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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다자협상과 정용호 사무관

2008년에는 7월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되었으며, 세계 경제 기 극복 방안을 논의

하기 해 모인 G20  APEC 정상들이 DDA 상의 타결을 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2월에는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제시

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핵심쟁 에 한 주요국간의 이견차이로 세부원칙 

타결을 한 12월 각료회의 개최는 무산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말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주요국 통상장 회의(1.31)에서 

DDA 상진  방안에 해 논의한 바 있다. 부분의 국가들은 보호주의 두를 

우려하여 DDA 타결이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는 입장이었다. 

호주․ 라질은 4월  개최 정인 G20 정상회의 이 에 각료회의 개최를 주장

하 으나, 뉴질랜드․미국 등은 신 하게 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2월 팔코  농업 상 그룹 의장은 수입국 그룹(G10), 개도국 특별품목 그룹

(G33), 수출 개도국 그룹(G20) 등 주요 상 그룹  국가와 양자 의를 통해 향후 

농업 상 추진방향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그리하여 농업의장은 2.16일 주간

부터 략 1개월 정도는 의장  각 그룹간 순차  의(carousel consultation)를 

진행하기로 정하 다. 의장은 각 그룹별 입장․우려사항․희망사항 등을 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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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 방식인 주요국 심층회의(Room E), Walk in the Woods(특정 이슈별 

의), 비공식 체회의(informal open-ended)가 아닌 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

다고 설명하 다. 그리고 만약 진 이 있는 경우 주요국 심층회의, 비공식 체

회의를 충한  통 인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 하 다. 

WTO 라미(Lamy) 사무총장은 통령 직속 미래기획 원회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공동 주최하여 2월 23일 개최된 국제학술 회인 ‘ 로벌 코리아 2009’ 

참석차 방한하 다. 장태평(張太平) 농림수산식품부장 은 라미 사무총장과의 조

찬간담회를 갖고 DDA 상에 한 의견을 교환하 다. 張 장 은 한국의 어려운 

농어  실을 설명하면서 민감한 분야에 한 신축 인 조치가 상 결과에 히 

반 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이행계획서 작성시 개도국 기  용의 

요성을 설명하 다. 한 DDA 상결과는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 해야 함을 강조하 다. 이에 라미 사무총장은 우리 농업의 

어려움과 상 련 입장에 한 이해를 표명하며, 시장 근의 실질  개선과 

보조의 상당 감축이라는 DDA 상의 목표 달성을 해 한국 등 주요국가의 극  

조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 한편 라미 사무총장은 같은 날(11:00~12:00) 주요 

농어업인단체장들과 면담을 갖고 DDA 상에 한 한국 농어업계의 입장  

우려를 달받고 향후 상 망에 한 의견을 교환하 다. 

본격 인 상은 미국의 새로운 상  구성 이후가 될 것이며 신행정부의 

DDA 상에 한 평가가 상 진 에 결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팔코  의장은 미국의 농업 상  구성이 3월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이후 

미국의 입장에 한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5월은 되어야 미국이 실질 으로 상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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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은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기 로 하여 의견 차이가 큰 분야를 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망된다. 우선 다자간 로세스를 통해 기술  쟁 을 최 한 

좁히고, G20(4월 ) 는 OECD 각료회의(6월말)등을 계기로 각국의 정치  의지를 

확인한 후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집

인 상으로 주요쟁 이 상당부분 정리되어 정치 인 결단이 있다면 세부원칙의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망된다. 다만, 미국이 DDA 상보다 융 기 해결에 

집 할 것이라는 망이 있으며 4월 인도 총선, 9월 일본 총선이 정되어 있는 

등 주요국의 정치일정으로 상타결에 하여 회의 인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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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집행위 낙농품 수출보조금

지급재개 결정

주 EU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2009.1.15. EU 집행 는 지난 2년간 국제 낙농품 가격 상승기조에 따라 지 을 

단했던 낙농품 수출보조 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경과 및 배경

2006년부터 국제 낙농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EU 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보조하여 낙농품 수출을 증진시키는 수출보조 의 취지가 사라짐

- 이에 따라 EU 집행 는 2006년 반 탈지분유 수출보조 을 단하 고 

2007년 1월부터는 지분유, 2007년 6월부터는 치즈, 버터, 버터오일에 한 

수출보조  지 을 단함.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융 기 이후 국제 낙농품 가격이 하락하고 EU 낙농품 

수출이 격히 하락하면서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낙농품에 한 수출

보조  지 재개를 요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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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까지의 EU 낙농품 수출실 을 2007년 실 과 비교할 때 버터는 33%, 

탈지분유 17%, 치즈 8% 감소

- EU 집행 는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09년 1월부터 낙농품 민간

장 지원 보조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최근 국제낙농품 가격이 지속 으로 하락하여 EU 시장개입가격 이하로 떨어

지자 EU 집행 는 2009. 1.15. 역내 낙농품 수매와 낙농품 수출보조를 재개

하기로 결정.

2. EU 집행위 낙농분야 지원 대책 내용

버터, 탈지분유, 지분유, 치즈 등 수출보조 지 이 가능한 모든 낙농품에 

해 수출보조  지 을 재개

- 구체 인 수출보조  지  물량과 수 은 WTO상 허용된 지 범  내에서 

무역업계의 요청과 객 인 지 기 에 따라 단.

역내 낙농품 가격 안정을 해 2009년 3월부터 8월말까지 버터 (3만톤)와 

탈지분유 (10만9천톤) 수매 

3. 평가

EU는 2007년 낙농품 수출보조 을 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재도입

하겠다는 단서를 달은바 있고 WTO 정상 낙농품 수출보조  지 한도 

내에서 다시 수출보조 을 지 하는 것이므로 국제통상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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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DA 상에서 EU는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 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 고 2008년말 공동농업정책 건 성평가 개 시 낙농품에 한 생산

쿼터 증량  폐지를 합의한 을 감안할 때 이번 낙농분야 지원 책은 EU가 

지향하는 정책방향과는 다른 조치임.

- 피셔보엘 EU 농업담당집행 원이 낙농분야의 수출보조 은 모든 수출보조

이 폐지되는 마지막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망할 만큼 EU로서는 낙농

분야가 내 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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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농민공 실업문제 및 그 영향

주중농무관 김진진

 

중국 실업 농민공 숫자는 1.3억 농민공 중 2,000만여명 실업 추정

국정부 당국내 표 인 농 문제 문가인 천시원(陈锡文） 앙농  주임이 

2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공 실업문제에 한 황을 발표 

천시원 주임은 " 융 기의 향으로 외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연해

지역에서 수출에 주력했던 기업들이 곤란을 겪으면서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고 

귀향하고 있다"고 발표

연구조사※에 의하면 1.3억 명 농민공  15.3% 인 2,000만명 가량이 실업한 것

으로 추정됨 

☞ 이 수치는 이 에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1,000만～1,500만보다 훨씬 큰 수치 

※ 조사 방법

정부 당국의 추정결과는 농업부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15개 성 150개 에서 

표본을 얻어 분석을 진행 

표본조사에 의하면 설 前에 귀향한 농민공은 체 외유 농민공의 38.5% 정도인데 

이 귀향 농민공  60.4% 만이 다시 도시 등지로 나가 일을 계속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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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귀향 농민공  39.6%는 계속 고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업을 의미 

이런 결과로 볼 때 체 농민공 1.3억  15.3%에 달하는 2,000만명 가량이 귀향 

후 도시로 다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 

농민공 실업현황과 대책

년의 경우 귀향한 농민공 2천만명에 외지에서 일을 마치고 합류하는 농민공들을 

합하면 2천500만명의 농민들이 취업난에 직면하는 등 실업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상

더욱이 지 까지 연평균 새로 600만～700만 명 가량이 도시로 유입되곤 했는데 

이 인원들도 문제임 

아울러 외유 노동에 의한 수입은 체 농  수입의 40%에 달하며 작년 농민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음

하지만 의 통계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농  수입감소가 확실시 되고 있고 이에 

더해 농산품 가격 하락까지 겹치며 농 의 수입감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실이 

되고 있음 

농민공 귀향과 실업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발될 험도 배제할 수 없으며 

토지 리경작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상됨 

국 동남해 연해 지역 도시에 남아있는 농민공들의 향후 실업문제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수출지향형 기업들이 더 도산하게 된다면 이들의 취업과 도시 사회

불안 문제도 기를 불러올 수 있음 

정부당국은 농민 문제 해결을 해 6가지 방안을 내놓고 <1호 문건>을 통해 

농 문제를 강조하는 등 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음(구체내용은 추후 별도 보고)

앙농  천시원 주임은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농민들의 수입이 늘어

나도록 하는 것이 올해 국 농  업무의 최  과제"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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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평가

12월 발표된 농민공 실업추정인원보다 이번 발표된 농민공 실업추정인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임 

연해지역 기업들의 수출 감소 문제가 더욱 확 된다면 농민공들의 추가 실업가

능성이 한 문제가 되고 더 심한 사회불안이 조성될 수 있음 

거시 으로 볼 때 GDP 1%포인트 증가해야지만 100만명 가량의 일자리가 생겨

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년의 경우 8%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 

작년 한해 농민 연 수입은 621 안이 증가한 4761 안 이었으며 사상 최  폭의 

수입증가를 보 었음 

하지만 지  상황을 볼 때 농산품 가격 하락압박과 생산 감소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국 정부가 극복해야 하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정부는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농민공 실업자 구제  내수

확 를 통한 경기부양을 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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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녹색식품산업 발전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중국의 녹색식품산업은 식품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하며, 농업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한다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1990년대 초에 발전에 착수하였음

18년 동안 중국의 녹색식품산업은 농촌 개혁과 농업 발전에 수반하여 날로 

증가, 안전하고 질이 좋은 농산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환경과 

자원우세에 의거하여 생산 규모와 브랜드의 이미지 확대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음

- 농업생태환경 보호, 농업표 화생산 진, 농산품 품질안 수  제고, 농산품 

수출 확 , 농업 효율성 제고, 농민소득 증가 진을 한 일차  시범성과 

실

 

제품총량의 규모화 형성

-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녹색식품 인증기업과 산품의 증가속도는 각각 21.8%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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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말 기  녹색식품의 주요 제품 생산량은 동일제품 총생산량의 5~8% 차지

- 녹색식품(농산물) 재배면 은 940만ha로 국 경지 총 면 의 7.2% 차지

- 2008년 10월말 재, 국 녹색식품기업은 6160개이고, 17,647개의 제품 생산

표준화 체계의 점진적 개선

- 선진국의 농산품과 식품의 품질안 표 을 참조하여 과학 이고 엄격하고 

체계 인 녹색식품표 체계 구축 추진

- 녹색식품의 표 체계는 4가지로 부분: 산지환경의 질 표 , 생산과정의 기술

표 , 제품의 품질안 표 , 포장의 표지(라벨)표

- 재 농업부가 발표한 녹색식품 표 은 102개, 지방정부가 발표한 표 은 

235개로 모두 337개임

인증규범의 기초 확립

- 국가에서 인증인가의 기본요구에 의거 농산품인증의 특징을 결합하여 효율

인 녹색식품 인증제도  체계 구축

- 녹색식품의 인증 차: 표 에 의거 산지 환경, 제품의 생산 가공 과정과 투입

물의 사용 리, 제품품질검사, 제품포장과 장수송과정 등에 해 장검

사 실시 후 심의  평가

- 상표법에 의거 인증을 통과한 기업에 해 녹색식품표지사용 허가

- 녹색식품표지는 국국가상표국에 등록한 증명상표로서 재 일본, 홍콩, 

미국, 러시아에 등록되어있고 국에서는 등록 공고 에 있으며 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 일리아, 싱가포르에서의 등록도 이미 실질  

심사 차를 진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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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제도 전면 시행

-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기업에서 표지사용행 를 규범화

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녹색식품은 기업 연례검사, 제품 표본

검사, 시장 감시, 제품 공고 등 4가지 기본 인 감독 리제도를 수립 실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매년 15%이상의 녹색식품제품이 표본검사 계획에 편입되고 

상품 품질표본검사의 합격률은 98%이상 안정  유지

- 2008년에 베이징올림픽에 제공한 녹색식품제품의 품질표본검사의 합격률은 

100%에 도달

- 국 40여개 ․ 도시의 400여개 슈퍼마켓 등 상업망이 녹색식품표지 

시장 감시 상에 포함, 기업의 표 화 합격률도 96%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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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여름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소득공제 실시
(가축판매 소득 일부 세금부과 정지) 

농식품부  허태웅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사료생산에 피해를 본 앨버트

주 등의 특정지역의 농가들의 경 정상화를 해 그들의 가축을 매하면서 

얻는 소득에 해 일정부분 세 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는 피해 농가들이 조속한 경  정상화를 통해 2009년 까지 가축의 사육

규모를 이는 방법으로 경 정상화를 진하기 한 것으로, 그동안 규모 

사육농가 심으로 경  규모를 축소하기 한 자구책이 세  부과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에 따른 것임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2008년 사료생산조사, 2008년 

사료작물 생육시기의 강수량, 토양수분  물공 량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지역을 결정하 음. 특히 규모 사육시설이 있는 앨버터

주 북부지역이 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캐나다의 부분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보게 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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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정부는 상농가가 되기 한 조건을 부가하 는데, 그 조건은 총 사육 

가축  부 는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것임. 즉 총 사육두수의 15%를 처분

하여야 하고 15%이상을 처분하면 순 매액의 30%이상을 소득공제 받으며, 

30%이상을 처분하면 순 매액의 90%를 소득공제 받는다고 밝힘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농업이 캐나다 경제의 근본 이며 특히, 경제

불안기인 시 에서는 더더욱 농업의 건실한 발 이 필요하다는 부처의 

공감 를 얻고 있어 가능하다고 행정 료들은 밝힘



6. 바이오연료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시험비행 성공

뉴질랜드 링컨대 유학(농식품부 이정삼)

                             

* 자료출처: www.ruralnews.co.nz (2009. 1.6 PM welcomes world-first biofuel test flight)

 www.airnewzealand.co.nz/aboutus/biofuel-test/default.htm

 www.ecoworld.com/features/2004/10/15/jatropha-desert-grown-biofuel)

뉴질랜드 수상(John Key*)은 Air New Zealand의 바이오연료를 사용한 시험 

비행 (08.12.30)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이날은 세계 항공사에서 역사 인 날이며, 

아울러 국 기인 Air New Zealand가 환경부문의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하 다.

* 08년 11월 총선에서 도시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집권 노동당(수상 Helen Clark)이 

농 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당에서 패하여 정권 교체

번 시험 비행은 Air New Zealand, Boeing, Rolls-Royce, Honeyewells's 

UOP, Terasol Energy가 공동으로 참여한 로젝트 다. 

- Jatropha라는 식물기름이 바이오연료로 사용되었으며, 뉴질랜드 Hauraki 

Gulf 상공에서 2 시간 동안 비행 후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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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747 비행기 4개의 엔진  1개 엔진이 Jatropha 바이오연료를 사용 하

으며 연소시스템  엔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정부 계자에 따르면 Jatropha는 차세  바이오연료로 각 받고 있는 식물

이며 기존 바이오연료 식물과는 차별된다고 하 다.

- 동 식물은 건조하고 비옥도가 낮은 한계농지에서도 자랄 수 있어 식량생산

을 한 토지와 경합되지 않는 이 이 있다고 설명하 다.

* Jatropha는 physic nut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기름을 추출할 주 있는 80여종

(species)의 식물 에서 바이오디젤 원료로 가장 각 받고 있음

  

 ▪ 수확량은 환경 조건에 따라  0.5 - 12톤, 보통 5톤/ha의 종자 생산, 종자의 

기름함량은 55-60%, 0.75-2톤/ha의 바이오디젤 생산가능, 연료추출 후 잔존

물은 비료나 사료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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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美 Marler Clark社, ‘2009년

10大 식품안전 위해 요인’ 발표

국정원 (1.13)

美 식품 피해소송 문 법률업체인 Marler Clark社는 식품 불순물의 국제  

유통을 통한 테러 가능성ㆍ이콜리((E-Coli) 장균 창궐 등 내용의 ‘2009년 10大 

식품안  危害 요인’을 발표

10大 식품안  危害 요인

1. 불량 식품에 대한 리콜과 멜라민 등 식품 첨가물을 통한 테러 가능성 점증

2.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 확산으로 안전성 검사요구 증가

3. 이콜리(E-Coli) 대장균 창궐

4. 다이옥신과 멜라민 등에 중독된 육류 섭취로 인체 감염 위험 증가

5. 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財源 부족과 관련 업무 과다

6. 水質 보호 등 환경문제와 연계된 식품 안전 문제 부각

7.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야생 동물 포획 증가와 이에 따른 人獸 공통질병 감염 

위험성 증가

8. 식품 안전 감독기관과 소비자間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필요성 증가

9. 식품 안전에 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정보 수요 증가

10. 애완동물用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문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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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 곡물가격 하락추세 지속

FAO(농식품부, 신창호)

                        

국제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음. 2008.3 이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주 

이유는 2008년의 기록 인  생산량 때문이며 여기에 덧붙여 수출공  여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 을 뿐 아니라 한 최근 요인으로는 미 달러의 강세,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 세계 경제 기 등을 꼽을 수 있음.

- 2008.12월 순 재 미국산 의 평균가격은 톤당 227$이며 이는 11월 평균

가격에 비해 톤당 20$가 하락한 가격이고 한 해 (2007.12)에 비해서는 40%

가량 하락하 음.

국제 옥수수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바, 이는 세계 작물생산 망이 호

되고 세계시장에서 의 공 량도 풍부할 것으로 지표가 나타난 2008. 6 이후

부터 하락 경향을 보여 왔음. 

- 의 가격 하락 주요인이 공 량에 기인한 것과는 달리 옥수수는 지난 몇 

개월간의 미 달러 강세와 함께 국제원유가격의 지속 하락,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식량수요 감소 상 등에 향을 받음.

- 2008.12월 순 재 미국산 옥수수는 톤당 143$이며 이는 11월 평균가격에 

비해 톤당 23$가 하락한 가격이고 한 해 (2007.12)에 비해서는 약20% 가량 

하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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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북반구의 기록 인  생산 측과 함께 세계  수요감소가  수출

가격을 지속 으로 하락시키고 있음. 

- 2008.12월 순 재 태국산 백미는 톤당 평균 580$이며 이는 11월 평균가격에 

비해 톤당 11$가 하락한 가격이나 한 해 (2007.12)에 비해서는 아직 54%가 

높은 상태임.

- 그러나 태국정부가 생산자의 을 재 시장수 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으로 지불하는 양곡조달 로그램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면 수출가격은 더 

떨어졌을 것임.

- 이집트, 인도 등 주요  수출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수출제한 한 가격의 

락을 억제하고 있음. 

- 베트남, 키스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수출가격의 하락추세가 심해

지고 있으며 2007.12월 수 으로 근해가고 있음 (이상 자료 출처: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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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금융위기가 쌀 가격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국제미작연구소 강경호

Source: Rice today vol 8 (2009)

단기적 영향 :  ‘08년 기 비싼 농자재(비료․종자 등)를 투입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격한 가격하락의 덫에 고통 받은 농민들은 2009년에는 안 한 

농을 추구하고 투입제 사용을 제한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국제 융 기로 

인해 세계 농민들은 은행으로부터 투입제를 구매하기 한 신용 출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상된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농민들이 투입제를 구매하기 한 신용 출이 어려워지자, 

투입제의 감소로  생산량이 4% 감소할 것으로 상하 다. 다른  생산국가

에서도유사한 소식이 해 질 것으로 상되는바,  수요가 여 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과 곡물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측된다.

장기적 영향 : 최근  시장의 기로 인해  수요와 공 의 근본 인 불균

형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난 5년간  소비는 생산을 과하여  

부족분에 해  재고량에 의존하여 왔으며 최근 세계의  재고량이 사상  

최 로 낮아짐에 따라 최근  가격의 등락으로 인한  가격 변동율이 

매우 큼을 재확인하 다. 지난 4년간 세계 각국은 기록 인  수량을 생산

하 는데 이는 생산성 증가보다는 재배면 의 증가에 기인하 다.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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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1990년  부터 둔화되어 왔으며 이는 농업연구와 기반조성을 소홀히 

한 때문이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값싼 주곡에 

의존함에 따라  더욱  수요가 증 되어 2010년 까지 9천만톤의 부가 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측된다. 재의  재배면 은 역사 으로 사상

최고이며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 더 

이상 생산성이 증 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며 2000년에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이래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다.



세계농업 흐름분석

오바마 미국 신정부의 농업․농촌 정책방향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이명기, 유찬희

세계곡물수급전망

미국 농무부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번역

미국의 신 농업법 분석 

            EU 집행위 발표, 주EU 농무관 조재호번역

중국의 국가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요강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정정길번역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김용택

글로벌화 속 일본농업의 종합전략(제언)

일본국제포럼 정책위원회 발표 주일 농무관 이재현 번역

그때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길들이 

가능성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길들은 이미 내 등 뒤에 있다. 

     그 많은 길들을 훗날 걸어 보리라 생각했는데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생은 그 얼마나 다채로운 것인가. 

내가 가지 않은 길을 그가 유유히 걸어가고 있다. 

그가 가지 않은 길을 나 역시 부지런히 걷고 있다.

                             - 노은, <여백 가득히 사랑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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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신정부의 농업․농촌

정책방향 및 시사점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유찬희

변화와 도 , 꿈, 국익을 연상  하는 버락 오바마(Barak Obama) 후보가 미국 

44  통령에 당선되었다. 오바마의 농업․농 련 정책방향은 크게 무역, 기후

변화, 친환경, 가족농, 농 개발, 복지 등 6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우리농

업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분야는 ‘무역의 공정성 강화'와 ‘기후

변화 극  응'이며, 간 으로 향을  수 있는 분야는 가축시설 규제 완화, 

유기농업 육성, 재생에 지 육성 등 친환경 책이다.

무역의 공정성 강화(Fight for Fair Trade)는 문표기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도

이다. 자국민들의 고용을 늘리기 해 해외시장 개방을 구하는 무역정책을 

펴고 WTO에 무역 정 이행을 압박해서 외국의 불공정한 정부보조  단과 미국 

상품에 한 비 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실패한 미자유무역 정

(CAFTA)에 반 하고 미국의 일방 인 수입 증가를 래한 북미자유 정

(NAFTA)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보아도 향후 다가올 무역정책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오바마는 이미 체결한 한․미 FTA도 미국에 불리한 불공정한 무역 정이라는 

입장이므로 이에 극 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한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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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인 우리나라에 하여 검역(SPS) 등 비 세장벽 철폐 요구가 심화될 가능

성이 높아 통상 압력에 비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미국 신정부는 기후변화와 에 지 이슈에서 국제 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상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수 으로 감축하고 경제 

반에 걸친 총량거래제를 실시하여 탄소배출량 범  내에서 모든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약에 한 미국의 극  참여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과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망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한 ‘ 탄소 녹색성장' 략의 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상된다. 농업

분야는 탄소 녹색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축산사육시설에 한 환경규제 강화는 미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유기농업 육성으로 유기가공식품이 성장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시장에 유기식품 수출이 확 될 수 있다.

농 지역에서 바이오연료와 신재생에 지인 풍력에 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농 을  재생에 지의 생산기지화하고 체에 지 확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의  핵심부문으로 활용한다는 의도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농업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농정으로서 우리 농업

에서 한 수 배움직한 정책방향은 미국의 국본(國本)이라 할 수 있는 가족농의 경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가족농의 확고한 존립기반 유지는 농업발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 과 농  지역사회의 유지에도 요하다. 

농 지역의 농산물 공동 매조직과 농민소유 가공공장 등 소기업 육성과 정보

통신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활성화도 여겨볼 필요가 있다. 농 의 삶의 질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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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건의료정책과 농 학교의 우수교사 유치, 지역산 농산물의 학교 식 유도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본고에서는 오마바의 농업․농 ․에 지 련 정책방향에 한 구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 가족농의 경제적 기회 보장

가족농의 경제  기회를 보장하기 한 정책방향은 가족농에 한 안 망 강화, 

환경규제 강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가족농에 대한 안전망 강화

오바마는 가족농을 시장 상황의 변화와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성과 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 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가에 한 농업보조 이 25만 달러를 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불상한제

(payrnent limitations)를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합병과 이에 따른 규모 가족농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한다.   

한 농업 보조 의 수혜 상을 수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농보다 이를 

필요로 하는 소농에게로 환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규모 농가들이 경 체를 몇 개의 명목 기업(paper corporations)으로 

분할하여 지  제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상의 허 을 보완할 것이

다. 이를 하여 실경작자(active farmers)와 이들에게 농지를 임 한 지주 모두에

게 지 상한을 용하는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미연방회계감사원(Government 

Arcountability Office, GAO)과 지 제한 원회(Payment Limitation Commission, 

PLC)모두 이러한 법의 허 을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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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가족농과 개별 농업인들에게 시장에의 공정

한 근, 생산 결정권  투명한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요한 과제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을 반 하여 가족농에게 부정 인 향을  수 있는 반경쟁 인 행 들

을 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로, 육류 가공업체의 가축 소유를 지함으로써 

개별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아이오와 주 민주당 상원의원 

Tom Harkin의 D-IA)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최근 육류 가공업체는 미국 돼지 생산량의 20% 이상을 유하고 있고, 그 비

은 계속 으로 높아지고 있다. 업체가 가축을 소유할 경우 개별 생산농가들의 수

취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개별농가로부터의 구입을 단하여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The 1921 Packers and Stockyard Act”는 소 생산농가

에 한 가격차별을 지하 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부당한 

가격차별에 한 규제를 실시하고 해당법을 발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 반독

법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 농업정책 개정으로 계열화된 농기업보다는 가족농 

심의 생산농가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해 로그램을 구화시켜 안

정 인 보호 장치를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족농 유지를 하여 로컬푸드 운동(Buy Fresh, Buy Local)과 은 농인 

확보도 추진된다.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가족농 단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기 한 방안을 정책에 반 할 것이다. 한 은 농인 세 육성을 

해 문기술을 익히고 농장경 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로그램의 

도입을 제시하 다. 한 주립 학  동 지도 서비스가 4-H  미래농업인모임

(Future Farmers of America, FFA)와 같은 조직들과 긴 하게 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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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강화

오바마는 미국 체 가축두수의 40% 이상을 사육하는 집형 가축사육시설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에 해 보다 강력한 환경 규제

를 용하려 해 왔다. 한 로 오바마는 가축사육시설에서 배출하는 질소, 인, 황화

수소, 암모니아 등 공기와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에 한 규제법안을 지

지해 왔다. 오바마 집권 이후 환경보호청에서는 집형 가축사육시설에 한 모니

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단 의 실질 인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환경개선 장려 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은 

농장 운 과정에서 환경 보  노력을 하는 농가들에게 재정 인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2002년 농업법에서 이 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 제한을 없애

면서 집형 가축사육시설도 45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바

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주 오염원들에게 환경비용을 부담

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오바마는 기오염과 농  지역 수질오염에 한 책도 제시하 다. 기 

오염과 련하여 부시 행정부에서 약화시키려 했던 청정 기법(the Clean Air 

Act)을 복원  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토양 침식, 살충제, 비료사용 등에 기인하는 

표충수 오염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농 지역의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 소유주들의 환경 보  노력을 유도하기 해 보 안보 로그램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과 보 유보 로그램(Conservation Resrve 

Progrm, CRP)에 한 재정 지원도 확 하는 한편, 소유주들에 한 인센티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가축 부산물을 이용한 메탄 소각기 사용 등을 장려하여 재생 가능한 에 지 

비 을 높이고 이와 련된 R&D 규모 확 도 환경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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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 제고

오바마는 미국 농무부와 식품의약청의 권한을 강화하여 식품안  문제가 발생

하 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알리고 리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 원산지표시법(Country of Origin Labelling Law)을 즉각 발효하여 육류  

육류 제품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식품안 성을 높일 수 있는 안  하나인 유기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을 

돕기 하여 국가 유기인증 비용분담 로그램(National Organic Certification 

Cost-Share Program)에 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농무부 

험 리청의 작물 재해보험율을 조 하여 유기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수출경쟁력 강화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한 의 28%, 옥수수의 20%, 두의 35%를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  하나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수출국 지 를 유지하기 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을 두고 있다. 이를 하여 무역과 투자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언

하 다. 한 R&D 지원 확 ,   홍보 강화에 을 둠과 동시에 모든 무역

약에 높은 수 의 노동․환경․안 성 기 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 농촌 경제 발전 지원

오바마는 농업 련 소규모 사업체 활성화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  

경제 발 에 을 맞추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는 농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자기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요성을 지닌다. 

원료 농산물을 보다 큰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가공하는것, 즉 고부가가치농업

(value-added agriculture)은 농  경제 활성화의 가장 요한 방법이다. 특히 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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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이용한 청정 에탄올 생산은 루즈벨트 시 의 농장 로그램 이후 가장 요한 

경제  활동  하나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 로그램(Value Added Producer Grant Program)을 통해 고부가가치

작물  축산물에 한 동마 과 농업인 소유의 가공공장과 같은 부가가치 

창출형 사업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미국 농  지역에 소규모 사업  소형기업을 설립하여 고용 확 를 추진

하고자 한다. 이 로그램은 농 지역의 소형 기업에 훈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이 기업의 투자액에 해서 20% 세액 공제(5만 달러 한도)도 제공한다. 

농 지역의 상당한 토지들이 연방정부의 소유이다. 농  지역 카운티들은 연방

정부 소유의 토지로부터 재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데, 이를 보상받기 해 세

체지 로그램(The Payment in Lieu of Taxes(PILT) program)을 이용한다. 

오바마는 지방 정부들이 PILT를 통해 세 징수 손실분을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지속 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  지역의 기간시설 확충도 요한 과제이고, 재의 정보․통신 정책이 농  

지역에서 제 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도 고려할 계획이다. 농  지역에 

통신 기간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 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한 비용을 

일부 보 하고 역서비스 로그램을 면 히 검토하여 인센티  제공을 통해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 할 계획이다.

3.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에서 농촌 지역의 선도적 지위 확보

오바마는 이 부터 재생가능한 연료의 공 확 를 지지해 왔고, 농  지역이 이 

부문에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를 하여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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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거래(cap-and-trade permit auction) 수익의 일부를 기후친화 인 에 지 개발과 

확산에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바이오연료  상당 부분을 

생산․공 하고 과거보다 많은 풍력 에 지를 공 하는 농  지역 경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한 국가 역에 걸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 지 효율성 제고를 해 2030년까지 경제 부문의 에 지 원단 (energy 

intensity)를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 다. 이를 하여 모든 정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0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 다. 한 모든 

연방정부 신축 건물의 에 지효을성을 향후 5년 이내에 40%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도 

설정하 다.

바이오연료 유통 기간시설 확대

오바마는 최 의 재생가능한 연료 기 (Renewable Fuel Standard)을 지지하 고, 

이 기 은 재 법제화되었다. 오바마는 상원의원 시  최 로 재생가능한 디젤 

기 (Renewable Diesel Standard) 도입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한 바이오디젤 생산과 

공 을 확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 다.

오바마는 차세  바이오연료 개발에도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옥수수에서 

생산하는 에탄올 등은 표 인 체에 지이나 재 미국의 연료 공 량  차지

하는 바이오 연료 비 은 매우 작다. 미국의 연간 가솔린 소비량은 1,400억 갤런인데 

비해서 연간 옥수수 에탄올 공 량은 50억 갤런에 불과하다. 옥수수 에탄올 생산을 

확 하려면 휴경지를 옥수수 생산에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자원과 농약 사용

량이 늘어나서 환경부하가 증가한다. 한 에탄올용 소비와 식용  사료용 소비

와의 경합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

하기 해 세  혜택, 정부 계약 등을 통해서 2013년까지 차세 (셀룰로스) 바이오

에탄올 공 량을 20억 갤런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 된 바이오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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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를 해 청정기술보 기 (Clean Technologies Deployment Venture 

Fund)을 활용할 것이다.

오바마는 농  지역에 신규로 바이오에탄올  디젤 정제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를 들어 농  지역에 4천만 갤런 규모의 에탄올 

정류시설을 도입하면 120명을 고용할 수 있고, 지방세원 규모를 연간 7천만 달러 

확 할 수 있으며 그 지역 가구 체의 연간 소득이 67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설 도입에는 지방의 투자가 요하기 때문에 이에 해 다양한 

혜택을 부과할 계획이다. 

앙 정부 세 공제 로그램 확  용, 기술  지원, 지방 투자 비 이 25% 

이상인 시설에서 생산한 에탄올에 한 추가 보조  지  등이 정책의 이다.

관련 정책 및 제도 정비

오바마는 재생가능한 연료기 을 제안하는 등 바이오연료 공  확 에 지속

으로 심을 가져왔다. 오바마는 재생가능한 연료 기 을 2022년까지 360억 갤런

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을 의회가 승인하는 일이 시 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바이오연료(차세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포함) 생산량을 최소 600억 갤런으로 늘릴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국가 탄소연료 기 (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 LCFS)을 

도입하여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함량이 은 연료개발을 진하고자 한다. 

국가 탄소연료 기 이 용될 경우 연료 공 자들은 2020년까지 연료의 탄소 

배출량을 10%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바이오에탄올 등 체 에 지의 지속 인 공 과 기술 개발을 

진하는 한편, 환경 부담 역시 경감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오바

마는 미국에서 매되는 모든 신형차량에 해 기존의 연료 외에도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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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기술 개발 및 보급

오바마가 구상하고 있는 재생가능한 에 지 공  의무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미국에서 소비하는 력의 25%를 태양열, 풍력 등 청정

에 지원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부문 투자가 

진되고, 특히 농  지역의 고용 증  효과가 클 것으로 망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재생가능한 에 지 생산 확 를 목 으로 한 세  공제 확 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가능한 에 지 련 기술의 신속한 보 을 해 청정기술보  벤처펀드

(a Crean Technologies Deployment Venture Capital Fund)를 마련할 것이다. 기존의 

투자기 과 국립연구기 을 연계한 이 펀드는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한 지원 

기능과 험 분담 기능을 수행한다. 오바마는 향후 5년 동안 100억 달러의 투자를 

실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재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농지 관리

오바마는 탄소 배출 감축과 련된 모든 국내 정책은 식재, 지 회복 등 탄소 

흡수 기능을 하는 농림업 종사자들에게 인센티 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삼림 조성이나 지 유지, 무경운 농법

등이 활성화되면 탄소 흡수 외에도 수자원 리와 야생동물 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4.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미국의 농  주민들은 의료보험 가입률이 상 으로 낮고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바마는 농  지역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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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비용에 일정 수 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한 근성을 

안정․유지․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를 하여 ‘일반보건법

(Universal Health Legislation)'을 법제화하여 국민들이 의료 부담 경감을 감소

(보통 가구당 연간 최  2,500달러)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농  지역 경제에서 요한 기능을 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피고용자의 보험료 

분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오바마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해 국립건강

보험거래소(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보조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농  지역 고령층 의료서비스 제도(medicare)와 소득충 의료서비스

제도(medicaid)에 해서도 언 하 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농  지역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내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 2/3가 농  지역이다. 오바마는 농  지역 의료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고, 농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해 융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오바마는 지역보건센터(community health centers)의 건축  설립 지원을 한 

연방출자기 을 확 하고, 교통 련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 지역 의료 

서비스의 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  지역 의료 서비스와 련된 마지막 개선 사항은 보건정보기술  원격의료

(Telemedirine)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

의료정보 시스템을 확 할 계획이다. 자시스템 도입은 농  지역 등 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수 을 높이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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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및 젊은 인력 유치

오바마는 농  지역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고용 창출효과가 큰 시설인 공립

학교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농  지역 교사들은 

각자 여러 학년의 다양한 과목 수업을 비해야 하고, 직업 능력을 개발할 기회도 

부족한 실정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해 교사 자격 인증  비 과정을 

개선하는 안을 발의했었고 이 안건은 상원을 통과하 다. 한 농  지역 근무 

교사의 여 인상, 성과 심 평가 등으로 향후 수요 증가가 상되는 농  지역 

교육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농  활력증진 로그램(Rural Revitalization Program)을 만들어 농  

지역에 은 인력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4년제 학과 지역 학, 지도․

 서비스, 비 리 기 , 등․ 학교 등을 상으로 하며 농  지역 주민들에게 

창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학교 식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비 을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역 농산물 사용 확 는 학생들의 비만을 감소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식품 

시스템과 가족농을 지지함으로써 농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바마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 로그램에 필요한 식재료, 인력, 장비, 훈련 

등을 지원할 것이다. 한 학교에서 식재료를 주문할 때 지역 농산물에 우선순 를 

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지원 상이 되는 식 로그램을 심 외에 아침까지 확 할 계획

이다.

한편 토지 기  학들의 연구와 교육에 한 지원을 확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농의 경쟁력과 소득을 높이고, 청장년에 한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체 에 지 생산체계와 효과 인 환경보 형 상품 생산 방식에 한 연구를 확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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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재정 안정성 및 건강 증진

미국 농  지역의 고령화(59세 이상 인구 비  20%)도 도시 지역(15%)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층에 한 책 마련이 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오바마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우선 인 을 맞추었다. 특히 농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득 의존도는 비농  지역 주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이다. 한 

피고용인의 보호를 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오바마는 기업들이 법정 리 

신청을 하여 의무를 져버리지 못하도록 산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소득 고령층에 한 세제를 개편하여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고령

층에 해서는 모든 소득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약 700만 

명의  고령층이 1인당 연간 1,400달러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망된다. 그 밖에도 

고령충이 구입하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농촌 기간시설 확충

오바마는 농  지역의 낙후된 기간 시설이 장기 인 경쟁력을 해시키는 요인

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농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확 하는 것은 경제  차원에서 요

한 의미를 지닌다. 곡물의 경우 운송비가 체 비용의 반 이상이기 때문에 비용 

효과 이고 효율 인 교통수단의 제공이 매우 요하다. 오바마는 도로와 교각 등

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 개선에 최우선 순 를 두고 있다.  

농  지역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연방 정부 산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산이 삭감되면서 상하수도 련 신규 로젝트도 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개선 역시 오바마가 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한 미시시피와 일리노이강의   도크 같은 기간시설 화, 하천 상류 환경

보 을 한 기 을 확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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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개발 정책 자 의 효율  집행 역시 요한 과제이다. 2001년 이후 미국 

농무부가 집행한 농 개발 정책 자  규모는 700억 달러를 상회하지만, 이  

‘진짜' 농  지역을 해 사용된 산과 기 은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 의 상당 부분은 부시 행정부가 보조 신 율자 비 을 높이고 소득지역을 

배제하여, 지원이 필요하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진짜' 농  지역이 정책 상이 

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농무부의 산 규정을 합리화하여 민간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정

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  지역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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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곡물수급전망

2009. 1. 12일 미국 농무부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과 번역

소맥

2008/09년도 미국의 기말재고 망치는 국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측됨에 

따라 이번 달 3,200만 부셸 증가하 다. 사료  기타 용도로 소비되는 소맥의 양이 

3,000만 부셸 감소할 것으로 망되는데 이는 Grain Stocks 1월호에 발표된 바, 

12월 1일 재고량을 미루어 9월-11월 사이 사료  기타용도의 소맥 소비가 기 치

보다 낮았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Winter Wheat Seedlings에서 겨울철 소맥 

재배면 이 기 보다 을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종자용 소맥 소비 망치 한 

200만 부셸 감소하 다. 계 평균 농 가격(SAFP) 추정가는 최 가, 최고가 모두 

10센트씩 조정, 부셸 당 $6.50에서 $6.90 사이로 변경되었다. 

2008년 12월 31일 발간된 Field Crops Final Estimate 2002-2007의 수정된 내용에 

따라 2007/08  이  년도 소맥 공   소비 수치에 작은 변경이 있었다. 

2007/08년도 생산량 1,600만 부셸 감소와 이에 따른 사료  기타 용도 소비 감소가 

가장 요한 내용이라 하겠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지난 달 수치에서 110만 톤 감소한 6억 8,2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터키의 생산량이 증가하 으나 아르헨티나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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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회원국에서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체 으로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계속된 가뭄으로 작황이 감소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경우 생산량이 100

만톤 하향 조정되었으며, EU 회원국의 경우는 랑스 정부의 공식 통계를 반 , 

생산량을 40만톤 하향 조정하 다. 반면 터키의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가뭄의 

향이 상보다 덜 심각  하 고, 다른 지역에서는 고품질 종자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이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수출입량 상치는 이번 달 증가하 다. EU 27개 회원

국들이 가, 품질 소맥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출함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수입

량이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최근의 입찰 공고를

근거로 수입량을 상향조정하 고, 터키의 경우는 재까지의 선  속도를 보아 

상향조정하 다. 한국에서는 체사료( )증류 곡물, 카사바)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료용 소맥 수요가 감소하여 수입량이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러시아의 

수출량이 100만톤 증가하 는데 이는 러시아내 소맥 과다공 으로 인해 많은 

시장에서 러시아가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터키의 

수출 망치 한 증가 하 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100만 톤 감소하 는데 

이는 생산감소와 수출 제한  정부 규제 때문이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소비 망치는 이번 달 감소하 다. 세계 사료용 

소맥 소비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료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1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미국의 기말재고량 증가를 반 한 결과 세계 기말재고량이 100만톤 

증가하 다. EU-27,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의 기말재고량 측치 상승분은 러시아와 

멕시코의 기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쇄되고 말았다. 

잡곡

미국 내 2008/09년도 옥수수 기말재고는 생산량 추정치는 증가하고 상 소비

량은 감소함에 따라 이번 달 3억1,600만 부셸 상향 조정되었다. 2009/09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8,100만 부셸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사료  기타 용도로 소비되는 



세계곡물수급전망

세계농업 흐름분석

47  국제농업소식 2009. 2. No.88

옥수수량은 12월 1일 재고량을 미루어 짐작하듯 가축 숫자 감소, 9월에서 11월사이 

소실(disappearance)을 반 하여 5,000만 부셸 하향 조정되었다.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소비는 12월  이후 에탄올 생산 마진이 계속하여 마이 스인 계로 

에탄올 생산의 인센티 가 감소, 1,000만 부셸 감소하 다. 에탄올 신 사용 가능한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의 교역량이 최근 상승했다는 사실 한 

에탄올 수요가 감소하 음을 보여 다. 식품, 종자, 산업용 옥수수 소비량은 9월에서 

11월 사이 감미료  분 생산에 사용된 옥수수량이 상보다 었기 때문에 

추가 으로 3,500만톤 하향 조정되었다. 재까지 매, 선 이 느리게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은 5,000만 부셸 어들 것으로 상되고 있다. 계 평균 농

가격(SAFP) 추정가는 최 가, 최고가 모두 10센트씩 조정, 부셸 당 $3.55에서 $4.25 

사이로 변경되었다. 

2008/09년도 사탕수수 기말재고량은 생산량 추정치는 증가하고 사료  기타

용도 소비량은 감소함에 따라 2,700만 부셸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사료  기타 

용도로 소비되는 사탕수수량은 12월 1일 재고량을 미루어 짐작하듯 9월에서 11월 

사이 소실(disappearance)이 상보다 었기 때문에 2,000만 부셸 하향 조정되었다. 

계 평균 농 가격(SAFP) 추정가는 최 가, 최고가 모두 10센트씩 조정, 부셸 

당 $2.90에서 $3.50 사이로 변경되었다. 보리의 농가 매 가격 한 최 가, 최고가 

모두 10센트씩 조정, 부셸 당 $4.95에서 $5.35 사이로 변경되었다. 귀리가격은 재

까지의 생산자 가격에 근거, 최 가, 최고가 모두 10센트씩 상향 조정하여 부셸 당 

$2.90에서 $3.10 사이로 변경하 다. 

Field Crops Final Estimate 2002-2007의 수정된 내용에 따라 2007/08  이 년도 

사료용 곡물 공   소비 수치에 작은 변경이 있었다. 2007/08년도 생산량 

3,600만 부셸 감소와 이에 따른 사료  기타 용도 소비 감소가 가장 요한 내용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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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년도 세계 잡곡 공 량은 옥수수 생산량이 510만 톤 증가함에 따라 

550만톤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라질,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이 감소하

으나 이를  상쇄할 만큼 국, 미국, 멕시코, 러시아, EU-27의 생산량이 증가하 다. 

국 앙, 지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옥수수 재배면 과 수확량이 증가하 으므로 

생산량을 550만 톤 상향 조정하 다. 멕시코의 경우 최근 생산량 수치에 양호한 

날씨가 반 되면서 생산량이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러시아에서는 

수확면 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30만톤 증가하 는데 이는 만생종 

수확(late-season harvest)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EU 27개 회원국의 경우, 랑스 

정부의 공식 통계를 반 하여 생산량이 30만 톤 상향 조정되었다. 12월에 계속 인 

건조함과 열기로 남부  지방의 생산량 망이 크게 악화된 라질의 경우, 생산량이 

200만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2월에 가뭄과 열기가 계속되어 

동부지방의 수확면 과 생산량이 크게 어들 것으로 망됨에 따라 생산량이 150만 

톤 하향 조정되었다. 

옥수수 교역량이 어들 것으로 상되므로 2008/09년도 세계 잡곡 수출입량을 

둘 다 하향조정하 다.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량은 100만 톤 감소하는 반면, 사탕수수 

수입량은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 소비가 어들 것으로 상되는 

다수 국가에 해서 수입량이 다소간 축소될 것으로 상된다. 옥수수 수출량은 

아르헨티나의 경우150만 톤, 인도의 경우 80만 톤 하향 조정되었다. 사료, 식품, 

종자, 산업용 옥수수 소비가 어들 것으로 상됨에 따라 세계 소비량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부분 미국의 수 밸런스 변화로 인한 것이다. 2008/09년도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1,2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데 미국과 국이 

증가분의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쌀

미국 내 2008/09년도  수확량은 작년보다 약간 상승한 2억 370만cwt에 이를 

것으로 망되는데 이는 재배면  증가가 단 당 생산량 감소를 상회하 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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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평균 수확량 상치는 에이커당 6,846 운드로, 이는 지난달 수치보다 113 

운드, 2007/08년도 최고치보다 373 운드 낮은 수치이다. 수확면 은 298만 

에이커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 이는 이  망치보다 52,000 에이커 증가한 수치

이다. 단립종, 립종 생산량 합계가 170만 cwt 증가하여 5,050만 cwt에 이를 것으로 

상되어 장립종 생산량이 150만 cwt 감소하여 1억 5,330만 cwt로 어드는 것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미국의  수입량은 2008/09년도 1,800만 cwt에 이를 것으로 망되는데 이 

수치는 지난달보다 450만 cwt 감소한 것이다. 이는 단립종, 립종의 수입이 250만 

cwt, 장립종 수입이 200만 cwt 어드는 데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 감소는 

유통연도 기에 국, 인도, 태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

보다 조하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별 회복의 기미가 없을 것이라는 상에 따른 

것이다. 

가정용  기타 용도의  소비가 100만 cwt 증가하여 1억 2,700만 cwt에 이를 

것으로 망되는데 이는 12월 1일  재고량에 비추어 본 식량, 산업  기타 용도 

소비량을 일부 감안한 결과이다.  수출량이 500만 cwt 감소, 1억 100만 cwt로 

어들 것으로 상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립종 수출이 600만 cwt 

감소, 단립종  립종 수출은 100만 cwt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곡(rough rice) 

수출은 100만 cwt 감소하여 3,800만 cwt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반면 도 정미 와 

미 수출 합계는 400만 cwt 감소하여 6,300만 cw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말

재고량은 지난달보다 약간 감소한 2,320만 cwt로 상되며 감소치는 모두 장립종 

으로 인한 것이다.  

2008/09년도 계 평균 농 가격(SAFP)은 최 가, 최고가 모두 cwt당 $1.35불씩 

상향 조정하여 cwt당 $16.50에서 $17.50 사이로 망하고 있다. 장립종의 계 평균 

농  가격(SAFP)은 최 가, 최고가 모두 cwt당 $1.00불씩 상향 조정하여 cwt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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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에서 $16.50 사이로 망하고 있다. 단립종, 장립종의 합계 계 평균 농 가

격(SAFP)은  최 가, 최고가 모두 cwt당 $3.50불씩 상향 조정하여 cwt당 $21.50에

서 $22.50 사이로 망하고 있다. 유통연도 기 이후 세계  가격이 하향세를 

그려왔으나, 기 보다 하락 속도가 더디며 최근 태국의 명목 수출가격이 상승하 다. 

태국의 정부정책(개입 로그램)과 인도와 이집트에서 부과한 수출 지가 세계 

가격을 지지해 왔다. 이에 더해, NASS에서 12월까지 매달 발표하는 월별 농

가격(잠정)에 따르면 계 평균  가격은 한달  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단립종, 립종의 경우에 그러하다. 

2008/09년도  생산, 소비량  기말 재고량이 한달 과 비교하여 약간 상향 

조정된 데 반해 교역량은 변동이 없다. 세계  생산 상치 증가는 주로 국의 

2008/09  수확량이 420만톤 증가하여 1999/00년도 이래 최고치인 1억 3,51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수확량이 증가한 것은 수확면 과생산량 모두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보는 국 앙, 지방 정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 기말 재고량은 지난 달과 비교하여 180만 톤 증가한 8,270만 톤(2007/08

비 400만 톤 증가)에 달해 2002/03년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상된다. 

유지종자

2008/09년도 미국 내 유지종자 생산량은 지난달 비 90만 톤 증가한 8,9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두와 땅콩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면실, 캐놀라, 

해바라기씨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두 생산은 지난달 비 3,900만 

부셸 증가하여 29억 5,900만 부셸에 이를 것이며 이는 생산량과 수확면  모두가 

증가함으로 인한 것이다. 두 생산량은 에이커 당 39.6 부셸로 망된다. 

국 매출과 선 이 활발한 두는 그 수출량이 5,000만 부셸 증가, 11억 부셸로 

상향 조정되었다. 두 크러쉬(crush) 물량은 두박의 국내 수요가 강하 음을 

감안하여 3,000만 부셸 감소한 16억 8,500만 부셸로 하향 조정되었다. 두의 기말 



세계곡물수급전망

세계농업 흐름분석

51  국제농업소식 2009. 2. No.88

재고량은 2,000만 부셸 증가한 2억 2,500만 부셸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두유 

생산이 감소하 지만 국내 소비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두유 재고량은 지난 달 

비 1억 1,000만 운드 증가한 21억 운드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2008/09년도 미국 계 평균 두가는 부셸 당 $8.50에서 $9.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에는 부셸 당 $8.25에서 $9.75이었다. 두유 가격은 최 가가 1센트 

상승하여 운드당 32센트에서 35센트에 이를 것으로 망한다. 두박 가격은 

최 가, 최고가 모두 $10달러 상승하여 S/T당 250불에서 310불에 이를 것으로 

망한다.

2008/09년도 세계 유지종자 생산량은 지난달 비 200만 톤 감소한 4억 1,630

만톤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해외 생산량은 290만 톤 감소하여 3억 2,7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 두로 인한 것으로 두 생산량은 

150만톤 감소하여 2억3,3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아르헨티나 두 수확량은 

100만톤 감소, 4,9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망된다. 이는 건조 기후로 인한 재배

면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라과이의 두 생산은 이상 건조 기후  고온으로 

인해 국 으로 생산력이 훼손됨에 따라 90만 톤 감소하여 5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와 우루과이 역시 건조기후로 두 생산이 감소하 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해바라기씨 생산이 감소하 다. 다른 변화로는 인도의 면실 생산량 상치 

감소, EU-27과 러시아의 해바라기씨 생산 상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수확량은 지난달 비 40만 톤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7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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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2008/09년도 미국 설탕 공 량 상치는 기 재고량이 감소하 음에도 불구

하고 생산이 그보다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지난달 비 111,000 STRV 상향 조정

되었다. 사탕수수 설탕 생산은 사탕수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119,000 톤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첨채당 생산량은 변동이 없으며 가공업자 상치와 일치한다. 

설탕 소비량 한 변동 없다. 

축산물, 가 류, 유제품: 2008년과 2009년 미국 내 총 육류 생산 상치는 지난달 

비 하향 조정되었다. 2008년 추정치에는 2008년 4분기 마지막에 보고된 생산이 

감소하 음이 반 되었다. 2009년 생산 망치에는 돼지고기, 로일러(broiler: 

태어난 지 8~10주의 육용계) 생산 감소가 반 되었다. 경산돈  로일러 부화장 

데이터를 보면 도축할 돼지, 로일러 숫자가 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 재 도축 

데이터를 보면 가축의 량이 작년보다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9년 반까지 계속될 것이다. 2009년 쇠고기 생산 상치는 변동 없다. 1월 30일 

발간될 미농업부(USDA)의 Cattle 보고서를 참고하면 비육장 밖에서의 소 공 량

이나 번식유지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칠면조 생산량 상치는 변동 없다.

계란 생산 상치는 종란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어들었고 식용계란의 경우 변동 없다.  

 

2008년 쇠고기 수출 상치는 조  증가하 으나 2009년 상치는 변동 없다. 

다른 육류의 수출 상치는 지난달 비 변동 없다. 쇠고기 수입 상치는 오세아

니아와 남미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2009년 공히 상향 조정되었다.

2008년 축산물  가 류 가격 상치는 연말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되었다. 

2009년 소, 돼지 가격 상치는 하향 조정되었다. 색 육류 공 이 감소할 것으로 

상되지만 수요 한 어들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로일러 

가격 상치는 생산이 어들 것으로 상됨에 따라 인상되었다. 칠면조 고기, 알 

가격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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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유 생산 상치는 지난달 비 감소하 다. 11월까지 월별 우유 생산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젖소 숫자는 증가하지만 젖소당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생산 망치는 지난달 비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젖소 숫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젖소당 우유 생산량이 더디게 

증가함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2009년 상업용 수출 

상치는 지난달 비 변동 없다. 2009년 수출은 경제 침체가 세계 수요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년보다 을 것으로 상된다. 2008년  2009년 기말 재고량은 

수요 침체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로 지난 달 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상된다. 

2009년 CCC 탈지 분유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치즈  버터의 CCC 

매출도 약간 있을 것으로 망된다. 

2008년 우유  유제품 가격은 12월 데이터를 반 , 지난달 수치에서 조정되었다. 

2009년 가격은 제품가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지난달 비 하락하 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제품 수요가 감소하 으며 치즈 가격이 폭 감소한 

반면, 버터, 탈지분유, 유장 가격의 하락폭은 이보다는 었다. 2009년 치즈와 버터 

가격 상치가 인하되었다. 2009년 상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감소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이러한 제품의 공 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유 생산 

감소가 상됨에 따라 유지(fat-based) 제품의 재고가 어들어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인하 폭이 어들 것으로 상된다. 

비록 지난달 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탈지분유 공 이 하반기에 

부족해지면서 탈지분유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체 우유 가격 

한 2009년 cwt 당 $11.80에서 $12.60 사이로 하락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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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

이번달 미국의2008/09 면화 수  망치에서는 생산 감소, 국내 면화공장 소비량 

감소, 수출을 감안하여 지난달 상치보다 약간 낮은 690만 베일의 기말재고량을 

상하고 있다. 생산 망치는 57만 7천 베일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텍사스 내 

생산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국내 면화공장 소비량은 11월의 활동감소로 인해 10만 

베일 감소하여 420만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세계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 망치 한 25만 베일 인하된 1,200만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올 유통연도 

생산자수령 평균가는 유통가가 지난달 상승함에 따라 운드 당 최  44센트, 

최고 52센트에서 최  47센트, 최고 53센트로 상향조정되었다.

 

2008/09년도 세계 면화 상치는 지난달 비 생산, 소비, 교역량 측면에서 하향 

조정되었다. 기  재고량은 국, 인도, 터키의 년도 수치 수정으로 인해 100만 

베일 상향 조정되었다. 상 생산량은 170만 베일 감소, 주로 인도, 미국, 아르헨티나

에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직물 수요의 계속된 침체로 인해 국, 

인도, 키스탄, 미국의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반면 태국의 소비

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수입량은 감할 것으로 망되며 이는 국 

소비와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몇몇 국가의 수출량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세계 

수출 감소분의 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최  지지 가격을 

도입함으로써 지난 시즌 비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 다. 세계 기말 재고량은 

지난달 비 1퍼센트 상향조정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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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 농업법 분석

(평균작물소득지지제도를 중심으로)

EU 집행위 2009.1월 발표 농업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주 벨기에왕국 대사관 겸 주 구주 연합대표부 농무관 조재호번역

1. 서론

오래 동안 기다려온 미국의 2008 농업법(Farm Bill)은 미국이 이번기회를 미국 

농업정책 개 의 계기로 활용할 것을 희망한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웠겠으나 

그동안 농업법의 변천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새로운 농업법은 기존의 농업정책, 마 론, 경기상쇄직불 , 작물보험, 직불제 

등을 그 로 유지시켰으며 과거 농업법의 통에 따라 평균작물소득지지제도

(ACRE,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rogramme)를 새로 추가하 다.

* 1996 농업법은 직불 , 2002 농업법은 경기상쇄직불 (CCP)을 추가 

신 인 새로운 기 리수단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ACRE는  다른 경기

상쇄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농업정책의 상당한 후퇴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ACRE 제도를 심으로 신 농업법을 검토해 보고 잠재 인 

비용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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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신 농업법(Farm Bill) 소요예산

미국의 신농업법은 농업정책뿐 아니라 식품 양(nutrition), 교역, 에 지 등 

다양한 범 를 포 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이해 계가 얽  있다.

아래 그림은 미국 의회 산처(CBO)가 망한 새로운 농업법상 2008-2012년간 

연간 재정지출규모를 주요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연간 평균 총 산은 580억불이며 이  2/3가 국내 식품 양공 에 들어가고 

농민들은 30%의 산을 받을 망이며 그  15%(83억불)는 농가지지 로그램

(Title 1)의 산이며 7.6%는 작물보험, 8%는 환경보 (conservation) 산이다 

농가소득 지지 산 에서 50억불 이상이 직 지불제도, 통  농가지지제도와 

새로운 ACRE 제도에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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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처는 새로운 농업법상 상 지출과 2002 농업법상 지출내역을 비교

하 는데, 양공 , 환경보 , 재해 로그램 등 때문에 연간 10억불이 더 소요될 

것으로 망된다.

* 농가지지 로그램(Title1) 산이 평균 4억불 낮은 이유는 2011년, 2012년 CCP

  직 지불 산 지불이 연기되고 새로운 ACRE 지불도 추수후 그 다음해 회계 산 

(2009년 추수작물은 2011년 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이다

미의회 산처가 망한 농가 소득지지 산 80억불은 최근 재정지출수 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CCP, 직불제, 마  론을 합쳤을 경우 2006년 80억불, 2007년 60억불 수 이다.

그러나 이 수 은 곡물가격 하락으로 마 론, CCP에 큰 재정지출이 소요되었던 

2004-2005년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이며 2006년이후 곡물가격 상승으로 재정

지출이 상당히 어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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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곡물보험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보험료, 

배상 , 보조 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보조 은 농업계, 보험업계에 반씩 들어갔으며 작물별 지원액은 아래 그림과 

같다.

2008/09년 작물보험 보조는 약 60억불에 달해 2007/08년에 비해 50%가 늘어났

으며 특히 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3. 2008 농업법의 주요 변화내용

통 인 농가지지제도인 마 론, CCP, 직 지불은 존치시켰다.

과 보리의 융자가격, 목표가격을 모두 높인 반면 두와 수수는 목표가격만 

높 고 면화는 목표가격도 소폭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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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격을 높인다 하더라도 곡물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재정지출에는 

큰 향이 없다.

농업정책연구소 FAPRI의 비분석에 따르면 곡물가격이 높은 수 을 유지한다면 

마 론, CCP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FAPRI 분석이후 곡물가격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 히 마 론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 이므로 융자부족불 

지불은 나타나지 않는다.

* 다만, 의회 산처는 낮은 면화가격 때문에 2008/09 - 2009/10년 면화에 한 융자부

족불 지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작물보험업계에 한 보조 이 감축되나 작물보험을 새로운 ACRE 제도와 연계

하여 보험비용을 감축하고자 한 시도는 미 상원에서 무산되었다. 

재해지원 로그램(SURE)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매년 7억5천만불의 지출이 상

된다.

특이할 은 처음으로 농가소득지지제도로 지원 받은 소득 (마 론, CCP, 

ACRE, 직 지불 의 10%)도 작물보험 과 함께 농가소득에 포함되며 재해로 

농장소득이 50%가 감소하거나 동 지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지 된다.

2009년부터 농가는 기존의 농가지지제도와 새로운 제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USDA가 2007년 동 제도를 제안한 배경에는 기존의 농가지지제도가 가격에 의해서

만 발동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생산이 많은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과다하게 보상

( : 2005년 카트리나 허리 인) 하는 반면, 가격이 높고 생산이 낮을 경우에는 

게 보상되는 단 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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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작물소득지지제도(ACRE)

ACRE는 2009/10 - 2012/13년간 실시되는 선택  소득지지제도로서 생산자는 

언제든 동 제도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단 가입하면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동 제도

는 농장의 모든 작물에 용되나 품목 특정 으로 운 되기 때문에 지원(payment)은 

개별 품목별로 발동됨. 생산자는 ACRE에 가입할 경우 CCP를 지원받을 수 없

고 마  론이 30% 감축되며 직불 이 20% 어듬.

농가당 ACRE 지원은 주단  발동요건과 농가당 발동요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발

동됨.

주단  발동요건은 주의 ACRE 보장수입(State ACRE revenue guarantee)가 실

제수입을 과해야 함. 보장수입은 매년 곡물가격과 생산량평균을  계산하여 결

정되는데 올림픽 평균(과거 5년간 단 생산량  최고, 최 를 뺀 나머지 평균) 단

당 생산량에 과거 2개년 국가평균가격을 곱한 값의 90%임. 단, 보장수입은 매년 최  

10% 범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함.

State ACRE Revenue Guarantee =90%×ACRE benchmark state yield×ACRE price 

guarantee

주단  ACRE 지불액은 주단  ACRE 보장수입에서 주단  실제 수입을 뺀 액

이나 주단  ACRE 보장수입의 25%를 과할 수 없음. (이는 작물보험에서 75%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지불을 방지하기 해서임)

개별 농가가 ACRE를 청구하려면 농가의 실제수입이 농가당 ACRE 보장수입에 미치

치   못해야 함. 농가당 실제수입은 실제 생산량에 국가시장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출. 

농가당 ACRE 보장수입은 농장의 올림픽평균 단 생산량에 ACRE 보장가격

을 곱한 값에 작물보험료를 더해서 산출함. 

ACRE는 농가소득이 보장된 소득수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소득을 지지함

으로써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험에 처하게 하는 로그램 (상세 내용은 아래 

Box 설명을 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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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 ACRE Revenue Guarantee = (farm benchmark yield × ACRE price 

guarantee) + crop insurance premium

실제 농가에 지불되는 액은 실제 경작면 에 주단  ACRE 지불액을 주단  평균

단   생산량과 농가의 단 생산량, 실제 경작면 의 83.3% (2012년부터는 85%)를 

곱하여 산출됨

Farm payment = 83.3% planted acres × state ACRE payment ×(farm's 

benchmark yield / state bench mark yield) 

 * 경작면 의 83.3% 는 기본농지면 (base acres)의 100% 용

농가보장소득을 최근 생산량에 곡물가격이 높았던 2007/08년 가격수 을 용

하여 산출함에 따라 곡물가격이 떨어질 경우 높은 소득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자들은 미래 가격과 생산량을 기 로 ACRE 제도 가입여부를 단할 텐데 

2009년의 경우에는 ACRE제도 가입시 CCP에 비해 약 두배의 작물생산소득보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4. ACRE 제도하의 잠재적 재정지출 분석

ACRE 제도하에서는 농가의 곡물재배수입이 보장수입보다 떨어질 경우에만 

보조 이 지 되므로 수입이 일정하거나 늘어나는 경우에는 지 되지 않는다.

FAPRI의 분석에 따르면 곡물가격이 2008-2012년에도 지속 으로 높을 경우 

통  농가지지방식이든 ACRE 방식이든 보조 은 상 으로 을 것으로 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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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두 생산자의 75%, , 보리의 65%, 수수의 50%, 면화, 은 10%가 ACRE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약 20억불 지출추정

그러나 만약 2007/08, 2008/09년 수 의 가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가격이 

benchmark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지출은 훨씬 늘어난다.

* USDA는 ACRE 제도에 90%의 생산자가 참여할 때 부셀당 옥수수 가격이 3.25달러

이면 100억불, 두가격이 7불이면 40억불, 가격이 5불이면 20억불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다.

* 국제농업연구소 IFPRI는 ACRE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

에 미국의 감축 상보조가 상한(191억불)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EU 집행 의 잠재  재정지출 민감도 분석결과, 곡물가격이 떨어지면 2009/10년 

ACRE 재정지출이 100억불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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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년에 2006/07년 수 으로 곡물가격이 떨어지고 (옥수수 3.04불,  4.26불, 

두 6.43불), 옥수수, , 두, 수수, 보리는 80%가 ACRE에 참여하고 , 면화, 땅콩

은 통  농가지지방식을 선택한다고 가정

 

신농업법 용기간  2006년수 으로 곡물가격이 그 로 유지된다면 해마다 

보장수입이 10%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ACRE 제도에서는 최소 보조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곡물가격이 폭락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2012년에는 ACRE 보조 이 궁극 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곡물가격이 2006년 수 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ACRE 제도가 발동될 수 있다. 

* ACRE 발동가격 수  : 옥수수 3.5불/부셀, 두 8.4불,  5.7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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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2008 미국 농업법은 통  농가지지제도를 유지시키면서 작물지지가격을 높이고 

생산자의 소득감소를 차단하기 하여 ACRE 제도와 재해지원제도까지 신규 도입한 

제도이다.

ACRE제도는 곡물가격이 높은 2007/08년, 2008/09년을 기 로 보장소득을 계산

하므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높은 재정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996 농업법 제정당시 곡물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직 지불제도를 도입하면서 

높은 곡물가격이 유지되면 재정지출이 낮아질 것으로 망하 으나 실제로는 

곡물가격이 떨어져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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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CRE 제도는 WTO 상에서 농업보조  감축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이며 상당히 무역 왜곡  지지방식이다.

새로운 재해 지원제도는 감축 상보조 는 작물보험과 같이 품목불특정 

de-minimis 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총무역 왜곡보조(OTDS)에 포함된다.

새로운 ACRE제도는 품목 특정 이며 최근 생산량, 가격과 연계되어 있고 재배

면 에 기 하고 있으므로 품목특정감축 상보조로 분류되어야 하며 품목별 감축

상보조 한계의 용을 받는다.

* EU 분석에 따르면 , 두, 옥수수의 경우 상한을 과할 수 있다 

한편, ACRE제도의 도입으로 허용보조(Green Box)인 직 지불 이  감소될 것

으로 상된다. (ACRE 제도 가입시 20% 직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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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요강 

(2008-2020년)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발표(2008.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정정길 번역 

 

서언

식량안보는 곧 국 국민경제발 , 사회 안정  국가 자립과 련된 총체

이고 한 략  문제이다. 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샤오캉사회( 康

社 ) 면  건설의 목표 실 ,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신농 건설 

추진에 있어 매우 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 앙과 국무원은 곧 식량안보를 

매우 시하여 왔으며, 이 사업을 매우 요한 치에 두고 있다. 재 국의 

식량안보는 총체 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식량 종합생산력은 진 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식량 공 이 날로 풍족해지고 있고, 수 은 기본 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은 인구가 방 하고 식량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식량

안보의 기 는 비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발  추세를 망해보면, 공업화와 도시화의 발   인구 증가와 국민 

생활수 의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는 꾸 히 증가할 것이며, 농경지 축소, 수자원 

부족, 기후변화 등 식량 생산에 있어서의 제약요인은 날로 커질 것이다. 국의 

식량 수 은 장기간 겨우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 놓일 것이며, 식량안보 보장은 

힘든 도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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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하여, 등소평 이론과 “3개 표” 요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과학발 을 면 으로 실천에 옮김은 물론, 소강사회의 면  

건설,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설과 사회주의신농  건설이라는 략의 안배와 

총체  요구에 따라, 기본 으로 국내 식량 공  자립노선을 견지하고, 정책과 

재정투입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농경지를 엄격히 보호하며, 과학기술 진보에 

의거하여 식량 종합생산능력 제고에 힘쓰고, 식량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식량의 

거시  조정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발  요구에 합하고 국 국정에 

부합하는 식량안보 보장시스템을 구축한다.

국 장기 식량안보를 철 히 보장하기 해, 당의 17차 인  정신과 <국민경

제와 사회발  제11차 5개년계획 요강>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요강을 수립하 다. 본  

요강은 최근 10년간의 국 식량안보 측면에서 거둔 주요 성과를 총정리하고 앞으로 

한 시기동안 직면하게 될 도 에 한 분석을 기 로 하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 식량안보의 지도사상, 목표와 주요 임무  상응하는 정책조치를 제기하 으며, 

이는 앞으로 한 시기동안 국 식량 거시  조정사업의 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요강 에서 제기한 식량은 주로 곡물( , , 옥수수 등), 두류와 서류를 뜻한다. 

식품은 식량, 식물성 식용유, 육류, 가 류, 계란, 우유  수산물을 뜻한다. 계획

기간은 2008-2020년이다.

1. 중국의 식량안보 측면에서 거둔 성과

신 국 성립 이후, 당 앙과 국무원은 식량안보문제를 매우 시하 으며, 시종

일  농업을 국민경제발 에 있어 최우선 순 에 놓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식량

생산을 진하여 인민의 먹거리 문제를 비교  훌륭하게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인정

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안보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 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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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경지면 이 차 감소하며, 국민 소비수

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의 안정  증산을 실 하 고, 국민의 먹거리 소비와 

경제사회발 에 필요한 식량에 한 기본  수요를 보장하 다. 최근 10년간 국의 

식량  자 률은 기본 으로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국 식량 총생산량은 

5.016억 톤으로 1인당 평균 유량은 380kg이고 1인당 소비량은 388kg이다. 

국민의 식생활구조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먹거리 소비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식용식량 소비는 차 감소하고 육류, 가 류, 계란, 유제품, 수산물과 

식물성 식용유에 한 소비는 차 증가하고 있으며, 양섭취수 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FAO의 추산에 따르면, 2002년 국 국민 1인당 매일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 단백질  지방 함량은 이미 세계 평균 수 을 과하 다.

 

1) 식량 종합생산력의 안정적 유지

20세기 90년  이후, 국 농업생산은 새로운 단계에 어들었고, 식량은 수 이 

기본 으로 균형을 이루고 풍년으로 인해 잉여분이 생겨나는 단계에 진입하

으며, 식품 공 수 이 계속해서 높아졌다. 1996년 식량작물 종면 은 16.9억 

묘(畝)에 달했고, 생산량도 5.0억 톤을 넘어섰으며, 그  곡물은 4.5억 톤을 과

하 다. “제9차 5개년계획”시기, 식량 생산량은 기본 으로 5.0억 톤 수 을 유지

하 다. 1998년 이후, 연이어 풍작을 이루고, 비축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식량 시장

가격이 하락하 으며, 농업 생산구조를 조정함에 따라 식량작물 종면 이 계속 

감소하 다. 2003년 식량작물 종면 은 14.9억 묘까지 감소하 으며, 이는 1998

년과 비교해 2.16억 묘가 감소한 것이다. 식량 생산량도 1998년의 5.123억 톤에서 

4.307억 톤으로 감소하 으며, 0.816억 톤이 감소하 고, 주로 , 과 옥수수 등 

곡물 주로 감소하 다. 2004년 이후, 당 앙과 국무원은 경지를 보호하고, 최

수매가로 시장에서 식량을 사들이고, 세수를 이고, 직 지불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투입을 늘리는 등 일련의 정책조치를 취하여, 농민의 식량작물 재배에 한 

열의를 높임으로써 회복성 식량증산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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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식량작물 종면 은 15.86억 묘까지 회복됨으로써, 2003년에 비해 0.96억 

묘가 증가하 다. 생산량은 5.016억 톤에 달함으로써, 2003년에 비해 0.709억 톤이 

증가 하 다. 그  곡물의 재배면 은 12.9억 묘로써 1.36억 묘가 증가하 다. 

생산량은 4.563억 톤으로써, 0.820억 톤이 증가하 다.

농업 생산조건이 차 개선되었고, 식량 종합생산력도 계속 제고되었다. 

1996-2006년 국 으로 신설된 개시설의 유효 개면 은 1.5만 묘이며, 국 

종에서 수확까지의 종합기계화 수 은 4.5포인트 증가하 고, 농업과학기술 

진보의 공헌도는 13포인트 증가하 으며, 우수 품종 보 률도 95%까지 증가하 다. 

식량 단 생산량  수 도 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2007년 국 식량 단 생산량은 

1묘당 316.2kg이었고, 그  곡물의 단 생산량은 1묘당 355kg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 을 기록했다.  식량의 품질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며, 우수품질의 과 

 재배 비율이 각각 55%와 69%에 이른다.

식량 생산이 안정 으로 발 하는 기  에서, 기타 식품 공 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과 비교했을 때, 2007년 육류의 1인당 평균 유량은 52kg으로 8.5kg 

증가하 고, 그  쇠고기와 양고기가 차지하는 비 은 3포인트 증가하 다. 가

류와 계란의 1인당 평균 유량은 19kg으로 5.2kg 증가하 다. 우유의 1인당 평균 

유량은 26.7kg으로 22kg 증가하 다. 수산물의 1인당 평균 유량은 36kg으로 

약 16kg 증가하 다.

 

2) 식량 유통체제의 획기적 개혁

1998년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립의 요구에 따라 국정부는 시장화를 

목표로 한 식량 유통체제 개 을 극 이고 안정 으로 추진하 다. 시장 수 을 

기 로 한 식량가격 형성시스템을 차 건립하 고, 식량 수매시장과 수매가격을 

면 으로 개방하 으며, 시장시스템은 식량자원 배분의 기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방 이고 경쟁 이며 질서를 갖춘 식량 시장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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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단계에서 형성하 고, 물교역이 한층 더 활발해졌으며, 선물교역도 차 

발 하 다. 국유식량 기업이 면 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나이 든 직원, 오래된 

식량 재고, 오래된 부실 장부” 등 역사  짐들을 기본 으로 해결하 고, 식량 

수매에 있어 계속해서 주도  역할을 하 다. 식량시장에서 주체가 차 다양해졌고, 

규모화와 조직화 수 이 다소 높아졌고, 시장경쟁력이 강화되었다.

3) 식량안보 정책지원체계의 초보적 수준에서의 건립

토지 리법, 농 토지승포법과 기본농지보호조례가 공포되면서, 가장 엄격한 

농경지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4가지 농업세(농업세, 연  이외의 농업특별세, 목

축세와 도축세)를 없앴고, 식량직불 , 우량종자보조 , 농기계구매보조 과 농자

재종합직불  등의 정책을 실시하 고, 식량생산발  문보조 시스템과 농민 

소득보조 시스템을 보  단계에서 건립하 다. 벼, 에 하여 최 수매가정

책을 실시하여 식량 재배농가에 한 보호시스템을 개선하 고, 식량의 시장가격을 

안정시켰다. 국민소득 분배구조를 조정하고, 농업에 한 투자역량을 강화하여 

농업과 식량생산에 한 안정 인 투자증 시스템을 보  단계에서 건립하 다. 

앙재정의 식량 리스크기 에 한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식량생산 (縣)에 

한 포상정책을 실시하여 식량주산지에 한 이 지불 역량을 강화하 다.

 

4) 식량 수급의 거시적 조정체계의 점진적 개선

식량 성(省)장 책임제를 개선하여 성  인민정부의 식량생산과 유통 방면에 

있어서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 다. 앙과 지방의 식량비축체제를 개선하고, 식량

경 기업의 최 비축제도를 확립하여 국가의 식량시장에 한 통제력을 강화하 다. 

식량 수출입 품종에 한 조 을 강화하여 식량 수 총량의 균형을 진하 다. 

식량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력 계가 발 하 다. 국가 식량 긴 보장시스템을 

보  단계에서 구축하 다. 식량유통 리조례와 앙비축식량 리조례를 공포

함으로써 법에 의거 하여 식량을 리하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 식량 장고와 

물류시설이 개선됨으로써,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채자 을 이용하여 건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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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축식량 장고의 용량이 527억kg 증가하 고, 식량 물류 “4산화(四散化)”

(분산 포장, 분산 분출, 분산 장,  분산 운반) 개 을 실시하기 시작하 다.

2. 중국 식량안보에 있어 직면한 문제점

최근 국 식량 생산발 과 수  실태에 있어 비교  좋은 국면을 맞았으며, 

안정  개 발 을 해 요한 기 를 마련하 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농업은 

여 히 국민경제에서 취약한 부문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 됨에 따라, 국 

식량안보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식량 생산

수 이 차 회복되고는 있지만, 지속 인 안정  증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식량 수 이 겨우 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수출

입무역에 자가 나타났으며, 두와 면화 수입량이 해마다 확 되고 있다. 주요 

농업 부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경제발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다. 

장기 발 추세를 볼 때, 인구, 경작지, 수자원, 기후, 에 지, 국제시장 등 요인 

변화의 향을 받게 되었고, 에서 말한 추세를 되돌리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 

식량과 식품안보는 더욱 커다란 도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소비수요의 지속적 증가

식량 총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2010년까지 국 국민 

1인당 식량 소비량은 389kg이고, 식량 총수요량은 5.250억 톤에 달한다. 2020년까지 

1인당 식량 소비량은 395kg이 될 것이고, 총수요량은 5.725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식량 소비구조가 격상하 다. 식용식량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추정에 따르면, 

2010년까지 국 국민 식용식량 총소비량은 2.585억 톤으로, 식량 소비 총수요량의 

49%를 차지할 것이다. 사료용 식량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추정에 따르면, 2010년

까지 사료용 식량 총수요량은 1.870억 톤으로, 식량 소비 총수요량의 3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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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2020년까지 2.355억 톤에 달할 것이고, 식량 소비 총수요량의 41%를 

차지할 것이다. 공업용 식량 수요도 일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식물성 식용유의 소비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2010년 국 

국민 1인당 식물성 식용유 소비량은 17.8kg이고, 소비 총수요량은 2410만 톤이 될 

것이다. 2020년 1인당 소비량은 20kg이고, 소비 총수요량은 2900만 톤이 될 것이다.

2) 경지면적의 지속적 감소

농업구조조정, 생태보호를 한 휴경,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과 비농업용 건설 등의 

향으로 인해 경지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국 경지

면 은 18.26억 묘로써, 1996년에 비해 1.25억 묘가 감소하 으며, 연평균 1100만 

묘씩 감소하 다. 재 국 1인당 평균 경지면 은 1.38묘이고, 세계 평균수 의 

40%에 불과하다. 가뭄, 사태, 홍수, 염분 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토질이 

상 으로 불량한 ·  생산 수 의 경지가 약 2/3를 차지한다. 토지의 사막화, 

토양 퇴화,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경작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차 부족해지고 있어 

앞으로 식량 종면 을 확 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 수자원의 심각한 부족

재 국 1인당 유하고 있는 수자원량은 2200㎥로써, 세계 평균수 의 28%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농업생산에 부족한 물의 양은 200여억 톤으로, 

수자원 분포가 극히 불균등하고, 수자원과 토지자원 분포가 불균형을 이룬다. 국 

북방지역 수자원 부족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북(東北)과 황회해(황하

(黃河)-회하(淮河)-해하(海河))지역의 식량 생산량은 국의 53%를 차지하고, 상품

식량은 국의 66%를 차지하지만, 헤이롱쟝(黑龍江)성의 싼쟝(三江)평원과 화북(華

北)평원 등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이용하여 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싼쟝평원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하수 수 가 2-3미터 낮아졌고, 일부 지역은 3-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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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낮아졌으며, 화북평원은 이미 9만여㎢의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수를 뽑아 쓰는 

지역이 되었다. 그 외에도, 최근 국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수 이고, 

이상기후 요인이 비교  많고, 북방지역은 계속해서 낮은 강수량을 보여 건조화 

추세가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향을 받아, 국은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 특히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상황이 더욱 심해져 농업생산에 더 불리한 향을 

미칠 것이고, 국 장기 식량안보에 아주 커다란 이 될 것이다.

 

4) 수급에 있어서의 심각한 지역적 모순

식량 생산의 심은 북쪽지역으로 이동하 다. 2007년 13개 식량주산지 생산량은 

국 총생산량의 75%를 차지한다. 그  허베이(河北), 네이멍구(內蒙古), 랴오닝

(遼寧), 지린(吉林), 헤이롱쟝(黑龍江), 샨동(山東), 허난(河南) 등 7개 북방 주산지의 

식량 생산량이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1년 36.2%에서 2007년 43.5%까지 

증가하 다. 남방  식량 총생산량 비 은 감소하 다. 쟝쑤(江 ), 안후이(安徽), 

쟝시(江西),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쓰촨(四川) 등 6개 남방 주산지의 식량 생산

량이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1년 36%에서 2007년 31.6%까지 감소하 다. 

주소비지의 식량 생산 부족은 차 확 되고 있다. 베이징(北京), 티엔진(天津), 

샹하이(上海), 쟝(浙江), 푸지엔(福建), 동(廣東)과 하이난(海南) 등 7개 주소비

지의 식량 생산량이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이미 1991년 12.2%에서 2007년 

6.3%까지 감소하 다. 생산 부족분은 2003년 0.485억 톤에서 2007년 약 0.550억 톤

까지 확 되었다. 이 외에도, 서부 일부 지역은 생태환경이 열악하고, 토질이 척박

하고, 생산성이 비교  낮아 지 생산을 통해 수  균형을 이루기 매우 어렵다.

 

5) 품종에 있어 구조적 모순의 심화

의 경우, 수 총량이 기본 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량품종 보 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의 경우, 주민 식용식량 소비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그 비 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남방지역의 논 면 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벼 재배 

면 이 폭 감소하고 있어 안정  생산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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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의 경우, 수 에 있어 긴장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두의 경우, 생산의 기복이 심하고, 수입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북방

지역에서의 두 재배와 남방지역에서의 유채 재배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식량작물(동북지역의 경우 두, 옥수수, 벼) 간의 재배면  비율과 

식량작물과 유지작물, 면화, 연  등 경제작물 간의 재배면  비율이 장기간 불안

정할 것으로 보인다.

 

6) 식량 재배의 수익성 저하

최근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경유 등 농업 생산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농가의 식량 재배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 으며, 농업의 수익성이 

떨어졌다. 국 공업화와 도시화의 발 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 에서 이주하여 

공업부문으로 취업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식량 주산지의 반 

이상의 청장년층이 비농업부문에 취업하 다. 이에 따라 농업노동력의 구조  

부족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식량 생산은 이미 “부업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비농업부문 취업과 경제작물 재배와 비교했을 때, 식량 재배의 

수익성이 훨씬 낮으며, 농민의  식량 재배에 극성을 유발시키고 식량 생산의 

안정  발 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 되고 있다. 

 

7) 세계 식량 수급의 긴장

세계 식량 생산증 를 통해 소비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추정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세계 곡물 소비량 증가는 2.200억 톤으로 

매년 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생산량 증가는 1.000억 톤으로 매년 평균 0.5%씩 

증가하고 있다.

재 세계 곡물 비축량은 거의 3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국제시장 식량 가격은 폭 증가하 으며, , 옥수수, , 두와 콩기름 

가격은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 다. 앞으로 세계 인구 증가, 농경지와 



중국의 국가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요강 (2008-2020년)

세계농업 흐름분석

76  국제농업소식 2009. 2. No.88

수자원 부족과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계 식량 수 이 장기간 긴장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에 지 부족, 높은 석유 가격 등의 배경 하에서, 세계 각국의 곡물을 바이오 

연료로 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고, 에 지 확보와 식량 확보를 둘러싼 힘

겨루기가 날로 심해질 것이며, 세계 식량 수 의 긴장국면이 한층 더 가 될 것이다. 

국은 국제시장을 통해 국내의 식량과 유지작물 부족분을 충당하기가 더욱 어려

워질 것이다.

3. 식량안보를 위한 지도사상과 주요 목표

1) 지도사상

등소평 이론과 “3개 표” 요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과학발 을 면

으로 실천에 옮김은 물론, 소강사회( 康社 )의 면  건설, 사회주의 조화

사회의 건설과 사회주의신농  건설이라는  략의 안배와 총체  요구에 

따라, 기본 으로 국내 식량 공  자립노선을 견지하고, 정책과 재정투입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농경지를 엄격히 보호하며, 과학기술 진보에 의거하여, 식량 

종합생산능력 제고에 힘써 식품 공 을 늘린다. 식량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식량 

거시조정을 강화하고, 식량수 총량의 기본  균형과 주요 식량작물의 구조  

균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발 에 합하고 국 국정에 부합하는 식량

안보 보장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식량안보 보장을 해 다음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생산력을 강화한다. 농경지, 특히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농지의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식량생산력 제고를 한 창의력을 높이고, 

과학기술의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의 단  생산량 수  제고에 힘쓰고, 식량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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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구조를 최 화한다. 비농경지자원을 합리 으로 이용하고, 식품 공 지를 

확 한다.

식량시장시스템을 개선한다. 식량시장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식량시장 경쟁을 

진하고, 시장이 자원배분 방면에서의 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식량 거시조정을 강화한다. 식량 보조 과 가격지지정책을 개선하고, 지방정

부로 하여  농업을 시하고 식량 확보에 힘쓰도록 하고, 농민들로 하여  식량

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한다. 식량비축제도를 건 화하고, 식량 수출입조 을 

강화하고, 식량 거시조정시스템을 건 화한다.

식량안보 책임을 부여한다. 식량 성(省)장 책임제를 견지하고, 소비지의 식량

안보 보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식량 이용에 있어 과학  약을 주창한다. 식량의 수확, 장, 운반, 가공방식을 

개선하고, 식량 생산 후의 손실을 이고, 식량의 종합이용률을 높인다. 과학  

식사를 주창하고, 식량 낭비를 인다. 

 

2) 주요 목표

2010년까지 1인당 식량 소비량이 389kg, 2020년까지는 395kg이 되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 하도록 노력한다.

안정  식량작물 재배면 을 확보한다. 2020년까지 18억 묘 이상의 경지면 을 유지

하고, 기본 농지면  감소를 막고, 토질을 높인다. 국 곡물 종면 을 12.6억 묘 이상

으로 유지하고, 그  벼 재배면 은 약 4.5억 묘 이상으로 유지한다. 식량 생산을 보장

한다는 기  하에서, 유채, 땅콩 등 유지작물 종면 도 약 1.8억 묘까지 회복하도록 

한다.

식량 등 요한 식품의 자 을 기본 으로 보장한다. 식량 자 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고, 2010년까지 식량종합생산력을 5억 톤 이상으로 유지하고, 2020년까지 

5.4억 톤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  , 은 완  자 을 유지하고, 옥수수는 기본

으로 자 을 유지한다. 축산물, 수산물 등 요한 식품도 기본 으로 자 한다.



중국의 국가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요강 (2008-2020년)

세계농업 흐름분석

78  국제농업소식 2009. 2. No.88

합리 인 식량 비축 수 을 유지한다. 앙과 지방의 식량비축을 합리 인 규모로 

유지한다. 비축식량의 품종구조를 합리화하고, 과 의 비 을 70% 이상으로 

한다.

건 한 “4산화(四散化)” 식량유통체계를 만든다. 분산 포장, 분산 분출, 분산 

장과 분산 운반을 특징으로 하는 “4산화” 식량 유통체계의 발 을 가속화

하여 유통비용을 이고, 식량 유통효율을 높인다. 2010년까지 식량유통 “4산화” 

비율을 30%까지 높이고, 2020년에는 55%까지 높인다.

특별란 1 2010년, 2020년   국가식량안보 보장 주요 지표

구 분 지      표 2007년 2010년 2020년 속  성

생 산 경지면 (억 묘) 18.26 ≥18.0 ≥18.0 제약성

  그   : 식량 재배면 11.2 >11.0 >11.0 기 성

식량 종면 (억 묘) 15.86 15.8 15.8 제약성

  그   : 곡물 12.88 12.7 12.6 기 성

식량 단 생산량(kg/묘) 316.2 325 350 기 성

식량 종합생산력(억kg) 5016 ≥5000 >5400 제약성

  그   : 곡물 4563 ≥4500 >4750 제약성

유지작물 종면 (억 묘) 1.7 1.8 1.8 기 성

목 지 보유량(억 묘) 39.3 39.2 39.2 기 성

육류 총생산량(만 톤) 6800 7140 7800 기 성

가 류,계란 생산량(만   톤) 2526 2590 2800 기 성

우유 총생산량(억 톤) 3509 4410 6700 기 성

수 국내 식량 자 률(%) 98 ≥95 ≥95 기 성

  그   : 곡물 106 100 100 기 성

물 류 식량 물류 “4산화”비 (%) 20 30 55 기 성

유통단계 식량 손실률(%) 8 6 3 기 성

주: 2007년 생산량 련 수치는 통계국 최종 발표 수치를 기 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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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임무

1) 식량 생산력 제고

농경지와 수자원 보호에 힘쓴다. 가장 엄격한 농경지 보호조치를 채택하여 국 

농경지 보유량을 18억 묘 이상으로 유지하고, 기본 농지 보유량은 15.6억 묘 이상으로 

유지하며, 그  논 면 은 약 4.75억 묘 이상으로 유지한다. 비농업건설을 목

으로한 농경지 유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비건설  농경지 유에 한 리를 

강화하여 농경지의 빠른 감소추세를 확실히 막는다. 농경지 이용 구조를 지속 으로 

최 화  하고, 토지 이용구조를 합리 으로 조정하고, 토지 정리와 재개간을 추진

하고, 토지의 집약  이용도를 높인다. 토지 비옥화사업, 토질 측정을 통한 합리  

시비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경작방식을 개선하고, 보호성 경작을 발 시킨다. 

수자원에 해서는 합리 으로 개발하고, 효율 으로 이용하고, 배치를 최 화

하고, 면 으로 약하고, 효과 으로 보호하고, 과학 으로 리함은 물론, 수자원 

사업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용수 공  보장률을 높이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

하게 통제한다. 수자원 리를  강화하고, 개지역 수자원 리체제개 을 가속화

하고, 농업용수에 하여 총량통제와 정액 리를 실시하여 수자원 이용률과 효율을 

높인다. 농업경   발생하는 오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가로 하여  화학비료, 

농약과 비닐의 과학  이용을 유도   하고, 유기질 비료, 바이오 비료, 바이오 농약, 

분해 가능한 비닐을 확  보 하여 농경지와 수자원 오염을 이고, 토질과 수자원 

환경의 악화추세를 확실히 환시킴으로써 식량 생산지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농업 기반시설건설을 더욱 강화한다. 농업 기반시설, 특히 논 수리시설건설 강화에 

더욱 힘쓰고, 농경지의 기  지력과 생산력을 단계 으로 높인다. 국 개지역

의 부 시설 건설과 수를 한 보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말단 수로의 수를 

한 보수 사업도 실시하여 개배수체계를 개선한다. 비 개지역을 히 

개발하고, 수자원이 풍부하고 양호한 토지 조건을 구비한 지역의 개면 을 확

한다. 수 개와 건조지역 수농업을 극 으로 발 시키고, 농업 개용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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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이용계수를 2005년의 0.45에서 2010년까지 0.50으로 끌어올리고, 2020년에는 

0.55이상으로 높인다.

 홍수피해지역에 한 리를 실시하고, 부 식량 주산지에 형 배수처리

장을 새로 보수하여 식량 주산지의 홍수 비능력을 높인다. 소형 논 수리시설 

건설에 힘쓰고, (縣)  논 수리시설건설계획을 조속히 세우고 개선하여 논 수리

시설 건설과 리를 면 으로 추진한다. 동북 흑토(黑土)지역 토사유실종합 리와 

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동북지역 종합생산력을 진 으로 제고시킨다. 

토질개량사업을 강화하여 농경지의 기  지력과 생산력을 진 으로 높인다. 

농업 종합개발과 기본 농지정리를 극 추진하고, ·  수 의 생산력을 가진 

농지에 한 개량을 가속화하여 높은 수 의 안정  생산력을 가지고, 가뭄과 

홍수에도 안정 인 수확을 보장하고, 수 효율이 높은 규범화된 농지를 만든다. 

2010년까지 ·  수 의 생산력을 가진 농지의 비 을 약 60%까지 낮추고, 2020

년까지 그 비 을 약 50%까지 낮추는데 힘쓴다.

식량 단 생산량 제고에 힘쓴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핵심

기술연구를 극 추진하여 식량 단 생산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2010년 국 식량 

단 생산량 수 을 1묘당 약 325kg까지 높이고, 2020년 약 350kg까지 높인다. 

과학기술 신을 크게 진시키고, 농업 바이오기술과 정보기술의 응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연구를 강화하고, 신품종 선별 육종, 식량 풍작 등 과학기술사업을 실시

하고, 유 자변형  작물 신품종 육종의 문사업을 가동한다. 한 작물 육종의 

연구개발력과 보 능력을 높이고, 생산성이 높은 우량 식량품종의 선별  육종, 

효율성이 높은 재배방식, 효율성이 높은 농업자원 이용 방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직  지 재산권을 가진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고 항성

이 강한 식량과 유지작물 품종육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농업 과학기술 보 사업을 

실시하고, 슈퍼잡종교배 벼 등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식량 신품종과 효율

성이 높은 재배기술과 재배방식을 집 으로 보 하여 보다 정교한 경작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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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주요 식량작물 우량품종의 보 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한다. 과학기술의 

농업 성장에 한 기여도를 연평균 1포인트씩 높인다.

주산지 식량 종합생산력을 강화한다. 부존자원, 생산조건과 증산 잠재력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식량 생산의 지역  구조를 과학 으로 계획하고, 지역별 기능과 

발 목표를 명확히 한다. 기  조건이 양호하고 생산 수 이 높으며 식량 생산량

이 많은  생산지 건설에 역량을 집 한다. 생태환경을 보호한다는 제조건 

하에서, 자원 보유 측면에서 우세하고 증산 잠재력이 있는 비 생산지 개발에 

힘쓴다.  생산지,  비 생산지 등 식량 증산 잠재력이 비교  큰 지역은 지 

식량 생산 증 를 한 계획과 조치에 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우수 식량품종 

생산지구 건설 추진을  가속화하고, 우선 으로 , 벼 등의 품종 생산을 확보하고, 

남방지역의 벼 생산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동북지역의 자포니카종 벼 생산을 

진한다. 우수 품질 벼,  우수 품질 용 옥수수, 기름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두와 

우수 품질 서류  잡곡의 재배면 을 계속해서 확 한다. 식량 주산성(省)과 서부 

주요 식량 생산지에서 우수 품질 식량산업사업, 형 상품식량 생산기지사업과 

농업 종합개발사업 등을 계속  실시한다. 주요 식량작물 체 생산과정의 기계화를 

극 추진하고, 식량 생산 문화와 표 화 발 을 진한다. 비(非)주산지  

식량 생산지의 종합생산력을 높이고,   서부 휴경지역을 확 하고, 기본 식용식량 

확보를 한 농경지를 마련하여 식량자 률을 안정시킨다. 식량과 유지작물 생산의 

안정  발 을 기 로 하여 농경지 구조와   배치를 합리 으로 조정하고, 농업 

산업구조와 지역  배치의 최 화를 진한다.

농업 서비스체계를 건 화한다. 식량 등 농작물 품종 자원보호, 품종 개량, 개량 

품종의 보 , 품질 검사 등 기 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농업기술 보 체계 개 과 

건설을 추진하고, 자원을 종합배분하며, 효율성이 높고 사업이 구체 이고 일 

처리가 노련한 농업 련 기층 서비스기구를 건설하여 농업기술 보  서비스기능을 

강화한다. 식량 산업화 발 을 극 추진하여 식량 생산조직화 수 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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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충해 방지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주요 식량작물의 유해생물 경보와 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식물보호 수 을 높인다. 농업 기상재해 경보 측 서비스체계를 

건 화하여 농업 기상재해 측과 측 수 을 높인다. 식량 품질안  기 을 

개선하여 식량 품질안 체계를 건 화한다. 농  식량 생산 후 단계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업 정보서비스체계를 건 화한다.

특별란 2 식량 생산력 증진을 한 사업

형 상품식량 생산기지: 식량 주산성(省)과 비(非)주산성의 요 식량 생산

지에 지(地)  시를 단 로 하여 생산성이 높고 안정 인 형 상품식량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소형 논 수리시설, 우량품종 육종 등 식량 생산기지 시설 

건설을 으로 강화하여 식량 종합생산력을 제고한다.

우수 품질 식량산업 사업: 식량 주산 (縣)에 표 화된 식량 재배 농지를 

건설하여 식량 종합생산력을 제고한다.

식량 풍작 과학기술 사업: 식량 주산지에 핵심 시험지구, 시범지구, 보 지구를 

건설한다. 풍작 기술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 벼, 옥수수 등 3  

식량작물의 생산성이 높은 우수 품종을 선별 사용하는 규모 면 의 식량 

주산지에서 계속해서 증산을 이루고, 무공해 식량을 생산하고, 식량 생산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생산 후의 손실을 이는 등의 역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한다. 

바이오 육종 문사업: 농산물 품질,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여 농업 산업구조

조정을 진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고 항력이 큰 농업 

신품종을   선별하여 재배하고 보 을 범 하게 확 한다. 핵심 경쟁력을 

갖춘 몇 개의 형 종묘기업(그룹)을 육성하여 국의 동식물 신품종 보 과 

응용에 있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농산물 생산량과 효율을 뚜렷하게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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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사업: 농작물 품종 자원보존, 품종 개량, 개량 품종 보 과 종자 품질 

측정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우량품종 보 률을 약 95%로 

유지한다.

농업 과학기술 보  사업: 우수 농산물과 우수 생산지를 으로 하고, 주요 

품종과 기술의 주도 인 보 , 생산주체를 상으로 한 교육훈련 실시를 핵심조치로 

하여, 100만 개 과학기술 시범농가를 육성하고, 시범농가를 심으로 2000만 개 

농가를 견인하도록 하고, 1만 개 신형 농업기술 서비스조직을 발 시킨다.

형 개지역 부 시설 건설과 수를 한 보수 사업: 개지역 부 시설 

건설과 수 사업을 개하여 개 수리시설 이용효율과 개지역 생산력을 높이고, 

2020년까지 국 형 개지역 부 시설 건설과 수를 한 보수의 임무를 기본

으로 완성하도록 한다.

형 배수처리장 보수 사업: 부 식량 주산지의 형 배수처리장 신축과 

보수를 실시하여 홍수 발생시 배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농업 종합생산력 

제고를 진한다.

건조지역 농업경  시범사업: 가뭄을 비한 농지 수시설을 건설하고 가뭄을 

비한 수 농업기술을 보 하여 강수 이용효율, 토양의 비옥도와 가뭄 

항력을 높이고, 건조지역 농업 생산수 을 높인다.

식물보호 사업: 농업 유해생물 경보와 리감독체계, 우수 농산물의 유해생물 

비(非) 염지역, 기술지원 등의 건설을 강화하여 국의 농업 유해생물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2) 비식량작물자원 이용

식량 약형 목축업을 발 시킨다. 사육 품종구조를 조정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사료작물 재배를 차 확 하여 약형 식가축 사육을 크게 발

시킨다. 북방지역의 천연 지에 한 보호와 개량을 강화하고, 농업지역 비탈밭과 

분산되어 있는 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생산성이 높고 안정 인 사료용 인공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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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지 생산력을 높인다. 남방지역 지 자원에 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산지와 구릉지에 다년생 인공 지, 생산성이 높은 1년생 사료용 지를 극 조성

하여 남방지역   목축업의 조사료 공 지를 확 한다. 2020년까지 국 목 지 

보유면 을 39.2억 묘 이상으로 유지한다. 농업지역과 반(半)농업지역의 식량 약형 

목축업 발 을 가속화하고, 볏짚, 옥수수  등을 이용한 목축업 발 을 극 추진

한다. 가축 사육방식을 바꾸고, 목축업 규모화, 집약화 발 을 진하고, 사료 환

시의 효율을 제고한다.

수산양식업과 원양어업을 극 발 시킨다. 내륙 담수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건강에 안 한 수산양식업을 극 확 하고, 염분을 함유한 

지 에 수산양식업을 합리 으로 개발하여 담수양식업 면 을 확 한다. 해양

자원을 합리 으로 이용하고, 근해 어업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원양에서의 어획 

규모를 확 한다.

수산자원과 수역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 을 

진한다.

유지작물 생산을 진한다. 식량작물 생산을 우선 보장한다는 기  에서, 

두, 유채 등 주요 유지작물 생산 확 에 노력하여 식물성 식용유의 자 률을 

안정시킨다. 동북지역의 기름 함양이 높은 두, 장강(長江)유역의 유채 생산기지를 

계속해서 건설한다. 남방지역의 겨울철 휴경지를 유채 생산에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유지작물 주산지의 농경지 수리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우량 품종 

유지작물의 선별  육종을 가속화하고, 생산성과 기름 함량이 높은 신품종을 리 

보 하여 두, 유채와 땅콩 등   유지작물의 단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데 힘쓴다. 

2010년까지 유지작물의 단 생산량을 2006년보다 약 6%가량 높이고, 유지작물의 

기름 함유율은 평균 2포인트 높인다.

특종 유지작물을 극 개발하고, 참깨, 해바라기 등의 작물 생산을 확 하고, 

면화씨를 식용유 생산에 충분히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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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식용유산업을 발 시킨다. 산지자원을 합리 으로 이용하고, 목과 식용유

산업을 발 시켜 명(名), 특(特), 우(優), 신(新) 목과 식용유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우량품종을 극 육종하고 도입하여 동백나무, 올리 , 호두, 밤 등 목과 식용작물 

품종의 품질과 단 생산량을 높인다. 목과 식용유 산업화를 극 지도하고 추진하며, 

목과 식용작물 상품의 정제가공을 진하여 목과 식용유 공 을 확 한다.

특별란 3 비식량작물 발 을 한 사업

장강유역의 유채 생산기지: 장강유역 유채 생산지를 지역단 로 하고, 육종 

과학연구소에 의뢰하고, 우량품질 유채 생산기지를 집 으로 건설하여 

품종을 개량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생산량을 높인다.

사탕수수 생산기지 건설: 시(廣西), 난(雲南), 동(廣東), 하이난(海南) 등 

사탕수수 생산에 유리한 지역에 사탕수수 생산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농지 사이의 개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사탕수수 신품종 육종과 보 을 

확 한다.

돼지와 젖소의 표 화 규모 사육지구(장) 건설: 돼지와 젖소 규모 사육지구(장)의 

분뇨처리와 수도, 기, 도로, 방역 등 부 시설을 보완하여 돼지와 젖소의 표 화 

규모 사육수 을 높인다.

가축·수산 우량품종 사업: 가축·수산 우량품종 육종보 소를 건설하고, 우량

품종자원 보호와 품종 성능측정 시설을 개선하여 가축·수산 우량품종 육종

보 수 을 높인다.

 

3) 식량과 유지작물 수급에 있어 국제적 협력 강화

식량 수출입무역체계를 개선한다. 국제시장을 극 이용하여 국내 수 을 조

한다. 국내 식량 자 수 을 기본 으로 보장한다는 제 하에서 국제시장을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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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하여 수출입을 조 한다. 국유무역기업의 식량 수출입에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발휘하도록 한다. 정부 간에 력을 강화하고, 일부 요한 식량 생산국

들과 장기 이고 안정 인 농업(식량과 유지작물) 력 계를 맺는다. 농업의 

“해외진출” 략을 실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며, 안정 이고 믿을 

만한 식량 수입 공 원 보장체계를 건설하여 국내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4) 식량 유통체계 개선

식량 유통체계 개 을 계속해서 심화한다.  식량 유통산업발 을 극 으로 

추진하고, 식량 시장주체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한다. 국유식량기업 개 을 계속해서 

심화하고, 국유식량기업 합병과 재건을 추진하고, 일부 국유식량 수매, 장, 가공 

주력 기업을 으로 지원하고, 식량 수매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도 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식량 수매와 매, 가공 등의 과정에서 용두기업(龍頭 業)으로 하여  

식량  계약생산을 발 시키도록 장려하여 식량산업화 발 을 진한다. 농민 문

합작조직과 농  계인을 발 시켜 농민들에게 식량 생산과 매에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개조직으로 하여  농민들을 상으로 시장마 , 정보서비스와 

기술교육 훈련을 개하도록 하여 농민의 시장화 의식을 강화시킨다. 식량 회 등 

개조직이 업계 자율 으로 시장질서를 보호하는데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식량시장체계를 건 화한다. 주요 식량작물의 지역 , 문  도매시장과 ·

도시의 완제품 식량과 유지작물 도매시장을 으로 건설하고 발 시킨다. 

식량의 통일  배송과 자상거래를 발 시킨다. 소도시의 식량과 유지작물 공

망과 농 의 식량 무역시장을 극 으로 발 시킨다. 식량 선물시장을 진 으로 

발 시키고, 식량 기업과 농민 문합작조직으로 하여  선물시장을 통해 리스크를 

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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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식량 물류와 련된 공공정보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식량교역을 

진한다. 식량 물류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식량 물류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식량 물류 “4산화”개 을 진한다. 지역을 뛰어넘는 식량 물류유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동북지역 식량 유출, 황하·회하·해하(黃河-淮河-海河)지역의 

 유출, 장강 ·하류지역  유출과 옥수수 유입, 화동(華東)지역과 화남(華南)

연해지역 식량 유입, 북경·천진지역 식량 유입 등 6  지역을 넘나드는 식량 물류

유통망을 으로  보완하거나 건설한다. 교통 심지와 식량 주요 집산지에 

국  주요 식량 물류 간 경유지와 식량 물류기지를 건설한다. 분산된 식량 

운송의 간 환, 수, 분출시설과 검사측정 등과 련된 부 시설의 건설을 

으로 강화한다. 지역을 월한 형 식량 물류기업을 극 육성한다. 철로와 

해운을 연결하는 운송시스템을 발 시키고, 식량 집하-분출-운송 네트워크를 개선

한다. 식량 물류기술장비 수 과 정보화 수 을 높인다.

 

5) 식량 비축체계 개선

식량 비축 통제체계를 개선한다. 앙의 략  특별 비축과 조 용 주기성 

비축을 상호 결합하고, 앙 비축과 지방 비축을 상호 결합시키고, 정부 비축과 

기업의 상업용 최  비축을 상호 결합한 식량과 유지작물 비축 통제체계를 한층 더 

개선하여 국가의 거시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식량안보를 보장한다. (1) 앙의 

략  특별 비축은 주로 국 인 심각한 공 부족, 심한 자연재해와 돌발  

사태로 인한 식량 수요를 비한 것이다. (2) 앙 조 용 주기성 비축은 주로 앙

정부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 실시하는 보호성 수매방안으로 이용되며, 

흉년이 든 해의 식량 공 을  조 하기도 한다. (3) 지방 비축은 주로 지역  수  

불균형, 돌발  사태로 인한 식량 수요와 주민 식용식량의 긴  수요를 해결하는데 

이용된다. 각 성(구, 시) 비축량은 “생산지에서 3개월 분의 소비량을 유지하고, 

소비지에서 6개월 분의 소비량을 유지한다”는 요구에 따라, 국가 식량행정주

부서가 결정하고, 앙 비축과 연계시킨다. (4) 식량 수매, 가공, 매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식량과 유지작물의 최  비축 의무를 지며, 구체 인 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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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민정부에서 정한다. 식량 수매와 매  기업으로 하여  농민과 식량을 

원료로 하는 기업을 해 리 수매, 리 매, 리 장업무를 하도록 극 

장려하고, 농민으로 하여  과학 으로 식량을 장하도록 한다.

비축 지역 배치와 품종구조를 최 화한다. 앙 비축식량과 유지작물의 지역  

배치를 차 최 화되도록 조 하고, 주요 소비지역, 서부의 식량 부족 지역과 

빈곤지역을 주로  배치한다. 요한 물류 간 경유지, 식량 집산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 도시의 식량 공 을 보장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식용식량안보를 

우선 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기타 용도의 식량도 함께 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앙 비축식량과 지방 비축식량의 품종구조를 최 화하고, 과 의 비축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고, 과 두의 비축율을 당히 높인다. 앙과 지방의 

식물성 식용유의 비축을 차 늘린다.  · 도시의 완제품 식량과 유지작물의 

비축을 당한 수 으로 증가 시켜 식량과 유지작물 시장의 긴 한 수요를 비

하도록 한다.

비축식량 리시스템을 건 화한다. 앙 비축식량의 수직  리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앙 비축식량의 입고-방출의 순환시스템을 건 화한다. 소비지 비축

식량의 순환과 생산지 식량 수매를 긴 하게 연계시키는 사업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축식량의 리감독시스템을 개선하여 정확한 수량, 우수한 질량과 안 한 비축을 

보장한다.  비축식량 장고의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식량 비축 환경을 개선

하고, 식량 장기술 응용수 을 높여 비축식량의 안 을 보장한다.

 

6) 식량 가공체계 개선

식량과 유지작물의 식품가공업을 발 시킨다. 식량과 유지작물의 식품가공업을 

규모화와 집약화 방향으로의 발 을 유도한다. “안 , 우수한 품질, 양, 편리”의 

요구에  따라, 통  주식 식품공업화 생산을 추진하고, 우수하고(優) 새롭고(新) 

특별한(特) 상품의 비율을 높인다. 식량과 유지작물의 식품가공 부산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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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진하여 자원 이용률과 부가가치 효과를 높인다. 식량과 유지작물 가공

기업으로 하여  품질의 요성에 한 인식을 높이고 랜드 개발에 힘쓰도록 하여 

식량과 유지작물 식품 가공업의 건강하고 안정 인 발 을 진하도록 한다.

사료가공업을 극 발 시킨다. 국 옥수수 생산은 먼  축산업 발 에 필요한 

사료 공 을 만족시킨다. 사료 생산구조를 최 화하고, 사료배합기술을 개선하고, 

농축사료, 보충사료와 혼합사료 발 을 가속화하고, 농축사료와 혼합사료의 비 을 

높여 안 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사료 생산체계를 건설한다. 볏짚과 

옥수수  등의 자원을 극 이용하여 사료 생산에 필요한 식량 확보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식량 정제가공업을 발 시킨다. 식량안보를 보장한다는 제 하에서, 식량 정제

가공을 발 시킨다. 바이오 연료 생산은 비식량작물 이용의 방침을 견지하고, 

“식량작물의 경작지 확보와 충돌하지 않고, 식용 식량 확보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수하고, 식량을 원료로 한 정제가공 발 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식량 가공업계 발 을 한 지도이념을 제정하거나 보완하고, 식량 정제가공에 한 

거시  조정과 과학  계획 수립을 강화한다. 국무원 투자 리 주 부서의 비 을 

거치지 않고서는  옥수수 정체가공사업을 시작하거나 확 할 수 없다.

특별란 4 식량 유통, 가공 역에서의 사업  

 식량 물류체계 건설: 6  지역을 뛰어넘는 물류유통망을 건설하거나 보완

하고, 이에 동북지역 식량 유출, 황하·화하·해하지역  유출, 장강 ·하류지역  

유출과 옥수수 유입, 화북 연해지역 식량 유입, 화남 식량 유입, 북경·천진지역 식량 

유입 유통망을 포함된다. 이상에서 제기한 유통망에 주요 식량 물류 간 경유지의 

단  식량 장고, 수와 분출시설  형 식량 도매시장의 단  식량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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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으로 강화하고, 단  식량의 운송수단과 식량 물류정보체계  검사

측정시설 등을 개선한다.

비축 식량과 유지작물 장시설의 건설  보완: 일부 비축식용유 장고(탱크), 

 · 도시의 완제품 식량과 유지작물 장고를 으로 건설하거나 보완

하여 기존 비축식량 장고시설을 개선한다.

농가의 과학  식량 장 시범 확 : 주요 식량 주산지와 서부지역에 일부 농가를 

지원하여 표 화된 소형 식량 장고를 세우고 표 화된 식량 장장비를 배치

하도록 하여 농가 식량 수확 후의 장과 처리 조건을 개선하고, 과학  장기술을 

보 하여 식량 생산 후의 손실률을 인다.

신형 사료 개발: 국가식량안보를 보장하기 해 목축업 규모화, 집약화 수 을 

높이고, 목축업의 빠른 발 을 추진하고, 신형 사료를 으로 개발하고, 옥수

수 , 볏짚을 이용한 사료 개발을 추진하여 배합사료와 문사료의 비율을 높인다.

식품 생산장비 자체 개발: 식품 포장과 련 기계 생산업계를 심으로 하여 시장 

수요에 따라, 국내 식품가공과 포장 련 기계 생산업체 가운데 기반이 탄탄하고, 

시장 망이 좋고, 기술 함량이 높고, 련 산업과 연계성이 높고, 국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유명 랜드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 유율을 차 확 한다.

식량과 유지작물 가공기술 보완과 산업 업그 이드: 기존 식량 가공기업으로 

하여  생산력, 상품 품종, 자원이용과 리기술 등의 방면에서 통합·조정하도록 

장려하고, 일부 국내 · 형 식량과 유지작물 가공기업을 지원하여 기술을 보완

하도록 하고, 선진 기술장비를 보 하거나 도입을 진하여 식량과 유지작물 자원의 

합리  이용을 실 하고, 손실을 이고, 생산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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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과 유지작물 시장조  경보와 정보서비스체계 확립: 기존 식량과 유지작물 

시장정보자원을 통합·조정하고, 식량과 유지작물의 생산, 소비, 가공, 매, 수출입, 

비축, 시장수 과 가격을 포함한 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때에 식량과 유지

작물의 수  실태, 유통과 시장 동태를 악하고, 식량과 유지작물 수  실태와 

변화추세를 과학 으로 분석하여 미리 통제 리하고, 식량과 유지작물의 시장 

수 을 정확하게 측하도록 한다.

 

5.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 조치

1) 식량안보 책임 강화

식량안보의 보장은 곧 국가의 안정  통치를 한 가장 요한 사업이었다. 

지방 각  인민정부와 각 련부문은 사상을 통일시켜야 하고, 인식수 을 높이고, 

식량안보사업을 매우 시해야 한다. 앙과 지방 건 한 식량안보 별 책임제를 

도입하고, 식량 성(省)장 책임제를 면 으로 실시한다. 성  인민정부는 지 

농경지와 수자원 보호, 식량 생산, 유통, 비축과 시장 조 사업을 면 으로 책임

진다.

주산지는 식량 생산력을 한층 더 높여 국에 주요 상품식량자원을 공 한다. 

주산지는 기존 식량 자 률을 안정 으로 유지한다. 생산-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은 지 식량 수 의 기본  균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

서는 생산 수 을 차 회복하거나 식량 생산력을 높인다. 농경지와 기본 농지 

보호, 식량작물 종면 의 안정  확보, 지방 식량 비축량 확보와 식량 리스크

기 을 한 지방 할당 자  확보 등의 임무를 각 성(구, 시)이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성  인민정부 실  평가시스템에 반 하고, 효과 인 식량안보 리감독과 

실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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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련 부문은 국 농경지와 수자원 보호, 식량 총생산량 균형을 책임

지고, 식량 수출입을 일 으로 리하고, 주산지 식량 생산발 을 지원하고, 

앙 식량 비축을 실시·보완하고, 국 식량 시장과 가격을 조정한다. 정책을 계속

해서 보완하고, 각 지역, 각 부문과 농민들의 식량 생산발 에 극 으로 임하도록 

더욱 독려한다. 

식량을 다루는 경 자와 식량을 원료로 하는 기업은 법률과 법규의 요구에 

따라, 식량을 다루는 경 자는 필수 비축식량 규정을 철 히 따르고, 지 식량행정

리부문에 식량 구매, 소비, 비축 등의 기본  수치를 보고하는 임무를 이행한다. 

모든 식량을 다루는 경 자는 식량 긴  조달임무를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긴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국가의 통일  안배와 조정을 따른다.

 

2) 생산자원의 엄격한 보호

가정승포경 책임제(家庭承包經營責任制)를 장기간 안정 으로 유지하며, 농업 

경 체제시스템 신을 가속화한다. 법에 근거하여 농  토지승포경 권의 이 을 

추진하며,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여러 형태의 규모화 경 에 합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발 시키고, 토지 규모화, 집약화 경 을 진하여 토지 생산효율을 

높인다.

성  인민정부의 농경지 보호 목표 책임제도를 실시하고, 농경지 보호 분할임무를 

철 하게 수행하고, 기본 농지를 지역과 농가에 맡김으로써 기본 농지면 의 감소를 

막고, 용도 변경을 막고, 토질을 높이도록 한다. 토지 이용의 총  계획, 도시의 

총  계획, 마을과 진(鎭)의 계획 추진에 한 리를 강화한다. 토지 이용 연간 

계획 리를 강화하고, 비농업 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토지의 집약

이고 약 인 이용을 추진한다. 토지수용 공청회와 공개제도를 철 히 실시하여 

사회  감독을 강화한다. 농경지 유와 보충의 균형제도를 철 히 실시하고, 

보충 토지의 질량 등 에 한 평가와 심사를 강화하고, 성(省)을 벗어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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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유와 보충을 실시하는 것을 한다. 토지수용 보충과 안배제도를 개선

하고, 토지 수익분배시스템을 건 화한다. 농경지를 묵히는 것에 해 처벌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국가 토지 리감독제도를 건 화하고, 토지 련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토지 련 법 행 를 철 히 막는다.

원 등 비농경지자원의 보호와 건설을 강화한다. 기본 원보호제도를 만들고, 

기본 원을 설정하며, 어떤 기 이나 개인이 기본 원을 유·이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역을 나 어 방목, 휴경과 방목 지제도를 만들어 

지 공 과 목축업 수요 간의 균형을 차 실 한다. 원 생태 보호와 조성을 

강화하고, 천연 원의 방목을 하고 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원의 

퇴화와 사막화를 막는다. 남방지역 지자원 보호와 개발 이용을 극 으로 연구

하여 추진한다. 수역과 삼림자원에 한 보호도 강화한다. 

 

3)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 강화

정부가 주도하는 다원화되고 경로가 다양한 농업 과학기술연구 투자시스템을 

만들어 농업(식량) 과학기술연구에 한 투자를 늘린다. 국가 요과학기술 문

사업, 과학기술지원계획, 863계획, 973계획 등을 농업 역에 치 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과학기술의 성과를 계속해서 상품화하여 자 으로 환시키고, 농업

기술 성과의 신부문을 축 하고, 국식으로 개량하여 보 을 확 한다.

건 한 농업과학기술 신체계를 만들고, 농업과학기술진보를 추진한다. 국가농업 

과학기술연구단지, 지역 과학기술연구센터의 신능력 배양을 강화하고,  

농업 산업기술체계 건설을 추진하여 농업 지역별 신능력을 높인다. 국가 농업기술 

보 기구를 주체로 하고, 과학기술연구기구와 학이 범 하게 참여하는 농업

과학기술성과 보 체계를 차 구축한다. 농업과학기술연구원(소)의 개 을 심화

하고, 과학기술 신 격려시스템을 만들고, 농업과학기술연구기구, 학들로 하여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보 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연구와 

보 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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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련 기업, 농업 문합작경제조직으로 하여  농업 기술 신과 보 활동을 

개하고, 농민들에게 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지도한다. 과학기술을 

농가들이 용할 수 있도록 보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요한 기술의 보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과학기술 성과를  혹은 농가에서 도입하도록 하는 

효과 인 시스템과 방법을 계속해서 탐색한다. 농  직업교육을 발 시키고, 농민 

과학기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농민들의 과학기술 습득과 응용에 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농민들의 과학  식량 재배기술을 높인다. 농업 과학기술의 국제 력

교류를 강화하고 자주 신능력을 키운다. 

4) 지원투자 폭의 확대

식량 생산에 한 투입을 늘린다. 농업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국민소득배분과 

국가 재정지출을 “三農”에 치 하고, 농업과 농 에 한 투자의 폭을 확 하여 농민 

소득을 증 시킨다. 각  인민정부는 비축량을 당히 조정하고, 증산에 치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을 통한 농업 지원역량을 계속해서 확 한다. 정부의 농업 지원 

투자구조를 최 화하고, 식량 종합생산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여 농지 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에 한 투자를 크게 확 한다. 국가는 기본 농지정리, 토지 재개간, 

농업 기상재해 측경보시설 건설, 농작물 병충해 방지에 한 투자를 확 한다. 

각종 농업과 식량  유지작물 지원을 한 투자는 식량 주산지, 식량 주생산 (縣), 

유지작물 주생산 과 기본 농지 보호 지역에 되도록 편 시킨다. 식량 재배 

규모 농가와 문 농가를 극 지원하여 식량 생산을 발 시킨다.

융의 농 , 농업에 한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농  융서비스체계를 차 

건 화하고, 농업정책성 출제도를 개선하고, 식량과 유지작물 생산자와 규모 

목축업 농가에 한 신용 출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신 인 담보방식을 개발

하고, 담보물의 범 를 확 하여 농업 재생산에 필요한 자  수요를 보장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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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보조 과 격려정책을 개선한다. 식량 직불 , 농자재 종합직불 , 우량종자 

보조 과 농기계 구매 보조 정책을 개선하고, 재 경제발 에 따라, 기존 제도에 

기 하여 앙재정은 식량 재배농가에 한 보조  규모를 해마다 큰 폭을 확 한다.

식량 최 수매가정책을 개선하고, 식량가격을 차 조정하고, 식량가격을 합리  

수 으로 유지하여 식량 재배농가들이 커다란 이익을 얻도록 한다. 국제경험을 

거울삼아, 목표가격 보조 제도를 연구·모색하고, 시장화 요구에 부합하고 국 

국정에 합한 신형 식량가격 지원체계를 만들어 식량 생산의 장기 이고 안정 인 

발 을 진  한다. 앙은 식량(유지작물) 주생산 (懸)에 한 격려정책을 계속

해서 실시한다.

동북지역의 두, 장강유역의 유채와 산지 목과 식용유 생산에 한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농업정책성 보험정책을 개선하고, 주요 식량작물 리스크 회피, 손실보상

시스템과 재해 발생 후 농지 회복을 한 긴 보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 

식량 리스크기 정책을 개선한다. 식량 생산과 매 구조변화에 따라, 식량 리스크 

기 정책을 한층 더 개선하고, 식량 주산지에 한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식량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한 지원을 강화한다. 식량 주요 소비지의 주산지에 

한 건 한 이익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산지의 식량 생산발 을 지원한다. 

철도와 교통부문은 지역을 뛰어넘는 식량 운송에 하여 조직화  지도와 조를 

강화하고, 생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의한 식량 운송을 우선 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식량 주요 소비지는 소비지의 식량기업으로 하여  생산지에 식량 생산기지를 

세우도록 지원하여 생산지에서 식량 생산, 구매에 참여하고 소비지로 운송하도록 

한다. 생산지 식량기업으로 하여  소비지에 식량 매망을 건립하도록 장려하여 

소비지의 식량 공 을  보장한다. 주산지 식량기업은 소비지에 물류배송센터와 

장고시설을 세우도록 주요 소비지의 지방 인민정부가 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분산된 식량 물류시설 건설에 투자를 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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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로의 사회자본을 통해 분산된 식량 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식량 물류의 

“4산화(四散化)”개 을 극 추진한다. 식량의 거시  조정에 이바지하는 요 

물류유통망과 물류 간 경유지에서의 분산 포장, 분산 분출, 분산 장, 분산 운반 

 정보검색 등 시설 건설에 하여 각  인민정부는 극 으로 지원한다. 

5) 건전한 식량 수급의 거시적 조정 실시

식량 통계제도를 건 화한다. 식량 통계조사수단을 개선한다. 식량 생산, 소비, 

수출입, 시장, 비축, 품질 등에 한 측정조사를 강화하고, 식량 경보측정시스템과 

시장정보교환시스템 구축을 서두른다. 식량 시장조 부문 간의 력 을 구성하여 

효율성이 높고 탄력 인 식량 조 시스템을 만든다.

식량 긴 체계를 건 화하고 개선한다. <국가식량긴 비방안(國家糧食應急

案)> 각 항목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합리 인 지역 배치를 형성하고, 효율성이 

높고 력 인 식량 긴 조달망을 운 한다. 투입을 확 하고, 국 · 도시와 

기타 지역의 식량 가공, 공   비축과 운송 등 긴 시설에 한 건설과 유지

보수를 강화하여 긴 상황 발생시의 수요에 비한다. 긴 조달망에 속한 지정 

가공기업과 매기업에 하여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식량과 

유지작물의 긴  보장능력을 강화한다. 특수 계층에 한 식량 공  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빈곤층과 소득 계층 등의 식량 기본 수요를 보장한다. 물가변동과 상호 

연계된 도시와 농 의 최 생활 기 의 동태  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  소득 계층의 생활수 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하되는 것을 막는다. 

식량 유통산업정책을 개선한다. 식량 시장진입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국내 

식량과 유지작물 수매, 매, 장, 운송, 가공 등 역의 산업정책을 연구를 통해 

제정하여 리방법을 개선한다.

식량 행정 리체계 건설을 가속화한다. 식량 행정 련법 집행, 리감독과 통계

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건 화하여 식량의 거시  조정과 행정 리 수요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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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량 이용에 있어 과학적 절약의 유도

자원 약형 사회 건설의 요구에 따라, 선 과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식량

안보의식을 높이고, 사회 체가 식량을 귀 히 여기고 낭비를 막는 건 한 풍조를 

조성한다. 식량의 수매, 장과 운송방식을 개선하고, 농가의 과학  식량 장

기술을 보 하여 식량 생산 후의 손실을 인다. 과학  식량 이용을 극 제창하고, 

식량과 유지작물의 불합리한 가공 환을 통제하여 식량 종합이용률과 사료 환

수 을 높인다.

과학  식사, 건강한 소비를 유도하고, 식량과 유지작물의 불합리한 소비를 막고, 

과학 이고 합리 인 식사구조 형성을 진하여 국민의 생활수 과 양수 을 

높인다.  식당, 음식  등 요식업계의 “녹색음식, 식량 약”의 문명규범을 수립

하여 음식 약제도를 극 제창한다. 연구를 통해 식량 이용에 있어 약을 장려

하고 낭비를 이는 정책조치 마련에 힘쓴다.

7) 식량 법률체계 건립 추진

농업법, 토지 리법, 원법, 식량유통 리조례와 앙비축식량 리조례 등 법률

법규를 충실히 집행하여 법 집행역량을 강화한다. 식량 시장에 한 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량 품질과 생안 을 보장하여 정상 인 식량 유통질서를 유지한다.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앙과 지방의 비축식량 리, 규범  식량경 과 

교역행  등 방면의 련 법규를 제정 혹은 수정한다.

 

8) 전문적 계획 수립과 실시

식량 생산, 유통, 비축, 가공 등 방면의 문 계획을 조직 으로 수립하고, 본 

요강의 실행을 진하고, 본 요강을 통일 강령을 하여 각각의 문 계획이 통일

으로 연계된 계획체계를 형성한다. 각 지역과 각 유 부문은 본 요강과 각각의 

문 계획의 요구에 따라 조직 으로 실천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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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란 5 앞으로 실시한 사업 계획  

1) 국 식량 500억kg 증산능력 계획(2009-2020년)은 발 개 원회가 책임지고 

농업부, 수리부(水利部), 교통운수부, 환경보호부 등의 부문과 함께 력하여 

수립한다.

2) 농경지보호와 토지정리  재개간 계획은 국토자원부가 책임지고 련 부문과 

력하여 수립한다.

3) 수자원보호와 개발이용 계획은 수리부가 책임지고 련 부문과 력하여 

수립한다.

4) 농업  식량 과학기술발  계획은 과기부가 책임지고 련 부문과 력하여 

수립한다.

5) 식량 약형 목축업 발  계획은 농업부가 책임지고 련 부문과 력하여 

수립한다.

6)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 발  계획은 발 개 원회가 책임지고 농업부, 

양식국 (糧食局), 상무부, 공업과 신식화부(信息化部), 임업국 등의 부문과 

력하여 수립한다.

7)  식량 물류 발  계획은 발 개 원회가 책임지고 양식국 등 련 부문과 

력하여 수립한다.

8) 식량 비축체계건설 계획은 발 개 원회가 책임지고 양식국, 재정부, 국

비량 리총공사(中國儲備粮管理總公社) 등 련 부문(기구)과 력하여 

수립한다.

9) 식량 가공업 발  계획은 공업과 신식화부가 책임지고 양식국, 농업부 등 

련 부문과 력하여 수립한다.

10) 주민의 과학 이고 건강한 식량과 유지작물 소비를 진하는 정책조치는 

양식국이 책임지고 련 부문과 력하여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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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김용택

1. 서론

2007년 후반기부터 등하기 시작한 국제곡물가로 말미암아 세계는 물가상승

압력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 등하는 국내물가를 진정시키기 하여 일부 식량

수출국들은 식량수출을 제한시켰고 그 결과 국제곡물가가 더욱 등하는 사태가 

발생하 다. 이런 악순환이 래되자 식량수입국들은 식량안보를 더욱 우려하게 

되었고  세계 으로 식량 기가 팽배해졌다.

우리나라는 규모 식량수입국으로 국제 곡물가 등에 직 인 향을 받는다. 

 공 기반은 안정 이지만 , 옥수수, 콩 등 다른 주요 곡물의 자 률은 매우 

취약하다. 국제곡물가가 등하고 불안정이 심화되면 원료의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식품산업과 축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량공 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국내생산의 확 ,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안정  수입, 비축 리제도의 운 , 해외농업개발 등이 있다.  

일반 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 률을 높이기 한 방안으로 국내생산 확 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한 국제 인 식량 기 상황에서는 국제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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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부터 수입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는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상시 수입물량확보의 안은 비축 리제도나 해외농업개발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 시행에 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과거 해외농업개발은 

부분 실패로 끝났으며, 불확실성과 험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해외농업개발은 

권장할  정책이 아니라는 지 이 많다. 굳이 해외농업개발을 해야 한다면 민간

기업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진출하고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외교, 정보수집과 

배분, 련기술 제공, 문 인력 양성 등과 같은 분야에 정부 지원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처럼 해외농업개발의 주체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 과 방향을 제시해 다. 이런 

차원에서 본고는 과거 일본은 해외농업개발을 어떻게 개하 고 재 어떤 입장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체로 민간 기업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원조사업을 심으로 련 기 (JICA, JBIC 등)이나 련 회를 통하여 

간 으로 조사․연구사업, 기술과 자 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 

규모 곡물  생산과 국제곡물유통은 종합상사, 사료곡물의 확보는 노(zenno, 

全農, 우리나라 농업 동조합 앙회)  종합상사, 정부(농림수산식품)는 련 

정책입안, 련법과 제도의  제정  정비, 조사․연구 시행하고, 국제원조를 담당

하는 JICA는 조사사업, 기술지원과 자 지원(원조자 의 활용)을 담당하며, 외

력기 을 활용하는 JBIC는 조사사업과 련자 을 지원한다.  

따라서 일본 체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사료곡물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한 일본 민간기업과 농업 동조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곡물 확보에는 기업 종합상사들과 젠노와 같이 

규모화 되고 정보력과 자 력이 풍부한 기업이나 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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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의 해외직 투자 형태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만 하는 가공농산물 

등을 일본기업이 해외에 나가 계약생산 등을 통하여 생산물량을 확보한 후 이를 

일본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셋째는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 원조형태로 개도국 농업을 지원하는 것의 일환

으로 개도국 농업을 개발해 주고 이 가로 일본이필요로 하는 곡물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미 20세기 반부터 해외 농업이민이 시작되었고 1960년 부터 

국제곡물의 안정  확보에  국가  심을 갖고 있었기에 이들 3가지 해외농업

개발방식들이 재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이 원고에서는 일본의 세 가지 해외농업개발방식들을 각각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과 한국 해외농업개발에 주는 시사 들을 살펴본다.

2. 일본의 곡물확보 변천

일본이 가공용 곡물이나 사료용 곡물의 해외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3년에 일본 축산은 세계 인 곡물가격 상승과 선박운임 상승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련기업들은 사료곡물을 안정 으로 공 하려는 

노력을 본격화  하게 되었다.

1960~70년 에는 종합상사가 주축이 되어 해외의 사료 자원을 개발 투자하 다.  

이미 1960년  반에 C&F구매 일변에서 FOB구매를 병행하는 등 원료구매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주요 항만에 용부두와 사일로 건설을 추진하 다. 

1960년 에는 주로 일본종합상사의 주도로 상 국의 토지를 임차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료곡물을 지에서 직  생산하 지만 생산성  수익성의 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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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실패하 다. 이 당시 사료곡물 확보를 하여 일본 기업이 해외농장개발에 

투자한 표  사례를 들어 보면, 1968년에 종합상사 미츠이가 인도네시아 농장을 

개척하여 옥수수와 수수를 생산하 고, 1971년에는 이토 , 1973년에는 미츠비시가 

동일한 지역에 농장 투자를 하 으나 실패하 다. 1970년  반에는 수미토미 

상사가 호주에 농장을 설립 운 하고 유니온 트 이드가 태국에 옥수수 농장을 시작

하 으며, 1978년에는 일본정부가 라질에 CAP 농장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미츠

이가 호주 오드리버 지역에 수수  목축을 시도하 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해외식량기지건설이 많은 실패를 겪게 되자 1980년 반 이후부터는 

유통시설에 하여 극 투자하고 유통물량확보에 을 두는 수확 후(Post 

Harvest) 략을 채택하 다.

한편, 1960년 부터 1980년  반까지 일본 종합상사들은 장기공 계약방식을 

많이 활용하 다. 1960년 에는 태국과 연간 80-90만 톤의 옥수수 공 계약을 

체결하 고, 1973년에는 미국과 "안배, 버츠 신사 정” 통해 소맥 3백 톤, 사료곡물 

8백만 톤, 콩 3백만 톤을 3년간 공 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1980년  반에는 

오스트리아, 캐나다로부터 소맥을 각각 140만 톤과 1백만 톤 장기 계약하 다. 

그러나 1980년  반 이후에 사료곡물에 해서는 장기공 계약이 없었으며, 이후 

일본의 사료곡물은 소  "Post Harvest” 략으로 확보하 다. 

"Post Harvest”(해외 유통시설 투자) 략은 생산은 지에 맡기고, 생산 이후의 

구매․ 장시설 등에 투자하여 유통구조를 지배하는 략이다. 1966년에 일본 

농 조합은  미국내 서부 옥수수 주산지에 7개 수출기구(FEM, Farmer Export 

Co)를 설치하 다. 1968년 EEM은 뉴올리언즈 상류에 128천톤 규모의 사일로 시설에 

투자하 고, 1978년에는 미츠이 물산이 미국 미시시피 하구에 진출하여 도산한 

곡물메이  Cook Industry를 인수하 다. 1979년에는 젠노가 뉴올리안즈 상류에 

사일로 104천톤 시설을 투자하 다. 그리하여 젠노의 경우 사일로 시설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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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의 단 이나 지역연합회로 부터 직  옥수수를 매입하 다. 1988년에는 

젠노와 종합상사가 공동투자하여 CGB(Conso1idate Grain & Barge)를 인수하 다. 

1980년 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종합상사(주로 미츠비시, 미츠이)는 미국 내 

곡물 장시설(지방 도시 집산시장의 터미  엘리베이터, 미시시피, 미주리, 일리

노이 등 강변  엘리베이터)에 본격 으로 투자하 다.

일본의 사료곡물은 젠노가 30%를 종합상사가 70%를 수입한다. 젠노  미츠비

시는 미국 지 자회사를 통해 구입( 량 혹은 일부)하며, 이외의 종합상사는 카길

등 곡물 메이 를 통하여 구입한다. 사료제조업체의 경우 젠노  종합상사로부터 

구매하고  곡물메이 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젠노의 원료확보시스템은 지투자 자회사인 CGB와 ZGC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CGB는 지에서 생산자로부터 물구매하고, ZGC는 CGB로부터 구매하며, 

젠노는 ZGC로부터 원료를 구매한다. CGB는 지에서의 집하․운송을 담당하고 

29개 강변 엘리베이터를 운 한다. ZGC는 뉴올리언즈항에 수송․보 ․수출기능의 

수출용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ZGC  젠노의 원료확보 방법으로 

ZGC는 CGB로부터 베이시스 방식으로 구매하고 농 역시 약 90% 이상을 ZGC로

부터 입찰방식을 통한  베이시스 거래로 구매한다.

한편, 종합상사의 원료확보 시스템은 종합상사  미츠비시는 곡물 메이 로

부터의 구매와 직 구매를 병행하고 있다. 직 구매는 2개의 자회사를 통해 부분 

베이시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연간 수입량은 400만 톤(일본 300만 톤, 해외

100만톤정도 공 )이다.

기타 종합상사들은 미국 내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메이 로부터

FOB로 곡물을 확보한다. 부분 입찰방식(일부 상사계열 사료공장의 경우 직공 )

으로 일본내 상사계열과 일반사료공장에 공 한다. 이토  상사의 경우 젠노와 

함께 CGB 지분을 공유하고 산지에서의 집하  매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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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종합상사는 일본 내 사료제조업체와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젠노와 종합

상사 계열 사료공장 6곳의 시장 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표 인 사료공장으로는 

마루베니 (丸紅사료), 미츠이(일본배차사료), 미츠비시(일본농산공업), 이토 (아미소

사료, 河田사료), 니쇼이와이(닛뽄사료), 수미 모(月淸사료, 淸水産사료) 등이 있다.

3. 곡물 확보에서 종합상사의 역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츠이 물산이나 미츠비시 상사 등과 같은 종합상사는 

가공용이나 사료용 곡물 확보에 있어 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를 들어 미츠이 

물산(三井物産)은 식량소매본부(retail)의 곡물유지부와 사료축산부 등에서 두, 

, 옥수수 등의 곡물을 취 하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식량자원확보, 원재료

수입, 해외시장 매 등이다. 미츠이 물산은 M&A로 해외시장에서의 비즈니스를 

확 하고 있다. 1996년 Wi1sey(주식 보유율: 미츠이 물산 70%, 미국 미츠이물산 

20%)는 미국 최 의 농 과 50%씩 출자해서 Ventura Foods(미국 최 규모의 

가공유지 식품제조업체를 설립하 다.

 

미츠비시 상사의 생활산업그룹 농수산본부에서는 원료 생산․수확 장에서 수송․

가공, 제품 유통․소매까지를 일  리하는 Value Chain Management(VCM)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 거 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집하하고, 집하 

농산물을 원료가공업체에 공 하고 그 제품인 가루, 설탕, 분, 식용유, 사료 등을 

식품가공업체 등 수요자에 매한다.

  

일본 미츠이 물산은 세계 인 곡물수요 증가와 경쟁 격화에 응하여 일본식량의 

안정 공 과 식량사업 화  목 으로 라질에 지 농업개발투자를 확 하고 

있다. 아그리콜라 신구에 약 70억엔을 투자하고 지분의 25%를 차지하 으며, 연간

매출액으로 10억 달러를 상하고 있다. 3개 농장의 면 은 각각 9,864ha(X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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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두, 옥수수 재배), 80,898ha(Tabu1eiro 농장, 두, 면화, 옥수수, 콩류 재배), 

9,969ha(Demeter/Bocaina 농장, 두, 면화, 옥수수, 콩류 재배)이다. 여기서 생산  

되는 두 연 생산량은 일본의 연간소비량의 약 3%에 해당되는 11만톤 정도이며  

이 게 생산된 두는 일본 이외에도  국과 유럽에 수출된다(일본경제신문, 

2007년 11월 13일). 재 생산된 농작물은 식용으로 수출하지만 미래에는 사탕

수수를 사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미츠이 물산의 물류 노하우를 살려 수송경로를 강화하고 있으며 라질

에서 PMG, CHS과 공동으로 곡물 수출기지를 운 하고 있으며 농원 출자를 계기로 

생산에서 집하  수출까지 일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미츠이 물산의 향후 식량

자원 투자계획은 2008년도 제3분기에 라질 종합농업 콤 스 안건

(MULTIGRAIN( 두, , 옥수수)에 한 식량자원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종합상사의 농장경  진출 사례

최근 국 등 신홍경제국의 수요 증가나 바이오연료용 수요 증 등으로 곡물의 안정 

공 이 차 어려워지면서 종합상사가 직  농장경 에 진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의 를 들어 보면, 미국 캔자스에 본사를  곡물집하 매회사 AGREX 

1NC.(취  품목: 옥수수, ,마이로, 두, 두박 등),미국 서해안에서 청제․가공유지

사업을 추진하고 옥수수 식용유, 팜 식용유, 야자 식용유를 원료로 한 가공유지제품도 

취 하며 미국에서 업무용 ․가정용을 심으로 아시아.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는 

california QIs corporation (퀸즈랜드주 리스벤에 본사를 둔 호주의 곡물집하 매회,

◎, 맥, 소맥, 유채, 마이로 등의 곡물, 유량종자  쇠고기를 수출하고 호주에서 사

료를 제조 ․ 매하는 Rivenna(Au◎alla) Pty. Ltd. 등과 같은 회사를 들 수 있다.

이들 일년 종합상사들의 곡물유통 황을 살펴보면, 옥수수의 경우 산지에서 

곡물회사가 주체가 되어 물량을 확보하고 이 단계에서 Non-GMO를 분별하고 

리한다. 산지에서는 CHS, LDC등 유력 기업과 트 십을 유지하고 있다. 선

하여 수입할 때는 배 회사의 Bulk선이나 자사용 배를 이용하고 비용구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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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규모경제로 운 한다. 수입한 원료는 사료업계나 분당업계에 매

하며 사일로 략을 통해 안정 인 매처를 확보하고 있다. 유통과정이나 제품을 

매하는 단계에서는 주체가 축산물  생산가공업자나 식육도매업자가 되며 지속

으로 수요자 요구를 악하고 있다.

표 1 일본 종합상사의 옥수수 유통 황( 시)

유통

단계
산지  선 , 수입 원료 매 

제품 매, 

간유통

작업
곡물회사 구입
Non-GMO 
분별 리

Bulk선 자사용 배 사일로회사 출자
 제조업의 사업 

경

주체 곡물회사 배 회사 사일로
사료업계, 당화 분 

업계
축산물생산가공업
자, 식육 도매

략
CHS, LDC등 유력
 기업과의 
트 십

규모경제로 비용 
운

사일로 략에 
의한 안정 매처 

확보 
수요자 요구 악

표 2 일본 종합상사의 , 두 유통 황

유통
단계

산지  선 , 수입 원료 매 제품 매, 간유통

사업
내용

곡물회사에서 구입
곡물회사에 출자
Non-GMO 
분별 리

United Harvest 보유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효율 

운

입찰에 의한
정부 매도

식품․제유업체에
안정공

제품의 국내
비지니스

주체 곡물회사
Country/수출 
 Elevator

정부, 제조업체

략

Viterra, LDC, CHS
ABB 등 유력기업과 
공동 출자회사 UH

활용  

규모경제로  
비용으로 운

고부가가치상품,
안정공 으로
매처 확보

생산지에서의 원료
조달력과 소비유통
지원 기능 발휘로
식품업체와의 계 

강화

자료 : 미츠이물산주식회사 식량․리테일본부 사업설명회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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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농업개발수입

일본 식품산업은 1980년  반 이후에 해외직 투자를 늘이고 해외에서 생산된 

가공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시작하 다. 1980년  반 이후 일본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은 격한 엔고와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배경으로 격히 증가하 다.

1990년 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해외농업개발수입이 다시 감소하 고, 1993년

부터는 다시 엔고로 해외진출이 늘어나게 되먼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 최  

시장이었으나 1990년 부터는 남태평양(호주)과 아시아지역에 한 직 투자가 

증가하 다. 1993년에는 해외직 투자에서 남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 이 

69.7%나 되었다. 

이처럼 일본이 남태평양에 한 진출한 이유는 풍부한 농산물  수산물등 식량

자원을 일본으로 수입하기 한 것이다. 이처럼 남태평양에 한 진출은 쇠고기 

수입자유화 후에 증하 고 일본 식품산업의 직 투자 시장으로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시장이었다.

당시 아시아에 한 진출이 증가한 이유는 일차 으로 엔고 때문이다. 아시아 

진출국 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것은 국이다. 국은 1990년 에 들어서 

청과물, 축산물, 수산물 둥 이외에 면화, 착유작물(기름을 짜는 작물), , 보리 등

에 해서도 국가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 다. 일본 식품산업이 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일본으로 수입하는 것을 목 으로 하지 않고 국 지시장에 매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를 들면, 즉석라면, 조미료, 유지, 음료 제조기업 등은 국 지 매를 하여 

진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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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본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목 은 주로 지시장에서의 매 혹은 

일본에서의 수입이며 제3국에 한 수출은 외 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시장에 

진출한 목 은 지시장에서의 매이다. 미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소득수 도 매우 

높으며 새로운 식품에 한 거부감도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에 한 매를 

목 으로 하는 식품기업이 많다. 라면이나 간장과 같은 식품은 지 일본교민들을 

상으로 상당한 양의 수출이 있었고 경쟁할 기업이 거의 없었다. 

태국에서 냉동닭고기, 과자, 흙설탕, 분, 생간 인 것, 죽순 통조림, 양콘 

통조림, 인애  통조림, 냉동 새우, 신선․냉동 오징어 등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태국경제발 으로 인한 임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태국에서의 장

이었던 비용생산이 차 어려워지면서 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 다.

국으로부터는 녹차, 민물장어 조제품, 냉동채소(풋콩, 완두콩류 등), 건조채소

(표고버섯, 양 , 죽순 등), 채소 통조림(아스 라가스 등), 토마토 조제품, 곤약, 

냉동닭고기, 볶은 낙화생, 복승아 통조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 다.

다음에 언 하는 2가지 사례들은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수입의 표 인 사례로 

일본이 국에서 식품회사를 설립하고 가공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사례이다.

첫번째 사례는 요시노 식품유한공사이다. 요시노 식품은 일본의 치요다 물산이 

국 칭다오에 투자한 식품가공회사이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외식산업 기업들이며 

아직 일반소비자를 상으로 한소매시장에서의 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 회사가 취 하고 있는 제품은 야채, 육류, 생선 통조림, 냉동식품류 등이며 매일  

필요한 양만큼 공 하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가 을  

두고 있는 것은 주로 단한 야채를 포장하여 일본 외식산업에 공 하는 것이다. 

재 를 가공․수출하고 있지만 향후 당근, 감자 등으로 취  범 를 확 할 

정이다.  요시노 식품이 국에 진출한 이유는 크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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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비용을 감하고자 하 다. 특히 가공과정

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감하고자 하 다. 둘째, 자발  잔류 농약 검사연구소를 

설립․운 하여 국에서 가공한 가 일본 국내산보다 안 성이 높은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셋째, 칭다오는 지리 으로 일본과 가깝고, 채소 신선도를 

유지하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넷째, 일본내 채소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쓰 기의 양을 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시노 식품이 국 진출에서 

느 던 애로사항은 첫째, 채소 조달을 계약재배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문제로 

인하여 조달선이 제한되는 것이었다. 둘째, 계약재배의 경우, 계약을 반하는 

농가들이 발생하 다. 

셋째, 일본 농민단체들이 반발하 다. 넷째, 국산 농산물의 잔류 농약문제로 

국농산물에 한 일본 소비자들의 평가가 낮아진 것이다. 이런 문제하에서 

요시노식품이 고품질 채소 생산을 하여 마련하고 있는 책으로 첫째, 재배  

농약 리 경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문 일본기업을 활용하여 이들이 재배농가를 

철 한 방식을 채택하고 둘째, 국 농산물 품질규격기 의 엄격화를 유도하며

셋째, 유기농법을 본격 으로 도입하여 일본과 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외식

업체에도 가공채소를 공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이토추 유한공사이다. 

이토추 유한공사는 냉동채소와 육류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이다. 산동성에 만 

10개의 국 식품가공회사에 출자하 다. 

국에 투자하는 방식은 국내 가공회사에 출자하거나 계약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일본에 매하는 방식이다. 즉, 계약한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국에 진출한 도매상, 슈퍼, 외식업체 

등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국 계약생산농가들에 하여 생산 지도를 하 으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 다. 특히 주요 종묘회사들이 개량품종을 국에 공 함

으로써 품질개선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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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기업들은 국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일본농가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입 증으로 일본내 생산이 감소한 경우는 우엉이나 

버섯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산 수입증가는 미국 수입이 국 수입으로 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 국에 일본의 기술력이 많이 보 되면서 

국 농가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국과 일본 농업 력은 민간기업 

수 에서의 농업 력체제이며, 국정부에 해서 보다 철 한 생 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약 등 식품안 책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일본 농민단체의 경우, 기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국산 수입물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일본 정부에 한 직 인 비난과 공격은 없는 편이다. 농민이 항하는 

방식은 데모가 아닌 간 인 방법이며 이미지 비난․간 조사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상의 2가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국 농산물개발수입 체계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일본의 국 농산물에 한 개발수입 체계

자료 : 김완배,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농업투자방안 연구,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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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정부의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업개발

일본 정부는 공식 으로 해외농업개발에 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기업 심

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에 간 으로 

여하고 있다. 표 인 것이 바로 일본정부가 JICA(일본 국제 력단)을 통하여 

라질 세라도 지역의 농업을 개발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외농업개발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추진 배경

일본이 세라도 농업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은 당시 일본정부와 라질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1973년 미국에 의한 두 수조치를 당한 뒤 일본 

내에서는 식량안보 논의가 크게 확 되었으며, 라질 정부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하여 보다 획기 인 책을 마련하려고 하 다.

미국이 1973년에 일본 두수출을 지하자 일본에서는 식량안보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식량자원외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당시 식량안보를 하여 논의된 방안은 

식량수입국 다각화, 농업개발수입, 식량공 기지 건설 등이었다.

라질은 1960년 국가통합과 내륙 개발을 목 으로 수도를 라질리아로 이

하면서 1975년 당시 갈제이 통령은 "세라도 거  개발계획(POLOCENTRO)”을 

발표하고 세라도 지 의 인 라정비와 농업개발정책을 시행하 다. 세라도는 

부터 건조지  식생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내륙에 치하기 때문에 농업상 가치

가 없는 "불모  지 ”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1959년 상 울루 학의 식물학자 페

리는 세라도의 낮은  농업생산성의 원인이 강우부족 때문이 아니라 토양의 화학  

요인 때문인 것을 규명하 다.

이처럼 일본과 라질 양국의 이해가 합의됨에 따라 두 공 기지로 세라도 지 를  

개발하기로 하고 일본과 라질 간에 “세라도 농업개발 력사업”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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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도 체 면 은 일본면 의 5.5배나 되는 2억 400만ha이었으며, 개발가능

면 은 1억 2,700만ha이었다. 재의 농용지 면 은 4,700만ha이며 앞으로도 농업

개발이 가능한  면 이 8,000만ha나 된다. 이런 세라도가 재 라질 농업에서 차지

하는  비 은 곡물 체의 25%, 두 50%, 소 사육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목적

일본의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의 목 은 ① 라질 국내의 지역개발(regional 

interest)

②세계에 한 식량공  증 (global interest), ③일본의 식량안 보장(national 

interest)이었다.

개업 개요

그림 2. 사업 단계별 주요 사항

Prodecef Ⅰ

기 로젝트

(1979∼1983)

Minas Gerais 주의 3개 지역
- 선정이유 : 시장 근성 유리, 우수한 기반시설, 만족스러운 기

술  지원, 농 지도 사업 기

- 5,000ha, 5.000만 USD, 92가구(이주가구임)

- 방법 : 종가이주식, 농기업진출식

  Prodccer Ⅱ

기 로젝트 Ⅱ

  (1985∼1990)

확장 로젝트

  (1985~1993)

기후가 다른 2개의 지역(Mato Grosso 주. Bahia 주)
- 각각의 기후에 합한 기술 개발이 목표

- 65,000ha, 축산/콩 등의 다년생 작물, 옥수수 포함

- 1억 USD, 165가구

  Prodticcr Ⅲ

기 로젝트 Ⅲ

  (1995∼2001)

기후가 다른 2개의 지역(Mato Grosso 주. Bahia 주)
- 목  : 농  경 기술의 통합, 계기술 도입, 연  일조시간

이 거의변화가 없는 기후에서 새로운 작물 도입

- 80.000ha, 137.9백만 USD, 8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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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의 명칭은 로디젤사업이었으며 사업이 이루어진 총 기간은 

1979년부터 2001년 3월까지 22년간이었다. 사업 상면 은 34만 5천ha이었으며 

상지역에 717호 농가가 입식되었다. 지원방식은 일본 측과 라질측이 사업비용의 

90%를 라질의 응 행기 을 통하여 입식농가에게 설비자 과 농자 을 

출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에서의 실시 주체는 국제 력사업단(JICA)과 해외경제 력기 (  국제

력은행)이었으며, JICA는 문가를 장기간 견하여 련 기술을 지원하 다. 

<그림2>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세라도 개발사업의 주요 사항을 보여 다. 

1단계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4년간 Minas Gerais 주 3개 지역을 상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시장 근성, 기반시설, 기술지원에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5,000ha가 1단계의 개발목표 다.

2단계에서는 개발 상면 이 65,000ha 으며, 기후가 다른 2개 지역인 Mato 

Grosso주와 Bahia주에 하여 이루어졌다. 기후가 다른 2개 지역에 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 다. 콩, 다년생작물,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 으며 

1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165가구가 입식되었다. 2단계를 더욱 확장하는 추가 2단계

에서는 개발 상면 이 l40,000ha에 입식농가는 380명, 총 투자액은 2억 75백 만불 

이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와 같은 지역이었으며, 농 경 기술을 통합하고 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8만 ha을 개발하고 137.9백만 불이 투자되고 

81가구가 입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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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절차

그림 3. 세라도 사업의 시행 단계

공동논의의 시작


기 연구 계획


회의록(Record of Discussion)에 기 한 계약


집행기구 설립


포르젝트 계약, 기본 계약, 차  계약

세라도 농업개발의 사업진행 차는 <그림 3>와 같다. 세라도 사업을 하자는 

공동 논의가 시작된 후 체 계획에 한 기 연구 계획을 수립하 으며 련 

사업들에 한 계약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집행기구를 설립한 후에 

각종 로젝트를 계약하고 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림 4. 사업합의서와 사업계획의 수립

회의록(R/D)에 의한 일반  가이드라인 수립

차  계약(L/A)에에 의한 융기구의 설립

로젝트 계약(P/A)에 의한 계획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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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은 ①기술 력과 ②자 력을 심으로 추진되었다. 기술

력은 1977년에 CPAC를 력 상 기 으로 시작되었고 3기의 력기간을 걸쳐 

1999년에  종료되었다. 이 기간동안에 CPAC의 연구체제를 강화하고 생산력 향상  

기술과 지속  농업기술을 확립해 나갔다. 자 력은 1979년에 제1기 "일본․

라질 농업개발 력사업”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5. 일본 정부와 라질 정부의 자 지원 방식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측에서는 JADECO가 49%의 지분을, 라질 

정부 측에서는 BRASAGRO가 51%의 지분을 갖는 합자회사 CAMPO를 설립하 다. 

CAMPO는 향후 라질 세라도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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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Cerrado 지역에서 농업생산활동의 지원, 증진, 시행

2. 주요 활동

1) 과정 연구, 계획, 

조정

- 사업 시행과 융자 계획 작성. 연간 과정 성과 통합

- 참여 동조합과의 계약, 기술  계약(은행과의 진행 원칙, 사업

이 시행되는 주정부와의 조 계약), 기타 계 기 과의 조 

 조정

2) 사업구역 정의
- Proceder Ⅰ에서 CAMPO는 토지를 소유하고 분배함.

- Proceder Ⅱ, Ⅲ에서 CAMPO는 선정된 지역을 연구

3) 사업 참여자의 

선정(생산자, 동

조합)

- 기수립된 기 에 따른 동조합 선정

- 동조합에서 선정된 생산자들의 최종 선정

- 사업 실행의 시 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이미 상주하는 

농민과 농업 문 학자들에 해서는 CAMPO에서 직  선정

4) 계획의 수립과 

실행

- 토지의 측정, 경계구분, 게획수립과 각 사업에서 간 시설의 계

획성(Master Plan)

5) 농  리 계획의 

작성 (개별 기술사

업), 기술지원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구기 과 조하여, 지역 농 리 기

술과 각 매뉴얼 작성을 통합하여 농  리 계획을 작성

- CAMPO는 처음 4-5년 동안 기술지원을 수행하곤 그 후 기술지

원은 동조합에서 수행함.

- 첫 번째 기간(phase)에 이러한 기 업무는 EMATER-MG와의 

계약을 통해서 수행됨.

합자회사인 CAMPO는 세라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업시행과 융자계획을 작성하고 연간 과정 동안의 

성과를 통합하 다. 그리고 사업구역을 설정하고, 생산자  동조합을 선정하며, 

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농 리계획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자 리에 

한 조언을 담당하며 시험지역을 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세한 역할은 <표

3>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아울러 세라도 농업개발에 참여하는 생산자 동조합의 역할은 <표 4>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표 3. CAMPO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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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  출에 한 

조언 리

- 앞서 언 한 사업 기획에 따라 생산자들에게 융자  출에 

한 조언과 지도  감독 실시

7) 시험지역 리
- 생산자들의 요구와 가능성에 따러 그들에 한 지원 활동으로

써 시험생산과 종자의 분배를 한 설치와 리의 지원

3. 리 구조

1) 고용자수

  (2001. 3)

- 총 : 161명

- 헤드쿼터: 38, 생명공학 부문: 76(Paracatu 46, Cruz das Almas 

30), Coromandel 농장: 7, 분석 연구: 10, 지역 요원: 30

2) 수익원

- Proceder 리 수수료: 융자 차감 잔여액의 1%

- 사업 기획 수수료: 은행에서 생산자들에게 융자한 액의 2%

- 생산자들에 한 기술지원 수수료: 융자 차감 잔여액의 2%

3) 리 조건

- CAMPO의 수익은 앞서 언 된 몇 가지 수수료에서 부분 발생

하고, 기타 언 된 부서활동에서도 일부 발생함.

- Prodecer가 완료됨에 따라 각종 수수료에 의한 CAMPO의 수입

이  감소하므로 CAMPO의 기능과 역할 조정에 한 분석이 

재 진행 임.

역할 활동

1. 동조합의 선정
- 농업부에서 선정한 조합에 하여 경  기반, 기술  가능성, 

곡물생산 경험, 융 조건 등의 기 을 고려하여 재선정

2. 동조합의 역할

 1) 생산자 선정

- 동조합과 CAMPO가 생산자들을 최종 선정함.

- 일반 으로 동조합은 지역내 거주민에게 우선권을 .

- 부분의 사업에서, 생산자의 80%는 다른 지역에서(특히 남부, 남

동부) 이주함. CAMPO는 지역내의 농민과 농공학자들을 상으

로 나머지 20%의 참여자를 선정함. CAMPO는 이러한 20%의 참

여자들이 지역 통합을 증진하는 것 외에도 지역내 연합의 구성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 하고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함.

 2) 토지의 소유분배

- 에서 정해진 지역에서, 동조합은 자연 , 사회경제  조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선정함. 그 후, CAMPO는 로그램 원칙에 따라 

사업구역이 정한지에 하여 세부 인 연구와 조사를 실시함

- CAMPO의 연구에 기반하여 법률  분석을 한 후, 동조합은 토

지를 구매함.

표 4 동조합의 역할과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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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분배사업을 계획하고 생산자들에게 분배함.

- 분배사업 계획 시 보존구역의 공동주권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

연 자원에 한 합리 이고 균등한 분배를 추구함.

 3) 사업지 역에서의 

집단시설 건설과 

기반시설 설치

- 리와 생산 보조 기반 구축을 수행하는 동조합들은 때때로 기

인기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4) 투입재, 농기구, 

생산기자재의 소

유와 분배  농

산물 상업화

- 동조합은 투입재, 농기계, 생산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분배함. 

한 농산물의 장, 가공, 상업화 서비스를 수행한 

- 이러한 목 으로 동조합은 사무실, 사일론 장구 건조시설 등을 

건축함. 이러한 업무의 재원은 부분 Proceder 융자에서 사용됨.

 5) 기술  지원
- 사업 수행이 끝난 후, 동조합은 생산자들에 한 기술  지원과 

조언의 역할을 수행함

사업 특징

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과 

라질 양국의 민 합동 공동사업이다. 둘째, 세라도 지 의 론티어(frontier)역

에서의 조합 주도 입식방식에 의한 거  개발사업 이라는 것이다. 원칙 으로는 

농지를 보유하지 않는  농가를 입식시켜서 세라도 지 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규모농가 육성을 목 으로 하 다.

셋째, 정부 간 차의(K/D)  계기  간의 “project agreement” 체결로 사업

실시를 계획하 다. 일본과 라질의 합작으로 민간회사(CAMPO)를 창설, 사업의 

기획․실시 조정․감독을 담당하 다. 넷째, 입식지 조성에 있어서는 환경보 을 

최 한 배려하고 토양보  농법 권장, 공동보류지 확보 등의 개발 방식을 용

하 다. 그리고  사업지의 환경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를 공개하 다.

사업 성과

이 Proceder 사업은 3기에 걸쳐 22년간(1979~2001.3)에 684억 엔의 융자액을 투입

하고 8개 주에서 21개의 입식지를 조성, 총 합계 34.5만ha의 개발하 다. Proceder 

사업에  의한 농지조성면 은 경지화된 면  약 1,000만ha의 3.5%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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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하두  옥수수 FEUAO 계

면

(ha)

생산량

(톤)

면

(ha)

생산량

(톤)

면

(ha)

생산량

(톤)

면

(ha)

생산량

(톤)

면

(ha)

생산량

(톤)

81/82 18,977 22,240 447 1,164 - - 970 1,620 26,912 29,637

82/83 23,620 39,661 700 2,129 - - 3,119 6,206 31,932 51,183

83/84 22,941 34,254 1,200 3,299 451 671 3,285 2,154 28,774 41,423

84/85 27,072 57,635 3,004 10,891 264 470 4,467 7,629 34,950 76,902

85/86 21,553 43,627 6,344 27,834 - - 4,888 7,301 32,785 78,762

86/87 32,544 50,086 12,277 49,219 - - 15,325 13,199 60,146 112,504

87/88 88,475 114,934 13,812 65,997 198 136 22,907 28,392 105,392 209,459

88/89 128,777 208,238 13,060 56,704 1,079 2,103 4,433 6,632 147,349 273,677

89/90 133,231 135,857 15900 49,013 2,540 3,549 2,668 3,141 154,451 191,984

90/91 94,216 201,706 28,569 109,636 7,924 11,162 16,899 25,443 147,652 348,075

9V92 98,978 192,959 31,328 115,097 5,082 5,080 22,904 30,749 158,292 343,885

92/93 106,382 209,277 15,305 48,012 380 526 12,777 49,736 134,844 307,551

93/94 105,016 240,637 28,403 149,024 1,369 2,232 4,110 6,704 138,898 398,597

이와 같은 Proceder 사업은 ‘식량생산, 지역개발, 환경보 '에 기여하 다. 1970년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았던 두 생산이 2,381만 톤(2001년)으로 증가하 고, 라질이 

연간 4100만톤의 두(2001년)를 생산하고 세계 2 의 생산국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 다.

아울러 라질 두의 약 2/3가 자국 내에서 착유하기 때문에 세라도 지 에는 

많은 착유공장이 건설되었다. 아울러 축산가공업도 생기고 두 련 산업이 발

하는 등 거 한 식품체인이 형성되었다. 두 이외에도 면화(2000년도 라질 총

생산량의 80%를 차지), 커피(50%), 옥수수(40%), 과실, 소고기 등의 생산지 가 

형성된 결과로, 련된 농산업에서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되었다.

표 5. Proceder에서 경작 면 과 생산량 변화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세계농업 흐름분석

120  국제농업소식 2009. 2. No.88

94/95 107,850 237,901 31,520 165,950 5,832 9,617 4,611 8,785 149,813 422.253

95/96 90,347 185,032 28,919 146,006 3,353 6,397 1,605 3,678 124,224 341,113

96/97 92,940 196,935 30,958 165,447 4,101 7,568 6,785 12,185 134,975 382,418

97/98 112,672 59,842 25,817 137,808 6,166 10,528 6,943 13,529 151,641 421,780

98/99 94,504 231,662 25,726 141,818 9,594 14,144 11,192 30,273 141,056 417,970

99/00 96,679 257,274 33,622 210,087 9,280 20,176 8,924 30,234 148,505 517,771

자료 : 1) Basic data of the Prodecer projects, CAMPO, 2000    

      2) General data and information, Proceder, CAMPO, 1997, 1998, 2000

향후 세라도 농업개발의 과제는 두 반출루트 개발로 인하여 아마존 삼림 괴와 

삼림 열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규모 개시설 도입과 농약살포는 아마존강, 

라나강, 샌 란시스코강의 고갈과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생물

다양성에 한   우려와 선주민족 보호지 과개발 문제, 개발로 인해 고용기회는 

많아지나 타 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증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이 주는 교훈은 규모 농업개발에 있어서 계자간의 이해 조정  복잡한 

정책운 을 효과 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다.  

개발 진행 에 각각 분야의 정책을 구체화하면 할수록 정책이행에 여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경제  이해 계가 첨 해지고 합의 형성에 애로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련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이나 효율 인 사업추진에 있어 정부의 

이니시어티 (initiative)와 역할이 매우 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6. 시사점

오래 부터 해외농업개발에 심을 갖고 여러 련기 들이 추진한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 을 다. 시사 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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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운 주체와 규모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①종합상사와 젠노( 농)가 심이 되는 

사료곡물이나 가공용 곡물 확보, ②일본식품산업들의 해외농업개발 수입③일본

정부의 외원조성격의 해외농업개발 등 3가지로 나 어진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주체는 민간기업이고 정부는 간 지원을 담당한다.

둘째, 종합상사와 젠노가 심이 되는 사료곡물( 는 가공용 곡물) 확보에서는 

직 생산방식보다 계약생산을 바탕으로 수확 후 물량 확보 략에 을 두고 

있다. 지역도 아시아지역보다는 북미나 남미 등을 심으로 하고 있다.  

셋째, 종합상사는 오랫동안 곡물메이지와 력 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일로 

확보를 하여 곡물가격이 렴할 때 일부 곡물 메이 들의 회사를 합병하여 생산

에서부터 수입에 이르기까지 곡물의 안정  수입기반을 구축하 다.  

넷째, 1980년  이후 일본 식품산업이 심이 되어 해외농업개발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남태평양,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 으며 최근에는 국에 

진출하는 비 이 크게 높아졌다. 어차피 국내에 수입할 물량을 해외에서 직 생산

하거나 물량을 확보하여 생산비를 낮추어 일본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다. 최근 국 

비 이 높아지고 있으며 식품안 과 품질보장에 더 많은 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가 직  여하는 경우도 일본 국제 력단을 활용하고 가능한 정부간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주체를 해서는 양국 정부가 공동투자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 리해 왔다. 이와 같이 정부  정부로 추진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환원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라도 농업개발의 

경우는 22년간에 걸쳐 꾸 히 추진된 사업이다. 우리도 정부가보다 깊게 해외농업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장기 으로 계획하고 꾸 하게 규모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화 속 일본농업의

종합전략(제언)

작성 : 일본국제포럼 정책위원회(2009.1월)

주일 농무관 이재현 번역

1. 일본농업의 기본적 구상

 1) 일본농업을 成長産業으로 파악, 세계시장에 진출하라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 농업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국내

식량의 확보 뿐 아니라, 국제 시장을 확인하고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평가하여 

극 으로 농업 진흥을 도모해야 함.  국제식량가격의 변동으로 품목에 따라서는 

내외 가격차가 어들어 해외진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 많은 나라에서 

고품질인 일본의 食材에 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 이야말로 일본농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산업으로 바 는 호의 기회임을 알아야 함.

2) 식량안정공급을 위하여 국내에 21세기형 食糧基地를 구축하라

국내외 식량수요에 응하기 해서는 국내농업의 체질강화가 불가결하지만, 

그를 한 략으로서 농지의 유효활용과 농업투자를 으로 행하는 지역을 

특정화하여 일본의 식량기지를 형성함.  규모 농지의 집 을 실시하여 고도의 

기술체계를 도입, 비용 고품질 생산시스템을 확립함.   국제시장에 신속히 

응하는 마 기능을 강화함.  머지않아 수출기지가 되는 일본의 식량기지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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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이용은 국토전체의 이용계획 중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라

농업의 성장·발 을 해서는 농지의 유효 활용이 필요하지만, 국토가 좁은 일본

에서는 비농지와의 이용조정이 불가결함.  그러나, 일본의 토지이용계획은 整合性과 

統合性이 부족하여 국토 체의 유효이용을 도모할 수 없음.  지역의 토지나 환경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차세 에 어떠한 국토를 남길 것인가의 문제도 있어, 

국민  에서 농지와 다른 토지 이용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함.

4) 地域 活性化에 농업을 활용하라

일본의 지역경제에서는 농업의 비 이 높아 농업의 활용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해야 함.  농업을 식재나 원료 제공 산업으로서 평가할 뿐 아니라, 2차 

산업, 3차 산업과 제휴하는 것으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매길 수 있음.  한 

지역의 농업자원, 환경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해서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도시주민의 이해와 제휴가 불가결하고 그를 한 방법을 찾아내야 함.

5) 쌀 減反정책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일본농업의 기간은 임.  그러나, 生産調整에 의해 자유로운 재배가 제한되고 

있어 우수한  농가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한 생산조정에 

의해 인 으로 비싸게 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의 

수요와 요구를 히 악할 수 없음.  의 감반·생산조정을 폐지하여  농가가 

자유롭게 생산하여 다양한  비즈니스를 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6) 食糧의 安全保障을 일상의 안정공급과 유사대책의 양면에 대응하라

국민에 한 식량의 안정공 을 확보하기 해 식량의 안 보장은 평소의 안정

공 과 유사시의 응을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이 요함.  평소 식량의 안정공 은 

리스크에 따른 국내생산과 수입, 비축으로 편성하여 달성해야 하지만, 음식의 

안 ·안심 책도 포함됨.  한, 비상시를 궁극의 기로서, 여러 가지 기에 따른 

식량안  보장 책을 확립하여 실효성이 있게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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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에 열린 일본농업을 목표로 하라

일본농업은 수출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비즈니스를 개함과 동시에 일본의 

농업을 세계에 오 된 형태로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나 경제발

에 공헌하기 해서 일본의 농업기술을 활용해야 하고 한, 국내농업에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이나 일본 농업자의 해외진출도 추진해야 함.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해 국제 력·교섭의 장에서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 시책

1) 식량기지는 150만ha를 상정하여 100ha 규모의 농업경영체 1만을 핵심화 하라

식량기지를 구축하기 해서는 규모 농업경 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됨. 재 

약 460만 ha농지의 1/3에 해당하는 150만ha를 식량기지로서 인 라 정비나 환경

책을 화하여 100ha 규모의 농업경 체를 1만 정도 육성함.  식량기지의 

발의는 町村 는 그 연합체가 실시하지만, 거기서 행해지는 농업의 경 형태는 

자유롭고, 타산업으로부터의 신규참가나 경 참가를 진함.

2) 식량기지는 농지이용을 자유화한 「經濟特區」로 하라

식량기지는 ｢경제특구｣로 하여 농지법 등 재의 농지규제 용을  제외로 함.  

농지의 소유·이용 모두 자유로운 권리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지속 인 농업을 

개하기 해 일정기간( 를 들면 30년)은 농지이외의 용을 완  지하여 

轉用期待에 의한 농지소유를 배제함.  ,  등의 생산조정에의 참가·불참도 자유

롭게 하고, 식량기지의 농지에는 耕作放棄의 지 등 농지의 정이용 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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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生産 刺戟的 融資策을 도입해 우수한 경영자에게는 융자반환면제 조치를 

마련하라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재의 보조 제도를 고쳐 경  지원은 면

으로 융자제도로 함.  형융자제도를 마련하여 생산 자극 이고, 규모 확 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함.  특히, 계획 달성도가 높은 우수한 경 자에게는 

일부 는 액 융자반환 면제조치를 마련해 경 의욕을 높임.  융자의 자격심사는 

경 계획의 에서 융기 이 행함.  다만, 이 정책은 WTO의 삭감 상인 국내

조성 정책이기 해 기간한정 조치로 함.

4) 농지 주변 환경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는 土地利用計劃을 도입하라

국민  에서 토지 이용을 생각하기 해서는 농지와 비농지를 국토계획·

도시계획과 일원화하여 검토해야 함.  특히 일본의 농지는 비농업 용지와 이용이 

맞물려 농지정비는 비농업 용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해 용기 도 높여 버리는 

경향이 있음.  구획설정의 철 를 포함하여 지역주민이 지방의 토지이용계획을 

스스로의 단으로 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 원회를 제도화해야 함.

5) 쌀 생산 1,200만톤 체제를 향해 감반폐지의 工程表를 작성하라

일본의 주식용 의 소비량 감소는 한결같지만, 사료용 ·벼의 수요가 확 되고 

있음.   인디카 의 생산 가능성도 모색되고 있음.  의 생산조정을 근본 으로 

재검토하고 1,200만톤의 생산체제를 부활시켜 세계시장 속에서 일본의 을 자리

매김하여 정책을 개해야 함.  이를 해 생산조정 완화·폐지 과정을 나타내는 공정

표를 작성해 생산자에게 주지시켜 새로운 일본  만들기 체계를 구축해야 함.

6) 국민의 경제적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部處 橫斷的 組織을 총리관저에 설치하라.

식량의 안 보장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 체의 과제이며, 농업진흥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음식의 안 ·안심을 포함해 소비자의 시 도 불가결함.  

한, 식량에 한정된 단독 안 보장은 성립하지 않고, 에 지나 운수·유통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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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과의 연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 때문에 식량안 보장을 포함한 

국민의 경제 안 보장 책을 종합 으로 검토하는 기 을 총리 에 독립해 

설치해야 함.

7) 일본의 農業技術을 세계 식량문제의 해결로 활용하라

세계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도상국의 농업생산을 확 하는 것임  이를 해 일본의 

농업기술을 도상국에서 활용하는 길을 모색해 국제기술 력이나 정부개발 원조를 

증강해야 함.  한, 농업기술의 보 이나 지 개발에 일본의 농업자를 견하여 

력체제를 쌓아 올리는 것도 요함. 이러한 국제 력은 식량 부분을 타국에 

의지하는 일본인이 국제 인 신뢰를 얻기 해서도 해야 하는 역할의 하나임.

3. 긴급하게 세워야 하는 시책

 1)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철수하는 농업자의 早期離農을 조성하여 農地集積을 

도모하라

농지 이용에 해 지역의 합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농지의 효율  이용을 

한 농지 집 이 불가결함.  농지를 업  농업 경 자에게 집 하기 해서는 

소규모 농가의 철수를 재 하여 이농하는 농가에게는 농지의 권리이양 등을 조건

으로 조기 폐업의 지원조치를 도입함.  이로 인해 업  농업 경 의 규모 확 가 

실 되어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농지집 을 앞당기기 해서 

조성 조치는 기간한정으로 실시함.

2) 農·商·工 提携로 농촌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지방의 소득 격차 시정 때문에 농업부문에서의 부가

가치 생산의 확 와 그를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지원해야 함. 농업이 

원료제공 산업 뿐 아니라, 농·상·공 제휴로 가공유통서비스라고 하는 부가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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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기지 않으면 안됨.  보다 범 하고 심도 있는 농·상·공 제휴로 기업보다는 

지역의 소기업과 제휴를 도모하여 지역 랜드를 확립, 그 시장을 확 시킬 

방향을 지원해야 함.

3) 정년퇴직자의 취농지원과 다면적기능 유지의 納稅·寄與制度의 창설을

지역농업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농업자원, 환경자원의 유지 리가 

요함. 지역농업의 다면  기능을 발휘시키기 해서는 자립하는 농업경 자 뿐 

아니라 다면  기능 담당자가 필요함.  정년퇴직자 등에 해 일정한 농지 유지 

리를 조건으로 직  지불하여 지역농업의 일부를 담당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지역마다 기 을 창설하고 그 기부는 면세조치로 하는 농업·

농  ｢고향납세｣를 도입함.

 4)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의 실무자 육성을 지원하라

지역농업을 지역에만 한정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목표로 한 지역

농업의 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 수출에 해서는 일본 각지에서 독자

인 처를 볼 수 있지만, 지역에 부족한 것은 세계 시장정보와 수출마  실무임.  

상사나 기존의 사  공 기 을 이용하면서, 특히 지방의 은 농업자 스스로가 

해외 략에 나서기 한 지원 조치를 서둘러야 함.

5) 쌀 감반 폐지를 전제로 生産 數量 割當의 거래 시장을 창설하라

생산조정은 결국은 폐지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단기 으로 생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행 구조를 재검토해 총량으로서의 

생산량은 고정해도 생산수량 범 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창설해야 

함.  시장에서의 생산범  구매자는 생산성이 높은 농업자가 망되는 한편, 생산

범  매자는 소규모 농가나 고령농업자일 것임.  규모 농가에의 생산집  

경향이 진행되는 것을 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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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농업 노동자 5만명을 정규 기술 노동자로서 받아들이라

로벌화 속에서 일본농업은 코스트 다운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경  코스트로 

가장 요한 것은 노동비임.  노동투입이 요한 축산이나 야채생산 장에서는 

외국인 연수생·실습생이 실질 으로 농업노동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일본

농업이 노동부족에 빠져 있어 한층 더 코스트 다운 필요성을 강요당하고 있는 재

로서는 연수생·실습생제도의 활용이 아닌 정규 기술노동자로서 외국인을 받아

들이는 체제를 정돈해야 함.

7) WTO 농업협상의 타결을 향해 리더쉽을 발휘하라

WTO 체제는 일본 경제의 생명선임.  결렬된 WTO 상을 재개하여 성과 있는 

타결을 목표로 일본 정부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  그러기 해서는 결렬 

직 의 사무국장안 수락을 제로 외정책을 재검토하고, 련 각국에 교섭재개

를 호소해야 함.  한, 교섭과정에서 밝 진 세계 각국의 주장과 일본 주장과의 

격차  교섭 실정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해야 함.





특별기고

WTO, 각료회의 개최무산의 원인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실장 서진교

FAO의 GIEWS 운용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승준호

만물을 이루어 내는 힘

우리는 신뢰를 통해 진정 큰 것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을 통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땅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언젠가 무성한 열매가 맺으며 자라날 것을 믿기에...

그러므로 신뢰는 만물을 이루어 내는힘이 된다.

- 박광수_ 70일간의 우화여행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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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원인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실장 서진교

라미 WTO 사무총장은 2008년 12월 12일 녁, 주요국 사 회의(HODs: 

Heads of Delegations)를 소집하여 향후 48시간 내 극 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12월 순(17~19일)으로 거론되었던 주요국 각료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 다.

WTO 각료회의는 당  농업과 NAMA 수정 안이 배포된 이후인 12월 13~15일로 

상되었다. 그러나 12월 8일 소집된 그린룸회의에서 각료회의 소집 가능성이 12월 

17~19일로 미루어지자 각료회의 소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  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망에 힘을 실어  것은 미국 상원의원들이 행정부에 보낸 

DDA 조기타결에 한 신 한 근 요구와 주요 이익단체들의 수정 안에 한 

반 서한이었다.

이번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NAMA의 분야별 자유화에 

한 미국과 국, 인도 등 개도국 간 립과 함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상입지 약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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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4차 수정 안이 배포를 후로 분야별 자유화에 한 미국과 인도, 

국 간 충안 마련을 해 라미 사무총장이 집 인 을 가졌으나, 결국 

최종 타 을 찾는데 실패하 다.

기타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농산물 세이 가드(SSM)의 발동조건과 지속기간 등에 

해서도 미국과 인도 등의 입장차이가 있었으며, 면화보조  감축과 민감품목의 

수와 TRQ 신설에 해서도 일부 쟁 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 다.

미국의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미국의 상입지 약화도 이번 각료회의 

소집 무산의 주요 원인이었다.  미국의 상원의원 일부와 이익단체들이 수정 안을 

분명히 반 하고 있고, 새롭게 출범할 오바마신행정부도 수정 안에 해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기 행정부에 짐이 될 수 있는 외 상을 행

정부의 상 표가 매듭짓기를 기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 다고 단된다.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됨으로써 연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은 불가능

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DDA가 기에 빠지거나 WTO 심의 다자무역체제가 

큰 손상을 입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는 4차 수정 안에 기 해 향후 빠른 시간 안에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을 한 라미 사무총장과 주요국의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그 다고 해도 일단 상의 추진력을 회복하고 주요국의 입장을 재조율하기 

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미국과 EU의 국내 정치상황을 감안한다면 

DDA의 실질  논의는 2009년 하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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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각료회의 개최 무산 경위

가. 라미 WTO 사무총장의 각료회의 개최 무산 발표

라미 WTO 사무총장은 2008년 12월 12일 녁, 주요국 사 회의(HODs: 

Heads of  Delegations)를 소집하여 향후 48시간 내 극 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12월 순(17~19일)으로 거론되었던 주요국 각료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 다.

비공식으로 진행된 이날 최의베서 라미 사무총장은 농업과 비농산물시장 근

(NAMA: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의 핵심쟁 인 분아별 자유화와 개도국 

농산물 특별세이 가드, 면화보조  등 3가지 이슈에 하여 주요국간 집 인 

입장 충을 시도했으나, 최종 으로 타 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음을 언 하 다.

라미 총장은  단계베서 연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modalities)을 도출하기 

해 무리하게 각료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결렬의 험이 클 뿐만 아니라 DDA 

제는 물론 WTO 심의 다자무역체계에 큰 상처를  것으로 단하여 WTO 

사무총장으로서 다음주(12월 17-19일)에 각료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i do not think calling a Mimstenal 

meeting next week would be wise)

결국 라미 총장은 앞으로 48시간 이내 극 인 변화가 없는 한 각료회의를 소집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권고임을 밝히면서(In conclusion my recommendation 

to you-again, unless this changes dramatically in the next 48 hours-is that we 

do not convene ministers to finalize modalities by the end of the year) 12월 17일로 

정되어 있는 무역 상 원회(TNC: Trade Neeotiation Committee)에서 회원국

들이 배포된 수정 안에 기 해 향후 상추진방향에 해 각자의 입장을 밝  

것을 요청하고  회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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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내 농업과 NAMA 분야의 세부원칙을 도출하겠다는 당  상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DDA도 일정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망된다.

나.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경위

라미 사무총장은 연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해 2008년 11월 

30일 그린룸 회의에서 12월 13~15일 각료회의 개최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수정 안 작성  배포를 독려하 다.

12월 각료회의 소집을 해서 핵심의제에 한 안이 사 에 배포되어야 하고, 

이를 해서는 주요국이 기존 입장을 조 씩 양보하여 충 을 찾는 것이 선결과

제 다.

12월 7일 새벽(한국 시각) 농업과 NAMA 수정 안이 배포되었고, 이후 12월 8일 

소집된 그린룸회의에서는 각료회의의 구체 인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과 달리 라미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소집 가능성을 다시 12월

17~19일로 미루면서, 각료회의 개최 여부도 그때까지 핵심쟁 에 한 주요국간 

의견 충 여부에 달려 있다고 언 하는 등 각료회의 개최 여부에 신 한 모습을 

보 다.

이때부터 12월 각료회의 소집 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각료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  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정 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료회의 소집 여부를 다시 뒤로 미룬 것은 

각료회의를 소집해도 농업과 NAMA베 한 세부원칙 도출이 어려울 정도로 핵심

쟁 에 한 주요국간 의견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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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불과 3-4일의 추가 상으로 주요국 사이의 입장이 좁 지기를 기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단에 근거하여 제네바를 심으로 각료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DDA 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망에 힘을 실어  것은 미국 상원의원 일부가 행정부에 보낸 DDA 

조기타결에 한 신 한 근 요구와 주요 이익단체들의 수정 안에 한 반

서한이었다.

미국 상원의 농업 원장을 포함한 22명의 상원의원들은 주요국들이 추가 인 

시장개방을 악속하지 않는 한 행의 수정 안은 균형되고 공정한 상결과를 반

하고 있지 않다는 내응의 서한을 부시 통령에게 보냈으며, 미국농업연합회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와 미제조업단체(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의 회장도 같은 내응의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간까지 타 안 도출을 해 주요국 표와 화  

화상회의를 집 으로 시도했던 라미 사무총장에게 각료회의 소집에 한 일말의 

기 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2월 12일 녁 주요국 HOD 회의에서 

각료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는 라미 총장의 발표로 각료회의 소집은 

무산되었다.

2. 각료회의 무산의 원인

가. 협장의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 대립

 1) 분야별 자유회에 대찬 미국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 간 타협 실래

분야별 자유화에 한 미국과 국 등 개도국의 입장 립은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의 한 원인이었다. 당시 주요 7개국(G7) 잠정타 안 가운데 논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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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자유화(Sectoral Initiative)의 내응은 “향후 상을 통해 결정될 WTO회원

국은 최소한 2개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에 참가하고, 분아별 자유화에 참가한 개도국

에는 추가 인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분야별 자유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분아별 자유화가 농업과 NAMA 간 

균형된 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 이라고 지 하면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큰 개도국들의 참여를 주장해왔다.

반면 국과 인도 등 개도국은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주로 선진국들이 세계 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개도국들이 분아별 자유화 참여를 사실상 강요당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분야별 자유화 참여는 자발 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이러한 미국과 국 등의 이견 립이 농업에서 개도국 농산물세이 가드에 한 

미국과 인도 등의 립과 함께 지난 7월의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의 주된 원인이었다.

지난 7월 이후 최근까지의 상 진  상황을 반 하고 있는 4차 수정 안에서도 

분야별 자유화는 이를 주도하는 국가와 반 하는 국가의 입장을 병렬 으로 제시

하여 그 만큼 타 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쟁 은 분야별 자유화에 참가하는 국가 선정에 한 것으로,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등의 입장은 재까지 논의 인 14개 분야별 자유화 상에 참가를 

약속한 국가들을 명시 으로 열거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분야별 자유화 상에 

의무 으로 참가하게 될 국가가 세부원칙 합의와 동시에 결정된다는 의미를 가짐)

이에 반해 분야별 자유화를 반 하는 국, 인도 등의 입장은 재까지 논의 인 

14개 분야별 자유화 상에 해 재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과 참여할 응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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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을 명기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분야별 자유화 상에 참여 는 참여 용의가 

있는 국가들이 세부원칙 합의와 동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참여 용의만 있는 국가가 

반드시 분야별 자유화 상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음)

수정 안 제시 이후 라미 사무총장은 분야별 자유화에 한 미국, 인도, 국 간 

타 안을 마련하고자 약 1주일에 걸쳐 집 인 의견 충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

에서 주요국간 충안이 제시되고 이견조율이 시도되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G7 모두가 화학분야의 분아별 자유화에 참가하되, 

나머지 1개 분야는 산업용기계, 의약품  의료기기, 임산물, 기․ 자 등 4개 

가운데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해서 참가하는 방안을 층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특히 충안은 국 등 개도국들이 해당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 상에 참가할 때 

그들이 원하는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혹은 특별한 우 를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과 인도의 분야별 자유화 참여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있다. 다만 이에  한 구체 인 세부 논의는 세부원칙이 도출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과 인도는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반 하고 새로운 타 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지고 있다. 국과 인도는 분야별 자유화에 참가할 것을 먼  약속해 

참가국이 정해진 다음 개도국우  등 분야별 자유화에 참가한 개도국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기 한 외  조치(일부 품목 면제 포함)를 논의하자는 미국의 타 안은 

수응할 수 없다고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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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해  단계에서는 참가용의만 밝히고(의무 은 아님), 

세부원칙을 도출한 이후 향후 추가 상을 통해 참가조건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해 미국이 분야별 자유화 상에 국 둥의 참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NAMA의 세부원칙 도출과 이후 상조건에 한 추가 논의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라미 사무총장의 마지막 충 노력은 무 로 돌아갔다.

 2) 개도국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절충 실패

개도국 농산물 세이 가드에 한 미국과 인도 등의 입장 립도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의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최근까지의 상을 통해 

세부 기술  쟁 에 해서 상당한 의견 근이 있었으며 4차 수정 안은 이 같은 

결과를 반 하고 있다.

핵심쟁 은 UR 양허 세를 과하여 부과할 수 있는 SSM의 발동조건과 지속

기간에 한 것으로 수정 안은 이를 2가지 경우로 나 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표 1참조).

표 1. 4차 수정 안에서의 SSM

상품목
발동기

(수입량 기 )

구제조치

(추가 세)
발동기간 기타 발동제한

연간 세번의

2.5%로 한정

120% 과

140% 이하

양허 세의33% 는

8%포인트  높은 것 [4/ 8]개월

단, 발동기간과

동일기간 재발

동 지

price cross-check

(가격하락이 임박

하나 데이터가 없는

외 인 경우

사후 검토조건으로

SSM 발동 가능)
140% 과

양허 세의 50% 는

12%포인트  높은 것

주 : 단, 발동기  물량은 최근 3개년의 평균 수입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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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미 사무총장 주도의 주요국간 집 인 입장 충 과정에서 쟁 은 SSM 

지속 기간과 국내가격 하락시 SSM 용 여부 던 것으로 해지고 있으며, 이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립했던 것으로 해지고 있다.

미국은 price cross-check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가격 하락 시 SSM을 발동을 

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도는 이에 해 명시 인 반  입장을 표명함. 

한 SSM 발동 지속기간에 해서도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상 으로 분야별 

자유화만큼의 이견 립은 없었던 것으로 해지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상에서 

다양한 기술  쟁 이 제기․검토되었고, 이에 한 의를 거쳐 수정 안이 만들어

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기타

라미 총장이 제시한 마지막 쟁 인 면화보조  감축에 해서는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는 품목별 보조  감축과 련하여 미국이 

평화조항과 유사한 safe harbor를 제안한 데 해 국과 인도가 명시 으로  반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기타 라미의 집 인 최종 이견조율 과정에서는 배제되었으나, 지난 7월 이후 

12월  수정 안이 제시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농업분야 민감품목의 수와 새로운 

TRQ 신설과 련해서도 수출입국간의 의견차이가 지속되고 있었다.

나.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예정에 따른 협상입지 약화

이번 12월 각료회의 소집 무산의  다른 원인으로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상입지 약화를 빼 놓을 수 없다.

약 한 달 있으면 오바마 신행정부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상 표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외통상정책은 물론 국내 농업정책의 방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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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수 있는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은 처음부터 미국이 감당하기

에는 무리 다고 단된다. 

특히 미국의 상원의원 일부와 이익단체들이 수정 안에 명시 으로 반 를 

하고 있고, 새롭게 출범할 신행정부가 수정 안에 한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기 행정부에 짐이 될 수 있는 외 상을  행정부의 상 표가 

타결하기를 기 하는 것은 무리라는 단이다.

한편 각료회의가 소집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분야별 자유화에서 미국의 이익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원칙의 

도출을 해  농업이나 기타 분야에서 미국이 추가 으로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각료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편이 

보다 이익이 된다는 단도 했을 것이다.

최근 융 기로 인한 국내경기 침제가 가속화되는 마당에 미국으로서는 DDA에 

큰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며, 특히 재와 같이 다양한 외조치로 인해 DDA로 

인한 세계  시장개방 수 이 떨어진 상황에서 DDA 타결로 미국이 기 할 수 있는 

경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분야별 자유화에서도 미국의 경쟁력이 상 으로 떨어지는 섬유의류 

 신발등의 분아에서 미국이 참가요청을 받을 경우 미국도 수세에 몰릴 수 있으며, 

면화보조   감축에 해서도 미국이 착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농업보조  

감축에서 방어  입장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NAMA에서의 미국의 착실한 이익이 

의장되지 않는 이상 각료회의 소집 무산이 미국으로서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균형되고 공정한 상결과를 기 하기에는 아직도 주요

국간 입장차이가 크며, 이 경우 각료회의 소집은 무리라는 을 라미 총장에게 

분명히 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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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 하듯 미국은 각료회의 소집 무산에 한 공식반응에서도 소집 무산에 

실망하지만 사무총장의 결정을 존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3.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영향

각료회의 개최 무산으로 인해 일단 연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DDA가 기에 빠지거나 WTO 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큰 손상을 입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보다는 제시된 4차 수정 안에 

기 해 향후 빠른 시간 안에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을 한 라미 사무

총장과 주요국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세계 경제 기가 DDA의 조기 타결을 해 주요국들을 압박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빨리는 2009년 다보스 경제포럼을 계기로 DDA 재개가 

모색될 것이며 2009년 상반기  입장 차이를 좁히기 한 기술  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WTO 사무총장 재선을 고려하고 있는 라미 총장도 이와 같은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12월 18~19일로 정된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

들도 향후 상추진방향에 해서 DDA의 조기 재개를 모색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것으로 망된다. 

그 다고 해도 일단 실추된 상력을 복원하기 해서는 물리 으로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미국과 EU의 국내 정치상황을 감안한다면 DDA의 실질  논의는 

2009년 하반기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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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상반기에는 DDA에 한 구체 인 입장표명이 

어려운 상황이며, EU도 2009년 하반기   집행 원장의 교체가 정되어 있고  

인도는 내년 4뭘경 총선이 정되어 있다.

2009년 하반기에 DDA가 재개된다고 해도 농업과 NAMA에서 세부원칙을 도출

까지는  다시 주요국간 입장을 층해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4차 수정 안이 핵심쟁 에 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를 반 해 만들어진 

결과이고,  이번 각료회의 소집 무산 과정에서 다시 주요국간 집 인 이견 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은 으로 미국과 

국, 인도의 정치  타결의지에 따라 조기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 소집의 원동력이 되었던 워싱턴 주요 20개국 정상 선언이 

각료회의 소집 무산에 따라 특별한 력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무기력하게 소멸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정치  리더쉽이 손상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기 타개를 해서 DDA 조기 타결이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특히 개도국 수출 확  측면에서) 당분간 DDA 진 이 지연될 

것이므로 략  FTA 추진 확 를 포함한 다각 인 무역자유화 확 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EU와 FTA 상 조기 타결은 물론 상이 끝난 FTA의 조속한 발효에 을 

두어아 할 것이다. 

DDA의 일정 기간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DDA 상 략을 재 검하되 특히 

향후 상되는 이해당사국과의 양자 상 략에 을 두는 것이 요하다.

상 지연은 우리나라의 개도국지  유지에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이에 한 략  응 마련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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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의 GIEWS 운용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승준호

1. GIEWS의 개요

지난 해 국제 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세계 으로 식량 기가 

팽배해지고 식량안보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FAO의 GIEWS(G1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는 1970년   세계 식량 기를 경험한 후 

개발되어 지 까지 세계 각국의 식량생산  식량안보에 한 정보제공에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GIEWS는 발생 가능한 식량 기로부터 응방안을 마련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기에 경고하고 있다.

GIEWS의 목 은 정책 담당자와 정책분석가들에게 식량수 에 한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GIEWS는 정보제공을 해 세계 각국의 식량

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세계 생산, 재고, 교역  식량원조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GIEWS는 정기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해당 국가의 상황에 한 신속한 평가업무를 부과하고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를 수시로 발간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한 정부, 

국제비정부기구(NGOs: Non-Governmental Oganizadons), 연구기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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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GIEWS는 조기경보를 한 새로운 방법론과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별․지역별 조기경보시스템에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회원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

GIEWS는 식량안보에 한 정보교류를 한 공개포럼으로 공식  는 비공식

인 다양한 출처를 통해 경제, 정치, 농업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수집한다. 

1975년에 UN 기구들, 115개 정부, 4개 지역기구, 61개 국제비정부기구(NGOs)간에 

기 연계(Institutional Link)와 정보공유 정(Information-Sharing Agreement)이 

수립되었다. 

여기에 다수의 국제 연구기 , 뉴스 서비스, 민간기구, 특정 정부기 이 참가하게 

되었다. FAO 로마본사는 참여기 들 간의 상호 력에 한 책임을 맡고 있다.

FAO의 상품무역부(Commodities and Trade Division)에서 운용하는 GIEWS는 

FAO지역  국가 사무국, 기술원과의 정기 인 교류를 통하여 정보공유와 방법론을 

개선시킨다. 최근 FAO의 분권화는 지로부터의 보고시스템을 강화시켰다. FAO

사무국에서는 주기 으로 정부기 들의 동향보고서를 수집하여 세계에 정보를 

배포한다. 한편 FAO 지 사무국들은 GIEWS 간행물 배포에 조하고 있다. 

FAO의 상품무역부(Commodities and Trade Division)에서 운용하는 GIEWS는 

FAO지역  국가 사무국, 기술원과의 정기 인 교류를 통하여 정보공유와 방법론을 

개선시킨다.

최근 FAO의 분권화는 지로부터의 보고시스템을 강화시켰다. FAO사무국에서는 

주기 으로 정부기 들의 동향보고서를 수집하여 세계에 정보를 배포한다. 

한편 FAO 지 사무국들은 GIEWS 간행물 배포에 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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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AO의 GIEWS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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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성이미지와 농업기상평가(Agrometeorological Assessment)를 제공하는 

FAO의 환경자원국(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Service)은 GIEWS의 

식량모니터링(Crop Monitoring)을 담당한다. 성이미지는 FAO의 실시간 아 리카 

환경 측정보  시스템(ARTEMIS: Africa Real Time Environmental Monitoring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제공되며 농업기상평가는 농업기상그룹

(Agrometerology Group)에 수행된다. FAO의 비상센터(ECLO: Emergency Centre 

for Locust Operations)와 경계를 월한 동식물 질병(Transboundary Animal and 

Plant Pests and Diseases)의 비상 방시스템(Emergency Prevention System)은 

이동성해충(Migratory Pest)에 한 정보를 주기 으로 제공하고 있다.

GIEWS는 FAO의 상품무역부 소속 품목 문가들의 다양한 품목에 한 분석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국가별 조기경보  식량정보시스템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식량안보․농업사업분석국(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Projects Analysis Service)과 주기 으로 교류하고 있다. 한편 GIEWS는 

비상시 기 들의 반응을 체계화하는 FAO의 비상조정그룹(ECG: Emergency 

Coordination Group)에서 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FAO의 식품 양부

(Food and Nutrition Division), 특별 구제국(Special Relief Operations Service), 

정책조정국(Policy Coordinating Service)과 긴 한 업무 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GIEWS는 해당 국가들의 기와 그에 따른 응여건에 한 정성 인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부분의 FAO 회원국들과 일부 비회원국들이 GIEWS의 주요 상인데 GIEWS는 

식량 기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국가들에 을 두고 있으나, 실질 으로는 

 세계를 범주로 하고 있다.

식량원조국과 련기 들은 GIEWS의 주 수요자이자 시스템 개선과 정보 공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국가  기 들은 GIEWS를 개선․발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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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데 일조해 왔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ission)는 기지역의 모니터링

을 강화하기 해 조기경보와 GIEWS에 합한 산화시스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본은 취약한 아시아지역의 분석에 한 지원을 하며 랑스는 자국의 언어로 

구성된 정보 확산에 기여해 왔다. 미국의 경우 코소보와 유고슬라비아의 모니터링 

강화를 지원해 왔다. GIEWS는 정보  소 트웨어 공유를 해 미국국제개발처

(USAID)의 기근조기경보시스템(FEWS: Famine Early Warning System),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ission)의 공동연구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정기 인 조회의, 공동업무, 

비공식 는 공식  교류를 통하여 GIEWS의 추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IEWS는 세계식량계획(WFP)의 계획과정에 정보제공을 하고, WFP는 주간 지

보고와 기타 식량 기에 한 정보를 GIEWS에 지원한다.

GIEWS는 UN의 주요 기조정기구인 인권조정실(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과도 한 계를 맺고 있으며 UN 인권

조정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식량부족과 식량모니터링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GIEWS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도 

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의 식량 기로 인하여 식량공 평가업무(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s)에 한 자 을 지원받고 있다.

국제연합난민고등 무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난민 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기상데이터를 지원한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부터 실업과 빈곤수 에 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국제곡물이사회는 국제시장, 수출가격, 운임률에 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연합아동기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OECD, 

World Bank, IMF 등 다수의 UN기구들과 국제기구들이 GIEWS와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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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WS는 정보의 공 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인 국제비정부기구(NGO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식량정보와 조기경보에 한 정보 수집 시, 특히 지역

수 (Sub-national Level)에서의 정보수집과 련하여 NGOs에 한 의존도가 늘어

가고 있으며 NGOs는 정부정보기 들이 내  상태인 국가들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결정 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모니터링

20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여 GIEWS 계자들은 지속 으로 식량생산, 

교역, 식량원조, 재고, 소비, 식량안보에 한 정보를 분석, 업데이트하고 있다. EU

집행 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재원으로 GIEWS는 데이터 리, 조기경보 

분석을 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 으며 최신 성 이미지를 모니터링

하고 식량수입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GIEWS는 세계 식량작물에 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GIEWS는 먼  생육

인 작물(Standing Crop)의 생산량 추정치들이 공식 으로 발표될 때마다 수집

하고 분류한다. GIEWS는 재배면 과 단수에 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사하라 이남의 아 리카(Sub-Saharan Africa)와 같은 건조국가들(Drought Prone 

Countries)은 기상과 식량 상황에 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 으로 입수하기가 

어렵다.



FAO의 GIEWS 운용현황

특별기고

151  국제농업소식 2009. 2. No.88

그림 2. 강우량 이미지  그림 3. 식생이미지(Vegetation Image)

 

따라서, GIEWS는 FAO의 아 리카환경 측정보시스템(ARTEMIS: Africa Real 

Time Environmental Monitoring Information System)과 연계하여 실시간 성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식량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다.

FAO의 ARTEMIS는 유럽의 기상 성인 METEOSAT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고 

이 데이터는 10일 주기로 아 리카의 온성구름존속(CCD: Cold Cloud 

Duracion)이미지를 만들기 해 사용된다. CCD 이미지는 온성구름(Cold 

Cloud)이 강우의 원인이되기 때문에 강우(량)의 리 지표로 사용된다. ARTEMIS는 

CCD이미지 자료실을 운용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의 데이터를축 하고 있다. 

GIEWS 분석가들은 재와 과거의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가뭄과 강우량이 은 

지역을 정확히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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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기상청은 일본의 GMS 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산화하여 동남

아시아의 강우량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GIEWS는 강우량 모니터링 이외에 식생

지수(NDVI: Normalised Difference Vegecation Index) 이미지를 추가하여 분석가

들이 작황을  악할 수 있게 하 다. 미국해양 기청(NOAA)의 극궤도 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NASA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Goddard Space Flieht Center)

에서 가공하여 아 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 해의 식생(Vegecation)이미지를 

제공한다. ARTEMIS는 1981년부터의 이미지 자료를 보존하고 있어 분석가들이 과거와 

재를 비교함으로써 식생여건(Vegetation Conditions)을 평가할 수 있다.

GIEWS의 식량안보 모니터링 활동은 세계(Global Level), 권역별(Regional 

Level), 국가별(National Level), 지역별(Sub-national Level)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수 (Global Level)에서는 국가별 정보를 수집하여 세계 식량수 을 

추정하고 국제시장 수출가격을 일별, 주별 데이터로 수집하며 주요 국제곡물교역에 

한 자료를, 국가별․권역별 수 (National and Regional Level)의 경우 국가별 

식량 생산, 재고, 교역, 수요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GIEWS는 식량수  

문제가 있는 국가, 량의 식량원조가 필요한 국가, 식량과잉 국가들에 해 경고

하고 있는데 국가  수 의 모니터링 한계를 지 하는 학계와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별 식량안보(Sub-national Food Security)에 을 맞추고 있다.

4. 워크스테이션

GIEWS는 수많은 정보를 유지하고 리하기 하여 EU집행 원회의 재원과 

지원을 통해 ‘GIEWS Workstation'으로 알려진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 다. 

워크스테이션은 곡물의 차 조표, 지도식 도표와 성이미지를 분석하기 한 

소 트웨어,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는 맞춤형툴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스테이션은 세계, 지역별, 국가별 수 에서의 식량안보에 한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GIEWS 이용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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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식량캘린더, 식량통계, 련도표,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있다. GIEWS 분석

가들은 워크스테이션의 성이미지 분석과 도표 오버 이 기능(Map Overlay 

Function)을 활용하여  주요 지역의 강우량과 식생여건(Vegetation Condition)을 

평가할 수 있다. GIEWS는 데이터 표 화(Data Standardization)와 공유를 해 워크

스테이션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도표와 이미지 소 트웨어인 WinDisp는 어, 

랑스어, 스페인어 버 이 있고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GIEWS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조기경보시스템, FAO 본부 등에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GIEWS 워크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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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IEWS 간행물

신속하고 효과 인 정보제공은 GIEWS의 핵심부분으로서 최근 컴퓨터 기술의 

진보와 인터넷은 GIEWS 보고서 발간  배포를 더욱 수월하게 하 다. GIEWS의 

주요간행물은 'Food Outlook', 'Foodcrops and Shortage', 'Food Supply Situation 

and Crop Prospects in Sub-Saharan AFRICA' 등과 다수의 경보 련 보고서

(Special Alert)와 특집 보고서(Special Report)들이 있으며 FAO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년에 5회 발간되는 ‘Food Outlook'은 개인  기 에 4,600부가 

배포되며, FAO 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동향 분석과 망을 

통해 세계 곡물 생산, 재고,  교역에 한 정보  기타 품목과 비료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세계곡물시장, 수출가격, 해상 운임률에 한 분석과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특별주제로 농업부문에 한 엘니뇨의 향, 특별품목 시장에 

한 검토 등을 다루고 있다.

'Foodcrops and Shortage'는 1년에 5회 발간되며 특정국가의 식량 생산, 소비, 

교역, 재고에 한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한 식량원조의 필요성에 한 분석과 

이와 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식량 사정이 좋지 못한 국가와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의 식량안보 지표들을 싣고 있다.

'Food Supply Situadon and Crop Prospects in Sub-Saharan AFRICA'는 1년에 

3회 발간된다. 이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 리카의 식량 비상사태와 식량원조가 

시 한 국가들에 을 두고 있으며, 특별주제를 통해 아 리카의 식량안보, 

내란, 식량원조 동향, 염병 등에 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Sahel Reporc'는 6~10월까지 매월 발간되며 건조지역의 기상 황과 염병, 

식량 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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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WS는 이외에도 국제사회에 시의 한 경보를 하기 하여 식량공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식량 공 과 농업 황에 한 간략한 보고서들을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해외통상기사

WTO, 각료회의 올해 개최될 것인가

Washington Trade Daily(2.19일자)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원인규명 난항

REUTERS(2.11일자)

EU, "Buy America" 법안에 소송의사 밝혀

Financial Times(2.4일자)

"Buy America" 는 철강산업 부흥을 위한 것인가

Financial Times(2.4일자)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자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힘을 다해 달린다.

당신이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마시멜로 이야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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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올해 개최될 것인가?

WTO 상임 원회 Mario Matus는 어제, 내년부터 정기  각료회의 개최는 WTO

와  정에 한 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 했다. Matus는 WTD와

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각료회의가 열릴 것으로 망되고, 각 WTO 단체들도 

이에 정 이다” 라고 언 했다. 사실상 2년마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어야 했지만, 

2005년 홍콩 이후로 각료 회의는 개최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산재된 

DDA 세부원칙(modalities) 의, 그리고 산업분야 시장개방과 같은 우선과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남미 무역 표는 GATT 수립이후 60년만의 최악의 경제 

기상황에서 올해 각료회의는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언 하면서, WTO는 

새로운 정 달성의 수 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의 이행 수, 무역정책과 

세부 인 문제 을 개선하기 한 제도  조정(institutional arrangement)에 이르기

까지 더욱 강화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언 했다.

Washington Trade Daily(2.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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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원인규명 난항

국보건성은 지난 1월에 발생한 8명의 조류인 루엔자 감염자들은 지 까지 

알려진 바이러스와 다른 종류라고 밝히며 난색을 표명

 

지난 1월 H5N1바이러스로 8명  5명이 사망한 지역은 아직까지 조류인 루엔자 

지역으로 밝 지지 않은 지역으로서 문가들은 신종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사람 사이 염되는 가운데 H5N1 바이러스의 변종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음

REUTERS(2.11일자)

EU, “Buy America” 법안에

소송의사 밝혀

EU는 이 부양책이 타 국가들의 보호주의 흐름을 부치기는 행 라고 지

미국 법안이 WTO규정에 반하는 지 철 한 조사를 할 것이며, 정부조달 정에 

의거, 미국은 정부계약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 백악 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부통령 Biden은 법안에 옹호  입장

Financial Times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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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America”는 철강산업부흥을 위한 

것인가

“미국 납세자의 돈은 자국내 일자리창출에 쓰여야 한다”라는 것이 법안의 목

근본 으로 자본집약 인 철강사업의 성격상 “Buy America"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존재

Peterson Institute는 ”미국 체 일자리는 1억4천만 개인데, 경기부양책은 1,000개 

정도 일자리만 창출“이라 언

Financial Times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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