스템이 농식품에 적용되고 있는가?

예외적으로 적절한 경우, 세관 운영시간 외에도 통관이 가능한가?

상당한 지연이 있을 경우, 수입업자 요청시, 세관이 서면 사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시험 검사 설비가 모든 국경 통관 지점에서 가능한가?

국내 기관간 협력 

-세관과 기타 기관사이 제출 서류 등에 있어 조율이 되어있는가?

세관과 기타 기관사이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가 연동되고 공유되고 있는가?

국가간 협력 

-국가 간 세관 운영시간이 일치(alignment)하는가? 

라. 농업분야 무역원활화지표 구축을 위한 정보 

❍ 지표 분류 

- 부패성 농식품을 위한 무역원활화지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지표군

(building block)을 구성함.  ⅰ)부패성 농식품을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 ⅱ)부패성 

농식품을 위한 절차 간소화, ⅲ)부패성 농식품을 위한 세관 및 기타 기관 간 협력 

- ‘ⅰ)부패성 농식품을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 부분에 포함되는 문항은 다음과 같음. 

- ‘ⅱ)부패성 농식품을 위한 절차 간소화’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설문이 포함됨. 

- ‘ⅲ)부패성 농식품을 위한 세관 및 기타 기관 간 협력’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

은 설문이 포함됨.  크게 국내 기관간 협력과 국가간 협력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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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가중치 부여

- 앞에서, Gourdon, Stone and van Tongeren(2020)를 인용하여, 동일한 SPS, 

TBT조치가 품목에 따라 가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음.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부패성 농식품 TFI 구축 시, 품목별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함. 

-  농식품 품목별로 부패성에 따라 각 지표별 중요도가 다르므로, 품목 특성에 맞추어 

다른 가중치를 부여함. 

- 각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출하는데, 지표들을 분류하여 만든 ⅰ),ⅱ),ⅲ)의 

지표군별로 가중치를 부여함.

- 예를 들어, 고부패성(high perishable) 상품은 검역과 저장 관련 항목이 더 중요함. 

따라서, 육류, 유제품, 과일, 채소 같이 부패성이 높은 제품일수록 사전 검역

(inspection away form the border), 저장(storage), 영업시간 외 반출(release 

outside working hours) 등의 항목이 포함된 ‘ⅱ)통관 절차 간소화’ 지표군에 높은 

가중치를 받음. 

❍  대상 국가들 

- 조사 대상이 방대하므로, 수출 및 수입 상위 10개 국가를 우선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총 26개 국에 해당하며 이 중 OECD 회원국은 15개국임. 

- 한국의 경우, 동물성 상품 9위 수입국에 해당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됨. 

- 각 국가별 조사 대상 기관은 세관뿐 아니라, 부패성 농식품의 통관에 관련된 기타 모

든 기관이 대상임.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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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자 의견

❍ 전체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부패성 농식품 무역원활화지표의 구축이 신선식품

의 국제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지함. 

- 부패성 상품의 통관 절차 원활화는 2012년 12월 무역원활화 협상 회의에서 주요 농

산물 수출국인 브라지, 호주 및 뉴질랜드가 공동제안한 것으로, (문한필. 2014)  상당

한 기간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어온 개념임. 

- 기존의 무역원활화 지표를 가지고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무역 원활

화를 정확히 진단․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OECD에서는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무역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농업분야 대한 별도의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작업에 착수함. (문한필, 2014)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통관의 신속성에 있어 세계 상위권이고, 부패성 물품에 대해서

는 보세구역장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부패성 농식품의 신속한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국가 중의 하나임.(관세청.2014) 

-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야채와 과일 및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선한 수입 농

식품들 빨리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패성 상품에 대한 통관시간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임. 부패성 농식품 무역원활화 지수의 구축이 신선식품의 국제교

역이 상당 수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등 부패성 농식품의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식

품 안전이 최우선 관심 사항임. 또한,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서론 두 번째 문단), 

SPS 조치가 꼭 교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농식품에 대한 국

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서 수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증명되고 있음. 따라서, SPS 및 

TBT의 본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

도와 안전 사이 균형감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부패성 농식품 무역원활화지표의 특징으로는 1)부패

성에 따른 상품의 분류, 2)가중치의 부여, 3)세관 이외 기타 기관의 조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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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성의 정도에 따라 농식품을 분류하고, 각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

-  ‘세관(Customs) 이외 다른 무역 관련 기관들(other border agencies)’에 대한 조

사 필요성임. 농식품의 통관에는 세관뿐 아니라, 농식품 관련 부처, 위생 기준을 제정

하는 부처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며, 통관 절차 신속화를 위해서는 이들 기관에 대

한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원활화협정(TFA) 등 

지금까지의 국제 사회의 노력은 세관 절차에만 집중되어 세관 이외 다른 기관들에 대

한 조사가 미흡했음. 이 보고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음. 

-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표가 개발될 것으로 생각되나, 정밀한 만큼 요구되는 자료가 

많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 또한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림 5의 설명에서 부록A2의 추정결과표 A2.1를 그래프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으나, 추정결과표는 부록 A3의 표A3.1이며, 추정결과의 수치와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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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중력방정식모형을 통해, 수입국과 수출국 간 TFI가 유사할수록 교역이 증가함을 

보이면서, TFI가 낮은 국가들이 TFI를 향상시켜 TFI높은 국가로의 수출을 증대시킬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그러나 TFI가 낮은 두 개도국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설명력

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TFI의 차이”라는 변수를 통해 교역량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근거나 경제학적 모형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중치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하게 수치적 예시와 함께 설명이 보충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임.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이 각 전문가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할 경우, 아

래 표를 수치 예시와 함께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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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기름 및 지방 가공식품 

ⅰ)제출 서류 간소화 0.2(예시)

ⅱ)통관 절차 간소화 0.6(예시)

ⅲ) 기관간 협력 0.2(예시)

 합계 1 1 1 1

❍ 발언 제안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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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OECD 사무국은 식물검역과 달리 동물검역에서 전자검역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을 설

명하면서, 전자검역 활용의 기회와 장애요인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함. 또한, 회

원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국제적인 협력 등의 내용을 제안하면서 관련 워크샵 

진행을 지지함.

❍ 곡물·유지류의 해상운임과 관련되어 사무국은 곡물, 유지류의 해상운임의 결정요인과 

함께 주요 수출입 항구, 항구 간 네트워크 등을 소개함. 또한 회원국은 IGC의 데이터 활

용을 높게 평가하면서 해상운임의 일부 설명변수의 조정 및 해상운임 관련 실증 연구 등

을 포함해줄 것을 제안함.

❍ SPS 승인절차에 대하여 OECD 사무국은 WTO의 SPS 협정 내용, SPS 관련 국제표준을 

설립하는 국제기구(OIE, IPPC, CODEX)를 소개하며 SPS 승인절차와 관련된 도전과

제를 설명하였음. 회원국은 보고서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도전과제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포함해 줄 것과, WTO SPS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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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제86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4.1. Extreme event mitigation through trade: Scoping paper 

(TAD/TC/CA/WP(2021)3)50)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 최근 기상 이변 및 거시경제의 극심한 충격이 농업시장과 무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운데 무역이 식량 공급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 강화에 도움이 됨.

- 그러나 환경적, 사회적 목적에 초점을 둔 생산 표준을 적용하려는 추세는 시장을 왜

곡하고 국내 시장보호 수준을 높여 세계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본 작업에서는 각기 다른 무역 특화 상황에서 Aglink-Cosimo 모형의 확률

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무역이 극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이 분석모델은 이미 기상 이변 관련 연구에 적용되었으나, 무역의 리스크 완화 역할

에 초점을 맞춰 적용되지는 못함.

- GLOBIOM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한 농업 정책 개혁이 농업의 

기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OECD의 작업을 보완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이 분석에서는 ‘OECD-FAO 농업전망보고서 2021-2030’을 기초로 함. 

- 이 보고서에 적용된 부분 확률분석은 많은 변수들을 확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대체 

시나리오가 어떻게 기초선으로부터 분화되는가에 초점을 둠.

- 선택된 변수들은 농업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됨. 특히, 국가 

50) 서울대학교 지성태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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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거시경제 변수들, 원유 가격 및 국가와 상품 특화 단위생산량은 이 부분 확률 프

레임워크에서 불확실하다고 취급됨.

❍ 국제 유가를 제외한 4개의 거시경제 지표(소비자 물가, GDP, GDP deflator, 달러 환

률)는 모두 국가에서 고려됨.

- 산출물 변수들은 모두 대상 지역의 작물과 우유 단위생산량임.

- 이들 변수의 확률적 특성을 결정하는 접근법은 개별 변수의 역사적 변화를 포착하고 

1,000개의 확률 변수 조합을 생성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침.

❍ 이 방법은 관찰된 과거의 변동성을 기초로 미래의 변동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기후 변화와 동일한 진폭과 빈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미래에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킬 것

으로 봄. 이것이 미래 상품의 단위생산량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설계함.

❍ 확률적으로 추출한 후 1,000개의 대체 ‘불확실성’ 시나리오를 위한 Aglink-Cosimo 

모형을 가동함.

- 모형 결과의 세팅에 따라 확률 시뮬레이션 성과에 대한 많은 지표들이 계산되거나 발굴됨. 

❍ 확률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몇 개의 모형 매개변수에 좌우됨. 

- 국제무역에 있어 이러한 모형의 매개변수는 관세, 저율관세할당(TRQs), 수출세와 같

은 정책 변수가 포함됨.

- 향후 10년의 변화를 예측하지 않으면 전망치의 기초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됨. 

- 비관세조치(NTMs)와 개발도상국의 항구 접근의 제약성 등 기타 무역장벽들이 이 모

델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무역 탄력성에는 반영됨.

- 예를 들어, 특정 상품에 대해 몇 개의 비관세조치를 적용한 국가는 수입에 대한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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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보호 모델 자유 모델

관세 두 배 이상 최소 10%이상 절반

수출관세 2배 절반

관세율할당 절반 2배

수입 탄력성 절반 2배

수출 탄력성 절반 2배 

도가 높고 수입 규제가 더 적은 국가보다 무역 탄력성이 약함.

❍ 이 분석의 목적을 위해 확률 프레임워크에 세 개의 특화된  Aglink-Cosimo 모델이 적

용됨.

- 기초선 모형 내역에 기초한 현상 유지 모형(Status-Quo model)

- 국경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보호 모형(Protection model)

- 국경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는 자유 모형(Liberal model)

❍  ‘보호 모델’과 ‘자유 모델’의 무역 파라미터에 대한 가정 제시

 

3. 연구 내용

가. Aglink-Cosimo 모형을 통해 생성된 주요 지표

❍ 식량안보의 첫 번째 영역 지표로써의 식량 가용성(food availability)

❍ 식량안보의 두 번째 영역 지표(접근성, accessibility)로써의 국내와 국제 가격

❍ 수출의 수준과 안정성을 위한 지표로써의 수출액

❍ 수입국의 수입의존도 지표로써의 수입액

❍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역 보호와 상관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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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북미 저소득국가

유럽 하위중소득국가

중미 및 카리브해 지역 상위중소득국가

아프리카 고소득국가

아시아 태평양 OECD 국가

오세아니아 G20 국가

동북 아프리카 G20+OECD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브릭스(BRICs)

남미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최빈 개발 도상국

나. Aglink-Cosimo 모형이 제공한 국가의 지정학적 혹은 경제적 특징에 따른 그룹핑

❍ 지역 그룹핑 기준

❍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분류가 필요할 수 있음.

5. 검토자 의견

❍ Aglink-Cosimo 모형은 OECD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긴밀한 협력하여 개발한 세

계 농업에 대한 동태적 수요-공급 모형으로 2005년부터 FAO와 공동으로 개발ㆍ운용

하고 있으며, 그동안 모형의 모듈 세분화와 DB 확장을 통한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져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국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모형 사용자이자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바

가 있음. 그러나 2010년 이후 국내에서 Cosimo 모형에 대한 연구 혹은 모형을 이용

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사료됨. 

- Cosimo 모형은 국가별 모듈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모듈 구성에 대한 협

의, 한국 DB 갱신 및 실측치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

검 및 업데이트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미래의 기후 변화 패턴이 과거와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최근 들어 기후 변화의 빈도가 더 높아지고 그 진폭이 더 커지는 추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417

세적 특성이 존재할 경우 그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보호 모델’과 ‘자유 모델’의 무역 파라미터를 각각 가정하여 적용하였는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가정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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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lectronic sanitary certificates for trade in animal produc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Scoping paper 

(TAD/TC/CA/WP(2021)4)51)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 식품 생산 및 무역에 있어 식물성 제품보다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규제가 더 복잡함. 

대부분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Codex SPS 표준은 국제 수의 증명서 반영되고, 

두 표준 설정 기관은 식물성 제품에 인증서를 발급함. 수입국은 SPS와 기타 사항에 

대한 인증 요구가 있고, 동물성 제품의 수출입에 다수의 수의 보건 인증서가 첨부됨.

- 교역량이 증가하고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이 보급됨으로써 

생물안전 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자 인증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 식물검역 인증서(ePhyto) 시스템은 58개국에서 일

상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45개국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빠르게 도입되는 추세임. 

이 시스템은 EU TRACE 시스템과 연동되었고, ePhyto Hub를 ASEAN 통관 단일창

구와 연동시킬 계획임. 

- 이러한 가운데 전자 검역 증명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원은 많지 않음. 특히 개발도상

국은 국가의 규제, 낮은 기술개발 수준, 자금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해당 시스템 도

입이 어려운 상황임.

- 양자간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자 검역 증명서 채택 관련한 관심

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자 수출입 시스템을 개발하

여 활용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스템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국제기구는 전자 검역 증명시스템 확대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평가하고, 전자 검역 

증명시스템 개발 및 채택에 따른 국가와 산업 차원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

51) 서울대학교 지성태 교수의 검토의견임.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419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 시스템 내에서 각국은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 거

래에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고 있음. COVID-19 이후 관련 기술 발전으로 SPS 인증

서 전자 교환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21년 OECD에서 발표한 ‘SPS 시스템의 디지털 기회와 SPS 전자 인증의 무역 촉

진 효과’ 보고서에서 SPS 인증서의 전자 교환은 운영비를 낮추고 거래 제품의 정보를 

적시에 전송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기술 채택을 통해 제품 거래과정의 위험을 평가하

고 관리할 수 있음. 특히, 인간의 건강 및 동물 보건과 관련된 위험을 개선할 수 있으

며, 교역의 투명성과 공급망 추적 가능성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음. 

- 다만, 해당 기술 개발과 채택에 있어 필요한 기반시설, 기술적 역량, 식품 공급망에 따

라 주요 이해관계자, 기관의 조정, 투입 비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함.

-  전자 검역 증명은 교역 파트너들이 동의한 적합성 기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동물 보

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거래를 촉진함. 동물성 제품 거래에 대한 규제는 인간과 

동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잡하게 구성됨. 

- COVID-19 대유행으로 식물성 제품의 전자 인증 기술 채택과 활용은 급속히 증가하

였으나, 전자 위생(e-sanitary) 인증서 채택에 다양한 제약 및 장애 요인이 존재함. 

그리고 동물성 제품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검역 증명서 전자 교환과 채택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임.

- 전자 검역 증명의 주된 문제는 국가별 SPS 적합성 평가의 상호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위생 증명서가 없다는 것임.

- OIE의 수생동물 건강코드 및 육상동물 건강코드에는 UN 전자문서 표준화기구(UN 

CEFACT) 표준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에 대한 무역을 위한 모델, 

국제 건강(위생)과 수의 인증서가 각각 포함됨. OIE 모델의 동물 보건 인증서는 매우 

포괄적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데이터와 정부가 필수적임. 예를 

들어, 동물성 제품 국제무역의 경우 모델에 제품 온도, 포장 유형, 총 포장 수와 시설 

승인 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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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전자 수의 인증서 형식과 내용이 다양함. 이는 OIE(동물 보건)와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식품 위생)의 표준을 시행하는 방식이 상이

하기 때문임.

- 전자 검역 증명과 전자 식물검역 인증의 상황은 다소 차이가 존재함. 예를 들어, 

IPPC는 국가 간의 전자 식물검역 인증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중앙 교환 시

스템인 ‘ePhyto Hub’를 구축함.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한 국가 내

에서도 여러 SPS 기관 간에 전자 인명서 교환이 용이함.

- COVID-19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교환된 인증서 수가 급증함. 2019년 12월 약 

8,000건의 인증서가 교환되었고, 2020년 7월 46개국이 약 55,000건의 인증서를 교

환했고, 2021년 7월 58개국이 약 100,000건의 인증서를 교환함.

- ePhyto Hub의 구현을 통해 복잡한 SPS 시스템을 단순화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어떻

게 솔루션을 제공하는지를 포함해 많은 중요한 교훈을 얻음. 한편, 다자간 디지털 수

단의 개발과 채택을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 간의 상당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현 시스템을 쉽게 전환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또한 IPPCD의 표준화된 식물검역 인

증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ePhyto 시스템 활용이 촉진됨.

- 식품 안전을 위한 전자 인증 접근방식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Codex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 시스템 위원회(CCFIC)에서 진행 중임. 2021년 6월 열린 CCFIC의 가

장 최근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서류에 쓰지 않는 인증서 사용에 대한 지침을 국제식품

규격위원회에 전달하여 채택하기로 함의함.

- OIE는 전자 수의 인증 플랫폼의 개발자 및 시행자는 아니며,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OIE 표준과 인증서가 Single Window나 다른 플랫폼과의 통합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할 것임. 

- 현재 일부 국가들은 다자간 업무 프로그램, 다자간, 양자간 무역협정을 포함한 다양

한 채널을 통해 SPS 전자 증명서를 교환하고 있음. 전자 검역 증명서가 양자간 중심

으로만 교환되면 해당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즉, 양자간 

전자 인증 협정은 국제 수준의 시스템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디지털 격차를 확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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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간 전자 인증 협정은 특정 무역을 타겟팅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동물성 제품의 전

자 인증제도 조기 도입을 위한 뉴질랜드의 ‘E-cert system’(1999)과 네덜란드의 

‘e-CertNL’(2001)이 있고, 최근 한국과 호주가 육류 교역을 위한 전자 인증에 합의

함. 이러한 시스템은 주요 교역 파트너와 동물성 제품의 교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EU는 유럽 내에서 동물성 제품에 대한 인증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개발에 투자함. 

EU 집행위 무역통제전문시스템(EU TRACES)은 표준화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전

자 인증을 공동 건강 문서(Common Health Documents, CHED) 형식으로 제공하

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임. 

- EU TRACES는 인증 절차가 간소하고 동식물 제품 수입 시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

는 시스템임. 이는 접근성 제고, 통합된 통신시스템, 빠른 정보 공유, EU 내외부의 부

정행위 가능성 감소 등의 이점이 있음. 2020년 5월부터 EU TRACES는 EU 모든 회

원국들이 IPPC ePhyto Hub를 통해 비EU권 국가가 전송한 식물 검역 인증서의 전

자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함.

- 국제 무역에서 전자 검역 증명시스템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많이 공감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동물성 제품 무역에 전자 인증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전자 검역 증명서 채택은 동물성 제품 교역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해 SPS 시스템 내에서 

전자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임.

- 수출업자들은 각국 시장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함.

- 동물성 제품의 교역을 위한 전자 검역 증명 시스템을 구축과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행정시스템, 기술 역량 구축에 필요한 비용 관련 정보도 부족함.

- SPS 조치 및 국제 표준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처와 기관 간의 조정도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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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는 국가들이 식물성 제품 무역과 동물성 제품 무역에서의 전자 인증 시스템

을 분리해서 다루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 (1단계) 2021년 11월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에서 논의 및 승인을 위한 연구 

계획(Scoping Paper)을 작성함.

- (2단계) 동물성 제품 교역에서 전자 검역 증명서 사용에 있어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OECD 정책 워크숍을 2022년 3월 개최할 예정임. 워크숍에서는 전자 검역 

증명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전자 인증서 사용을 

통해 얻은 교훈을 OECD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전자 검역 증명의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경험도 공유함. 본 워크숍에는 무역 정책 입안자, OECD 회원국의 SPS 기술 전

문가, 국제기구 관계자가 초청될 예정임.

- (3단계) 외부 컨설턴트의 조사 내용과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성 

제품 무역을 위한 전자 검역 증명서: 기회와 도전”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

임. 통합 보고서 초안은 2022년 5월에 JWPAT에 제출될 예정이고, 초종 보고서는 

2022년 11월에 제출될 예정임.

❍ 본 연구는 무역농업국(TAD)에서 진행 중인 작업 외에도 과학기술혁신국(STI)과 공공거

버넌스국(GOV)을 포함한 OECD의 다른 부서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작 내용도 활

용함. 

- 사무국은 연구에 최신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회원국의 전문가 및 기관과 긴밀

히 협력함. 본 연구에는 OIC, Codex Alimentarius와 IPPC, STDF, WCO, WTO 

SPS 사무국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함.

❍ 본 보고서는 ‘OECD 식품, 농수산 보고서 시리즈’로 발간될 예정임. 

- 동물성 제품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 검역 증명서 사용의 모범사례와 교훈을 주요 

주제로 하는 웨비나/세미나를 조직함. 본 작업의 결과는 관련 OECD 위원회와 작업

반에서 발표될 예정임(OECD 공공 거버넌스 이사회에서 개최하는 규제정책회의 등). 

연구 결과는 WTO SPS 위원회 STDF SPS 전자 인증 자문위원회(ECAC) 등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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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관련 회의에서도 발표될 예정임. 또한 본 보고서는 관심있는 대표단이나 조직

이 참여하는 화상회의 세미나의 기초 자료가 될 것임.

3. 연구 내용

❍ 이 프로젝트는 농식품 무역의 SPS 조치 및 디지털화에 대한 무역농업국(TAD)이 진행 

중인 작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동물성 식품 무역에서 전자 검역 증명 시스템 채택을 방

해하는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 본 프로젝트의 과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동물성 제품 거래에서 전자 검역 증명서를 채택하는 요인을 검토함.

- 둘째, 전자 검역 증명서 채택에 있어 주요 위험요인과 장애요인을 평가함.

- 셋째, 동물성 제품 무역에서 전자 검역 증명서 채택에 있어 제약요인과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접근 방식을 도출함.

5. 검토자 의견

❍ 전자 검역 증명시스템이 신속성, 편리성, 신뢰성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여건을 갖춘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유인책이 없어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전자 검역 증명시스템을 도입하도

록 유인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권함.

- 전자 검역 증명시스템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 자체 시스템을 

보유하고 이를 연결시켜주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그러나 전자 검역 증명 

시스템을 구축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행정시스템, 기술 역량이 취약한 국

가가 존재함. 가능하다면, 전자 검역 증명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검역시스템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며,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부 자원 동원 외에 

국제개발협력 등의 외부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의 방안도 강구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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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는  무역 정책 입안자, OECD 회원국의 SPS 기술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워

크숍 개최 이전에 참가자 혹은 국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 각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을 진행하고 정리하며, 워크숍에서 이를 기초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양자간 전자 인증 협정이 국제 통합 시스템 구축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수출국의 시장 독점 의도, 수입국의 비관세 장벽 활동 의도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음. 무엇보다 전자 검역 증명시스템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용 국가들간의 신뢰가 최

우선이기 때문에 검역 관련 국제 표준 설정, 보급과 채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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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aritime transportation costs in the grains and oilseeds sector: Interim 

report(TAD/TC/CA/WP(2021)5)52)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농업위원회(CoAg)의 Work and budget(PWB) 2021-22 프로그램

의 농식품 시장 예측 가능성 강화(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의 일환으로 수행됨.

- 이 중간보고서(interim paper)는 곡물 및 유지류의 해상운송 비용이 시간에 따라 그

리고 국가에 따라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그리고 운송 요금의 결정요인과 네트워크 

분석(예비) 결과를 제시함.

- 이 문서는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rade에 논의를 위해 제시됨.

❍ (연구 추진계획) 본 의제는 지난 5월 Scoping paper 이후 다음과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

으며 본 보고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 연구 결과 발표(interim paper)’에 해당함.

- 2021년 5월 JWPAT: 의견 수렴을 위한 scoping paper 발표 

- 2021년 11월 JWPAT: 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 연구 결과 발표

- 2022년 5월 JWPAT: 의견 수렴을 위한 최종 보고서 발표

- 2022년 11월 JWPAT: 최종 보고서 발표 

2. 분석 자료 및 방법

❍ 분석 자료: IGC(International Grains Council)의 운송료 데이터베이스를 주 분석 자료로 함.

- IGC 운송요율 데이터베이스는 2007년부터 각 수입항(국가)과 수출항(국가) 사이(루

트별)의 곡물 및 유지류 해상운임 정보를 주(weekly) 단위로 제공함.

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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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는 HSS(heavy grains (밀, 듀럼), 수수, 콩)와 보리에 더하여 옥수수 품

목 추가, 루트 수 증가(30국→53국, 104루트→300루트) 및 일(daily) 단위의 자료가 

제공됨(bulk freight model in 2018).

- 장기(Long term) 분석에는 200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주간 자료를 이용하며 

단기(short term) 분석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일간 자료를 사용함. 

- IGC 데이터베이스는 FOB 가격 자료도 제공함. C&F 가격은 FOB 가격에 해상운송료를 더하여 계산함.

❍ 분석 방법: 해상운송료, FOB 가격, C&F 가격에서 해상운송료 비중의 기초통계치, 추

세, 변동성을 1차로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요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루트의 결합 강도와 중심성(centrality)을 도식화함.

- 기초통계치는 boxplot을 품목별 요율 등의 최대, 최소, 25, 50, 75 백분위수

(percentile) 및 평균값을 검토함.

- 추세분석은 시간에 따른 요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용하며 변동성은 변동성 계수

(CV: coefficent of variation,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단위 중립적인 값)

- 회귀분석은 종속변수로 품목, 루트(수출항, 수입항), 시간별 해상운송료를 사용하고 

설명변수로 FOB 가격, 수출입항 간 거리, 운송량 및 수출항, 수입항, 품목, 시간 고정 

효과(fixed effects)를 포함한 패널 계량모형을 사용함.

- 네트워크 분석은 루트별 수출입 양이 아닌 운송료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함. 다만, 

현 보고서는 2020년 1월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 향후 확대를 통해 네트워크의 중심

성이 변화추세를 분석할 예정임.

3. 연구 내용

가. 해상운송료

❍ 곡물 및 유지류 해상운송료는 200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평균 33 USD/t이었지

만 품목, 수출국 및 시기에 따라 매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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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기초통계, 2007~2021년 대상, 그림 5>

<보리> <HSS>

주: 회색 박스의 가로선은 각각 25, 50, 75백분위수를 나타내며 점은 평균을 의미함. 최대 및 최소 값은 상하의 가로선으로 표시됨. 

자료: TAD/TC/CA/WP(2021)5

❍ 곡물 및 유지류의 해상운송료의 역대 최고치는 2007-08년의 식량 위기 시에 도달하였

으며 2020년 중반 이후 운임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평균 운임은 2008

년 6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미국발 HSS 해상운임 추이, 2007년 1월 = 100, 그림 7>

자료: TAD/TC/CA/WP(2021)5

❍ 2007-08년 식량 위기 시 곡물 및 유지류 해상운송료 변동성이 가장 높았지만, HSS, 수

수, 콩 등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에 역대 3번째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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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및 연도별 HSS 운임 유의계수(CV), 그림 9>

 자료: TAD/TC/CA/WP(2021)5

나. FOB 가격

❍ 곡류 및 유지류 해상운송료는 일반적으로 이들의 수출가격(FOB)보다 변동성이 큼. 예를 

들어, 2007-08년과 2020년에는 운임 변동성이 수출가격 변동성보다 거의 50% 더 컸음.

<FOB 가격 유의계수(CV), 그림 12>

 자료: TAD/TC/CA/WP(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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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 가격지수 추이, 2007년 1월 = 100, 그림 11>

 자료: TAD/TC/CA/WP(2021)5

다. C&F 가격에서 해상운송료 비중

❍ 분석 기간 내에서 곡물 및 유지류의 해상운송료가 C&F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8%이나 루트에 따라 1.7%에서 43%까지 차이가 남.

<운임의 C&F 가격 비중 기초통계, 2007~2021년 대상, 그림 14>

주: 회색 박스의 가로선은 각각 25, 50, 75백분위수를 나타내며 점은 평균을 의미함. 최대 및 최소 값은 상하의 가로선으로 표시됨. 

자료: TAD/TC/CA/WP(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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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C&F 가격 비중 추이, 그림 16>

자료: TAD/TC/CA/WP(2021)5

라. 해상운송료 결정요인

❍ 회귀분석 결과 곡물 및 유지류 운송 거리가 운임의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보

다 구체적으로, 두 항구 사이의 거리가 10% 증가하면 운임이 2.5% 인상되는 것으로 추

정됨. 그러나 수출입 물량은 운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장기(2007~2021년) 분석에서 FOB 가격은 운임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

로 추정됨. 이 결과는 운임 상승, 높은 변동성 및 공급망 차질 발생으로 특징 지워지는 

기간(2019~2021년)을 대상으로 한 단기 분석에는 FOB 가격이 운임의 유의미한 결

정요인으로 분석됨. 구체적으로 단기 분석 결과는 FOB 가격의 10% 인상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하게 운임 1.6%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회귀분석 결과는 곡물 및 유지류 운송비가 iceberg 형태(거래 단위당 가격의 일정 비

율)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함.

- 이는 운송비를 iceberg 형태가 아닌 가산 형태(additive formulation, 단위 당 가

산)로 모델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이전 선행 연구가 교역 비용이 iceberg 형태보

다 가산 형태로 모델링할 경우 후생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교역 비

용의 후생 효과 분석(welfare analysis)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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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결정요인 분석 결과, 표 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TAD/TC/CA/WP(2021)5

마. 해상운임 네트워크 분석

❍ (예비)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20년 1월 기준으로 프랑스 Rouen 항, 브라질 Santos 항, 

미국 New Orleans 항이 HSS, 보리, 옥수수의 주요 수출항인 것으로 도식화됨.

- 수입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집트 주요 항구가 각각 보리, 옥수수, HSS 수

출항과 가장 큰 연결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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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 네트워크, 2020년 1월, 그림 17>

주: 노드는 항구를 나타냄. 노드의 지름은 연결된 항구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짐. 화살표 방향은 수송 방향을 나타내며 굵기는 

연결 강도(운임이 낮을수록 진해짐)를 나타냄.

자료: TAD/TC/CA/WP(2021)5

<수출항의 축 중심성, 2020년 1월, 표 5>

자료: TAD/TC/CA/WP(2021)5

<수입항의 중심성, 2020년 1월, 표 6>

자료: TAD/TC/CA/WP(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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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본 보고서는 1차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추가 분석 내용 등에 의견을 듣

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직 회원국별 혹은 보완사항에 대한 논점이 존재하지 않음.

5. 검토자 의견

❍ 곡물의 해상운임은 건화물 해상운송 시장의 전체 수급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므

로 전체 건화물 벌크선의 수급(벌크선 선복 공급량 및 철광석 등을 포함한 벌크선 전체

의 선복 수요량) 상황을 설명변수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규모의 경제의 영향을 보기 위한 변수인 교역량 변수는 해당 루트의 전체 교역

량을 변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p.30, 식 1) 결과 해석은 개별 모선 크기로 설명함

(paragraph 75). 통상적으로 규모의 경제는 루트별 전체 물량보다는 개별 모선의 크

기(선급이 커질수록 단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짐, 즉 규모의 경제는 전체 항구의 

수출량보다는 해당 모선의 크기에 의해 결정)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짐. 변수 설명을 

명확히 하고 이와 일관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교역 비용의 ice berg 형태 여부에 대한 검증은 거리변수를 제외한 분석을 바탕으로 

검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검증은 거리당 추가되는 

부분을 제외한 교역의 고정 비용(상하차 비 등)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또한 추정치

()의 음의 부호는 무역 비용보다는 FOB 가격 상승 시 교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운

임이 하락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 곡물과 유지류 해상운임 추세 및 변동성에 대한 현황 분석은 잘 진행되었으나 변동성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추가되었으면 함.

- 국제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해상운임은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 요인이라는 것이 본 보고서의 시각이므로 해상운임 수준 결정요인뿐만 아니라 큰 

변동성의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해상운임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변동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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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에 그침.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진함. 

- 변동성의 유발 요인, 여타 건화물 운임 변동성과 비교 등의 연구가 추가되었으면 함.

❍ 개별 국가별 해상운송료 세부 자료가 제공될 필요

- 개별 국가들이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 수출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록 등에 개별 루트별 운임 시계열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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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anitary and phytosanitary approval procedures: Interim report 

(TAD/TC/CA/WP(2021)6)53)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보고서는 변화하는 환경(해충, 질병) 및 기술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SPS 위험에 어

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의 중

간보고서임. 

- 2021-22년 농업위원회(CoAg) 사업예산계획(PWB)의 예상 결과 “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3.2.2.3.1)에 따라 작성

- WTO SPS 위원회의 맥락에서 제기된 특정 무역 문제의 검토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

한 문헌의 검토결과와, 각국 SPS 전문가 및 국제기구 전문가와의 일련의 인터뷰를 토

대로 작성됨.

- 본 문서에서는 SPS 승인 절차 시스템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최근의 논의 전개방

향을 소개함.

❍ 향후 작성될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잠재적 무역영향 평가를 포함하여 승인 절차와 관련

된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고(2부), 잘 작동하고, 접근가능하며 투명한 제어, 검

사 및 승인 절차 시스템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할 계획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SPS 승인 절차와 관련한 WTO 협정문, WTO SPS 위원회 문서, FTA 협정의 관련 조항, 

선행연구 등의 문헌조사, 각국 SPS 전문가 및 국제기구 전문가 대상 인터뷰

53)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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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 WTO SPS 협정(부속서 C)에 따르면,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이하 승인 절차)는 SPS 

조치의 이행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의미함. 이는 수출 전 건강 검진부

터 수입국 도착 시 위탁 서류 확인 및 제품 샘플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치임. SPS 

승인 절차의 성격, 범위 및 실행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각국은 SPS 조치를 설계하고 실행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승인 

절차 시스템을 보장해야 함. 

- WTO SPS 협정의 의무에 부합하게 관리되는 승인 절차 시스템은 SPS 협정에 명시된 

의무와 일관되게 관리되는 경우 승인 절차는 인간, 동물 및 식물 건강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국가의 약속을 준수하는 동시에 이러한 약속과 방해받지 않는 무역의 필요

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

- 그러나 이러한 의무와 부합하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SPS 승인 절차는 무역에 대한 비

관세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음(특히, 예상치 못한 지연 및 무역 비용 증가에 중소기업

(SME)이 더 취약함).

- 농식품 무역이 확대되면서 SPS 조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었고, SPS 승인 절차는 

식품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잘못된 행정절차로 작용할 경우 무역장

벽으로 기능함. COVID-19 팬데믹에서 세계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SPS 승인 절

차와 관련된 불필요한 무역장벽 및 교역비용을 제거해야 함.

 *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은 국경 통제, 운송 및 물류에 대한 

도전과 함께 식품공급망에 전례 없는 스트레스를 초래(비효율적인 정책 개입, 필수 

재화에 대한 접근 지연(심지어 부족), 행정 효율성 손실 등 포함). 많은 국가의 팬데믹 

초기 정책 대응이 국제적으로 조율되지 않았고, 글로벌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간 규

제협력의 취약성을 드러냄.

 * COVID-19는 또한 SPS 승인 절차를 관리할 때 디지털 도구(SPS 전자 인증)로 전환

한 계기를 제공.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는 본질적으로 일

시적이며 팬데믹 기간 동안에만 효력이 있는 일몰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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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PS 승인절차 시스템과 WTO

❍  WTO SPS 협정은 국가가 동물, 식물 및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협정으로, 국가가 과학 및 위험 기반 조치의 사용

을 의무화함으로써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식물, 동물 

및 인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권리를 존중

- SPS 협정은 국가가 자체 조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과학에 

근거해야 하며 인간, 동물 및/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동일하거나 여건이 유사한 국가 간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

며,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초래하는 SPS 조치를 도입할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

- SPS 협정의 조화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제기구(SPS 협정의 '3자매 기구':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식품안전), OIE(동물, 인수공통전염병), 

IPPC(식물))에서 개발한 표준에 기초하여, 회원국은 승인 절차를 포함한 SPS 조치를 

특정 방식으로 실행할 권리가 있음.

- SPS 협정의 부속서 C는 첨가제 사용을 승인하거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오염물질

에 대한 허용치를 설정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포함하여 동식물 제품의 통제, 검사 

및 승인과 관련된 절차의 설정 및 시행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

❍ SPS 협정에는 '승인 절차'라는 용어에 대한 단일 정의가 없지만, 부속서 C의 맥락에서 "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됨.

- 입국 지점 검사(해충 침입 또는 오염의 징후에 대한 물리적 검사 포함)

- 수출 검사 시스템의 감사(audit) 또는 검사;

- 전염병에 대한 살아있는 동물의 수의학적 검사 절차;

- 국가에서 설정한 최대잔류허용수준(MRL) 준수를 위한 식물제품의 위탁 검사

- 검역, 선적 원산지 또는 국가(또는 지역경제기관)에서 부과하는 기타 요구사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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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같은 SPS 조치의 준수를 확인하는 문서의 검사, 보관 및 확인

- 수입국에 선적 또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수행되는 시판 전 제품 승인

 * SPS 조치에는 실질적인 요구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가 모두 포함됨. 부속서 C는 부수적 또는 종속적 절차(예: 신선식품에 대

한 해충 훈증 요건과 관련된 위해성 평가 절차) 자체가 SPS 협정의 목적을 위한 승인 

절차로 간주되어야 함을 규정

 * 한편, 2017년 2월 발효된 WTO의 무역원활화협정(TFA)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 기반 조치를 취할 회원국의 권리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즉, SPS 협정을 준수하면서), SPS 통제 대상 상품의 무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예: SPS 조치 및 적용 간소화).

❍ 2020년 6월 WTO SPS 위원회는 SPS 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한 5차 검토보고서를 채

택했는데(WTO 회원국은 4년마다 SPS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평가), 이 보고서에는 승

인 절차의 국가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초점을 다음과 같이 반영함.

- 과도한 지연을 피하고 주요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

- 불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포함된 상황의 관리 및 위험의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위험 기반 과학적 평가의 사용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강화

-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제 시스템 간의 동등성에 대한 적절한 인식

-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의 중요성(즉, 병해충 또는 질병 관련 

공통 조건의 인식과 이에 따른 승인 절차에 대한 공통 접근의 필요성) 및 불필요한 정

보 요청 없이 적시에 지역화 요청에 응답해야 할 필요성

-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MRL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의 필

요성(제안된 MRL 변경 통지를 통한 MRL에 대한 더 큰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포함) 

 * 5차 검토보고서의 핵심 구성요소는 상기 승인 절차를 포함한 SPS 접근방식의 동등성 

및 지역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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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이었음. 여기에는 지역화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강화뿐만 아니라 해충 또는 

질병이 없는 지역의 승인을 요청하고/하거나 지역적 조건을 인식하기 위한 절차 및 

프로세스가 포함됨. 동 검토보고서는 지역화 관련 OIE, IPPC의 작업과 OIE, IPPC 

표준의 이해 및 구현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 한편, FAO 회원국은 SPS 승인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Codex 식품수출입인증위

원회(CCFICS)의 후원으로 작업그룹을 만들어 이슈와 추가 협력 기회를 추가로 조사

하는 데 동의함.

나. 개별 국가의 SPS 승인 절차 시스템 관리방법

❍ 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승인 절차 수립

- 무역협정에 승인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과도한 지연 방지, 투명성과 같은 원칙이 실제

로 구현되는 수단을 자세히 지정할 수 있으며, 승인 절차 시스템의 무역제한 측면을 

다룰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협정 내에서 동등한 승인 절차 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승인 절차는 수출국 당국의 관심표명에서 시작하는데 수출을 위해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출처에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입국 당국은 일반 또

는 제품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모델 인증서에 설명된 세부 인증 요

구 사항에 따라). 또한 식품안전 또는 생물보안 법률 및 규제 체계 또는 잔류물 모니터

링 계획에 관한 세부정보와 같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 다음 수입국 당

국은 모든 관련 자료를 평가하고 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승인 절차 요구사항을 준수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또는 검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EU의 경우, 이러한 

승인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야 함)

- 통상, 승인 절차(원칙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약속)는 무역협정의 SPS 장에 요약되

어 있지만, 이러한 원칙이 승인 절차 조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세

부사항은 공무원 수준의 작업그룹 또는 FTA SPS 위원회(일반적으로 매년 회의)에 따

라 조직된 유사한 행정 메커니즘(대체로 비공개)에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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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입허가를 위한 표준화된 SPS 승인 절차

자료:　TAD/TC/CA/WP(2021)6

❍ 동등한 SPS 승인 절차 시스템 인정 

- SPS 협정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승인 절차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동등한 SPS 시스템

을 인정하는 것임. 동등성은 특정 제품 또는 제품 범주와 관련된 특정 측정에 대해 또

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허용될 수 있음.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제품 또는 제

품 범주와 관련된 조치의 등가물을 수락하도록 노력해야 함.

- SPS 협정은 회원국이 SPS 조치에 대한 동등성 협정에 도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음. 단, 수출국은 그 조치가 비록 다르지만 수입국의 적절한 수준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를 달성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위생 조치가 수입국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수출국의 책임). 수입국은 수

출국에서 적용된 조치의 동등성 판단에 따라 검증 조치의 빈도와 범위를 줄일 수 있음.

- 회원국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동등성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합의를 추

구할 수 있지만, 동등성의 인정은 고도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프로세스이며 일반적

으로 성숙하고 매우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역관계를 가진 국가 사이에서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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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함(실제 WTO에 통보된 동등성 협정 건수는 매우 작음).

❍ SPS 협정에 명시된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외에도 OIE/IPPC/Codex는  WTO 회원국

이 시스템을 조화시키기 위해 표준, 지침 및 권장 사항을 개발할 책임이 있음.

- 예를 들어, Codex 식품수출입인증위원회(CCFICS)는 식품 수출입 인증에 관한 통일

된 표준을 증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투명성과 비차별을 촉진하고 검사 및 인증

을 위한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동등성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회원국에 제공

함(박스 2 참조).

다. SPS 승인 절차(개별 국가 관리) 관련 이슈 및 도전과제

❍ 과도한 지연(undue delay)

- DS291: EC - Measures Affecting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nology 

Products; 생명공학을 통해 생산된 품목의 승인을 처리하는 데 2년의 지연이 상황에

서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SPS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한 확신을 갖고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수의학 건강증명서에 할랄 도축요건 관

련 비SPS 관련 정보가 계류 중이었다는 이유로 SPS 승인 요청에 대한 응답이 257일 

지연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DS367: 호주-사과; SPS 승인 절차 이외의 절차가 이러한 절차와 관련되어 있어도 여전

히 부당한 지연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시(IRA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

는 것과 실제 IRA를 수행하는 것 모두 과도한 지연을 피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간주)

- 다만, 자원 제약, 행정적 약점 또는 기타 격차로 인한 과도한 지연 위험없이 SPS 승인 

절차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

❍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 간의 불일치 및 차별

- 수입 제품을 일관성 없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 SPS 승인 절차(위험 기반 또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으며, 수출국의 특정 해충 및/또는 질병의 존재 여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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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않음) 

- 차별적인 수수료, 샘플 선택 등으로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을 구분하는 관행

- 과학적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수입 식품에 제한적인 유통기한 요건을 적용

❍ 투명성 부족

- 부속서 C(1)(b)에 명시된 투명한 행동에 대한 요구사항은 승인 절차 처리 기간의 게

시 또는 전달, 완전한 문서, 수행된 승인 절차의 결과 전송, 부족한 신청서 처리, 신청 

처리 지연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함.

- SPS 협정(2018-20)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한 5차 검토기간에 여러 투명성 관련 이니셔

티브가 착수됨. 새로운 온라인시스템(기존 ePing 알림경고시스템을 보완한 

eAgenda 포함)의 도입 및 기존 온라인시스템의 업데이트(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PS Notification Submission System)와 함께 승인 절차 

정보의 빠르고 편리한 전송을 용이하게 설계

❍ 정보 수집 및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한 과도한 의존

- 부속서 C(1)(c)는 회원국이 승인 절차 정보 요구 사항을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제한

할 것을 명시

- 동일한 정보를 수입국의 여러 기관이 요구하거나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 요청(제품 

원산지, 안전 표준, 라벨링, 생산조건 및 기타 문제)

- 식품무역에서 이러한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Codex Alimentarius는 수입

국과 수출국 간 정보교환을 표준화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과 지침을 제안

- 수출국의 식품생산시설(예: 육류 가공공장)에 대한 물리적 검사 후 개별 사례별로 사

전 수출승인을 요구하는 추세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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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수수료 사용

- 부속서 C(1)(f)는 회원국이 수입제품에 대해 완료된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공정한 수

수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수행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보다 높지 

않아야 함을 명시

- 수입국 공무원이 현지 시설에 대한 직접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수출국을 여행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

- 육류 가공공장에서 육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공인 수의사 고용 요구(가공업체

의 비용으로)

- 판매 또는 선적을 위해 국가에 입국하는 모든 살아있는 1일령 병아리에 대해 수수료

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특정 동물, 식물 또는 식품에 대해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

- 국가 보건 및 안전 표준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급망 검사를 위해 수출국에서 근무하는 

공인 직원에 대해 교역파트너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

- SPS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 증가(승인 절차 포함)는 상황을 개선하고 무

역파트너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국가 또는 제품 동등성에 대한 신뢰 부족

- SPS 협정 제4조는 회원국이 수입 회원국이 결정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달성한 경우 

회원국이 SPS 조치를 국가 간에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

- 수출국이 특정 제품 또는 시설(예: 육류 가공 시설)을 검사 및 검증한 경우에도 수입국

은 자체적으로 반복 검사를 수행

- WTO 회원국은 동등성 인정에 대한 지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곤 있지만, 실질적으

로 동등한 승인 절차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함.

❍ 객관적인 과학적 위험 평가를 초과하는 승인 절차 요구 사항의 적용

- 일부 WTO 회원국은 위험 기반 승인 절차 시스템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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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더 많은 검사를 수행(제품 원산지에 관계없이 100% 수입품 검사, 검사 과정

에서 제품 포장이나 제품 자체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단일 사체를 검사 대상으로 

선택했음에도 동물 사체의 전체 라인을 제외, 과도한 샘플링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

- 위험 기반 접근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승인 절차 요구사항

- 수출국의 엄격한 건강 및 안전 조건에서 제조된 식품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

나, 수출국의 식품 안전 및 동물 보건 정책이 보다 확고한 경우에도 시설 검사를 수입 

승인조건으로 요구

라. SPS 승인 절차 관련 문제 해결 프로세스

❍ SPS 협정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다른 양자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소진된 경우 SPS 위원회에서 특정무역문제(STC)를 제기

- SPS 위원회에 회람된 STC를 보고 회원국들은 SPS 위원회에서 다른 국가에서 제기

된 STC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제기된 우려로 인해 유사한 영향을 받는 

경우 위원회에서 STC를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많은 무역문제(SPS 협정 또는 세 자매가 개발한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승

인 절차 포함)는 공식적인 STC로 이어지지 않음. 농업에 관한 협정의 맥락에서 제기

된 STC와 전문가 토론에서 제기된 주제에 대한 검토는 일부 국가가 기존 양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STC를 제기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으며 STC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SPS 위원회에서 제기된 모든 STC의 약 1/4은 승인 절차와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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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PS 통지와 STC 및 분쟁 수(1995년 – 2021년 3월)

자료:　TAD/TC/CA/WP(2021)6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SPS 승인 절차의 식품안전성, 건강, 동식물 위생에 기여하는 기능보다는 무역제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다루고 있음.

5. 검토자 의견

❍ 본 보고서는 SPS 승인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 절차·투명

성에서의 국가별 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동식물 위생, 식품안전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와 관심이 고조된 점을 감

안하면, 현재 보고서의 논점은 SPS 승인 절차의 무역제한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다

는 느낌이 듬.

❍ SPS 승인 절차의 수입국 국민의 건강, 동식물 위생, 식품안전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시 무역증가로 이어

질 수 있는 지를 식별하는 방향으로 논리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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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 협정에 대한 내용은 기초적인 정보이며, 승인 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다소 피상적

으로 기술되어 있음. 관련 이슈와 도전과제들도 상반된 관점/견해도 균형있게 설명하고 

주제별로 판례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Interim 보고서인 점을 감안하면 Part2의 승인 절차와 관련된 이슈들의 상대적인 중요성

을 평가하는 실증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이나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 회원국 설문조사 내용은 어디에 포함시킬 것이며, 보고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SPS 관련 정량적 연구의 경우, 대부분 SPS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단순하게 유형화하거나 

획일화된 지표로 전환하여 계량경제기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지나친 정

보의 누락이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PS 승인절차를 품목별

(HS 코드), 혹은 병해충·질병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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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ligning agricultural,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e cases of 

mitigating climate change and limi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pesticides - Part 1: Assessing the challenges 

(COM/TAD/CA/ENV/EPOC(2021)18)54)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 (연구배경)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 그에 따른 농식품 분야 환경목표의 상향이 농

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농약사용 제한 등의 엄격한 환경 정책 및 규제 도입을 초래

-  국가간 비대칭적인 환경 조치의 수준은 오염누출, 산업 경쟁력 약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내 환경조치가 환경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국제적 탄소

중립과 환경 목표 달성을 저해함.

-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농업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목표 달성(농약 사용의 저감

과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국제농산물 무역을 원활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탐색하는 데 있음

❍ Draft 보고서 초안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문헌조사

❍ 분석 자료(통계자료) 

- 주요국 탄소배출량, 유효 탄소가격: OECD

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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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 UNFCCC

- 주요국별 농약 사용 통계: FAO STAT data

- 작물별 수출입 현황 : FAO STAT

- 잔류농약허용 기준: Codex 및 국별 관계부처

3. 연구 내용

가. Chapter2: 농산물 무역: 오염누출과 경쟁력

❍  국내 환경 정책 도입에 따른 국제 무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 강화된 국내 환경 정책도입은 국내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 환경규제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

가 될 수 있음.

- 국제무역 관점에서 경쟁력의 저하는  ① 수출량 감소 ② 특정 상품의 국내총생산 감소

로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후생의 측면에서 생산량의 변화로 해석

❍  국내 환경정책의 강화와 오염누출의 개념

- 무역과 환경의 연계 이슈가 등장한 1990년대부터 오염 누출은 중요한 개념

- 엄격한 국내 규제가 존재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 오염이 증가한다는 개념.

- 오염누출은 첫째, 해당 기업이 오염규제수준이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둘

째, 국내 생산자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해외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해당 상품 생산에 따른 오염이 증가하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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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Policy, trade and environmental damages 

❍ Figure1. 에서 보듯이 수입국이 엄격한 환경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출국(A)는 추가생

산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a1 만큼의 추가 누출 발생.

- 공급곡선이 얼마나 이동하게 되는가는 환경 정책이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에 의해 결정.

- 수입국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에 따라서 순수출이 변화하는 정도가 결정되며, 결

국 잠재적인 오염누출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수출국과 수입국의 오염 수준은 국경간 오염 누출의 정도와 순 환경 오염 감소에 영향

을 줌.

- 국제시장의 조건은 전체 국제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규제를 시행하는 수입국의 

공급곡선 이동에 따른 영향을 증폭시키는 역할 수행.

나. 온실 가스 감축 정책의 영향

❍ 농업, 임업 그리고 기타 토지 이용 활동(AFOLU)은 주요 온실 가스 배출원 중 하나.

- 파리협정 당사국의 80%가 농업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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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 et al., 2015), 다수 국가가 농업에서의 감축 목표를 제시(Henderson, 

Frezal and Flynn, 2020).

❍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무역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조건.

- 표 2는 환경정책이 경쟁력 손실 또는 온실가스 누출 측면 가져올 영향을 정리.

- 온실가스 가격정책은 온실가스의 누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경쟁력 하락에 일

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은 경쟁력이나 누출에 영향이 상대적

으로 낮음.

- 환경규제 정책은 이행비용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경

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탄소누출도 유사.

- 특히 축산이나 낙농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곡물보다 가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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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이 낮아 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 2007-16년 농업 관련 분야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23% 차지, CO2(13%), 메탄

(44%), 아산화질소(81%) 배출

- 메탄은 축산업에서 주로 발생, 수도작은 최근 메탄가스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임

(Saunois et al. 2020).

- 아산화질소는 질소비료와 가축 배설물에서 발생 농업이 전체 배출의 2/3 차지(Tian 

et al, 2020[22]).

- 이산화탄소는 토지개간 과정에서 주로 발생

-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물별로 다르며, 이는 주로 생산성과 연구기술개발 수

준에 따라 다름.

- 축산업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 밀도가 OECD국가보다 높게 나타남

(Blandford and Hassapoyannes, 2018)

❍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책 수단

- 주요국의 상향된 탄소중립정책에서 농업분야의 비탄소계열의 온실가스는 크게 논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주로 측정의 어려움, 오염원별 MRV(모니터링, 보고,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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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등의 문제와 해당 온실가스 감축이 농가 소득과 식품 가격, 식량안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반영됨(OECD, 2019; OECD, 2021). 

- AFOLU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시장기반 정책, 온실가

스 저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 환경규제, 연구기술개발

- 시장기반 정책은 오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오염물 배출량을 제한하는 탄소세

나, 배출권거래제가 있으며, 에너지 및 산업 섹터에서 활발히 이용되나 AFOLU에서

는 제한적으로 적용됨.

- 배출권 거래제는 생산비 상승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탄소누출발생

- 사용자 지불 측면에서, 감축에 대한 보조나 감축에 대한 보상은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연구됨. 하지만, 경쟁력이나 누출 등 생산 왜곡은 덜함(OECD, 2019). 

-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제도를 통한 환경보호 조치는 다양한 매커니즘이 있지만, 온실

가스 감축의 효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짐(European Court of Auditors, 

2021; DeBoe, 2020). 

- 환경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 수단이며 그 효과성은 정책의 이행강제 가능

성과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효과의 정도에 기인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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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탄소누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Henderson, Frezal and Flynn, 2020). 

- 다만 다양한 정책의 혼합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줄임.

- 연구정보 개발은 다른 저감 정책과 보완관계에 놓여있으며 지식, 정보 이전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음. 경쟁력 저하와 탄소누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임.

 

다. 농약사용 제한 규제

❍  농약은 생산에 필수요소이지만 과다 사용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

- 주요국들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특정 농약 성분의 사용을 승인하고, 규제

- 국가별로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와 그 기준이 상이하여 오염누출과 농가 경쟁력에 영

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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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 수단은 특정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농약 사용 규제, 통약 세금, MRL(잔류

농약기준 변경)

❍ 농약규제가 무역과 환경에 미치는 효과와 그 조건

- 농약의 특정 성분 사용 금지는 대안적 방제기술의 유무에 따라 농가의 경쟁력을 크게 

감소시키며, 다른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시장 조건 하에서 특정 농약의 사용 금지는 오

염누출을 유발할 수 있음

- 적정수준의 농약세는 경쟁력 하락이나 오염누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농

약사용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알려짐

- 엄격한 잔류농약금지 정책은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정책 설계에 

따라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오염 누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는 이미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새로운 정책에 비하여 제한됨

- 농약의 오염 밀도(pesticide pollution intensity)는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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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혹은 국가당 농약 사용 정도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없음

- 농가가 많은 양을 넓은 범위에 낮은 농도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는 농약에 의한 오염 

정도가 낮지만, 고농축의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저소득 국가에서는 농약의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위소득 이상

의 국가에서는 농약을 평균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Ghimire and 

Woodward, 2013) 

- 쌀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고, 세계 시장에서 교역량이 작기 때문에, 농약 규

제에 따른 가격 변화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

❍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과 보건 이슈

- 농약사용은 생산량 증가효과를 가지고 있음 (Popp, Pető and Nagy, 2012,  

Gianessi, 2009; Gianessi and Reigner, 2005; Gianessi and Reigner, 2006). 

- 농약의 경우 기준치 대비 과다사용이 빈번하며, 과다사용에도 생산성은 그만큼 증가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관리를 통해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약이 환경 오염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알려진 사실임(Popp, 

Pető and Nagy, 2012; Sud, 2020; OECD, 2021).  

- Tang et al.(2021)의 연구는 168개국 92개 농약성분을 분석하였을 때, 전세계 농지

의 64%, 농약성분에 오염되어 있고, 이중 31%는 고위험 상태로 추정함.

- 특정 농약 성분의 과도한 사용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유발

- 농약 살포는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하며, 이를 복구하는데 수십년이 걸림.

- 보건이슈 또한 농약 사용이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임

- 농약 직간접 노출은 농업인 및 농업관계자의 면역 체계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과

다사용된 농약은 수확 초기 농작물에 잔류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저개발국가에

서 여전히 금지 성분이 사용됨에 따른 인명 피해도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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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사용 규제와 환경적 외부효과

- 표 8은 농약사용에 따른 외부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정리한 것임.

- 농약사용 규제 정책은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EU, 호주는 농약

의 공중살포 금지를 시행, 대다수 국가들은 수변 지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경제적 인센티브가 잘 설계된 경우에 농약세나 농업보조금은 환경적으로 최적인 농

약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OECD 국가들에서 농약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표 9. 참조) 세금에 대한 민감도가 정책효과를 결정하며 대체로 농업경쟁력 저하와 

오염 누출을 야기함.

 

- 농업보조금은 농약 사용의 제한에 따른 비용을 상쇄시켜줄 수 있으며, OECD의 많은 

회원국들이 농업과 환경의 연계를 명목으로 농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EU, 한국,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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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의 농가에게 농약사용을 줄이는  대신  직접지불

을 실시해왔으며, 2002년 국가 전체로 이를 확대하였음.

❍ MRL은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작물에 남은 농약잔량의 최대 허용치임

- 이는 WTO SPS 조치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WHO/FAO의 Codex Alimentarious 

적용을 권고함

* 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이 설정한 최대허용 기준(CXLs)  

- 국가별로 CXLs를 기준으로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표10 참조)

- 국가간 상이한 MRL 조치와 더 엄격한 잔류농약허용 기준은 국내외 생산자에게 생산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경졍력에 대한 순효과는 국내외 생산방식차이, 

교역조건과과 국가별 잔류량 허용치에 의해 결정

❍ 무역 관련 잠재적 효과

- 질적 규제와 농산물 무역

- 특정 농약에 대한 사용 금지 정책의 효과는 과거 농약사용량, 대체재의 존재, 가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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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 국제 경쟁 관계, R&D 노력에 달려있음

- 특정 농약성분 제한 조치의 영향을 분석한 Lynch, Malcolm, and Zilberman 

(2005)은 미국내 메틸 브로마이드(Methyl Bromide)의 사용제한이 미국 재배면적 

감소와 MB 사용제한이 없는 멕시코의 생산 면적증가 및 생산량 증가로 대체됨을 분

석하였고, Carter et al. (2005) 은 미국 농가 수입이 최대 17% 감소함을 분석

- Garcia-German et al. (2014)는 대체기술의 중요성을 실증하는 연구로, 제초제 사

용을 금지와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농가는 상당한 수입 감소와 퇴출을 경험하게 됨

을 밝힘. Zilberman et al. (1991)은 미국 켈리포니아의 농약사용 금지가 30%의 생

산량 감소로 이어짐을 분석

- 수출국에서 농약사용을 금지할 경우 시장점유율의 감소는 수입국의 수요 특성 즉, 대

체 공급자의 유무와 소비자 선호에 의해 결정

- 해외에 자국에서는 금지된 살충제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해외에서의 금지농약 사용

을 장려하게 됨으로써 오염누출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수입품에 동일한 요건이 적용

되지 않으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 목표와 효과

간 불일치는 적어도 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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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규제와 농산물 무역: 농약 규제에 있어서 세금, 감면보조는 농가수준의 농약 사용

을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하는 방식임

- 농약세는 비용 효과적으로 농약 관련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

는 문제로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음(UNEP, 2020) 

- 농약세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생산량과 수입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주로 추정함(McIntosh, and Epperson, 1994; Lechenet et al., 

2017; Skevas, Stefanou and Oude Lansink, 2014 ). 

- 무역 측면에서 수량 차원의 규제는 더 심한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됨

(Barreiro-Hurle et al. (2021) . 특히 유럽 그린딜에 포함된 2020 공동농업정책은 

농약사용과 비료사용의 제한으로인해  최대 15%의 생산량 감소 예상

❍ 잔류농약기준은 주로 수입국에서 시행하며, 이 경우 국내외 생산자는 생산방식을 변경

하고, 생산비 상승을 감내해야 함.

- 생산비 상승은 국내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환경 피해는 감소, 제3국으

로의 오염 누출 위험은 상존

- MRL은 때때로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Wilson and Otsuki, 2003; Möhring 

et al., 2020)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제50차(2021) 회의 주요 논점 

❍ 농업, 무역 및 환경 정책 조정 (의제 9.a) : 연구 계획

- 사무국은 이 연구는 정부의 농식품 분야 환경목표 증대가 농약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더 엄격한 환경 정책 및 규제 도입을 초래한다는 점에 착안하였음을 설명

-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국가별 다양한 노력과 추진 속도에 따라 의도치 

않은 탄소누출 가능성 등 환경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며 세부사항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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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국제농산물시장의 기능을 작동하게 하고, 농약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방

출 감축 등 농업 분야의 국내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접근법을 확인하는 데 있음

- (주요 내용) 정책분석55)과 정책 토론56)으로 구성되며, 정책 수단 영향에 대한 계량 

분석, 전문가 사전 워크숍 개최와 같은 자발적 기여를 요청하며, 농업위원회의 관심

에 따라 특별 세션으로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임

- (연구 일정) 올해 11월 JWPAE에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2022년 4월에 수정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대부분의 회원국은 온실가스 저감이 환경적인 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는 규범적 언어

와 사례 분석 대상 주제 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

- 농약과 온실가스 관련 연구에는 환경과 무역 정책에 적합한 과학적 고려사항이 포함

되어야 함. 상충관계나 생산성에 관한 결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 없

이 농약 사용 절감이 더 나은 정책이라는 정책 대안을 미리 규범적인 언어로 추정하는 

것이 우려되며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변경하기를 바람. 또한, 표현변경이 어려우

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농약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이용 변화나 산림 황폐화로 인한 탄소 흡수원의 손실을 제안하며, 계량 분석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를 받으면 특정 국가의 관심 사항에 초점이 맞춰질 가

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본 연구 주제가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전문가와 

사무국 간의 온라인 회의를 통한 논의가 진행되기 바람

- 농업, 환경, 무역 정책 조정은 생산과 소비의 연계 증진 측면에서 중요. 생산과 소비가 

방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와 이와 관련한 지역 시장 

역할에 대해 궁금함

55) 정책분석: 농업, 무역, 환경적 도전과제를 다룬 문헌과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농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간 

상충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 공간 모색과 경제·환경적 상대적 영향에 대해 비교할 예정   

56) 정책 토론: 농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고, 농업, 무역 및 환경 간의 상충관계를 다루기 위한 정책 대안 접근

법에 대하여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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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과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나, 생물다양성, 토지이용 변화 간 

상호작용, 수질·공기오염, 항생제 내성 등 다양한 국경적 간 이슈 등을 다루길 바람 

-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으로 유지 가능한 정책 옵션을 식별하려는 시의적절한 

연구로, 글로벌 농산물시장의 기능 유지 촉진에도 의미가 있다고 봄. 농약 사례연구 

관련, 어떤 작물 또는 관행을 선정할 지 궁금하며, 다양한 국가별 보건 환경상의 농약 

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MRLs,Maximum Residue Limits) 및 식물위생요건에 따

른 농약 사용 등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농약 사용 감축과 온실가스 방출 감축의 사례연구를 지지하나, 온실가스 방출 측면에

서 소(cattle)가 분석 범위에 포함되기를 바람.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지지하며, 캐나

다의 연방 탄소세 혹은 탄소 오염 가격제는 대법원에 의해 제정되었기에 국가 단위의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을 위한 정책 수단의 예시로 추가될 수 있을 것임

- 농업 분야의 자국 내 환경목표만을 언급되어 있으나, 생산과 소비 측면의 정책 옵션

도 고려 가능하며,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분석이 필요. 

건강 관련, 농업 분야 노동자의 건강인지, 소비 측면의 건강인지 불분명하며, 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함. 또한, 정책분석으로 농약과 온실가스 

감축 사례 분석을 제시했으나, 지속가능성 혹은 환경목표를 고려했을 때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음. 농약에 대한 규범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에 동의

- 농약 사용 절감이 더 나은 환경적 성과를 나타낸다는 주장에는 과학·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SPS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용할 수 있는 살충제 감소로 인한 저항성 증가에 

대한 우려와 같이 농약 감소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사실들

을 반박할 수 있는 가정을 어떻게 모델링에 적용할 지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또한 세부 질문으로, (15문단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품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세나 쿼터와 같은 수량 조정을 제공하여 공급을 제한하므로 이와 같은 무역 조정

(trade control) 혹은 무역 저해(trade bloc)가 분석 모델에 포함되는지, (21문단) 

정책 대안의 정치·경제적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용에 대해, 정책 

대안이 WTO 규범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함과, (29문단) 농약 사용 절감 관련 핵

심 정책 수단의 경제·복지적 효과를 수량화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해, 동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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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성에 대한 영향과 토지이용에 대한 글로벌 영향 평가를 포함하는지 질의.

- 농약 이슈 관련 우려 사항이 있는데, SPS 조치는 보건 목적의 조치이기에 MRLs은 개

별 국가의 자주권과 관련된 것임. 유기농업 같은 환경성과 기반 표준과 무역 간의 관

계는 WTO TBT 협정과 관련된 이슈이나, 본 연구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나 탄

소 국경조정과 관련된 표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업에 관한 내용이 없음. 또한, 탄소

누출에 대한 근거의 충분성, 보고 및 증명(확인) 관련 측정 개선 등이 WTO 규정과 합

치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농업위원회 회원국들의 의사에 따라 동 보고서 관련 토

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다음 연도 농업위원회 주제는 농업장관회의 주제와 연관이 있

으므로 이는 초기에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생산기술에 따른 상품의 차별화를 허용하는 정책 옵션을 고려해야 하며, 가축, 채소, 식

물생산의 항생제 내성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국가들은 농약의 수량을 줄이는 야심 찬 목표를 수립하지만, 전염병이나 특정한 질병

이 발생하면 이는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발생하며 

가격 또한 인상될 것이므로, 농약 사용 절감이 항상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님. 

또한, 농약 주제의 부가가치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농약 

관련 연구는 중단하는 것을 선호함. WTO, FAO, Codex 등의 다른 국제기구들이 다

루는 과학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봄.

- 본 연구 결과는 생산을 유지하는 반면, 환경적 표준을 증대하기 위한 장벽을 제거하

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 동 연구진전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함. 추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식품시스템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연구로, 연구자의 물에 관한 이전 성공적인 연구와 

같이 매우 탐험적인 연구로서 환영함. 농약의 증거기반 사안에 대해서는 OECD에 관

련 연구가 많으므로 범부서간 연구가 적절할 것이며, 또한 농약과 온실가스, 두 특정 

주제에 대한 사실, 이익 및 가치를 모색하고,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이 연구는 농약에 대한 중요한 질

문이 제기되는 등 매우 복잡한 이슈이므로, 2022년에 직접 대면하여 진행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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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됨. 농업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아주 좋은 농업환경 그룹의 주제라고 봄.

- 본 연구가 무역, 농업, 환경 간의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야심 찬 환경목

표 달성을 위한 정책조정의 도전과제에 중점을 두길 바람. 두 사례연구 관련, 영양, 생

물다양성, 항생제 등의 주제 또한 다뤄질 수 있을 것임. 25단락의 농약 사례연구 관

련, 동 보고서에서 1개 작물을 고려한다고 했으나 동 주제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이

는 너무 적으므로 과수와 채소 작물을 포함하길 바람.

- 농약 사례연구 관련하여 한 가지 작물만을 고려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표성을 가져

야 함. 다른 대표단이 제안한 계량 분석에 대한 자발적 기여 관련 의견에 동의하며, 이

의 경우에는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며 재정 기여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것임. 또한, 생물다양성, 항생제 내성 및 동물 복지와 같은 주제를 제시하고 싶으며, 

본 논의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농업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봄. 두 사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 보고서의 주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농약과 MRLs, 무역과 농약 규제에 대한 많은 문헌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다

른 대표단이 말하는 것처럼, OECD가 일하는 분야의 과학 문헌과 Codex 및 WTO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 포럼의 작업을 폭넓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은 농약 사용 저감이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고 보고서에 서술된 규범적 언어, 

두 가지 사례연구 분석 및 개별 토의 요청 관련 회원국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 여러 대표단들이 언급한 규범적 언어 관련, 농약 사용 저감은 농약의 초과 사용을 의

미한 것이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생산성은 중요하고, 많

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농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약 사용 자체

를 규제하는 의미는 아님.

- 본 연구에서 농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사례연구로 선택한 이유는 내부 토의와, 

농업위원회의 PWB 주제(농업 분야의 환경적 도전과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약 규제)

에서 도출한 것임. 이는 원칙이 아닌 증거에 기반하여 살펴볼 예정임.

- 보고서 주제가 너무 폭넓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보고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조

정하겠으며, 온실가스 감축 연구 관련 소(cattle) 분야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의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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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중점을 둘 예정임.

- 본 연구 관련 개별 토의를 요청하였는데, 특정 국가와의 논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의 전반적인 의견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개별 토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의견 

교환 방식을 고민해 보겠음.

- 농약 규제 연구 대상 작물 관련하여, 작물에 적용되는 농약이나 규제의 종류가 많고 

여러 작물을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문헌조사를 통해 몇 가지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예

정임.

- 4.23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겠으며, 2021년 11월 회의에 초안을 공개할 계획임.

❍ 주요 논점에 대한 보완 사항: 농약사용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과다 사용, 또는 금지 성분 

사용 문제를 적시함으로 균형적 서술이 이뤄짐(para 65, 69 등).

5. 검토자 의견

❍ para 82에서 한국이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에게 직접지불을 실시하고, 

2002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직접지불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로 보이며 농가만을 대상으로한 직접지불

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민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매년 금강유역환

경청과 K-water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직·간접 지원비를 받고 있다 

[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

sp?pk_no=1259429].

❍  para 25.에서 서술은 2가지 복합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 1) 교역량의 문제: 첫문단에서 

축산이나 낙농제품 곡류에 비해 교역량이 작다고 서술하였으나 문단 마지막에는 다시 

곡물(쌀)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서술됨. 교역량이 적으면 가격 변동 심함. 2) 탄력

성의 문제: 축산물이 탄력성이 더 높다고 하였는데 탄력성이 높이면 수량변동이 커짐: 

종합하면 따르면 축산물이 교역량이 작고, 탄력성이 높아 환경 정책에 따라 더 많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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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아야 하나, 본문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이러한 효과가 축소된다는 식으로 서술됨. 

따라서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무역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명료한 접근이 요구됨.

❍ 발언 제안:

- para 82에서 한국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을 언급하고 있음. 반

면 일본은 지속가능 농업활동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됨. 한국의 

사례로 최근 공익형 지불제를 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한국의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에게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

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

용기준 준수, 이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먹거리 안전 측면에서도 농약안

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한국 제

도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 Table 13에서 한국 NDC 기준연도와 목표치 update 필요(2018, 4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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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Adoption of the Draft Agenda COM/TAD/CA/ENV/EPOC/A(2021)1

Item 2. Approval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49th Session COM/TAD/CA/ENV/EPOC/M(2020)1

Item 3. Progress Report on JWPAE Activities COM/TAD/CA/ENV/EPOC/RD(2021)1

Item 4. Carbon Leakage Implications of Climate Policies in the A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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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5.a. Practical design principles for high performing agri-envir
onmental schemes:  From actions to outcomes. Part 1. Literature 
review, spectrum framework and policy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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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5.b. Practical design principles for high performing agri-envir
onmental schemes:  From actions to outcomes. Part 2. Multi-coun
try choice experiment with farmers - Progress report

COM/TAD/CA/ENV/EPOC(2021)2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5

1. OECD 제50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결과

1.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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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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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Global Analysis of the Net Costs of Forest Carbon Seq
uestration

ENV/EPOC/WPBWE(2020)4/REV1

4. Effective Carbon Rates 2021 - Document accompanyin
g the update of the effective  carbon rates database

COM/ENV/EPOC/CTPA/CFA(2020)4/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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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본 회의에서는 ① 농업 부문 기후정책의 탄소누출 영향, ② 농업용수 관리 진행 상황 측

정, 물 관련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 활용 제고, ③ 농업, 무역 및 환경 

정책조정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에 대하여 논의함.

❍ (농업 부문 기후정책의 탄소누출 영향) 기후변화 완화 정책(공급, 수요 측면)과 무역 정

책을 구분해서 제시, 국내 생산과 국제교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농업 부문 기후 

완화 정책으로 인한 탄소누출의 발생 경과와 탄소누출을 초래하는 배출 완화 정책을 논

의함.

❍ (농업용수 관리 진행 상황 측정) 농업용수 관리상황 측정 관련 당면과제, 실용적인 대안

을 제시한 문서의 공개 여부, 물 관련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의 활용 제

고하고 방안을 논의함. 

❍ (농업, 무역, 환경 정책의 조정) 농업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수준 높은 환경목표를 추구

하기 위한 농업-무역-환경 정책의 당면과제와 대안을 다루는 연구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함.

❍ (기타) 향후 작업반에서는 농업환경의 지속 가능 정책(농약사용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 

완화)과 관련된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조화된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 추가 논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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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제50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2.1. Carbon Leakage Implications of Climate Polici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COM/TAD/ENV/JWPTE(2020)5)57)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는 2019-20 PWB의 Output Area 3.1.3.1.3.(추가 국제협력 영역 탐구)에 관

련되며,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었음.

❍ 농업 관련 환경 정책은 앞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에 중요하며, 파리 협약에서 

국가 중 80%는 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음.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

용(AFOLU)은 2007~2016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며, 전기·열 생

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배출 부문임.

❍ 농업 부문은 지금까지 탄소세 및 배출량 거래 제도와 같은 배출 완화 정책에서 대체로 

면제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포괄적인 기후 패키지에 농업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고

려하고 있음. 

❍ 국가 간 비협조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잠재적 우려는 탄소 누출 개념에 중점을 두

고 있음. 탄소누출은 한 국가의 배출량 저감을 위한 엄격한 환경정책이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함.

❍ 본 의제의 목적은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탄소누출의 위험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을 논의하는 문헌들을 검토하는 것임.

- 배출 완화 정책: (i) 탄소세, 배출량 거래 제도 및 저감 보조금과 같이 배출량에 가격을 

57) 제주대학교 조성주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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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농업 부문의 공급측 완화 정책; (ii) 최종 제품에 세금을 적용하여 잠재적으

로 소비자 선택을 수정하는 농업 부문의 수요측 완화 정책. 

- 잠재적인 탄소 누출을 완화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 (i) 국경 탄소 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s); (ii) 수입품에 대한 환경 표준과 같은 기타 무역 관련 조치.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문헌검토

❍ 분석 자료

- 기존문헌

3. 연구 내용

가. 탄소누출의 개념

❍ 탄소누출(carbon leakage)은 두 가지 채널을 통해 발생할 수 있음. 

- 무역의 이동: 저감정책 시행국가의 생산과정 비용 증가는 국가 간 상대가격을 변화시

켜 비시행국가의 품목이 시행국가로 더 많이 수출됨(시행국가: 탄소배출 감소, 비시

행국가: 탄소배출 증가).

- 생산의 이동: 배출집약적 부문의 국내 생산자는 저감정책 비시행국가로의 생산 이동

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품은 국내(시행국가)로 다시 수출됨.

❍ 배출량 변화의 원인이 되는 효과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규모(scale) 효과: 생산량 변화로 인한 배출량 변화

- 구성(composition) 효과: 품목 범위에 대한 변화로 인한 배출량 변화

- 기술(technique) 효과: 생산기술 변화로 인한 배출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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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작용하므로 실증적 분석이 어려움.

❍ 기술 효과는 시장점유율 배분, 조직 재구성, 저감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음.

- 엄격한 환경정책이 반드시 오염누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생산자(기업)가 관련 준

수비용을 혁신하거나 흡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성 향상과 비교우위를 가져

올 수도 있음. 이로 인해 무역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 뉴질랜드 정부는 농장 

배출의 감소(유제품 30%, 양고기·쇠고기 20%)를 위해 메탄 백신 개발을 제안)

나. 탄소 누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배출 완화 정책

❍ 배출의 다양성, 온실가스의 복잡한 상호작용, 취약한 인프라·제도로 인한 도입 가능성, 

데이터 부족, 많은 수의 소규모 농장 존재 등의 이유로 농업 부문에서 효율적인 배출 완

화 전략을 디자인하는 것은 어려움.

❍ (공급 측면) 온실가스 가격 부과

- 탄소세(carbon tax): 탄소세는 농업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이지만 일방적인 적용은 탄소 누출을 초래할 수 있음. 연구에 따르면 EU

에서 탄소세를 시행하면 정책이 GHG 배출에 초점을 맞추는지 CO2 배출에만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각각 12.29%에서 26.25% 범위의 누출률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OECD 국가와 UNFCCC 부속서 I 국가의 누출률은 각각 5.2%~34%, 13.44%~55%

로 추정됨.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누출 효과의 규모는 세금 수준에 달려 있으며 

세금이 높을수록 누출률이 높아짐.

-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 사전정의된 수준으로 배출을 제

한하고 배출권을 할당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저감비용이 작은 생산자

가 저감비용이 큰 생산자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비용효율적으로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배출저감의 한계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을 경우 탄소세

와 동등하게 배출완화에 효율적임. 실증적 분석 결과들은 EU ETS가 유럽 산업의 경

쟁력과 전체적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 없이 상당히 탄소배출을 감소시켰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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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줌. 이제까지 ETS에서 농업은 제외되었으므로 사후(ex-post) 분석 결과는 존재하

지 않음. CAPRI 모형을 활용한 농업 부문 배출감소의 사전분석 결과는 ETS 도입 시 

거래불가능한 배출할당의 경우보다 탄소누출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출 완화에 대한 경감지불(abatement payments): 정부는 농업 배출 감축과 관련

된 비용을 생산자에게 보상할 수 있음. 다수의 OECD 국가와 신흥 경제국이 이미 농

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는 환경 외부효과를 해결하고 

경제적 후생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왜곡적 보조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선행

연구들은 탄소세와 달리 경감지불이 국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시행 국가에서 탄소 

누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함. 경감지불은 非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덜 효

과적임.

❍ (수요 측면) 최종재에 세금 부과

- 소비세는 공급측 배출 완화 정책을 보완하는 데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국내 및 수입 식품 모두에 적용되면 탄소누출 제한에 효과적일 수 있음. 그러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생산자들이 배출저감 관행을 채택하는 데에 생산자 대상 세금보다

는 낮은 인센티브를 제공함. 또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낮기 때

문에 소비세는 식이 전환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반추 육류 및 유제품과 같

은 높은 배출 강도를 특징으로 하는 최종 제품은 예외).

다. 무역 정책

❍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s; BCAs): 해당국의 배출완화 비용이 수입

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품 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임. 연구들은 농업 부문 BCA 도입

이 탄소누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CGE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BCA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연합이 클수록 탄소누출이 적기 때

문에 BCA의 효과는 국가 연합의 규모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BCA는 국제 무역 흐름을 왜곡하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환경 기준이 덜 엄격한 국가, 즉 

최빈국에서 복지 손실을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

임과 개별 책임(CBDR-RC) 원칙의 관점에서 이는 최적의 전략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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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품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nprPPMs):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요구사

항으로 의무적이거나 자발적인 환경표준을 포괄함. 특정 품목에 대한 허용·금지 기술표

준을 지칭하거나 관련 품목 생산기술 선택이 유발하는 오염수준을 지칭함. 국내 농식품

과 수입 농식품에 같은 요구사항이 적용될 경우 이러한 조치는 탄소누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예: EU, 스위스, 미국의 바이오연료 표준).

라. 추가연구 제안

❍ 농업 부문의 탄소 누출에 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한 결과, 사전(ex-ante) 모형을 사용한 

연구는 실증적(empirical) 연구에 비해 탄소 누출에 대한 더 큰 추정치를 제공하는 경

향이 있음.

- 산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야심찬 환경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무역, 고

용, 공장 위치 및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이러한 환경 정책은 자본 풍부도, 노동력 수준, 소비자 접근성, 인프라 수

준 등의 무역·투자 위치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작음. 이러한 매

개 변수가 사전 연구에서는 모델링하기 어렵고 종종 탄소 가격 정책보다는 강제적 배

출 제한과 같은 비현실적인 정책 가정을 활용하여 실증적 연구보다 높은 누출률을 초

래할 수 있음.

❍ 연구 결과들의 큰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첫째, 농업 부문에서 포터 가설58)의 잠재적 유효성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함. 일

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EU 배출권거래제(ETS)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면제된 기업보

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농업 부문이 기존의 모든 탄소 가격 정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후 분석을 사용하여 이 가설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농업을 

cap-and-trade 체계에 포함시키는 잠재적 효과를 추정하는 사전 연구는 하나뿐임.

- 둘째, 연구들은 nprPPM 등의 환경 표준이 잠재적으로 탄소누출을 줄이고 무역 왜곡

58) 포터 가설은 “적적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비용 감소 등 기술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가설임(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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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함. 그러나 이러한 표준이 누출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불분명함. 생산자 대상 세금이 배출완화를 위한 주요 정책 도구이므로 이러한 표준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이 필요함. 모델링 결과와 실증적 결과 사이의 불일치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셋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있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농업 대상 정부 지원 및 

기타 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임. 지속가능한 농업과 최소비용으로 배출완

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 없음

5. 검토자 의견

❍ 본 의제는 탄소누출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음. 특

히, 기후변화 완화 정책(공급, 수요 측면)과 무역 정책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국내 생산과 

국제교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탄소누출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향후 기후변화정책 및 무역정책 수립 시 활용도 측

면에서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점은 시의적절하다 생각됨. 특히 농업 부문 탄소

누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킴.

❍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탄소누출에 따른 생산·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농식품 순

수출국들이 다른 국가들에도 지속적인 기후변화 협약 준수와 배출감소를 요구할 가능

성이 있음. 보다 많은 국가들이 농업 부문을 배출 저감 목표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국내 연구 및 대비가 필요함.

❍ 발언 제안: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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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lobal assessment of the carbon leakage implications of carbon taxes 

on agricultural emissions (COM/TAD/ENV/JWPTE(2020)6)59)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는 2019-20 PWB의 Output Area 3.1.3.1.3.(추가 국제협력 영역 탐구)에 

관련되며,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었음.

❍ 이 연구는 2019년 6월 JWPTE, 2019년 10월 JWPAE에서 논의된 scoping paper인 

농업 부문 기후정책에 대한 탄소누출 영향(COM/TAD/ENV/JWPTE(2019)2)의 세 가지 

활동 중 하나의 결과임.

❍ 본 의제의 목적은 농업 온실가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누출의 

잠재력을 일부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수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농업 온실가스(non-CO2)의 기후변화 완화 잠재력을 탄소누출을 감안하여 평가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이용하여 시나리오 분석

❍ 분석 자료

- MAGNET 모형, GTAP 9.2 데이터베이스

59) 제주대학교 조성주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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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 탄소 누출은 탄소세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에 의해 탄소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배출 

감소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상쇄될 때 발생함.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탄소세 수준, 세금 적용 국가 수, 저감 기술의 가용성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따라 총 20개의 탄소 세금 시나리오를 평가함(p. 6, Table 1).

❍ 시나리오 결과, 농업 생산자가 저감 기술에 접근·채택하는 경우, 탄소세 사용으로 인한 

전 세계 농업 배출량 감소는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탄소누출은 탄소세를 적용한 국가 그룹의 배출 감소를 완전히 상쇄할 만큼 충분히 심

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 누출 정도는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 그룹이 많을수록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뉴질랜드 그룹 또는 북유럽 국가 그룹이 2050년까지 100달러/tCO2-eq의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탄소 배출 저감의 절반 이상이 탄소 누출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OECD 국가와 동아시아의 브라질, 중국 및 기타 非OECD 국가를 포함하여 

탄소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수를 늘리면 누출률이 21%로 낮아져 농업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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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非CO2 배출량이 605 MtCO2-eq 또는 9.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즉, 2050년 

전 세계 농업 非CO2 배출량은 6,307에서 5,702 MtCO2-eq로 감소).

❍ OECD 국가 전체에서 탄소세를 100달러/tCO2-eq에서 200달러/tCO2-eq로 두 배 

증가시키면 2050년에 이들 국가의 배출 저감이 391에서 505 MtCO2-eq로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탄소세 상승은 배출 누출을 31%에서 44%로 크게 증가시켜 총 배출 저감은 

270에서 307 MtCO2-eq로 훨씬 완만한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대조적으로, OECD 국가의 탄소 가격을 100달러/tCO2-eq로 유지하고 저감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누출률은 두 배(31%에서 64%)로 늘어나고 총 배출 저감은 

268에서 83 MtCO2-eq로 감소함.

❍ 주요 정책 결론은 완화 시행·기술의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완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탄소세로 인한 탄소 누출 정도는 저감 기술 및 관행의 가용성에 의해 크게 줄어들어 

생산자가 농업 상품 단위당 배출량을 낮출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조치의 가용성은 모든 국가 그룹에 대해 탄소 가격만을 올리는 것보다 

배출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임.

❍ 이러한 모델이 포착하지 못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으며, 이로 인해 탄소누출이 

과대추정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탄소 가격 정책을 구현하는 초기 이니셔티브를 통해 잠재적인 

마케팅 및 시장 접근 이점을 얻을 수 있음. 뉴질랜드의 경우 2025년까지 국가 배출권 

거래 제도에 농업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개념적으로, 배출 완화를 위해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접근 방식은 과잉생산을 

장려하여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농업 지원 정책을 제거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배출 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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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문 기후 정책의 탄소 누출 영향(의제 10.d.)

❍  동 연구와 관련하여 지난 6월 회의에 작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공유하며, 

회원국들에게 관련 의견을 요청함.

- 2005~15년간 6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농림업 및 기타 토지 사용부문 배출 

지표를 구축해왔으며, 탄소 누출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문헌 리뷰와 모델링

을 통한 정량적 접근을 통해 농업부문 탄소 누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내년 2

월 무역환경공동작업반에서 초안을 논의하고 12월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임.

❍  회원국들은 동 연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ICIO(OECD Inter Country Input Output) 데이터를 쓴다고 했는데, 이는 

오직 탄소 배출에 대한 데이터이므로 비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지 

명확하지 않음.

- 계획한 기간으로 작업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며, 많은 데이터에 비교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식품 및 축산

물 생산에서 나와 수출로 끝난다고 보는데, 거래비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고

위해 탄소 가격 정책을 도입하는 것임.

- 탄소 가격 정책 사용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노력은 세계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누출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향후 연구는 완화 정책 개발의 맥락에서 왜곡된 농업 지원 정책을 제거하여 농업 배출 

및 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이러한 효과의 정량화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받는 높은 수준의 지원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본 의제의 Scoping paper가 지난 제48차 JWPAE 회의 의제 10.d. 로 논의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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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기 바람. 즉, 탄소세를 예로 들면, 방목 중인 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 목장의 소를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움.

- 환경여건이 비슷한 회원국이라도 농업정책은 각기 달라 한 그룹으로 보면 안 

됨. 농업이 소비단계 누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향후 본 작업의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할 예정이며, 농림업 및 기타 

토지 사용부문 온실가스 수집에서 있어서는 가축 발생 메탄, 아산화질소, 토양 

탄소 등 농업에서의 직접적인 배출을 반영고자 함. 추가 의견 및 관련 자료 제

출을 환영함. 

5. 검토자 의견

❍ 기후변화 관련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인 MAGNET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정한 

것은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판단됨.

❍ 보고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모형 및 데이터, 실험 디자인(시나리오 설정), 분석 결과 및 

논의로 이루어져 있어 논리 전개 또한 타당함.

❍ 그동안 농업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 농업 부문에 대한 탄소

누출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량 분석은 시의적절함.

- 기존의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만 정책이 시행될 때 

탄소누출의 가능성은 커지며, 전체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많은 국가가 참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탄소세와 함께 저감기술을 활용할 경우 배출완화 효과가 증대되고 탄소누출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저감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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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만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탄소누출을 과소·과대 추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모형내에서 가능한 다른 산업부문의 상대적 탄소세를 고려하는 것은 정책담당자에게 

좀 더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발언 제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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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eveloping Consumption–based Emissions Indicators from 

Agriculture, Forestry and Land-use  (AFOLU) Activities 

(COM/TAD/ENV/JWPTE(2020)7)60)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 농업, 삼림, 토지이용(AFOLU)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며, CH4, 

N2O, CO2 등을 주로 배출함.

- AFOLU는 역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부문이기도 함.

- 세계 경제의 통합화 경향에 의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AFOLU는 생산단계에서 상류(upstream)이기 때문에 그 활동정도가 하류의 여러 단

계에서 소비되는 상품에 체화되어 있으나 이 활동에 대한 GVC분석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각국에서 소비되는 최종재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각국이 소비자

로서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고자 함.

- 이러한 작업은 연료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어, 이 의제는 AFOLU에 대

해서도 그러한 작업을 하고자 함.

❍ 본 의제는 작업에 사용될 방법론과 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초안 자료임.

60) 농어촌연구원 임상봉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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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다국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계량분석기법을 사용함.

❍ 분석 자료: OECD,  UNFCCC, FAOSTAT의 기존 DB들을 연결해서 사용.

3. 연구 내용

❍ 분석방법론 구축

- 다국가 산업연관표인 OECD ICIO에 각 부문별 생산량 당 배출계수를 반영하여 각국

의 최종 소비가 유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함.

- 국가 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의 산업의 배출량 산정

-  
은 국가  산업 의 배출계수

-  배출행위는 농업분야의 메탄 등 직접배출, 농업분야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간접배

출, 수산부문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 산림부문의 소각행위와 에너지 소비량 등임.

-  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2O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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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자료의 구축.

-  OECD ICIO와 OECD의 대기오염물질계정(Air Emission Accounts, AEAs), 

UNFCCC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그리고 FAOSTAT의 배출량 DB를 연결하는 

작업 진행.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아직은 초안이라서 특별히 지적할 것이 없음.

- 한국의 경우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통해 배출하는 것보다는 소비자

로서 배출하는 것이 더 많게 계측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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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의견

- GVC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AFOLU 활동의 배출저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됨.

- OECD의 DB를 이용하는 한계 때문에 농업, 수산업, 산림을 모두 묶어 하나의 부문으

로 작업을 하고 있어 분석결과의 활용도나 시사점이 약할 것으로 생각됨.

-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DB 등을 병행 사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품

목에 대한 분석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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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 Practical design 

principles for high performing agri-environmental schemes:  From 

actions to outcomes. Part 2. Multi-country choice experiment with 

farmers - Progress report (COM/TAD/CA/ENV/EPOC(2021)2)61)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COAG PWB 2019-20 Output 3.2.3.1.1.에 따라 수행되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

책 정립의 진행상황 모니터링 :　‘농업환경정책의 높은 성과를 위한 실증적 설계 원칙 : 

행동에서 결과’ 연구의 진행 상황 보고와 이에 대한 토론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임.  

❍ 2020년 COM/TAD/CA/ENV/EPOC(2020)6의 선택실험법 관련 내용만을 담고 있으

며, 그 외 문헌 연구와 정책 시물레이션  COM/TAD/CA/ENV/EPOC(2021)1에 포함

되어 있음.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선택 실험법에 사용될 설문지 구성을 위한 FGI와 파일럿 설문.

❍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 연구 내용

❍ 선택실험법 적용을 위한 과정이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임. 

- 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택 실험법에 사용될 설문지에 대한 설명임. 설문

지는 일반적인 선택실험법과 같이 도입부, 관련 질문, 시나리오와 선택형 질문, 보조

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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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 높은 농업환경 제도를 위한 실증적 설계 원칙: 행동부터 결과까지 (의제 4.a.) : 토론

❍ 이번 보고서는 문헌 검토, 정책 범위, 시뮬레이션, 선택적 실험 결과를 담고 있으며, 

문헌 및 정책 범위 검토는 거의 최종단계에 있음. 다음 보고서에는 위험 회피적

(risk-averse)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소개.

  - 현재 수행 중인 파일럿 실험의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 초안은 2021년 4월 JWPAE 

회의에서 제시될 예정.

- 본 연구과 일반적인 선택실험법과의 차이는 세 가지로 요약됨: 1) 기존의 연구가 행위

에 대한 지불에 대한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결

과를 기반으로(result-based) 한 지불에 대한 수용의사까지 분석에 포함함. 2) 농업

인들의 행위  혹은 사고방식(Attitudinal and behavioural)의 특징을 분석에 반영

함. 3) 한 국가가 아닌 5개 국가에서 이러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함.   

❍ 대부분의 내용은 COM/TAD/CA/ENV/EPOC(2020)6에 소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 보고서는 COM/TAD/CA/ENV/EPOC(2020)6에서 계획한 파일롯 설문 결

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함. 

- 파일롯 설문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에서 2020년 9월에서 2021년 1

월까지 진행됨. 

- 파일롯 설문은 4개국의 총 113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파일롯 설문

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함: 1) 행위 혹은 사고방식의 특징에 관한 정보는 정채

에 대한 농업인들의 선호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함. 2) 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은 매우 다양함. 이는 설문지의 시나리오와 선택형 질문에 제시된 조건들이 응답

자들의 선호를 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임을 의미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지난 회의에서는 Item 4.a.로  “성과 높은 농업환경 제도를 위한 실증적 설계 원칙”이 

논의된 바 있음.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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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한 비기술적 내용과 정책 시뮬레이션의 기술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며, 선택적 실험의 결과는 붙임 또는 본 보고서의 동반 문서로 

출판될 예정.

❍ 회원국들은 동 의제를 지지하며, 몇몇 개선 사항을 지적함.

  - ‘performance’는 현장에서의 변화의 의미로, ‘result’는 환경적 결과에서의 변화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참가자들이 두 용어 간 의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명확하

지 않아 잠재적인 혼란 요소가 될 수도 있음.

  - 지급 메커니즘의 결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왜곡을 유발할 수 있음. 왜 특정

한 메커니즘만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설명한 문맥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지급 메

커니즘으로만 국한된다면, 가장 좋은 지급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문맥적

인 의미를 설명한 자료가 필요함.

  - 지금까지의 연구는 지불방식에 한정되어 있지만, 신용거래제도(credit system)와 

저금리 보조금 제도(low interest grant)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또한 보고서의 문헌 검토에 추가할 브라질의 두 가

지 정책 △ 저탄소 농업계획(ABC, Low Carbon Agriculture) △농지등록제도

(CAR, Rural Land Cadastero)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음.

  - 환경성과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나 기술적 역량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정책 수단별 비용효과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자료의 한계로 시뮬레

이션이 어렵다면 실제 거래비용의 범위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

음을 부연 기술해줄 것을 제안함. 또한, 선택실험법 분석에서 행위기반지불을 기본 

지불로, 결과기반 지불을 보너스 지불로 볼 때,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성과가 결

과기반 지불에서 목표로 하는 성과를 상회할 때 결과기반 지불을 보너스 지불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임.

  - 단순한 파일럿 실험에서의 성과보다는 추후 진행될 본격적인 정책 시뮬레이션 실험

의 광범위한 대상을 통해 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이를 위해 설명변수

(explanatory variable)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가령, 인구 통계, 사회경제적 상

황,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은 여러 쟁점에 대한 농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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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재 정책 시뮬레이션에는 이러한 중요한 설명변수들이 다소 고려되지 않은 듯

함. 중요 설명변수들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캐나다의 경우 동부 해안과 서

부 해안의 농업 시스템이 매우 다른데, 이런 지역적인 상황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결

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규칙에 기반을 둔 규제방식(rule-based regulation)에서 목표에 기반한 규제방식

(goal-based regulation)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 방식 전환에 대

한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해 어려움(disadvantages)을 겪고 있기에,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루어주길 바람. 또한, 이 보고서가 2020년 이후 CAP 개혁 논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 요청.

  - 결과기반 지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부족함. 정

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상황들이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필

요가 있음.

  - 다양한 지불방법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것이 흥미롭고, 재분배 지불이 어떻게 

계획들의 정책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람. 또한 결

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선택에 대해 더 깊이 논의되기를 기대함. 마지막으로 시뮬

레이션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어떠한 정책을 수용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개개인의 거래비용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 performance와 result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나

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문서화할 것을 제안함.

  - 농업인들을 위해 확장적인 서비스(교육 지원 등) 고려가 필요함. 자연적 결과인지, 노

력의 결과인지 구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별 농업인 또는 농업인 그룹이 환경 성과달

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내용이 보고서에 기술될 필요.

❍ 제시된 여러 의견들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 performance와 result 용어 간 차이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다음 

보고서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본 보고서는 scoping paper이기 때문에 지불 메커니즘 규명에 집중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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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시 반영

하겠음.

  - 현재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만 고려 대상이였음. 프랑스의 지적처럼 

농업인들이 각자의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제도를 선택해 나간다는 점에서 개별 농업

인의 거래비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며 앞으로는 정책 선택으로 농

업인들이 행동을 바꾸는데 드는 거래비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선택에 영향

을 주는 조건들, 태도(attitude),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이슈 등과 관련해서 

선택적 실험에서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도출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최종 보고서는 2021년 4월 JWPAE 회의에 제출 예정이며, 본 의제와 관련한 서면 

의견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주요 논점에 대한 보완 사항

- 검토 결과 본 보고서는 파일롯 스터디 결과를 제외할 경우, 앞선 중간 결과 보고서인  

COM/TAD/CA/ENV/EPOC(2020)6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검토자 의견

❍ 우선, 방법론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실험법 설계를 위한 모든 과정을 잘 이행하였다

고 생각됨. 다만, 선택실험법의 모집단과 표본 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여, 본 보

고서에서 수행한 파일롯 스터디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해당 파일롯 스터디에 사용된 설문지와 FGI와 파일롯 설문을 통해 완성된 혹은 수

정된 설문지를 첨부하지 않아, 설문지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특징은 5개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임. 하지만 본 보고서에는 분석 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국가별 분석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연구 목표가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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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 Targeted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outcomes - Scoping paper  

(COM/TAD/CA/ENV/EPOC(2021)3)62)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COAG PWB 2020-21 Output 3.2.3.1.3.에 따라 수행되는　‘농업부문 환경적 성과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연구의 착수보고에 해당하는 보고서임. 

- 생산과 연관된(coupled) 보조금 정책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많은 문헌에서 지속적으

로 지적되어 왔음.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예산은 고정한 상태

에서 생산과 연관된 보조금 정책을 그렇지 않은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발

생하는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계측하고자 함. 

❍ Scoping paper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결과지표, 그리고 시나리오를 제시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방법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농가 모형과 농업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함. 구체적으

로 본 연구에서는 Henderson and Lankoski(2019)에서 사용한 생태경제농가 모형

(bio-economy farm model)과 OECD의 농업부문 부분균형 모형인 PEM을 분석에 

사용하고자 함. 

❍ 기존의 모형에서 사용한 파라미터를 본 연구에 맞게끔 보정하기 위해 CAPRI의 2012년 

자료와 농가단위 분석 네트워크에서 진행 한 농가성과동인 분석 프로젝트의 농가단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함.

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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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 보조금 제도 전환 관련 시나리오에 따른  세 가지 측면의 결과 지표(환경, 소득, 소득 분

배)의  변화를 앞서 언급한 2개의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비교함으로써, 보조금 제도 전

환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임.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2가지 정책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1) 생산 연계 직불금에 소

요되는 50~100%의 예산을 생산에 연계되지 않은 직불금으로 전환 2) 생산 연계 직

불금에 소요되는 50~100%의 예산을 상호준수와 같은 간단한 농업환경보조금 제도

로 전환 3) 생산 연계 직불금에 소요되는 50~100%의 예산을 맞춤형(targeted or 

tailored) 농업환경보조금 제도로 전환.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없음.

5. 검토자 의견

❍ 시나리오를 제외한 본 보고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Henderson and Lankoski (2019)

와 Henderson and Lankoski (2020)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크게 차별성이 없는 연구라고 생각됨.  

❍ 다만, 유럽을 벗어난 다른 국가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생물경제농가모형에서 경제학적 모형은 현재 농진청이나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의 파라미터를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농가 

유형 역시 국가별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환경적 영향을 계측하는 생태물리학적 모형을 토양의 물리적 특성 등을 포함

한 환경적 여건이 다른 지역 혹은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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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생태물리학적 모형의 파라미터 보정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

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

- PEM모형 역시 모형의 확장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양돈부문의 문제를 제외하

고는 농업환경정책의 결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음. 하지만 PEM의 경우, 양돈부문

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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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제안 배경 보고서 결과 범위 및 시작 날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통합되고 일관성 
있는 방법

국가 및 농가 단위 AEI 
개선, 생물다양성 
서식지 지표 검토, 
영향평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전략 개선 관련 
정량적 도구 적용

(1) 개선된 환경성과지표, 
잠재적으로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을 포함
(2) 동태 질적비교분석(QCA) 
분석
(3) 지속가능한 생산성에 관한 
AEI와 정책 영향 분석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FLAN
) 보고서
(4) 농가 수준의 환경반응 기능

보고서 1 2021년 4월 JWPAE 
회의에서 Scoping 
paper 제시
(COM/TAD/CA/EN
V/EPOC(2021)4)
* 동 의제

2.6.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 Roadmap for 

enhancing the use of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and analytical 

tools  (COM/TAD/CA/ENV/EPOC(2021)4)63)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2. 분석 자료 및 방법

❍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문서로 분석 자료 및 방법 관련 내용은 없음.

3. 연구내용

❍ 기존 OECD 농업환경지표(AEI)와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관련 평가 작업은 농가, 국가, 

국제 수준으로 이루어져 옴.

- <표 1.2> 참조

❍ 선행 평가 및 연구는 OECD TAD 웹사이트와 OECD iLibrary에서 접속 가능.

❍ 지속가능한 생산성 평가 수행을 위한 OECD 능력 개선 로드맵<표 2.1>

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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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제안 배경 보고서 결과 범위 및 시작 날짜

환경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독립적이지만 연계된 
활동:
(1) 환경재 지지 정책
(2) 농업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환경 규제

(1) 노트 1
(2) 보고서 1

(1) 2021년  11월 
APM 회의, 모니터링 
& 평가(M&E) 2022 
내용과 구조 요약 
노트를 포함한 제안서 
제시
(2) 2021년 11월 
JWPAE 회의에서 
Scoping paer 제시

모형 개선 노트 1 2021년 11월 APM 
회의에서 노트 제시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없음.

5. 검토자 의견

❍ AEI 및 지속가능한 생산성 평가에 관한 계획을 공유한 내용으로 특이점 없음.

- 일정에서 제시된 회의에서 나오는 의제별 세부내용을 살펴보아서 대응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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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Measuring progress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Challenges 

and practical options (COM/TAD/CA/ENV/EPOC(2020)7/REV1)64)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2019-20 PWB 작업의 일환인 “용수 관리 진행 상황에 관한 모니터링(Monitoring 

progress in water management)” 3.2.3.2.2.에서 Part B를 다룸.

❍ 본 의제는 농업 및 수자원의 효과적인 정책 진행을 측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함.

- 또한, 1)기후변화 상황에서 관개 농업용수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 2) 확산된 영양분 오염원의 수질 유지를 위한 제어 방안 논의 포함.

❍ Draft document 에 해당함

- 2020년 10월 JWPAE 회의를 거쳐 회원국의 의견을 받아 수정된 보고서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기존 연구자료, 간행물, 회원국 등 각국 농업용수 관리 정책 관련 사례 분석 자료 제시.

(구체적인 사례 나열)

❍ 분석방법: 문헌분석, 관련 정책의 공식적 및 학술적 검토.

- EU 물 기본지침, 뉴질랜드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Freshwater,  평가 그리

드, OECD 농업환경지불 프로그램, OECD 농업 탄력성에 대한 확장된 프레임 워크, 

OECD 정책 프레임 워크, OECD 물에 관한 권고안, G20 농업장관 행동계획 관련 섹

션에 대한 정렬지표,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관련 진행 지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지표, UN 녹색경제조치 적용 지표,  EU 물기본지침(WFD),  호주 생산성위원

64) 한국농어촌공사 도종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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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조사 보고서, 호주 국가수질관리전략(NWQMS), EU 정기보고, 발트해 행동계획

(BSAP), 미국 환경보호국(EPA) 조사보고서, 미국 영양소 워킹그룹(NWG) 보고서, 캐

나다 Prairie Provinces Water Boards 등.

3. 연구 내용

가. 농업용수 관리의 정책 진행 측정

❍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체 목표 또는 결과에 대한 정책 관련 개선 정도를 분석함.

- 정책 진행은 일정기간동안 목표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정의함.

❍ 정책 진행 측정에 포함되는 사항

- 과거 정책 맥락과 관련한 정책 설계의 개선 고려(향상된 인센티브,  정의된 목표, 이해관계

자 협의, 거래비용 감소).

- 이행능력 측면에서 초기 상황 변화 고려(관정 모니터링, 지하수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하천의 저류지 개발).

- 실제 결과에 대한 변화를 고려(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현재-과거 비교를 통한 지하수 

관개지역, 사용, 소비, 대수층).

❍ 정책 진행의 3가지 차원(Fig.1.)

  1) 정책 설계 진행(개선된 정책도구, 정책 일관성 향상, 향상된 관리 및 감독 요구 사항, 

투명성 및 보고 매커니즘 개선).

  2) 정책 수행 능력 진행(구현 능력 향상(금융, 인력배치, 모니터링 도구), 구현 가능하게 

하는 향상된 거버넌스 시스템).

  3) 정책 결과 진행(우수사례 채택 증가, 농업용수 관리 성과 변화) .

- 정책진행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은 설계, 용량 및 비용 효과의 변화를 다루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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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포괄성, 정확성 등과 필요한 시간과 노력 사이에는 상충 관계 존재.

- 선진국 또한 물 이용 데이터 및 농업용수 사용량(특히 지하수) 파악 어려움 .

- 정확성을 높일수록 정책 관련성을 제한할 수 있어 정책관련성과 평가모델 정확성 사이 타협 필요.

나. 농업용수 관리 진행도 측정의 평가 원칙 및 과제

❍ 농업용수 관리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주요원칙 및 주요 과제 설명.

- 정책 진행 유형과 관계없이 측정에는 기준, 참조 및 목표 설정 필요.

- 농업용수 관리 진행도 측정(Table1.)

진행 차원 평가 유형 주요 원칙 주요 과제

A. 농업 및 수자원 정책 
설계의 진행 

A.1. 공통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세트 
검사

공통의 목표와 일치하는 명확한 
기준

모든 주요 교차 정책 수단이 
고려토록 보장

A.2. 참조 정책 설계로 정책 세트 
벤치마킹

일련의 정책을 참조 설계와 일치
시키는 평가 그리드

정량적 지표 정의, 맥락 설명, 
참조 설계의 한계

B. 농업 및 수자원 정책 
실행 역량의 진행

B.1. 이행 역량의 진행 상황 결정
이행 능력과  능력 요구 또는 
결과를 산출하는 잠재력과 비교

제한된 데이터 가용성 및 
이행 요구 사항에 대한 지식

B.2. 개선된 이행에 도움이 되는 
물 거버넌스의 진행 상황 
측정

다단계 거버넌스 격차 및 그 
진화 식별

적절한 수준의 분석 설정

C. 농업 및수자원 정책 
결과의 진행

C. 농업 및 수자원 정책의 결과 
평가

(1) 잘 정의 된 결과 및 일정
(2) 그럴듯한 반 사실에 대한 설명
(3) 결과를 실제 정책 변경에 기여
(4) 비용 효율성 결정

올바른 분석 범위 설정 (농장, 
유역, 지역)
모든 관련 요소를 측정하고 
설명
기타 모든 관련 정책 변경의 
영향을 포함하고 결정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측정

❍ A. 농업 및 수자원 정책 설계진행 상황 평가(2가지 유형) 

- A.1 교차하는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세트 검사.

 : 특정정책이 원래 설계된 목표와 다른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평가(농업 및 수자원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후변화 적응 효과성 여부, 물-에너지-식량 연계 정책 평가)

- A.2 참조 정책 설계에 대한 정책 세트 벤치마킹.

 : 이전 정책, 지침, 국가가 준수하는 원칙에서 식별할수 있는 참고 정책 설계와 정책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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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교(농업 및 수자원 정책이 다른 지역 및 국가 정책과 비교 여부).

❍ B. 농업 및 수자원 정책 실행 역량의 진행 상황 평가(2가지 유형) 

- B.1 이행 역량의 진행 상황 결정.

 :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행 능력 진화 측정(기술적 역량, 자금조달

능력, 인적능력).

- B.2 개선된 이행에 도움이 되는 물 거버넌스의 진행 상황 측정.

 : 지리적 수준(국가, 지방행정, 유역 및 지구 수준)에서 다양한 기관, 기능 메커니즘 및 상

호 연결 고려(좋은 거버넌스 원칙 관련 평가, 구조적 평가 그리드(SWOT 등)를 활용한 

평가, 포괄적인 정책 검토 또는 정책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 C. 농업 및 수자원 정책의 결과 평가 

- 정책 도입 후 몇 년동안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진행상황 측정에 필수 도구됨.

- 정책 결과 평가의 4가지 단계(1. 진행상황결과와 참조 일정의 정의, 2. 기존 정책, 상황 

및 시장조건이 기준기간동안 정책 변경없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 미쳤는지 고려, 3. 관찰

된 변경사항을 새 정책에 부여하는 방법 고려, 4. 새로운 정책 역할이 정의되면 정책이 

효과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실행방식 평가) .

- 농업 및 수자원 정책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 제시.

  ① 진행 상황 및 참조 일정 정의

  : 목표 정의가 정책 변경이 농업과 물에 긍정적인 결과 도출 여부 결정에 있어 정책 설

계에 가장 중요(캐나다 Prairie Provinces Water Boards 사례) .

  ② 그럴듯한 반 사실 결정

  : 정책 진행의 과소 및 과대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기 정의 필수(1. 농업 및 수계에 

영향 미치는 물리적 조건 변화(기후 관련), 2. 시장 또는 비시장에 의한 농업분야 경제 

상황, 3. 기존 농업 및 물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과 농업활동 및 관행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필요).



500   ❙

  ③ 고려된 정책 변경 영향에 대한 귀속

  : 정책결과의 진행 상황에 대한 편향된 해석 피하기 위해 다른 정책 조치의 관심 정책 

결과 분류 필요.

  ④ 비용 효율성 결정

 : 관심 정책에 따른 변화 양식을 고려하고 비용을 평가하여 정책이 결과를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이해(정책 변경에 영향 미치는 특성 측정).

다. 정책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적인 옵션(PO: Practical Option)

❍ PO.1. 공통 또는 거버넌스 목표에 따른 정책 일관성 검사

-  주요 용도(A1. 교차하는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세트 검사,B2.개

선된 이행에 도움이 되는 물 거버넌스의 진행 상황 측정).

-  토지와 물 상호 작용을 주로 가축단위와 농작물에서 영양 오염분 감소 측면에서 논

의(대화 요소를 통해 한국이 물 정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진행 상황, 목표 고려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한 논의가능 하였음).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추적하는 프레임 워크 제시(7가지 전략적 고

려사항: 1. 잘 정의되고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개혁 목표, 2.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이용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대중 접근, 3. 균형과 승자패자를 평가하기 위한 사용 및 

미사용에 대한 물 평가, 4.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 및 개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

에 대한 완화, 5. 개혁관리와 옹호자, 6. 지키는(이행) 능력, 7. 위험 및 탄력적인 의

사 결정.

❍ PO.2.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공통 또는 더 광범위한 목표 및 정책 설계의 일관성 평가.

-  주요 용도(A1. 교차하는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세트 검사).

-  토지와 수자원 영역에서 농장수준, 유역모델, 농업부문 및 경제 전반 모델 사용으로 

관심 공통 목표와 정책 설계 일관성 모델링 가능(질적 정책 평가에 보완 정보 제공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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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3.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권고 또는 지침과 정책 변경의 연계 측정.

- 주요 용도(A1. 교차하는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세트 검사, A2. 참

조 정책 설계에 대한 정책 세트 벤치마킹, B2.개선된 이행에 도움이 되는 물 거버넌스

의 진행 상황 측정).

- G20 농업장관 행동 계획 관련 섹션(2017)에 대한 OECD 물에 대한 권고안 정렬 지

표 개발.

- (Fig.6.) 진행도 측정 프레임 워크(36개 물 거버넌스 지표, 12가지 OECD 원칙을 다

루는 물 거버넌스에 대한 106개 질문 포함된 체크리스트) 제공.

❍ PO.4. 성과 지표로 결과에 대한 정책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주요 용도(C. 농업 및 수자원 정책의 결과 평가).

-  UN 회원국의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진행 상황 모니터링 해당(Fig.7.).

-  성과지표는 목표 수준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되며, 복합 물지수 개발(물관리 성과와 

관련된 9개 주제로 그룹화된 28개 변수에 대해 보고된 데이터 결합) 및 복합지표 적

용(이란 유역간 물 이동 지속가능성 효과 및 스페인 Duero 강 계곡에서 빗물공급 대 

관개 농장의 농업 지속가능성 평가).

❍ PO.5. 정성 및 반 정량 정보를 결합한 종합 평가

-  주요 용도(C. 농업 및 수자원 정책의 결과 평가, A1. 교차하는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세트 검사, B1. 이행 역량의 진행 상황 결정, B2.개선된 이행에 

도움이 되는 물 거버넌스의 진행 상황 측정).

-  농업 및 물 정책 분야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로 정책의 결과

에 대해 논의하지만, 종종 정책의 설계 및 이행 역량의 진행 상황을 분석함.

-  OECD 국가에 대한 이 분야의 사례는 EU 물기본 지침(WFD)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

로 각 EU 회원국의 하천유역 지구가 하천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 식별 및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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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정책 평가 수행(호주, Basin Salinity Magagement 2030 전

략에 따라 매 2년마다 감사 시행).

-  (네덜란드) 국가배출 한도 지침 구현 평가, (호주) 염분 및 수질에 대한 국가행동 계획 

평가, (튀니지) 농업부문에서 지하수 관리 정책 도구 평가, (프랑스) EU질산염 지침 이

행 검토, (칠레) 중소 물 관개 작업 및 관개 촉진 프로그램 평가, (코스타리카) 농업 및 

축산 부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촉진 프로그램(PFAS) 평가. 

❍ PO.6.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적용에 대한 정량적 사후 평가.

-  주요 용도(C. 농업 및 수자원 정책의 결과 평가,  B1. 이행 역량의 진행 상황 결정, 

B2.개선된 이행에 도움이 되는 물 거버넌스의 진행 상황 측정).

-  정책 대상(농민, 물관리자 및 기타)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하며, 충분한 기간 후에 수

행되고 있는 정책 효과에 대한 정보 보완 수행.

-  (스페인) 물방울 관개 장려 정책 영향 평가를 위한 물사용자 협회(WUA) 설문조사.

❍ PO.7. 정책 변경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 사후 평가.

-  주요 용도(C. 농업 및 수자원 정책의 결과 평가)

-  통계 데이터 분석 사용을 통해 가장 정교하게 정책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으며, 여러 

기간에 걸친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 필요.

- 정책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 진행의 경제적 이익은 평가 고려 안함.

라. 관개 및 수질오염 저감의 지속가능한 관리 적용

❍ 농업에서 물 관리자에게 증가하는 문제인 1) 기후변화하에서 지속가능한 관개 관리, 2)농업의 확

산오염 제어 고려.

- 상대적으로 물 풍부한 국가(스웨덴 등)에는 배수 및 홍수 관리가 더 중요함.

❍ 기후변화 하에서 관개농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진행률 측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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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개농업의 3가지 특성(생성할 수 있는 혜택, 직면가능 위험, 생성되는 환경 및 자원 문제)에 

따라 행동 필요.

  ① 관개는 건조지역에서 농업에 핵심적인 역할 하며, 농민이 더 생산적이고 강우량에 

덜 의존토록 함.

  ②  관개농업은 다른 물 사용자와 물로 경쟁하고 있으며, 기후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③ 관개는  현저히 많이 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주요 물 소비 부문임(생태계파괴, 지

하수고갈) .

- 정책 세트에 상관없이 이 분야의 정책 진척 측정을 위해서는 3가지 관개 특성 고려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관개 관리 정책 진척도 측정할 수 있는 요인(Table4.).

구분 관개농업 경제적 이점 관개농업 직면 위험 관개농업 영향 기후변화

정책 설계
정책의 목적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 생산 및 소득

이행 목적과 양식에서 
명시 적으로 고려되는 
관개 위험

관개의 가능한 영향과 이
를 해결위한 수단을 정책
에 포함

기후 변화와 그 잠재적 
영향은 정책 텍스트에서 
논의

정책 실행

재정 시스템은 관개 인
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며 기술 지
원 가능

관개 농업의 위험에 반
응하는 거버넌스 시스
템, 관개 수로 저하를 위
한 자금 조달

물사용과 물수위 모니터
링 수단이 예산에 포함

이행 방식을 통해 정책
담당자는 농민이 관개방
식을 기후변화에 적응하
도록 교육 가능

정책 결과
농업 생산성 영향, 관개
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
(관련된 경우)

작물 수확량, 관개 및 물 
비용, 가격 및 시장 운영
의 변동성

물 소비, 지표수 및 지하
수 수준, 관개의 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민감도 분석 또는 결과 
논의에 기후 변화의 영
향 포함

❍ 평가의 예시(5.1)

- 호주 수자원관리정책에서의 Productivity Commission 조사 보고서(2017), Royal 

Commission Government 보고서(2019)->PO5사용.

- 물 가격 평가(관개 관세 및 세금과 유럽에서의 그 발전 검토)->PO1.

- 농업 포함 모든 비용회수 조치를 고려하고 이러한 정책 영향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는 작업(유

럽환경청, 2013).

- 관개에서 물 가격에 대한 정량적 연구 등.

- 호주의 물 정책 검토(생산성위원회의 지속성 및 향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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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개를 위한 지하수 관리 진행률 측정.

❍ 확산 영양 오염분 제어 진행 상황 측정(5.2)

- 질소, 인 영양분이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OECD 국가에서 인식하고 있음.

-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확산 영양 오염분 통제 및 정책 준수 및 효과 평가가 어려움.

 :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영양분의 사용, 분산, 추적 어려움.

- 확산영양오염 제어 측면에서 진행상황은 기준 농도수준, 영양균형 목표, 최대 영양부하 또는 

변수의 상대적 감소와 관련하여 정의 .

❍ 평가의 예시(5.1)

- 유럽연합 : 정기 보고

 : 시행된 정책이 농업 영양소 부하 감소에 효과적인지 평가 위해 정책 진행 및 오염 수

준에 대한 평가 수행(질산염 행동 프로그램 실행, 질소비용 최소화하는 지침 이행 평가)

- 발트해 : 구조화된 대화

 : 유럽감시원(ECA)에서 발트해로 유입되는 영양소 양 감소 및 영양소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이 시행한 EU 조치 효과 평가(설문지, 인터뷰 병행)

- 미국 : 보고 및 추적 시스템

 : 미국환경보호국(EPA)는 양분 기준 이행 진행 상황과 미국 주별 양분 수준을 모두 보여

주는 표 작성 및 업데이트(Figure9. 미국 양분 기준 상태, 진행상황 및 영양소 수준).

 : 양분 감소진행 추적기(Nutrient Reduction Progress Tracker) 정보 기반으로 주 

영양소  감소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측정.

❍ 사례연구 비교 (Table 5.)

- 진행상황 측정 능력을 제한하는 불확실성, 불완전한 데이터 및 측정 어려움 강조.

- 관개 사례 연구는 여러 목표에 대처하는 문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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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용수 관리 진행 상황 측정: 도전과제와 적용 방안 (의제 6.a.) - 토론

❍ 관련 의제인 ‘농업용수 관리 진행 상황 모니터링’의 국가 자료의 사실관계 검토를 

11월 15일까지 요청하며 이후 OECD 용수와 농업 웹사이트에 결과를 게시할 예정

임. 또한 동 의제에서 농업용수 관리 진행 상황 측정 방법론과 관개 및 기후변화 대

응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다루며, 정책 설계, 집행 역량, 정책평가에 중점을 두고 분

석하고자 하며 사례와 관련한 보고서 및 학술자료들의 공유 및 제출을요청함.

❍ 관련 분석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질소 지침65)과 같이 농업용수 관련 국가별 우선순위 이슈가 궁금함.

- 보고서의 밀도를 고려할 때 주제별로 내용을 구분하는 것(예, 개념 설계, 용수공

- 특정 정책 변경의 기능에 대한 이해 개선이 오염에 대한 정책 변경 영향을 광범위하게 추정하

는 것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됨.

구분 기후 변화에 따른 관개 농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 확산 영양 오염분 제어

목표 관개 혜택 증가, 위험 감소, 환경 영향 감소 농업 활동으로 인한 오염 부하 감소 

평가된 정책 진행 유형 모든 유형
설계에 일반 원칙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현 
능력 요구 사항 및 결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주로 사용되는 
실용적인 옵션 

PO.5, PO.7 PO.4, PO.7

진행 (목표) 정의 
3차원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위험 복원 목표를 설정하기 더 어려움
오염 및 측정 불확실성의 다중 정의는 정확한 

정의를 어렵게 함

기준 또는 반사 실적 
정의 

종종 불완전하게 수행 
기후 변화에 따른 물 사용 및 위험. 다른 요인이 

항상 고려되는 것이 아님
확산 오염 흐름의 특성화와 관련된 도전 

일반적인 도전 
물 흐름에 대한 제한된 데이터 또는 이해, 불확실성 
통합, 정책에 대한 행동 반응 포착, 경제적 및 

환경적 절충 문제 해결. 

오염 흐름을 평가하고 정책 결과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참조 없음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본 의제는 2020년 11월 JWPAE에서 Item 6.a.(COM/TAD/CA/ENV/EPOC(2020)7)

로 논의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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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관리, 수질 관리 등)을 고려 가능하며, 미국은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관개용수 조사 및 기존 비점오염원 자료 공유가 가능함. 보고서 내에서 가치 있는 

목적(valuable purpose)와 가치 있는 과정(valuable process)를 구분하여 제시

하기를 원함.

- 효과(effect), 영향(impact), 결과(result)와 같은 용어 정리 필요.

- 관개용수의 편익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일본에서는 관개용수가 대수층을 

보충하기 때문에 논의 감소가 식용 지하수량 감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음. 논이 가

지는 용수 보충 및 생물다양성과 같은 공공재 기능이 존재함.

- 관련 사례를 제공하겠으며 여기에는 뉴질랜드에서 2020년 8월 새롭게 설정한 담

수 및 생태계 위험 관련 기준도 포함됨.

- 전통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회비용 외에 용수침투 및 함양, 경작용수 공

급과 같은 농업이 가지는 복합적 편익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농업생산가치사

슬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

- 관개용수 관리에서 배수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 잘 구성된 보고서이며 농업용수 자원 관리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함께 고

려해주길 바람.

❍ 제시된 의견들과 관련하여, 가독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 구성에 동의하고 정책 결과 

평가와 과정 측정은 구분하겠으며 정책평가 부분에서 토양 및 용수 상호관계, 배수 

등 국가별 사례 제공을 환영한다고 밝힘.

 

❍ 주요 논점에 대한 보완 사항

- 정부가 농업용수 관리의 정책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 실용적인 옵션을 

확인에 구체적으로 언급.

65) Nitrates Directive(EU Council Directive 91/676/EEC）: 농업 활동으로 인한 질산염 오염으로부터 물을 

보호하기 위해 1991.12.12.일에 채택됨, 수질을 오염시키는 농업 유래 질산염의 발생을 막고, 우수 농업 관행의 

이용을 촉진하여 유럽 전역의 수질 보호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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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지난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회원국 사례들이 추가되어 짐(캐나다 프레리 

주 수도위원회, 호주 물정책 사례 등).

-  기후변화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개 관리와 농업 확산오염 제어 뿐 아니라, 배수 및 홍

수 방지 관리에 있어서의 중요성 강조 추가

- 지하수 관리 진행률 측정 사항 추가

-  기후변화에 따른 관개 농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확산 영양 오염원 제어 사례연구 

비교 결과 제시 추가

5. 검토자 의견

❍  14.(문단)에서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 이용 자료와 농업용수 이

용량 자료 구축에 어려우며, 지하수 사용량 추정에 어려워 확산 오염의 추적이 어려움 

언급.

-  한국에서는 농업용수 사용량 부과가 없는 등의 사회적 여건으로 농업용수 이용량 자

료 구축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음.

-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 이후로(2019년) 농업용수 이용량, 지하수 사용량 등의 기초자

료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19.(문단)에서 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킴을 언급

-  한국에서도 유역별(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등 4개)로 유역물관리종합계

획을 수립하여 10년간의 물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마찬가지로 한국의 물관리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의 이행 평가 방안 마련을 모색 중에 있음.

❍ 농업-수자원 정책 측정 옵션 설정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음.

-  다양한 회원국의 사례 및 관련 연구 문헌들을 참고한 정책 측정 옵션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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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측정 옵션에 있어서 관개효율성 노력도(관개 효율화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 비

율 등) 및 수질오염 개선 노력도(수질 오염 저감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 비율 등), 거버

넌스 활성화(관개 효율 측면 또는 수질오염 저감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버넌스 

활동 성과 등) 등도 고려한 농업-수자원 측정 옵션 설정에 반영되면 좋을 것임.

❍  46.(문단) C. 농업 및 물 정책의 결과 평가에서 측정 지표별 가중치 적용 제안

-  회원국의 농업-수자원 정책 환경(사회적, 경제적, 농업 중요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 지표별 가중치 변환을 통한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보고서에서도 명시했듯이 정책에 대한 진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특정 옵션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고, 모든 옵션에 있어 평가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회원국별 지리

적, 사회적, 경제적 수준(편차)를 감안한 적용이 필요함.

-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을 해야 하며, 특히 정략적인 지표 

평가에 있어서 회원국별로 통일된 기준(공간적, 시간적 범위, 척도 등)을 적용하여 데

이터 관리가 중요할 것임.

❍ 108.(문단) 배수와 홍수 방지 관리 중요성 강조 관련 사항

-  물 풍부한 국가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개 관리와 농업 확산오염 제어만큼 배수 및 홍

수 방지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물 이용, 하수 재이용, 빗물 이용, 하수 월류수 관리, 배수 및 수질 등이 서로 연

계되는 “물순환”의 개념이 도출 됨.

- 한국 경우, 도시 지역의 물순환 관리 체계는 구축이 되어 시범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물순환 관리 체계는 지금부터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

려는 계획이 있음.

- 농업용수의 물이용, 배수, 수질까지 연계되는 물순환 관리 개념의 도입을 통한 통합

적인 농업용수 관리 방안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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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물순환 관리 체계 적용 >

□ 광의의 물순환 관리 개념 및 범위

 ㅇ (개념)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과 관련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의 활동

과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하는 일

 ㅇ (범위) 물관리의 모든 요소(전통적 방식 + 대체적·자연친화적 방식)를 포함하고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서 관리

□ 협의의 물순환 관리 개념 및 범위

 ㅇ (개념) 자연적 물순환 회복 또는 유지를 위해 다기능·다혜택의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하

여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장애요인별 문제를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일체의 행위

 ㅇ (범위) ① 물수요관리, ② 하수 등 물재이용, ③ 빗물이용, ④ 하수 월류수 관리, ⑤ 자연형 물순환 

회복형 기법(NBS, 그린인프라, LID 등)

□ 농촌 물순환 관리 체계

 ㅇ 농산물 생산 목적의 농업용수 관리에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농어

촌 물순환 관리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ㅇ 농촌형 통합물관리 사업모델* 발굴 및 관련 법률‧조직 기반 마련 

    * (예시) 농업용수 효율화, 가축분뇨 및 농업배수 오염원 관리, 논을 통한 지하수 함양 및 홍수관

리, 생물서식처 및 친수관광 조성 등을 통합관리 

 ㅇ 공익형 직불제 농업인 준수의무 현장 안착 및 이행점검 강화, 직불금 지급규모 확대 등을 통해 공

익적 가치(환경가치 등) 제고

 ㅇ 지역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농어촌 물순환 관리체계 전환 촉진

❍ 정책 평가 시, 물-경제-환경 정책이 서로간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 분석 도입 제안

-  국가의 수자원량(부존량, 수리권 등 물에 대한 권리 및 실제 사용량 등)을 파악하여 실제 

사용량(경제 영역)을 통한 물의 화폐가치를 추정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 필요

-  한국 경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및 표준매뉴얼 등 마련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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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계정(Water Account) 개념 및 해외사례  >

□ 개념 및 원리

 ㅇ (개념)  자연계-인공계 물순환 전 과정의 저량(stock)과 유량(flow) 등의 관계를 회계원리(자산, 

부채)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국민경제 계정과 연계 분석하는 개념으로 UN, IWMI 등 국제기구 및 

호주, 일본 등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개발‧운영 중

□ 해외 사례

 ① UN, 환경경제계정(SEEA-Water, 물계정)

   - 물순환 과정을 정량화하여 관련된 각종 지표를 산출하고, 수자원의 고갈이나 오염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국민계정에 반영  

     * 환경에서 경제로의 흐름, 경제 내에서 흐름, 그리고 경제에서 환경으로의 흐름을 귀속 주체를 기

준으로 수량단위화 함

 ② 호주, 국가 물계정(NWA) & 호주 물계정(WAA)

   - NWA: 기상청이 지역의 물계정을 취합·정리하여 제공하는 보고서로, 지역별 총 수자원량, 수리

권, 취수가능한 수자원량, 물관리 정책, 기후 등의 내용 포함 

   - WAA: 호주 통계청이 발간하는 물-경제 흐름 보고서로 농업, 가정, 기업의 경제활동에 공급되는 

물의 흐름을 주로 다루며, 수문학과 회계학 모델이 결합된 형태 

 

❍ 농업용수 관리의 정책 진행 상황 평가 시, 탄소저감 활동과의 연계 제안

-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탄소 제로(Net-Zero) 정책과 농업용수 관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 부각 가능

- 농업용 호소에서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목표 설정

- 축산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오염 저감시설 마련 등 계획 마련

- 대규모 담수호 등의 수질개선 방안(호소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방안 등)

- 태양광, 풍력 등 연구로 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방안 마련 

- 농업용 관수로 성능 향상을 통한 농업용수 절약기술 개발

- 농업용 관수로의 관개용수 손실저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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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ustainable land use: bioenergy and its implications for biodiversity,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 Scoping new work for 2021-2022 

(ENV/EPOC/WPBWE(2021)5)66)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2021-2022년도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에 관한 의제 아이디어 제시

- 2021. 3. 1.~2. WPBWE 회의에서 회원국 의견 수렴

- WPCID 및 JWPAE에 함께 회람되는 의제

❍ Scoping 단계로 바이오에너지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제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사례 연구와 모형화 위주로 진행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에 사용되는 Aglink-Cosimo 모형 활용

❍ 분석 자료

- 구체적인 분석 자료나 시나리오 설정에 관한 내용은 미포함.

6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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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토지 이용 변화를 전지구, 지역, 국가 수준에서 시나리오화

❍ 시나리오 가능성에 따른 COVID 관련 경제 회복 패키지 시사점

❍ 바이오에너지로 인한 토지 이용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재화 가격, 식량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식단 변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와 같은 보완 수단이 바이오에너지로 인한 상충관계를 

얼마나 줄일지 분석

❍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시너지를 높이고 환경‧사회적 상충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법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 없음. 

5. 검토자 의견

❍ 국제적으로 2050 탄소중립(net zero)가 큰 이슈인만큼 화석연료 소비 감소를 위한 바

이오에너지 활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며,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의 산

림지 전용 및 곡물 생산 대체,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각

에서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국내 농업정책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용은 농업부산물 및 가

축분뇨 에너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로 인한 토지 이용 변화

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 임업의 경우에도 임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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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원사업화된 바 있으나 작물 재배로 인한 토지 이용과는 거리가 있음. 그러므로 농

축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 분석 결과는 국내 농업정책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농업부산물 에너지화의 경우, 가축분뇨 이슈에 비하여 조명을 덜 받고 있는 편이지만 

탄소중립 목표가 설정되면서 바이오매스 활용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넘어선 이용으로 비농업계로 가축분뇨

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분류됨. 그러나 현재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부분은 자

원화(퇴‧액비화) 시설이며, 에너지화 시설 확대는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함께 노력하

는 사안임.

❍ 모형화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인데, 시나리오 설정 및 모

형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자료에 관한 내용은 의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충관계를 완화 시키기 위한 보완 수단으로 식단 변화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를 

예시로 들었는데,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보완 수단은 ‘에너지 정책’

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기후변화 완화에서 바이오에너지가 중요한 점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활용, 지열, 공기열을 이용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수단이 도입되거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의 국가 에너지 수요 및 공급의 

변화 부분을 시나리오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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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cking Economic Instruments and Finance for Biodiversity : An 

overview of recent work and scoping new work for 2021-2022 

(ENV/EPOC/WPBWE(2021)3)67)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는 생물 다양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 및 재정 추적에 관한 최근 OECD 작업에 대

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음.

- 2021-22년의 EPOC의 작업 및 예산 프로그램(PWB) 작업을 제시하고자 함.

- 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응 지표 개발하고자 함. 이 지표는 UN 생물 다

양성 협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5.a.1과 관련이 있음. 또 post-2020 글로벌 생

물 다양성 프레임워크(GBF)와 직접 관련이 있음.

-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표제 17과 헤드라인 및 보완 지표에 대한 의

견도 포함되어 있음.

❍ 본 자료는 생물 다양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 및 재정 추적에 대한 2019-2020 작업의 요

약 보고서로 2021-2022년의 추가 작업을 위한 scoping 아이디어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PES 및 생물다양성 상쇄를 위한 지불제에 대한 2019년에 개발된 파일럿 설문지를 

기반으로 WPBWE 대표자들에게 설문지를 회람함.

❍ 분석 자료

67) 충북대학교 조원주 교수의 검토의견임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515

- 여러 보고서 및 간행물이 분석에 사용됨. 예를 들어 G7 환경 장관, 생물 다양성: 재무 

및 경제 및 비즈니스 행동 사례를 위해 준비된 OECD(2019) 보고서, CBD 글로벌 생

물 다양성 전망,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에 관한 Dasgupta 검토, 금융 자연: 글로벌 생

물 다양성 금융 격차 해소 (Paulson Institute, TNC and Cornell, 2020), 자연 투

자에 관한 Little Book(Global Canopy, 2021).

3. 연구 내용

가. 생물다양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 및 재정 추적: 최근OECD 작업 현황 및 정책 연관성

- 생물 다양성에 대한 OECD의 작업은 보다 환경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달성하기위한 경제적 수단 및 기타 정책 접근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생물 다양성에 대한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책 대응 지표의 개

발하는 것이 본 의제의 중요 구성요소임.

- SDG14와 해양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영역도 2020년 

PINE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음.

- 생물다양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 및 재정 추적에 관한 OECD 작업은 인센티브에 관한 

Aichi Target 3 및 자원 동원에 관한 Target 20과 직접 관련이 있음. 또 이 작업은 

SDG 15와도 관련이 있음.

- 이 작업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CBD 

SBI/3/5 문서에도 참조됨.

나. 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상쇄를 위한 지불제에 대한 OECD 설문조사의 예비결과

- 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 다양성 상쇄를 위한 지불제와 관련된 OECD 설문지를 총 59

개국(OECD 37개국 및 기타 22개국)에 발송하였음. 2020년 1월 현재 응답률은 

22%로 총 13개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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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결과에 따르면 35개국에 PES 프로그램이 있으며, 34개국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

으며(그림 2-1), 시행중인 PES 프로그램은 총 106개임(그림 2-2). 6개국에서 PES 

프로그램에 연간 70억 달러의 재정(2016-2018 평균)을 투입하고 있음.

- 현재 시행중에 있는 PES 프로그램 가운데 103개는 육상(및 담수)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2개는 해양(해양) 생태계를, 1개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생물 다양성 상쇄 프로그램은 23개 국가에 있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생물 다양성 

상쇄 프로그램은 37개임(그림 2.3). 매년 생물 다양성 상쇄에 총 69억 달러(2개국의 

2016-2018년 평균)를 집행하고 있으며, 시행중에 있는 전체 생물 다양성 상쇄 프로

그램 중 34개는 육상 및 담수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3개는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외

에 해상(해양)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Figure 2.1.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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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Number of active PES instruments by country and objective 
(i.e. ecosystem service), 2020

Figure 2.3. Number of active biodiversity offset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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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1-2022 작업을 위한 아이디어 검토(scoping)

- OECD PINE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로 2021년 브로셔를 업

데이트함. 이는 향후 post-2020년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후속 개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2020년(또는 다른) 기준선 역할을 할 수 있음.

- 기존의 생물 다양성 관련 경제적 수단이 관련 부문을 식별하기 위해 추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PINE 데이터베이스의 각 레코드와 국제 표준 산업 분류

(ISIC)를 연결할 수 있음. ISIC 코드는 CBD에서 식별 한 섹터에 대한 프록시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되고 이 정보는 경제적 수단이 타 산업에 걸쳐 생물 다양성을 주류화하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 가능함.

- CBD COP15의 결과에 따라 2022년에 추가 작업이 가능함. 긍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텍스트는 post-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에 제안된 목표(Target) 17에 포함

되었음. 긍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데이터는 헤드라인 지표 (CBD/SBSTTA/24/3Add.1)의 

하위 세트에도 포함되었음. 2022년에 긍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2022년 생물 다양성을위한 경제적 수단 및 재정 추적에 관한 브로셔의 

추가 업데이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현재 제안된 목표17의 문구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함. 그 이유는 제안된 목표 17에

서 어떤 규제 인센티브가 언급되고 있는지, 다른 목표의 다른 규제 도구와 어떻게 다

른지, 부가 가치를 제공하거나/또는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만

약 제안된 문구의 의도가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규제 도구를 개혁하는 것이라면 표현

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 제안된 목표17의 문구는 “2030년까지 가장 해로운 보조금의 축소를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인센티브를 재조정, 용도 변경, 개혁 또는 제거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센티브 사용을 확대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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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7의 헤드라인 지표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17.0.1에서 "생

태계 서비스 지불에 대한 요금 및 수수료"에 단어 그리고/ 또는 구두점이 누락되었다

고 지적함. 또한 정보를 GDP의 백분율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요청한 유일한 정

보가 상품 자체가 아니라 이 상품에 동원된 재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함. 따

라서 해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수와 필요한 재정 자료를 보고하면 데이터 수집 기

관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GDP의 백분율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나은 방법임.

- 제안된 목표17의 헤드라인 지표의 문구는 “17.0.1. 생물 다양성 관련 세금, 수수료 

및 요금, 배출권 거래, 긍정적 보조금, 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 다양성 상쇄에 대한 지

불제 및 생물 다양성 상쇄 의 수[및 각 수단이 필요로 하는 재정]”임.

5. 검토자 의견

❍ 본 자료는 생물 다양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 및 재정 추적에 대한 2019-2020 작업의 요

약임과 동시에 2021-2022년 추가 작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보고서로써 생태

계 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상쇄를 위한 지불제에 대한 OECD 설문조사의 예비결과를 포

함하고 있음.

- 하지만 OECD 사무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일럿 설문지의 응답률이 매우 낮아 예

비결과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이 듬.

- 또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단순 현황 분석 및 PINE 데이터베이스와 

ISIC 연계만으로 타 산업까지 생물다양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을 주류화하는데 보고

서의 분석결과가 얼마만큼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듦.

- 그러나 아직 scoping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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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A Global Analysis of the Net Costs of Forest Carbon Sequestration 

(ENV/EPOC/WPBWE(2020)4/REV1)68)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 평균 표면 온도 상승을 2100년까지 2°C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BAU보다 훨씬 더 큰 

배출 감소 없이는 거의 불가능함.

- 산림의 탄소격리는 누적된 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 중 CO2 농도를 낮춤으로써 기후변

화 완화에 중요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고, 치명적인 기후변화 영향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산림 조림과 산림 보존 활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을 줄이는 비

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산림 탄소 격리 비용으로 인해 산

림 기반 탄소상쇄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토지 이용 및 임업' 부문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에 따른 파리협정의 2020

년 이후 프레임 워크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Natural climate solutions'(산림, 그리고 초원, 농업 및 습지)은 2030년

까지 전 세계 평균 표면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효율적인 

CO2 완화의 약 1/3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Federici et al., 2015; Griscom et 

al., 2017). 

- 보다 최근에는 유엔 총회에서 2015년에 설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에 산림 

건강 유지의 필요성이 포함됨.   

- SDG 15(Life on Land)는 산림에 대한 두 가지 특정 목표를 포함함. Target 15.2는 

서명국에게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삼림벌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Target 15.1은 담수 생태계 유지에 산림의 역할을 포함함.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관한 목표 15의 다른 목표를 충족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산림과 명

68) 경상대학교 김태영 교수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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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관계가 있음. 

- 따라서 생태계서비스(PES) 및 지출 1달러 당 더 큰 격리를 생성할 수 있는 PES에 대

한 기후변화 격리에 대한 영향을 평가와 추정은 필수적임(Chu et al., 2019).

- (기존 연구의 한계) 많은 연구에서 산림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탄소 배출권 비용을 

추정했지만, 가정, 용어 및 계산 방법의 변화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추정치를 

제공하지 못함. 또한, 탄소를 격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비용 비교가 어려움. 끝으로, 탄소 격리 비용 및 격리된 탄소량과 관련하여 상

당한 데이터 제한이 있으며, 비용과 결과를 측정하는 데 오류와 불일치가 있음. 

❍ 목적 및 내용

-  (목적)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산림 탄소격리의 순 비용에 대해 분석을 하는 데 목적

이 있음. 

- (주요 정책 질문) (i) 산림 탄소격리의 전체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비용 요소는 무엇인

가? (ii) 산림 탄소격리를 수행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장소는 어디인가?

- (주요 내용) 첫째, 이 보고서는 산림 기반 탄소의 평균 비용의 국가 수준에서 업데이트

된 글로벌 분포를 검토하고 제공함. 둘째, 이 보고서는 여러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산림 조림 및 산림 보존 프로그램의 주요 비용 요소(예: 토지 사용 비용, 자

연 조건, 비즈니스 환경의 질, 화재 위험, 인건비 및 대체 토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 가

스 배출 방지)에 대한 업데이트된 국가 간 평가를 수행함. 셋째, 이 보고서는 산림의 

사적 및 비사적 공동이익(co-benefit)을 고려하여 이러한 비용 요소 또는 프록시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166개 국가의 산림 기반 탄소의 평균 비용을 추정함.

❍ 보고서 단계 정보 및 특징

- 이 문서는 2020년 6월 18일에 "산림의 탄소격리에 대한 지불: 효율적 설계 및 가능한 

성과"라는 제목의 이전 버전에서 발표된 생물 다양성, 수자원 및 생태계 (WPBWE)에 

관한 작업반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 이 개정판은 산림 탄소 격리를 위한 주요 비용 요소의 국가 평균을 정교화함.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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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각국의 산불로 인한 평균 연

소율을 통해 전 세계 400만 데이터의 GI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기존 산림의 질

과 화재 위험을 근사화함. 또한, 산림 탄소 격리의 산림 공동 이익은 이제 조림, 재조

림 및 산림 보존으로 구분함.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문헌 조사: 산림 기반 탄소상쇄 계획, 산림 기반 탄소격리의 비용 효율성과 관련된 문

헌검토

- 통계조사 및 분석: WDI database, FAO 평균탄소 저장량, Global Fire Emissions 

Database 등 자료 추출 및 분석

-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CBA) 

- 민감도 분석: 매개 변수값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조사하기 위해 민

감도 분석 수행

❍ 분석 자료 

- 농업생산성: 농업 생산성이 날씨로 인해 해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

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의 평균을 사용함. 

- 농업부가가치 및 농경지면적: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DI) 데이터베이스

- 토지 ha 당 격리 용량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FAO에서 추정한 평균 탄소 저장

량을 합산함(FAO, 2020).

- 인건비: 고용인 1인당 부가가치로 추정. 각 국가의 데이터는 WDI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 화재 위험 수준은 Global Fire Emissions Database에서 추출한 과거 데이터로 

추정(Randerso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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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WDI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Ease-of-Doing-Business 

지수에 의해 근사.

3. 연구 내용

가. 산림 기반 탄소상쇄 계획에 대한 검토(review)

❍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산림 기반 탄소상쇄는 전 세계 탄소상쇄량의 25%에서 거

의 50% 차지

Figure 1. Total global carbon offsets and forest-based carbon offset volume

Source: (Peters-Stanley et al., 2011); (Diaz et al., 2011); (Peters-Stanley, 2012); (Kossoy & Guigon, 
2012); (Peters-Stanley & Yin, 2013); (Peters-Stanley & Gonzalez, 2014); (Hamrick & 
Goldstein, 2015); (Hamrick & Goldstein, 2016); (Hamrick & Gallant, 2017b); (Peters-Stanley 
& Yin, 2013); (Peters-Stanley et al., 2014); (Goldstein et al., 2015); (Goldstein & Ruef, 
2016); (Hamrick & Gallant, 2017a).

❍ 산림 기반 탄소 격리 프로그램의 분류

- (i) 산림 조림 (조림 또는 재조림, A&R): A&R은 최근에 조림되지 않은 땅에 나무를 

심는 활동.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 A&R은 살아있는 바이오매스와 토양에서 탄소를 

격리함(Laganier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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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개선된 산림관리(IFM) 및 산림벌채 및 산림파괴로부터 배출 감소(REDD +): 

- IFM: 벌목 시간 증가, 최소 수확 가능한 나무 크기 증가, 산림 또는 토양 생산성 향상, 

표준 산림관리 하에 벌목할 수 있는 목재 증가량의 일부를 현장에 남기거나 산림 벌채

의 영향을 줄이는 것과 같은 활동이 포함됨(Vacchiano et al., 2018).

- REDD+: 삼림벌채를 피하기 위한 지불 개념은 2005년 당사국 총회(COP) 11에서 

시작되었으며 삼림벌채 및 삼림벌채로 인한 배출 감소(REDD +) 프레임워크는 2013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성문화되어 2015년 파리협정에 포함됨.

Figure 2. Trade of forest-based carbon offsets

Note: Excluding the Australian Emission Reduction Fund.

Source: Adapted from (Diaz et al., 2011); (Kossoy & Guigon, 2012); (Peters-Stanley & Yin, 2013); 

(Peters-Stanley et al., 2014); (Goldstein et al., 2015); (Goldstein & Ruef, 2016); (Hamrick & Gallant, 2017a).

❍ 자발적 및 상호준수 시장에서 산림기반 탄소상쇄

- 산림기반 탄소상쇄는 두 가지 유형의 시장으로 나눌 수 있음: (1) 자발적 시장에서 사

용 가능한 상쇄 및 (2) 상호준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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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Volume (MtCO2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frica 1.9 4.7 3.1 5.6 3.8 3 2.9

Asia 3.7 2.2 4.6 2.8 5.5 5 2.4

Europe 0.2 0.6 0.2 0.5 2.5 0.3 0.3

Latin America 16.9 7.7 6.2 18.2 10.9 4.6 5.2

North America 4.9 6.9 6.7 2.6 4.8 1.2 1.2

Oceania 1.4 1.8 6.2 1.9 4.5 0.3 0.4

Total 29 23.9 27 29.4 32 14.4 12.4

Figure 3. Market share and price of forest carbon offsets

Note: Including the Australian Emission Reduction Fund.

Source: Adapted from (Diaz et al., 2011); (Kossoy & Guigon, 2012); (Peters-Stanley & Yin, 2013); 

(Peters-Stanley et al., 2014); (Goldstein et al., 2015); (Goldstein & Ruef, 2016); (Hamrick & Gallant, 2017a).

❍ 지역별로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상쇄

- 산림기반 탄소상쇄량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름(표 1). 라틴 아메리카는 가장 많은 양

의 탄소상쇄를 생성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순임. 

Table 1. Total voluntary forest carbon offsets transacted by region

Source: Adapted from (Diaz et al., 2011); (Kossoy & Guigon, 2012); (Peters-Stanley & Yin, 2013); 
(Peters-Stanley et al., 2014); (Goldstein et al., 2015); (Goldstein & Ruef, 2016); (Hamrick & 
Gallant, 2017a).



526   ❙

❍ 산림 탄소격리 용량

- Tavoni et al.(2007)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잠재적인 지구 탄소격리 또는 배출 감

소를 추정한 결과, 산림에서 2050년까지 약 75GtC까지 누적 격리 잠재력이 있음을 

밝힘. 

- Griscom et al. (2017)은 지금까지 가장 큰 잠재력은 재조림이라고 추정하고,  탄소

격리의 가장 큰 부분은 비 OECD 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2002년부터 

2052년까지 추정된 모든 탄소 배출권의 약 2/3은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및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삼림벌채로부터의 배출 감소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

(Tavoni et al., 2007).

❍ 임업 탄소상쇄의 공동이익(co-benefit)

- 2016년 148개의 산림 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평가된 모든 프로젝트에

는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공동 이익이 있음. 산림기반 탄소상쇄 프로젝트의 가장 일

반적인 공동이익은 추가 고용 기회 및 훈련임(147개 프로젝트, 98 %), 지역사회 혜택

(75개 프로젝트, 50%), 생물 다양성(70개 프로젝트, 47%)(Hamrick & Gallant, 

2017a).

❍ 산림기반 격리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문제

- 산림 탄소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수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수준에서 증가하는 데에는 상당한 장벽이 있음. 예를 

들어, ETS(Emissions Trading System)와  EU의 Effort Sharing Decision(ESD)

에는 교토 의정서에 따른 토지 사용, 토지 사용 변경 및 임업 (LULUCF) 활동에서 배

출 및 제거가 포함되지 않음. 이는 EU가 배출 및 격리보고의 정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쇄가 다른 부문의 배출 감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Nabuurs et al., 2015).

- 산림기반 상쇄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 산림은 (i) 자연적 교란 (곤충, 화재, 날씨 및 자

연 재해 등) 및 (ii) 인위적 교란 (예 : 산림 벌목 및 다른 토지 사용으로 전환 된 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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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여러 번의 교란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나. 산림 기반 탄소격리의 비용 효과성 검토

❍ 산림기반 탄소격리 비용: 암묵적(Implicit) 및 명시적(Explicit) 비용으로 분해

- 암묵적 비용 또는 기회비용: 경제적 자원(예 : 토지 및 노동)을 비산림 소득 창출 활동

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진 이익(Cacho et al., 2013). 토지의 기회비용은 산

림 탄소격리의 총 암묵적 비용(Moulton & Richards, 1990)의 상당 부분이며 기회

비용에 따라 약 USD 120~1400/tC(USD 32~384/tCO2).

- 명시적 비용: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 거래 및 집행 비용과 일반적인 거래비용: 검

색, 협상, 승인, 모니터링, 집행, 보험(이상 Dudek & Wiener, 1996),  디자인 비용, 

구현 비용, 검증 또는 인증 비용(이상 Milne, 2002).

❍ 규모별 산림기반 탄소격리의 비용 효과성

- Richards & Stokes (2004)는 다양한 규모의 산림기반 탄소 프로젝트의 비용 효율

성을 검토함. 그들은 개발 도상국의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회와 인건비로 인

해 일반적으로 더 비용 효율적임(Moura Costa et al., 1999). 

- Masera et al.(1995)는 멕시코에서 탄소격리 비용이 USD 5-11/tC으로 추정. 

- 중국, 탄자니아 및 태국에서는 소나무 수지와 같은 비목재 임산물의 판매 수익이 비

용을 초과하여 음(-)의 탄소격리 비용이 나올 수 있음. 

- 반대로, 유럽의 일부는 산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곳이 될 수 

있으며 비용은 USD 48~280/tCO2임. 이에 비해 북미의 비용은 USD 2-77 / tCO2 

임(van Kooten & Sohng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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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탄소격리의 비용 효과성은 위치와 프로젝트에 따라 크게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여

러 요인에서 발생함. 

- 첫째, 다양한 투입량을 사용하여 산림을 통해 탄소를 격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

음(FAO, 2004). 따라서 비용은 탄소가 격리되는 방식에 따라 다름.

- 둘째, 프로젝트의 탄소격리는 규모 또는 프로젝트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 (BAU)에 추

가하여 얼마나 많은 탄소가 격리되는지에 따라 평가됨. 따라서 계산에 중요한 것은 

부가성과 BAU 가정이 무엇인지가 관건임(De Jong et al., 2000).

- 셋째, 비용 효과성은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달라짐(Stavins, 1999). 조림 프로그램은 

나무 성장주기로 인해 비슷한 비용으로도 처음 5년 동안 두 번째 5년보다 적은 탄소

를 격리할 가능성이 높음.

- 넷째, 프로젝트에 의해 격리되는 탄소의 양과 비용과 관련한 데이터 제한

- 다섯째, 산림기반 탄소격리 비용은 사용된 방법 및 모델링 가정(Richards & Stokes, 

2004; Stavins & Richards, 2005a; van Kooten & Sohngen, 2007) 및 공동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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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여부에 따라 다름(Nielsen et al., 2014).

다. 비용 요소의 글로벌 분포

❍ 주요 산림 탄소격리 비용 요소 지표의 전 세계 분포(그림 5~10).

- 각 비용 요소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모든 국가를 4개의 그룹으로 분

류하고 탄소격리 측면에서 최고부터 최저까지 순위를 매김.

- (그림 5) 기회비용은 러시아, 중동 아시아, 호주, 대부분의 아프리카, 멕시코 및 남미 

일부 지역에서 가장 낮음.

- (그림 6) 산림별 탄소격리 용량에 대한 대리로서 평균 NDVI 지수의 분포를 보면, 동

남아시아와 열대 남아메리카가 가장 높음. 아프리카(콩고, 카메룬, 라이베리아, 기니, 

적도 기니, 시에라 리온) 국가들도 비용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뉴질랜

드는 온대지역 선진 경제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비용 국가임.

- (그림 7) 국가별 농업의 GHG 배출수준을 나타냄. 농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

은 국가의 격리 프로젝트는 더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을 회피할 수 있음. 1분위에는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일부 국가, 아프리카 이집

트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칠레 등 농업활동이 활발한 나라

들과 북부의 여러 나라가 포함되고, 서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영국, 독일, 폴

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음. 

- (그림 8~10) 생략

라. 비용 요인 간의 상충(Trade-offs)

❍ 개별 비용 요소의 글로벌 분포는 탄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의 상충관계

(Trade-offs)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줌.

- 이상적으로는 산림기반 프로젝트는 모든 요소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국가에서 가

장 비용 효율적일 것이나, 6개 비용 범주 모두에서 가장 좋은 그룹에 포함 된 국가는 

없음. 예를 들어, 토지 사용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는 종종 산림에 적합하지 않은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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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반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음.

❍ 가능한 비용 상충관계에 대한 추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표 6의 쌍 상관 그래프(pair 

correlation graph)를 사용하여 비용 요인 간의 관계를 공식화함.

- 6개의 비용 요인 중 15쌍은 음의 상관관계이며, 5쌍만 양의 상관관계임.

라. 비사적 공동편익(non-private co-benefit)의 고려

❍ 비사적 공동편익으로 비용을 산정 할 때, 비사적 편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림 

조성(forest plantation)을 조림(afforestation)과 재조림(reforestation, 또는 산림 

개량)으로 더 분류함. 

- 특히, 재조림은 더 많은 비사적 생물 다양성 공동편익을 생성할 수 있는 반면, 조림 프

로그램은 비 산림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 혜택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본 연구에서의 계산 결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길면 재조림이 잠재적으로 모든 공동편

익을 회복할 수 있는 반면, 조림은 원래 산림의 공동편익의 일부만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함.

마. 결론

❍ 산림 조림과 보존 활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을 줄이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

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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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결과는 산림 탄소격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비용 범주별로 매우 큰 비용 차이

를 보여주고 있으며, 탄 격리가 발생하는 곳을 목표로하는 비용 효과성이 산림 탄소격리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나타냄.

❍ 산림기반 탄소격리의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간 그림 제공

- 산림 탄소 평균 비용의 주요 요인에는 토지 사용 비용, 격리 용량, 거버넌스에 따른 거

래 비용 및 산림 공동이익, 인건비 및 화재 위험과 같은 관련 조건이 포함됨. 특정 산

림 프로그램은 생물 다양성, 수종 및 제도적 틀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는 지리적 위치와 프로젝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음. 

- (산림 공동이익의 경제적 가치) 다양한 가정은 산림 탄소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할 때 산림 공동이익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가 간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정 위치의 경우 그리드 셀 맵(예 : GLOBIOM)을 사용한 토지 사용 평가는 산림과 생

산 부문 간의 토지 사용 경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만약 경제 및 

거버넌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다면 특정 산림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 연구의 결과는 산림기반 탄소격리의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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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산림기반 격리를 위한 최상의 자연 조건을 가진 일

부 국가(예 : 콩고 및 미얀마)가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매우 낮은 성과를 내기 때문

에 비용 절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171 번째 미얀마의 경우 190개국 중 콩고의 경우 

184 위)를 거래 비용의 대용으로 사용함. 

- 또한, 실행 문제, 자금 관리 오류 및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프로세스로 인해 콩고 분지 

산림 기금에 의한 산림 탄소격리의 '금전적 가치' 부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일치함.

❍ 산림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지만, 지구 온난화는 효과적으

로 완화되지 않더라도 산림의 격리 능력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산림기반 탄소 프로

그램의 비용 효과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함. 

- 기후 변화가 덥고 건조한 조건에서 나무를 죽임으로써 성장률을 낮추고 탄소가 생태

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음(Sullivan 

et al., 2020). 즉, 지구 온도가 주요 임계값에 도달하면 죽어가는 나무는 온난화 가스

를 방출함(Pennisi, 2020). 이 경우 미래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산림은 덜 비용 

효과적인 완화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핵심 쟁점에 대한 요약

- 첫째, 이 보고서의 추정치는 산림이 대체 접근법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격리하는 비용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함.

- 둘째, 산림 탄소격리를 위해 국가 및 하위 국가 지역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큰 비용 절

감이 가능함. 

- 셋째, 산림 탄소격리 비용은 지역 조건에 민감하지만 이러한 비용 중 일부는 개선된 

프로젝트 설계 및 거버넌스를 통해 줄일 수 있음.

- 넷째, 탄소격리 및 관련 비용 및 공동 이익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 부족은 산림 탄소격

리 확대에 주요 장애물임.

- 다섯째,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농업용 GHG 배출량에 대한 암시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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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가격이 없는 경우)의 탄소상쇄 시장 가격이 상향 편향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농

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에 비해 산림에서 발생하는 실제 탄소격리 비용보다 

상쇄 시장에서 탄소격리 비용이 더 높음. 

- 여섯째, 산림 탄소격리에 대한 보다 비용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검증은 산림 탄소상

쇄 또는 크레딧에 대해 구매자에게 훨씬 더 큰 신뢰를 줄 것이며, 이는 시장 확대로 이

어질 수 있음.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자 의견

❍ (총평) 산림 탄소격리를 위한 여러 비용 요인을 고려하고, 여러 경로의 DB를 활용하여 

방대한 분량의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국가별, 규모별 산림 탄소격리 프로젝트의 비용 효

과성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논리전개 부분) 다만, 1장 Background에서 보고서의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

시해주면 좋겠음. 

- 보고서 목차와 전체적인 구성이 순서별로 나열되어 있기는 하나, 체계적이지는 않음. 

예를 들어 4. CBA framework for forest carbon(산림탄소 CBA 틀)과 5. Data 

sources, 그 이후 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결성이 부족함. 

❍ (한국과 관련한 내용) 한국은 산림 탄소격리 잠재력은 높은 한편, 집약적 농업 활동국으

로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언급되고 있음. 또한, 부록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산업체는 감축 의무의 최대 10%까지 탄소상쇄를 허용하

며, 다양한 산림 탄소 방법론이 허용하고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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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상쇄 방법론은 다음을 포함; 조림 및 재조림, 통합 산림관리, 도시 재생, 산림 바

이오 매스, 목재 활용 등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과학적 검증을 통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

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결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시한 “핵심 쟁점에 대한 요약”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임. 

- 산림 탄소격리가 상대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안인 것은 분명

하나, 쟁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해결해야 할 과제(challenges)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발언 제안: 

- 이 보고서가 방대한 분량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림 탄소격리 프로젝트와 관련한 

비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보고서이므로 충분히 지지할만함. 

-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앞서 밝혔듯이, 비용 효과성 제고와 객관성 담보, 검증 등을 위한 도전과제를 해결하

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Annex C. 한국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 및 코멘트

❍ (해석내용)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2015년에 시작되었고, 2017년 11

월 현재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국내 5개 항공사를 포함한 599개 

기업에 적용한 상한선 거래제임. 

- (팩트체크) 대체로 맞음.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수는 2020년 7월 635개 업체, 2021

년 2월 기준 641개 업체임(환경부 기후경제과). 2021년 2월에 발행된 「2019 배출권

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에 의하면, 연도별 할당대상업체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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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02. 

❍ (해석내용) 업체는 의무감축량의 최대 10%에 대해 탄소상쇄 허용. 다양한 산림 탄소 방

법론은 다음과 같음. 

- 조림/재조림(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통합산림관리(Integrated forest 

management), 도시재식생(Urban revegetation),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

mass), 목재활용(Wood utilisation)

- (팩트체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산림분야 외부사업은 농림축

산식품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임업진흥원에 진행하며, 현재 산림부문 등록가능사

업은 다음 세 가지임: ◯1  신규조림/재조림(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2  목제품이용사업(수확된 원목이

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 ◯3  식생복구(도시림, 생활림(마을

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32호). 

- (해석내용) 한국 기업이 개발한 국제상쇄 프로젝트는 KETS 내에서 가능함. 현재 

KAU (Korean Allowance Unit)의 탄소가격 (1 tCO2 허용량)은 약 25,000원 또는 

약 23 달러임.

- (팩트체크) 대체로 맞음. 그러나 탄소 가격의 현재 시점 명시가 필요함. COVID19 이

후 탄소가격이 급격히 하락함. 2021년 3월 기준 20,000원 미만에 거래되고 있음. 다

만 아래 그림에서 2019년 기준 평균 거래가격은 28,44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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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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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ffective Carbon Rates 2021Document accompanying the update of 

the effective carbon rates database 

(COM/ENV/EPOC/CTPA/CFA(2020)4/REV1)69)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는 44개 OECD, G20 국가들의 2018년 실질탄소가격(ECR, Effective 

Carbon Rates)을 비교·분석하고 있음. 

- 본 의제에서는 44개국이 2012년, 2015년, 2018년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평가

하는지 보여주고, 해당 기간동안의 진척도를 평가하고 있음. 또한 ECR의 구성

요소인 세제(carbon tax, fuel excise tax)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이 ECR에 어

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하고 있음. 

2. 분석 자료 및 방법

❍ 국가별로 제공하는 ECR 및 탄소가격점수(CPS, Carbon Price Score) 등 자료를 

활용한 비교·분석

3. 연구 내용

가. 탄소가격 책정의 효과

❍ 탄소가격은 매우 효과적인 탈탄소화 수단임. Sen and Vollebergh(2018)는 OECD(2013; 

2016) 데이터를 사용하여 ECR이 1유로 증가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배출량이 0.73% 

감소한다고 추정하였음. 즉, 탄소가격이 전혀 없는 국가에서 전체 에너지 기반에 CO2 

톤당 10 유로의 탄소세가 도입되면 배출량이 7.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임.

- 실질 사례 중 한가지로 영국의 탄소가격 지원을 틀 수 있음. 영국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전기 부문의 ECR이 톤당 7유로에서 36유로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같

69) 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현 팀장의 검토의견임



538   ❙

은 기간 국내 전기 부문의 배출량이 73% 감소한 바 있음. 전기 부문의 ECR이 높아지면

서 전력회사는 에너지 단위당 절반 수준의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탄소 재생에너지

를 제로화하였음. 이를 통해 영국의 전체 CO2 배출량은 27% 감소했으며, 이 가운

데  24%p는 청정 전력 생산으로 인한 것임(영국 사업부(2020)).

- 또 다른 실 사례는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임. 2018년부터 2019년

까지 EU ETS의 허가 가격은 약 16유로에서 25유로로 톤당 8.90유로 상승하였음. 이

와 동시에 EU ETS의 전체 배출량은 8.9% 감소(Marcu et al.(2020))했으며, EU 

ETS가 다루는 배출자의 단기간 허용 가격 인상에 대한 상당한 반응이 나타났음. 전체 

배출량 감소는 13.9%로 전기 발전 부문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나. 탈탄소화을 위한 당면과제

❍  파리 협정에서 명시한 지구 온도 상승 1.5°C 제한을 위해서는 약 세기 중반까지 탈탄소화가 

이루어져야 함(Rogelj et al.(2018); Rogelj et al.(2015)). Kaufman et al.(2020)는 

미국의 경우 2060년까지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 CO2  톤당 약 30 유로

의 탄소가격을 필요로 한다고 추정하였으며, 2030년에는 2배 더 큰 탄소 가격(톤당 60유로)

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함. 지구 온도 상승 1.5°C 제한과 더불어 2050년까지 탈탄소화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톤당 100유로의 탄소가격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

음. 또한 탄소 가격이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수단(경제 효율을 높이고 총 배출량 감소 비

용을 낮출 것이 거의 확실시됨)이라면, 탄소 가격은 20유로 만큼 높아져 CO2  톤당 약 

120 유로에 상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Figure 2.의  "low complementary" Policies 

참조,  Kaufman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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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aufman et al.(2020)

❍ 탄소가격 고위급위원회(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2017))의 추산

에 따르면 파리 협정에 따른 각국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2020년에 톤당 40-80유로 

수준의 탄소 가격이 필요함. 2030년에는 가격이 CO2  톤당 50-100 유로에 도달해야 

함. 국제통화기금은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최적의 지원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30년

까지 CO2  톤당 75유로씩 탄소 가격을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IMF(2019)). 기술적

으로 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Quinet Commission(2019)은 2017년 프랑

스 연료세(fuel tax)에 추가로 부과되는 CO2 1톤당 탄소가격을 2018년 52유로에서 

2030년 250유로, 2050년 775유로까지 상승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탈탄소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1톤의 이산화탄소로 인한 피해를 

추정하는 것임. 이 접근법에서는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투자가 사회에 대한 배출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추정치

는 미래 소비가 현재 소비와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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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지 등 다양한 가정으로 인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독일 환경보호청은 2016년 

배출된 이산화탄소 1톤당 180유로(EUR)의 사회적 피해를 추산하고 있음. Albertici et 

al.(2014)에 따르면 이전 문헌 검토에서는 당시 30유로 정도로 낮은 기후 비용 추정치

를 제시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추가적인 ECR에 대한 고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탄소가격 기준

(benchmark) 하에서 이루어짐. 

  a) CO2 톤당 30유로: 2010년대 초중반 탄소 비용의 역사적 저단가 벤치마크(Alberici 

et al.(2014)). 2025년 30유로의 탄소가격은 Kaufman et al.(2020)의 206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느린 탈탄소화 시나리오와 일치함. 

  b) CO2 톤당 60유로: 2030 저단가 및 2020 중단가 기준(탄소가격 고위급위원회(2017)).  

2030년 60유로의 탄소 가격은 또한 Kaufman et al.(2020)의 2060년까지 느린 탈

탄소화 시나리오와 일치한다. 

  c) CO2 톤당 120유로: 탄소가격이 전반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 하의 탄소 배출에 필요한 탄소 가격의 중앙 추정치(Kaufman et al.(2020)의 

igure 2. "low complementary" Policies 참조). 120유로는 전체 사회적 탄소 비용의 

최근 추정치와 더 일치하는 값임. 

❍ CO2 톤당 30유로 및 60유로는 이전에 작성된 ECR 보고서에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비교가 가능함. 120유로는 현재의 탈탄산화 목표에 부합하는 가까운 미래에 

탄소 가격에 대한 진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라 할 수 있음.

다. 탄소가격기준의 단기성과, 탄소가격점수와 국가간 격차

❍ 탄소가격점수(CPS, Carbon Pricing Score)는 모든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을 탄소 비용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기준 값으로 가격을 매기는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한 

국가가 관련 기준점(벤치마크) 가치를 더 발전시킬수록 CPS는 더 높아짐. 예를 들어, 

CPS30(CO2 1톤당 30유로의 벤치마크)이 100%라는 것은 국가(또는 국가 그룹)가 모든 

에너지 사용량 영역에 있는 탄소 배출물의 가격을 30 유로 이상에서 매긴다는 것을 의미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541

반대로 CPS가 0%라는 것은 국가가 배기가스 가격을 전혀 매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CPS가 0%에서 100% 사이라는 것은 일부 배출물의 가격이 매겨지지만 배출물에 매겨지는 

가격이 기준치(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CPS60 또는 CPS120 100%는 모든 배출물에 대한 탄소가격이 톤당 60유로 또는 120유로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음을 의미함.

- 본 의제에서는 실질탄소가격 데이터베이스(ECR Database)에 보고된 CPS30, CPS60, 

CPS120 에 대한 국가자료를 분석하여 실질탄소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및 연도별 변화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제4장(Attainment of near term carbon pricing 

benchmarks, the carbon pricing score and the gap), pp.10-18. 참조). 

- 44개 회원국의 탄소가격은 거의 대부분(93%)이 세금(유류세, 탄소세)에서 비롯됨.  44

개국 그룹에 대한 CPS60은 2018년에 18%였으며, 최소 CO2 톤당 평균 실질탄소가격

(EACR, effective average carbon rates )은 60유로였으며, 이 점수는 한계 실질

탄소가격(EMCR, effective marginal carbon rates) 점수보다 1%p 낮았음. 

- 탄소 가격 책정 과정에 있어 CPS60이 높은 국가는 CPS60이 낮은 국가보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CPS60이 더 많이 증가하였음. 2018년 CPS60이 가장 높은 

10개국은 2018년 CO2 톤당 모든 배출물 가격을 60 유로이상으로 책정하는 목표를 

절반 이상(54%) 달성하였음. 또한 이러한 국가는 CPS30이 65%, CPS120이 44%에 

달했음. 만약 10개 선도국들이 탄소 가격에 대해 비슷한 진전을 보인다면, CPS60은 

2030년까지 82%까지 상승할 것임. 2030년까지 모든 배출가스를 톤당 60유로 이상

으로 가격을 매기려면 CPS60을 연간 3.8% 포인트 증가시켜야 함. 

- 이 외에도 각국의 부문별(농수산업, 전기, 산업, 운송, 주거 및 상업 등)로 다르게 

책정되는 탄소가격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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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탄소가격의 장기목표(큰 그림)

❍ 제5장(The bigger carbon pricing picture)에서는 CPS와 GDP의 배출집약도(기후적 

관점) 및 1인당 GDP(경제적 생산 관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 

- 기후 효과: 그림 5.1은 CPS가 높은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탄소 효율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줌. 탄소효율이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 GDP 단위당 배출량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

함. 그림 5.2 는 그림 5.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CPS의 ‘변화’를 고려하여 CPS의 

변화와 GDP의 탄소 배출 강도 변화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5.1에서 두 변수가 반드시 어느 방향에서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

하기는 어려움. GDP 단위당 배출량이 적은 것은 높은 CPS의 결과로, 높은 CPS가 경

제를 제로 및 저배출 에너지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반대로 GDP 단위당 

배출량이 적은 국가는 배출량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그림 5.2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관측되지 않은 국가별 효과를 

제어하며, GDP의 저탄소 강도는 다른 높은 CPS 요인에 의해 완전히 설명된다는 것을 

배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가격을 다른 기후 정책과 함께 제정하는 경우처럼 

GDP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국가들이 동시에 CPS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탄소 효율성에 대한 더 높은 CPS의 정확한 기여도를 추정하기가 어려움. 

그림 5.1과 그림 5.2를 해석할 때의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높은 탄소 가격이 배출량

을 낮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있음. 예를 들어 

Arlinghouse(2015)와 Martin et al.(2016)의 문헌 검토를 참고하여 더 높은 ECR의 

영향을 주의 깊게 확인한 Sen and Vollebergh(2018)는 ECR이 톤당 10유로 증가하

면 평균 7.3%의 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경제생산효과: 그림 5.3에 따르면 CPS가 높은 국가들도 최소한 1인당 GDP 면에서 일

반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CPS를 늘리는 국가(그림 5.4의 오른쪽에 

표시됨)는 동시에 1인당 GDP를 증가시킴(그림 5.4의 상반기에 표시됨). 이러한 발견

이 반드시 어느 방향에서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인당 국

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들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것이 더 쉽다는 것

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부유해지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임. 그러나, 그 발견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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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후 정책으로 탄소 가격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더 경제적으로 배기가스를 감소시

키고, 따라서 우수한 경제 성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개념과도 일치함. 파리 협정으

로 각국은 약 세기 중반까지 경제를 탈탄소화하기로 결정했고, 이 약속을 감안할 때, 경

제를 경제적으로 탈탄소화하는 국가들은 1인당 GDP 수준을 포함한 광범위한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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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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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없음. 

5. 검토자 의견

❍ OECD(2018)에서는 환경세의 적절한 과세 기준(appropriate benchmark)에 대해 

논하면서, 환경세는 에너지 사용에 따르는 한계외부비용, 즉 직접적인 환경비용과 에너

지 사용에 따르는 기타 피해를 가격에 반영해야한다는, 환경세적 성격의 근거를 제시하

고 있음.

❍ 특히, 외부비용에 비례하여 조세의 규모를 결정하는 환경세의 경우, 소득세에 비해 경제

에 야기할 조세왜곡(tax distortion)의 가능성이 낮다고 논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

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세를 통해 재정수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환경세는 

유용한 수단으로 장려됨.

❍ 하지만 최적의 환경과세를 위한 정확한 한계외부비용의 규모를 추정하고 파악하는 것

은 어려운 일이며, 설사 추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외부불경제의 규모를 반영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음.

❍  또한 최적의 환경세제는 단순히 외부비용만 가지고는 결정될 수 없고, 조세의 정책적 

목적, 즉 특정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는 산업의 경쟁력과 연료의 사용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 또한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OECD국가들 사이에서

도 각 부문별, 연료별 실효세율이 상이함.

❍ 따라서 각 국가의 부문 및 연료별 실효세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다른 부과 체

계 (종량세 및 종가세)와 각 부문별 주 연료 사용현황, 가령 전력발전에 어떤 연료가 주

로 쓰이는지 등에 대한 차이를 고려한 비교 가능한 과세 표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 방법

으로는 부문별 및 연료별 에너지 사용량을 열량 단위인 줄(Joule)로 변환하거나 에너지 

사용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tCO2)로 변환하여 그에 대한 실효세율을 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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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탄소배출량 기준 한계세율을 구하는 접근방식은 한계외부비용 대비 실효세율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큼. 즉, 외부비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

출에 따른 외부비용이 한계외부비용의 최저한(lower bound)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의

미가 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 비용을 추정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에너지 사

용에 따른 적정탄소 요금인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30유로 (EUR30/tCO2)를 최저한의 

외부비용으로 상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60유로와 120유로를 2060년 및 2030년 탈탄소  

시나리오에 필요한 최저한의 외부비용으로 상정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함.

❍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한 

실효세율을 실효탄소세율(Effective Carbon Rate)이라 정의함. 이는 특정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소세, 탄소배출권의 가격 등의 세 항목을 합하여 수송, 발전, 

난방 및 공정 등 부문별로 계산하며, 실효탄소세율은 간략히 탄소가격점수(Carbon 

Pricing Score, CPS)로 나타낼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 국가의 CPS60 점수가 100%라는 것은 한 국가에서 화석연료를 소비하

여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소세, 탄소배출권 등의 가격 수단을 통해  1

톤당 이산화탄소 가격을 최소 60유로 이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임.

❍ 탄소가격점수와 함께 현행 환경세제가 얼마나 환경친화적인지,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

소배출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는지 등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탄소가격차(Carbon 

Pricing Gap)를 또한 추정

- 탄소가격차(Carbon Pricing Gap)는 탄소배출이 야기할 외부불경제 규모의 보수적 

추정치인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30유로(또는 60유로)를 기준으로, 각국의 부문별 

실효탄소세율이 얼마나  30유로와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함. 따라서 탄소가격차의 의

미는 오염원이 자신의 탄소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

어, 이 차이가 작을수록 조세, 거래권 등 시장의 수단을 통해 에너지사용에 대한 탄소

배출에 비용 부담했다는 의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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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에너지세의 탄소가격차를 국제 비교하는 것은 한계외부비용을 세

율에 반영하려는 교정적 기준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 대상 44개국의 2018년 기준, 탄소가격차를 추정한 결과 60유로를 적용했을 때 

81%로 나타났는데 (그림 4.1), 이는 19%만 조세 혹은 배출권 거래 방식으로 탄소배출

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의미임.

❍ [표 4-1]의 부문별 탄소가격점수를 보면 도로 수송 부문에서의 탄소가격점수가 30유로

기준에서는 91%, 60유로기준에서는 80%로 가장 높은데, 이는 도로 수송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정책을 통해 오염원에게 피해비용을 대부분 지불하도록 한다는 의미임.

- 반면에 발전, 산업, 주거 및 상업부문은 탄소가격차가 대략 10% 이하로, 약 90% 이

상의 탄소배출에 대하여 오염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의 경우 [표4-2]에서와 같이 1톤당 탄소가격 60유로 기준, 2018년도 탄소가

격점수가 49%로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를 소비하여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 유류세, 탄

소배출권 등의 가격 수단을 통해  1톤당 이산화탄소 가격을 최소 60유로 이상으로 부담

하고 있는 부분이 최소 49%라는 의미임.

- 순위로는 OECD 주요국 44개 국 중 11위에 해당

❍ 우리나라는 2015년 60유로 기준 탄소가격점수는 30%대였으나 (그림 4.2), 배출권거

래제와 발전부문 과세로 인해 2018년 60유로 기준 탄소가격점수가 10%p이상 상승

- 배출권 거래제는 올해 3기에 돌입하고, 배출권 유상할당이 시작되는 등,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점수는 더욱 상승할 전망

- 또한 기존에 과세를 하지 않던 발전용 연료, 특히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2014년부터 

과세가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과세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이 또한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점수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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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에서는 국가별 탄소가격점수의 개선정도와 한 국가의  탄소집약도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단, 탄소집약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탄소가격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또는 높은 탄소

가격점수로 인해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공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한 방향

으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결론내리기에는 5장의 분석 결과로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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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Adoption of the Draft Agenda COM/TAD/CA/ENV/EPOC/A(2021)2 

Item 2. Approval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50th Session COM/TAD/CA/ENV/EPOC/M(2021)1 

Item 3. Progress Report on JWPAE Activities COM/TAD/CA/ENV/EPOC/RD(2021)2 

Item 4.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Item 4.a. Practical design principles for high performing 
agri-environmental schemes: From actions to outcomes. Part 2. 
Multi-country choice experiment with farmers 

COM/TAD/CA/ENV/EPOC(2021)13 

Item 4.b. Practical design principles for high performing 
agri-environmental schemes: Executive summary and policy 
conclusions 

COM/TAD/CA/ENV/EPOC(2021)14 

Item 4.c. Integrated approaches for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productivity assessments: Choice of indicators and structural 
conditions analysis  

COM/TAD/CA/ENV/EPOC(2021)15 

Item 4.d. Long-term impacts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policy 
reforms on sustainable productivity performance in agriculture 
sector    

COM/TAD/CA/ENV/EPOC(2021)16 

Item 4.e. Assessing Environment-Related Regulations in 
Agriculture  

COM/TAD/CA/ENV/EPOC(2021)17 

Item 5.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Item 5.a.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via agricultural trade and support 
policies 

COM/TAD/CA/ENV/EPOC(2020)4/REV1 

Item 5.b. Policy Options for Promoting Soil Carbon Sequestration 
by Agriculture 

COM/TAD/CA/ENV/EPOC(2020)8/REV1 

3. OECD 제51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결과

3.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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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문서번호

Item 5.c. Update on the EPOC work of on measuring adaptation 
action 

Oral

Item 6. Agriculture, Trade and Sustainability  

Item 6.a. Aligning agricultural,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e cases of mitigating climate change and limi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pesticides. Part 1: Assessing the 
challenges

COM/TAD/CA/ENV/EPOC(2021)18 

Item 6.b. Planned workshop on the case of GHG mitigation   Oral

Item 7. Activity Report and Work undertaken by the Secretariat of 
Interest to the JWPAE 

COM/TAD/CA/ENV/EPOC(2021)19 

Item 8. OECD Co-ordinated 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COM/TAD/CA/ENV/EPOC(2021)20 
COM/TAD/CA/ENV/EPOC(2021)21 

Item 9. Other Business 

Item 9.a. Process in view of the next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Oral

Item 9.b. Designation of the Bureau of the JWPAE Oral

Item 9.c. Decisions and Plans for the Next Meeting of the JWPAE Oral

Item 9.d. Dates of the Next Meetings of the JWPAE Oral

 

3.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농업 환경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기후변화와 농업, △농업과 무역, 지속가능성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농업 환경성과 개선 정책으로 주요 세 가지를 논의함.

- ① 고성과 농업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선택실험 연구 결과를 소개했으며, ② 농업의 지

속가능성 및 생산성 평가와 정책 분석을 위한 접근법에 관한 연구와 농업 환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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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뷰 계획에 대해 논의함.

❍ 기후변화와 농업에 대하여 농업 지원 정책이 기후변화 적응 및 농업의 환경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연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눔. 또한, 토양 탄소격리 증진을 위

한 농업정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농업과 무역 및 지속가능성) 농업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환경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의 당면과제인 기후변화 완화와 농약 사용 감축에 관한 문헌조사 연

구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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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제51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4.1. Practical design principles for high performing agri-environmental 

schemes: From actions to outcomes - Part 2. Multi-country choice 

experiment with farmers (COM/TAD/CA/ENV/EPOC(2021)13)70)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COAG PWB 2019-20 Output 3.2.3.1.1.에 따라 수행되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책 

정립의 진행상황 모니터링 :　‘농업환경정책의 높은 성과를 위한 실증적 설계 원칙 : 행

동에서 결과’ 연구의 결과 보고와 이에 대한 토론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임.  

❍ 2021년 COM/TAD/CA/ENV/EPOC(2021)13의 선택실험법 관련 내용만을 담고 있

으며,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는 COM/TAD/CA/ENV/EPOC(2021)1/REV1에 포함되

어 있음.

2. 분석 자료 및 방법

❍ 3개국(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농업인들의 정책 수용의사(willing to accept)에 대한 분석. 분석 모형은 조건부 로짓

(conditional logit)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강건성 점검을 위한 혼합로짓(mixed logit) 

모형을 사용함.

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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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가. 지불 방법과 정책에 따른 지불의사의 차이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 Table 3.4로 요약할 수 있음: 1) 지불 방법에 대한 수용의

사는 결과 기반(result-based)>행위 기반(practice based)>하이브리드(hybrid) 순으

로 나타남. 2) 환경과 관련된 활동의 강도 혹은 결과에 대한 기준이 증가할수록 농가의 

수용의사는 증가함. 다만, 수질(water)과 온실가스(CC)에 강도 변화에 따른 농가들의 

수용의사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계측된 반면, 종 다양성과 관련된 결과 지표는 

농가들의 수용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의 규모와 특징 역시 우리나

라의 농가와 큰 차이를 보임. 이에 따라 Table 3.4.의 구체적인 금액을 중심으로 해석하

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함. 4) 마지막으로 농가의 유형별 결과는 Table 3.4의 결과와 크

게 다르지 않아 본 검토의견에서는 관련 내용을 생략함. 



554   ❙

나. 농업환경정책의 높은 성과를 위한 실증적 설계 원칙: 행동에서 결과까지. 파트Ⅱ. 

다국가 농업인 선택실험법 - 진행 보고서 (의제 5.b.) : 토론

   ㅇ농가 특성이 농업환경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개 국가(아르헨티나,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선택실험법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설문 설계, 포커스 그룹 검토 및 환류, 사전(pilot) 설문을 진행하였음.

    - 최종 설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이며, 최종 결과는 의제 5.a.의 정책 

시뮬레이션과 함께 통합 보고서로 공개할 계획임을 밝힘.

   ㅇ 의제와 관련하여 대부분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최종 설문에 관한 구체적 정보 

공유와 농업인 응답률 제고가 필요함을 언급.

    - 연구를 지지하며, 선택실험법의 모집단과 표본 설계 방법, 사전 설문 결과를 활용한 

최종 설문지 수정 방법, 선택실험 결과의 국가별 비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

    - 선택실험 결과를 정책 시사점과 연결할 것을 기대하며, 한국 의견처럼 다국가에서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알려주기를 바람.

    - 농업인 성향 분석 범위와 정책 결정의 시사점 도출 연계 방법이 궁금함.

    -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대상 설문 시기가 중요하며, 낮은 응답률로 인한 응답 

편의(bias)가 우려됨.

    - 국가별 지불 수준 설정에 관한 의문 표시.

   ㅇ 실험에서 일부 국가는 경종농가(곡물·유료작물 등 재배)만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그 외 국가에서는 경종농가와 혼합농가(축산(소·양) 및 작물생산)를 모집단으로 

하였음을 설명함.

    - 농가 설문응답 수집에 애로가 있었으나, 설문 길이를 조절하는 등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사전 설문 응답률은 일반적인 응답률 범위이고 응답자의 질문 

이해도를 점검하여 설문을 진행했음.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제50차 회의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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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불 수준 결정에 관한 내용은 추가하겠으며, 농가의 이질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실적인 설문을 구성하여 농업인 선호와 계약 체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임.

❍ 회의에서 언급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대부

분의 내용이 그림과 표를 설명하는 수준임. 향후 정책적 활용과 의미에 대해 보완할 필

요가 있음. 

5. 검토자 의견

❍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매우 부족함. 

- 국가별 비교라는 연구 제목에 맞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음. 향후 연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됨. 

-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행비용과 모니터링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이행기반에 대한 수용의사가 가장 작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함.  

❍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Table A.E.6와 Table A.E.7이 동일함. 2)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파일럿 설문에 포함된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에 대한 최종 설문조사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한 반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파일롯 설문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네덜란드가 

최종 설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네덜란드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사전 설문조사 없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음. 3) Table 3.9에 정책에 대한 수용의사가 

음수로 계측되었으며, 관련 설명 역시 부정확함. 예를 들어, WTA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Table 3.4와 상반됨.  Table 3.9의 오타도 수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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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제안: 

- 연구 제목에서와 같이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분석 결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농업환경지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 분석 결과와 방법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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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ractical design principles for high performing agri-environmental 

schemes: Executive summary and policy conclusions 

(COM/TAD/CA/ENV/EPOC(2021)14)71)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COAG PWB 2019-20 Output 3.2.3.1.1.에 따라 수행되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

책 정립의 진행상황 모니터링 :　‘농업환경정책의 높은 성과를 위한 실증적 설계 원칙 : 

행동에서 결과’ 연구의 결과 요약이며 관련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서론 부분 

작성을 위한 것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정책 시뮬레이션과 선택 실험법을 통한 분석 결과를 요약함. 

3. 연구 내용

❍ 농업환경지불금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식별함: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타겟팅(targeting)을 바탕으로 한 지불 설계(payment design), 자격조건(eligibility 

criteria), 농가 혹은 정책 대상의 특성(예를 들어, 위험 기피 정도, 환경에 대한 선호), 

부가성(additionality), 지불금 수준에 대한 조정(tailored payment rates), 모니터링과 

실행(monitoring and enforcement)

❍ 지불 방법에 따른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함. 

- 질소 유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농업환경지불의 비용효과성이 가장 높은 지불 설계는 

결과기반이며, 하이브리드와 이행기반 지불 설계가 그 뒤를 따름. 농가의 위험회피 

정도와 정책 이행비용을 고려하여도 지불 설계별 비용효과성 순위는 바뀌지 않음. 

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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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지불 설계 모두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 간의 상충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결과기반의 지불 설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지불 설계에 따른 농가들의 정책 수용성을 선택 실험법을 통해 비교 분석함. 

-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지불 설계에 따른 농업인들의 수용의사를 계측

함. 분석 결과 농업인들의 수용의사는 결과기반 지불이 가장 높으며, 이행 기반과 하

이브리드가 그 뒤를 따름.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 없음.

5. 검토자 의견

❍ 특별한 검토 의견은 없음.  기타 수정 사항은 1) (8번째 문단) 결과 기반의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용의사는 약 245유로/ha/year가 아닌 246유로/ha/year로 수정이 필요함.  

❍ 발언 제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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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ntegrated approaches for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productivity 

assessments: Choice of indicators and structural conditions analysis  

(COM/TAD/CA/ENV/EPOC(2021)15)72)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OECD에서 사용하는 툴박스 개선을 위

한 작업 초안임. 

- PWB 2021-22의 Item 3.2.3.1.1에 따라 제안된 "농업 환경 지표 및 분석 도구의 

사용 개선을 위한 로드맵“[COM/TAD/CA/ENV/EPOC(2021)4)] 활동 중 하나임. 

- 이 작업은 문서 [COM/TAD/CA/ENV/EPOC(2021)5]에서 범위가 처음 지정되

었으며, 생산성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성과 벤치마킹 및 정책 성과에 대

한 동인 분석 필요성에 대응한 활동임. 특히 이 작업은 OECD 농업총요소생산성 및 

환경네트워크(TFP&E), 농가단위 분석네트워크(FLAN)의 활동 맥락에서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평가를 보완하는 활동임. 

❍  본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용가능한 최고의 정보(국제농업생산성데이터베이스, 

OECD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하여 국가의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측정과 정책 평가방법

을 개선하는 것임. 본 보고서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토론를 위해 제시되었음(For 

discussion). 

2. 분석 자료 및 방법

❍  ERS-USDA의 국제농업생산성데이터베이스, OECD 농업환경지표(AEI), 관련 OECD 

문헌 및 가이드라인

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부연구위원과 박수연 연구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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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됨.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결과와 기존 생산성 

증가 사이의 대체 정도에 합치하는 제안된 통합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권을 

탐구하고, 선택된 일부 특정 복합지표(사용가능한 옵션)를 활용하여 국가 벤치마킹을 

진행하여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탐구함.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지표를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 측정에 활용하기 위해 이전의 OECD 정책분석 결과와 비교·분석함. 

보고서는 이렇게 비교·분석한 결과와 지표 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Next step)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 됨. 

3. 연구 내용

❍ 보고서의 2.1.과 2.2.에서는 환경지표를 환경지속가능성 측정으로 매핑하는 작업이 진

행됨. 이후 2.3.1.과 2.3.2.에서는 지표의 적용범위 및 측정 단위(강도(intensity) 또는 

절대 수치) 설정,  2.4.1.에서는 정규화 방법 마련 등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침. 이후 2.4.2. 및 2.4.3.에서는 환경결과와 기존 생산성 증가 사이의 대체정도에 대

한 개념과 일치하는 제안된 통합방법을 제시하게 되며, 2.4.5.와 2.4.6.에서는 특정 지표

를 이용한 국가 벤치마킹의 제안사례를 성장률과 수용능력 수준에 따라 제안함. 마지막

으로 정책 영향 분석을 위해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는 데 이용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

고, 이러한 지표가 정책분석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설명하는 평가 방법(NCA)을 적용함. 

2.1. 정책 관련 지표

❍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압박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식품시스템이 직면

한 3중 도전(Triple challenge)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함. 농업의 생산성과 환경성과

를 추적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

- 미국 농무부(USDA)는 국가 차원에서 187개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지표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음 (ERS-USDA). USDA의 TFP(농업총요소생산성) 측정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함. 생산량이 투입량 증가율보다 더 높은 속도로 증가하면 TFP는 

증가하고 투입량보다 더 낮은 속도로 증가하면 TFP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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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대조적으로, 농업의 환경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다국간 지표는 OECD, 

EUROSTAT, FAO가 산출하고 있음. OECD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OECD 회

원국이 아닌 17개국과 OECD 38개 국가 모두를 포괄하는 50개 이상의 지표를 추적

하고 있음. 이러한 지표는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하기보다는 환경 성과에 대한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임.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농업환경성과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 집합을 식별하고, 이러한 지표들을 묶어서 공동생산성-지속가능성 지표를 추정

하는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 지표는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음. 현재 

OECD 농업총요소생산성네트워크(Total Factor Productivity Network)에서는 오

염된 산출물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총요소생산성 측정치를 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

고 있음. 이 방법론은 이론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생산성과 오염 산출물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오염 산출물의 잠재가격(Shadow price)을 계산해야 하는 복잡

한 작업임.

❍ 본 보고서는 기존의 TFP와 가장 정책과 관련 있는 AEI를 결합하는 다른 방법을 탐구하

고자 함.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의 공동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지표의 관점에서 논

의를 이끌기 위해, 보고서의 이 섹션은 문헌검토 결과, 통계 분석 및 지표 사용 옵션 및 

다양한 개념을 분해·결합하는 접근법을 제안할 것임.

2.2.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문헌에 사용된 AEI

❍ 이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는 OECD 생산성-지속가능성-회복력 프레임워크

에서 정의된 것으로, 지속가능성은 자연자본의 보존, 즉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함. 

여기에는 장기적인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의 천연자원 사용을 관리하고, 자연자

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농업 생산의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이 

정의는 지속가능발전의 환경적 차원만을 아우르는 것으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

회가 '미래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한 데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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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Number of indicators
Water 41
Nutrients 38
Agricultural area, land use and land use change 36
Soil 33
Air emissions (GHG and Ammonia) 28
Biodiversity, habitat and landscape 25
Energy 21
Pesticides 13
Sustainable practices 11
Livestock 11

❍ 농업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34개 연구의 검토 결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환경 영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밝혀냄 (Table 2.1). 

- 물(예: 물 사용, 물 가용성, 물 발자국, 물 사용 강도)

- 영양소(예: 영양 균형, 비료 도포)

- 농경 지역, 토지 사용 및 토지 사용 변화(예: 유형별 농업 지역, 삼림 벌채율, 농경지 

사용 변화)

- 토양 지표(예: 토양 침식, 토양 유기 함량, 토양 특성)

- 대기 배출(예: GHG 및 암모니아) 등

Table 2.1. Indicators domain in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studies

❍ 문헌 검토를 위해 멘델레이(Mendeley)73)에서 지속가능성, 환경지표, 농업 키워드를 

사용한 웹 검색을 진행하였으며, 100개 이상의 논문을 산출하였음. 국가 또는 지역 집

계를 사용하여 측정 단위를 가진 지표만을 포함하는 문서를 추가로 검토함으로써 농업

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34개의 관련 연구가 도출되었음. 검토된 연구들은 10개의 

환경 영역에 조직된 257개의 농업 환경 지표를 포함74)하고 있음. 

-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탐구된 환경 영역과 포함된 지표의 수 측면

73)  논문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데 쓰이는 서지 관리 프로그램

74) 이 보고서는 OECD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와 환경 지표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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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Std. deviation Min Max
Domains/study 5.4 2.4 1 9
Indicators/domain/study 2.1 1.8 1 13

에서 종합적인(comprehensive) 경향이 있음. 평균적으로 각 연구는 5개의 환경 

영역(domain)과 2개의 영역 당 지표가 포함되었음(Table 2.2).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환경 지속가능성이 여러 환경 영역을 포함하며 단일 영역을 나타내는 단일 

지표가 없음을 시사함.

Table 2.2. Summary statistics of domains and indicators per study

2.3.  OECD 농업환경지표 활용 범위 지정

가. OECD AEI 적용 범위

❍ OECD AEI는 10개의 환경 영역으로 분류된 50개 이상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Figure 2.1).

Figure 2.1. Number of AEIs by agri-environment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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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ECD,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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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연구에서는 농업의 환경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일련의 주요 농업-환경 지표를 식

별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는 OECD 국가별 농업 환경 성과 측정 웹 간행물에 각 지표의 

동향과 수준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의 형태로 게시되고 있음. OECD 대시보드에 기술된 

농경환경 지표는 다음과 같음.

- a) 농지 용도변경(Agricultural land use change)

- b) 농지 면적당 질소 및 인 비료 사용(Nitrogen and phosphorus fertiliser use 

per area of agricultural land 

- c) 농지 면적당 물 흡수량(Water abstraction per area of agricultural land)

- d) 농지 면적당 직접 농지 에너지 소비량(Direct on-farm energy consumption 

per area of agricultural land )

- e) 질소와 인의 균형(Nitrogen and phosphorus balances)(영양 잉여액/ha)

- f) 질소 및 인 사용 효율(Nitrogen and phosphorus use efficiency)(영양소 산출/

영양소 투입)

- g) 농업용 온실가스 배출량(Agricultural GHG emissions)

- h) 농업용 온실가스 배출강도(Agricultural GHG emission intensity)(농업용 온실

가스 배출량/산출물)

- i) 농업용 암모니아 배출(Agricultural ammonia emissions)

- j) 농경지 조류 지수(Farmland birds index)

❍ 대시보드의 농업 환경 지표는 농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환경 압력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공동 평가와 국가 벤치마킹에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정밀 검토가 필요함. 

- 첫째, 농경지 조류와 암모니아 배출과 같은 일부 지표는 광범위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특정 지표의 반응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임.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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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units) Average 
value

Max Min Average 
number of 

periods

Number of countries in 
database with at least 

one observation

Number of 
OECD countries 

in database
Energy 
consumption 
(1000 toe)

3247 42849.8 0.0 19 55 38

GHG emissions 
(1000 t CO2e)

75434 691256.1 64.8 19 55 38

Nitrogen balance 
(Tonnes)

2006896 32300000.0 -3218487.0 18 53 36

Nitrogen balance 
per ha (kg/ha)

63 320.0 -14.8 18 53 36

Phosphorus 
balance (Tonnes)

335469 6751204.0 -592339.9 18 53 36

Phosphorus 
balance per ha 
(kg/ha)

8 72.0 -9.0 18 53 36

들어, 물 추출 비율(water abstraction rates)에 대한 지원 정책은 관개 장비 및 

투자, 물 할당 시스템 및 가용 수원(표면 또는 지하수)과 같은 구조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반대로, 지원 정책은 환경 결과(예: 

GHG 배출) 또는 영양 균형과 같은 특정 입력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표에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간 및 국가에 대한 포괄적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OECD AEI는 농업 내 에너지 직접 

소비, 온실가스 배출, 영양소 균형 및 유기 생산 지역 등임(Table 2.3). 많은 수의 국가와 

넓은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상기 네 지표는 표 2.1에서 제시되었던 네 가지 환경 영역

(에너지, 영양분, 대기 배출 및 농업 지역, 토지 이용 및 토지 이용 변화)을 나타내는 

것임. 

- 암모니아 배출, 농약 판매, 물 추출(water abstraction), 농경지 조류 지표, 관개가능 

지역 및 물에 침식된 지역(irrigable area and area eroded by water)을 포함한 

기타 관련 지표는 국가 및 시간 적용 범위가 낮음(좁음). 

-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종종 묘사되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은 OECD AEI에서 양호한 

국가 시간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물과 토양임.

Table 2.3. Summary statistics of selected OECD A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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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units) Average 
value

Max Min Average 
number of 

periods

Number of countries in 
database with at least 

one observation

Number of 
OECD countries 

in database
Area under organic 
production (ha)

751538 27100000.0 1.0 15 55 38

Ammonia emissions 
(1000 t)

257998 3945000.0 1226.7 14 41 33

Pesticide sales 
(Tonnes)

65988 1815690.0 2.3 10 52 38

Water abstraction 
(1000 m3)

13409 192485.3 0.1 9 38 36

Farmland birds 
index (2000=100)

91 130.1 30.3 8 28 27

Irrigable area 1762662 25400000.0 0.0 6 37 37
Area eroded by 
water (ha)

1033 16583.5 0.0 2 29 23

Note: Period 1997-2016.

Source: (OECD, 2021[15]).

❍ 그러나 적용범위가 좋은 모든 지표가 농업의 환경 성과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님.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영양소 유출 및 누출 위

험이 높아 영양소 균형은 물 및 공기 오염과 관련이 있지만, 유기 영역과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환경 압력 간의 직접적 연관성은 낮음. 유기 농업은 생물 다양성을 선호하고 토

양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살충제와 무기 비료의 사용을 감소시키지만, 이것이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아님. 또한 유기 농업 관행의 채택과 관련된 낮은 수확량

으로 인해 비유기농 영역에서 투입물 사용을 높일 수 있음. 농업 내 직접 에너지 소비는 

기계와 온실을 운영하기 위한 화석 연료 사용과 관련된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에너지 매트릭스가 재생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그러한 연

관성이 약함.

나. OECD AEI를 활용한 농업 환경 성능 측정: 절대 수치 or 강도(Absolute numbers vs intensity)

❍ AEI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AEI를 표준화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어야 함. 지표를 표준화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의 중요성은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음(Figure 2.2). 

-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나, 같은 기간 동안 농경지 면적(농업용 토지)는 감소하고 생산 가치는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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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이러한 추세에 따라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GHG/ha)은 증가한 반면, 농업생

산가치당 온실가스 배출강도(GHG/USD)은 감소하였음. 

- 지속가능성 지표의 궁극적인 목표가 농업의 환경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면적당 

온실가스와 생산가치당 온실가스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의 진전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다시말하면, 이는 생산가치당 또는 헥타르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관련성 있고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슈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의미임. 헥타르당 온실가스 배출은 환경의 운반능력과 관련이 

있는 반면, 생산가치당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의 환경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임. 

Figure 2.2. Trends in GHG indicators (Index 19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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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GHG emissions per ha (GHG/ha) and GHG emissions per value of production (GHG/$) the median 

value per year of OECD countries is presented. For GHG emissions (GHG), value of production (Val. of 

production) and agricultural land area (Ag. Land) the sum of all values per year of OECD countries are 

shown. 

Source: (FAOSTAT, 2021[17]) and (OECD, 2021[15]).

2.4.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의 복합 지표

❍ 복합 지표는 단일 지표로 포착할 수 없는 다차원 문제를 단일 지표(metric)로 요약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 

- 복합지표의 장점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의 단순화된 해석, 구성의 핵심 요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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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정책 논의 촉진 등임. 반면, 주요 단점은 잘못 해석될 경우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

지가 있는 메시지, 구성 요소에 대한 투명성의 부족 및 정책 조치를 촉진하지 못할 수 

있는 구성 방법 등임.

❍ 복합지표를 개발하는 중요한 단계는 일련의 지표를 선택하고 조합하는 데 사용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 작업임. 이 작업은 식품 및 농업생산성-지속가능성-회복력 프레임

워크(이하, PSR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OECD의 농업정책에 대한 통합적

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안내하고 있음.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각국의 성과는 생산성과 

환경 지속가능성의 렌즈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며, 이 두 개념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가. 농업환경 성과의 정규화 방법

❍ 데이터 선택 및 데이터 분석수행에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복합지표 작성에는 

데이터 정규화, 가중치 및 집계방법 설정, 제안된 지표의 건전성 테스트 등 세 가지 추가 

단계가 있음. 

- 데이터 정규화는 지표를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

한 과정임. 성과의 벤치마킹을 위한 기준값 설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표를 정규화하

는 과정도 중요함. z-값, 최소-최대, 기준 거리, 기준 위 또는 아래 지표, 연속 연차 백

분율 등 지표를 정규화하는 여러 방법이 존재함.

- 정규화 방법을 결정할 때, 지표가 측정될 기준값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z-

값은 기준 수준 이상의 값을 가진 국가는 "좋은" 성과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기준 값 

이하의 국가는 "성과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지표의 중위수 또는 평균값을 기준

값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며, 최소-최대 방법은 지표의 분포에 있는 값의 전체 범위를 

기준으로 간주하므로 최대값에 가까운 값은 일반적으로 "양호" 성능으로 간주되고 

최소값에 가까운 값은 "성능 미달"로 간주됨. 

❍ 복합지표 측정은 기준값의 선택과 표준화 방법 모두에 민감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

준 값은 수준(Level) 또는 변화율(rates of change)로 표현된 값임. 두 경우 모두 전문

가의 판단이나 문헌 검토를 통해 정의된 특정 목표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음.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569

- 변화의 수준이나 비율로 값을 표현하는 것은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본문 표 2.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

가스 감축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도 2004-06년 면적당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임. 전반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AEI에서는 수준과 성장률, 그리고 면적당 

지표와 생산가치당 지표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

❍  기준 수준을 변화율로 표현하는 것은 특히 문헌에서 제공된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특정 

목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달성되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함. 예를 들어, 세계농업생산성보

고서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50년까지 농업생산을 두 배로 늘리

려면 농업생산성이 매년 1.73%씩 성장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또한 기후 행동의 경

우, 파리 협정에 따라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 및 조정하기 위해 각국이 제출한 국가 결

정 기여금에서 특정 완화 목표를 확인할 수 있음. 1999년 예테보리 의정서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2020년까지 암모니아 배출량을 합의된 상한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하였음. 

비슷하게, 몇몇 정부들은 농업에서 영양소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웠음. EU 

Farm to Fork Strategy에서 유럽 위원회는 2030년까지 영양소 손실을 최소 50% 줄

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 일반적으로 합의된 목표는 수준(ex : N kg/ha 또는 CO2e/ha)에 기반한 지표에 대해 

찾기가 더 어려우며, 드물게 몇몇 국가만이 수준에 기초하여 목표를 정의하고 있음. 이

러한 경우 최소-최대 방법을 사용하고 전체 범위의 값을 국가 성과 평가 기준으로 사용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의 종합 방식

❍ OECD PSR 프레임워크는 2021년 OECD 노르웨이 리뷰에서 적용되었으며, 환경 압력에 

따른 생산성 성장의 디커플링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음. 여기에는 

TFP와 환경성과지표(온실가스 배출량 및 영양소 균형)의 그래픽 분석, TFP와 환경성과

지표 간의 장기적 관계에 대한 비모수적 추정, 지속가능한 생산성에 대한 복합지표를 사

용하는 국가 벤치마킹 기법 등 이전 OECD 보고서의 분석 기법이 적용되었음.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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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성의 복합지표는 Lankoski and Thiem(2020)과 OECD(2019) 보고서에서 사

용된 천연자원과 인간이 만든 자본 사이의 잠재적 대체 가능성을 의미하는 약-준강-강 

지속가능 생산성(Weak, Semi-Strong, Strong  sustainable productivity) 개념을 

기반으로 함. 

❍ 최근 문헌에서는 지역 또는 국가 수준에서 집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의 

복합 지표를 개발하려는 추가 시도가 있었음(Tubiello et al.( 2021), Zhang et al.( 

2021),  Mili and Martinez-Vega(2019년), OECD(2021년). 

- 이러한 새로운 복합 지표는 모두 환경 척도와 생산성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

분은 앞에서 정리된 사회경제 척도와 광범위한 경제 척도를 포함한다.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환경 투입재와 산출물을 포함하도록 TFP 조치를 확장하려는 주

목할 만한 노력이 있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Ang, Dakpo and Pieralli(2021년))과 

토양(OECD TFP network)과 같은 특정 환경 영역에서 일부 결과가 달성되었음. 이 외

에도 데이터 포락 분석(DEA) 접근법과 같은 다른 접근법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75). 

다. 통합 및 정규화를 위한 제안

❍ 지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강하고 약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논의된 바 있음. 약한 지속

가능성은 자연자본의 완전한 대체가능성을 가정하는 반면, 강한 지속가능성 개념은 

자연 자본이 인간의 생활과 복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이러한 대체 가능성이 

제한되어야 함을 보여줌.

❍ 약하고 강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세 가지 대안적인 지속가능 생산성 개념이 

개발되었음(Lankoski and Tiem, 2020).

75) DEA는 입력에 대한 비율을 최대화하는 가중치를 찾기 위해 선형 프로그래밍 기술을 기반으로 함. 이 접근법은 특

정 생산 기능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지만 의사결정 단위 간의 비교 가능성을 요구하며, 입력과 산출물의 

명확한 구별과 생산 효율성 영역은 표본에 포함된 의사결정 단위의 선택에 민감함. 더 중요한 것은 이 접근법에서 

환경 성과 감소를 생산성 향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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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indicator

Growth or 
Capacity

Normalisation 
Method

Measurement 
units

Indicators included Reference values

1. Distance to 
target indicators

Annual 
growth

Growth rate 
differences

Absolute GHG, nitrogen 
efficiency and TFP 
growth

GHG mitigation 
targets, 90% nutrient 
efficiency, TFP 
growth=1.73%

2. Growth 
Intensity indicators

Annual 
growth

Growth rate 
differences

Intensity per 
hectare

GHG, nitrogen balance 
and TFP growth

Median growth rates 
in sample

3. Absolute 
Indicators 

Annual 
growth

Growth rate 
differences

Absolute GHG, nitrogen balance 
and TFP growth

Median growth rates 
in sample

4. Levels intensity 
indicators

Capacity 
(levels)

Min-max Intensity per 
hectare

GHG, nitrogen balance 
and TFP growth

Median growth rates 
in sample

- 강력 지속가능생산성(Strong Sustainable Productivity , SSP) : 강력한 지속가능성 

규정을 채택한다는 것은, 환경 지속가능성 차원 중 하나의 낮은 성능이 다른 환경 지

속가능성 차원에서의 높은 성능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의미함.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환경 지속가능성의 결합은 지속가능 생산성의 두 요소 사이의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

다는 의미임(즉, 환경 지속성과 생산성 결과 사이의 대체는 허용되지 않음).

- 준강력 지속가능생산성(Semi-Strong Sustainable Productivity , SSSP) :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간 대체가 가능한, 다소 약한 지속가능성 규칙을 채택하고 있으

나 환경적 차원에서는 대체가능성이 없음.

- 약한 지속가능생산성(Weak Sustainable Productivity , WSP) : 상이한 환경 결과 

간 및 생산성과 환경 지속가능성 결과 간 완전한 대체를 허용하는 약한 지속가능성 규

칙이 채택됨.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 생산성에 대한 세 가지 개념과 서로 다른 기준값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지표를 제안함(Table 2.6). 

- 지속가능생산성 성장지표는 동적이며, 특정 목표 대비 시간에 따른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어진 시간 내에 서로 다른 지표의 성장률을 이용하여 산출함. 지속가능

생산성 역량지표는 주어진 시점에서 서로 다른 지표의 수준치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

대상국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연계 상태를 그림으로 제공하고자 함.

Table 2.6. Sustainable productivi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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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분석 예시(선택된 OECD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과에서의 병목현상 확인)

❍ 앞에서 제안된 복합 지표는 국가 생산성-지속성 성과에 대한 정보의 핵심 소스임. 벤치

마킹 지표가 정의되고 운영되면, 농업 정책 또는 정책 패키지가 국가 전반의 지속 가능

한 생산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국가 성과에 대한 정보는 

조사를 위해 PSE(Producer Support Estimate, 생산자지지 추정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책 정보와 함께 분석될 수 있음.

- 실제로 이는 농업 지원 정책의 환경 및 생산성 영향을 조사하는 최근 OECD 연구에

서 이미 수행된 바 있음(Henderson and Lankoski(2019), Henderson and 

Lankoski(2020), DeBoe(2020), OECD(2019), Lankoski and Thiem(2020), 

DeBoe(2020)). 그들은 환경 지속가능성,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성 등 특정 유형의 

지원 정책 도구의 개별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농업 지원 정책의 범주화 방식을 사용하

OECD 생산자 지원 추정치(PSE)를 분류 하였음.

❍ OECD(2019)를 기반으로 Lankoski and Thiem(2020)은 2014-2016년 기간동안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WSP, SSP를  평가하기 위해 복합지표를 사용하였음. 연구

결과, 낮은 수준의 결합된 지원 지급 또는 환경 제약이 있는 지원 지급 비율이 높은 경우 

농업정책이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투입 

또는 산출 여부에 관계 없는 높은 수준의 결합된 지원 지급은 우수한 지속 가능한 생산

성 성과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유형의 결과는 정책 지원 조치와 

지속 가능한 생산성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이며, 좋은 복합 지표와 정

책 평가에 대한 유용성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Lankoski and Thiem(2020)은 농업 지원 정책 외에도 특정 국가의 기존 농업 생산 

구조와 농업 생산 강도가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구체적으로 그들은 거름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이(높은 거름 강도

의 부재) 지속 가능한 우수한 생산성 성과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상대

적으로 높은 가축밀도와 이에 따른 거름 강도는 온실가스 배출과 영양 과잉을 증가시키

고, 결과적으로 양호한 지속가능 생산성 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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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sufficiently low values of 

Effect size (d)
 [statistical significance p-value: * p < 0.05, ** p < 0.01, and *** p < 

0.001]

Weak sustainable productivity 
capacity (WSP)

Strong sustainable productivity 
capacity (SSP)

Market price support(MPS) Medium effect size (0.243)* -

Nitrogen manure intensity(NMI) Large effect size (0.375)*** Large effect size (0.315)**

Phosphorus fertiliser intensity(PFI) Very large effect size (0.605)** Very large effect size (0.547)*

Phosphorus manure intensity(PMI) Very large effect size (0.583)** Very large effect size (0.527)*

Share of cropland(SC) Medium effect size (0.266)* Medium effect size (0.250)*

❍ 추가로 국가별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필요 조건을 식별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성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조건분석(NCA)을 개발·적용하고자 함.

- 이 분석의 초점은 OECD 국가(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

이, 스위스, 터키, 미국)의 하위 집합임. OECD 농업 환경 및 PSE 데이터베이스의 데

이터는 농업 지원 정책과 농업 생산의 구조 및 강도를 다루는 요소 중 지속 가능한 생

산성을 위한 잠재적인 필요 조건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됨. 앞서 제시된 강력하고 약

한 지속 가능한 생산성 능력 지표(WSP, SSP)는 지속 가능한 생산성 결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지표에서 정의한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구조적 병

목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채택되었음.

❍ 지속 가능한 생산성 역량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Table 3.3),  표 3.3은 

약한 지속가능생산성(WSP)과 강한 지속가능생산성(SSP) 역량 지표의 결과에 필요한 

조건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요구되는 최소 효과 크기(d ≤ 0.1)와 통계적 유의성(p 

< 0.05)을 초과하는 필요 조건만 보고되었음.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고(p<0.05) 

중간 이상의 효과 크기(d ≤ 0.1)를 갖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으며, 이는 효과 크기가 

무작위 발생이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기준이 됨. 

Table 3.3. Statistically significant necessary conditions for weak and strong sustainable 

productivity

Note: Ceiling method CE-FDH. 0 < d < 0.1 “small effect”, 0.1≤ d < 0.3 “medium effect”, 0.3≤ d < 0.5 “large 

effect”, d ≥ 0.5 “very large effect”. Statistical significance p-value: * p < 0.05, ** p < 0.01, and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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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네 가지 구조 조건(질소거름강도(NMI), 인비료강도(PFI), 인거름도(PMI), 

경작지 점유율(SC))은 WSP(약한 지속가능생산성 지표)와 강한 지속가능생산성 지표

(SSP) 모두에서 분석 대상 국가의 양호한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를 방해하는 병목 현

상(필요 조건)으로 나타났음. 

- 다시말해, 이는 질소거름강도(NMI), 인비료강도(PFI), 인거름강도(PMI) 또는 총농

경지의 경작지 점유율(SC)이 높지 않은 것이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한 필수 조건임을 의미한다. 

- 단 하나의 정책 조건(시장 가격 지지(MPS))만이 WSP 지표하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시장가격 지지수준이 일정 문턱을 

밑도는 것이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SSP 지표의 경우 시장가격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필요조건이 아니므로 

표 3.3에 보고되지 않았음. 

❍ 효과 크기(d)는 주어진 외부 요인이 결과를 제약하는지 여부와 주어진 요소가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에 미치는 제약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줌. 주어진 요인의 효과 크기가 

클수록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능을 더욱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소거름강도(NMI)는 WSP(0.375)와 SSP(0.315) 모두에서 큰 효과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비료강도(PFI)는 WSP(0.605)와 SSP(0.547) 모두에서 매우 큰 효과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거름강도(PMI)는 WSP(0.583)와 SSP(0.527) 모두에서 매우 

큰 효과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경지 점유율(SC)은 SSP와 WSP 모두에서 중간 효과의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시장가격지지(MPS) 효과도 중간 수준(0.243)이었음. 

❍ 정리하자면, 인비료강도와 인분뇨강도가 가장 큰 효과 크기를 가지며 약한 지표와 강한 

지표 모두에서 지속 가능한 우수한 생산성 성과를 위한 가장 제약 요인임을 보여줌. 

게다가, 구조적 조건은 좋은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병목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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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P indicator 
value range

Bottleneck thresholds: maximum values for individual necessary conditions to reach the 
WSP value range

Countries in the 
WSP value range  

Market price 
support (MPS), 
€/€ value of 
production

Nitrogen manure 
intensity (NMI), 

kg/ha

Phosphorus 
fertiliser intensity 

(PFI), kg/ha

Phosphorus 
manure intensity 

(PMI), kg/ha

Share of 
cropland (SC), 

%

0.290 - 0.310 NN NN NN NN NN Korea (0.290)
0.311 – 0.353 0.406 NN NN NN 87 Japan (0.352)
0.354 - 0.543 0.406 129 12 15 82 Switzerland (0.524); 

New Zealand (0.536) 
0.544 – 0.649 0.405 84 9 13 82 Canada (0.612); 

Norway (0.646) 
0.650 – 0.713 0.224 28 7 9 62 Turkey (0.701); 

Mexico (0.703); 
United States (0.709)

0.714 0.224 28 7 9 62 Australia (0.714)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농업 지원 정책은 좋은 성과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결과는 약하고-강력한 지속가능생산성(WSP, SSP)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 조건

과 정책적 조건 모두 필요로 하는 특정 조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류의 필요 

조건은 Table 3.4와 같음.

Table 3.4. Bottleneck threshold values in the necessary conditions to achieve a particular 

range of weak sustainable productivity (WSP) 

Note: Not necessary (NN).  

❍ 상기 표 3.4는 약한 지속가능생산성(WSP)이 특정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독립적

으로 필요한 식별된 필수 조건의 임계 수준을 설명하는 "병목표"임. 이러한 임계값 수준은 

특정 수준의 WSP 성능을 달성하는 데 허용되는 조건의 최대 값을 나타냄. 

- 표 3.4에서 WPS 성능이 높을수록 필요한 조건이 결과를 더 제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WSP의 최저 수준의 경우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정리되어 있

음(NN). 즉, WSP의 0.290 - 0.310 범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지속 가

능한 생산성 성과를 제한하지 않지만, 0.311 – 0.353 범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i) 

높은 수준의 시장 가격 지원과 (ii) 높은 농경지 점유율의 두 가지 조건이 실적을 제한

하기 시작함. WSP 레벨 0.354 이후부터는 모든 5가지 필수 조건이 제약과 엄격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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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Market price 
support (MPS), 

€/€ value of 
production

Nitrogen manure 
intensity (NMI), 

kg/ha

Phosphorus 
fertiliser intensity 

(PFI), kg/ha

Phosphorus 
manure intensity 

(PMI), kg/ha

Share of 
cropland (SC), %

Australia 0.000 8 1 1 18%
Canada 0.059 8 6 3 77%
Japan 0.398 165 32 39 87%
Korea 0.489 145 23 34 98%
Mexico 0.019 28 1 7 23%
New Zealand 0.008 129 12 14 6%
Norway 0.405 84 9 13 82%
Switzerland 0.406 91 3 15 28%
Turkey 0.224 28 7 9 62%
United States 0.026 26 5 5 37%

❍ 병목 현상 표는 국가가 더 높은 WSP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병목 현상표의 각 필요조건은 주어진 수준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참고로, 

Table 3.5는 2014-16년에 분석된 국가에 필요한 조건 값을 제공하고 있음.

Table 3.5. The values of the condition parameters for the analysed countries in 2014-16

❍ 표 3.4와 표 3.5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한국이 차세대 WPS 범위(0.311–0.353)에 

도달하려면 시장 가격 지원(MPS)을 0.489에서 0.406으로, 농경지 점유율을 98%에서 

87%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른 예로, 노르웨이가 두 번째로 좋은 지표 범위(0.650–0.713)에 도달하려면 시장 

가격 지원을 0.405에서 0.224로 줄이고, 질소거름강도를 84kg/ha에서 28kg/ha로, 

인비료강도를 9kg/ha에서 7kg/ha로 줄여야 하며, kg/ha 및 농경지 점유율은 82% 

~ 62%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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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indicator 
value range

Bottleneck thresholds: maximum values for individual necessary conditions to reach 
the SSP value range

Countries in the 
SSP value 

range  Nitrogen manure 
intensity (NMI), 

kg/ha

Phosphorus 
fertiliser 

intensity(PFI), kg/ha

Phosphorus manure 
intensity (PMI), 

kg/ha

Share of cropland 
(SC), %

0.000 - 0.027 NN NN NN NN Korea (0.000)
0.028 – 0.141 NN NN NN 87 Japan (0.131)
0.142 – 0.398 129 12 15 82 Canada (0.341);

New Zealand 
(0.375); 

0.399 – 0.426 91 9 15 82 Switzerland 
(0.399)

0.427 – 0.540 84 9 13 82 Australia (0.505);
Norway (0.522);
Mexico (0.527); 

0.541 – 0.569 28 7 9 62 Turkey (0.551); 
United States (0.566)

0.570 26 5 5 37

Table 3.6. Bottleneck threshold values in the necessary conditions to achieve a particular 

range of strong sustainable productivity (SSP) 

Note: Not necessary (NN).  

❍ 표 3.6은 "병목표"를 제공하는데, 이는 특정 희망 수준의 강한 지속가능생산성(SSP)에 

도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필요한 필요한 식별된 필요 조건의 임계 수준을 설명하고 있

음. 이러한 임계 수준은 특정 수준의 SSP 성능을 달성하는 데 허용되는 조건의 최대값을 

나타내며, 결과의 해석은 WSP 지표의 해석과 유사함. 그러나, 지속 가능한 생산성에 대

한 더 엄격한 요구 때문에 SSP 지표 값이 WSP의 경우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음.

❍ Figure 3.1은 표 3.3과 같이 매우 큰 효과 크기를 갖는 약한 지표(WSP) 하에서 인비료강

도(PFI)에 필요한 조건 분석의 산점도임. 그림에서 단계 함수는 CE-FDH 천장 라인임. 

수직 및 수평 파선은 경험적 범위, 즉 WSP 및 PFI에 대한 최소 및 최대 관측값을 나타냄. 

필요 조건의 효과 크기는 천장이 결과에 가하는 제약의 크기로 표현되는데, 천장 구역이 

클수록 제약의 효과는 더 강함. 따라서 필요한 조건의 효과 크기는 관측치를 가질 수 있

는 전체 영역의 크기와 비교하여 천장 영역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음.

-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큰 빈 공간이 있음. 이는 낮은 

수준의 PFI 없이는 높은 WSP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PFI가 필수 조건일 수 있음을 

의미함. 이 코너는 y의 존재 또는 높은 수준(높은 지속 가능한 생산성)에 대해 x(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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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재 또는 낮은 수준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Figure 3.1. Scatterplot of necessary condition analysis (NCA): phosphorus fertiliser intensity 

(PFI) – Weak Sustainable Productivity Capacity (WSP)

4. 결론 및 다음 단계(Next steps) 논의

❍ 본 논문은 복합 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사용 가능한 옵션과 국가 벤치마킹 및 정책 영향 

분석에 대한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탐구하였으며, 환경적 결과와 생산성 결과의 대체 정

도에 따라 지속 가능한 생산성의 가능한 복합 지표를 조사하고 제안하고자 하였음.

❍ 이용 가능한 4가지 지표는 세 가지 성장(“표적까지의 거리”, "강도", "절대성"), 용량("강도")

에 관한 지표로 유지됨. 각 지표에 대한 강(strong), 준강(semi-strong), 약(weak)한 

지속가능생산성 측정치는 환경적 결과와 생산성 결과 사이의 서로 다른 대체정도를 

나타냄. 지속가능생산성(SSP, Semi-strong, WSP)의 두 가지 지표(성장, 용량)는 서로

다른 국가 순위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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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측정을 위한 통합된 접근법-Scoping paper (의제 

5.e.) : 연구 계획

   ㅇ 이 연구는 5.d. 의제의 첫 번째 주요 활동 중 하나로, 농업 부문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측정을 위한 통합된 접근법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며, 프로젝트는 

△농업환경성과의 평가, △분석 도구의 적용 및 개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설명

    - 첫 번째 작업의 목표는 적절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 작업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경관과 서식지 등에 기초한 생물다양성 관련 

지표를 제안하는 것임.

    - 올해 11월까지 생물다양성 지표개선을 위한 데이터 문헌 검토와 설문조사를, 

2022년 2분기에 전문가 대상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개선된 생물다양성 

지표의 가이드라인은 2022년 11월까지 제시될 계획임.

    - 두 번째 작업인 분석 도구의 적용 및 개선은 질적 비교분석(Fuzzy set QCA)와 

농가 단위 구조모형(Farm level structural model)과 관련됨.

   ㅇ 회원국들은 생물다양성 지표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주로 질의하였음 

    - 본 작업에서 농업 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도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 종합지표를 구축하고 정책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측면에서 벤치마킹 및 정책분석 

측면에서의 결과가 유망함.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결과 측면에서 국가 벤치마킹은 이러

한 지표의 다양한 구성 요소 하위 옵션에 민감함. 이 첫 번째 scoping paper은 다양한 

옵션을 탐색하고 결과 및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음. 

- 추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옵션과 그 밖의 옵션을 검토함으로써 벤치마킹과 정책 결과

의 해석을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임. 대표단의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은 지

속 가능한 생산성 성과에 대한 정의와 해석, 그리고 정책 동인에 대한 분석적 연계에 

있어 추가 분석을 진전시키는 데 유용할 것임.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제50차 회의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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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Food)도 생물다양성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발언.

    - 지표개선과 관련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상으로 

고려 중인 생물다양성 관련 지표(pilot indicator)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 분석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음. 또한, 관련 정보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파일럿 지표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심 차게 

연구할 것을 제안.

    - 현재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정하는 중이기에 이 연구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봄. 서식지 및 경관을 바탕으로 한 신규 지표개발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이와 관련 

2010년 발간한 보고서의 참고를 제안.

    - 현재 사용하는 “농지 조류(farmland bird)” 지표의 개선은 미국에도 중요한 

이슈임을 언급하고, 표 1.1.에서 제안한 농가 단위 지표의 식별은 데이터 취합 

단계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함. 또한, 제안된 “공동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Joint productivity sustainability assessment)”에서 생산성 향상과 

환경지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그림 2.1.의 식량 및 

농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전반 정책(두 번째 박스)에 광대역망(broad 

band) 투자, 과학 지원정책 등 공공 인프라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

    - 농업의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 도구 상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지표들에 대한 장기적인 내구성 및 평가능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한 회원국의 경우, 지형에 대한 의미가 인간의 사용가치가 아닌 생태학적이며 존재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기에,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10문단에서 제시된 

경관 및 서식지 관련 생물다양성 지표개선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13문단에서 언급된 농지 조류와 관련하여, 호주의 경우 외래종들이 

주로 농지에서 서식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 .

    - UN 생물다양성 협약(CBD) 맥락에서 이번 활동을 지지하며, 유엔과 OECD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관련, 지금까지 식품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기에, 이번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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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문.

   ㅇ 제시된 여러 의견 및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함.

    - 농업생물 다양성 및 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논점에 대해, 물론 해당 부분도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지표들을 개선하는 데 기술적 측면과 아울러, 정보 

수집 비용 측면(관련된 데이터 가용성과 생태학적 가치반영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더욱 넓은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경관 및 

서식지와 관련된 생물다양성 지표가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덧붙임.

    -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에 관해서는 해당 연구자가 직접 참여 중이나, 본 보고서에 

관련 논의 내용을 모두 다루지는 않을 것이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사용할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보완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해당 내용은 국별 

보고서(Country review)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

    - 지적한 농지의 토착종 및 비토착종 조류 관련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번 

지표개발과정에도 중요한 사항임.

    - CBD의 생물다양성 지표와 관련하여 농지의 다양성에 대해 어떠한 지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이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 

약속과 제안에도 도움이 될 것임.

   ᄋ 이외에도 지표개선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전문가 워크샵에 많은 참여를 독려함. 4.23일까지 

회원국의 서면 의견을 받을 계획이며, 2021.11월 회의에 초안이 제시될 예정임.

5. 발언 제언

❍ AEI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하며, 아래 발언을 제안함.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 2.1.의 domain을 OECD의 DPR의 Pressure과 Results와 

같이 원인(투입)과 결과(환경결과)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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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이 있음. 

- 첫째, 문단 24에서 per hectare 지표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으나, per value 

of production 지표와는 부(-)의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다고 나옴. Pper 

hectare 지표는 농업활동과 관련한 물리적 지표이고, per value of production은 

시장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지표인데 두 그룹 사이의 관계성을 보는 것이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함. 예를 들어, 농산

물 생산량이 증대했거나 가격이 오른 경우, per value of production과 관련한 

환경적 강도(intensity)는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음. 그러므로 경제적 지표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표 2.4.에서 크롬바흐 계수가 상

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도 이해 가능함. 그렇다면 농업환경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per hectare나 absolute value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함.

- 둘째, NCA에서 외생변수로 생산구조와 강도 관련 변수와 농업정책 변수로 나

누었는데, 보통 농업정책이 생산구조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시간차(time lag)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NCA에서 농업정책 변수는 제

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궁금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외생변수는 MPS 뿐이

기도 하였음.

- 셋째, effect size와 관련하여서, effect size가 큰 부분은 인과 관련한 PFI와 

PMI 변수였음. 그런데 환경결과에서 GHG 배출과 NUE가 사용되었는데, 직관

적으로 NFI와 NMI 변수의 effect size가 더 크게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임. 이 부

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함.

- 넷째, 한국의 SSP value가 0이 나왔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함. 또는 표 2.3.에서 보면 min 값에 0이 관측되는데, 데이터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고 보임. 예를 들어, energy consumption의 min 값이 0이라는 부분이 이

해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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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림면적%('16)
Australia 16.26
Canada 38.16
Japan 68.46
Korea 63.35
Mexico 33.92

New Zealand 38.56
Norway 33.18

Switzerland 31.83
Turkey 15.35

U.S. 33.93

❍ 또한 가능하다면 표 3.5.에 일본과 한국의 경지면적 비율에 관한 노트를 달아주기를 요

청하고 싶음.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일본과 한국의 산림면적 비율은 높은 편임. 2016년 

기준 일본은 국토면적의 68.46%, 한국은 63.35%가 산림지임. 그러므로 농경지 가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데다가, 식량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은 자국 내 식량 공급을 위해

서는 농경지 경작면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 그리고 표 2.2.는 연구의 목적이나 범위에 따라서 domain과 indicator의 수가 달

라질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고 보기 어려우니, 삭제하기를 제안함. 그리고 표 

2.5.에서 Level GHG emission의 단위가 빠졌음.

<참고 산림면적 비율>

-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면서 NDC가 강화되고 있는데, 표 A A.3.에서 한

국의 감축목표를 2021년 기준 새롭게 설정된 NDC 수치로 대체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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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via agricultural trade and support policies     

(COM/TAD/CA/ENV/EPOC(2020)4/REV1)76)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본 의제는 2019-20 PWB의 중간산출물(intermediate output) 3.2.3.2.1에 따른 프

로젝트의 결과를 제시하며, 무역정책 및 지원정책 개혁이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부문 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20년 4월 제출된 첫 번째 버전(COM/TAD/CA/ENV/EPOC(2020)4) 이후 서면 

의견을 반영한 개정판임.

❍ 본 보고서는 제51차 JWPAE 세션에서 Declassification을 위한 5.a 안건(Item 5.a)으

로 제출됨. 

- 보고서는 부분균형모형인 GLOBIOM을 사용하여 관세, 비관세조치(NTM) 관련 무

역 비용, 수출세, 변동직불(coupled payments)77)과 같은 가장 왜곡된 농업 정책 제

거가 기후변화 적응과 농업의 환경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제목과 시나리오 설정이 변경되었으며, 이전의 2030년까지의 시뮬레이션 범위를 

2050년까지로 연장하였음.

-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었음.

- Declassification 이후 “농업 무역 및 지원정책 개혁이 기후변화 적응 및 환경 성과

에 미치는 영향: 모형 기반 분석(The impacts of agricultural trade and support 

policy reform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environmental perform-

ance: A model-based analysis)”이라는 제목으로 농업, 식품, 어업 논문 시리즈

(the Agriculture, Food and Fisheries paper series)에 게시될 예정임.

76) 제주대학교 조성주 교수의 검토의견임.

77) 본 검토에서는 가격이나 생산량에 연동되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coupled payments를 변동직불로 표기하였으

나,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와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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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문헌조사: 농업 무역 왜곡 정책 제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의 GLOBIOM(Global 

Biosphere Management Model) 모형 활용: 농업, 토지이용, 환경 분석을 위한 부

분균형 모형

❍ 분석 자료

- 시나리오 분석: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무역정책 시나리오

- 시뮬레이션 기간: 2050년까지

- SSP2 시나리오 및 국제순환모형의 RCP 시나리오 결과

- 관세, 비관세조치 관련 무역비용, 수출세 자료

3. 연구 내용

가. 시나리오

❍ 시나리오 행렬

- 정책개혁을 고려하지 않은 기후변화 효과: CPCC - CPnCC = ③ - ①

-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개혁 효과: RFnCC - CPnCC = ② - ①

- 정책개혁과 기후변화의 결합효과: RFCC - CPnCC = ④ - ①

- 정책개혁 하에서의 기후변화 효과: RFCC - RFnCC = ④ - ②

- 기후변화 하에서의 정책개혁 효과: RFCC - CPCC = ④ - ③

- 적응 효과(정책개혁에서의 기후변화 효과와 현재정책에서의 기후변화 효과의 차이): 

(RFCC-RFnCC) - (CPCC - CPnCC) = (④ - ②) - (③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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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책 정책개혁

기후변화 없음 ① CPnCC (Baseline) ② RFnCC

기후변화 ③ CPCC ④ RFCC

Table 1.1. 기후 및 정책 시나리오 행렬 (p. 10)

❍ 분석 모형

- 농업 부문 부분균형모형 GLOBIOM 활용

❍ 정책 시나리오

- 현재 정책: 베이스라인

- 국경조치 없음: 관세 및 수출세 100% 제거, NTM 무역 비용 15% 제거

- 변동직불 없음: 변동직불 100% 제거

- 전면개혁: 국경조치 없음 + 변동직불 없음

- 전면개혁 + 삼림벌채 없음

- 차별화된 부분 개혁(OECD 2016)78): 선진국의 농산물에 대한 국경조치와 변동직불 

50% 감축(일본 관세 및 변동직불 25% 감축, 쌀 부문 5% 감축, 미국 설탕 5% 감축, 

캐나다 낙농 5% 감축); 그 외 국가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변동직불 10% 감축

- 일반화된 부분 개혁(OECD 2016): 모든 지역과 부문에 대한 국경조치와 변동직불 

50% 감축

78) OECD (2016), Evolving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Implications for Multilateral Trade 

Reform,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6499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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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economic Pathway): SSP2(중도성장 경로)79)

- 관세(TRQ 포함; 2010년 기준): MAcMap의 HS6 수준 자료80)

- 수출세(2013~2015년 기준): Estrades et al.(2017)81)

- NTM 관련 무역비용(2018년 기준): Cadot et al.(2018)82)

- 특정품목에 대한 지불액: OECD PSE 데이터베이스(OECD 2020)83)

❍ 기후변화 시나리오

- 국제순환모형 HadGEM2-ES의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대표농도경로): RCP 2.6(약), 4.5(중), 8.5(강)

❍ 지역과 품목

- 14개 지역: AFR(아프리카, 중동 및 터키), AUS(호주), BRA(브라질), CAN(캐나다), 

CHN(중국), CIS(독립국가연합 및 기타 동유럽), EUR(EU 및 EFTA), IND(인도), 

JPN(일본), NZL(뉴질랜드), RAS(기타 아시아), RLA(기타 라틴아메리카), SKP(한국 

및 태평양), USA(미국)

- 8개 작물: CGR(coarse grain), CRP(작물 합계), OSN(기타 유지작물과 그 생산품), 

PLM(야자열매와 그 생산품), RIC(쌀), SGC(설탕과 그 생산품), SOY(대두와 그 생산

79) Fricko, O. et al. (2017), “The marker quantification of the Shared Socioeconomic Pathway 2: A 

middle-of-the-road scenario for the 21st century”, Global Environmental Change, http://dx.do-

i.org/10.1016/j.gloenvcha.2016.06.004.

80) Gaulier, G. and S. Zignago (2010), BACI: International Trade Database at the Product-Level, CEPII, 

WP No 2010 – 23.

81) Estrades, Flores and Lezama (2017), EstradesThe Role of Export Restrictions in Agricultural Trade.

82) Cadot, O., J. Gourdon and F. van Tongeren (2018), “Estimating Ad Valorem Equivalents of Non-Ta

riff Measures: Combining Price-Based and Quantity-Based Approaches”, OECD Trade Policy Pape

rs, No. 21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f3cd5bdc-en.

83) OECD (2020), Producer and Consumer Support Estimates database, http://www.oecd.org/tad/ag

riculturalpolicies/producerandconsumersupportestimatesdataba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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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Focus 
Total 

production 
Farm 

income 
Agricultural 
production 

Trade 
flows 

Environmental 
performance 

Other 
variables 

Climate 
change 

scenarios 
Land use 
change  

Laborde 
et al. 
(2021) 

Removal 
of border 
measures 

+0.3% 
total 
income 

0.90% -0.10% NA +2.10% GHG 
emissions 

NA NA NA 

 Removal 
of coupled 
support 

  -1% NA -0.60% NA NA NA 

 Removal 
of border 
measures 
and 
coupled 
support 

  -1.10% NA 1.70% NA NA NA 

OECD 
(2016) 

Removal 
of border 
measures 
and 
coupled 
support 

Increases 
total 
production 

 -0.10% +5.30% NA Increases 
labour 
income and 
total demand 

NA NA 

Randir 
and 
Hertel 
(2000) 

Removal 
of border 
measures 
and 
coupled 
support 
under 
climate 
change 

Increase 
in welfare 

NA NA NA NA NA Multiple 
GCMs and 
warming 
scenarios 

NA 

Cui et 
al. 
(2018) 

Removal 
of border 
measures 
under 
climate 
change 

+0.01 p.p. 
GDP 

Increase 
in ag, 
wages 

+0.03 p.p. 
food 
production 

+12 of 
ag and 
food  

-0.04 p.p. 
GHG 
emissions 

Increases in 
calorie intake, 
labour an ag. 
wages  

RCP6 
scenario 

Reduced 
ag land 
use 

Gouel 
and 
Laborde 
(2018) 

Full 
market 
integration 
under 
climate 
change 

+1.15 p.p. 
global 
welfare  

     GAEZ 
A1F1 
scenarios 

Full 
market 
integration 

Baldos 
and 
Hertel 
(2015) 

Full 
market 
integration 
under 
climate 
change 

NA NA NA NA NA Reduction in 
the number of 
malnourished 
people in Sub 
Saharan 
Africa and 
South Asia 

Multiple 
GCM for 
RCP8.5 
scenario 

NA 

 

품), WHT(밀)

- 7개 축산물: BEF(쇠고기), DRY(우유와 낙농품), EGG(계란), LMB(양), LSP(축산물 

합계), PRK(돼지고기), PTM(가금육)

❍  농업부문 왜곡 정책 제거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

- Table 1.3(p. 15)에서는 농업부문의 일부 정책 철폐가 총생산, 농가소득, 농업생산, 

환경 성과, 기타 변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기후변화 및 토

지이용 가정에 대해 정리하였음.

Table 1.3. 농업 왜곡 정책 제거의 효과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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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요약

❍ 강한 기후변화(RCP 8.5) 하에서의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의 결과는 Table 3.1(p. 22)에 

나타나 있음.

- 열 A: 기후변화 효과(정책개혁을 고려하지 않은 기후변화의 효과)

- 열 B: 정책개혁 효과(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개혁의 효과)

- 열 C: 정책개혁과 기후변화 결합효과(기후변화와 정책개혁을 고려한 효과)

- 열 D: 정책개혁의 적응역량(C - (B+A))

- 열 E: 정책개혁의 총상쇄효과((D+B)/A)

❍ 기후변화 효과

- 기후변화는 전 세계 농축산물 생산량(특히 작물)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공급의 감소는 생산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인 농장 수익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하지만 가격 상승은 소비를 낮추고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 인구의 상당한 증가를 

초래함.

- 기후변화는 토지이용변화(LUC)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폭 증가시키지만,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업의 직접 배출량은 다소 감소함.

- 농업용수 추출은 관개에 의존하는 일부 지역의 낮은 농업 생산량과 높은 강수량 때문에 

감소함.

❍ 농업정책개혁 효과

- 어떤 범주의 농업지원이 제거되느냐에 따른 효과가 상이함.

- 국경조치 철폐는 전세계 농업 생산량을 약간 증가시키지만, 변동직불 철폐는 농업

생산량을 약간 감소시킴.

- 두 가지 개혁이 결합되면(Full reform), 작물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지만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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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 농업지원의 철폐는 농업수익을 낮추지만 지원의 종류에 따라 생산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 국경조치 철폐는 생산자 가격을 감소시키지만, 변동직불 철폐는 생산자 

가격을 - 국경조치 철폐로 인한 가격 하락의 절대값보다는 적게 - 증가시킴.

- 대체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국경조치 철폐는 영양실조 인구에 대한 개선(영양실조 

인구 감소)을 가져옴.

- 왜곡된 모든 정책의 폐지(Full reform)는 농축산물(LUC 제외)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나, LUC 배출량을 포함하면 AFOLU(농업, 임업, 토지

이용) 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간 증가함(0.5%). 이 결과는 Laborde et al.(2021)의 

국경조치와 변동직불 제거 시의 농업부문 배출량 1.7% 증가 결과와 다름.

- 전면 정책개혁(Full reform)이 삼림벌채 금지(deforestation ban)를 포함한다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전될 수 있지만, 영양실조 감소에 대한 개선효과를 상쇄시킴.

❍ 농업정책개혁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

- IPCC(2018)84)에 따르면 적응은 “피해를 완화하거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실제 또

는 예상 기후화 그 영향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적응 옵션은 기후변화

로 인한 피해 완화 또는 기회 이용을 위한 전략과 조치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책개혁의 ‘적응역량’을 ‘기후 효과’와 ‘개혁 효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결합

효과(RFCC)’를 포함하는 추가 시나리오 계산이 필요함. 따라서 적응역량은 결합

효과에서 기후효과와 개혁효과의 합을 차감하여 계산되었음. 이는 개혁된 세계와 

개혁되지 않은 세계에서의 기후변화 효과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음. 열 D의 결과가 

0보다 크면 농업부문 적응역량이 증가, 0보다 작으면 적응역량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개혁의 총 효과(열 E)는 열 D의 ‘적응 능력’과 

84) IPCC (2018),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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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B의 ‘개혁 효과’의 합계를 취하여 열 A의 ‘기후 효과’로 나누어 계산함.

- 전면 개혁은 농작물 생산 부문의 적응역량을 약간 증가시키며(열 D), 기후변화가 

농작물 생산량을 낮추는 데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지 않음(열 E). 또한, 전면 개혁이 

축산 부문의 적응 능력을 변경시키지 못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축산 생산 감소에 

대응하지 못함.

- 정책개혁(특히 국경조치 제거)으로 인한 식량안보(영양실조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 

혜택은 명확하게 나타남. 전면 개혁은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영양

실조를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함(열 D).

- 전면 개혁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의 1/3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양실조 

유발의 17%를 상쇄함(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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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C–(B+A)  E= (D+B)/A 

  Climate 
change 
effect  

Reform 
effect  

Combined 
effect of 
reforms 

and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y of reforms 

Total offsetting 
effect of the reforms  

 

  (CPCC – 
CPnCC)/ 
CPnCC 

(RFnCC – 
CPnCC)/ 
CPnCC 

(RFCC – 
CPnCC)/ 
CPnCC 

((RFCC – RFnCC) – 
(CPCC – CPnCC))/ 

CPnCC 

(RFCC – CPCC) / 
(CPCC – CPnCC) 

Crop production No border measures 

-4.3% 

0.3% -4.0% 0.0% -6.7% 

 No coupled support -0.5% -4.5% 0.3% 5.7% 

Full reform -0.2% -4.3% 0.2% 0.1% 

Full reform no def. -0.4% -4.6% 0.1% -6.7% 

Livestock 
production 

No border measures 

-2.3% 

0.3% -2.1% -0.1% -11.2% 

No coupled support -0.4% -2.6% 0.1% -13.3% 

Full reform 0.0% -2.4% 0.0% -2.0% 

Full reform no def. -0.4% -2.8% -0.1% -22.9%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No border measures 

9.1% 

-3.0% 5.3% -0.8% -42.2% 

No coupled support 1.3% 9.4% -1.0% 2.8% 

Full reform -1.8% 6.1% -1.3% -33.4% 

Full reform no def. -1.2% 6.8% -1.1% -26.1% 

Farm revenues 
 

No border measures 

3.5% 

-0.9% 0.9% -0.2% -72.8% 

No coupled support -2.3% 2.3% -0.2% -32.6% 

Full reform -3.1% 0.2% -0.2% -93.7% 

Full reform no def. -2.7% 0.6% -0.1% -81.6% 

Undernourishment 
 

No border measures 

37.3% 

-3.2% 30.2% -3.9% -19.0% 

No coupled support 0.5% 37.7% -0.2% 0.9% 

Full reform -3.0% 30.8% -3.5% -17.4% 

Full reform no def. -0.1% 37.9% 0.7% 1.7% 

GHG emissions 
with LUC 
 

No border measures 

0.5% 

0.5% 0.9%   

No coupled support 0.0% 0.4%   

Full reform 0.5% 0.8%   

Full reform no def. -8.4% -8.3%   

 
GHG emissions 
without LUC 
 

No border measures 

-0.3% 

0.1% -0.1%   

No coupled support -0.1% -0.4%   

Full reform 0.0% -0.2%   

Full reform no def. -0.5% -0.7%   

Water abstraction 
 

No border measures 

-6.9% 

-2.0% -8.8%   

No coupled support -0.1% -6.8%   

Full reform -2.0% -8.9%   

Full reform no def. -2.0% -9.1%   

 

Table 3.1. 결과 요약 및 정책개혁의 적응 효과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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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토지이용, 환경적 효과 결과(기후변화 효과)

❍ 정책개혁이 없는 상태(현재 정책 유지)에서 기후변화는 2050년까지 작물과 축산물 

생산을 감소시키고, 상품 가격과 영양실조를 증가시키며, AFOLU(농업, 임업, 토지이용) 

부문의 농경지 면적과 온실가스(GHG) 배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가 작물 생산에 미치는 추정 영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심각도에 따라 

작물의 경우 -0.4% ~ -4.2%, 가축의 경우 -0.2% ~ -2.2% 사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특히 더 강한 기후변화인 RCP 4.5 및 8.5)는 전세계 생산 감소로 인해 모든 

품목의 가격을 증가시킴(Figure 4.2). 

-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으로 농가수익을 증가시키지만 지역별 효과는 상이함.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가수익이 증가하지만 AFR(아프리카, 중동, 터키)과 JPN(일본)에서는 

농가수익이 대체로 감소함(Figure 4.3).

- 식량 공급의 불평등을 고려하는 영양실조 인구(식량 가용성이 평균 최소 식이 에너지 

요구량 이하로 떨어지는 인구수)의 증가는 온화한(RCP 2.6)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800만 명, 강한(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는 1억 1,200만 명에 이름. 이는 

기후변화가 생산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또한 많은 생산자

들(주로 작물 부문)의 수익을 향상시킴.

-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한 산림 및 유기 토양 탄소 자원이 있는 지역의 농경지 확대를 

유도하여, 온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AFOLU 부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0.1%, 강력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0.5% 증가하게 됨.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 감소로 작물과 축산물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함.

- 농업용수 취수는 주로 관개 의존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수 가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물 이용 지수(담수 자원 이용 압력을 나타

내는 지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Figur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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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가격에 대한 기후변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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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GR=All agricultural products, CRP=All crops aggregate, CGR=Coarse grain (maize, barley, sorghum, 

millet), OSN=Other oilseeds (rapeseed, sunflower, groundnuts) and their products, PLM=Palm fruit and its 

products, SGC=Sugar cane and its products, SOY=Soybean and its products, WHT=Wheat, RIC=Rice, LSP=All 

livestock products, BEF=Beef, DRY=Milk and dairy products, EGG=Eggs, LMB=Lamb, PRK=Pig meat, 

PTM=Poultry meat.

Figure 4.3. 농가 수익에 대한 기후변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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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FR=Africa, Turkey and the Middle East, BRA=Brazil, CAN=Canada, CHN=China, JPN=Japan, RLA=Rest 

of Latin America,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and Rest of Eastern Europe, EUR=EU and 

EFTA, IND=India, RAS= Rest of Asia, AUS=Australia, NZL=New Zealand, SKP=South Korea and the Pacific, 

USA=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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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물이용지수(water exploitation index; WEI)에 대한 기후변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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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water exploitation index is the ratio of total water withdrawals to total freshwater resources. 지역

은 Figure 4.3의 주석 참조.

라. 농업 정책개혁의 경제적, 토지이용, 환경적 효과 결과(정책개혁 효과)

❍ 국경조치와 변동직불을 모두 제거하여 농업정책을 전면 개혁하면 전 세계 작물 생산에는 

-0.2%의 순감소 효과가, 축산물 생산에는 0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남. 

- 국경조치(수입 관세, NTM과 관련된 무역 비용 및 수출세)를 철폐하면 전 세계 농작물 

및 축산물 생산량이 기준치 대비 +0.3% 증가함.

- 변동직불을 제거하면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은 -0.5%, 축산물 생산량은 -0.4% 감소함.

❍ 이러한 세계적 영향은 일부 지역의 생산량 증가와 다른 지역의 생산량 감소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나타남. 

- 생산량이 감소한 지역은 아프리카, 중동 및 터키(AFR), CIS(독립국가연합 및 기타 

동유럽), 중국(CHN), 유럽(EUR), 일본(JPN), 미국(USA) 등 국경조치와 변동직불이 

모두 포함된 농업 지원이 있는 지역이며, 생산량이 증가한 지역은 호주(AUS), 브라질

(BRA), 뉴질랜드(NZL), 기타 아시아(RAS), 기타 라틴아메리카(RLA) 등 농업 생산에 

대한 지원이 적고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들임.

- (para. 72) 일부 형태의 지원은 지원되는 지역의 주요한 농가 수입원임. 전면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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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농가 수익(-3%)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특히, 중국, 유럽, 미국 등과 같이 특정 

상품의 생산에 변동직불을 사용하는 지역). 그러나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기타 

라틴아메리카, SKP(한국과 태평양 지역)와 같이 정책개혁의 결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농가 수입이 증가함(Figure 5.4).

Figure 5.4. 농가수익에 대한 정책개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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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o Border Measures: No Tariff + Reduced NTMs + No Export Tax scenarios. No Coupled Payments: 

100% removal of specific commodity transfers other than market price support. Full Reform: No Trade 

Restrictions + No Coupled Payments. 지역은 Figure 4.3의 주석 참조.

❍ 농업정책개혁은 영양실조 인구(-3%)를 줄이고, 농업용수 수요(-2%)를 낮추지만, 농가

수입(-3%)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완화 정책이 없다면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FOLU 온실가스 배출량(+0.5%)이 소폭 증가하게 됨.

- 국경조치 철폐로 인한 생산자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과 영양실조가 감소함.

- 변동직불만 제거하였을 때는 가격(+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농업정책 전면개혁은 보다 효율적인 농작물 할당을 통해 농업용수 절약을 가능하게 함.

- (para. 77) 관개를 위한 물 수요는 농업정책개혁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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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다 효율적인 작물 할당을 반영함. 전면 개혁은 주로 JPN(일본)과 SKP(한국 및 

태평양) 지역의 쌀 생산을 취한 취수 감소로 인해 농업용수 절감 효과(현재 정책 기준 

대비 -2%)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국경조치 제거로 인해 발생함(Figure 5.7).

- 그러나 호주(AUS)와 같이 현재 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은 농작물 생산의 

확대로 인해 수자원에 대한 더 높은 압박을 경험하게 됨.

- AFOLU GHG 배출의 증가는 브라질(BRA)과 기타 라틴아메리카(RLA)의 산림 지역과 

기타 자연 지역이 초지와 농경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낮은 배출량 집중 지역에서 

높은 배출량 지역으로의 가축 생산량 이동과 기후변화 완화 노력의 부재도 일부의 

원인이라 볼 수 있음.

Figure 5.7. 농업용수 취수에 대한 정책개혁 효과 (k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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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o Border Measures: No Tariff + Reduced NTMs + No Export Tax scenarios. No Coupled Payments: 

100% removal of specific commodity transfers other than market price support. Full Reform: No Trade 

Restrictions + No Coupled Payments. 품목은 Figure 4.2의 주석 참조. 지역은 Figure 4.3의 주석 참조.

❍ 대안적 개혁 시나리오의 결과(Table 5.1)

- (대안 1) 왜곡 지원 완전 제거 및 산림벌채 금지

- (대안 2) 선진국 왜곡 지원의 최대 50% 제거, 개발도상국 왜곡 지원의 10% 제거



598   ❙

Variable Variable (Units) Full Reform Full Reform No 
Def 

Differentiated 
Partial Reform 

General Partial 
Reform 

Economic           

Production CRP (%) -0.2% -0.4% -0.2% -0.2% 

LSP (%) 0.0% -0.4% -0.1% -0.1% 

Prices AGR (%) -1.8% -1.2% 0.0% -0.3% 

CRP (%) -3.3% -3.0% -0.4% -0.7% 

LSP (%) -0.4% -0.4% 0.4% 0.1% 

Farm revenues (%) -3.1% -2.7% -0.9% -1.5% 

Undernourishment Million people  -9 0 -1 -3 

Environmental           

GHG emissions Total (Mt CO2eq) 1909 -32544 882 657 

CRP (Mt CO2eq) -101 -195 -30 -79 

LSP (Mt CO2eq) 152 -1213 -90 -135 

LUCF (Mt CO2eq) 1805 -31049 1005 882 

ORS (Mt CO2eq) 35 33 1 16 

SOC (Mt CO2eq) 18 -120 -5 -26 

Water Water use (km3) -47 -47 0 -6 

Water exploitation Index 
(percentage points) -0.1 p.p -0.1 p.p  0.0 p.p  0.0 p.p  

 

- (대안 3) 모든 국가에서 왜곡 지원은 50% 제거

- 모든 대안 시나리오에서 농업 생산은 감소하지만, 삼림벌채 금지 시 그 영향은 더욱 

강해짐.

- 부분개혁 시나리오(대안 2와 3)에서 생산 영향은 전면 개혁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슷

하지만 그에 따른 가격 인하 폭은 훨씬 작으며, 농가 수익도 더 낮은 비율로 감소함. 

반면, 전면 개혁과 삼림벌채 포함 전면 개혁의 가격과 농가 수익 효과는 비슷함.

- 부분개혁은 영양실조에 대해 삼림벌채 포함 전면 개혁(20만 명 감소)과 전면 개혁

(300만 명 감소)의 중간 정도(100만 명 감소)의 영향을 미침. 

- 왜곡 정책의 감축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개혁을 시행하면 전면 개혁으로 인한 AFOLU 

온실가스 배출량의 34~46% 수준을 발생시키고, 물 수요 감소의 수준은 더 낮음. 

반대로 삼림벌채 금지 포함 전면 개혁은 탄소격리가 가능하며 물 수요 감소 수준은 전면 

개혁과 비슷함.

Table 5.1. 대안적 개혁의 경제적·환경적 영향

Note: All impacts are estimated relative to baseline projection in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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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순무역에 미치는 정책개혁 효과 (1,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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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물이용지수(WEI)에 미치는 정책개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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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o Border Measures: No Tariff + Reduced NTMs + No Export Tax scenarios. No Coupled Payments: 

100% removal of specific commodity transfers other than market price support. Full Reform: No Trade 

Restrictions + No Coupled Payments. 지역은 Figure 4.3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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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업 정책개혁의 기후변화 적응 잠재력 결과(적응역량)

❍ 왜곡된 지지가 없는 세계(국경 대책과 변동직불이 없는 세계)는 기후변화가 현재 왜곡된 

지원이 있는 세계보다 농업생산, 물가, 영양실조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낮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더 잘 적응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 지원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농업 부문에 대한 적응 편익은 

상대적으로 작고 온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2.6)에서 농작물 생산량이 +0.1%, 

강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에서 +0.2% 증가하는 반면 축산 부문의 적응 편익은 

0에 가까움.

- 이러한 적응 편익은 왜곡 지원의 제거로 인해 작물 생산이 AFR, CIS, EUR, USA 및 

JPN에서 AUS, BRA, NZL, RAS 및 RLA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농작물 생산량이 이동하는 지역 중 일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생산에 더 나쁜 

기후 조건을 가지게 됨. 대조적으로, 전세계적인 정책개혁으로 인해 작물 생산량이 

이동하는 일부 지역(특히 BRA와 RLA)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나은 재배 조건의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농업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 효과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음. 부문별 생산에 

대한 추정 효과는 기후 모델(GCM) 전체에 걸쳐 일관된 결과를 보여줌.

❍ 변동직불 제거는 다른 정책 체제에 비해 생산 측면에서 가장 많은 적응 이득을 제공하며, 

대체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큰 CHN(중국)과 USA(미국)의 생산을 저해하기 

때문임. 

- 다만 국경조치가 유지된 채 변동직불만 제거하는 것은 영양실조 위험에 직면한 지역

으로의 교역흐름을 제한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대한 적응 이익이 최소화됨.

- 대조적으로, 국경조치만 제거하는 것은 생산 적응 이득이 가장 적지만 영양 부족에 

대한 적응 이득이 가장 높음.

❍ 왜곡된 지지가 없는 세상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현재 정책에서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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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혁은 강력한 기후변화로 인한 AFOLU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1/3 낮추며, 

현행 정책 하에서의 +0.5%에서 전면개혁 하에서의 +0.35%로 줄임.

-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은 0에 가까움.

- 추정된 환경 영향 또한 기후 모델(GCM)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남.

❍ 삼림벌채 금지를 포함하는 전면 정책개혁은 상당한 추가적 환경적 이익을 창출함.

- 기후변화에 의해 유발된 AFOLU GHG 배출 증가량의 3/4을 감소시키고, 용수 추출의 

증가율을 현재 정책 하의 기후변화 효과 대비 -0.3%만큼 더 감소시킴. 

- 하지만 동시에 삼림벌채 금지는 강력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 및 RCP 8.5)에서 

전 세계 생산에 대한 적응 혜택을 제한하고 영양 부족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

바. 제언

❍ 농업부문의 왜곡된 지원을 제거하면 전 세계 식품 소비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변화하는 기후 하에서 식량 안보 또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 AFOLU 부문의 GHG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선된 사료 공급 기술, 유전자 관리 

및 비료 적용과 같은 기후 완화 조치와 토지 사용 전환 제한도 필요함. 

- 개혁의 전반적인 결과의 포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후 적응 및 사회 

안전망 정책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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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제49차 회의는 COVID-19로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서면으로 의견만 제출하였음.

❍ 주요 논점에 대한 보완 사항

- GLOBIOM 모형 선택 이유 서술과 비관세조치를 포함하여 분석이 크게 개선되었음.

- 한국이 따로 표기되는 부분은 SKP를 명시하여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 태평양 

지역(South Korea and the Pacific)이 어느 지역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따

라서 179개 국가가 어떻게 14개 지역으로 집계되었는지 제시를 해주는 것이 지역별 

결과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됨. 

- 14개 지역 중 단일 국가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 CIS, EUR, RAS, RLA, SKP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을 각주나 부록에 제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5. 검토자 의견

❍ 분석방법의 적절성

- 농업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이 큰 산업이므로 농업 정책개혁과 기후변화 영향의 

분석에 대해 농업의 생장 요소 및 물 이용을 고려한 부분균형모형인 GLOBIOM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Figure 5.4에서 SKP는 국경조치 제거로 인해 농가수익 증가, 변동직불 제거로 인해 

농가수익 감소, 전면개혁(국경조치 제거 + 변동직불 제거)으로 인해 농가수익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아래의 서술과 같이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가격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이 어려움. 국가별 가격과 농가수익 변화의 결과는 제시되어 

있으나 국가별 생산 변화의 결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부록에 추가적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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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72) 일부 형태의 왜곡된 지원은 지원되는 지역의 주요한 농가 수입원임. 전면 개혁은 전 세계 

농가 수익(-3%)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특히, 중국, 유럽, 미국 등과 같이 특정 상품의 생산에 변동직

불을 사용하는 지역). 그러나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기타 라틴아메리카, SKP(한국과 태평양 지역)

와 같이 정책개혁의 결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농가 수입이 증가함(Figure 5.4).

❍ 보고서 논리 전개

- 보고서는 1장에서 기후변화 및 정책 시나리오 행렬을 통해 명확히 시나리오를 제시

하고, 농업 부문의 무역왜곡조치에 대한 예상결과를 제시한 후, 선행 연구의 결과 및 

가정을 제시하여 분석의 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2장에서는 모형과 시나

리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후 3장에서는 농업정책개혁이 기후변화 적응 및 농업생산, 식량안보, 온실가스 

배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기후변화 

효과, 5장에서는 정책개혁 효과, 6장에서는 적응잠재력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따라서 소개, 선행연구 결과, 모형·시나리오 설정에 이어 3장에서는 전체 결과를 

조망하고 4~6장에서 자세한 결과를 보여주는 본 보고서의 논리 전개는 적절하다고 

생각됨. 다만, Executive summary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한계점과 향후 방향을 

포함한 요약 및 결론이 마지막에 포함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 분석내용의 활용도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이전의 부분적인 분석과는 달리 농업정책개혁과 기후변화에 대해 

포괄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의 분석은 각국의 

농업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개혁(예: 국경조치와 

변동직불)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역의 농업정책 목표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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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Policy Options for Promoting Soil Carbon Sequestration by Agriculture  

(COM/TAD/CA/ENV/EPOC(2020)8/REV1)85)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 현재 많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은 탄소 흡수원으로 주로 산림에 집중하고 있으나 

농업토양에서의 탄소저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

- 농업의 지상부 바이오매스는 연간 탄소 순배출은 0이라 볼 수 있으나 토양에 저장되

고 있는 탄소를 고려하면 충분히 탄소흡수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하지만 토양탄소저

장을 기후변화 완화 프레임워크 내에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음.

- 하지만 토양의 탄소저장량은 3 미터 깊이를 고려했을 때 식생의 4배, 대기의 3배에 

달하는 만큼 이를 간과해서는 안됨.

- 몇몇 정책들은 비록 그 원래의 목적이 토양탄소 저장증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양탄

소 증대에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연구개발 및 농부들이 주도하는 현장 실

험, 정부와 산업계간의 협력,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이 그것임.

- 이에 본 문헌은 농업의 토양탄소 저장 개념 및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영농활동

들을 검토하고 이들 활동이 전지구적 온실가스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

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음.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본 문서에서 검토한 수치 및 사례 등은 모두 문헌조사에 근거하고 있음.

- 참고한 문헌들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건전함.

85) 경희대학교 유가영 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605

❍ 분석 자료 

-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3. 연구 내용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 활동, 잠재력 및 적용의 어려움>

가. 순 토양탄소저장을 위한 조치 방법들

❍ 정의

- 토양탄소저장의 근본적 원천은 식물의 광합성이고 광합성 산물의 많은 부분은 단기

간에 호흡과정을 통해 다시 대기로 환원됨. 그러므로 “순 토양탄소저장”이란 특정 환

경에서 이산화탄소의 유입과 유출간의 차이로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본 절에서 다루는 토양의 범위는 작물을 키우는 농경토양, 초지, 그리고 작물생산으

로 사용되는 유기토양(이탄습지)임.

- 아래 <표 1>은 농업(작물을 키우는 농경토양 및 초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순 토양탄

소 저장을 위한 조치 방법들을 정리한 것임. 농경활동은 오래동안 토양의 탄소저장량

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활동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토양 탄소 빚(soil carbon debt)

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토지이용에 따른 토양유기탄소의 손실을 계산하는 개념

이 도입되었음. 토양탄소 빚은 과거와 현재의 토양유기탄소 양의 차이를 의미함. 즉, 

이 토양탄소 빚 만큼을 농업 토양에서 저장증대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 농경토양에서 제안된 여러 조치 들 중 최소경운 또는 무경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는

데, 이들 최소 또는 무경운은 작물잔사 환원 및 녹비작물 식재, 작물 종 다양성 증대 

등의 여러 보전 농업 패키지와 함께 고려되고 있음. 하지만 무경운의 경우 토양탄소 

저장이 표토에서는 일어나지만 심토를 고려할 경우 반드시 토양탄소저장이 증진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작물잔사 환원과 무경운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는 0-60cm 깊이 토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의미하게 감소

된 결과가 보고된 한편, 토양침식도 방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지역, 토성, 다

른 영농활동 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실시하면 토양탄소저장을 증진시키는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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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것임.

- 초지의 경우 풀의 일차생산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진 여러 조치들, 토양침식 방지, 

화재 관리, 탄산화 및 배수 관리, 그리고 임농혼업 등이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조치라고 

판단됨.

- 이탄습지 등의 유기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90% 넘는 토양을 의미하는데 전지그 토양

탄소저장량의 약 1/5을 차지한다고 알려짐. 인간에 의한 이탄습지는 농업 또는 임업

으로 전환하기 위해, 또는 피트를 얻기 위해 배수를 하는 등의 교란활동이 있어 왔는

데, 이탄습지의 탄소저장량은 매우 높지만 배수가 되어 유기물의 호기성 분해가 일어

나기 시작하면 이들은 탄소저장고가 아닌 탄소배출원이 됨. 보고에 의하면(Smith et 

al., 2014) 교란된 이탄습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농경, 삼림 및 기타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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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알려짐. 이에 이탄습지의 배수

를 막고 교란을 최고화하는 관리 방안이 제시됨. 하지만 이미 농경으로 전환된 이탄

습지가 중요한 식량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복원을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 높다

면  적응조치가 필요한데, 이탄습지의 낮아진 수위를 다시 올리는  rewetting 이후에

도 지속가능한 농경을 할 수 있는 paludiculture(습한 토양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나. 토양탄소 저장의 전지구적 잠재량

❍ 4 퍼밀 이니셔티브에 나타난 토양탄소저장의 잠재량

- COP21에서 발표된  4per mille initiative는 전지구적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탄소 

배출량인 8.9 Gt/year를 전지구 토양탄소저장량인 2400 GtC로 나눈 수치인데, 이

는 전지구적으로 가장 큰 탄소저장고인 토양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임.

- 그러나 이 계산은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캠페인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과대

평가라는 비판을 받는데, 지구의 토양면적을 고려하면 연간 0.6 tonC/yr의 탄소를 

격리시켜야 하는데, 많은 육상의 토양이 사막과 같이 토양탄소저장 잠재력이 낮은 면

적으로 덮여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토양탄소가 더 줄어들 위험도 있으니 순 토양탄소

저장을 위해 활용가능한 육상 토양의 면적은 전체 육상면적의 1/2 이하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함. 이 0.4% 증가 이니셔티브를 전지구 농경지 면적인 3900-4900 Mha 토

양의 1 미터 깊이에 저장된 480 – 790 Gt C로 한정짓는다고 하면 매년 1.9-3.1 

GtC/yr 정도만이 농경토양에 저장될 것인데 이는 전지구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

화탄소 배출량의 20-35%에 해당할 뿐임.

❍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토양탄소 저장증진 잠재량 비교

- 여러 전지구 규모의 연구에 의하면 연간 2.5 GtC을 농경토양에서 저장증대 시키는 

것은 매우 획기적 방법과 병행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보고되는데, 현재 제안된 영

농활동들이 경제적 제한 없이 시행된다고 보더라도 1.4 GtC/yr 정도가 최대라고 본 

연구(Smith et al., 2014)가 있고, Paustian et al. (2016)의 경우는 뿌리에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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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할당하는 작물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서 2.2 GtC/yr 저장증대를 할 수 있다

고 보았음.

- 0.4% 이니셔티브를 위해 연간 2.5 Gt/yr라는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헥타르단 

0.5 tC를 연간 저장증대 시켜야하는데, 토양종류, 영농활동의 종류 등에 따라 그 효

과가 모두 상이하게 나타남. 가장 저감효과가 뛰어난 조치는 이탄습지 등 유기 토양

에 대한 관리인데 이는 연간 헥타르당 약 5.5에서 10.4 tC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봄.

- 하지만 헥타르당 연간 탄소증대 효과인 abatement rate만으로는 농경토양의 탄소

저장잠재력을 평가하기에 충분치 않은데, 특히 토양탄소 저장증대 조치의 지역별 적

용가능성, 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대상면적이 중요함. 면적을 고려하면 이탄습지 

등 유기토양 보다는 농경 및 초지 토양의 관리가 더 효과 있다고 판단됨.

- 여러 토양탄소 저장증대 조치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리하면,  농경토양에

서 0.25–6.78 Gt CO2eq y-1 (or 0.07–1.85 Gt C y-1), 초지 토양에서 0.13–2.56 

Gt CO2eq y-1 (or 0.04–0.7 Gt C y-1), 이탄습지 복원을 통해 0.15-0.81 Gt 

CO2eq y-1 (or 0.04–0.22 Gt C y-1), 그리고 전환된 이탄습지의 추가적 배수 중지

를 통해 0.45–1.22 Gt CO2eq y-1 (or 0.12–0.33 Gt C y-1) 의 이산화탄소 (또는 탄

소)를 감축할 수 있음.

❍ 토양탄소 저장증진의 동적인 특성

- 위에 열거한 수치는 유용하지만 토양탄소저장의 과정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Sommer and Bossio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전지구적으

로 토양탄소 저장증대를 위한 조치를 점차로 도입확대할 경우 2014-2100년 사이 총 

31-64 GtC이 저장증진될 수 있도 보았고, 토양탄소 저장증진 속도는 2032-33년 경

에 최고치를 찍어서 전지구 탄소 배출량의 9%를 상쇄하고 그 이후 20-40년간은 점

차로 줄어들 것임을 모델로 보여주었음.

- 2050년 0.19 GtC/yr가 토양 탄소저장 증대 속도라고 몇몇  OECD 문헌이 보고하였

으며 이 수치가 시장기반 정책 패키지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추정하는 경제 모형

의 입력 변수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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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Sommer and Bossio (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토양탄소 저장증진 수치들은 

토양탄소 저장증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할 경

우 더 낮아질 수 있으나, 이들의 예측에는 이탄습지에 대한 관리 내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다. 토양탄소 저장의 지역적 차이

❍ 토양탄소 저장의 지역적 차이

- 농업토양에서 탄소저장 잠재력은 아시아가 가장크고 OECD-1990 과 LAM이 그 다음임.

- 경작되는 유기토양의 복원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유럽 및 러시아의 순임.

❍ 이탄습지 복원 잠재력

- 이탄습지의 면적은 좁아도 감축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훼손된 이탄습지에 대한 hot 

spot이 존재함.

- 미국, 여러 유럽국, 일본 및 캐나다 (OECD 회원국)

-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몽골, 우간다, 파푸아 뉴기니, 브라

질, 콩고 등 (비 OECD 회원국)

- 자연적인 감축 잠재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축잠재력, 예를 들어 탄소가격 등, 도 매

우 중요한 요소임.

❍ 토양탄소 저장의 한계

- 토양탄소는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탄소저장을 증진시키게 될 텐데, 

Paustian et al. (2019)는 토양탄소 저장증진이 20-30년간 유지된다고 봄.

- 토양탄소 저장량이 이미 높은 지역에는 토양탄소 손실을 막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이 중 훼손된 이탄습지의 복원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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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탄소 저장이 원래 낮은 지역에는 새로운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의 선택이 필수

적인데, 이는 작물 생산성 증대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히 중요함. 특히 아프리카 사

하라 지역이 그 사례가 됨.

라. 농업 토양에서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와 관련된 시너지와 상쇄효과

-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는 온실가스 간 그리고 환경영향간의 시너지 또는 상쇄효

과가 있을 수 있음.

❍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에 따른 환경영향 시너지 또는 상쇄효과

- 이탄습지의 복원은 CO2와 N2O 배출 저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CH4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 반면 이탄습지 복원은 생물다양성 증진 및 홍수와 화재에 대한 회복탄력성

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콩과식물 재배는 토양탄소저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비료 시용을 줄임으로 인해 

N2O 발생을 저감시키고 대기질 및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음.

- 부분경운 또는 무경운의 경우 토양탄소 저장증진 이외에도 현장에서의 농기계 사용 

감소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토양유실 감소, 질소 유출 절감, 입자형태 인 유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증가된 제초제 사용으로 인해 용존 인 유출은 증가될 수 있

음.  한편 양분이나 퇴비가 무경운 토양에 잘 섞이지 않음으로 인해 질소 유출이 증가

될 수도 있고 무경운 토양에서 병해충이나 잡초발생이 증가될 수 있음. 반면, 부분경

운 또는 무경운은 유기물의 질을 증대시키고,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토양구조

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공편익도 있음.

- 초지에서는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시용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질소

나 인유출이 증가될 수도 있고, 초지의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초식동물 밀도가 높아

지게 되면 가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초지 토양탄소 저장증진에 따른 편익

이 상쇄될 수도 있음.

- 이처럼 각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에 따른 상쇄효과에도 불구하고 토양탄소 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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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에 명확한 공편익이 있고 자연기반 해법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됨.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상이한 공편익들이 잘 고려되어야 함.

마. 새로운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의 도입에서의 사회경제적 장벽

❍  경제적 장벽

- 초기 조치 채택에 있어서 농기계 구입, 장비 구입, 정착비용, 유지비용 등 재정적 비용

- 기회비용(농경지로 이용하던 이탄습지를 복원하면 농업수입이 감소함, 작물잔사를 

환원하면 이를 가축사료나 작물잔사로 판매했던 비용을 얻지 못하게 됨)

- 아래 <표 2>는 농업에서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리임. 

윈-윈 옵션으로 제시된 것은 콩과 녹비작물 재배, 적정 시비, 유기물 환원, 부분 경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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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탄소 가격에 따라 온실가

스 감축 잠재력이 달라질 수 있음. USD 20 불 이하의 경우는 농경활동에서의 조치

가, USD 20 이상의 경우는 이탄습지 복원이나 산림에서의 감축이 재정적으로 더 중

요해짐.

❍ 정보 및 인식부족

- 명확한 이익임에도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의 편익에 대한 인식부족이 장벽이 됨.

❍ 구조적 장벽

- 토지 소유나 농장 크기 등이 장벽이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소유권이 없는 경우 또는 농

장에 대한 장기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또는 장기적 영향을 가져오

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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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의 나이, 농장크기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나이 많은 농부는 새로운 조치를 취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작은 농장 크기는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

이지 않음.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을 위한 정책옵션, 도전과제 및 처방>

가.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을 위한 정책도구

❍ 시장기반 정책도구

- 시장기반 정책은 생산자가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지

불하도록 하거나, 배출저감에 대해 보조금이나 상쇄크레딧의 형태로 지불받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에서의 인센티브는 이

상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피해 비용과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함.

- 대부분의 국가 설정에서 가장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시장의 탄소가격과 각 탄소격리 단위를 같게 설정하는 방식임. 시장기반 정책도구는 

다른 정책도구보다 배출저감 면에서 더 비용 효율적임.

- 시장기반 정책도구의 다양한 형태들은 생산자, 소비자 및 정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각 정책별로 비용효과성이 상이함. 토양탄소 배출과 저감을 동전의 양

면으로 볼 때, 적절한 시장기반 정책도구는 토지소유자에게 순배출량에 대한 페널티

를 적용하고 순격리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임. 탄소 배출량 가격을 탄소세 혹

은 배출권 거래제로 책정하고 순 토양탄소 저장에 대한 보상은 탄소세 기반 지불방식

으로 함.

❍ 규제

- 농업에서의 순 토양탄소 저장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활동의 금지, 기준치 부과 혹은 

생산에 사용할 기술이나 제품의 지정과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농경지 토양에서 토양유기탄소의 순 격리를 위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을 수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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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OECD 국가들은 보존농업 활동의 사용을 늘리고 이탄습지의 농경지 전용을 방

지하기 위한 규제를 사용하고 있음.

❍ 정책 추진

- 정책 그 자체만으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지만, 수익성이 있는 순 토양탄

소 저장활동의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조치들이 많음(윈윈 활동 혹은 negative 

cost 활동).

-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정보가 순 토양탄소 저장활동을 수행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은 정책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

- R&D는 저감활동과 기술의 증거기반을 구축할 뿐 아니라 그 효과를 농부들에게 납득

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어 순 토양탄소 저장활동 채택을 장려하는 역할을 함.

- 정부 인증 제도, 저렴하고 정확한 MRV 활동과 기술개발은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 정

책의 적용을 추진하는 데 중요함.

❍ 농업에서 순 토양탄소 저장을 지원하는 정책 진행의 예시

-  토양탄소 저장 관련  시장기반 정책도구들은 아직 공식 탄소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

고 있고 일부 소규모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

- 시장기반 정책도구들이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

- 몇몇 OECD 국가들에서 토양탄소 저장증진 영농활동이 꽤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음.

-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에는 토양탄소 저장증진 활동을 직불제에 포함하고 있음.

나.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 정책설계 관련 기술적 과제와 장벽

❍  거래비용 및  MRV

-  토양탄소의 변화는 공간적 시기적으로 변이가 심하므로 탄소저장의 결과를 측정하

거나, 넓은 지역에 걸쳐 탄소저장을 모니터링하거나, 적절한 기준선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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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 부문의 토양 탄소격리 촉진 방안(의제 7.b.) : 토론 

   ㅇ  연구는 농업 토지의 토양 탄소격리(Soil Carbon Sequestration)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 옵션과 도전과제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며, 지구 온도 

안정화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제거와 농업 토양 탄소격리 등의 통합적 요소가 

- 지역의 탄소 가격에 따라 (USD 20-30/tC), 영농활동 도입에 따른 탄소 저장속도가 

낮을 경우, 이런 거래비용이 더욱 중요해 질 수 있음.

- 거래비용은 토지소유주가 탄소시장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된 

장벽이 될 수 있음.

❍ 영속성

- 토양탄소 저장증대가 감소로 변화될 수 있는 위험은 토지소유주가 보전 영농활동을 

얼마나 쉽게 관행 활동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대부분의 토양탄소 저장기간은 20-30년이지만, 농부들은 이 이후에도 보존 영농활

동을 지속해야하는데, 이는 쉽지 않음.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사상의 빈번한 발생은 영속성을 방해하는 또다른 이유임.

❍ 추가성

-  추가성은 그 정책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감축이 없었을 것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토양탄소 저장증진이 자연 기후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련 영농활동의 

변화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

- 이 때문에 적절한 기준선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특히 시장기반 정책도구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됨.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제50차 회의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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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농업과 토양의 탄소격리는 온실가스 및 다른 환경적 영향과 

상호작용하며 이를 활용하고 최적화하는 정책 옵션 연구는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함.

    - (주요 내용) 동 연구는 △토양 탄소격리 방법, △토양 탄소격리의 전 지구적 잠재력, 

△토양 탄소격리 잠재력의 지역적 변이, △토양 탄소격리의 시너지와 상쇄 

효과(trade-off), △기술적·사회경제적 한계점 및 MRV(측정, 보고, 확인), 

영속성, 추가성 등의 기술적 장벽, △토양 탄소격리 촉진을 위한 정책 도구와 이의 

도입을 위한 정책 옵션 계획(크레딧, 적절한 베이스라인 선택). △농업에서의 토양 

탄소격리 지원 정책사례로 구성됨.

   ㅇ 주요 회원국은 토양 탄소격리 정책 설계와 관련한 도전과제로 토양 탄소격리의 

측정, 보고, 확인(MRV), 영속성 및 추가성 등을 강조하였으며, 토양 탄소 손실 

방지 및 토양 탄소격리 관련 규제 제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 △동 연구는 전 세계 및 지역별 단위에서 토양 탄소격리의 과학적 타당성과 

경제·구조적 장애물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분야를 결합하여 토양 

탄소격리의 전체 실질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길 바람. 글로벌 토양 

탄소격리 잠재력의 대부분은 개도국과 관련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토양 

탄소격리 채택 비용 및 구조적 이슈 등이 도전과제가 되고 있기에 지역별로 토양 

탄소격리의 실질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함. △섹션(5,6)에 테이블과 주요 

논점에 대한 요약을 추가하여 가독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보고서에 토양 탄소격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토지 소유권(land tenure) 등 

장벽,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봄. 관련 서면 의견을 제출하겠음.

    - 동 연구는 실행 가능한 정책 수단을 파악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임. 정책 

수단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토양 탄소격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종류를 

이해하고, 정책 개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가성(additionality) 관련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함.

    - △보고서의 37 문단에서는 생산적인 초지(pasture)가 단기적으로는 탄소 저장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방목 가축의 밀집도를 증가시켜 배출을 증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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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토양 탄소격리의 혜택을 상쇄시킨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당국서는 더 생산적

인 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산림벌채(deforestation)를 줄임으로써 토지 

사용을 줄이게 되므로, 해당 문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길 바람. △보고서 64 문

단에서 토양 탄소격리에 의한 저감(abatement)은 대체된 생산으로부터의 배출로 

상쇄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으면 좋겠음. △동 보고서에는 

규제에 대해 적게 언급하였는데, 탄소격리 목적에서의 규제는 중요하므로 이에 대

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

    - △보고서 93 문단에는 영속성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잠정적 크레딧(temporary 

crediting)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탄소 렌탈 시스템하에서는 크레딧이 즉각적으로 

할당되는 반면, 탄소 방출 시 인출(debit)이 일어나는 방식인데, 탄소는 대기 중으로 

재방출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탄소격리를 독려하는 논리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함.

    - 보고서 27 문단의 토양 유기 탄소 농도가 높은 경우 토양 탄소격리 잠재력은 

제한적이라는 내용에 동의함. 국가별 탄소 수준은 다르며, 탄소격리를 증진하기 

위한 잠재력은 상이하므로, 이와 같은 토양 탄소격리 관련 불확실성과 토양 탄소 

재고 및 축적 관련 공간·시간적 가변성 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것을 제언함. 

이처럼 토양 탄소격리의 정확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샘플과 승인 기술 

활용 등의 측정법이 필요하며 이는 토양 탄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것임. 

    -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탄소격리 보다 탄소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탄소격리 과정은 느리고 점진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장기간의 연구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토양 탄소의 관리를 위해서는 탄소의 측정은 매우 중요함

    - 정책 개발의 관점에서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음. 토양은 우리의 자연적 자산 

중의 하나이므로, 동 연구에서 탄소격리보다는, 토양 관리의 혜택을 강조할 것을 

지지함. 관련 정책사례를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음.

    - 동 연구를 지지하며, 우리는 이와 같은 연구에 흥미가 있음.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과 같이 토양 탄소격리의 측정법과 토양 탄소격리의 미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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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 농가의 농업 관행 및 활용 방법에 대해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모르는 

불확실성에 있어, 혁신적 접근법의 관점으로 농가의 혁신 역량을 파악할 

방안(측정·성과 확인)에 대해 궁금함. △농가의 재산권 관련, 농가에서 새로운 

관리를 도입할 때 재산권의 변화 등의 위험과 관련된 농가별 전략적 행동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함.

    - △해당 회원국은 작은 국가이며 토지 집약적 국가이므로 이산화탄소의 장기 보존 

및 측정법에 관해 확인하고 싶음. △이탄지(peatland) 관련, 이를 토양 탄소격리로 

활용할 것인지 혹은 경작 가능한 농업 토지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적 선택 

이슈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쇄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함. △회원국 

정부는 토양 탄소격리 관련 신규 정책 개발을 고려 중이므로 이는 당국에 중요한 

연구임.

   ㅇ 동 보고서는 농업 토양 탄소격리 촉진 관련 정책 설계, 시장 설계 및 정부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도전과제인 토양 탄소격리의 영속성, 측정, 추가성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탄소재고 및 유지 관련 불확실성과 정책 수단 설계 등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MRV, 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및 확인(verification)은 중요한 

개념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부정적 비용, 생산성 개선, 온·열대 등의 지역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음

    - 영속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잠정적 크레딧은 적절한 옵션이나, 활용은 낮은 

추세이며, 동 이슈와 토양 탄소격리를 위한 효율적인 계약 설계 방안에 대해 다른 

베이스라인을 적용하여 연구할 예정임.

    - 토양 탄소 손실 방지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은 비용 

효과적이며, 단위 면적당 탄소의 측면에서 매우 생산성이 높으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

    - 토양 탄소격리 관련 규제는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지 파악 후 추가 논의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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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점에 대한 보완 사항

- 순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들을 정책화 시키기 위한 고려사항 중 “영속성” 이슈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temporary CER, carbon rental, carbon leasing을 제안하

고 있는데, 고정된 기간 내에 크레딧을 발행하는 tCER이 정책 설계상 가장 간편한 방

법이나, 정해진 시간 이후 저장된 탄소가 다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경우, 그 동안 생

성된 크레딧에 대해 회수할 방도가 없으므로 이에 주의가 필요함. 차라리 탄소 대여

(carbon rental)의 경우는 고정된 기간 없이 영속적으로 탄소 이출입 계상을 통해 탄

소가 저장되는지 배출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비용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해 보임. 명확한 장단점이 있는 두 

개의 정책방향을 면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토양탄소 저장증진 조치에 따라 실제 토양에서 탄소가 증진되었는지를 측정하

는 MRV의 중요성은 자명함. 하지만 측정에 따른 노동력, 비용등이 장벽이 될 것임. 

이에 다수의 토양시료에서 토양탄소 저장량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최근 초분광 센서를 이용해 토양을 건조 후 광학적 정보만으로 탄소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순 토양탄소 저

장증진 조치의 정책 효과성 검증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5. 검토자 의견

❍ 유럽에서 시작된 4퍼밀 이니셔티브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분석결과는 매우 시의적절하

며 논리적으로 타당함.

❍ 토양탄소 저장증진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일부 과대 평가되고 있음에 동의하며 국내 실

정을 감안한 토양탄소 저장잠재력 평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됨.

❍ 2020년도 보고서에 비해 이탄습지(유기성 토양)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었으

나, 국내에는 논에서 메탄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간단관개가 널리 이루어지는 바, 간단

관개에 따른 탄소수지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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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제안: 

- 본 보고서는 현재 토양탄소 저장과 관련된 과학, 정책, 재정 등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므로 유용함.

- 비록, 국내 여건상 광범위한 토양탄소 저장증진으로 인한 탄소 크레딧 발생은 쉽지 

않으나, 토양탄소 저장증진의 농업 및 환경에의 공편익을 고려할 때 미우 중요한 농

업 정책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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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파리협정에 따라 온도 상승의 목표가 강화(1.5℃)되었으며,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에서 탄소 흡수원의 역할이 중요함

 ○ LULUCF 는 기존에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강조되어왔으나, 농경지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 여러 문헌 등을 토대로  농경지 

토양탄소의 저장(SCS, soil carbon sequestration)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미 몇몇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토양탄소를 저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정책은 아직까지 널리 보급된 상황은 아님. SCS는 다른 온실가스 

4.6. Policy Options for Promoting Soil Carbon Sequestration by Agriculture  

(COM/TAD/CA/ENV/EPOC(2020)8/REV1)86) 

1. 회의 개요 및 검토 의제

❍ 제 51차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개요 및 의제

- 회의명 : 제 51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 개최 일자 및 장소 : 2021.11.8.(월)-9(화)

- 주관기관 : OECD 사무국

- 참석자 : OECD 각 회원국 대표단

- 검토의제 : (의제5.b) Policy options for promoting soil carbon sequestration 

by agriculture

2. 검토 내용

  가. 서론

86) COM/TAD/CA/ENV/EPOC(2020)8/REV1 의제는 경희대학교 유가영 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진 연

구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4.6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진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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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기술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용효과성이 높고 공편익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기후변화 협약의 2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기된 4 per mille initiative 등 국제적으로 

SCS 의 잠재력이 확인되었고, 전지구적 추정은 2 to 5 Gt CO2 yr-1임. 하지만 현재 

여러 제한으로 인해 이와 같은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의제임.

 ○ 토양은 식물의 광합성 산물의 환원(작물잔사, 잎 등)으로 탄소를 저장할 수 있음. 

토양은 대기 중 탄소의 2-3배를 가지고 있음. 

 ○ SCS 활동은 농경지, 초지 그리고 유기질 토양을 포함하여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까지 

범주로 함. 

 ○ AFOLU에서 토양탄소의 축적변화량 부분을 산정하고 있음. 

 ○ 토양탄소의 저장을 위한 농경지와 초지에서 활용할수 있는 기술명을 표 1에서 정리함

  - 주요 기술로는 무경운, 피복작물, 토양침식방지, 바이오차와 유기물 투입 등  11가지 

분류와 20개의 세분류로 기술명을 보여줌.

  ※  저장 기술 목록(11) :토양의 무기 탄화, 토양침식 방지, 화재 관리, 초지 관리, 

작부체계 개선, 유기토양 관리, 양분 관리, 유기물 투입, pH 관리, 경운 관리, 

물관리

○ 초지, 이탄토의 탄소 저장 능력에 대해 언급.

❍ (검토의견) 토양탄소 저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위한 

OECD 회원국의 정책 추진을 위한 검토 보고서 성격임. 특히 soil carbon sequestra-

tion 단어 앞에 net을 붙여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 저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존의 토양

탄소 저장만을 강조하던 타 보고서와의 차별성을 둠.

  나. 토양탄소 저장방법과 잠재 격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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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S의 잠재력은 토지 형태에 다라 다른데 이 때문에 농경지에서는 0.25~6.78 

GtCO2 eq/year 이고 초지에서는 0.13~2.56 GtCO2 eq/year 이며, 

유기토양(peatland)에서는  0.15~0.81 GtCO2 eq/year에 달함.

○ SCS 잠재력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농경지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율이 좀 

낮은 편이고 유기 토양관리에서 좀 높은 편임. 하지만 SCS의 기후변화 완화 효과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저감율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경지 또는 유기토양 등이 

차지하는 면적도 중요함. 그래서 농경지도 유기토양 관리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됨.

○ SCS 잠재력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OECD 국가와 남미가 높은 편임. 유기토양 

관리는 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러시아 등에 국한되어 있음.

○ SCS 잠재력은 현존하는 토양 내 탄소량에 달려있으며 심하게 탄소가 고갈된 토양에서 

특히 잠재력이 높음.

○ SCS가 증가하는 시간규모는 한계가 있고 일단 토양탄소가 평형상태에 다다르면 

멈추게 됨. 그러므로 이미 토양유기탄소 농도가 높은 경우 그 잠재력이 낮은 것이고 

보통은 20-30년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가정함.

○ 가장 많은 토양 탄소를 저장하는 곳으 주로 고위도이며 많은 북반구 OECD 

국가들에서 토양탄소 저장량은 거의 최고치에 달해있음. 북반구 위도 45도 이상, 

남반구 위도 35도 이상이 주로 높은 탄소저장잠재력을 갖는 곳임.

○ 현존 토양탄소량이 적은 지역에서 SCS를 변화시키는 관리 방법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낮은 토양 탄소량이 그 지역의 생산량을 제한하기 때문임. 특히 sub-Saharan 지역 

같은 경우 토양탄소와 작물생산량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함.

○ OECE 나라들처럼 토지이용이 오래동안 이미 정착화된 경우 현재 상태에서 경운, 

양분관리, 피복작물관리, 목초 관리 등을 바꾸는 정도의 SCS 전략만이 가능할 수 

있음.

❍ (검토의견:저장기술)  연구 문헌을 토대로 토양탄소의 저장 기술(measure)을 표로 설명

함. 농경지와 초지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고유영역에서 적용 기술이 

있음. 제시된 저장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 영농 기술중에 탄소 저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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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S 잠재력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OECD 국가와 남미가 높은 편임. 유기토양 관

리는 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러시아 등에 국한되어 있음.

❍ SCS 잠재력은 현존하는 토양 내 탄소량에 달려있으며 심하게 탄소가 고갈된 토양에

서 특히 잠재력이 높음.

을 미치는 기술들을 나열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잠재저장량)  토양탄소 잠재 저장량은 농경지에서 0.25~6.78 GtCO2 

eq/year 이고 초지에서는 0.13~2.56 GtCO2 eq/year라고 함. OECD 연구로 나온 결

과 2030 NDC에 해당되는 잠재저장량은 0.17 Gt Cy-1, 2050 LEDs에 해당되는 잠재

저장량은 0.19로 예상. 농경지 격리 최대값은 FAO에서 최근 발표한 연간 2.05 Gt C와 

비교해볼 때 비슷한 수치임. 

❍ (검토의견:내용오류, 발언검토) 10page 2.2 global potential for soil carbon se-

questration에서 0.4%를 설명함에 있어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요청

❍ 연간온실가스 발생량( 8.9Gt )/ 토양탄소저장량 (2400Gt) = 0.04에서 8.9/2400은 

0.04가 아니라 0.004로써 퍼밀리에 해당함(1/1000). 따라서 위 부분의 수정을 요청

  다. SCS 잠재력의 지역적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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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S가 증가하는 시간규모는 한계가 있고 일단 토양탄소가 평형상태에 다다르면 멈

추게 됨. 그러므로 이미 토양유기탄소 농도가 높은 경우 그 잠재력이 낮은 것이고 보

통은 20-30년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가정함.

❍ 가장 많은 토양 탄소를 저장하는 곳으 주로 고위도이며 많은 북반구 OECD 국가들

에서 토양탄소 저장량은 거의 최고치에 달해있음. 북반구 위도 45도 이상, 남반구 

위도 35도 이상이 주로 높은 탄소저장잠재력을 갖는 곳임.

❍ 현존 토양탄소량이 적은 지역에서 SCS를 변화시키는 관리 방법은 매우 중요한데, 이

는 낮은 토양 탄소량이 그 지역의 생산량을 제한하기 때문임. 특히 sub-Saharan 지

역 같은 경우 토양탄소와 작물생산량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함.

❍ OECE 나라들처럼 토지이용이 오래동안 이미 정착화된 경우 현재 상태에서 경운, 양

분관리, 피복작물관리, 목초 관리 등을 바꾸는 정도의 SCS 전략만이 가능할 수 있음.

❍ SCS의 공편익과 트레이드-오프는 다양하게 산정될 수 있음.

- 손상된 유기토양복원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메탄 

발생이 증가될 수 있음(트레이드-오프)

❍ (검토의견)  추가로 지역적 잠재저장량에 대한 변이를 설명함. 고도, 기후, 토양조건, 토

지이용 조건등에 따라 잠재 저장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적절하게 지적함. 

❍ (발언검토) 2.3 22번의 내용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유기질 토양으로 농경

지 관리를 통해 토양탄소 저장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음. 이는 아래 23문구

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일본의 데이터

를 이용한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대한민국(화강암계열)과 일본(화산회토, 유기질토양)

의 토양 조건은 매우 달라 동아시아가 유기질 토양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어 있으므로 수

정 요청. 

라. SCS의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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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과식물을 심게 되면 비료사용량이 줄므로 아산화질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음(공익)

- 무경운을 하면 토양 침식과 질소 유출이 줄지만(공편익), 제초자 사용으로 인한 인과 

제초제 사용율이 증가하며 수질에 악영향(트레이드-오프)

❍ SCS의 여러 공편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농업 부문에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을 계획하기 어렵게 됨.

❍ 경제적 장벽

-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초기비용

- 기회비용

-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함.

- SCS 도입에 따른 비용은 탄소 가격에 따라 그 잠재력이 영향을 받게됨.

- 탄소가격이 톤 CO2 당 20USD인 경우, 유기토양 복원을 통한 배출 저감량이 연간 

248 Mt CO2 eq/year이지만, 만약 탄소가격이 100USD인 경우, 배출 저감량은 

1,250 Mt CO2 eq/year로 증가하게됨. 일반적으로 농경지에서의 배출저감은 탄소

가격이 낮을 때 중요하고 산림에서의 배출저감은 탄소가격이 높을 때 중요해짐.

❍ 순 이익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족

❍ (검토의견, 발언검토) 토양탄소 저장 기술 중 유기물 투입을 예로 들면, 유기물 투입량이 

증가하면 토양의 탄소량은 증가하겠지만 투입된 탄소량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이산화탄

소의 양도 증가함. 반면 토양에 증가된 유기물은 토양의 질을 좋게하고 작물의 생산량을 

늘리며 이는 농가 수익에도 도움이 됨. 이처럼 탄소 저장기술을 통해 얻는 시너지 효과

와 함께 발생되는 단점을 trade-off로 예로 설명함. 이 부분은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하

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써 몇몇 빠진기술항목이 있음. 올해 FAO에서 발간되어 홈페

이지에 기술별로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FAO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

록할 것을 요청함. 

마. SCS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적 사회경제적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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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S가 갖는 잠재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구조적 장벽

- 토지가격, 농장 크기, 농부의 나이, 경제적 인센티브 유무 등.

❍ 사회적 문화적 장벽

- 농부들은 기존에 하던 방법을 쉽게 버리려하지 않음.

❍ 거래와 MRV

-  거래 비용이 존재하며 MRV(측정, 보고, 확인)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있음.

- 거래비용은 노동력, 정보비용 등을 말함.

❍ 영속성

-  SCS를 시행한 후 이에 따른 토양탄소 저장은 영속적이지 않고 대기중으로 재방출될 

수 있음.

- 농부가 SCS를 중단하고 다시 고전적 방법으로 전환하였을 시에는 쉽게 탄소가 재방

출될 수 있음.

❍ 추가성

- 해당 SCS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토양탄소 저장증가량을 고려하

여 해당  SCS 에 의하 추가적으로 토양탄소 저장이 일어났음을 증명해야 함.

- 베이스라인 설정의 중요성

❍ (검토의견) 농가의 탄소 저장 활동에 대한 필요성 부족에서 나타나는 인식부족, 기존 영

농방법의 고수 등에 대해 잘 분석했으나 농부의 나이가 많으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라는 연구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바. 기술적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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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

- 누출은 일반적으로 국제 탄소 거래에서 국내 완화 정책이 해외의 온실가스 배출을 증

가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농장규모에서의 누출은 한 정책이 해당지역에서 배출을 

저감시켰지만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배출이 증가된 경우도 말함.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SCS 방법이 모두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나쁜 효

과를 최소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농업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탄소

저장이 증대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누출은 주로 전환된 활동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의존함.

❍ 시장기반 제도

- 생산자들에게 배출에 대한 지불을 하도록 하는 탄소세나 배출거래, 또는 SCS를 통해 

배출을 저감한 것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상쇄사업 크레딧 등을 포함함.

❍ 규제

- 특정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 정책 촉진

- 자체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SCS를 채택하도록 돕는 활동들

- 정보제공, 정부 인증제 등

❍ MRV(측정, 보고, 확인)

- 정기적인 직접 측정

❍ (검토의견) 토양탄소 저장을 활성화 시키기위한 정책의 핵심은 농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임. 본 보고서에는 어떻게 탄소 증가에 대해 측정하고, 보고하고, 확인할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위한 금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절히 분석함. 

사. SCS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도구들

아. SCS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옵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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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적 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 토양탄소 모델링

- 이와 같은 방법들은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기술이 제한적임. 

❍ 영속성

- 농장수준에서 탄소의 순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함.

- ex ante discouting method 사전 할인율 방법을 이용하면 측정 없이도 가능함.

- 잠정적 crediting 을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음.

❍ 추가성

- 베이스라인의 선택은 추가성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중요함.

- 프랑스의 The Label Bas Carbone 이라는 체계에 따르면 특정 기준 시나리오와 보

통 기준 시나리오를 사용함.

❍ 뉴질랜드는 농업부문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감축 목표를 부여함.

❍ 그러나 아직 SCS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가 확실한 사례는 거의 없음.

❍ 캐나다의 알버타 주에서는 농부가 무경운을 통해 토양탄소를 증대시킨 경우 탄소 상

쇄 크레딧을 얻을 수 있음.

❍ 스코트랜드에서는 이 지역의 피트랜드의 40%를 복원하는 정책목표가 기후변화 계

획에서 수립됨.

❍ SCS 도입을 위한 정책 옵션(고려해야할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탄소 모

델링을 통한 SCS 정책 지원을 위해 연구가 진행중임. 베이스라인을 BAU로 할지 To의 

값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경우 To값 적용이 유리함.

자. 농업에서  SCS를 지원하는 정책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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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 토양 프로그램을 피복작물, 최소경운, 수변 식생 복원 

등의 활동을 지원함.

3.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자 의견

❍ (검토 의견 요약) 토양 탄소격리를 위한 농업 관행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잘 고려되었고, 

농업 부문 탄소격리정책을 망라하여 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하기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

함. 토양 탄소격리의 주요 요소인 국별 기후 환경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리적 위치마다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찾고, 농업인의 호응을 얻어 체계적인 정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

는 것이 중요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631

4.7. Aligning agricultural,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e cases of 

mitigating climate change and limi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pesticides. Part 1: Assessing the challenges 

(COM/TAD/CA/ENV/EPOC(2021)18)87)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 주요 회원국들은 토지이용 분야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GHG), 생물 다양성 목

표를 채택하여 환경목표 달성을, 또한 농업의 지속성을 통한 COVID-19에서의 경기

회복과 식량안보를 이루고자 함.

- 이러한 환경 및 무역 등 경제에서의 걱정을 본 보고서는 농업의 온실가스 절감정책과 

농약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존 문헌과 증거평가를 통해 이

러한 의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음.

- 하지만, 높은 수준의 환경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환경 및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

게 되는데,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는 비교적 약한 국가로 환경부담을 전가 시킬수 

있으며, 이는 생산비 증가와 연관을 지울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잠재적 생산성 하락

을 일으킬 수 있으며, 무역측면에서도 경쟁력의 불균형을 초래될 여지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자국의 경제 보호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조치가 탄소누출 이슈나 경쟁력 상실에 대한 구제조치가 될 

수 있으나,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으며, 통상 시장에서 제약으로 

작용하여 거시적으로 공감하는 환경목표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 목적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과세는 토지를 이용하는 부문(농업)에서의 환경 목표 수준을 

87) COM/TAD/CA/ENV/EPOC(2021)18 의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부연구위원과 한국작물보호협회 이

종섭 부장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4.7은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종섭 부장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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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자국내 경제 안정과 수출 우려를 해소하고 원활한 무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농업은 토지, 물 등의 환경 이용하고 담수 등 물 보존역할 하는 등 생태역할 하는 것 

또한 사실 이기에 환경보호를 위한 영향 저감과 무역으로는 각 국의 다양한 경제 수준

에 따라 이루지고 있으며 식량 안보라는 국가 존립 등 다양한 목료가 존재하기에 각 

목표간에 상충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함.

❍ 보고서 진행단계

- Scoping 보고서로서 농업 분야에서 높아진 환경 수준을 달성하면서도 무역과 경제

적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음.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 연구에서 제안된 분석 방법은 문헌조사와 통계조사, 전문가 토론을 통한 정책분석임

- 추후 추가적인 펀드가 조성된다면 정책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을 고려.

❍ 분석 자료 

- 정책분석은 OECD의 농업환경 공동위원회의 기존 연구 중 양돈, 양계, 양곡 생산 부

분에서의 농업, 환경, 무역 간 관계를 다룬 연구(OECD, 2003[12]; OECD, 

2004[13]; OECD, 2005[14])와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관한 연구, 무역과 환경 공

동작업반의 기후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OECD, 2021), 농업무역 공동작업반의 비

관세 조치에 관한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함.

- 농약사용에 관한 OECD 지표와 관련 연구(OECD 2019)를 활용하며 농업부문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경 간 탄소 조정에 관한 OECD의 선행연구(OECD 2020)를 

참고로 함.

- 통계자료의 출처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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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의 높아지는 환경 목표

-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많은 국가들이 환경 목표를 높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환경 정책 야망은 농업 분야를 포함한 무

역과 관련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서로 다른 자

국의 목표, 노력 및 환경 지속가능성을 향한 발걸음은 원치 않는 경제적 및 환경적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자들이 국내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환경 조치들을 준수하는 비

용과 잠재적인 생산성 손실은 다른 나라의 생산자들과 경쟁적으로 불리하게 할 수 있으

며, 환경 측면에서는 국내 환경 노력이 강화되면 해외의 오염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채택된 정책의 유형, 국내외 시장 상황, 오염 정도 등이 수출 관련  경제 및 환경적 도

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

❍ 농업무역에서의 도전

- 첫 번째 도전은 경제이다; 규제의 차이가 커지면 규제가 덜한 나라의 농장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하고 규제가 심한 나라로 수출하게 하여 생산자들의 피해를 줌.

- 두 번째 도전은 환경임; 규제 차이가 환경 정책 노력 효과를 제한.

- 국내 생산자들은 더 높은 생산 비용에 직면하여 이러한 비용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

가하고 구매자들은 비슷한 품질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대체.

- 이러한 영향은 환경 비용을 내재화하는 규제와 정책에 영향을 미쳐 자국국내 기업들

은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이동.

- 현지 제작사의 생산원가가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잃는다. 이

행하지 않는 나라의 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이 있고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

고 더 많은 오염을 배출하게 됨.

- 규제 국가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존재하면 오염 유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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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비규제국가의 수출을 강화하는 정책은 유출을 높일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두 가지 사례 연구인 기후 완화 정책과 살충제의 환경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 뚜렷한 예를 제시.

❍ 온실가스 배출 완화

-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AFOLU)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

한 원천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부문의 배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 세계 온실가

스 배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많은 정부가 농업 관련  CO2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음.

- 농업이 기후 변화 해결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지만 정책의 실

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

- 온실가스 가격정책은 온실가스 유출과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 효과는 수행자, 지역 및 관행에 따라 달라지며,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직종별·유

형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고 가축과 유제품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

가스 배출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작물 생산자에 비해 유연성이 낮음.

- 환경 규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토지 사용) 또는 간접적(오염)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누출에 따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구개발

이나 지식 등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 배출량을 제한

할 수 있음.

-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주요 요소는 가축, 낙농, 쌀

❍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 부문의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

를 차지하며 특히,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약 13%, 메탄(CH4) 배출량의 44%, 아

산화질소(N2O) 배출량의 8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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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이 메탄(CH4)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며, 쌀 재배가 그 뒤를 이음.

- 농업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CO2)는 주로 토지에서의 활동(산림 벌채 포함)과 기계

와 같은 농업 활동을 위한 연료 사용에서 비롯됨.

❍ 온실가스 완화 정책

- 파리 협정의 전반적인 NDC 목표는 OECD와 G20 국가 간에 다르며, 대부분의 

UNFCCC 당사자는 농업 분야를 NDC에 포함시키고(Richards et al., 2015[19]), 

서로 다른 측정치(예: 상대적 vs 절대적 감소)와 기준 연도(예: 1990 및 2005)를 사용

- 그러나 대부분 국가는 농업에 특화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감소 목표는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경 및 임업보다 훨씬 낮음

-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는 기존 정책 수단은 네 가지 범주로 분류; 시장기반 금융, 환

경 규제, 연구개발 및 정보 제공, 재정적 지원

- 시장 금융은 에너지 또는 산업 분야에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지만 농업 분야에서

는 제한적으로 유지

- 시장 금융; 오염자 세금 부담으로 배출량 제한(예: 배출권 거래 시스템)

- 뉴질랜드는 개별 축산업자와 비료기업에 온실가스 가격을 도입할 계획

- 동시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잠재적인 환경과 무역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첫째, 온실

가스 가격 책정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자들에게 경쟁력 손실을 초래하고, 

둘째, 만약 소수의 국가만이 온실가스에게 가격을 부과한다면, 비 부과 수출국의 생

산자들은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함.

- 일반적으로 자발적 채택을 기반하고 생산자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무역 관련 문

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음.

- 환경규제는 온실가스 완화에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

- 산림 벌채 제한 규정은 특정 지역을 보호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고 이 지역의 탄

소 흡수원과 생태계를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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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책은 비용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누출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 개발(R&D)과 정보 제공은 보완 역할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임.

❍ 기후 완화 정책과 잠재적 무역 과제

❍ 농약의 환경적 영향을 제한 규제

- 각국 정부는 각기 다른 농약관리 접근법에 따라 특사용을 승인하고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채택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다른 농약 규제는 환경 및 오염 유출과 경쟁

력 상실을 포함한 무역 관련 우려를 제기

- 농약 규제의 무역 및 환경 문제

· 많은 나라들은 특정한 농약의 사용과 환경 영향과 건강 위험을 제한하는 것에 목표로 

하는 정책을 도입

· 이러한 조치들 중 일부는 무역과 관련된 단기적·장기적 우려를 수반할 수 있음.

· 특정 농약 물질을 금지하면 국내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손실

의 심각성은 대체 병해충 관리 관행과 기술에 달려 있음.

· 농약 세금을 높이면 많은 지역에서 농약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과 오염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농약위험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정

책수단이 될 수 있음.

· 엄격한 최대농약잔류허용량(MRL)을 시행하면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고. 비규제 수입국에서는 오염 유출을 유도될 수 있음.

· 쌀에 대한 농약 규제는 쌀에 대한 탄소누출을 낮출 수 있지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

성이 더 높음.

❍ 농약 사용 및 환경 및 건강 위험

- 해충으로 인한 전세계 농작물 손실은 옥수수와 쌀의 경우 30-40%,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밀의 경우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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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은 식량 손실을 억제하고,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제초를 위한 노동력과 

연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 교란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됨.

- 미국의 농민들은 농약 지출에 4~5배의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

- 생산성은 유지하되 다양한 정책과 농법이 개발되어야 함.

❍ 농약사용과 환경 위험

- 살충제 과도한 사용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혼란 초래 할 수 있음.

- 살충제는 토양과 수질 오염일으킬 수 있으며 토양과 수생 생물을 위협

- 농약의 잘못된 관리는 또한 생산자들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

으며, 같은 물질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면 내성이 있는 해충과 잡초가 

생길 수 있고, 살충제의 추가로 사용될 수 있음.

❍ 건강 위험

- 농부 또는 농장 근로자에 의한 직간접 노출은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 있음.

❍ 농약사용의 제한하기 위한 정책

- EU의 Farm-to-Fork 전략은 2030년까지 농약 사용과 위험의 50% 감소를 달성하

는 것을 목표

- 생물다양성협약(CBD) 회원국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생물다양

성, 생태계 기능, 인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오염을 줄일 것"을 요구함.

- 일본의 지속 가능한 식량 계획

❍ 농약 저감 정책

- 허가; 농약 사용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정책 개입

· 농민이 농약을 사용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용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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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승인된 물질의 금지는 단기간에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농약 사용에 대한 서로 다른 사용 승인 규제 조치는 무역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금지 시행 국가는 더 높은 해충 압박을 초래할 수 있고 금지된 살충제로 외국에서 만들

어진 더 많은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농약 사용에 대한 환경적 부담은 수출국에 전

가될 수 있음.

- 농약 살포 보관 규정

· 건강 우려가 커짐에 따라 모든 EU 국가와 호주에서는 공중 살포가 금지됨.

· 농민의 저장 및 관리 규정은 환경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들이 농약 물질의 사용을 막지 않기 때문에 농약 금지

나 질적 규제보다 생산에서 총체적인 효과가 더 제한적일 수 있음.

- 경제적 인센티브

· 농약 세금은 환경적으로 최적의 농약 사용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세수는 농업 부문으로 환급되어 규제 때문에 발생한 농민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

며, 이로서 국민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농업환경보조금은 농민에게 감액에 대한 추가 비용을 보상해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데 사용

- 최대농약잔류허용량(MRL)

· 법적으로 허용되는 작물 내 잔류 농약의 최대 허용량

·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모두 적용

·  WTO 법률에 따라 회원국은 의견을 반영하는 한 모든 수준에서 MRL을 설정하고. 회

원국들은 WHO/FAO 국제표준규격이 제정한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룬 MRLs 사용할 

것을 권장.

· MRL은 378개의 식품에 1,300개 이상 농약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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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규제와 무역

- 서로 다른 농약규제는 생산과 환경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

- 과거에는 살충제 사용, 대체 농약 유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국제적 경쟁, 연구 개발 

노력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사용 제한의 영향을 결정

- 메틸브로마이드(MB)는 캘리포니아의 딸기 농부들과 플로리다의 토마토와 후추 농부

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제1급 오존층 파괴 

물질로 등재되었다. 미국은 2005년까지 MB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

만, 무역 경쟁국인 멕시코는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의 딸기 밭

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미국의 딸기 생산량은 멕시코가 상당 부분 대

체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대체제 없는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부탄에서 100% 유기농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상당한 복지 손실과 식량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제 스리랑카는 유기농

업을 장려하고 2021년 4월 화학비료와 농약 수입을 금지했지만 농업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음.

❍ 양적 규제 및 무역

- 농약사용 규제, 세금, 보조금 등이 농가 수준의 농약 사용량을 규제하는 주요 접근법임.

- 농약세가 농약 위험 완화의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정부

가 경쟁력 우려로 정책 수단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

- 높은 비율의 농약 세금은 특정 유럽 국가에서 관찰된 농약 남용으로 인해 생산 및 소

득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EU의 Farm to Fork 전략과 같은 양적 농약 규제는 생산량의 상당한 감소(예: 곡물 생

산 손실 13–15%, 종자유 손실 12–15%)와 지역 시장의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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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업, 무역 및 환경 정책 조정 (의제 9.a) : 연구 계획

   ㅇ 이 연구는 정부의 농식품 분야 환경목표 증대가 농약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더 엄격한 환경 정책 및 규제 도입을 초래한다는 점에 착안하였음을 설명.

-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국가별 다양한 노력과 추진 속도에 따라 의도

치 않은 탄소누출 가능성 등 환경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며 세부사항을 소개.

- (연구목적) 국제농산물시장의 기능을 작동하게 하고, 농약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방출 감축 등 농업 분야의 국내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접근법을 확인하는 데 

있음.

- (주요 내용) 정책분석88)과 정책 토론89)으로 구성되며, 정책 수단 영향에 대한 계

량 분석, 전문가 사전 워크숍 개최와 같은 자발적 기여를 요청하며, 농업위원회의 

관심에 따라 특별 세션으로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임.

- (연구 일정) 올해 11월 JWPAE에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2022년 4월에 수정

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최대 농약잔류 허용량(MRL) 및 무역

- 수입국에서는 MRL의 낮은 채택이 자주 관찰.

- 이 경우 국내외 모두 농사 관행을 조정해야 하고 생산비용도 높아져 함.

- 이러한 추가 비용은 국내외  생산량 손실로 이어지며, 동시에 환경 피해도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됨.

- 실증연구에서 EU 국가에서 새로운 MRL을 채택하면 아프리카 국가로부터의 무역 흐

름이 크게 감소하지만 EU 국가들이 낮은 codex MRL을 사용할 경우 무역 흐름이 증

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식품 안전 이류로 수입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MRL이 설정.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제50차(2021) 회의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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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부분의 회원국은 온실가스 저감이 환경적인 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는 규범적 

언어와 사례 분석 대상 주제 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

- 농약과 온실가스 관련 연구에는 환경과 무역 정책에 적합한 과학적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상충관계나 생산성에 관한 결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 없이 농약 사용 절감이 더 나은 정책이라는 정책 대안을 미리 규범적인 언어

로 추정하는 것이 우려되며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변경하기를 바람. 또한, 표현

변경이 어려우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농약 연구

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이용 변화나 산림 황폐화로 인한 탄소 흡수원의 손실을 제

안하며, 계량 분석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를 받으면 특정 국가의 관심 

사항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 .

- 본 연구 주제가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전문

가와 OECD 간의 온라인 회의를 통한 논의가 진행되기 바람.

- 농업, 환경, 무역 정책 조정은 생산과 소비의 연계 증진 측면에서 중요. 생산과 소

비가 방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와 이와 관련한 

지역 시장 역할에 대해 궁금함.

- 농약과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나, 생물다양성, 토지이용 변

화 간 상호작용, 수질·공기오염, 항생제 내성 등 다양한 국경적 간 이슈 등을 다루

길 바람.

-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으로 유지 가능한 정책 옵션을 식별하려는 시의적절

한 연구로, 글로벌 농산물시장의 기능 유지 촉진에도 의미가 있다고 봄. 농약 사례

연구 관련, 어떤 작물 또는 관행을 선정할 지 궁금하며, 다양한 국가별 보건 환경

상의 농약 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MRLs,Maximum Residue Limits) 및 식물

위생요건에 따른 농약 사용 등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농약 사용 감축과 온실가스 방출 감축의 사례연구를 지지하나, 온실가스 방출 측

면에서 소(cattle)가 분석 범위에 포함되기를 바람.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지지하



642   ❙

며, 캐나다의 연방 탄소세 혹은 탄소 오염 가격제는 대법원에 의해 제정되었기에 

국가 단위의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을 위한 정책 수단의 예시로 추가

될 수 있을 것임.

- 농업 분야의 자국 내 환경목표만을 언급되어 있으나, 생산과 소비 측면의 정책 옵

션도 고려 가능하며,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분석이 

필요. 건강 관련, 농업 분야 노동자의 건강인지, 소비 측면의 건강인지 불분명하

며, 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함. 또한, 정책분석으로 농

약과 온실가스 감축 사례 분석을 제시했으나, 지속가능성 혹은 환경목표를 고려

했을 때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음. 농약에 대한 규범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회원

국의 의견에 동의.

- 농약 사용 절감이 더 나은 환경적 성과를 나타낸다는 주장에는 과학·이론적 근거

가 없으며, SPS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용할 수 있는 살충제 감소로 인한 저항성 증

가에 대한 우려와 같이 농약 감소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반박할 수 있는 가정을 어떻게 모델링에 적용할 지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또한 세부 질문으로, (15문단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품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세나 쿼터와 같은 수량 조정을 제공하여 공급을 제한하므로 이와 같은 무역 조정(trade 

control) 혹은 무역 저해(trade bloc)가 분석 모델에 포함되는지, (21문단) 정책 대안의 

정치·경제적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용에 대해, 정책 대안이 WTO 

규범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함과, (29문단) 농약 사용 절감 관련 핵심 정책 수단의 

경제·복지적 효과를 수량화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해, 동 모델링이 생산성에 대한 

영향과 토지이용에 대한 글로벌 영향 평가를 포함하는지 질의.

- 농약 이슈 관련 우려 사항이 있는데, SPS 조치는 보건 목적의 조치이기에 MRLs

은 개별 국가의 자주권과 관련된 것임. 유기농업 같은 환경성과 기반 표준과 무역 

간의 관계는 WTO TBT 협정과 관련된 이슈이나, 본 연구에서는 WTO의 TBT 위

원회나 탄소 국경조정과 관련된 표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업에 관한 내용이 없

음. 또한, 탄소누출에 대한 근거의 충분성, 보고 및 증명(확인) 관련 측정 개선 등

이 WTO 규정과 합치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농업위원회 회원국들의 의사에 따

라 동 보고서 관련 토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다음 연도 농업위원회 주제는 농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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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회의 주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는 초기에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생산기술에 따른 상품의 차별화를 허용하는 정책 옵션을 고려해야 하며, 가축, 채

소, 식물생산의 항생제 내성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고 생각됨.

- 국가들은 농약의 수량을 줄이는 야심 찬 목표를 수립하지만, 전염병이나 특정한 

질병이 발생하면 이는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발

생하며 가격 또한 인상될 것이므로, 농약 사용 절감이 항상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님. 또한, 농약 주제의 부가가치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농약 관련 연구는 중단하는 것을 선호함. WTO, FAO, Codex 등의 다

른 국제기구들이 다루는 과학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봄.

- 본 연구 결과는 생산을 유지하는 반면, 환경적 표준을 증대하기 위한 장벽을 제거

하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 동 연구 진전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자 함. 추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식품시스템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연구로, 연구자의 물에 관한 이전 성공적인 연

구와 같이 매우 탐험적인 연구로서 환영함. 농약의 증거기반 사안에 대해서는 

OECD에 관련 연구가 많으므로 범부서간 연구가 적절할 것이며, 또한 농약과 온

실가스, 두 특정 주제에 대한 사실, 이익 및 가치를 모색하고, 시너지와 상충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이 연구

는 농약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등 매우 복잡한 이슈이므로, 2022년에 

직접 대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농업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아주 

좋은 농업환경 그룹의 주제라고 봄.

- 본 연구가 무역, 농업, 환경 간의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야심 찬 환

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조정의 도전과제에 중점을 두길 바람. 두 사례연구 관련, 

영양, 생물다양성, 항생제 등의 주제 또한 다뤄질 수 있을 것임. 25단락의 농약 사

례연구 관련, 동 보고서에서 1개 작물을 고려한다고 했으나 동 주제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너무 적으므로 과수와 채소 작물을 포함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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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사례연구 관련하여 한 가지 작물만을 고려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표성을 

가져야 함. 다른 대표단이 제안한 계량 분석에 대한 자발적 기여 관련 의견에 동의

하며, 이의 경우에는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며 재정 기여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

치면 안 될 것임. 또한, 생물다양성, 항생제 내성 및 동물 복지와 같은 주제를 제시

하고 싶으며, 본 논의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농업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이 좋을 것 같다고 봄. 두 사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 보고서의 주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농약과 MRLs, 무역과 농약 규제에 대한 많은 문헌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다른 대표단이 말하는 것처럼, OECD가 일하는 분야의 과학 문헌과 Codex 및 

WTO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 포럼의 작업을 폭넓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농약 사용 저감이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고 보고서에 서술된 규범적 언어, 두 

가지 사례연구 분석 및 개별 토의 요청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 언급된 규범적 언어 관련, 농약 사용 저감은 농약의 초과 사용을 의미한 것이지 농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생산성은 중요하고, 많은 작물을 재

배하는 데 있어서 농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약 사용 자체를 규제

하는 의미는 아님.

- 본 연구에서 농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사례연구로 선택한 이유는 내부 토의

와, 농업위원회의 PWB 주제(농업 분야의 환경적 도전과제, 온실가스 감축 및 농

약 규제)에서 도출한 것임. 이는 원칙이 아닌 증거에 기반하여 살펴볼 예정임.

- 보고서 주제가 너무 폭넓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보고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조정하겠으며, 온실가스 감축 연구 관련 소(cattle) 분야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의 

전반적 논의에 중점을 둘 예정임.

- 본 연구 관련 개별 토의를 요청하였는데, 특정 국가와의 논의를 통해 OECD 회원

국의 전반적인 의견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개별 토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 의견 교환 방식을 고민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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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규제 연구 대상 작물 관련하여, 작물에 적용되는 농약이나 규제의 종류가 많

고 여러 작물을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문헌조사를 통해 몇 가지의 대상 품목을 확

인할 예정임.

- 4.23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겠으며, 2021년 11월 회의에 초안을 공개할 계획임.

5. 검토자 의견

❍ (총평) 이번 과제에서는 식품안전, 환경보호와 식량확보라는 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과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 국가의 경제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

하는 연구라 할 수 있음.

❍  지난 50차 JWPAE 회의 주요 논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농약과 온실가스 관련 연구에는 환경과 무역 정책에 적합한 과학적 고려사항이 포함

되어야 함. 상충관계나 생산성에 관한 결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 없

이 농약 사용 절감이 더 나은 정책이라는 정책 대안을 미리 규범적인 언어로 추정하는 

것이 우려되며 좀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농약 연구에 대한 대안으

로 토지이용 변화나 산림 황폐화로 인한 탄소 흡수원의 손실을 제안함. 계량 분석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를 받으면 특정 국가의 관심 사항에 초점이 맞춰질 가

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이하에서 그룹간 경제, 농업 발전 수준과 차이가 있고 수행 능

력이 서로 다르며, 각국의 경제이익과 식량 안보가 우선시 되는 현재에 각 그룹 간의 

차별있는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함.

- 규제는 정책에 근간되어 있고, 무역은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데 식량 수입국의 

문제는 경제보다는 정책에 더무게를 두고 있으며, 각 국의 농업환경 즉, 우리나라의 

88) 정책분석: 농업, 무역, 환경적 도전과제를 다룬 문헌과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농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간 

상충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 공간 모색과 경제·환경적 상대적 영향에 대해 비교할 예정       

89) 정책 토론: 농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고, 농업, 무역 및 환경 간의 상충관계를 다루기 위한 정책 대안 접근

법에 대하여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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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협소한 경지 면적, 고령 농업인 등의 농업환경 가지고 있어, 다양한 농업환경에

서의 연구가 추가 진행되었으면 함.

- 농약잔류최대허용량(MRLs)만 논의 되고 있으나, 각 국에서는 수입농산물에 

zero-tolerance, PLS 도입으로 자국내 국민 건강 보호 및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

보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낮은 수준의 MRL 도입 국가 와 높은 수준의 국가간 차이

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 되었으면 함.

- 국가들은 농약의 수량을 줄이는 야심 찬 목표를 수립하지만, 전염병이나 특정한 질병

이 발생하면 이는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발생하며 

가격 또한 인상될 것이므로, 농약 사용 절감이 항상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님. 

또한, 농약 주제의 부가가치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농약 

관련 연구는 중단하는 것을 선호함. WTO, FAO, Codex 등의 다른 국제기구들이 다

루는 과학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봄.

❍ 발언 제안

- 본 과제가 다양한 정책 대안을 분석하여 특히 농약 사용규제와 온실가스저감 관련 정

책의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고, 환경과 농업, 무역의 목표를 함께 달

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도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임으로 충분히 지지할 만하

나, 수입 농산물 규제 정책도 함께 다루었으면 함.

- 이러한 연구가 FAO, Codex의 잔류 농약 정책과 같은 각 농약 관련 기구의 정책과 조

화를 이루고 생산자와 제조업자 등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

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우리나라도 농약과 탄소 배출의 상관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이 농

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동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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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ligning agricultural,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e cases of 

mitigating climate change and limi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pesticides. Part 1: Assessing the challenges 

(COM/TAD/CA/ENV/EPOC(2021)18)90)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의제 논의 배경

- (연구배경)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 그에 따른 농식품 분야 환경목표의 상향이 농

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농약사용 제한 등의 엄격한 환경 정책 및 규제 도입을 초래

-  국가간 비대칭적인 환경 조치의 수준은 오염누출, 산업 경쟁력 약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내 환경조치가 환경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국제적 탄소

중립과 환경 목표 달성을 저해함.

-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농업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목표 달성(농약 사용의 저감

과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국제농산물 무역을 원활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탐색하는 데 있음.

❍ Draft 보고서 초안임.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연구 유형 또는 방법: 문헌조사

❍ 분석 자료(통계자료) 

- 주요국 탄소배출량, 유효 탄소가격: OECD

90) COM/TAD/CA/ENV/EPOC(2021)18 의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부연구위원과 한국작물보호협회 이

종섭 부장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4.8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부연구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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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 UNFCCC

- 주요국별 농약 사용 통계: FAO STAT data

- 작물별 수출입 현황 : FAO STAT

- 잔류농약허용 기준: Codex 및 국별 관계부처

3. 연구 내용

가. Chapter2: 농산물 무역: 오염누출과 경쟁력

❍  국내 환경 정책 도입에 따른 국제 무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 강화된 국내 환경 정책도입은 국내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 환경규제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

가 될 수 있음.

- 국제무역 관점에서 경쟁력의 저하는  ① 수출량 감소 ② 특정 상품의 국내총생산 감소

로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후생의 측면에서 생산량의 변화로 해석

❍  국내 환경정책의 강화와 오염누출의 개념

- 무역과 환경의 연계 이슈가 등장한 1990년대부터 오염 누출은 중요한 개념

- 엄격한 국내 규제가 존재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 오염이 증가한다는 개념.

- 오염누출은 첫째, 해당 기업이 오염규제수준이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둘

째, 국내 생산자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해외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해당 상품 생산에 따른 오염이 증가하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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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Policy, trade and environmental damages 

❍ Figure1. 에서 보듯이 수입국이 엄격한 환경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출국(A)는 추가생

산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a1 만큼의 추가 누출 발생.

- 공급곡선이 얼마나 이동하게 되는가는 환경 정책이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에 의해 결정.

- 수입국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에 따라서 순수출이 변화하는 정도가 결정되며, 결

국 잠재적인 오염누출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수출국과 수입국의 오염 수준은 국경간 오염 누출의 정도와 순 환경 오염 감소에 영향

을 줌.

- 국제시장의 조건은 전체 국제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규제를 시행하는 수입국의 

공급곡선 이동에 따른 영향을 증폭시키는 역할 수행.

나. 온실 가스 감축 정책의 영향

❍ 농업, 임업 그리고 기타 토지 이용 활동(AFOLU)은 주요 온실 가스 배출원 중 하나.

- 파리협정 당사국의 80%가 농업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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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 et al., 2015), 다수 국가가 농업에서의 감축 목표를 제시(Henderson, 

Frezal and Flynn, 2020).

❍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무역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조건.

- 표 2는 환경정책이 경쟁력 손실 또는 온실가스 누출 측면 가져올 영향을 정리.

- 온실가스 가격정책은 온실가스의 누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경쟁력 하락에 일

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은 경쟁력이나 누출에 영향이 상대적

으로 낮음.

- 환경규제 정책은 이행비용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경

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탄소누출도 유사.

- 특히 축산이나 낙농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곡물보다 가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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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이 낮아 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 2007-16년 농업 관련 분야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23% 차지, CO2(13%), 메탄

(44%), 아산화질소(81%) 배출

- 메탄은 축산업에서 주로 발생, 수도작은 최근 메탄가스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임

(Saunois et al. 2020).

- 아산화질소는 질소비료와 가축 배설물에서 발생 농업이 전체 배출의 2/3 차지(Tian 

et al, 2020[22]).

- 이산화탄소는 토지개간 과정에서 주로 발생

-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물별로 다르며, 이는 주로 생산성과 연구기술개발 수

준에 따라 다름.

- 축산업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 밀도가 OECD국가보다 높게 나타남

(Blandford and Hassapoyannes, 2018)

❍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책 수단

- 주요국의 상향된 탄소중립정책에서 농업분야의 비탄소계열의 온실가스는 크게 논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주로 측정의 어려움, 오염원별 MRV(모니터링, 보고,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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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등의 문제와 해당 온실가스 감축이 농가 소득과 식품 가격, 식량안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반영됨(OECD, 2019; OECD, 2021). 

- AFOLU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시장기반 정책, 온실가

스 저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 환경규제, 연구기술개발

- 시장기반 정책은 오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오염물 배출량을 제한하는 탄소세

나, 배출권거래제가 있으며, 에너지 및 산업 섹터에서 활발히 이용되나 AFOLU에서

는 제한적으로 적용됨.

- 배출권 거래제는 생산비 상승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탄소누출발생

- 사용자 지불 측면에서, 감축에 대한 보조나 감축에 대한 보상은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연구됨. 하지만, 경쟁력이나 누출 등 생산 왜곡은 덜함(OECD, 2019). 

-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제도를 통한 환경보호 조치는 다양한 매커니즘이 있지만, 온실

가스 감축의 효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짐(European Court of Auditors, 

2021; DeBoe, 2020). 

- 환경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 수단이며 그 효과성은 정책의 이행강제 가능

성과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효과의 정도에 기인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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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탄소누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Henderson, Frezal and Flynn, 2020). 

- 다만 다양한 정책의 혼합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줄임.

- 연구정보 개발은 다른 저감 정책과 보완관계에 놓여있으며 지식, 정보 이전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음. 경쟁력 저하와 탄소누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임.

 

다. 농약사용 제한 규제

❍ 농약은 생산에 필수요소이지만 과다 사용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

- 주요국들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특정 농약 성분의 사용을 승인하고, 규제

- 국가별로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와 그 기준이 상이하여 오염누출과 농가 경쟁력에 영

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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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 수단은 특정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농약 사용 규제, 통약 세금, MRL(잔류

농약기준 변경)

❍ 농약규제가 무역과 환경에 미치는 효과와 그 조건

- 농약의 특정 성분 사용 금지는 대안적 방제기술의 유무에 따라 농가의 경쟁력을 크게 

감소시키며, 다른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시장 조건 하에서 특정 농약의 사용 금지는 오

염누출을 유발할 수 있음.

- 적정수준의 농약세는 경쟁력 하락이나 오염누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농

약사용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알려짐.

- 엄격한 잔류농약금지 정책은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정책 설계에 

따라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오염 누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는 이미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새로운 정책에 비하여 제한됨.

- 농약의 오염 밀도(pesticide pollution intensity)는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물

당, 혹은 국가당 농약 사용 정도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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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가 많은 양을 넓은 범위에 낮은 농도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는 농약에 의한 오염 

정도가 낮지만, 고농축의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저소득 국가에서는 농약의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위소득 이상

의 국가에서는 농약을 평균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Ghimire and 

Woodward, 2013).

- 쌀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고, 세계 시장에서 교역량이 작기 때문에, 농약 규

제에 따른 가격 변화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

❍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과 보건 이슈

- 농약사용은 생산량 증가효과를 가지고 있음 (Popp, Pető and Nagy, 2012,  

Gianessi, 2009; Gianessi and Reigner, 2005; Gianessi and Reigner, 2006). 

- 농약의 경우 기준치 대비 과다사용이 빈번하며, 과다사용에도 생산성은 그만큼 증가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관리를 통해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약이 환경 오염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알려진 사실임(Popp, 

Pető and Nagy, 2012; Sud, 2020; OECD, 2021).  

- Tang et al.(2021)의 연구는 168개국 92개 농약성분을 분석하였을 때, 전세계 농지

의 64%, 농약성분에 오염되어 있고, 이중 31%는 고위험 상태로 추정함.

- 특정 농약 성분의 과도한 사용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유발

- 농약 살포는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하며, 이를 복구하는데 수십년이 걸림.

- 보건이슈 또한 농약 사용이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임.

- 농약 직간접 노출은 농업인 및 농업관계자의 면역 체계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과

다사용된 농약은 수확 초기 농작물에 잔류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저개발국가에

서 여전히 금지 성분이 사용됨에 따른 인명 피해도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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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사용 규제와 환경적 외부효과

- 표 8은 농약사용에 따른 외부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정리한 것임.

- 농약사용 규제 정책은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EU, 호주는 농약

의 공중살포 금지를 시행, 대다수 국가들은 수변 지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경제적 인센티브가 잘 설계된 경우에 농약세나 농업보조금은 환경적으로 최적인 농

약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OECD 국가들에서 농약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표 9. 참조) 세금에 대한 민감도가 정책효과를 결정하며 대체로 농업경쟁력 저하와 

오염 누출을 야기함.

 

- 농업보조금은 농약 사용의 제한에 따른 비용을 상쇄시켜줄 수 있으며, OECD의 많은 

회원국들이 농업과 환경의 연계를 명목으로 농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EU, 한국,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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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의 농가에게 농약사용을 줄이는  대신  직접지불

을 실시해왔으며, 2002년 국가 전체로 이를 확대하였음.

❍ MRL은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작물에 남은 농약잔량의 최대 허용치임

- 이는 WTO SPS 조치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WHO/FAO의 Codex Alimentarious 

적용을 권고함.

* 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이 설정한 최대허용 기준(CXLs)  

- 국가별로 CXLs를 기준으로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표10 참조).

- 국가간 상이한 MRL 조치와 더 엄격한 잔류농약허용 기준은 국내외 생산자에게 생산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경졍력에 대한 순효과는 국내외 생산방식차이, 

교역조건과과 국가별 잔류량 허용치에 의해 결정

❍ 무역 관련 잠재적 효과

- 질적 규제와 농산물 무역

- 특정 농약에 대한 사용 금지 정책의 효과는 과거 농약사용량, 대체재의 존재, 가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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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 국제 경쟁 관계, R&D 노력에 달려있음

- 특정 농약성분 제한 조치의 영향을 분석한 Lynch, Malcolm, and Zilberman 

(2005)은 미국내 메틸 브로마이드(Methyl Bromide)의 사용제한이 미국 재배면적 

감소와 MB 사용제한이 없는 멕시코의 생산 면적증가 및 생산량 증가로 대체됨을 분

석하였고, Carter et al. (2005) 은 미국 농가 수입이 최대 17% 감소함을 분석

- Garcia-German et al. (2014)는 대체기술의 중요성을 실증하는 연구로, 제초제 사

용을 금지와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농가는 상당한 수입 감소와 퇴출을 경험하게 됨

을 밝힘. Zilberman et al. (1991)은 미국 켈리포니아의 농약사용 금지가 30%의 생

산량 감소로 이어짐을 분석

- 수출국에서 농약사용을 금지할 경우 시장점유율의 감소는 수입국의 수요 특성 즉, 대

체 공급자의 유무와 소비자 선호에 의해 결정

- 해외에 자국에서는 금지된 살충제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해외에서의 금지농약 사용

을 장려하게 됨으로써 오염누출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수입품에 동일한 요건이 적용

되지 않으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 목표와 효과

간 불일치는 적어도 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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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무역 및 환경 정책 조정 (의제 9.a) : 연구 계획

❍ 이 연구는 정부의 농식품 분야 환경목표 증대가 농약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더 엄격한 환경 정책 및 규제 도입을 초래한다는 점에 착안하였음을 설명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국가별 다양한 노력과 추진 속도에 따라 의도치 않은 탄

소누출 가능성 등 환경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며 세부사항을 소개.

- (연구목적) 국제농산물시장의 기능을 작동하게 하고, 농약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 수량 규제와 농산물 무역: 농약 규제에 있어서 세금, 감면보조는 농가수준의 농약 사용

을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하는 방식임.

- 농약세는 비용 효과적으로 농약 관련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

는 문제로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음(UNEP, 2020).

- 농약세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생산량과 수입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주로 추정함(McIntosh, and Epperson, 1994; Lechenet et al., 

2017; Skevas, Stefanou and Oude Lansink, 2014 ). 

- 무역 측면에서 수량 차원의 규제는 더 심한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됨

(Barreiro-Hurle et al. (2021) . 특히 유럽 그린딜에 포함된 2020 공동농업정책은 

농약사용과 비료사용의 제한으로인해  최대 15%의 생산량 감소 예상

❍ 잔류농약기준은 주로 수입국에서 시행하며, 이 경우 국내외 생산자는 생산방식을 변경

하고, 생산비 상승을 감내해야 함.

- 생산비 상승은 국내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환경 피해는 감소, 제3국으

로의 오염 누출 위험은 상존

- MRL은 때때로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Wilson and Otsuki, 2003; Möhring 

et al., 2020).

 

4. 의제 관련 주요 논점

❍ 제50차(2021) 회의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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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감축 등 농업 분야의 국내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접근법을 확인하는 데 

있음.

- (주요 내용) 정책분석91)과 정책 토론92)으로 구성되며, 정책 수단 영향에 대한 계

량 분석, 전문가 사전 워크숍 개최와 같은 자발적 기여를 요청하며, 농업위원회의 

관심에 따라 특별 세션으로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임.

- (연구 일정) 올해 11월 JWPAE에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2022년 4월에 수정

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온실가스 저감이 환경적인 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는 규범적 언어와 사례 분석 대

상 주제 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

- 농약과 온실가스 관련 연구에는 환경과 무역 정책에 적합한 과학적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상충관계나 생산성에 관한 결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 없이 농약 사용 절감이 더 나은 정책이라는 정책 대안을 미리 규범적인 언어

로 추정하는 것이 우려되며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변경하기를 바람. 또한, 표현

변경이 어려우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농약 연구

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이용 변화나 산림 황폐화로 인한 탄소 흡수원의 손실을 제

안하며, 계량 분석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를 받으면 특정 국가의 관심 

사항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본 연구 주제가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전문

가와 사무국 간의 온라인 회의를 통한 논의가 진행되기 바람.

- 농업, 환경, 무역 정책 조정은 생산과 소비의 연계 증진 측면에서 중요. 생산과 소

비가 방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와 이와 관련한 

지역 시장 역할에 대해 궁금함.

- 농약과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나, 생물다양성, 토지이용 변

화 간 상호작용, 수질·공기오염, 항생제 내성 등 다양한 국경적 간 이슈 등을 다루

길 바람.

-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으로 유지 가능한 정책 옵션을 식별하려는 시의적절

한 연구로, 글로벌 농산물시장의 기능 유지 촉진에도 의미가 있다고 봄. 농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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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어떤 작물 또는 관행을 선정할 지 궁금하며, 다양한 국가별 보건 환경

상의 농약 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MRLs,Maximum Residue Limits) 및 식물

위생요건에 따른 농약 사용 등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농약 사용 감축과 온실가스 방출 감축의 사례연구를 지지하나, 온실가스 방출 측

면에서 소(cattle)가 분석 범위에 포함되기를 바람.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지지하

며, 일부 회원국에서 사용되는 연방 탄소세 혹은 탄소 오염 가격제는 대법원에 의

해 제정되었기에 국가 단위의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을 위한 정책 수

단의 예시로 추가될 수 있을 것임.

- 농업 분야의 자국 내 환경목표만을 언급되어 있으나, 생산과 소비 측면의 정책 옵

션도 고려 가능하며,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분석이 

필요. 건강 관련, 농업 분야 노동자의 건강인지, 소비 측면의 건강인지 불분명하

며, 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함. 또한, 정책분석으로 농

약과 온실가스 감축 사례 분석을 제시했으나, 지속가능성 혹은 환경목표를 고려

했을 때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음. 농약에 대한 규범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회원

국의 의견에 동의.

- 농약 사용 절감이 더 나은 환경적 성과를 나타낸다는 주장에는 과학·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SPS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용할 수 있는 살충제 감소로 인한 저항성 증가

에 대한 우려와 같이 농약 감소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반박할 수 있는 가정을 모델링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또한 세부 질문으로, (15문단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품이 수요를 충족시

키고, 관세나 쿼터와 같은 수량 조정을 제공하여 공급을 제한하므로 이와 같은 무

역 조정(trade control) 혹은 무역 저해(trade bloc)가 분석 모델에 포함되는지, 

(21문단) 정책 대안의 정치·경제적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용

에 대해, 정책 대안이 WTO 규범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함과, (29문단) 농약 

사용 절감 관련 핵심 정책 수단의 경제·복지적 효과를 수량화하는 시뮬레이션 모

델에 대해, 동 모델링이 생산성에 대한 영향과 토지이용에 대한 글로벌 영향 평가

를 포함하는지 질의.

- 농약 이슈 관련 우려 사항이 있는데, SPS 조치는 보건 목적의 조치이기에 M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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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별 국가의 자주권과 관련된 것임. 유기농업 같은 환경성과 기반 표준과 무역 

간의 관계는 WTO TBT 협정과 관련된 이슈이나, 본 연구에서는 WTO의 TBT 위

원회나 탄소 국경조정과 관련된 표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업에 관한 내용이 없

음. 또한, 탄소누출에 대한 근거의 충분성, 보고 및 증명(확인) 관련 측정 개선 등

이 WTO 규정과 합치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농업위원회 회원국들의 의사에 따

라 동 보고서 관련 토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다음 연도 농업위원회 주제는 농업장

관회의 주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는 초기에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생산기술에 따른 상품의 차별화를 허용하는 정책 옵션을 고려해야 하며, 가축, 채소, 식

물생산의 항생제 내성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국가들은 농약의 수량을 줄이는 야심 찬 목표를 수립하지만, 전염병이나 특정한 

질병이 발생하면 이는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발

생하며 가격 또한 인상될 것이므로, 농약 사용 절감이 항상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님. 또한, 농약 주제의 부가가치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농약 관련 연구는 중단하는 것을 선호함. WTO, FAO, Codex 등의 다

른 국제기구들이 다루는 과학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봄.

- 본 연구 결과는 생산을 유지하는 반면, 환경적 표준을 증대하기 위한 장벽을 제거

하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 동 연구진전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자 함. 추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식품시스템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연구로, 연구자의 물에 관한 이전 성공적인 연구

와 같이 매우 탐험적인 연구로서 환영함. 농약의 증거기반 사안에 대해서는 

OECD에 관련 연구가 많으므로 범부서간 연구가 적절할 것이며, 또한 농약과 온

실가스, 두 특정 주제에 대한 사실, 이익 및 가치를 모색하고,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이 연구는 

농약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등 매우 복잡한 이슈이므로, 2022년에 직접 

대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농업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아주 좋은 농

업환경 그룹의 주제라고 봄.

- 본 연구가 무역, 농업, 환경 간의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야심 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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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조정의 도전과제에 중점을 두길 바람. 두 사례연구 관련, 

영양, 생물다양성, 항생제 등의 주제 또한 다뤄질 수 있을 것임. 25단락의 농약 사

례연구 관련, 동 보고서에서 1개 작물을 고려한다고 했으나 동 주제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너무 적으므로 과수와 채소 작물을 포함하길 바람.

- 농약 사례연구 관련하여 한 가지 작물만을 고려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표성을 

가져야 함. 다른 대표단이 제안한 계량 분석에 대한 자발적 기여 관련 의견에 동의

하며, 이의 경우에는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며 재정 기여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

치면 안 될 것임. 또한, 생물다양성, 항생제 내성 및 동물 복지와 같은 주제를 제시

하고 싶으며, 본 논의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농업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이 좋을 것 같다고 봄. 두 사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 보고서의 주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농약과 MRLs, 무역과 농약 규제에 대한 많은 문헌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다른 대표단이 말하는 것처럼, OECD가 일하는 분야의 과학 문헌과 Codex 및 

WTO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 포럼의 작업을 폭넓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약 사용 저감이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고 보고서에 서술된 규범적 언어, 두 가

지 사례연구 분석 및 개별 토의 요청 관련 여러 지적 및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 지적된 규범적 언어 관련, 농약 사용 저감은 농약의 초과 사용을 의미한 것이지 농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생산성은 중요하고, 많은 작물을 재

배하는 데 있어서 농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약 사용 자체를 규제

하는 의미는 아님.

- 본 연구에서 농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사례연구로 선택한 이유는 내부 토의

와, 농업위원회의 PWB 주제(농업 분야의 환경적 도전과제, 온실가스 감축 및 농

약 규제)에서 도출한 것임. 이는 원칙이 아닌 증거에 기반하여 살펴볼 예정임.

- 보고서 주제가 너무 폭넓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보고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조정하겠으며, 온실가스 감축 연구 관련 소(cattle) 분야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의 

전반적 논의에 중점을 둘 예정임.

- 본 연구 관련 개별 토의를 요청하였는데, 특정 국가와의 논의를 통해 OECD 회원



664   ❙

국의 전반적인 의견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개별 토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 의견 교환 방식을 고민해 보겠음.

- 농약 규제 연구 대상 작물 관련하여, 작물에 적용되는 농약이나 규제의 종류가 많

고 여러 작물을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문헌조사를 통해 몇 가지의 대상 품목을 확

인할 예정임.

- 4.23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겠으며, 2021년 11월 회의에 초안을 공개할 계획임.

❍ 주요 논점에 대한 보완 사항: 농약사용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과다 사용, 또는 금지 성분 

사용 문제를 적시함으로 균형적 서술이 이뤄짐(para 65, 69 등).

5. 검토자 의견

❍  para 25.에서 서술은 2가지 복합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 1) 교역량의 문제: 첫문단에서 

축산이나 낙농제품 곡류에 비해 교역량이 작다고 서술하였으나 문단 마지막에는 다시 

곡물(쌀)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서술됨. 교역량이 적으면 가격 변동 심함. 2) 탄력

성의 문제: 축산물이 탄력성이 더 높다고 하였는데 탄력성이 높이면 수량변동이 커짐: 

종합하면 따르면 축산물이 교역량이 작고, 탄력성이 높아 환경 정책에 따라 더 많이 영

향을 받아야 하나, 본문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이러한 효과가 축소된다는 식으로 서술됨. 

따라서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무역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명료한 접근이 요구됨.

❍ 발언 제안:

- Table 13에서 한국 NDC 기준연도와 목표치 업데이트 필요(2018, 40% 감축).

91) 정책분석: 농업, 무역, 환경적 도전과제를 다룬 문헌과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농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간 

상충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 공간 모색과 경제·환경적 상대적 영향에 대해 비교할 예정   

92) 정책 토론: 농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고, 농업, 무역 및 환경 간의 상충관계를 다루기 위한 정책 대안 접근

법에 대하여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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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Adoption of the Draft Agenda of the ad hoc Session COM/TAD/CA/ENV/EPOC/A(2021)3 

Item 2. Draft summary record of the 51st Session of the JWPAE COM/TAD/CA/ENV/EPOC/M(2021)1 

Item 3.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Item 3a. Practical design principles for high performing 
agri-environmental schemes: From actions to outcomes. Part 2. 
Multi-country choice experiment with farmers

COM/TAD/CA/ENV/EPOC(2021)13

Item 3b.Practical design principles for high performing 
agri-environmental schemes: Executive summary and policy 
conclusions

COM/TAD/CA/ENV/EPOC(2021)14

Item 3c. Integrated approaches for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productivity assessment and policy analysis 

COM/TAD/CA/ENV/EPOC(2021)15

Item 4.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Item 4.a. Policy Options for Promoting Soil Carbon Sequestration 
by Agriculture

COM/TAD/CA/ENV/EPOC(2020)8/REV1 

Item 5. Other business: List of Actions and Decisions  Oral Report

5. OECD 제51차 Ad hoc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결과

5.1.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5.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농업 환경성과 개선 정책) △高성과 농업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선택실험 결과와 정책 

제언,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평가와 정책 분석을 위한 접근법 연구에 대해 논의

❍ (기후변화와 농업) △토양 탄소격리 증진을 위한 농업정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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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ECD 제51차 Ad hoc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 OECD 제51차 Ad hoc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는 지난 제51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에서 일부 의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함. 따라서 이번 제51차 Ad 

hoc 농업환경공동작업반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은 지난 제51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에 포함되었음. 

- 농업환경공동작업반 Ad hoc 회의에서 논의된 회의 의제들은 앞선 제51차 정례회의

에서 제시 및 검토된 의제들이므로 세부 검토내역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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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명

06.08. - 06.09.

Session 1. How can policies drive improvements in agricultural resilience?

Session 2. Launch of the OCD/FAO report Building Agricultural Resilience to Natural Hazard-induced 
Disasters: Insights from Country Case Studies

(Optional) Breakout sessions

Session 3. Improving the policy toolkit for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Session 4. What are the lessons from COVID-19 for food system resilience?

(Optional) Breakout sessions

농업 글로벌 포럼 논의 대응6

1. OECD 농업 글로벌 포럼 결과

1.1. 포럼 개요

❍ 포럼 세션

1.2. 주요 핵심 논의 결과

❍ OECD 농업 글로벌 포럼의 주제는 더욱 복원력 있는 농업, 농식품 분야를 위한 정책임. 복

원력은 세계 어디에서나 농식품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이며, 코로나19의 여파로 복원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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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분야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생산이 감소하고, 농업 자산, 농장에 피해를 발생시키며, 농가의 생

계가 위협받고 있음.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는 건강 및 경제 모두에 충격을 가져왔

음. 코로나19는 농식품 분야에 압력을 가중하고, 식품 수요에 변화를 발생시키며, 공

급망을 교란하였음. 그러한 와중에도 대다수 상품의 생산은 위기를 극복하였고, 식품 

공급망의 기능도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고, 농식품 분야의 복원

력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공개된 ‘Building agricultural resilience to 

natural hazard-induced disasters’ 보고서는 수동적인 위험 대응 접근법에서 복원

력에 집중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포럼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정책 개발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복원력 구축에 관해 정책

개발자들과의 토론을 실시하였음. 진행된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션 1: 농업 복원력 개선을 위한 정책) OECD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복원력 

강화’ 보고서를 바탕으로 1) 장기적인 시각, 2) 장단기 조치의 균형, 3) 참여와 협력, 4) 

정부의 역할 5) 인프라 및 공공재에의 투자를 강조함.

- 패널들은 영국의 공공재 및 환경재 투자 계획, 유럽의 복원력 있는 기후 시스템을 위

한 Sure-Farm 프로젝트, 뉴질랜드의 자원 관리법 등을 각각 소개함.

❍ (세션 2: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의 복원력 구축) OECD는“자연재해에 대한 농업의 복원

력 구축”보고서 발간을 안내하고, 보고서에 사례로 포함된 미국, 이탈리아 등 7개국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농업 관행을 소개함.

- 패널들은 각 사례에 해당되는 7개국의 대표로서, 보고서에 포함된 USDA의 기후 허

브, 이탈리아의 CBN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행 및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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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3: 농업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OECD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업 위험 관리에 대한 정부 지출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함.

- 패널들은 캐나다와 EU의 CAP, 특히 농업 보험, 조세와 저축 정책, 소득 안정화 계획

을 소개하였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됨을 강조함.

❍ (세션 4 :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 푸드시스템에 남긴 교훈) 코로나19 대유행 및 그 이

전의 몇몇 식량 위기를 통하여 얻은 네 가지 교훈을 공유함. 

- 1) 식량 시스템의 거시적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통계 기반 구축의 중요성이 두드

러짐. 데이터 및 통계의 주간별, 세계 지역별로 업데이트가 필요함.

- 2) 유연한 재정적 대응 매커니즘(flexible financial response mechanism)이 이

전의 위기 상황보다 빨라졌으며, 향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 조달 시스템 구축(긴

급 지원, 고문 및 분석을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함.  

- 3) 위기 상황 시 정보 전파를 위한 파트너십 및 코디네이팅(Partnership and 

Coordination of Actions on information)이 더욱 필요함을 깨닫게 됨. 향후 국경을 

초월하는 기관별 공공민간 등의 파트너십 협력 참여(Inter-Agency Crossboarder 

Public & Private Partnetship Participation)가 더욱 요구됨.  

- 4) 위기 상황 시 복원력 회복을 위한 단기 대응, 생명 및 생활권 보호 등 보호 안전망

이 중장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패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혁신(innovation)과 기회(opportunity)를 창출하

는 등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 개혁(Institutional 

Reform)을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를 통한 제도

적 혁신과 관련하여서는, 다자 접근을 통하여 리더십을 모으고 그 리더십을 중심

(OECD, WTO 등)으로 제도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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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이슈 심층분석7

1. 농업분야 디지털 기술 확산과 정책과제93)

1.1. 디지털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세계적 흐름

1.1.1. 주요국 정책 동향

가.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스마트농업 투자 확대 추구

❍ Common Agricultural Policy

- 유럽집행위원회(EC)는 공통농업정책(안)(2021~2027)*을 공개하고 ‘경쟁력 강화(연

구 및 혁신 프로그램, 신기술 등)’를 포함하여 9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함.

❍ 유럽위원회는 공통농업정책(CAP)이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9대 주

요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될 것을 제안하였으며, 동 목표는 EU 국가들이 CAP 전략계획

(CAP strategic plan)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임.

  

93)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이종원 교수의 위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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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농업혁신연구 분야 중 하나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

formation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이며,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화되고 데

이터로 역량이 강화된 유럽 농업 및 농촌 지역의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 및 혁신 활동을 

활발히 진행됨.

- (농업 디지털 혁신 중요성)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업 지원, 데이

터 중심의 통찰력으로 의사결정과 관행 개선, 소비자에게 식품 생산방법에 대한 투명

성 제고 등으로 유럽 시민과 기업의 이익에 매우 중요함.

- (전략적 지원) EU는 전략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연구 및 혁신 투자 증가, 디지털

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평가 등에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함.

- (자금 조달 기회) Horizon2020, LIFE 프로그램, 농촌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 등

(Horizon2020) 농업 및 농촌지역의 디지털 혁신 관련 연구.

<그림 1> EU 공통농업정책(CAP)의 적용 범위

자료: EU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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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innovation Hubs, Digital platforms, Multi-actor projects, Thermatic 

networks 등.

- (LIFE 프로그램)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일부(환경 및 기후행동 관련) 디지털 혁신 관련 

연구.

- (농촌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 농업을 위한 유럽혁신파트너십(EIP-AGRI*)를 포

함한 다양한 기금의 지원.

  * 농업과 ICT융합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 EU 차원의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

- (협업 및 작업) 농업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EU 국가들과의 공동 프로그래밍 및 파트

너십 확보 하기 위해 유럽연구영역네트워크(ERA-NETs)* 이니셔티브 추진, EIP-AGRI 

Network 운영.

  * Horizon 2020의 ERA-NET은 네트워킹 구조의 준비, 네트워킹 구조 구축, 설계 및 

구현 및 공동 활동의 조정에 대한 공공-공공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자금 

조달 도구

- 호라이즌2020에 따라 농업 연구에 대해 ICT-Agri-food 등 ERA-NETs cofund를 

추진.

- EIP-AGRI Network의 경우 워크샵과 세미나를 통해 농업 디지털 혁신 관련 아이디

어를 공유하고 연구와 적용 간의 시너지 효과를 탐구.

  

나. 미국

❍ (미국의 정밀농업 발전 경과) 미국에서는 스마트농업을 정밀농업의 디지털화 형태로 이

해하고 있으며, ‘데이터+분석’ 기반의 ‘농업 4.0 시대’가 2010년 초에 시작되면서 센서, 

클라우드 기반 ICT 시스템,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으로 농업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짐.

- 작물의 생육상태를 측정하는 센싱 기술이 발전되어 농산물 생산 이력에 이용.

- 드론, 로봇, 무인/자율주행 트랙터 등 농업용 로봇이 상용화되었고 또 AI 기반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 및 생산량 제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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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 동안 자동화 농기계, 위성 및 항공 이미지, VRT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

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현재 정밀농업은 옥수수와 대두, 밀 등의 작물을 중

심으로 현장 적용이 보편화되어 있음.

❍ 미국 전체 농업인의 60%는 1가지 이상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농업용 트랙터의 80%는 데이터 송수신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 미국은 스마트농업 관련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통계의 생산 및 관리를 

강화함.

- 스마트농업을 위한 정부 통계의 생산 및 관리 강화, 데이터 거래 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 해 오픈데이터 정책(Open Data Policy-Managing Information as an 

Asset), 데이터법 (「Data Act-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 알고리즘과 인권 보 호(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 

Opportunity, and Civil Right) 등 마련.

- 국립기상서비스(National Weather Service, NWS)와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가 공동으로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여 2014년부터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각종 농업 관련 서비스 개발 및 보급하고 있음.

- ‘The Climate Cooperation’은 250만 개의 기상 데이터와 과거 60년간의 수확량 

및 1,500 억 곳의 토양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작물별, 수확 피해 발생 확률을 계

산하여 농가별 맞춤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

❍ 미국 농무부(USDA) 중심으로 대규모 및 소규모 농지 대상 스마트팜 연구개발 추진.

- 미국은 농무부를 중심으로 농업 IT 융합 R&D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이고 위험

도가 높은 고비용의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미국은 융복합 병해충 및 질병진단 기술, 로봇활용 분야, 농산물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및 품질 관리 기술 분야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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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나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나노 농약(농약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

고 작물 생산비용을 절감), 나노 제초제, 나노 비료, 나노센서 및 감병기(토양분석, 축

산 번식 관리, 스 마트 유통 시스템 등에 활용) 등 분야에 R&D 집중.

- USDA는 USDA 목표(Goal 1.1, 2.3, 3.1, 4.4), USDA/REE 실행계획(action 

plan) 목표 달성 을 위해 로봇 연구를 장려하며, NIFA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생산/가공/분배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봇 R&D를 지원.

❍ 농무부(USDA) NIFA는 NFS가 추진하는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2.0: 

Ubiquitous Collaborative Robots (NRI-2.0)”*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하여 농업분야

의 차세대 로봇 개발을 도모.

- 미국은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이 특징으로, ‘로봇공학 이니셔티브 농업 연구·개발

(R&D) 프로그램’ 등 스마트팜도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로

봇 개발에 집중.

❍ USDA/NIFA는 확장 가능한 로봇 기술, 구성 가능한 Multi-agent team 분야 집중 지

원하였으며, NIFA는 정보 및 정밀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의 관리 능력을 향상을 강조.

- 과제 당 25만 달러~150만 달러 예산 수준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형 트랙터와 

농작업기, 작물 및 해충 관리를 위해 나뭇잎·토양 샘플 등을 자동 수집하는 로봇, 상이

한 지형과 토양조건에서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농업로봇 플

랫폼 개발, ‘로봇-인간’ 및 ‘로봇-환경’ 인터페이스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일례로, 부지별 작물 관리 (SSM)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밭의 여러 부분을 개별적

으로 관리: 현재 SSM 관행은 현장 데이터 수집 (예 : 토양 변수 또는 해충 발생) 또는 

원격으로 감지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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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SDA/NIFA의 농업용 로봇 관련 R&D 집중 지원 분야

구분 주요내용

확장 
가능한 
로봇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거나 물, 비료, 화학물질의 투입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파
종, 정찰, 살포, 재배, 관개, 수확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통제된 환경 시설 및 종묘장에서 식물과 꽃의 검사, 모니터링, 배양, 분류, 취급, 또는 동물
들을 관리 및 연구하기 위한 로봇 공학 개선

수확 후, 가공 또는 제품 유통단계에서 동물 또는 식물 제품의 검사, 분류, 가공 또는 취급
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식물 또는 동물 제품의 결함, 성숙도, 물리적 손상, 미생물 오염, 크기, 모양 및 기타 품질 
속 성을 감지하거나 공기 또는 수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중 모드 및 신속 감지 시스템

구성 
가능한 

Multi-age
nt team

인간, 로봇, 기타 장치/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공간적으로 분산된 자율로봇 또는 반자율 
로봇 을 위한 작업계획, 실행 및 제어시스템

에이전트 간 조정(자연어 포함) 및 감독되지 않은 협업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 표준

자료: USDA(2017).

❍ 미국은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이 특징이나 대규모 농지 이외에도 미국 전체 농장의 

85%에 해 당하는 소규모 농장*도 정밀농업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농부와 트

랙터 안내시스템에 중점을 둠.

- (과수원, 특산작물, 줄 작물 등 다양) 소규모 농장 내 트랙터 가이드* 적용: 트랙터 작

동에 대한 공간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

이며, 소규모 농장의 연료, 노동, 수리 및 유지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 가능(효율성 

20% 향상).

- 트랙터 가이드(자동 조향)는 GPS를 사용하는 정밀 농업 기술이며, 파종, 제초제 살포 

또는 비료 적용 시 1cm 이내 정확성을 제고하고, 농업 활동 중 중복 작업과 일정하지 

않은 간격 등을 줄일 수 있음.

- 가변율 기술 적용: 밭 전체에 가변 비율의 비료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

- 수확량 모니터링 시스템: 수확하는 동안 콤바인에서 수확량 데이터를 기록하고, 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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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확된 부분의 곡물 수확량을 표시하는 공간지도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공.

❍ 노지농업 분야 스마트팜은 미국 샐러드 채소의 80%를 생산하는 살리나스(Salinas) 밸

리 사례가 있으며, 실리콘밸리의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생육 환경이 센서를 통해 

자동 모니터링하고 무인 농업로봇(드론)을 개발하여 농사에 활용.

❍ 미국 농무부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시범 운영.

- 미국 농무부(USDA) 산하기관인 ARS(Agricultural Research Service)는 사물인터

넷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는 데이터 혁신 프로젝트로서 스마트팜 시범 운영 프로젝트

에 착수(’19~).

- USDA는 최근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과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필요

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관심을 표명.

- ARS는 Microsoft 및 Esri와 같은 기업 파트너와 함께 사물 인터넷 및 기타 기술을 사

용하여 농부와 연구원에게 농장 조건에 대한 거의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공공- 민간 파일럿 프로그램인 "Farmbeats" 시작.

- 메릴랜드 주 Beltsville Area Research Center의 7,000 에이커 규모의 농장에서 

Farmbeats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하기 위해서 센서, 드론, 인공위성, 트랙터, IoT 지

원 장 비를 배포하고, 수집한 데이터는 Farmbeats 클라우드로 전송되며 AI 알고리

즘은 농부와 연구원에게 데이터 시각화를 제공.

❍ "Farmbeats"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전국 200개 이상의 농장에 적용하고, 

ARS가 전국에 있는 90개 이상의 연구 위치로 확산 할 것으로 예상.

- Farmbeats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토양, 농업 관리 체제에 대한 데이터로 미국 전역

에 데이터 세트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농부들에게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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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A Sustainable Agriculture Systems Lab은 이 프로젝트가 정보의 중앙 저장소 

역할을 하며 모든 연구 데이터가 예상되는 곳에 보관되도록 지원.

<그림 2> USDA 스마트팜 시범사업 'Farmbeats' 개념도

  

다. 일본

❍ "농림수산 연구혁신전략 2020"의 주요 과제로 스마트농업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보

급을 지원.

- 농림수산성은 농업, 임업, 수산 분야의 혁신을 창출하고 농림축산식품기본계획(’20)*

을 바탕으로 Society5.0을 실현하기 위해 ‘농림수산 연구혁신전략 2020(農林⽔産研

究イノベーション戦略 ２０２０)’을 발표(’20).

- 새로 제정된 농림축산식품기본계획(‘20)에서는 연구개발의 중점사항과 목표를 정하

는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 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농림수산 연구혁신전략 2020’은 농림수산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창출하고

자 하는 도전적인 전략이며,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정부 전체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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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전략에서 스마트농업, 환경, 바이오 등 3대 우선 분야를 제시하고 동 분야의 연구

개발 방향성을 제시.

- ‘농림수산 연구혁신전략 2020’의 스마트농업(어그테크*) 분야 연구개발 방향성은 노

동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한 스마트 농업 실증, 스마트 통업 신서비스창출 플랫폼, 신

서비스의 사업모델 확립, 농기구의 완전 자동화 및 무인화 시스템, AI를 활용한 데이

터 구동형 농업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의 기술발전 및 민간 농

가 보급을 지원.

❍ 일본에서는 인공지능(AI), IoT, 드론, 로봇 등의 IT기술로 농업을 지원하는 스마트농

업·어그테크(Agriculture Technology)가 다방면으로 진화하고 있음.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대책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스마트 농업 실증’

을 긴급 실시.

- 인력 부족이 심화될 품목과 지역을 대상으로 로봇, AI, IoT 등의 활용에 의한 농업 자

동화 등의 스마트 농업기술을 현장에 도입 및 실증하고 간소화 등의 효과를 창출 (경

영시스템, 시비(자동 주행 트랙터 무인화), 재배관리(드론 활용 생육·병해충 모니터

링), 수확(채소 자동 수확기)).

  

❍ 로봇 농기계 및 환경 제어 시스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데이터를 검색·축적되고, AI

를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농업 실현(WAGRI 운영 및 확대).

- (최적 환경 제어) AI에 의한 분석 기반 최적 환경 제어 (e.g. 고급 환경제어장치, 생육

진단 로봇 등).

-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WAGRI)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생산에서 유통, 가

공, 소 비, 심지어 수출까지를 데이터로 연결 스마트 푸드 체인을 구축.

- 민간 사업자가 WAGRI을 활용해 수출을 포함한 효율적인 생산·유통과 국내외 소비

자 요구에 섬세하 게 대응하여 농산물·식품의 제공을 실현, 농작물의 폐기 또는 식품 

손실을 크게 감소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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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2020’의 AI 활용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개념도

자료: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2020)

❍ 일본 정부 주도로 민관합동 및 연구기관 제휴를 통해 스마트농업 개발 및 실용화 적극 

추진.

-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관합동 및 연구기관의 제휴로 스마트 농업의 개발 및 실용

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래 비즈니스 기회로 여기고, 다양한 

타 업종의 기업 진출이 증가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PC와 스마트폰으로 재배시설을 연계해 장비 조작 및 데이터 수집, 관리

가 가능한 농업용 클라우드가 식물 공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

- GPS 기능을 탑재한 농기계, 무인주행이 가능한 농기계의 실용화가 진행 중.

- 포장(圃場) 정보의 수집과 파종, 농약과 비료 살포 등에 사용할 농업용 드론, 센서로 

수확 적기의 농작물을 선별 수확하는 수확용 로봇의 보급도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에 입각하여 ’18년부터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개발

업체와 공동으 로 현장에 적용하는 “스마트농업 실증 사업(「スマート農業実証プロ

ジェクト」, 2019~2021년, 470억원)”을 농정의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설정하여 전국

적으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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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이 산업계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되어 관련기업이 경쟁적으로 스마트농

업기술 및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

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지농업(벼, 노지채소) 중심의 스마트 농업 정책 추진.

- 수도작은 대형, 중산간, 수출형 등 3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밭농사, 과수·차, 

시설· 원예, 축산, 노지 채소·화훼 등 진행.

-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에 참여한 결과 ’19년 9월 기준 자율주행 

트랙터 와 이앙기 등 수도작 및 전작용 기술이 166건, 드론에 의한 생육진단과 가변

시비 및 방제 등 노지 채소용 기술이 101건, 과수용이 81건의 개발되어 시판 단계에 

도달.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로봇 기술 및 ICT를 활용한 고품질 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개발의 결과물을 사회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술실증의 일환으로 스마트농업 실증

사업 추진.

- (개요) 로봇, AI, IoT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실증하고, 농기계의 자동

화나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에 의해 스마트농업의 사회 구현을 가속화.

- (목적) 스마트 농업기술을 실제 생산 현장에 도입하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관된 체

계로 실증함으로서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 효과를 명확화.

- (사업내용) 논, 밭, 조지채소, 하훼, 시설원예, 과수, 차, 축산 작물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실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실증에는 농업인 외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농협, 민간기업(농기계 제조업체 등), 대학, 

지방공공단체, 연구개발법인, 토지개량구 등)가 참여하며, 상호 연계하여 현장에서 

첨단기술의 경영효과 분석.

❍ “스마트농업 실증 사업”은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148개(’20년 7월 

기준) 생산단체가 파종 단계부터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정부·농업

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NARO, 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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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의 스마트농업 실증사업 과정(논작물)

자료: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2020)

❍ 농림수산부는 스마트농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진흥종합패키지’ 정책 신규 

추진(’20).

- 일본 농림수산부는 스마트농업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스마트농업진흥종

합패키지’를 공 식화 하였으며, 정책 목표를 ‘’25년까지 거의 모든 농민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농업을 구현할 것’으로 설정하고 5년 이상 집중 추진 예정.

- ‘스마트농업진흥종합패키지’는 전국적으로 개발된 시범사업의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토대로 스마트시범의 꾸준한 구현 및 결과의 보급, 농지 인프라 활용 및 데

이터 등 추진 예정.

❍ 농업 ICT 활용 극대화를 위해 데이터 공통화 추진 - 농업 데이터 협업 플랫폼 ‘WAGRI’ 

구축.

- 현재는 데이터 및 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며, 광범위한 다양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해있고, 데이터 형식 역시 다르기 때문에 농업 ICT 활용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존재.

- 일본 내각부는 ICT벤더 및 농기계 제조업체 등 상호가 보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시스

템 간의 데이터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데이터연계기반협의회(WAGRI협

의회)’를 창립하고, 농업 데이터 협업 플랫폼인 WAGRI를 구축.

❍ WAGRI는 농업인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며,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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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GRI는 농지, 비료, 농약, 농지, 기상, 토양, 품종 등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인 

동시에 NARO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토양지도, 작물생육모델 등을 제공하는 통합 플

랫폼에 해당.

- WAGRI 시스템은 상용화를 고려해 개발됐고 데이터 사용료를 민간 기업에 부과함으

로써 시스템에 대한 효용성과 책임성을 강화.

- 일본 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본격적 가동과 함께 농업과 관련한 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추진하여 데이터의 제휴·공유·제공의 범위를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밸

류 체인 전체로 확대.

❍ 농업용 드론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민간협의회 설립 및 운영.

- 농림수산부는 농업용 드론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민간협의회는 농업 드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19)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강

화하고자 함.

- (농업 드론 비행)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작업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관

점에서 드론 (레벨 3*) 비행의 사용이 중요하므로 농림수산부는 이 위원회의 틀을 활

용하여 농업 분야에서 "시각 지원(레벨 3) 비행을 추진 중.

- (드론용 살충제) 2019년 7월 드론으로 공중 분사에 대한 기술 지침이 폐지되었으며, 

소비안전국이 '무인 멀티 로터에 의한 농약 의 공중 분사 안전 지침'을 발표.

❍ 일본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 기술(원격 탐사, 기상재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농기계 자동화 등) 개발에 집중.

- 농림수산성 등 국가기관에서는 저비용 생산 기술을 확립하거나 ICT를 활용한 효율

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증사업을 지원.

- Smartagri 시스템*, 영농정보 관리 시스템(Farm Management System, FARMS)** 

등이 대표 사례이며 그 외 영상·센서 기술 기반의 무인감시시스템, 착유 로봇 시스템 

등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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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환경, 생체 등) 수집, 분석 및 디지털화를 통해 식물 생

육을 최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 농작업 이력 추적 및 DB화를 통해 GIS의 지도정보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으로, 작업 진척상황 파악을 통한 작업 계획 수립 등 대규모 영농의 효율

적 수행을 지원

❍ 최근 일본 스마트팜은 농업 클라우드 솔루션 및 사업이 대표적 특징.

- 농업 기술과 농업 경영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이 적은 신규 농가에 농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초기 도입 비용을 절감 가능.

- 농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영농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처방(컨설팅) 분야 등 전문

화 과정이 필요.

❍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 클라우드 솔루션은 ‘아키사이’와 ‘KSAS'가 있음.

- ‘아키사이’는 후지쓰社가 개발 보급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생산 관리뿐만 아니라 경

영 관리 및 판매 관리까지 가능하고, 아키사이 솔루션의 검증 테스트를 위해 노지 및 

시설 재배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솔루션의 대상은 농업인뿐만 아니

라 식품 가공 회사, 도·소매·외식 산업 등 스마트 농업 전방에 걸쳐 있음.

- 세계적 농기계회사인 구보다社는 ‘KSAS’라는 벼농사 중심의 영농 클라우드 솔루션

을 제공 하며, 자사 농기계인 콤바인 등에 수량, 수분, 단백질 함량 등을 측정할 수 있

는 센서를 탑재하여 자사 농기계에 대한 정보 분석은 물론, 수확한 벼에 대한 정보(수

확량, 단백질 함량, 수분 함량 등)를 수집·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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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 스마트 농업 추진 현황

2.1.1. 정부(문재인 정부)와 디지털 농업

❍ 제46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2016.01.)의 핵심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으

며,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됨.

- 국내에서도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면서 4차 산업혁명과 AI가 우리 사회

에 화두가 되었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디지털 혁명에 대한 기대감 고조.

❍ 농업노동력 부족, 수급 불안, 가축 질병, 식품 안전성 등의 농업 분야 문제해결에 4차 산

업혁명 기술에 대한 기대 충만.

❍ H/W(자율주행농기계, 로봇, 드론)와 S/W(환경제어, 병해충예찰, 농식품거래 플랫폼, 

화상정보) 개발 및 보급이 필요성 대두.

❍ 이러한 시기에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스마트농업을 정

책의 우선순위 선정.

- 주요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

단 농업인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업으로 발전기반 조성 추진.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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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한국 스마트 농업 정책의 수립과 집행

❍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팜을 선정.94)

-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 그간 성과 >

▪ 스마트팜(시설원예) 누적 보급규모(ha): (’17)4,010 → (’18)4,900 (+22.2%↑)

▪ 스마트팜(축사) 누적 보급규모(호): (’17)801 → (’18)1,425 (+77.9%↑)

 ➊ 스마트팜 혁신밸리(’22년 완공 목표) 1차 선정지(전북 김제･경북 상주)는 상반기 중 착

공하고, 2차 2개소 추가 선정(3월)

 ➋ 기반기술 확보 및 핵심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연구개발(’21~‘27년, 

농식품부‧과기부‧농진청) 예타 추진(2월 신청)

 ➌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18: 1,425호→’19: 2,225),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착수(3

개소 선정, 6월) 등 축산 분야 스마트화 확산

 ➍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과정 신설 및 보육생 선발(100명, 7월)

자료: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2019년)

❍ 농식품부는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제5차 경

제관계장관회의, ’18. 4.16.).

- 스마트팜 확산·고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1)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2) 산업 인

프라 구축, 3)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제시.

- (스마트농업) 일손부족, 재해확산 등에 대응, 생산-유통-재해대응 전반의 AI기반 스

마트팜 고도화, 농업용 로봇의 보급으로 경쟁력 제고 등 정책목표 수립.95)

❍ (생산-농업) 원격제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을 정밀재배·자동제어 기반 2세대 스마트

팜으로 고도화·확산,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94) 관계부처 합동(2019.2.).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추진계획

95)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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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축산 전업농의 약 25% 보급(’16, 769호 → ‘22, 5,750호).

- 생육정보 분석·수확량 예측 등 온실관리 S/W 개발(’16, 1개 → ’22, 8개 품목) 및 수

직농장(6개소, ~’18) 등 고부가·기능성 소재, 노지작물 등 스마트팜 확산(～’22).

- 농업기술원 등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로 전환해 기술실증·교육을 지원하고(～’21, 

80개소), 생산·유통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17.下 부여, ’18년 2개소 

추가).

- 스마트 농기계 개발 촉진 및 농가의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파종·수확 등 노동력 부족

분야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17～), 구입지원 융자 우대(’18～), 농기계 검정기준 신

설 절차의 신속화(’18) 등 추진.

❍ (유통)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품질·안전 등 유통 전반의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활용하는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그림 5>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농업을 도식화한 모식도

<4차산업혁명 기술 체계> <4차산업혁명 기술과 스마트농업과의 연계>

자료: 김연중 외(2017)

❍ (재해대응) 이상기상 및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재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 전적 재해 대응을 위해 병충해 등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지도(’18～’20)와 농장 단

위의 조기경보시스템*(～’21). 

  * (’14～’17) 10개 시·군(구례·남원·순천 등) → (’18～’19) 권역별 확대 → (’19～) 전

국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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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드론 등 활용, 철새 정밀예찰(’17～’18) 및 소독약 살포 기술 

개발(’18~’19), 빅데이터 기반 구제역·AI 확산 예측 및 대응모델 개발(’18～’21).

2.1.3. 스마트팜 혁신밸리

❍ 2021년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4개소 선정.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47.4㏊에 총 사업비 876억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과 

청년 농업 창업 인프라 구축, 임대형 스마트팜 및 실증단지 조성 등 추진, 2022년 준

공 목표.

- (경북)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50.5ha에 총사업비 1,600억원을 들여 생산, 교육, 연구

기능을 갖춘 첨단농업 시설을 구축.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등, 2021년 완공 예정.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21.3ha, 창업보육 실습농장 

2.3ha, 임대형 스마트 팜 4.5ha, 스마트 팜 실증온실 1.6ha, 혁신밸리 지원센터 

0.4ha로 조성, 사업비 910억원 .

-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간척지 지역, 핵심사업 13.5ha, 연계 사업 19.85ha 등 

총 33.35ha 규모. 국비 589억원, 도비 190억원 등 총 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

- 각 사업대상지별로 청년창업 교육생 50여 명/년을 선발하여 교육 및 실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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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농식품부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 (2018년) 5개 지역에서 59 농가를 선정하여 주로 스마트 관수장치의 보급과 활용에 중

점을 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예산 : 11억원).

❍ (2019년) 노지 작물을 다양화하고 10개 시군으로 확대(예산 60억 원, 국비 50% 지원)

하는 등 사업 추진방식을 다양화.

- 관수·관비 중심의 모델은 5개소로 한정하였고, 자유공모과제를 통해 생산·유통·소

비 결합형, 각 분야별 생산성 향상 과제, 수출지원 등 주요 정책 연계과제 등 기존 추

진 모델의 보완을 통해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의 다양성을 추구.

❍ (2020년) 농가단위로 추진되는 노지 스마트농업을 들녘단위(50ha 이상)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 경북 안동의 사과, 충북 괴산의 콩을 선정하였으며, 개소 당 약 250억원의 예산을 투

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

2.1.5. 스마트팜 R&D 사업

❍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공동으로 2021년부터 7년간 약 3,800억원의 R&D 예산 투자.

-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에서 사업 통합 관리.

-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정책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한 스마트팜 기술의 검증·

실증연구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

❍ 2021년에는 48개 과제에 406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96)

- ①“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분야에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 및 품목(작목, 축

종)별 실증, ICT 기자재 고도화 등 총 26개 과제(189.6억원).

96)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사업, 본격 연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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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차세대 융합·원천기술” 분야에서 생육정보의 자동계측과 환경·농작업·경영정보 

등의 통합 분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온실 그린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등 총 

22개 과제(216.3억원).

2.1.6. 기타 사업추진 현황

❍ 의성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

-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에 약 3ha의 부지에 스마트온실 5동 등 시설 7동을 설치하고 

50여명의 청년농업인을 교육 및 정착 지원 .

- 의성에 정착해 창농을 희망하는 만18세부터 39세까지의 비농업인 청년.

❍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시스템 시범단지(전남 나주).

- 총 400억원을 들여 전남 나주시 반남면 일원 50ha(논 30ha, 밭 20ha)에 조성될 예

정이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플랫폼사업자 공모 등 추진 중.

* 1,100명의 일자리 창출과 66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

❍ 전북은 2030년까지 전북 농기계 클러스터 구성 추진 중.

- 2030년까지 1천 765억원을 들여 연구개발지구(전북 남부지역), 실증지구(새만금지

역), 생산지구(전북 북부지역)를 연계한 삼각 벨트로 구축.

❍ 스마트농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증가화 함께 전통적인 농기계·설비 업체들도 첨

단 농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농식품기술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사들

의 투자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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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농식품기술산업(AgTech) 주요 투자사 현황

투자사 대상기업 시기 비고

카카오인베트스먼트 만나CEA 2015 100억원을 투자

IMM인베스트먼트 팜에이트 2014 2016년 팜에이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IPO를 추진 중

앵커에쿼티파트너스 대흥농산 2016 2016~2017년에 걸쳐 지분을 전량을 매입

DSC인베스트먼트

만나 CEA 2015 2015, 2017년 등 두 차례에 걸쳐 90억원 투자

더파머스 2015 마켓컬리 초기에 50억원을 투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AJ캐피탈파트너스

그린플러스 2016 마이다스AJ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60억원을 투자

유큐아이파트너스 등 엔씽 2018 25.5억원을 투자

자료: 저자 작성.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300개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42개사(14%)는 스마트팜이 포함된 첨단농업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분류.

❍ 스마트팜 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수97)는 500개사이며, 이중 시설원예는 227개사, 축산

은 400개사로 조사(중복가능).

- 전체기업 중 제조 기업은 225개사였으며, 등록된 기업 중 약 25.4%의 기업은 시설원

예와 축산업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를 제공하는 기업

은 120개사로 24% 차지.

❍ 농식품부는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팜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목적펀드를 만들어 

투자 활성화를 추진 중.

 

97)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기준일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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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국내 농업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 (데이터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

용하여 농업의 편리성·생산성·품질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의 고효율 디

지털 농업기술을 개발.

- 양수분 정밀제어 기술, 영상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자동 진단기술* 등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장 (스마트팜)기술을 노지로 확대.

- (농업현장 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확대) 기상정보, 디지털랩(128과제), 시군 농업기

술센터 테스트베드(96개소) 등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 (농산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술 보급)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농기

계 접근 정보와 사고감지 알람 시스템 신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

사업(76개소) 추진.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농자재 유통과 안전관리 체계

를 강화.

- (판매자) 모바일(이동통신)을 통한 농약 판매정보 입력 및 이력관리(바코드 활용) 기

능 추가.

- (농업인) 농약 사용기록·관리 기능, 재배작물별 농약 처리량 계산 기능 등을 개선.

- (국민) 농약 연관검색 기능, 정부 챗봇(Chatbot) 서비스 활용 민원상담 등을 추가.

   

❍ 인공지능 기반 병해충 자동진단 기술 개발.

- 기존의 농약처방시스템(’20)에서 병해충 진단+농약처방시스템(’21~’24) 개발.

❍ (농업관측 분야 맞춤형 기술 개발) 드론 활용 작물별 파종기술 개발, 무인 정밀재배 관리

기술 확립 등.

- 드론 활용 논 직파재배 시범단지 확대: ’20년 5.5ha → '21년 105ha(온라인 시연회,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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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분석·수량 예측 기술 개발.

- 작황 예측·재배면적 산정을 위한 위성영상 자동화 처리기술 개발.

❍ (노지 디지털 기반기술 개발) 위치정보기술(헨), 영상분석 인공지능(AI) 등 복합기술을 

적용한 무인 자율주행 조향시스템 개발 추진(~’22), 로봇·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능형 

첨단 농기계 개발, 스마트 로봇 농약방제기 성능 고도화, 수확시기 판단 및 생산량 측정 

인공지능 로봇 개발(토마토).

❍ (비대면 농업기술 보급 강화) 노지 디지털농업 모델 적용 테스트베드 교육장 확대(5시군 

이상), 농업기술 콘텐츠 발굴(3000여종) 및 영농정보저장소 구축.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생산·유통·수출 등 농식품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

- (스마트농업) 4개 혁신밸리 운영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데이터·수출 등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빅데이터, 거버넌스, 표준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12월).

❍ (혁신밸리) 혁신밸리 내 보육센서·임대온실·실증단지를 활용하여 청년농을 본격 육성

하고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지원.

- 보육센터 수료생 등 청년농에게 혁신밸리 임대온실 지원, 비축농지 지원 한도 확대 

등 창업 지원 강화,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혁신밸리 실증단지 와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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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외 향후 전망

3.1.1. 국외 스마트 농업 향후 전망

❍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은 ’12년 1,198억 달러에서 ’17년 약 2,210억 달러 ’22년에는 

4,0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12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1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 확대 전망.

<그림 6> 세계 스마트 농업 관련 시장 규모

자료: 삼정KPMG(2019)

❍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9.8% 성장하여 ’20년 137

억 달러에서 ’25년 220억 달러(약 24.6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농업(시설원예) 시장은 14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스마트농업(노지) 시장은 

70억 달러에서 12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노지농업 분야의 경우, 자율주행 트랙터와 농업용 드론 시장이 급성장(각각 연평균 

24.0%, 35.9%) 할 것으로 전망.

- 전망에 따르면 노지농업의 비중이 시설농업에 비해 훨씬 크며, 농업용 드론 및 자율

주행 트랙터 시장이 스마트농업(시설원예)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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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마트농업(Smart Agriculture) 글로벌 시장규모 전망(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

❍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은 제품에 따라 하드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며, 모

든 제품 시장에서 ’17년 기준으로 ’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

- 하드웨어는 ’17년 41억 5,3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1.92%로 증가하여, ’22

년 72억 9,5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서비스는 ’17년 9억 9,25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7.31%로 증가하여, ’22년 

22억 520만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소프트웨어는 ’17년 8억 7,75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4.57%로 증가하여, ’22

년 17억 3,2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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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의 제품별 시장 규모 및 전망(단위: 백만 달러)

자료: MarketsandMarkets(2017)

❍ 세계 각 국은 스마트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육성,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추진.

❍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특성별로 스마트 농업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 다르며 농

업용지의 차이에 따라, 국토 특성상에 따라 구분.

- ’16년 기준으로 미주 지역이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의 4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 미주지역은’17년 26억 7,1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9.90%로 증가하여, ’22년 

42억 8,150만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유럽 지역은 ’17년 17억 8,6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3.89%로 증가하여, ’22

년 34억 2,2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7년 11억 3,550만 달러정도지만, 연평균 성장률 19.05%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22년에는 27억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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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의 지역별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2017)

❍ 스마트 농업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는 농업과 어그테크 분야

에 주목하며 투자 확장.

- 해마다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연평균 투자 건수는 

24.5%의 증가세로 꾸준히 성장.

- ’19년 한 해 동안 스마트 농업 관련 투자 건수는 495건으로 ’10년 대비 약 7배 이상 

증가.

<그림 10> 글로벌 스마트농업 관련 투자 추이

출처: 삼정KPMG(2019), 스마트농업, 다시 그리는 동업의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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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64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스마트농업 분야에 투자하며 ’10년부터 연평균 성장

률은 15.1% 수 준.

- 대부분의 투자는 미국 기반 투자자에 의한 투자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특성상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 비율이 대부분임.

- 농장·가축 관리 소프트웨어·센싱·IoT 관련 기업 및 로보틱스·기계화·농업 장비 분

야에 대한 투자 활발.

3.1.2. 국내 스마트 농업 향후 전망

❍ 국내 스마트 농업 관련 시장은 연평균 9% 성장하는 것으로 추계됨.

- 스마트농업 전체가 8.4%, 지능형농작업기가 9.2%, 시설원예가 두자리수 성장하는 

것으로 추계됨.

<그림 11> 세계 스마트 농업 관련 시장

출처: World Agriculture Equipment(2011)

❍ 그러나 글로벌 스마트 농기자재시장 대비 우리나라 시장은 매우 영세하고, 경쟁력이 부

족한 상황으로 외산 스마트 농기자재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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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기계 시장의 경우 기업 규모 영세, 기술수준 저위, 경영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성

장 정체 및 감소 추세.

- 글로벌 농기계 산업 규모는 ’18년 1,025억 달러에서 연평균 4% 성장하여 오는 ’25

년에는 1,352억 원을 넘어설 전망인 반면, 내수 시장은 지난 ’00년 2조 원 돌파 이후 

성장이 정체하 고 있고 외산 농기계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외국 농기계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국내 시장이 협소해지고 있음.

- 농기계의 일본산 비중(2013년 기준): 트랙터 12%, 이앙기 43%, 콤바인 27%.

-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품목인 트랙터는 28.1%, 이앙

기는 64.7%, 콤바인은 41.6%를 외국산이 점유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 내 농업 기계 관련 기업의 평균 매출이 3,000억 이하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1/5에

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생산과 농기계 기술수준은 세계 선진기업의 90% 이하 

수준.

- 농기계 기업 당 평균 매출은 100억원, 설비 가동률은 66% 수준.

- 농기계 대기업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투자는 연간 110억원에 불과.

- 주요 국내기업으로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엠트론 등이 있으며 매출이나 인력 규

모가 글로벌 선진기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 국내 업체 중 전사 매출 규모가 가장 큰 LS엠트론도 1조 원 안팎이며, 국내 주요기업

의 매출을 더해도 John Deere 농기계 사업부의 1/10 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는 소면적 다품종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화 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

며, 농기계 첨단화 수준에도 격차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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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4.1.1. 성과

❍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농업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그동안 전통적인 산업영역에 머

물러 있던 농업 생산분야에 디지털 혁신 DNA를 심는데 성공함.

❍ 스마트팜이 창업생태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으며 스마트농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가 증가하였음.

- 그린랩스, 그린플러스, 팜에이트, 엔씽, 한국축산데이터 등 다수의 스마트업들이 스

마트농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농업분야의 혁신 기반이 마련되는 중.

❍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관련 R&D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면서 관련분

야의 기술 축적과 인력 양성,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스마트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스마트팜의 가능성에 대해 인식 제고.

4.1.2. 한계

❍ 스마트농업 기술이 가지는 가능성은 확인하였지만, 그 기술이 활착하는 데 필요한 농업

계의 인식과 제도 혁신까지 이르지 못함.

- 스마트농업 기술은 근본적으로 기술의 적용단위가 규모화되지 않으면 수익성을 담보

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기술 자체의 구현에 중점을 두다보니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

루는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이르지 못하였음.

❍ 스마트팜(온실 중심) 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소규모 농가 입장에

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고,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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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 이미 규모화가 상당히 진행된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시설의 자동화 및 스마트팜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반면에 원예농가의 경우 농가별 경영규모의 차이가 큰 상태에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 증가는 농가들 간 갈등 양상으로 나타날 우려도 제기.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확산 전략, 수출전략, 지원제도 등 전반적인 검토

가 필요함.

❍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농업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수의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투자대비 효율성을 가지기는 더 많은 시행착오와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지원 조직의 정비, 사업화 방식, R&D 접근방

법 등 관행과 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 농진청에서는 (가칭)국립디지털농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무산.

❍ 농업 데이터 기반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확충하고 이를 연계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플

랫폼의 활용은 아직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평가.

- 농식품부는 빅데이터 전략담당관을 신설하여 공공데이터 운영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였으나 아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됨.

- 일본은 WAGRI 민관협동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 해외 스마트농업 플랫폼의 도입 등

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소규모 실증사업 정도의 수준

에 머물고 있음.

❍ 스마트농업에 대한 R&D에 대한 투자는 대폭 증가하였지만 디지털 기술의 특징을 고려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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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이 고도화되면 작물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여전히 

작황과 생산면적 분석은 초기 단계에 머무름.

❍ 농업 생산과 유통부문 간 데이터 연계 분야에서 “팜에어”처럼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정

부의 역할은 크지 않았음.

- 민간부문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데이터는 공공영역에 머무르고 있음.

- 농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농가의 이익보호

라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칭)민관합동 공공데이터활용위원회”를 두어 심의조

정기능 강화 필요.

❍ 농업용 로봇은 전세계적으로 큰 기술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며, 국내외 기술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자체개발 또는 중간도입 전략 등 R&D 및 산업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필요.

❍ 직불제 개편, 농업회의소,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등 지역의 농업 및 소농(영세농) 중심의 정

책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숙제를 남겼음.

4.1.3. 향후 개선과제

❍ 농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출범과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한 통

합 국또는 실 규모의 정부조직 필요.

- 부처 또는 지자체별, 기관별로 별도로 R&D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

술은 완성도 높은 하나의 플랫폼만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빅데

이터 플랫폼의 구축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

- 농업 빅데이터플랫폼은 사용자에 대한 과금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추동력

을 확보해야 하며, 하나의 통합플랫폼으로 추진하되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구분할 필

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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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농업 R&D 및 전략수립을 주관할 연구기관(또는 사업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빅데이터 관리 및 운영을 책임성 있게 추진 필요.

  * 기획과 지원은 국립연구기관이 담당하되 운영과 비즈니스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추

진 필요.

❍ 데이터의 표준화와 호환을 위해서는 신호체계의 신속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초기에는 

기존에 활용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실증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

과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

- 현재의 R&D 방식은 기술개발 단계에서 머물고 있어 시스템 통합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지체가 발생.

- 국내외 기술체계를 통합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검증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

록 할 필요.

❍ 디지털농업 시대에 적합한 정부지원 체계의 획기적 개편, 사업화 방식의 혁신 등 관행과 

제도의 혁신에 중점.

- 대규모 실증사업 중심으로 R&D 체계를 개편하여 하나의 체계에 기술이 통합될 수 

있도록 R&D 추진 방법의 변화가 필요.

- R&D를 통해 기업의 사업화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R&D가 바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 농업분야 ICT 기술은 이미 타분야 또는 기업에 존재하는 기술로서 개발보다는 응용 

및 적용이 필요한 분야.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

-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MRV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는 스마트농업 데이터와 연동되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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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농업 ICT 서비스망의 구축, 노지의 전력망 및 통신망 등 인프라의 구축 등 디지

털 경지정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

- 이와 함께 지역에서 스마트농업 서비스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스마트

농업 접근방법의 추진이 필요.

- 디지털농업 전환에 따른 세대간, 지역간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농촌의 인력 부족, 품질관리, 생산량 추정, 유통망 연계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

❍ 스마트농업 정책은 학계 및 연구자가 주도하면서 기술개발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

으며, 이는 투자대비 기술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됨.

- 개별 기술의 개발보다는 농업 현장의 문제분석에 기반한 문제해결 중심의 스마트농

업과 디지털 전환의 추진이 필요.

- 작황분석, 생산면적 추정, 농가인력 수요 분석 및 중계, 고가의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

업의 대행, 병해충 공동방제, 논물꼬 관리 자동화, 경축순환농업 및 농경지 양분관리 

등 현재 농업계가 직면한 문제해결 중심의 스마트농업의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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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od System 개선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 및 시사점98)

2.1. 식품 시스템의 정의와 추이

2.1.1. 식품 시스템의 정의

❍ 식품 시스템은 이해 관계자와 그들이 연결된 부가 가치 활동, 곧 농업과 임업, 수산, 식

품산업에서 비롯한 생산, 수집, 가공, 분배, 소비, 폐기 등과 이들이 통합된 더욱 폭넓은 

경제, 사회, 자연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임.

❍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은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와 영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경제, 사

회, 문화, 환경 기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안보와 영향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 식품 시스템의 전환(transformation)은 2030 의제(2030 Agenda)의 목표와 연계

하여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의 달성을 위해 식품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 식품 시스템은 그 경계와 토대가 되는 시스템 및 이들과 연계한 정의를 포함함.

- 동시에 건강, 생태, 경제, 거버넌스, 과학과 혁신 시스템 등 주변의 시스템과 연계해 

정의할 수 있음<그림 1>.

98)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의 위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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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러 시스템의 문맥에서 정의한 식품 시스템

자료: von Braun et al.(2021)

2.1.2. 식품 시스템의 동인

❍ FAO는 사회와 경제 및 환경 측면의 주요 동인(driver)을 전략적으로 밝혀옴. 이러한 동인

들은 식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순환고리(feedback loop)를 통해 다시 영향을 받음. 

- 일부 동인은 수급 측면과 연결되거나 식량 및 농업 활동의 사회 경제적 맥락과 연계하

여 전체 식품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미칭. 이를 체계적(systematic) 또는 전반적

(overcharging) 동인이라 부르는데, ① 인구 변화와 도시화, ② 기후변화, ③ 경제성

장과 거시경제 안정, ④ 무역, ⑤ 빅 데이터(big data), ⑥ 지정학적 갈등, ⑦ 불확실성 

등을 꼽을 수 있음<표 1>. 

❍ 식량 접근(food access)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① 빈곤, ② 불평등, ③ 식량 가격 

등임.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빈곤과 도농 간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취약계층에 의

한 식량 접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 식량의 생산과 분배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동인들은 ① 혁신에 대한 투자, ② 자본과 

정보 집약도, ③ 시장 집중도, ④ 소비 방식의 변화 등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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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동인

인구 변화와
도시화

∙ 인구 증가와 식량 수요의 증대
∙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고소득 국가의 변화
∙ 국내외 이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에 영향을 받는 지형적 위치와 성비 균형(gender 

balance)
∙ 2020~50년에 도시 인구 비중은 53%에서 70%로 커질 전망
∙ 농지의 잠식, 좋은 일자리 부족 등 우려 초래

기후변화

∙ 온실가스(GHG) 배출이 식품 시스템에 영향
∙ 계절 물 스트레스(water stress)로 천수답의 생산량 감소
∙ 수면 상승, 허리케인 빈도와 강도 증가, 해수 침투, 바다 산성화와 온도 상승, 산호 표백 
증가 등이 수산업과 양식 생산에 영향
∙ 2007~16년에 농업과 산림업 및 토지사용이 전체 GHG 배출량 중 23%를 차지

경제성장과 구조 
전환 및 거시경제 

안정

∙ 경제성장은 빈곤 감축의 주요 동인이나 사회 계층에 걸쳐 공유되어야 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지난 20년간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 

전환이 아직 필요
∙ 기존 정책 아래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불안정이 높아질 수 있으며 

노동의 몫이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가구 지출이 위축됨으로써 생산 활동의 투자 유인이 
감소 

국가 간 의존도

∙ 저소득 식량 부족국(Low Income Food Deficit Countries, LIFDCs),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내륙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등은 식량 수입에 상당히 의존

∙ 다른 개도국도 기술, 에너지, 금융서비스, 위생 장비 등을 수입하기 위해 소수의 
원자재(commodity)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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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자본과 정보 집약도가 심화하고 규모화 및 시장 집중도가 강화하는 추이를 나타

내고 있음. 

- 이 가운데 지역의 소농이나 고령농 또는 여성 농가에 대한 불평등 관련 우려가 증폭되

고 있음. 

- 무엇보다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식량 공급사슬의 단절이나 혼란은 지역

의 생산과 분배체계가 중요함을 각인시킴.

❍ 끝으로, 식품 시스템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환경 측면의 동인으로는 ① 천연자원의 고

갈, ② 전염병과 생태계 붕괴, ③ 블루 경제(Blue Economy)를 들 수 있음.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염병과 생태계 붕괴는 지속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

요하고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노력이 절실힘.

<표 1> 식품 시스템의 주요 동인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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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경제 침체로 기아 수준이 악화한 FAO 설문대상 국가의 80%(52개국)가 
원자재의 무역 의존도가 높음.

∙ 원자재 의존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창출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사회 관심 
사항을 반영하기에 한계

∙ 취약한 제도는 저소득 국가로부터 고소득 국가로 자원 이동을 초래하는 불법 자금 흐름에 
이바지 

빅 데이터
(big data) 생산, 
통제, 사용, 소유

∙ 식품 시스템의 실시간 의사결정에 기여
∙ 농식품 가치 사슬 과정을 포함한 디지털 산업과 사회적 연결과 생산의 디지털화에 

존재하는 대형의 규모의 경제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초래
∙ 국가 통계 체제가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창출과 검증 및 활용 과정, 

통계 수치로 전환 등을 보장함으로써 자료수집, 보관, 관리, 통제,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인식 강화 추진

지정학적 불안정과 
갈등의 영향 증대

∙ 상당수의 만성적 식량부족과 영양실조 인구가 갈등에 노출
∙ 지난 60년간 국내 무력 충돌의 40~60%가 천연자원에 의해 촉발되거나 지원된 경우
∙ 기후변화,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의 붕괴, 사막화 등과 연계해 농업 생계와 식품 시스템의 

혼란 가중

불확실성

∙ 인구 증가, 식생 선택, 기술 진보, 소득 분포, 천연자원의 상태, 기후변화, 평화의 지속성 
등 여러 요인에 걸쳐 발생

∙ 코로나-19. 극단적 이상기후, 사막 메뚜기 출현 등은 국가 간 식량 사슬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식품 시스템을 위협

식량 접근과 삶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인

농촌과 
도시 빈곤

∙ 농업부문의 노동 소득이 다른 부분의 평균보다 낮으며 성차별에 직면 
∙ 농촌 지역은 하부구조, 제도, 기본 서비스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사회적 연결망 

측면에서 취약하여 식량 위기에 처한 인구 확산
∙ 하루 1인당 $1.9(PPP 기준)로 설정한 국제 빈곤선은 건강한 식사 비용에 미달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이라는 2030 의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령층, 어린이, 청소년, 여성, 원주민 등 사회의 특정 계층은 차별, 소외, 불안정, 폭력, 
불법 경제활동 등에 직면

∙ 코로나-19는 기존의 성 불평등 등에 더하여 사회적 및 건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 
측면에 불평등 초래

∙ 이러한 불균형은 구매력과 영양 상태 악화를 조장  

불평등

∙ 소득, 일자리 기회, 천연자원과 같은 자산에 대한 접근, 기본 서비스, 금전적 부담 등에서 
불평등은 여성, 소녀, 청소년, 소농, 원주민 계층에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적 연대의 
와해, 정치적 분극화(polarization), 낮은 경제성장을 초래

∙ 아시아의 경우 2000~16년에 연평균 5%의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이로써 빈곤 감축 속도도 주춤하게 만듦.

∙ 코로나-19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

식량 가격

∙ 1990년대 대비 식량 가격은 2008년과 2011년의 폭등을 제외하고도 30% 정도 상승
∙ 환경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식량 가격은 다음 10년간 30~35%만큼 더 상승 가능
∙ 식량 가격은 정치적 관심 사항이나 값싸고 건강하지 않으며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할 

수 있지 않은 식량은 높은 식량 가격의 해결책으로서 부적절 

식량과 농업생
산 및 분배과정
에 직접 영향을 

혁신과 과학
∙ 환경 측면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집약적인 생산체제는 기존 식품 시스템이 

천연자원의 붕괴를 초래하도록 이바지
∙ 더욱 “체계적” 기술의 등장, 디지털화, 바이오 기술 등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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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동인

환경을 보호하는 이중 목표 달성에 중요
∙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면 기술의 안전성과 수용성, 성비 균형에 맞는 접근, 저소득 국가의 

포용 등에 관한 연구 필요

식품 시스템의 공
공투자

∙ 식품 시스템의 공공투자가 지난 1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LIFDC, SIDS, 
LLDCs의 경우 충분하지 않은 공공투자나 지역의 식품 시스템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에 
기인 

∙ 식량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이들 국가는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등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틀의 확보 필요 

생산의 자본과 
정보 강도

∙ 생산의 기계화와 디지털화가 진전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도농지역의 
고용 수준에 우려 초래

∙ 식량 가치 사슬의 하방 부문에서 자본 강도의 증가는 가공과 분배의 노동 수요를 제한
∙ 1차 생산의 기계화와 디지털화는 새로운 자본재를 갖추지 못한 농가의 이익을 낮춤.
∙ 디지털 기술과 다른 혁신을 더욱 잘 받아들이는 젊은 농업인의 경우 금융, 훈련, 능력개발 

등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자본 소유권의 증진 가능
∙ 앞선 기술의 확산은 식량 관련 수익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이나, 순 일자리 수지는 부(-)일 것임.
∙ 생산의 자본 및 정보 강도의 증가는 노령화와 연계하여 도시로 이주를 촉발함으로써 

도시에서 고용 기회가 박탈될 경우 빈곤과 식량 불안정이 증가

농식품 투입재와 
생산물의 시장 

집중도

∙ 종자, 농화학제, 가축 약품, 농업기계, 비료, 가축 유전학, 어업권, 식량 가공, 식량 유통 
등을 아우르는 세계 식품 시스템 아래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시장 집중화는 식품 시스템의 
복원성, 형평성, 지속성을 위협

∙ 토지 사용 규약의 부재에서 비롯한 토지 집중화는 자원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쳐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농촌과 지역 사회 및 저소득 경제를 위험에 빠뜨림.

∙ 코로나-19는  이러한 집중화의 취약함을 드러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량에 더 의존해야 함을 시사

소비와 
영양 패턴

∙ 소비자는 지속성, 영양 성분, 음식의 안전성 등에 관해 더욱 복잡한 선택을 하며 이러한 
소비자 행태의 변화가 식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침.

∙ 지속할 수 있고 건강한 식사패턴으로 수요 변화는 올바른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이는 
다시 생산체제의 변화를 초래

∙ 탄소 표시제의 경우 소비자 선호를 형성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에 이바지
∙ 국제적 표준 설정이 필요 

환경 체제 관련 
동인

천연자원의 
고갈과 붕괴

∙ 물 부족, 토지 붕괴, 토지 영양분 고갈, 대규모 벌채, 해양 자원과 초지의 과잉 사용, 모든 
수준에서 오염 등은 전체 식품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SDG 달성을 위협

∙ 1인당 천연자원에 대한 공급량과 접근도는 식품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인데, 세계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토지 면적의 1/4 
수준에 불과

∙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가 천연자원에 대한 압박 증대
∙ 남미의 천연자원은 식품 시스템과 관련한 집약적 생산 활동으로 악화되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사헬(Sahel)과 아프리카 뿔( Horn of Africa) 지역 및 남부 아프리카 
건조지역의 물 부족으로 천연자원의 심각한 붕괴에 직면 

∙ 고갈 천연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갈등을 초래

전염병과 생태계 ∙ 초국경 동식물 질병과 해충의 확산 추이, 야생지역과 산림으로 농업 활동 확대, 항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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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세부 동인 영향과 추이

붕괴

내성, 축산물 생산과 소비 증대 등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염병과 생태계 붕괴는 
지속할 전망

∙ 가축에서 발생하는 독성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약 축산, 생태계의 붕괴와 
단절화, 지속할 수 없는 방식의 야생 착취 등 주로 인간 활동의 결과로 초래

∙ 전염병과 아울러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이것이 기후변화로 더욱 
심화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하나의 건강(One Health)” 접근 방식이 필요* 

블루경제
(Blue Economy)

∙ 바다와 해안 지역에 관한 경제활동의 개발을 말하며, 특히 SIDS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지닌 국가들이 관련 경제 정책을 수립

∙ 지속할 수 있는 바다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적정한 관리, 투자 증대, 환경친화적 생산에 목표화한 지원이 필요
∙ 기름과 가스, 운송과 항구, 여행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블루경제 정책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동시에 바다로부터 식량과 해양 생물 다양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므로 
그 상쇄 위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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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ne Health는 모든 감염병의 75%가량 차지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

물의 질병과 환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다 학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냄.(www.who.int/news-room/ 

q-a-detail/one-health)(검색일: 2021.06.21). 

자료: FAO(2021a). p.4-9.

2.2. UN 및 정부 간 기구의 논의 동향

2.2.1. G20 농업 장관 회의

❍ 2021년 9월 17일과 18일에 주요 20개국(G20) 농업 장관 회의가 의장국인 이탈리아 

피렌체(Florence)에서 개최됨. 여기에서 G20 국가 농업 장관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이른바 이 “피렌체 선언(Florence Declaration)”을 채택함.99)

❍ G20 농업 장관의 토론과 선언은 식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춤. 장관들은 

식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세 가지 측면, 곧 환경, 경제, 사회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함. 

- 또한, 세계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비상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속성의 원동력으로

서 이바지하는 연구에 관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유용한지를 논의함. 

99) 피렌체 선언문(영문)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20.org/wp-content/uploads/2021/09/G20-

Agriculture-Ministers-Communique-Final.pdf (접속일: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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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들은 기아 없는(zero hunger) 세상에 관한 목표 달성과 다가오는 UN 식품 시스

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UNFSS)와 UN 기후변화 회의(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에 관해 이바지할 것을 시사함. 

❍ 장관 회의는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와 영양을 달성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지

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식품 시스템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함. 특히, 2030 지

속 가능한 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30 의제)가 채

택된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과 

SDG2의 기아 없는 세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

타냄. 이러한 상황은 COVID-19 대유행과 관련된 혼란으로 더욱 악화하였다고 판단됨.

❍ 이에 장관들은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식품 시스템이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빈곤 퇴치,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생태계 

보전과 보호,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등에 이바지함을 인식한다고 밝힘. 

- 이 맥락에서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의 

식품 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s on Food Systems 

and Nutrition: VGFSyN)을 환영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이 지침을 사용하고 적용하

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의장국 이탈리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국제

적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9월 16일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한 G20 공개 포럼(Open Forum)을 조직함. 

- 이 포럼에는 장관, 국제기구, 국가, 농민 단체, 생산자, 민간 부문에서 여러 대표가 참

여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그 경제와 사회 및 환경 측면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

제를 논의함.100)

100) 공개 포럼의 비디오 녹화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lGJkCmWo3

1o (접속일: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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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포럼의 비공식적 성격은 지속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 및 민간 간 토론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및 다수의 이해 관계자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음. 주최 측

은 농업인들과 젊은이들의 참여로 이 토론의 장이 더욱 유용하였다고 평가함.

2.2.2.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의 식품 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지침

❍ 식품 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지침(이하 “식량 지침”)은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가 정책 과정을 통해 만든 것임(CFS, 2021).101) 식량 지침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과 개선된 영양을 달성하는 과정에 이바지함 임. 

- 이러한 식품 시스템의 전환은 일관된 방식으로 추진하되 국가의 여건 및 역량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회, 경제, 환경 측면에 따라 촉진되어야 함. 

- 또한, 식량 지침은 국내 및 국제법과 의무에 따라 개인의 신념, 문화와 전통, 식습관, 

선호 등에 부합하면서 적절한 영양 섭취에 필요한 식단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값싸고 안

전하며 적절한 질과 양을 갖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지침을 제시하는 게 목적임.

❍ 식량 지침은 식품 시스템의 관점에서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적

절한 정책, 책임 있는 투자 및 제도적 준비에 대한 지침을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 

- 특히, 가장 취약하고 영향을 받는 집단을 포함해 모두를 위한 적절한 식량 권리를 국

가 식량안보의 맥락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2030년 의제와 그 목표에 이바지

하는 게 목적임.

❍ 식량 지침은 식량, 농업, 영양 부문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정책 분절화와 경제-사회-환

경 측면의 지속 가능성 및 직간접적인 영향 등을 다룸으로써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101) CFS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와 영양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국제 및 정부간 플

랫폼이다. CFS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을 통해 UN 총회(General 

Assembly)에 보고하거나 FAO 회의(Conference)에 보고함(www.fao.org/cfs/home/en/; 접속일: 2021

년 10월 25일). CFS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 및 포괄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과학 및 증거 기반 보고서로부터 개발된 

광범위한 식량안보와 영양 주제에 관한 정책 권고와 지침을 개발하고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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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건강한 식단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이고 증거 기반의 접

근 방식을 제시함.102) 이를 위해 국가 역량과 우선순위를 인식하면서 편익, 비용, 상쇄 

관계 등을 반영해 정책 일관성과 조정을 촉진하고 식품 시스템 안에서 다른 기관과 부문 

및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포용적 소통을 촉진하고 유도하면서 식품 시스템의 

다양함과 복잡함을 참작함.

❍ 또한, 식량 지침은 충격,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위기, 전염병 등이 식품 시스템의 기능

을 위협함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높은 식품 시스템을 강조함. 

- 예를 들면, 농업 생태학(agroecology), 지속 가능한 집약화, 무경운 영농, 유기 농업, 

농업 부문 전반에 걸친 생물 다양성의 주류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를 촉진하는 

모든 다른 혁신과 기술 등임. 

- 식량 지침은 식품 시스템과 식량안보 및 영양에 관한 잠재적 음(-)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식량 지침이 포함하는 원칙은 1996년 세계 식량 정상 선언문(World Food Summit 

Declaration)이나 2차 영양에 관한 국제회의(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ICN2)의 실행체계(Framework for Action) 등이 이미 합의한 문서 및 

수단의 내용과 일치함(FAO, 1996; 2014).

❍ 이와 같은 식량 지침의 6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 ① 체계적, 다차원적,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접근

- ② 일관되고 조정할 수 있고 상황 특정적이고 포용적 정책

- ③ 책임과 투명 및 참여

- ④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지구

102) 정책 분절화(policy fragmentation)는 일관성이 없거나 상충하는 목표, 지역과 국제 목표 간 단절, 이해 관계자 

간 불균형한 권력, 다층적 형태의 규제, 규정을 만드는 기관의 권력 이양 등으로 특징 지울 수 있음(Kissinger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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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 ⑥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참여

❍ 이러한 원칙 아래 식량 지침이 담은 7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관리

   • 식품 시스템과 영양을 지역, 국가, 지역 발전에 통합함으로써 정책 조정과 일관성 촉진

   • 다자 부문, 다자 이해 관계자, 다자 수준의 협력과 실행 강화

   • 관측과 평가를 위한 책임 방식과 수단 창출

   • 식품 시스템에 관한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참여와 포용 강화

- ②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측면에서 건강한 식단을 달성하

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 식량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후 적응과 완화의 주류화

   • 식량 생산에서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리의 촉진

   • 농업과 식량 공급망 안에서 영양 촉진

   • 식량 저장, 가공, 포장, 변형, 재변형의 개선

   • 농장과 식품 시스템 노동자의 영양과 건강 개선

   • 식품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역량 강화

- ③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통한 건강한 식단에 공평하고 공정한 접근

   • 건강한 식단에 이바지하는 식량에 대한 접근 개선

   •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식단에 이바지하는 식량의 공급과 활용성 개선

   •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관측과 추이 촉진

- ④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식품 안전

   • 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 및 국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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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량 생산체제 전반에 걸친 식품 안전 보장

   • 식량 공급에서 식품 안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⑤ 사람 중심의 영양에 관한 지식 교육과 정보

   • 건강한 식단과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과 수

단의 활용

   • 지역 식량 지식과 문화 권장

   • 식량과 영양에 관한 지식과 교육 및 정보를 위한 중심지(hubs) 촉진

- ⑥ 식품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 여성의 역량 강화

   • 식품 시스템에서 기업가와 주요 행위자로서 여성을 촉진하고 인정

   • 여성의 영양 상태와 결핍에 관한 인식과 처리

- ⑦ 인도주의 문맥에서 탄력적인 식품 시스템

   • 인도주의 문맥에서 영양 불충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

   • 식량과 영양 보조의 품질 개선

   • 인도주의 문맥에서 탄력적인 식품 시스템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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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UN 식품 시스템 정상회의

❍ 2021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UN 식품 시스템 정상회의(UNFSS)가 

열림.103) UNFSS는 역사상 처음으로 식품 시스템을 주제로 모인 정상회의임.104) 이전

의 식량정상회의는 FAO의 주관으로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식량주권지침(Right to 

Food Guideline)을 채택하고 SDG 중 기아 종식에 관련한 결의를 천명함. 그런 점에서 

UNFSS은 UN 총회 차원의 정상회의로서 SDG 17개 전체 목표와 식품 시스템을 연계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UNFSS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Covic et al., 2021).

- ① 여러 형태의 영양실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더 나은 이해

- ② 모든 측면에서 식품 시스템이 다양성이 모자란 이유 

- ③ 식량 생산과 관련한 동물 매개 감염과 전염병의 증가와 위험

- ④ 기후변화의 영향

- ⑤ 식품 시스템과 관련한 기후변화와 환경 및 생물 다양성 악화

- ⑥ 식량과 관련한 성 평등과 역량 강화

- ⑦ 농촌과 도시 빈곤

- ⑧ 사회 불안정과 갈등

- ⑨ 식량 정치학과 정책의 정치 경제

❍ UNFSS가 식품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내세운 5대 실천 분야를 정리하면 <표 

2>과 같음. 

103) 자세한 설명은 국내 논의 홈페이지 참조: https://food-systems-summit.krei.re.kr/FoodSystemsSum

mit (접속일: 11월 9일)

104) 식량을 의제로 한 세계 정상회의가 이전에도 있었다. 1974년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Conference), 1996

년에 “세계 식량 안보에 관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을 채택한 정상회의, 

2002년 정상회의, 2009년의 식량안보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Food Security)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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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세부 분야 세부 항목

1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1.1 식량안보 촉진과 기아 감축 

1.2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 개선

1.3 안전한 식품 만들기

공통분야 식품 시스템 경로와 자료

2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2.1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 대안을 즐길 수 있도록 

역량과 감동과 자극

2.2 식품 손실과 낭비를 줄이고 순환경제로 전환

3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3.1 자연 생태계 보호

3.2 기존의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유지

3.3 악화된 생태계 복원

4
평등한 생계와 

가치 배분의 촉진

4.1 식품 시스템 안에 관계조직 재조정

4.2 식품 시스템 안에 노동자 착취 제거와 건전한 일자리 보장 

4.3 식품 시스템의 지역화

5
취약함과 충격 및 스트레스에 관한 

복원력 증진

5.1 식품 시스템 복원

5.2 복원력 구축을 위한 공통의 식품 접근

5.3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후 복원력 개발 경로

6 공동 분야 6.1 거버넌스

<표 2> UNFSS의 행동 분야(action track)

자료: UN(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action-tracks, 접속일: 11월 9일) 

❍ UNFSS를 위해 소통의 장이 마련됨. 먼저, 세계 소통의 장(Global Dialogues)은 정치

적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UNFSS 특사(speical envoy)가 주관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위급 수준의 회의 형태로 추진됨(UN, 2021a). 또한, 900개 이상의 

독립적인 소통의 장(Independent Dialogues)를 통해 세계의 많은 사람과 단체의 의

견도 집약됨(UN, 2021b). 

- 회원국의 소통(Member State Dialogues)에는 한국을 포함해 148개국이 참여해 

그 논의 결과를 제시함(UN, 2021c). 이밖에도 UNFSS에 제출한 회원국과 기관의 약

속이 공식적인 적요(official compendium)로 제공됨.105)

105) 다음 UN 웹사이트 참조: https://foodsystems.community/food-systems-summit-compendium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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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UNFSS은 체계적인 시각에서 식품 시스템의 전환에 접근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회원국과 많은 이해 관계자가 사회의 각 수준에서 소통하고 협

업하여 약속 수준을 정했다는 점도 평가할만함. 

- 또한, 2년마다 그 실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은 2030년까지 이에 대한 UN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협업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음(UN, 2021d). 

- 그러나 소규모 식량 생산자들과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많은 민간단체가 UN 주도의 

식량 시스템 전환 논의에 보이콧 했다는 사실은 이 주제에 관한 접근 방식에 타협할 

수 없는 정도의 다른 의견이 존재함을 시사함(CSM, 2021).

2.2.4. OECD의 식품 시스템에 관한 논의 동향

❍ 식품 시스템에 관한 OECD 차원의 논의는 세계의 식품 시스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장

기 과제를 진단한 후 이에 통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

러나 이러한 일관된 정책 수립이 어려운 이유는 식품 시스템에 관한 사실이나 이해관계 

및 가치 측면에서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진단함. 또한, COVID-19가 식품 시스

템에 전례 없는 스트레스를 창출했다고 파악하고 노동 공급, 가공, 수송, 물류 측면의 공

급망 교란과 수요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생계의 위협 등에 착안해 연구하고 있음.

❍ 먼저, OECD는 세계의 식품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직면한 3대 과제를 다음처럼 제시함.

- ①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영양의 보장

- ② 농업인과 식량망(food chain) 상의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

- ③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 추진

❍ 이상과 같은 식품 시스템은 결국 SDG 달성에 핵심이어야 하며 더욱 복원력을 갖춰야 

함을 의미함. 식품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추구하면서 2021년도에 OECD가 내

놓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속일: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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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제목 주요 내용

보고서
(OECD 
2021a)

OECD-FAO 
농업전망 

2021-2030

• 식량과 농업시장을 주도하는 요인과 전망
• 2030 의제와 SDG 실현을 위한 통합된 실행과 추가적인 개선 사항
• 곡물, 유지 종자, 설탕, 육류, 유제품, 수산물, 바이오 연료, 면화, 기타 작물 등의 10년 전망

보고서
(OECD 
2021b)

2021년 농업정책 
관측과 평가: 

식품 시스템의 과
제 대응 

•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ing food systems

• 시장개입과 생산자 지원을 왜곡하는 조치의 철폐
•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목표로 하는 소득 지원과, 가능하다면 경제 전반의 사회 정책과 

안전망에 통합
• 공공지출을 생태계 서비스 등 공공재에 대한 투자 쪽으로 재조정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만성적인 기아와 비만율 증가,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압박, 빈농의 지속 가능한 생계의 무능력 등으로 특징 지워진 식품 
시스템에 대응하려면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 필요

논문
(Guerrer
o, 2021)

농업환경 정책의 
특성: 

그 진보의 측정

• Characterising agri-environmental policies: Towards measuring their 
progress
•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포르투갈의 85개 농업환경 직접지불 조치의 
분류
  - 약 70%가 베이스라인 설정, 추정 또는 실제 이행비용에 근거한 보조율, 검사와 벌칙, 

계약의 신축성, 기술적인 지원 등을 포함
  - 수혜자 선택 시 비용 효율적인 방법 사용, 특정 방식의 채택 지원에서 환경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 더욱 정기적인 정책 평가, 정책 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수집 
등을 통해 최소 80%의 조치의 개선 여지 존재

  - 한국 사례에 관한 심층 분석 결과 제시  

논문
(Placzek, 

2021)

사회경제와 
인구학 측면의 

식량안보와 영양

• OECD 회원국 중에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은 영양가가 낮은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비만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 결과를 초래

  - 낮은 소득, 외 부모 가구, 즉석식(fast food) 식당의 접근성 등
•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식품 은행이 비상식량 구호를 제공하나 이러한 접근의 지속 

가능성은 논란의 대상임.
•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요인의 역할을 이해하기엔 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정책효과에 

관한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음.

논문
(Henders
on et al., 

2021)

농업과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 전략과 도전

• Policy strategies and challenge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 sector

• AFOLU 활동의 따른 배출에 배출세를 부과하고 탄소격리에 보조하는 정책 대안은 
2℃(1.5℃) 목표에 일관한 탄소 가격을 사용할 경우 2050년에 8 GtCO2 eq/년(12 
GtCO2 eq/년)의 완화할 것으로 추정

  - 이는 AFOLU 순 배출량을 89%(129%) 감축하는 것이고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2%(21%)에 해당함.

  - 순 배출량 감소의 거의 2/3가 삼림파괴 감소와 같은 LULUCF에서 비롯함. 
• AFOLU에 대한 세계의 탄소세는 배출량 감소에 있어 보조보다 2배 정도 효과에 있으나 

농업생산과 식품 소비를 축소시킴.
• 소비자들이 배출량이 낮은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배출에 관한 조세 정책과 비교할 때 

농업의 배출량 감소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침.

보고서
(OECD 
2021c)

식품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수립

• Making better policies for food systems
• 식품 시스템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달성하려면 사실, 이해관계, 가치와 관련한 충돌을 

극복해야 함.
• 상당한 수준의 지식 격차가 존재하고, 정책 개혁이 승자와 패자를 창출하므로 이해가 다른 

그룹들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함.

<표 3> 식품 시스템에 OECD의 논의 및 분석 현황: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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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제목 주요 내용

• 국제 수준에서 공유된 이해를 구축하는데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함.
  - OECD의 생산자 보조 추정
  - FAO의 식량 손실 추정 등

자료: OECD 자료에서 정리

 

2.3. 식품 시스템에 관한 앞으로 논의 과제와 대응 방향

❍ 식품 시스템과 연계해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과제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네 가

지 관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병렬적인 의제인 영양 안보와 연계해 그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

는 것임. 

- 둘째, 식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전체의 주요 의제인 기후변화 측면에서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기후변화 목표 실현을 위해 식품 시스템이 전환되어야 하는 바

를 찾아 개선하는 것임.106) 

- 셋째, 농식품 수입국의 처지에서 생애주기 기반의 탄소 발자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 이는 수입국의 관리나 통제가 가능한 공급망 상에서라도 추

진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식품 시스템의 전환에 관한 성공 사례들을 점검함으

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2.3.1. 식품 시스템과 영양 안보의 연계

❍ 식품 시스템을 독립된 주제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통 관심 사항(cross-cutting 

concern)인 다른 의제들과 연계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음. 식품 시스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연계 통로로서 무엇보다 영양 

안보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장을 위한 도쿄 영양 정상회의(Tokyo Nutrition 

for Growth Summit: N4G)”와 협업이 그 예임<표 4>.

106) 참고로, 2010년 12월에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열린 UN 기후협상의 작업 프로그램에 농업이 포함되지 않

았음(Godfray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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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UNFSS 도쿄 N4G 정상회의

참여
∙ 회원국 정부의 지도력에 입각한 다자간 이해 관계자 

간 정상회의
∙ 이해하고 의무를 설정한 정부와 파트너 간 정상회의

목표
∙ 더욱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건강한 식품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SDG 17대 목표의 가속화

∙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건강과 영양 및 
식단을 제공하는 건강 시스템과 식품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 

결과

∙ 다음 5대 목표에 기반한 다수의 결과에 식품 
시스템의 중점 두기

∙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에 접근 보장
∙ 지속 가능한 소비 형태로 전환
∙ 자연에 유익한 생산 촉진
∙ 공평한 삶으로 진전
∙ 취약함과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응한 복원력 구축
∙ 4대 공통 변화의 지렛대
- 금융
- 혁신
- 성(gender)
- 인권

∙ 영양의 결과에 초점
∙ 중점 영역
- 건강: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영양을 통합
- 식단: 건강한 식단과 영양을 촉진하는 식품 시스템 

구축
- 복원력: 불안정하고 분쟁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해 

효율적으로 영양실조 문제 대응
∙ 공통적인 주체
- 데이터: 데이터에 기반한 책무 촉진
- 금융: 영양에 관한 자금조달에서 새로운 투자와 혁신 

확보

지도력
 ∙ 회원국과 기타 이해 관계자 지도력과 함께 UN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 일본 정부(외무성, 보건노동복지성, 농림수산성)

성과

∙ 사무총장의 조치 성명서(Statement of Action)
∙ 국가 경로(National Pathways)와 52개 해결 

클러스터를 통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조치에 관한 
국가 주도의 약속과 개별적인 약속

∙ SDG 달성의 중심에서 식품 시스템 개선에 관한 격조 
높은 담화

∙ 후속 조치와 검토 체제

∙ 정책 조치와 재정상의 약속에 초점을 맞춘 협약
∙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 개별적인 약속과 조치(예: 

복원력)
∙ 4대 기준에 따른 약속지침
-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 국가 우선순위에 맞춘 조정
- N4G 참여 원칙(Principles for Engagement)에 

맞춘 조정

❍ 2021년 도쿄 N4G 정상회의는 공약에 기반한 정상회의로서 세계가 모든 형태의 영양

실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전환케 하는 기회를 제공함. 지난 10년 동안, 영국, 브라

질, 일본 정부는 N4G 산하의 영양 약속에 대한 행동을 가동하기 위해 노력해 옴. 

- 2021년 12월에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이번 정상회의의 우선순위는, ① 보편적인 건

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에 영양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기, ② 

건강한 식단과 영양을 촉진하는 식품 시스템 구축, ③ 취약하고 분쟁에서 발생하는 영

양실조에 대한 더 큰 복원력 구축, ④ 자료수집과 활용 측면의 개선, ⑤ 중요한 영양 

활동에 대한 자금조달 등임.

 
<표 4> UNFSS와 N4G 정상회의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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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UNFSS 도쿄 N4G 정상회의

- 영양 책임의 틀(Nutrition Accountability 
Framework)에 맞춘 조정

주요 이해 관계자

∙ 식품은 모두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모두 각자 관련 
부문에 참가해야 하므로 삶의 모든 궤적으로부터 
사람들의 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상회의

∙ 누구나 어디서든 관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품 
시스템 공동체(Food Systems Community) 
플랫폼과 식품 시스템 영웅(Food Systems Hero) 
플랫폼이 만들어짐

∙ 정책 입안자, 기부자, 민간 부문, 시민사회, 세계 영양 
공동체에 초점

협력

∙ 분기별 자문위원회 회의
∙ 월별 사무국 간 점검 회의
∙ 승자 네트워크의 승자(Champion in the 

Champions Network)에 일본 정부가 초청됨.

∙ 정기적인 자문그룹 회의
∙ 월별 사무국 간 점검 회의
∙ 식품 시스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 농림성이 중심이 

되고 일본은 식품 시스템 정상 실천 분야 2, 3, 4, 5에 
소속 

∙ 자문그룹 회원들은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 과정에서 
다른 공식적인 역할 수행

책임을 지는 과정

∙ 후속 조치와 검토 체계의 설정
∙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약속을 도모하기 위해 약속 

등록제의 설정
∙ 이해 관계자들이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올바른 

정신을 가지도록 고무하기 위해 고안한 참여 
원칙(Principles of Engagement)

∙ 국가 경로

∙ 글로벌 영양 보고서(Global Nutrition Report)에 
의해 관리되는 영양 책임의 틀(Nutrition 
Accountability Framework)는 영양에 관한 모든 
새로운 약속을 기록하고 그 영향을 관측하며 
SMART 의무 제정에 관한 요구 사항을 규정

∙ 모유 대체재 제조업체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한 
영양지수 접근(Access to Nutrition Index)

∙ 공유된 비전 뒤에서 이해 관계자를 동원하고 
정상회의 참여와 약속에 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도록 고안된 참여 원칙

주요 행사와 양식

∙ 2021년 7월 26일 주간에 3일간 로마에서 장관급 
사전 정상회담을 개최해 모든 업무 흐름을 
마무리하고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비전과 분위기 
설정하기 위한 초기 약속을 설정

∙ 2021년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정상급 정상회의가 
UN 총회와 함께 약속을 발표

∙ 세계 모든 나라를 포함하도록 최종 형식은 디지털화

∙ 2021년 12월 7~8일에 2일간 고위급 회의
∙ 최종 형식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약속을 선언하는 세션과 기술적 
패널 세션을 다수 개최할 예정

주요 이정표

∙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도달
∙ 5대 실천 분야에 행동 동원
∙ 식품에 관한 설명 바꾸기
∙ 2021년 7월 26~28일에 개최한 장관급 예비 

정상회의
∙ 2021년 9월 23일에 뉴욕에서 정상회의
∙ 후속 조치와 검토 체계 설정  

∙ 2020년 12월에 방글라데시와 캐나다 정부가 N4G 
연도 실천 행사 초청

∙ 2021년 9월 23일에 뉴욕에서 식품 시스템 정상회의 
∙ 2021년 12월 7~8일에 일본에서 성장을 위한 영양 

정상회의

자료: N4G 정상회의( https://nutritionforgrowth.org/wp-content/uploads/2021/09/N4G_UN_FoodSysSummit

_9.23.pdf; 접속일: 2021년 11월 1일)

❍ 이 두 정상회의의 공통점은 정부와 시민단체, 산업계, 기부자 등의 폭넓고 활발한 참여

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임. 양측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모여 협의하고 공통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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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기로 하였음. 사실 두 정상회의는 사명은 SDG가 추구하는 대로 2030년까지 취

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값싸며 영양 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임.

❍ N4G는 UNFSS와 긴밀히 연계한 정책 개입 영역으로서 식품 시스템을 인정하나, 영양

에 관한 정책 개입의 성과 플랫폼으로서 건강과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역할도 고려함. 

이에 더해 N4G는 영양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통합함으

로써 건강 시스템의 6대 축을 둘러싼 틀을 형성하게 하는 게 목표이며 이는 다음 여섯 가

지임. 

- ① 건강서비스 성과, ② 건강 인력, ③ 건강 금융, ④ 건강 정보체계, ⑤ 필수 의약품에 

접근, ⑥ 지도력과 거버넌스.

❍ UNFSS와 N4G 정상회의는 영양에 관한 실천 약속과 17개 SDG 달성 측면에서 서로 보

완하는 집합체란 특성이 있음. 

- 더욱 중요하게는 두 정상회의가 강력한 정책, 자금조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역량 

있는 해결책 아래 모든 이해 관계자가 연합해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음. 

-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다루어야 한다는 공유된 목표는 영양 약속과 이것이 실제로 어

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관측하기 위한 종합적인 책임의 틀로써 뒷받침되어야 함.

2.3.2. 식품 시스템과 기후변화의 연계

❍ UNFSS의 식품 시스템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기

후변화를 꼽을 수 있음. 기후 위기가 식품 시스템의 주된 위협이기 때문임<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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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후와 식품 시스템의 연계

자료: Laderach et al.(2021) 

❍ 이를 위해 식품 시스템의 기후 관련 목표를,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

국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와 연계해 살펴봄<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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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NFSS 기후 요소와 COP26 목표 간 연계

자료: Laderach et al.(2021) 

❍ COP26은 2015년 12월 12일에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채택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국제 기후협정으로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이행하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음. 

- COVID-19로 인해 1년 연기된 후 개최한 COP26에는 총 197개 당사국이 참여해 지

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최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함.

❍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2030년과 2050년 목표치를 발표하였으나 파리협정의 목표

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표 5>. 

- COP26에서 목표치로 제시한 것을 포함해 모든 목표 공약대로 이행하더라도 2030

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1.5°C 제한에 필요한 것보다 두 배 정도 높을 것이란 

분석도 제시됨<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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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축 기준 연도 감축률

EU 1990 최소 55%

영국 1990 68%

미국 2005 50~52%

캐나다 2005 40~45%

일본 2013 46%

한국 2018 40%

<표 5> 주요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그림 4>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2021) 

❍ 2020년에는 2030년 기준의 배출량 격차를 15~17%밖에 줄이지 못했음. 2030년 공약

만으로 판단하면 지구 온도 상승은 2100년에 2.4℃가 될 것이다. 만약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정책 그대로라면 온난화 전망치는 훨씬 더 높아져 2.7℃에 이를 것인

데, 이는 2020년에 0.2℃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은 결과임. 

- 또한, 이는 각국 정부가 탄소배출 중립(net zero)을 선언한 것보다 거의 1℃ 가까이 

오름을 의미함<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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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100년까지 세계 온도 상승 시나리오

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2021) 

❍ COP26의 성과 가운데 하는 한국을 포함해 100개국 이상이 합의한 메탄 국제 메탄 서

약(Global Methane Pledge: GMP)을 제시한 것임. 

- 미국과 EU가 주도한 GMP는 2030년까지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함. 

- 이에 따라 한국이 구상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부문별 메탄 감축안을 정리하면 

<표 6>와 같음.

❍ 또한, 국제삼림금융(Global Forestry Finance: GFF)에 관한 선언도 공표되었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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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배출량(백만톤 CO2eq)

감축률
2018년 2030년

농축산업 12.2 9.7 20.5%

에너지 6.3 4.5 28.6%

폐기물 8.6 4.6 46.5%

산업 공정 0.6 0.7 -13.3%

산림·토지이용 변화 0.3 0.3 0%

100개국 이상이 합의한 GFF는 세계 삼림의 85% 이상을 포함함. GFF의 핵심은 총 192

억 달러의 민관 자금을 동원해 벌채로 사라지는 삼림을 보호함으로써 탄소 흡수원을 유

지하는 것임. 이는 2014년 삼림에 관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on 

Forests)에다 추가적인 노력을 명시한 것인데, 당시 많은 국가가 뉴욕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 삼림파괴를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이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약속하

였음.

<표 6> 한국의 부문별 메탄(CH4) 감축안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려면 식품 시스템의 전환이 불가피함. 2019년에 세계 식품 시

스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7 GtCO2eq로 전체 배출량의 31%를 차지하였음<그

림 6>.107) 이를 세분하면, 농장에서 활동이 7.2 GtCO2eq(13%), 삼림 벌채와 이탄지

(peatland) 붕괴 등 토지 사용 변화 과정이 3.5 GtCO2eq(7%), 생산 전후 과정이 5.8 

GtCO2eq(11%) 등임. 특히 생산 전후 과정, 곧 식량 공급망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폐

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1.3 GtCO2eq이고 집에서 에너지용으로 사용하는 화

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1.3 GtCO2eq, 소매 단계가 0.9 GtCO2eq, 

운송이 0.5 GtCO2eq임.

107) Crippa et al.(2021)는 2015년 기준으로 식품 시스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함. 이 연구에 따르면, 식품 시스템의 배출량 중 71%가 농업과 토지 사용 및 토지 사용 변화 활동(LULUC)에서 

초래하였고, 나머지는 소매, 수송, 소비, 연료생산, 폐기물 관리, 산업 공정, 포장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밝힘. 또

한, 이 연구에서는 식품과 관련한 배출량의 절반가량이 이산화탄소이고 축산과 영농 및 폐기물 처리에서 비롯한 

메탄(CH4)은 3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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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IPCC 부문과 식품 시스템

단위: GtCO2eq

주: 1. IPP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구이며,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21년 8월에 발간한 제6차 보고서임(Nature, 2021).

     2. IPP(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은 산업 공정과 제품 사용임.

자료: FAO(2021b) 

❍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낮은 편에 속함<그림 

7>. 농업에 의한 배출량은 1990년에 21.0 MtCO2eq에서 2018년에 21.2 MtCO2eq로 

상승함. 2018년 기준으로 농업 각 분야의 배출량은 토양에서 5.8 MtCO2eq, 가축분뇨

가 4.2 MtCO2eq, 가축의 장내 발효(enteric fermentation)이 4.4 MtCO2eq, 벼가 6  

MtCO2eq 등임.

❍ FAO의 방법론에 따라 한국 농업 부문의 세부 분야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농장 안

(farm-gate)의 경우 1990년에 24.9 MtCO2eq에서 2019년에 18.9 MtCO2eq로 줄었

으나 토지 사용 변화(land use change)은 1.8 MtCO2eq에서 2.8 MtCO2eq로 증가하

였고 생산 전후 배출량(pre- and post-production)은 28.6 MtCO2eq에서 69.3 

MtCO2eq으로 2배 이상 늘었음<그림 8>. 같은 기간에 전체 농업 부문 배출량은 55.3에

서 91.0으로 64%가 증가하였음.



730   ❙

<그림 7>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MtCO2eq

주: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은 토지이용, 토지전용, 산림분야의 배출량을 평가하는데 음(-)의 

값은 탄소 흡수량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그림 8> 한국의 농업 부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1990년과 2019년

단위: MtCO2eq

자료: FAOSTAT

❍ 이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식량 공급망 측면에서 배출량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함. 식

량 공급망의 구성요소 가운데 1990년 수준 대비 2019년의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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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폐기(-20%)가 유일하고, 나머지인 농장 전기 사용(107%), 식품 가공(80%), 식품운

송(180%), 식품 소매(290%), 가구의 식품 소비(520%), 식품 포장(140%) 측면의 배출

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 농업 부문의 탄소 중립을 향한 정부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대한민국정

부, 2020).

- ① 스마트 농업 확대

   • 에너지, 비료, 물 등 투입재 사용을 최소화

   •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 ② 저탄소 농업기술의 보급과 교육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 ③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

❍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존 식품 시스템이 더욱 기후 스마트(climate smart)하고 지속 가

능한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정학균 등, 2016a, 2016b; 남

재작, 2021). 

- 특히, 농업용 유류와 전기에 대한 면세 지원, 에너지 집약적인 시설농업의 확산 등은 

위협요인이며, R&D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저메탄 및 저단백질 사료 공급, 가축분뇨 

처리기술 개선, 히트펌프와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매스 등으로 에너지원 전환, 간단 

관개 기술의 보급 등은 기회 요인임.

❍ 그러나 식품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식품 시스템의 특성상 농식품의 생산단계뿐만 아니

라 하방 산업(downstream)까지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면, 육류 

소비패턴의 변화, 식품 유통체계의 혁신, 식품 가공과 포장 및 운송방식의 개선, 음식물 

쓰레기 절감과 처리기술 제고, 식품 소비패턴과 식생활의 변화, 탄소 성적표시제도의 활

성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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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식품 시스템과 무역의 연계

❍ 농식품 수입에 따른 탄소 발자취(carbon footprint)은 무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을 가늠하고 이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지구의 허파라고 불

리는 아마존(Amazon) 삼림자원을 지닌 브라질이 수출하는 콩(soybean)은 그 토지 사

용 변화와 생산 및 운동 등 작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거치면서 세계시장을 거쳐 수

입국에 이르게 된다<그림 9>. 

❍ 생애주기에 맞춘 콩의 전방 및 후방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토지 사용 변화

   • 콩에서 비롯한 화전개간으로 벌채 확대

   • 2000~14년에 아마존과 세라도(Cerrado) 이외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은 

전체의 1%에 불과

   • 토지 전환 전후의 탄소 저장 변화를 추정

- ② 작물 생산

   • 석회(lime)와 비료 및 농약의 투입

   • 연료의 사용

- ③ 국내 수송108)

   • 이동 거리와 수송 수단

- ④ 국제 선박 수송

   • 이동 거리와 수송선 형태

- ⑤ 산업 공정

   • 대두 케이크(cake)와 기름 생산

108) Crippa et al.(2021)은 식품의 이동 거리(food miles)보다 포장이 더 큰 배출량을 초래한다고 밝힘. 또한 식품 

수송에서 비롯한 배출량의 96%가 국제 수송보다는 도로와 철도에 의한 지역 간 수송이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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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생애주기에 따른 브라질 콩 생산 및 수출의 탄소 발자국

단위: MtCO2eq

자료: Escobar et al. (2020)

❍ 2010~15년에 브라질산 콩을 수입하는 상위 20개국의 탄소 발자국을 산출하면 <그림 

10>과 같음. 스페인이 톤당 1.23 tCO2eq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사우디아라비아 1.22 

tCO2eq, 일본 1.03 tCO2eq, 포르투갈 0.96 tCO2eq, 독일 0.89 tCO2eq 순을 기록함.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톤당 1.66 tCO2eq인데, 이는 가장 낮은 

탄소 발자국을 기록한 볼리비아 수준보다 15배나 크다. 콩 수입량이 가장 많은 중국의 

탄소 발자국은 톤당 0.67 tCO2eq를 기록하였고 한국의 경우 톤당 0.45 tCO2eq로 낮

은 편에 속했음.

❍ 세계가 무역하는 농산물과 그 복잡한 공급망에서 비롯한 음(-)의 영향은 기후변화 완화

와 환경 거버넌스에 심각한 도전과제임. 브라질산 콩, 케이크, 기름의 사례에서 보듯이, 

생산지의 토지 사용의 변화, 영농 조건, 공급망의 특징, 수입국에 도달하는 콩의 형태와 

수송방식 등이 탄소 집약도의 커다란 차이를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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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브라질산 콩의 상위 20개 수입국의 탄소발자국

자료: Escobar et al. (2020)

❍ 이와 같은 결과는 지속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 상쇄 효과를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공

급망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생애주기 전 과정을 포함하려면 재수출, 

최종 소비,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한 분석과 정책 시사점 도출도 필요할 것임.

  
2.3.4. 식품 시스템 전환에 관한 사례로부터 시사점

❍ 미래 식량을 위한 세계연합(Global Alliance for the Future of Food: GAFFF)은 세

계의 식품과 토지 사용 체계가 온실가스 배출, 생물 다양성 손실과 사람 및 동물의 공통 

질병, 건강과 식단 및 참살이(well-being)에 미치는 음(-)의 영향 등 연간 19조 8,000

억 달러의 숨겨진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식품 시스템이 인간과 문화 자본을 풍요롭게 하면서도 자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면 생산성이나 시장 수익만을 성과 지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구의 건강

과 사람들의 참살이에 미치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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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체 성과 시사점

잠비아
보전을 위한
 공동시장

∙ Community Markets for Conservation
∙ COMACO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 사회가 

농산림을 채택하도록 지원
∙ 야생동물 밀렵, 삼림파괴, 식량 불안정 등의 

문제 해결
∙ 약 23만 명의 소농을 훈련해 17만 ha의 

농지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 식량안보를 촉진하는 식량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해 토양을 확충하는 나무를 

사용하는 농업생태학 등 생태계 기반의 적응 
지원

∙ 지역사회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상쇄 
체계를 구축

∙ 지속가능성과 보전을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로 전환

필리핀
개발을 위한 
농업인-과학
자 파트너십

∙ Farmer-Scientist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농업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로 약 5만 명의 
소농이 생계와 지역 사회 판매를 위해 생태 
농업 시행

∙ 주곡 생산에 중점을 두고 지역 쌀 품종의 
재배와 생산 및 지속 가능한 영농과 유기농 
정책을 위한 지역 역량 촉진

∙ 약 670개의 국내 조직과 20개 NGO 및 
과학자들과 연대 

∙ 소농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 농업, 생태계, 
경제에 걸쳐 복원력 창출

∙ 농업인 기반의 종자 은행을 통해 작물의 
유전다양성 보전

∙ 유기 농업과 농업생태학 촉진

나이지
리아

라고스 
식품은행계획

∙ Lagos Food Bank Initiative
∙ 통합된 식품은행 체계를 통해 공동체의 

영양을 지원
∙ 도시농업, 산모아 어린이 건강, 개선된 학교 

성과 등을 통해 장기적인 건강과 지속 가능성 
구축

∙ 영양실조와 기아에 관한 최전선 기관으로서 
136개 지역의 장단기 식량 필요에 대응

∙ 식량안보를 위해 가공업체의 식품폐기, 환자 
돌봄을 위한 1차 진료기관과 연계, 학업 
성과와 출석률 개선을 위한 학교체계와 
연계와 같은 파트너십으로 식량안보 구축

∙ 생계형 축산과 텃밭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자급체계 구축
∙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에 대응

말라위
토양과 식량 
및 건강사회

∙ Soils, Food and Healthy Communities
∙ 비영리 농업조직으로서 소농의 능력 형성 
지원
∙ 식량안보, 성평등, 영양, 전통지식의 통합 

등을 증진하는 연구 수행
∙ 종자배분, 토종작물 통합, 농업생태학 훈련과 

지식 교류, 토양 강화와 단수 증대 및 
지속가능한 영농방식, 건강과 영양 등을 위한 
실기 수업 진행

∙ 약 450개 마을과 1만 명의 농업인 참여 

∙ 전통과 토종 지식,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현장 
지식, 세계적인 과학 지식 등을 통합한 
농업생태학 촉진

∙ 작물 다양성과 윤작 등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방식을 통해 환경과 건강의 개선 추구

∙ 바람직한 환경 거버넌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 식량 주권을 개선하기 위한 성 평등 지원

인도
지역사회 관리 
방식의 자연농

업

∙ Community Manged Natural Farming
∙ 비영리 특성의 정부 계획으로 농업인 

주도하는 농업생태 모형
∙ 화학제품 배제와 지역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영농방식 지원으로 
소농의 생계보장, 건강, 생태계 통합 등의 
개선을 추구

∙ 약 3,780개 마을에서 70만 명의 농업인이 
참여

∙ 지역에 맞는 농업생태학을 지원
∙ 지역의 여성단체를 지원하여 여성의 참여와 

역량 강화
∙ 지역의 생태 및 농업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지역 식량 생산과 소비를 촉진
∙ 자연농업은 지역 공동체가 식량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식량주권과 
지역의 역량 강화

<표 7> 식품 시스템 전환의 국제 사례와 시사점

자료: GAFF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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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FFF(2021)이 소개하는 식품 시스템 전환의 사례와 그 성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

음. 이와 같은 성공사례는 민간과 지역 수준에서 식품 시스템의 가능성과 복원력을 시사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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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CBAM 시행안의 방향과 시사점109)

3.1. EU 탄소국경조정(CBAM)시행안 분석110)

3.1.1. 탄소국경조정(CBAM) 개요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수준(감축목표, 감축정책 등)의 격차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적 조치를 

의미함.

- 국가 간 감축의욕의 차이를 기준으로 관세, 보조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여 역외 산업

의 경쟁력의 보호와 탄소누출의 방지를 추구함. 

- 탄소국경조정은 탄소국경세 보다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 가능함.

❍ 탄소국경조정 배경  

- 파리협정은 국가가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이행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무임승차111)의 문제발생의 우려를 제기함. 

-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에 소재한 기업은 외국의 경쟁업체에 비하여 

높은 생산비를 부담함.

- 규제가 강한 국가에 소재한 기업은 탄소비용이 생산비에 부가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외국의 경쟁업체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생산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규제가 없거나 약한 국가로 사업

장을 이전하거나 해외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탄소누출112)의 위험이 증가함.

109)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의 위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110) EC(2021)

111) 자국의 감축 목표는 낮게 설정하고 타국의 감축 노력으로 인한 편익을 취하려는 태도  

112) 탄소누출(Carbon Leakage):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화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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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누출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온실가스 저배출 기업이 비효율적이거나 다배출 기

업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유발하므로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

과를 감소시키게 됨.

3.1.2. 탄소국경조정방법

❍ 탄소국경조정은 EU-ETS 연계 시스템(system mirroring the EU ETS)을 통해 도입됨.

- EU-ETS과 같이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은 아니며 EU-ETS의 가격을 연

동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됨 .  

❍ 수입업자가 EU-ETS 경매가격에 연동하여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경조

정을 시행함.

- EU 내의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제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CBAM은 EU 

역내 정책에 해당.

- 다만, 수입업자의 인증서 제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됨.

- EU-ETS 가격에 연동함으로써 가격의 동태성 확보를 의도한 것으로 여겨지며 역내 

생산자와 수입업자 상응 의무를 부여한다는 무차별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제도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ETS의 규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입이 용이한 

면이 있음.

❍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에 제출 EU에 제출(surrender)하는 방식으

로 의무를 준수함.

- 수입업자가 구매해야 하는 인증서의 수량은 수입 제품에 결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결정됨.

- 인증서 가격은 매주 EU에서 공시되는 전 주의 EU-ETS 경매가의 평균임.

역외로 이탈하는 현상(오경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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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 CBAM의 개요 

자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reen-taxation-0/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인증(declaration)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규정함.

- 제품의 해당년도 총수입량 

- 해당년도 수입품에 결부된 탄소배출량   

- 수입품에 결부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 CBAM은 EU의 수입업자나 수출국 기업들이 제도의 적응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

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설정함.

- 2023년~2025년까지 3년을 이행준비기간(transitional period)로 설정하여 제품

에 결부된 탄소배출량의 보고 의무만 부과

-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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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CBAM의 적용 범위     

❍ CBAM은 Annex I에 명시된 상품에 대해 적용됨.

- 품목의 선정 기준은 탄소누출 위험도, EU-ETS 대상 CO2 배출량의 45% 이상 범위, 

실질적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함.

-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품목으로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을 적용 대상

으로 설정됨.

- 5대 품목 중 CN 코드 기준 적용 대상 품목은 Annex I에 명시되어 있음.

   • ’21년 6월 유출된 draft 대비 일부 품목이 추가되었는 데 특히, 철강의 제품(CN 제

73류)가 추가된 것이 특징임.

❍ CBAM의 지리적 범위는 EU-ETS와 연계된 유럽국가들 및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됨(예외국 및 지역 Annex II에 명시).      

- 예외 국가는 EFTA국으로 EU-ETS와 연동되어 있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스위스이며 기타 역내 지구를 일부 포함. 

- 추가로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CBAM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직접 EU-ETS의 적용을 받거나 EU와 ETS 연계(linking) 협정을 맺은 경우. 

   • 제품 원산지에서 EU-ETS 적용 수준 이상의 리베이트 없는 탄소가격이 실효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 CBAM에서 실질적 예외를 위해서는 EU-ETS와 시스템 및 가격의 연계가 필수적이

기 때문에 예외의 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CBAM이 적용 대상 온실가스 배출 유형은 직접배출량으로 각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주

로 배출되는 CO2, N2O, PFCs를 포함.

   • ‘21년 6월 draft와 비교하여 간접배출이 제외된 것이 특징적으로 간접배출은 이행

준비기간 동안 보고 의무만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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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전력, 시멘트는 CO2 배출량만 포함.  

- 비료는 CO2, N2O 배출량을 포함. 

- 알루미늄은 CO2, PFCs 배출량을 포함. 

   • 우리나라 알루미늄은 국내 제련이 ‘91년 중단되어 공정배출인 PFCs 배출이 없으므

로 동 배출에 대해서는 실질적 부담 없음.  

3.1.4. 제품에 결부된 배출량 산정     

❍ CBAM의 인증서 수량은 총수입량(톤, MWh 등) X 제품 생산에 결부된 단위 탄소배출

량으로 결정됨.    

- 제품에 결부된 탄소배출량은 단순재와 복합재로 나누어 별도의 산식을 적용.   

- 단순재는 제품은 직접과 간접배출량을 활동수준(e.g.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 

 



* SEE: 제품 결부 탄소배출량, AttrEm: 제품의 직접배출량, AL: 활동수준    

- 복합재는 최종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투입재의 물량과 이에 결부된 배출량을 추

가하여 계산. 



   

* EE: 투입재 결부 탄소배출량 

-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 생산을 위해 투입된 철강 등의 소재 수량 및 이의 생산에 

결부된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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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배출량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할 때는 기본값(default)을 적용하여 

제품 결부 배출량 산정이 적용됨.

- 실제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수출국의 평균 배출원단위113)

를 기준으로 설정.

- 추가로 수출국의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적용되기 어려울 때는 EU 설비의 하위 10% 평

균 배출원단위 적용.     

❍ 정보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기본값(default)을 적용하는 것은 제품에 결부된 탄소배출량

의 산정 및 검증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함. 

- 수출국의 평균 원단위나 EU 설비 하위 10% 평균 배출원단위는 정보의 제공 부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함.

- 상대적으로 제품의 생산이 효율적이거나 저배출인 국가에는 자발적으로 실제 배출량

의 산정 및 보고의 유인을 가지게 됨.

- 다만, 이러한 벤치마크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

으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제품에 결부된 탄소배출량 산정의 벤치마크114) 방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음. 

   • 통상 벤치마크는 평균 성과, BAT(Best Available Technology), WAT(Worst 

Available Technology) 등을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음.

   • BAT, WAT 벤치마크의 한계를 고려하여 EU는 평균 성과 기준 벤치마크를 적용하

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 WAT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음.

113) 예, 국가 평균 CO2 배출량/철강1톤 

114) 활동량 기반의 배출 효율이나 저감기술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표준화된 배출원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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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AT 및 WAT 벤치마크 비교  

방법 내용  

BAT
벤치마크

- 현재 EU가 탄소누출 위험 업종 무상할당에 적용 중 
- 현재 상위 10% 설비 기준 벤치마크 적용 
- CBAM에서 BAT 벤치마크 적용 시 EU기준보다 다배출하는 상품이 같은 조정을 받으므로 탄소국경조정 

실효성 약화  

WAT
벤치마크 

- 해외 기업은 자신의 배출량보다 다배출 벤치마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수입업자는 저탄소 함량 인증을 위해 노력할 유인 발생 
- WAT 값이 EU와 비EU 간의 격차가 클 경우 차별적 조치로 여겨질 수 있음     

3.1.5. CBAM 인증서 가격 및 타국의 탄소가격 고려   

❍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됨.    

- 평균가격은 EU의 공식 저널에서 매주 공개하고 차주의 판매분에 적용됨.    

- CBAM 인증서는 거래할 수 없으므로 잉여 인증서는 구매가격으로 환매신청이 가능

하나 총구매량의 3분의 1까지만 가능. 

❍ 제품의 원산지에서 旣납부된 탄소가격을 반영하여 CBAM 인증서의 제출량 감축이 가능함.  

- 원산지의 탄소세나 ETS 제도를 통해 납부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차감을 적용하여 

중복을 피함.  

- 단, 이미 납부된 탄소가격에 상응하여 CBAM 인증서 제출을 줄이려고 할 경우 독립

적 인증을 통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EU-ETS의 무상할당 대상과 동종 제품에 대해서는 EU-ETS의 무상할당 수준을 고려하

여 CBAM 인증서의 제출 의무를 조정함.

❍ 다만, CBAM의 적용과 더불어 EU는 ’35년까지 무상할당을 전면 축소할 계획임(연간 

10%씩 무상할당 축소). 

- 블룸버그는 EU 배출권거래제의 개편에 따라 EU-ETS 가격은 ‘30년 톤당 100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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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설 것으로 예측함.

- EU 무상할당 축소에 따라 CBAM의 조정 수준도 점차 상승하게 되면 수출국 기업의 

부담도 비례적으로 상승 예상함.

<그림 2> EU-ETS 배출권가격 전망 

자료: BNEF(2021) 

3.1.6. CBAM 주요 품목 우리나라 영향 및 대응 방안    

❍ 탄소국경조정의 대상 품목 중 시멘트, 비료, 전력은 對EU 수출이 미미한 품목으로 

CBAM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음.  

- 전력은 EU 대상 교역재가 아니며 시멘트는 ‘19년 기준 수출액이 19.8천 유로로 교역

의 규모가 미미함.  

❍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CBAM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임.

- 철강제품 중 우리나라 평판 압연 제품(7208~7212)은 EU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CBAM에 직접적으로 노출.

- 특히, 600밀리 이상의 도금된 평판 압연 제품(7210)은 수출액도 많으며 EU 시장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음. 

- 기타 철강제품은 봉(bar) 제품이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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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판, 알루미늄 박의 수출액이 많으며 비중도 높은 편이나 철강에 

비하면 수출 규모는 작은 편임. 

- 전반적인 영향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실행

법(implementing act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경쟁관계를 고려하면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무역경쟁국인 러시아, 중국, 터키 

등과의 경쟁구조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함.

- 특히, CBAM의 시행에 따른 영향이 EU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 EU 수

출국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전반적인 무역환경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음. 

<표 2> CBAM 대상 부문 우리나라 對EU 수출액 및 점유율 상위 품목  

항목 구분 
EU 수출액
(천EUR)  

EU수입액
점유율(%)

철강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424,890.7 8.94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207,178.3 15.64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854,363.6 20.66

알루미늄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5,679.3 2.41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34,042.5 3.23

자료: EURO STAT을 이용 저자 정리 

❍  탄소국경조정의 국내 산업 대응

- EU CBAM은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동 절차가 비관세 장벽화될 우려가 존재함. 

   • EU에 단순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필요함.

- EU CBAM의 운영은 EU-ETS의 MRV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EU M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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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을 토대로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 

   • EU-ETS 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참고자료라고 볼 수 있음. 

- 주요 대상 산업별이나 기업별로 영향 평가에 기반하여 저탄소 이행을 위한 역량의 강

화가 필요할 것임. 

   •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우리나라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CBAM의 적용 제품별로 실제 배출량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한 역량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ETS(K-ETS)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탄소가격의 수준에 대해서는 충실

한 자료 구축을 통해 CBAM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시설 단위에서 제품의 탄소 배출 함량을 입증해야 하므로 기업 차원의 관련 배출량 자

료 수집 및 검·인증 체계의 확립이 중요함. 

   • 제품 결부 탄소 배출량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준과 영업비밀 등과의 연관성

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려 필요. 

3.1.7.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 탄소가격제는 EU CBAM의 조정에서 차감되는 요소이므로 수출국의 탄소가격제의 특

징이 중요함.     

- 세계적으로 명시적인 탄소가격체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탄소가격의 범위

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큼. 

❍ 탄소가격제는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

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함. 

- 탄소가격제는 배출 주체가 탄소 가격이라는 경제적 신호에 맞춰 감축전략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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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

-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사회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있음. 

❍ 탄소세(carbon tax)는 통상 온실가스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 온실가스 배출량에 명시적 세율(xx원/tCO2eq.)을 설정하여 직접 부과하거나 간접

세 형태로 부과도 가능(예, 연료세). 

❍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는 국가가 전반적인 배출한도(cap)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의 기

업의 활동에 따라 과부족분을 매매하도록 하여 배출허용 총량을 달성하는 제도임.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모두 개인 및 기업이 가격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도

록 유도하므로 비용효과성을 가진 방법으로 평가됨.

❍ 다만,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가격규제와 수량규제라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 수량 확실성 vs 가격 확실성: ETS는 캡을 설정하여 총 배출량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에 

따른 감축 효과를 보장하도록 설정하나 탄소세는 가격 확실성을 제공하지만 감축 효

과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단순성 vs 유연성: 탄소세는 기존 세제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시행할 수 있

으며 배출권 거래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필요로하지 않으나 ETS는 더 많은 유연성

(상쇄, 이월, 차입)을 제공함. 

- 세수 활용: 탄소세는 세수를 활용하여 환원을 통해 세수중립이 가능하지만 배출권거

래제는 수입활용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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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구분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에너지가격 
예측가능성

- 에너지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가격 변동성 높음

제도 적용의 
용이성

- 적용이 용이함
-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

- 제도 적용에 있어서 시일이 많이 소요됨
- 제도 설계에 대한 제반 고려요인이 많이 

필요함

제도의 투명성 - 제도가 투명하고 대중에게 쉽게 이해됨 - 제도가 복잡함

적용대상 포괄성 - 모든 분야의 탄소배출에 대하여 적용 가능 - 적용대상이 대규모 배출원 중심으로 제한적

세수활용도
- 세수 중립 가능
- 탄소세 수입은 대부분 정부 수입이며, 세수 환원 

조치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환원 가능

- 배출권거래제 운영상에 있어 많은 비용 발생
- 유상할당 시 수입이 발생하나 수입은 제한적 

자료: 저자 작성.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도입 국가는 지속 증가됨. 

- EU-ETS 참여 국가들에서는 EU-ETS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수송부문에 대한 탄소

세 도입 확대 중임.

- 반대로 기존 탄소세 도입국(칠레, 콜롬비아,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ETS 도입 및 글

로벌 ETS와의 연계방안 등 검토함.

❍ 우리나라는 EU 수준에 상응하는 배출권거래제를 旣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가격수준도 

높은 상황임.(Worldbank, 2020).  

- ‘20년 기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EU ETS보다 적용범위가 넓으며 가격수준도 

높음(하단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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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 세계 탄소세-배출권 거래제 도입 현황(’20.4, World Bank)

구분 도입 국가

탄소세
+

ETS

- EU(12국):, 덴마크, 라트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스위스 캐나다, 일본 (2개 지역) 

탄소세 -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ETS
- EU(16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오스트레일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중국(8개 지역), 미국(4개 지역), 

<그림 3> 주요국 탄소가격 범위 및 가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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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U CBAM의 준거점으로서 EU-ETS의 검토115) 

3.2.1 EU-ETS 연혁 

❍ 2005년부터 시행된 EU ETS는 EU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정책.

-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의무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

의무를 비용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도입.

- 세계 2번째로 큰 배출권거래제로 ’21년 중국의 국가 배출권거래제가 이행 전까지는 

세계 최대 규모.

❍ EU-ETS는 계획기간(Phase) 단위로 운영되며, ‘21년부터 10년 기간의 4기(Phase 4)

가 시작됨.

- 1기(2005-2007년)는 파일럿 단계로 간주되며, 2008년 이전 EU ETS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시장에서 가격 형성을 시험하고, 배출량 모니터링·보고·검증(MRV)을 위한 필수 인

프라 구축이 목표.

- 2기(2008-2012년)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과 동일.

- 3기(2013-2020년)는 1기와 2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를 상당히 변화시킴.

   • EU ETS 3기는 비록 발효되지는 못했지만 2012년 도하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 2

차 공약기간과 일치.

- 4기(2021-2030년)는 3기에 설계된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며, 일부 설계 요소를 변화.

115) 이 절은 손인성·김동구(2021)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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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U ETS의 계획기간(Phase) 구분

자료: 저자 작성.

3.2.2. EU-ETS 적용 대상(국가, 부문 및 온실가스 유형) 

❍ EU ETS 대상 국가

- EU ETS 1기는 24개 EU 회원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07년 루마니아, 불

가리아의 EU 가입으로 27개국으로 확대.

- 2기 시작과 함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개국116)이 EU-ETS에 참여

해 대상국이 30개로 늘었고, 시장 범위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117) 전체로 확대.

- ’13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EU ETS 대상 국가는 3기부터 31개국으로 증가.

- EU ETS 4기 대상 국가는 브렉시트로 인해 30개국으로 감소.

   • 영국은 EU ETS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인 UK ETS를 ‘21년 발효

❍ EU ETS 대상 부문과 온실가스

- EU ETS 1기에는 20MW 이상의 발전 및 기타 연료연소 시설과 석유정제, 코크스로, 

1차금속·철강, 시멘트 클링커, 유리, 석회, 벽돌, 도자기, 펄프, 제지·합판 생산에서 

배출되는 CO2만을 대상으로 함.

- EU ETS 2기의 대상 활동은 1기와 동일하게 시작하였는데, ’12년부터 항공부문에서

의 CO2 배출도 대상에 추가됨.

116)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117)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은 유럽 양대 무역 블록인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이 합쳐진 유럽 단일 통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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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1기(Phase 1) 2기(Phase 2) 3기(Phase 3) 4기(Phase 4)

기간 2005-2007 2008-2012 2013-2020 2021-2030

대상국 EU 26개국+UK

EU 26개국+UK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U 27개국+UK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U 27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부문

· 발전소 및 20MW 이상 
기타 연료연소 시설,

· 석유정제,
· 코크스로,
· 철강,
· 시멘트 클링커,
· 석회,
· 유리,
· 벽돌,

· 1기 대상 부문,
· (2012년부터) 항공

· 1기 대상 부문,
· 알루미늄,
· 비철금속,
· 석유화학,
· 글리옥실산, 질산, 

아디프산, 암모니아,
· 소다회,
· 수소, 합성가스,
· CO2 포집·파이프라인 

· 3기와 동일

   • EU와 EEA-EFTA국가(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공항에 도착하거나 

그 공항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대상.

   •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가 항공 배출 관련 국제 협약 마련 시까지 非-EEA 국가를 오가는 항공편의 EU ETS 

포함을 유예하기로 결정.

❍ 2기 대상 가스는 1기와 마찬가지로 CO2 배출량만을 의무 대상으로 하였지만, 회원국 

재량으로 N2O 배출량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3기 대상 부문에는 2기의 대상 부문에 더하여 알루미늄, 석유화학, 암모니아, 질산, 아

디프산, 글리옥실산 생산과 CO2 포집·파이프라인 수송·지질학적 저장이 추가됨.

❍ 3기 대상 가스에는 CO2 외에 알루미늄 생산에서 배출되는 PFCs(과불화탄소), 질산·아

디프산·글리옥실산 생산에서 배출되는 N2O가 추가됨.

❍ 4기의 대상 부문과 가스는 3기와 동일하게 유지됨.

<표 5> 1-4기 EU ETS의 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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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 펄프,
· 제지 및 합판

수송·지질학적 저장,
· 항공

대상
온실
가스

· CO2 · CO2, 
· N2O(회원국 재량)

· CO2,
· 질산·아디프산·글리옥

실산 생산으로 인한 
N2O,

· 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PFCs(과불화탄소)

· 3기와 동일

3.2.3. 배출허용총량 설정 

❍ 3기(2013-2020)부터 EU 전체의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했고, 매년의 배출허용총

량은 일정량씩 감소함.

- 1-2기에는 회원국별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EU 배출허용총량은 회원국별 배출

허용총량의 단순 합에 지나지 않음.

- 3기의 배출허용총량은 매년 2기(2008-2012)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의 1.74%(선형감

축계수(LRF, Linear Reduction Factor)) 만큼씩 감소.

- 3기 배출허용총량은 2기의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을 기반으로 설정됨.

- 4기(2021-2030) 동안에는 선형감축계수(LRF)가 2.2%로 증가하여, 연도별 배출허

용총량 감소폭이 커짐.

   • EU의 2030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ETS 대상 부문들의 

감축 필요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1900년 대비 50% 감축으로 강화하는 방안

이 제시되어, 배출허용총량의 더욱 빠른 감소도 가능.

❍ ‘21년 고정사업장 부문 배출허용총량은 1,571.6백만 톤이고, 2.2%의 선형감축계수에 

따른 연간 배출허용총량 감소량은 43.0백만 톤임.

- EU ETS 배출허용총량은 고정사업장(Stationary installation) 부문과 항공부문 각

각에 대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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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항공부문 배출허용총량은 약 24.5백만 톤이고, 이 중 20.7백만 톤은 무상할당, 

3.8백만 톤은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할 예정임.

- 항공부문 배출허용총량의 82%는 무상할당되고, 3%는 신규진입자들을 위해 비축되

며, 나머지 15%는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됨.

- 2021년부터 고정연소에 적용되는 2.2%의 선형감축계수가 항공부문에도 적용될 계획.

[그림 5] EU ETS 고정사업장 부문 배출허용총량

3.2.4. 배출권할당 방식

❍ 3기부터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본 할당방식은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이고, 무상할당은 예

외적 조치임.

- 1기, 2기에도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이 가능하였으나, 실제 경매된 수량은 미미하였

고 대부분이 무상할당 됨.

- 3기부터는 지침에 따라 무상할당 되거나, 시장안정화예비분118)에 비축되거나, 지침

118) 시장안정화예비분(MSR, Market Stability Reserve): 시장에서 배출권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경매 물량의 일

부를 비축하거나 추가 공급하기 위한 예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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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취소된 배출권을 제외한 모든 배출권을 경매.

   • 발전부문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대상이고, 무상할당이 허용되지 

않음.

   • 단, 특정국에 한해 발전부문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할당을 예외로 인정.

- 지역난방과 고효율 CHP의 경우, 무상할당이 가능.

- 산업부문에는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상할당 역시 유지되

고 있음.

   •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4기에도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결정.

가. 배출권 유상할당 

❍ 4기에는 배출허용총량의 약 57%를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할 계획.

- EU집행위는 3기 동안 약 57%의 배출권이 경매되었다고 추정했고, 4기에도 동일한 

비율의 배출권을 경매하기로 결정.

- 4기 동안의 총 예상경매물량은 약 7,855백만 톤 정도로 추정.

❍ 경매될 배출권은 회원국들에게 분배되고, 회원국이 배출권의 경매 수익을 활용.

- 경매될 배출권 총량의 90%는 회원국의 2005년 EU ETS 인증 배출량 비중 또는 

2005-2007년 평균 비중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분배.

- 나머지 10%는 연대, 경제성장, EU 내에서의 상호 연결을 위해 특정 국가들의 경매될 

배출권 할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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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벤치마크 기반 무상할당과 탄소누출 목록 

❍ 3기부터 제품 벤치마크에 기반한 무상할당 방식으로 전환.

- 1기와 2기에는 그랜드파더링방식을 통한 무상할당.

- 그랜드파더링방식은 조기 행동119)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배출업체에게 혜택을 부여

한다는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됨.

   • 3기부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가능한 

한 벤치마크 방식으로 무상할당하기로 결정.

- 제품 벤치마크는 특정 제품 제조에 필요한 모든 생산 공정을 포함.

   • 제품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열 생산 또는 연료 소비에 기반

한 대체 벤치마크(fall-back benchmark) 사용.

   • 제품 벤치마크가 가용하지 않고, 열이 측정될 수 없고, 온실가스 배출이 연료 연소

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역사적 배출량에 기반한 공정 배출 접근법을 사용.

❍ 벤치마크 개발

- 제품 벤치마크는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상위 10% 사업장들의 평균 배출원

단위로 설정.

   • 부문별 모든 사업장의 배출원단위를 오름차순으로 표시한 벤치마크 곡선에서 상위 

10% 사업장의 평균 배출원단위를 벤치마크로 설정.

- EU ETS 3기 동안 총 52개 제품 벤치마크와 2개의 대체(fall-back) 벤치마크가 개발

되어 적용됨.

   • 52개 제품 벤치마크는 EU ETS 산업부문 배출량의 75%에 해당하고 나머지 배출량

은 세 가지 대체접근법에 따라 무상할당 됨.

- 4기에는 3기에 개발된 벤치마크를 2회 갱신하여 사용할 예정.

   • 2021-2025년 동안 적용될 벤치마크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짐.

119)  조기 행동: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이행된 감축노력 또는 감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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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문별 제품벤치마크의 수

❍ 벤치마크 기반 무상할당량 산정 방법

예비할당량
= 벤치마크 × 과거활동수준(HAL) × 탄소누출 노출계수(CLEF)

무상할당량
= 예비할당량 × 전부문 조정계수(CSCF)(또는 선형감축계수(LRF))

❍ 과거활동수준(HAL, Historical Activity Level)은 적용 가능한 벤치마크에 상응하는 

과거의 연간 활동수준을 나타냄.

- 제품 벤치마크의 경우 과거활동수준은 제품 생산량이고, 열 또는 연료 벤치마크의 경

우에는 열 또는 연료 소비량임.

❍ 탄소누출 노출계수(CLEF, 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는 사업장이 포함된 

부문이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따라 무상할당량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

-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부문의 탄소누출 노출계수는 1임.

-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부문은 2021-2026년 기간 동안에는 예상배출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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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를 무상할당 받음. 하지만 2027년부터 탄소누출 노출계수는 2030년에 0%가 되

도록 선형적으로 감소.

- 지역난방부문은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나, 탄소누출 노출계

수가 감소하지는 않음.

<표 6> EU ETS 4기 탄소누출 노출계수(CLEF)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탄소누출위험
노출

1 1 1 1 1 1 1 1 1 1

탄소누출위험
비노출

0.3 0.3 0.3 0.3 0.3 0.3 0.225 0.150 0.075 0

지역난방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 전부문 조정계수(CSCF, 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와 선형감축계수(LRF)

는 무상할당 배출권 총량이 일정량 내에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계수들임.

- 전부문 조정계수(CSCF)는 비발전 부문 즉, 산업부문 총 할당량이 EU ETS 지침에 따

른 최대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계수.

- 산업부문 예비할당량 합이 지침의 최대량을 넘길 경우 CSCF 적용.

- 선형감축계수(LRF)는  무상할당 자격이 있는 일부 발전업자들(지역난방, 고효율 

CHP)에게 적용.

- 산업부문에 CSCF가 적용되면 발전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CSCF 적용.

- 산업부문에 CSCF가 적용되지 않으면, 발전업자들에게는 EU ETS 지침에 따른 

LRF(3기 1.74%, 4기 2.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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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누출목록(CLL, Carbon Leakage List)

- EU ETS는 탄소비용으로 인한 탄소누출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부문들에 무상할당을 해주기로 결정.

   • 집행위는 어느 부문이 탄소누출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설계하여 탄소누출목록(CLL) 작성.

-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부문들은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phase out)를 면제.

   • 탄소누출에 노출되지 않은 부문들은 무상할당 비율이 2030년 0%가 되도록 점진적

으로 감소.

❍ 탄소누출 위험에 대한 2단계 평가.

- 1단계는 정량평가이고, 2단계는 1단계 정량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부문들 중 일정 조

건을 충족하는 부문들에 한해서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를 진행.

- 1단계 정량적 평가기준은 제3국과의 무역집약도와 해당 부문의 배출집약도의 곱하

여 탄소누출지수를 산정.

   • 탄소누출지수가 0.2 초과 시,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

탄소누출지수  무역집약도 × 배출집약도  

무역집약도


 매출액   제국으로부터 수입액
제국으로 수출액  제국으로부터 수입액

배출집약도 총부가가치  
직접 배출량  간접배출량

❍ 탄소누출지수가 0.2를 초과하지 못한 부문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문은 2단계 평

가를 신청 가능함.

- ① 탄소누출지수가 0.15와 0.2 사이, ② 배출집약도가 1.5 초과, ③ 원유정제 벤치마

크에 기반행 무상할당량이 산정된 부문, ④ 산업·제품분류 6 또는 8자리 수준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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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탄소누출목록에 포함.

- 2단계 평가는 정성평가 또는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의 정량평가를 선택 가능.

3.2.5. 시장안정화예비분(Market Stability Reserve, MSR)

❍ 2008년 경제위기와 이후 국제 크레딧의 대량 유입으로 EU ETS는 심각한 배출권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경험함.

- 배출권 과잉공급으로 인해 EU ETS 배출권 가격은 폭락하여 2011년 11월 10유로 이

하로 하락하였고, 2013년 3월까지 꾸준히 하락.

<그림 7> EU ETS 배출권 가격 추이

❍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pre-defined rules)에 따라 배출권 공

급량을 조정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는 제도.

- 시장에 유통 중인 배출권 수량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배출권 공급량이 자동으

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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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중인 배출권 수량이 8억3천3백만 톤을 초과하여 배출권이 과잉공급된 경우, 경

매수량을 유통 배출권 수량의 12%만큼 축소하여 배출권 공급을 줄임.

   • 유통 중인 배출권 수량이 4억 톤 미만으로 배출권 공급이 부족한 경우, 경매수량을 

1억 톤만큼 증가시킴으로써 배출권 공급을 늘림.

- 유통 배출권 수량 = 공급 - (수요 + MSR 비축분)

   • 2019년 유통 배출권 수량은 약 13억8천5백만 톤으로 8억3천3백만 톤을 초과해, 

약 3억3천2백만 톤이 MSR에 비축.

3.2.6. 유연성 메커니즘 

❍ 무제한 이월(banking)과 계획기간 내 차입(borrowing) 허용.

- EU ETS는 이월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

   • ETS 참가자가 매년 인증 배출량 이상의 여분의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면, 배출권을 

자유롭게 이월(bank)할 수 있음.

   • ‘13년 1월 이후에 발행된 배출권120)은 무한히 유효.

- 당해 연도의 의무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1년에 대한 할당에서 배출권을 차입

(borrow)할 수 있음.

   • 배출권의 할당은 매년 2월에 이루어지지만, 전년도에 대한 배출권 제출은 이 날짜 

이후인 4월 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은 새 할당량 중 일부를 전년도 의무

준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단, 차입은 거래기간 내에만 허용되며, 다른 거래기간으로부터 한 거래기간으로의 

차입(예: 3기 의무준수를 위하여 4기로부터의 차입)은 허용되지 않음.

120) 1-2기의 잉여 배출권은 3기 시작과 함께 당국에 의해 취소되는 동시에 3기 배출권으로 교체되어 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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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탄소크레딧의 사용 제한.

- EU ETS도 1-2기에는 CDM/JI에서 발생한 국제 탄소크레딧의 사용을 허용하였으

나, 탄소크레딧의 특성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기 시작.

   • 탄소크레딧이 발생한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제한.

   • 프로젝트 이행 시기에 대한 제한.

   • 최빈개도국에서 이행된 프로젝트만 허용.

- 3기부터는 사업장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크레딧의 최대양을 제한.

- 2021년 배출량에 대해서부터 국제 탄소크레딧의 사용이 제한됨.

   • 2020년 배출량에 대한 의무준수를 위해서 202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배

출권에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음.

   • 2021년 5월 1일부터는 EU ETS에서 국제 탄소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음.

3.3. CBAM의 대응을 위한 한국과 EU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3.3.1. 한-EU 배출권거래제 비교 개요

❍ 한국과 E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 탄소가격 부과의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임. 

- EU는 2005년 출범하여 2021년 현재 4기 진입, 한국은 2015년 출범하여 현재 3기

에 돌입한 상황.

❍ 한국과 EU의 배출권거래제는 상호 간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제도로 봐야 함. 

- 한국 ETS 준비 및 운영에서 EU-ETS의 특징 및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제도 마련. 

❍ 다만, 한국 ETS가 EU ETS에 비해 운영의 기간이 짧으므로 EU ETS 대비 규제의 강도에

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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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의 여건 및 산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시

행국의 특성이 제도에 투영되어 있음. 

- 통상 ETS 초기에는 통상적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소 느슨한 형태로 운영

을 하면서 제도의 강도를 높여가게 됨. 

   • 예) 초기에 무상할당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유상할당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

이 일반적임. 

- 즉, 한국과 EU의 규제 수준의 차이는 배출권거래제 심화 단계의 차이로 봐야 하며 어

느 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우월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EU는 16년, 우리나라 6년 운영으로 제도의 심화 단계가 10년 격차를 가지고 있음.  

3.3.2. 배출권거래제 범위 비교 

❍ 한국은 총배출량의 약 74% EU는 총배출량의 약 39%를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고 있음.* 

*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ICAP) 추정치.  

- 한국은 경제 전반(economy-wide)의 보편적 탄소가격제에 해당하도록 ETS 제도를 

운영.

- EU는 발전,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ET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30년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Fit-for-55 패키지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확장

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 전반을 범위로 하는 보편적 탄소가격제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ETS가 규제의 

강도가 높음. 

- 한편, EU는 배출권거래제 미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여 공백을 

메우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 미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효율 기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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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에 포함되는 온실가스도 우리나라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EU는 

실질적으로 3개 온실가스(CO2, N2O, PFCs)만 규제.  

- 우리나라는 출범 당시부터 6대 온실가스를 ETS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규제.  

- EU는 명목상은 6대 온실가스를 ETS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

개 온실가스만 대상으로 포함. 

* Consolidated version of Directive 2003／87／EC    

- 1기에는 CO2만 대상으로 시행하고 2기에는 N2O를 회원국별 자발적 결정으로 포함

하도록 하였으며, 3기에는 3개 온실가스(CO2, N2O, PFCs)로 점차 확대. 

❍ 한국은 에너지 소비부문의 간접배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보다 제도 

범위가 포괄적.   

- EU는 간접배출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나 우리나라는 

간접배출을 ETS 대상에 포함하여 직접 규제를 시행.

3.3.3. 배출허용 총량 설정방식의 비교 

❍ EU는 전체 배출허용 총량 설정 후, EU 공통의 규칙에 따라 할당.  

- EU의 배출허용 총량은 EU의 감축목표(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준용

하여 설정됨.    

- 감축경로는 선형감축계수*를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매년 동일 수준의 허용 총량이 감

소하는 방식으로 설정. 

* Linear Reduction Factor, 2008-2012년 평균배출량의 2.2%씩 매년 배출허용총량 

감소되게 설정되어 있으나 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재조정 예정 

❍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명시된 연도별 목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감축허용 총

량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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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감축 로드맵에 2030년 목표뿐만 아니라 중간경로가 도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감축허용 총량 결정(3개년 평균 적용).  

❍ 배출 허용 총량의 설정 방식은 한국과 EU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간  경로

의 설정 방식은 다소 상이. 

- EU는 선형감축을 기준으로 경로를 설정하나 우리나라는 로드맵의 경로는 추종하는 

방식이므로 전반부에 감축이 다소 적고 후반부에 빠르게 증가하는 비선형의 방식으

로 구성. 

- 우리나라는 EU 대비 온실가스 감축 추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감축 대상의 적응을 

고려하여 초반부에 낮은 감축률을 적용. 

3.3.4. 배출권 할당방식의 비교 

❍ 유상할당 비중 면에서 EU는 4기 할당에서 57%를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 예정이나 한국

은 10%를 유상할당하고 있음.   

- 현재 EU-ETS는 유상할당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유상할당 중심으로 제도가 진

화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운영 시점인 2기(8년)에는 유상할당의 비중이 10%로 우

리와 유사하였으며 실제 경매 비중은 4%에 불과하였음. 

 

❍ 무상할당 대상 측면에서 EU는 탄소누출 위험을 평가하여 탄소누출 위험이 큰 하위 부문

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 

- 무역집약도×배출집약도 > 0.2의 조건으로 무상할당 대상을 선정함. 

❍ 우리나라는 무역집약도×배출집약도 > 0.002의 조건으로 무상할당 대상을 선정. 

- 이는 우리나라가 EU에 비행 무상할당 대상의 넓도록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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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할당 방식 측면에서 EU는 제품 벤치마크 기반 무상할당을 원칙적으로 적용. 

- 제품 벤치마크 적용 불가 시, 열·연료 벤치마크 적용.

- 모든 벤치마크 적용 불가 시, 역사적 배출량 기반 공정 배출 접근법 사용.

❍ 우리나라는 업종에 따라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 방식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을 분리

해서 적용. 

- 벤치마크 방식은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여 벤치

마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적용이 용이. 

- 우리나라도 감축투자를 유도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업체에 

유리한 벤치마크 방식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3.3.5. 유연성 기제의 비교 

❍ 배출권 이월 측면에서 EU는 2008년 이후로 무제한 이월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월 제한이 점차 강화의 추세임.

- 이월 제한은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증가시켜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효과. 

- 우리나라는 배출권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이월제한을 강화시켜왔으나 코로나19 이

후 경기침체로 인한 배출권 가격 회복을 어렵게 하는 효과도 발생. 

❍ 배출권 차입 측면에서는 한국과 EU 모두 배출권 차입을 허용하여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를 꾀하고 있음.   

- EU는 차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차입을 허용하며 계획기간 내에

만 허용.

- 한국은 동일 계획기간 내에서의 차입만 허용하며 이행연도별 차입한도에 대한 법정 

기준을 두어 EU보다 차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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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 배출권의 활용 측면에서는 EU는 ‘21년 배출량에 대해서부터 국제 탄소크레딧 사

용 제한을 시작하였으며 한국도 점차 국제 크레딧의 사용을 제한함.

- EU는 2021년 5월 1일부터는 EU ETS에서 국제 탄소크레딧 사용 불가.

- 한국은 동 2기부터 2016년 이후 국내 업체가 수행한 해외 CDM 사업의 크레딧 사용

이 허용되었지만, 허용가능 프로젝트에 제한 존재.

* 최소 20% 이상의 운영권 보유, 총 비용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저탄소기술 공급, 또는 

최빈개도국 또는 세계은행에 따른 저소득국가에서 수행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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