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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무역
윤 영 석*

1)

1. 소비
농산물은 식량, 사료 및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산업용으로 소비된다. 식량 수요는 인구
및 소득 성장에 영향을 받으며, 식생활 행태 및 소비자 선호도의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동물 사료에 대한 수요는 육류, 달걀 및 우유와 같은 축산물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가축 생산 기술의 발전과도 관련성이 높다. 농산물의 산업적인 활용은(주
로 바이오 연료 및 화학 산업에서의 원료 등) 규제 정책 및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의해 제약된다. 또한 각 용도에 따른 상대적 중요성은 상품, 지역 및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난 10년 동안 농산물 시장은 다양한 상품에서 전반적으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수요 증가는 대부분 식품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된 농산물의 수요 증가에 의한
것으로, 주로 바이오 연료 및 사료용 원료 부분에 해당한다. 선진국에서는 식량 수요가
정체되었지만, 바이오연료 혼합의무는 옥수수, 사탕수수 및 식물성 유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국들의 소득 증가는 육류 수요를 증가시켰
으며, 이는 세계 농산물시장에서 사료용 농산물 수요를 증가시키는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유발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수요 증가의 요인은 실질 농산물 가격을 2000년대 초반 수준으
로 유지시켰고 세계 농산물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바이오 연료와 중국의 수요 성장은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나 그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식량, 사료 또는 바이오 연료 사용 이외의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 (jnu7213@gmail.com).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8-2027’의 소비와
무역부문을 중심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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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농산물 수요와 관련된 요인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1인당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소비 수준이 포화 상태에 가까운 많은 국가들의 곡류 및
서류 등 주식용 농산물뿐만 아니라 육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같이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낮은 일부 저소득 지역은 충분한 소득 증가가 없기
때문에 소비 수준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일부 신흥경제국, 특히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1인당 육류 소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소득 성장이 보다
강력한 인도의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하여 식품 소비 행태가 변하면서 육류보다는 동물성
단백질로써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세계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의
1인당 식품 소비량 변화 속도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식품 수요 증가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식량 소비의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같이 인구증가가 높은 지역에서 비롯될 것이
며, 이 지역의 수요 패턴은 세계 농산물 시장에 갈수록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료용 곡물 수요는 축산물 생산이 증대됨에 따라 식량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처럼 중국에서의 사료용 수요 증가가 전 세계의 추가적인 사료용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사료용 수요의 증가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원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최근 각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바이오 연료 투입재로서 농산물 소비를 완만하게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세계인구 성장의 둔화와 낮은 소득 성장률로 인하여 향후 10년 동안 세계 농산물 수요의
성장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곡물, 육류, 어류, 식물성 기름의 수요 증가율은
지난 10년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했
던 식물성 기름 수용의 성장은 향후 10년간 침체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및 설탕과
함께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품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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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상품의 연간 수요 증가율 전망 (2008-17년, 2018-27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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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5
3.0
2.5
2.0
1.5
1.0
0.5
0.0

1인당 수요증가에 의한 증가율

인구 성장에 의한 증가율

주: 인구성장 영향 부문은 1인 당 수요를 지난 10년 수준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계측되었음.
자료: OECD/FAO (2018).

1.1. 식품 소비
향후 10년 동안 대다수 품목에 대한 수요는 개발도상국의 인구성장과 높은 수준의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
카와 인도의 향후 10년간 곡물 수요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의
유제품과 식물성 기름 소비는 향후 10년간 이들 품목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식품 수요 증가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전망(2008-17년, 2018-27년)
Mt
160
140
120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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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기타 지역

MENA

중국

인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OECD

주: 1) 각 열은 10년간의 세계 수요(식품)의 증가분과 지역별 비중을 나타냄.
2) MENA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임.
자료: OECD/FA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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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인도의 전 세계 식품 수요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지역에서 성장추세에 있는 높은 인구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이다<그림 3>. 2013년 이후로 세계 인구는 2027년까지 매년 약 7,400만 명씩 증가할
것이지만, 세계 인구 증가율은 현재 1.1%에서 2027년 0.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 성장의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인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는 현재보다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 이남의 경우 기여율 증가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수요는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1인당 소득 증가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
이남의 향후 10년간 1인당 GDP 성장률은 낮은 수준인 연간 2.9% 수준이 예상되고 이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GDP 성장이 가난한 가구의 소득증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3> 세계 인구 성장 전망(1998년 - 2027년)
(a) 전년대비 세계 인구 성장

(b) 지역별 전년대비 인구 증감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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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ENA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임.
자료: OECD/FAO (2018).

(1) 곡물 소비
<그림 4>는 주요 지역의 1인당 곡물 소비 수준 및 구성과 지역별 곡물 소비 증가율을

보여준다. 1인당 곡물 소비는 옥수수가 곡류 소비 및 칼로리 섭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밀과 쌀이 2027년까지 주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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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며, 곡물 소비 증가율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곡물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2%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성장은 전 세계 대부분의 곡물 소비가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1인당 곡물 소비량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같이 저소득 지역에서만
향후 10년 동안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결과는 저개발 지역에서는 칼로리
섭취를 위한 곡물 소비 비중이 2/3을 차지하는데 비해 선진국은 대략 1/3에 해당한다는
연구에 기반을 둔다. 또한 변화가 비교적 미미한 1인당 소비량을 감안할 경우,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곡물 소비는 인구성장이 큰 지역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세계 곡물 소비 전망
(a) 지역별, 품목별 1인당 식품소비,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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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곡물소비 성장률

주: SSA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이며, MENA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임.
자료: OECD/FAO (2018).

(2) 육류 및 어류 소비
전 세계의 주요 식품 공급원인 곡류와 비교할 때, 육류와 어류 소비는 소비행태와 소득수
준에 따라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5>.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역의 육류와 어류 소비 증가는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제한적이고, 유제품
이 단백질 섭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도에서 특히 저조하다. 반면에 선진국과 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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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및 중국에서는 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전 세계 육류와 어류의 총 소비량은 전망기간동안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인당 소비량은 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인구증가로 인하여 총 소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인당 소비량은 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도와 중국에서는 식품 소비행태 변화로
1인당 육류 및 어류 소비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선진국에서 전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9kg).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1인당 육류소비량 격차는 갈수록 커져
1.4kg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별 소득 제한, 공급체인 문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선호 품목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5> 세계 육류 및 어류 소비 전망
(a) 지역별, 품목별 1인당 식품소비,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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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육류 및 어류 소비 성장률

주: SSA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이며, MENA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임.
자료: OECD/FAO (2018).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1인당 가금육 소비량은 16% 증가했지만,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2008년과 2017년 사이에 대략 5% 감소하였다. 향후 10년간
1인당 가금육 소비량는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쇠고기와 송아지는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는 답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돼지고기 소비를 선호하는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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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성장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이미 높은 수준의 1인당 소비 수준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1인당 돼지고
기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65%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향후 10년간은 45%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고기는 틈새시장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향후 10년간 1인당 양고기 소비량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8%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제품 소비
유제품은 우유, 버터, 치즈 또는 분유로 섭취 될 수 있다. 유제품 소비 중 우유는 전반적으
로 개발도상국에서 소비비중이 높은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버터와 치즈 같은 가공 유제품이
전체 유제품 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그림 6 (a)>.
<그림 6> 세계 유제품 소비 전망
kg/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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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제품 소비 성장률
◇ 1인당 유제품 소비 성장률

주: SSA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이며, MENA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임.
자료: OECD/FAO (2018).

유제품 소비는 향후 10년간 매년 2.2%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수치는 농업전망
에서 다루는 농식품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에 해당한다. 세계 유제품 소비 증가는 유제품
이 식단의 필수 구성요소인 인도의 유제품 소비 증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소비량
이 이미 높은 수준인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소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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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진국의 유제품 소비는 우유에서 분유, 치즈, 버터와 같은 가공 유제품으로 소비행
태가 전환됨에 따라 1인당 1.7kg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발도상국의 1인당 유제품
소비는 2027년까지 8.4kg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진국에서의 버터 가격은 버터를
통한 지방 섭취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 세계 버터 수요는 연간 약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설탕 및 식물성 기름 소비
유제품과 더불어 설탕 및 식물성 기름 소비도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며,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로 인한 설탕과 유분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설탕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94%), 특히 아시아(60%)와 아프리카(25%)
두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적으로 인도 2.4kg, 중국 2.5kg, 중동과 북아프리
카 2.9kg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7>.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는 1인당 설탕 소비가 향후 10년간 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의 총 소비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약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1인당 설탕 소비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육류, 어류 및 유제품의 1인당 소비량 감소와는 대비된다.
<그림 7> 세계 설탕 소비 전망
(a) 지역별 1인당 설탕 소비 추이

(b) 전망기간동안 전체 및 1인당 소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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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소비행태는 소득 및 선호도뿐만 아니라 지역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설탕 1인당 소비량은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과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OECD 국가들은 설탕 1인당
소비 수준이 높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탕이 비만 및 비전염
성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설탕
1인당 소비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향후 10년간 설탕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8> 세계 식물성 기름 소비 전망
(a) 지역별 1인당 식물성 기름 소비 추이

(b) 전망기간동안 전체 및 1인당 소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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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식물성 기름 소비 성장률

주: SSA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이며, MENA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임.
자료: OECD/FAO (2018).

다른 농산품과 비교하여 식물성 기름 수요는 연간 2.0%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3.9%에 비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인당 식물성 기름 소비량은 1인당 21kg에서 23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그림 8>,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1인당 소비량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
로 예측된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두드러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인당 소비량은 전망기간 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세계 국가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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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료용 및 바이오 연료용 곡물 소비
농업 전망에서 검토된 대부분의 농산물은 식품 수요가 전반적인 수요를 견인한다. 그러나
식용 이외의 용도, 특히 사료 및 바이오 연료용 농산물 수요는 세계 농산물 수요에서 매우
중요하며 식품 수요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사료용 곡물 수요의
성장세는 지속되는 반면, 바이오 연료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사료용 곡물 소비
전 세계 사료 수요는 2015-17년 현재 16억 톤에 이르렀으며, 연평균 1.7%의 성장률로
2027년 19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용 곡물 수요가 식량 수요보다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육류의 생산 및 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사료용 농산물은 옥수수, 단백질 박(protein meal), 보리 및 사탕수수, 밀, 쌀·보리
등의 겨와 같은 곡물 가공 부산물을 포함한다. 사료용 곡물 중 가장 중요한 옥수수와 단백질
박은 2027년까지 전체 사료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9>. 사료용 옥수수 수요
는 전망기간동안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백질 박 수요는 사료로 이용되는 다른
품목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종자의 분쇄를 통해 획득되는 단백질 박에 대한 수요 추정은 사료 급여체계 및 농업
정책의 진전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의 총 수요는 2015-17년과 2027년 사이
에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이 복합 사료 기반의 축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축산물 생산이 강화된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향후 10년 동안 단백질
박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연평균 1.7%로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인 4.2%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한편, 향후 10년간 전 세계 사료 수요 증가의 대략 30%는 사료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사료 수요는 29%
증가하여 전 세계 수요 증가의 약 10%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과 미국의 성장률
은 전망기간동안 각각 0.4%와 11%로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의 성장률은
전망기간동안 유럽연합 내의 육류소비 감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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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료용 곡물 수요 전망
(a) 공급재별 수요

(b) 지역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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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 연료용 곡물 소비
농산물은 식품과 사료용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연료 형태로도 사용된다.
여기에는 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에탄올과 대부분 식물성 기름으로 생산되
는 바이오 디젤이 포함된다.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의 성장은 원유 가격에 의존하는 수송
부문의 전반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정책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많은 국가들은 수송 연료에
대한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의 혼합사용 요건을 의무화하여 최소한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 수요는 현재 주요지역의 정책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정책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2000년대 후반 다양한 정책이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자극하여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세계 옥수수와 사탕수수 생산량 증가분
은 에탄올 생산에 이용되었고, 식물성 기름은 바이오 디젤 생산에 사용되었다<그림 10>.
이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바이오 연료의 증가는 지난 10년간 옥수수, 사탕수수 및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 증가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향후 10년간 수송연료에 대한 바이오 연료의 의무적인 혼합 요건은 지난 10년간의 성장
속도 보다는 둔감할 것 보이며, 이로 인하여 바이오 연료 생산의 투입재로서 옥수수, 사탕수
수 및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은 향후 10년간 더욱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세계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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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640억 리터로 연간 3.9%가량 성장하였다. 향후 10년 동안 추가적 에탄올 생산은
12억 리터로 연간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디젤의 경우 지난 10년간
29억 리터로 연간 9.5% 가량 성장해 왔지만 전망기간동안 성장은 5억 리터로 연간 0.4%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바이오 연료와 공급 원료에 대한 수요 전망(2000년 - 2027년)
(a) 세계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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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ENA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임.
자료: OECD/FAO (2018).

세계 바이오 연료의 주요 소비국 또한 변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은 자국 내 바이오 연료
소비를 선호하는 정책을 확대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에탄올의 경우, 주요 시장은 미국,
브라질, 중국 및 유럽 연합이다. 그러나 수송 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로 미국과 유럽 연합의
에탄올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브라질, 중국, 태국은 에탄올 수요에 호의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에탄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에탄올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전반적인 에탄올에 대한
추가 수요의 84%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디젤의 주요 시장은 유럽연합,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 등이다.
에탄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급 원료로서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및 여타 개발도상국들은 호의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바이오 디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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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2.1. 지역별 특화 증가
양질의 농지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포함한 아니라 기후 및 지리적 특색은 농산물의 생산의
비교우위를 결정한다. 또한 정책요인뿐만 아니라 인구밀도와 인구증가의 차이도 지역 간
무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구성장이 더디며 인구밀집도가 낮고 자연 환경이 유리
한 국가는 농산물 수출국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급격한 인구 성장과 높은 인구밀도를 보유
한 가운데 자연 환경이 덜 호의적인 국가는 수입국이 되기 쉽다.
<그림 11>은 지역별 농산물 무역수지의 시계열적 흐름을 보여준다. 이 무역수지 전망은

앞서 설명한 요인들을 대략적으로 반영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산물 순수출국과 순수입
국으로서 각 지역의 위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2.2. 순수출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미주와 오세아니아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순수출국이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농산물
무역 흑자규모는 북미(미국과 캐나다), 남미와 카리브 해(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포함)지역

<그림 11> 지역별 농산물 무역수지 전망(1990년 -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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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농업전망

∙ 15

이 대략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가 전체 농산물 무역 흑자
규모의 60%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뉴질랜드가 차지한다.
오세아니아의 농산물 무역 흑자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옥수수, 콩 및 육류 생산의 주산지인 아메리카
대륙이 세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 증대를 통한 순수출 규모를 확대한 결과이다.
한편, 최근에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가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이는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의 향상된 농산물 수출 성과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러시아는 2013년경부터
농산물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무역에서 순수출국
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2007년까지 대략적인 균형을 이루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강력
한 농산물 수출 성장은 이들 국가의 세계 옥수수 및 밀 수출 점유율에 반영되어 있다<그림
12>. 2008년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옥수수 수출의 5% 미만을 차지했지만, 2011년에

이 점유율은 15%까지 확대되었다. 러시아의 전 세계 옥수수 수출 비중은 좀 더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실질적으로 0%에서 2015년 4%로 성장하였다.
밀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12년 이전에 수출비중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지
만, 세계적인 밀 수출국으로서 입지가 확고하다. 2012년 이후 밀 수출량의 변동성이 줄어들
며, 우크라이나는 현재 세계 밀 수출의 9%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재 세계 밀 수출의
19-20%를 제공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그림 12> 옥수수와 밀의 세계 수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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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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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순수입국의 무역적자폭 확대
동아시아는 주요 농산물 순수입국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농산물 순수입국이며, 지속적
으로 일정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이래 농산물 무역 적자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7년에는 400억 달러(2004-06년 달러 기준)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농산물 무역 순수입은 향후 10년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도 농산물 무역의 적자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식량 소비는 대략 20%를 수입에
의존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수입을 통해 소비의 57%가 충족되고 있다.
향후 이 지역은 인구증가로 농산물 수입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유럽의 농산물 무역 적자는 2007년에 정점을 이루었다. 그 이후 적자폭은 10억
달러(2004-06년 달러 기준)에서 절반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전망 기간 절반가량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농산물 무역 성장 둔화
농업 전망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품목의 무역규모는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가추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탈지분유, 콩 및 곡물과 같은 일부 품목의
경우 과거 10년간 무역량은 연간 4~8% 수준 하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였지만, 향후 10년간은
수요의 더딘 성장에 따라 무역규모는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쌀의 무역규모도 연간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바이오 연료와
같은 일부 상품의 무역은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무역의 중요성은 <그림 14>와 같이 품목에 따라 다르며, 많은 농산물의 교역량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돼지고기는 전 세계 생산량의 7% 미만만이 국제
적으로 거래되며, 버터의 교역량은 생산량의 8%에 불과하다. 이 뿐만 아니라 쌀의 경우
9%, 바이오 디젤의 경우 10%이다. 면화, 설탕, 콩, 식물성 기름 및 분유 등 일부 품목의

교역만이 전 세계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품목들은 대부분 가공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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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품목별 무역규모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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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 (2018).

대다수 품목의 소비에서 무역 점유율의 비중이 낮다고 하여 무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농산물 수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림 14> 품목별 소비에서 교역량의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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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획일화되는 수출선과 다변화되는 수입선
세계 농산물 수출은 비교우위를 가진 일부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
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5>. 쇠고기나 밀 같이 상대적으로 수출선의
획일화가 덜한 상품 일지라도 주요 5대 수출국이 전 세계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콩과 돼지고기의 경우 이 비율은 90%를 훨씬 상회한다.
게다가 수출선의 획일화가 좀 더 낮은 일부 품목의 경우조차 단일 국가의 수출이 지배적이
다. 설탕은 브라질이 전 세계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유지종자는 캐나다가 54%, 서류는
태국이 56%, 그리고 유제품 중 치즈의 경우 유럽연합이 세계 수출의 1/3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버터와 분유의 경우 뉴질랜드가 전 세계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탈지분유의 수출은 2015-17년 기준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 주요 수출국이
각각 전 세계 수출의 30%, 25%, 19%를 담당하여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미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순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5>에서 괄호는 시장 집중 지수(Market Concentration Index)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허필달-허쉬만(Hirschman-Herfindahl)지수를 나타낸다. 허필달-허쉬만 지수의 값이 클
수록 수출국의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작을수록 수출국 간에 보다 균등하게 시장을
<그림 15> 품목별 2027년 상위 5대 수출국의 전 세계 수출 점유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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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지수는 상위 5대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정보를 보완하면서
수출국의 상대적인 지배력을 보여주는데, 전지분유, 설탕, 유지종자, 탈지분유의 경우처럼
단일 수출국이 시장을 지배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수 값이 크게 나타난다.
전반적인 수출 집중도는 안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향후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출선의 획일화는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는데, 특히 주요 수출국의 수확량
이 감소하거나 정책 변화로 인해 수출이 중단될 경우 세계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수출 중단은 국가별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쳐 가격과 지역별 접근성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과 비교하여, 농산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있다<그림 16>. 쌀과
밀의 경우 상위 5대 수입국의 점유율이 전 세계 수입량의 30% 미만을 차지하며, 농업 전망에
서 다루는 대다수 품목의 상위 5대 수입국의 시장 점유율은 60% 미만이다. 또한 허필달-허쉬
만 지수는 일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에 낮게 나타난다.
<그림 16> 품목별 2027년 상위 5대 수입국의 전 세계 수입 점유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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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선이 획일화된 상품은 대두, 유지종자, 서류, 기타 조곡
류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은 중국의 수요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대두 수입의
63%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류도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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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입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대두 무역은 미국과 브라질의 중국
수출이 지배적이며, 서류(카사바)의 세계 무역은 태국 및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교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품목별 수입 집중도를 살펴보면, 탈지분유, 면화, 서류 등은 다소 수입선의
집중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가금류,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선의 다변
화는 더욱 확대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의 경우 세계 교역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의 수입량은 전망기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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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생산, 가격, 불확실성 및 품목별 전망
추 성 민 * · 박 진 우 **

2)

1. 생산
향후 10년 간 세계 농산물 생산은 지난 10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평균 1.5%씩
증가할 전망이다. 품목 및 지역 간 차이는 있겠으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생산성(productivity)
의 향상에 기인하며 전체 농지 사용면적(agricultural land use)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1. 농지 사용면적 및 생산성
농업생산의 증가는 투입요소인 농지 사용면적의 확대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인 단수(yield)
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 농지 사용면적은 1960년 이후 매년 약 10%씩 증가하
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향후 10년 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지는 크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사육에 이용되는 목초지(pasture land)와 농경지
(crop land)로 구분할 수 있다. 목초지는 아메리카 지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아메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은 2015-17년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의 60%를 생산하였으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생산량은 8%에
불과하였다. 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축산농가의 규모가 영세하고 축산 생산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서유럽의 목초지는 세계 목초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ungmincheu@krei.re.kr).
**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석사과정 (pjw03100@snu.ac.kr).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8-2027’의 생산, 가격, 불확실성 및 주요 품목별 전망을 번역·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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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대비 비율이 2%에 불과함에도 세계 육류 생산량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해당 지역
축산업이 산업화되어 있다. 향후 소고기 및 양고기 생산이 각각 16% 및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농지에서 목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경지의 경우, 경작가능한 농지 면적의 제약으로 인해 총 면적은 향후 10년 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 향상이 농산물 생산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지역 및 품목별로 농경지의 배분과 단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옥수수 및 기타 곡물 생산의 경우 라틴아메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
증가가 단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보이나 대두와 같은 작물은 재배면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2. 지역별 농업생산 전망
농업생산의 확대는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농업생산 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선진국은 농업생산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유럽은 농수산물 생산 성장률이

전망기간 동안 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지역별 농수산물 생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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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세계 인구의 13%와 농지면적의 약 2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세계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불리한
농업관련 자연 조건, 제한된 기술 접근성 및 사용, 그리고 많은 경우 인구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경제성장률 등은 농업생산 증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향후 10년 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생산은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곡물류의 생산은 30%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육류, 낙농품 및 수산물 생산은
각각 25%, 25%, 1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 증가와 함께 옥수수, 대두,
사탕수수의 경우 생산 면적 확대와 생산성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빠른 성장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이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식량안보는 여전히 국제시장에 의존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가 주변 국가에 대한 지역 내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잠비아는 생산한 옥수수의 일부 물량을 계속 수출할 것으로 보이며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팜유부문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조밤나방(farm armyworm)과 같이 새로운 위기의 발생은 전술한 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 밤나무유충은 총 28개 국가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옥수
수, 쌀, 수수 등의 생산과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1.2.2. 아시아 지역1)
아시아 지역은 여러 농산물의 주요 생산지역으로 세계 곡물 생산량의 40%(쌀의 경우
약 90%)와 육류 생산량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식물성 유지 생산량의 경우 50%
이상, 어류 생산의 약 70%를 공급한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일부 생산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나 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단수의 증가가 농산물 생산 증가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으로
밀, 옥수수 및 쌀, 면화, 그리고 대두의 단수는 각각 10%, 12%, 15%, 20%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과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인도의 유지종자(oilseed) 단수가

1) 아시아 지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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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지역은 육류와 유제품의 주요 생산자로 2027년 전 세계 생산량의 각각 39% 및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및 태국이 가금육과 양고기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나,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돼지고기 생산은
보다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어류 생산 또한 중국이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향후 생산량을 줄일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망기간 동안 1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는 110억 리터를 생산
하여 세계 3위 에탄올 생산국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예상치는 중국의 E10정책
(휘발유에 에탄올 10% 첨가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정책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290억 리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중국 외에도 태국은 2027년
32억 리터를 생산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디젤의 경우 인도네시아(2027

년 43억 리터 생산전망)가 아시아지역 내 주요 생산자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1.2.3.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전통적으로 곡물 생산에 불리한 자연 조건과 정치적 불안정으
로 인해 농업부문의 성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향후 10년 간 경제성장세가 개선됨에
따라 농수산물 생산은 2027년까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 내에 물과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이 부족하여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육류 및 낙농품 생산은 주로 이란과 이집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금육이 주로 생산된
다. 또한 우유, 옥수수 및 유지종자의 생산은 지난 10년에 비해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러 생산 제약으로 인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주요 품목에 대해
여전히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는 순수입국에 놓여있을 것으로 보인다.

1.2.4. 아메리카 지역
아메리카 지역은 아시아 지역과 함께 대부분 품목의 주요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메
리카 지역은 전 세계 대두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며 옥수수(52%)를 포함한 곡물류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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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대비 비율도 28%에 달한다. 또한 단백질 식품(41%), 설탕(39%), 바이오디젤(42%)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의 생산 비율도 높은 편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곡물류 생산은 경지면적 증가 등에 따라 2027년까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설탕 생산은 연작 규제(replanting setbacks) 및 설탕과 사탕수수 기반
에탄올의 생산 대체관계에도 불구하고 매년 1.9%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아메리카 지역의 설탕 생산 역시 매년 1.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탄올 생산의
경우, 브라질의 생산량이 매년 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 지역의 생산 확대
로 인해 세계 시장점유율은 90%에서 88%로 일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브라질은 주요 대두 생산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생산된 대두는 지역 내
낙농품 생산과 글로벌 단백질 식품 및 식물성 유지 공급의 투입재로 이용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콜롬비아는 전망기간 동안 식물성 유지의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파라과
이는 브라질과 같이 대두 생산을 확대하고 유지종자 파쇄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1.2.5.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2)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난 10년 간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농업부문 현대화에
대한 투자로 인해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전망기간인 2027년까지 이어져
이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은 1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2번째 밀 생산지역인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2027년 세계 시장점유율을 약
22%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생산 또한 전망기간 동안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나 세계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6%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해바라기
및 유채 생산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2027년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품목의 생산 확대는 러시아연방 국가의 생산면적 확대와 이외 지역의 생산성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육류와 낙농품 생산을 포함한 축산의 경우 목초지 확대와 함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 생산은 러시아연방의 낮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역을 기준으로 2027
년까지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터키는 육류에 대한 자급정책에 따라 소고기,

2)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터키 등 주요 농업 생산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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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 및 가금육의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낙농품의 경우 우유 생산이 연간 1.1% 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유제품 가공은 주로 치즈 생산에 집중되어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의 낙농품 생산은 지난 10년간의 흐름이 이어져 향후
전망기간 동안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2.6. 오세아니아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은 육류, 유제품 및 곡물의 순수출 지역이자 주요 생산지역 중 하나이다.
주요 품목에 대한 오세아니아 지역의 농업생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10년에
비해 그 성장세는 일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 뉴질랜드 양고기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생산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생
산 확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지 제약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뉴질랜드
의 우유 생산 증가율은 지난 10년 간 연평균 3.3%에서 1.5%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성
유지의 연간 성장률은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니치마켓 상품으로 코코넛오일
생산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면화의 경우 재배면적이 16% 증가함에 따라 생산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호주는 GM면화 도입에 힘입어 면화 생산이 2027년까지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7. 서유럽 지역3)
서유럽 지역은 보리, 귀리 및 호밀 등의 조곡, 기타 유지종자(해바라기 및 유채), 밀, 우유,
그리고 육류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그러나 향후 10년 간 해당 품목에 대한 세계 시장점유율은
다른 국가 및 지역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감소세는 특히
바이오디젤에 대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세계 시장점유율은 40%에서 34%로 감소할 전망
이다. 시장점유율의 하락에도 서유럽 지역은 바이오디젤의 주요 생산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가 완화될 경우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서유럽 지역의 총 농수산물 생산은 여러 지역 중 가장 느리게 확대되어 2027년까지 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낮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높은 생산성으

3) 서유럽 지역은 EU, 스위스 및 노르웨이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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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여러 품목에 대한 주요 공급자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17년 설탕에 대한 쿼터를 해제하였다. 2017년 EU의 사탕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나 향후 10년 간 사탕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배면적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탕무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27년 사탕무 생산 규모는 기준시점(2015년~2017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는 수질 보호를 위해 농업생산에서의 질산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우유와 소고기 생산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우유(fresh milk)
생산 증가는 지난 10년 간 10%에서 둔화된 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탈지분유(skim
milk powder)와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는 2027년까지 각각 10% 및 18%씩 성장할

전망이다.

2. 가격
OECD-FAO 농업전망은 미국 걸프포트 및 방콕 등 주요 시장의 품목별 거래 가격을 국제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며 해당 가격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단기 가격 전망은 가뭄 및 정책
변화 등 최근에 발생한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이후 전망기간은 기초 수급여건에 의해
<그림 2> 품목 그룹별 실질가격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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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된다.
곡물류, 유지종자, 낙농품, 그리고 육류 등 서로 다른 품목 그룹 간 가격은 상관성이
매우 높으며, 향후 10년간 주요 품목 그룹의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곡물 및 유지종자의 실질가격의 경우 2006-08년 고점 대비 낮게 형성되며, 육류와 유제품의
가격은 2013-14년 가격 대비 하락할 것임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 3>은 품목별 연평균 실질가격 변화 전망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품목의 실질가격이 하락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탈지분유의 실질가격은 연평균 1%
상승하며 전지분유의 실질가격 또한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실질가격 하락
은 주로 향후 전망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성 증가가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3> 품목별 연평균 실질가격 변화, 2018-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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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8).

2.1. 가격 민감도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임에 따라 가격 변화가 심한 편이다.
이는 전망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충격이나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나
생산에 대한 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분적 확률분석(stochastic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유가, 경제성장률, 환율 등 여러
거시변수에 대한 1,000개의 상이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OECD-FAO 농업전망의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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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분석에 활용된 변동성은 과거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
보다 극단적인 변동성은 확률분석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농산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림 4> 일부 품목에 대한 실질가격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달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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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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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변수, 가령 가축질병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해당
분석은 부분 확률분석이다.
<그림 4>는 일부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전망 가격(projected price)의 민감도

는 90% 신뢰구간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확률분석에 따른 전망 가격의 90%가 해당 구간에
포함됨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곡물류에서는 쌀의 가격 민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쌀 생산이 상대적으로 기후 조건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바이오연료의 가격 민감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생산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
서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을수록 가격 민감도는 비대칭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FAO 식량가격지수 전망
1996년 도입된 FAO 식량가격지수는 2002-04년 5개 품목그룹별 평균 수출 비율을 가중치

로 한 명목가격 동향을 보여준다. OECD-FAO 농업전망에서 사용된 가정들을 사용하여 FAO
식량가격지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 명목가격은 향후 10년 간 연평균 0.7%씩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격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및 실질 가격지수 모두 2000년대 초반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
나 2008년과 2014년 고점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5> FAO 식량가격지수 전망
지수 2002-04년 = 100
2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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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FAO 식량가격지수(실질기준)은 FAO 식량가격지수를 미국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자료: OECD/FA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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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OECD-FAO 농업전망은 거시경제학적 조건과 관련 정책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된

다. 이러한 가정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
하고 있다. 또한 세계 농산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에 반영되지
못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일부 불확실성은 계량화할 수 있으며 전술한 확률분석을
통해 전망의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여러 요소들은 계량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망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1. 부분적 확률분석
부분적 확률분석은 품목별 실질가격 전망치의 구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농업전망의
다른 측면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망기간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 대한
전망치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4)를 계산함으로써 소비, 생산 등 전망치의 상대
적 산포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6>은 옥수수의 소비, 생산, 무역, 가격 및 재고에 대한 변이계수를 나타낸다. 재고의

변동성이 1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가격(11%), 무역(5%), 생산(3%), 소비(1%) 순으로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소비와 생산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외생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큰 가격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역과 재고는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고는 생산의 변동성이 커질 때 소비를 안정화하며 무역
또한 생산이 저조할 때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3.2. 계량화하기 어려운 기타 불확실성
3.2.1. 수요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요소는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바이오연료 정책과
4)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크기가 작을수록 평균값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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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 중국 정부는 11개 성(省)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에탄올 의무사용 정책을 2020
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에탄올 사용량을 18억
리터에서 29억 리터로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이 추가 수요를 수입을 통해 해결하고
자 한다면 세계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선호 변화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평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곡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일부 소비자 선호 변화는 최근의
추세를 통해 전망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채식주의의 증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의 변화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비만이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제공, 교육, 식료품 표기 규제 등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향후 전망기간 동안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칼로리 소비 수준 뿐만 아니라 식단의
구성 변화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3.2.2. 공급
농업생산은 기후 및 병해충 등 자연 조건의 변화에 취약하며, 이러한 영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수출이 일부 국가들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서 발생한 생산 충격은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정책 변화도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규제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그림 6> 옥수수 관련 변이계수(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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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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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거나 생산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특히 축산부문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OECD-FAO 농업전
망에서 예상한 수준 보다 높은 농업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보호제,
종자 및 비료 등 농자재산업은 최근 통합 및 시장 집중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경쟁의
감소가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3.2.3. 무역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은 농업의 무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의 EU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미국의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산 바이오디
젤 수입 규제 등 농산물 무역 이슈들의 세계 농산물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지라도
특정 품목과 관련한 양자 간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되
더라도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체 시장을 찾는 과정에서 당사국 간 무역 흐름이 영구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브렉시트(Brexit) 또한 공급과 관련한 불확실성 요소이다. 현재 영국과 EU 간 협상이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농업정책과 EU 및 기타 국가 간 농산물 교역과 관련한 정확한
협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브렉시트는 소고기, 낙농품, 양고기 등의 품목에 대한
일부 국가와의 양자 간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 총 11개국 5)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관세 하락을 통해 회원국 간 농산물 무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PTPP는 회원국 외 국가의 CPTPP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재협상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북미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농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 11개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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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품목별 전망
4.1. 곡물류
세계 곡물류 생산은 단수 증가에 힘입어 2027년까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가 옥수수와 밀 시장에서 세계 주요 생산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의 옥수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의 경우 태국, 인도, 그리고 베트남이 주요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며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쌀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곡물류
의 명목가격은 약간 상승할 것이나 실질 기준으로는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4.2. 유지종자
세계 유지종자 생산은 지난 10년 간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과 미국이 최대 대두 생산국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생산
규모는 비슷할 전망이다. 식물성 유지에 대한 수요 증가율은 보다 낮을 전망이며 인도네시아
와 말레이시아가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곡물류와
유사하게 명목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실질가격은 약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4.3. 설탕
사탕수수와 사탕무 생산은 지난 10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인도, 중국, 태국의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브라질이 계속해서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될 것이다. 선진국
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1인당 소비량이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성장과 도시화가 설탕 소비 추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탕의 명목가격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나 실질 기준으로는 하락세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4. 육류
2027년 육류 생산은 기준시점(2015-17년) 대비 15% 증가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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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생산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생산량 증가의 76%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소비자들은 보다 비싼 소고기나 양고기 등에 대한 소비를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국가가 육류의 주요 수입국이
될 것이며 필리핀과 베트남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과 미국의 육류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45%로 증가할 전망이다.

4.5. 낙농품
우유 생산은 파키스탄과 인도를 중심으로 전망기간 동안 약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기준 두 국가는 세계 우유 생산량의 32%를 차지할 것이며 늘어난 생산량은 대부분

내수시장에서 생우유로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의 경우 EU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27%에서 29%로 증가할 전망이다.

4.6. 어류
어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생산 증가는 모두 양식업의

성장에 기반하며 어로어업(catch fisheries) 생산량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1인당 어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어류 무역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수출
국, EU 국가들이 주요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7. 바이오연료
세계 에탄올 생산량은 2017년 1,200억 리터에서 2027년 1,310억 리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같은 기간 360억 리터에서 390억 리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의 국제가격은 향후 10년간 실질기준 각각 14% 및 8%씩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오연료 시장이 정책이나 운송연료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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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면화
면화의 경우 전망기간 전반 5년 간 생산 증가속도가 같은 기간 소비 증가속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2010-14년 누적된 재고를 소진해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최대 면화 생산국 자리를 유지할 것이며 세계 면화 재배면적은 중국의 재배면적 감소에도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 기준 미국이 계속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시장 점유율은 3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면화의 명목 및 실질 가격은 많은 재고량과
합성섬유와의 경쟁으로 인한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기준시점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참고문헌
OECD/FAO. 2018.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8-2027, OECD Publishing, Pari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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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중동 및 북아프리카 농업 전망과 과제
윤 선 희*

6)

1. 들어가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석유 수출로 고소득을 누리는 걸프지역부터 수단, 예멘 등 최빈개도
국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소득수준의 격차가 큰 특징이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식량 순수입
지역으로서 식량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다. 공급 측면의 불안정 요인은 경작가능 토지 면적이
협소하고 농업 생산요소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식단 및 영양 문제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최근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1.6%(2001~2016년)이며 석유
및 화학제품 등에 수출액의 2/3가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국내 소비 농산물의 65%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농업 자원의 특징은 경작지와 수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고온 건조한 기후적 특징으로 토지의 많은 부분이 사막이며 농경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
다. 또한 수자원이 매우 부족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물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곡물의
생산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농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10년간(2018~2027년) 주
요 농산물과 식량 수급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sunny35345@naver.com).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8-2027의
Special Focu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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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동 및 북아프리카 위치 및 특징
<특징>
<북아프리카>

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수단

- 아랍어 사용
- 이슬람 종교권
- 역사적, 문화적 유산 공유

<기후>

고온, 건조
사막지역
<중동>

예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이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은 영어 약자로 MENA로도 불림.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포함되
는 국가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위의 20개국을 대상으로 함.
자료: OECD/FAO(2018).

2.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업자원 이용 현황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업 환경은 물과 토지의 부족, 바람과 물의 침식작용에 따른 토지
의 노후화, 기후 변화로 인한 사막화 심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2.1. 경작 면적 및 토지생산성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경지 및 목초지는 총 국토면적의 1/3이고 나머지 면적은 도시
또는 사막이다. 또한 목초지를 뺀 경작 가능 토지는 5%에 불과하다. 건조한 기후로 농경지의
40%는 관개(irrigation)가 필요하고, 4%만 관개 없이 곡물 재배가 가능하다. 바람과 물의

침식작용에 의해 경작 가능한 토지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관개 토양의 염분 농도가
상승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 지역의 염분에 의한 농업 생산성 손실은 연간 총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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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토지 단위 면적 당 생산액은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 다음으로 낮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바레인 등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토지와 관개시설로 1ha
당 각각 6천 달러, 4천 달러의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반면,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등 국가는 1ha 당 약 1천 달러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표 1> 세계 지역별 농경지 단위 면적 당 생산액 추이
단위: 10 달러/1ha, 1년

구분
세계 평균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1~2014년

189

234

286

334

449

1,284

1,541

1,810

1,878

1,962

북아메리카

261

326

375

449

540

동아시아

209

269

364

518

829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38

169

213

258

373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55

67

79

104

146

중동 및 북아프리카

85

111

142

162

226

서유럽

주: 단위는 2004~2006년을 고정금리로 연평균 1ha당 10 달러임.
자료: OECD/FAO(2018).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1970년대 토지 단위 면적당 생산액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컸으나 이후에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원예작물인 오렌지, 토마토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인 토지생산성은 세계 평균보다 높으나,
온대작물인 밀과 유지작물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작물별 토지생산성은 물과
비료 등 투입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비료 투입으로 1ha 당 3톤 이상의 밀을 생산하고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원예작물과 곡물의 생산량은 면적 확대와 토지생산성 증가에 따라
증가하나 유지작물은 생산성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장은 규모가 작고 전문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원예작물에 비교우위를 갖지만 새로운 기술과 자본 투자 능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곡물은 저투입, 저수익 작물이므로 이 지역의 소규모 생산
자들은 원예작물과 곡물을 함께 생산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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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작물별 토지생산성 증감률
(1971~2016년, 전년 대비 평균 변화율)
단위: %

구분
세계 평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오렌지

토마토

밀

유지작물

생산량

2.3

3.5

1.7

4.4

단위당 생산량

0.4

1.4

1.7

2.2

면적

1.9

2.1

0.1

2,2

생산량

3.1

4.2

2.4

-1.0

단위당 생산량

0.6

2.5

2.2

-1.2

면적

2.5

1.6

0.2

0.2

자료: OECD/FAO(2018).

2.2. 농업용 수자원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안이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FAO에 따르면 이 지역 절반 이상의 국가는 2014년에
재생 가능한 수자원(renewable water resources)1)보다 많은 담수를 사용했다. 이는 수자원
생산성이 세계 절반 수준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World Bank 2018) 세계 최저 수준인 수도세
와 물 소비량에 GDP의 약 2%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의 연간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은 1,000㎥ 이하이다.
물은 농업의 주요 자원으로 수자원의 관리는 토양 황폐화를 막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수자원의 생산성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농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수자원 생산성은 사용된
물의 단위당 농산물 생산량으로 계산된다. 작물별 물리적 수자원 생산성은 채소와 과일이
높고 곡물과 축산물 등은 낮다. 토양의 비옥도, 병해충, 재배 기술 및 재배 시기 등을 보다
더 적절히 관리할 경우 물리적 수자원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수자원 생산성
은 사용된 물의 단위당 생산액으로 계산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경제적 수자원 생산성은
토마토, 양파, 사과, 감자, 올리브, 대추, 렌틸콩, 곡물, 소고기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경우 과일 및 채소를 생산할 때 다른 작물보다 적은 양의
1) 재생가능한 수자원(renewable water resources)은 강우에 따른 지표수와 지하수의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계산한 것
임(FA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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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농축산물 생산에는 물 이외에도 다양한 투입요소가 필요한
데 이용 가능한 토지 유형(목초지 또는 경작지)과 농장 위치(수자원 이용 방식), 경영주의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이 생산 품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3>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농축산물의 수자원 생산성 비교

품목

물리적인 수자원 생산성
(중간값, kg/㎥)

토마토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평균 생산자가격
(‘10~’16, US$/kg)

경제적인 수자원 생산성
(평균값, US$/㎥)

(1)

(2)

(1)*(2)=(3)

12.5

0.40

4.98

양파

6.5

0.42

2.76

사과

3.0

0.88

2.64

감자

5.0

0.45

2.23

올리브

2.0

0.90

1.80

렌틸콩

0.7

1.17

0.82

대추

0.6

1.33

0.80

콩

0.6

0.98

0.54

옥수수

1.2

0.45

0.51

쌀

0.9

0.59

0.51

육류

0.1

7.48

0.49

밀

0.7

0.51

0.33

땅콩

0.3

1.33

0.33

주: 물리적인 수자원 생산성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별 생산성의 중간 값이고 평균 생산자가격은 작물별, 국가별 평균가격임.
자료: OECD/FAO(2018).

2.3. 기후변화와 농업생산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변화는 세계적 추세와 같이 농업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은 지하수 고갈과 빈번한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지난 세기 동안
평균 기온은 0.5℃ 상승했다.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서부 지역은 강수량 감소와 온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 더 뜨겁고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는
지표수 손실을 가속화하고 가뭄 또한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성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세기말까지 총 농업 생산량
은 2000년 대비 2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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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기인 예멘의 경우 평균 기온이 2℃ 상승할 때 작물의 재배기간은 약 6주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겨울철 작물 재배의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강수량이 많아 생산성이 높아지는 한편, 홍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평균 기온은 대부분 상승하겠지만 강우량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 방식과 정책 등에
따라 다르며 적절한 대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도태되는 지역
또는 농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동 및 북아프리카 농수산업의 구조와 특징
3.1. 농업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1ha 미만의 소규모 농장이 많고, 적은 수의 대규모 농장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각 국가들은 규모화를 통한 농업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농업 부문별 근대화 정책이다. 이는 규모화되고 재정 능력이
있는 농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농업 전반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내외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수단과 이집트가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모로코와
<그림 2>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장 규모(1996~2003년)
%

＜ 1ha

＜1~2ha
＜ 10~20a

자료: OECD/FA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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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농경지 거래는 지난 2007~2014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이 상승한 시기에 외국 투자자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시기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이 자국의 식량 및 사료 곡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농경지 거래를 추진하였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농경지의 상당부분을 이들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단의 예를 보면 토지 거래조건이 투명하지 않거나 지역공동체와의 협의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어 사회적 비용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림 3> 걸프협력회의 6개국

쿠웨이트
JORDAN

바레인

GCC

카타르

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아라비아

UAE

오만

주: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1981년 5월 걸프만의 6개 아랍산유국(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
타르, 오만, 바레인)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임.
자료: OECD/FAO(2018).

중동 및 북아프리카 농업은 수자원과 농지의 부족, 소규모 농장 등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토지 면적의 60%에서 곡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곡물 생산액은 총 농산물의 15%에 불과하다. 국가별로는 상대적으로 빈곤
한 수단, 예멘, 이라크, 모리타니 등은 곡물의 재배면적 비중이 높고, 걸프협력회의 국가들과
레바논, 튀니지, 리비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등은 경작지 중 원예작물 생산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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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동 및 북아프리카 작물부류별 재배면적 비중(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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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8).

전반적으로 곡물의 단위 재배면적 당 수익은 낮으며 원예작물과 축산물의 수익성이 높다.
이란과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농업 생산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이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국가이다.
<그림 5>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별 농축산물 생산액(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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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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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산업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등 큰 규모의 강과 주요
국경의 수로를 포함한 담수와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천 유역을 벗어
난 지역의 경우 담수 자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수산업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양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산업이다. 지난 2016년 이 지역의 어획
(capture fisheries) 및 양식(aquaculture fisheries) 수산물 생산량은 1996년 대비 2.7배 증가

했다. 특히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동기간 19배 증가하여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
년 6% 수준에서 2016년에는 32%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지
만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전히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산물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규모와 생산량의 차이가 크며 이집트(73%)와 이란
(21%)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민간투자와 정책개발을 통해 양식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측면의 관심도 기울이고 있다.

3.3. 식량수입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생산량 증가율은 제한된 경작 면적과 낮은 생산성으로
수요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일과 채소
등 원예작물 생산은 수요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대부분 자급되고 있으나 곡물과
유지작물, 설탕, 감미료 등의 식품 수요는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총 상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총 식품 수입액의 비율은 국가의 식량 수입 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지표의 세계 평균은 약 5%이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몇 년간(2011~2013년) 8% 수준으로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식품 수입액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이
국가경제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2007~2008년 국제 식량 가격 급등에 따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등의 국가들이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취약한 식량수
급 구조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표 4>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6개국의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비교한 것이다. 알제리

를 제외한 5개국의 채소, 과일 및 견과류는 수출 경쟁력이 있지만 곡물과 수산물 및 축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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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노동집약적이고 물 소비가 적은 원예작물이 이
지역 농업 조건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4>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농축수산물의 비교 우위 지수(2011~2013년)
구분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알제리

10.21

8.80

10.56

16.07

-

0.09

과일 및 견과류

6.71

-

-

4.53

3.36

0.09

수산물

0.15

0.06

3.00

0.08

-

-

축산물

0.01

0.10

0.01

-

0.02

-

-

0.11

0.08

-

0.00

-

채소

곡물

주: 수출비교우위지수(Balassa Export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XRCA)는 개별 국가의 총 수출액에
서 차지하는 해당 품목군의 비중을 세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해당 품목군의 비중으로 나눈 지수임. 이 지수가 1 이상
일 경우 수출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함. 빈칸은 데이터가 없는 것임.
자료: OECD/FAO(2018).

3.4. 식량안보
인간은 다양하고 적절한 양의 식량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식량
안보가 보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경제적 능력)과 안정적인 식품 공급 능력, 정책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분쟁
(conflict) 여부이다. 분쟁국가(conflict country)와 비분쟁국가(non-conflict country)로 구분

하여 살펴볼 때 영양실조(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수준은 <표 5>와 같이 식량부족
인구비율2)로 나타낼 수 있다. 식량부족 인구비율이 5% 미만인 국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식량안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분쟁국가는 식량부
족 인구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비교적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되고 있으나, 분쟁국가
의 경우 28.2%로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3)의 평균(24.4%)보다 높은
영양실조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무작위로 선택된 국민들 중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식량의 섭취량보다 적은 양을 소비하는 인구 비율임.
3)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개도국은 수단, 예멘, 모리타니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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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내 분쟁국가와 비분쟁국가의 식량부족 인구비율 추이 비교
구분
전체

9.7

비분쟁국가
분쟁
국가

99~01

01~03

03~05

05~07

07~09

09~11

11~13

13~15

14~16

9.8

10.0

10.0

9.6

8.9

8.4

8.4

8.8

6.3

6.4

6.5

6.3

6.0

5.5

5.0

4.7

4.7

평균

39.0

28.4

28.9

29.1

28.5

26.6

25.3

26.1

28.2

예멘

29.9

30.7

30.9

28.9

27.1

25.7

24.6

25.2

28.8

이라크

28.3

26.6

27.4

29.3

29.6

27.2

25.9

26.7

27.8

-

-

-

-

-

-

25.9

25.7

25.6

수단

주: 분쟁국가 평균은 총 5개 분쟁국가 중 3개국의 자료로 작성됨.
자료: OECD/FAO(2018).

3.5. 농업정책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밀 등 주요 식량의 재배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식량 생산을 위한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빵 등 주식으로
이용되는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빈곤을 줄이기 위한 사회 복지수단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와 효율성 측면
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이러한 보조금 정책의 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주요 식량에 대한
보조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국내 밀 생산자 가격은 수입
가격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며 이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세계 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중동 및 북아프리카 농업전망
4.1. 소득 및 인구 변화 전망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업생산과 식량수급 전망은 거시경제적 발전, 인구통계학적 변화,
분쟁의 여부와 규모, 정책 등의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가구 내 식료품에 대한 지출액은 소득의 44%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6%로 전망되는데 이와 같은 낮은 소득 증가율은 식량 수급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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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는 식품 수요의 주요 변화 요인인데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였으나 앞으로의 인구 증가율은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약 1억 명 수준이며 농촌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향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체 인구 중 최빈개도국의 인구 비율은 60% 이상을 유지하고
걸프지역의 인구비율은 10%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1인당 GDP 성장률 현황과 전망
연평균 변화율(%)
6
4
2
0
-2
-4
-6
-8

평균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이란 요르단 레바논

2008~2017

기타
동부
국가

사우디
아라
비아

기타
걸프
국가

예멘

기타
최빈
국가

기타
걸프
국가

예멘

기타
최빈
국가

2018~2027

자료: OECD/FAO(2018).

<그림 7>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율 현황과 전망
기간별 변화율(%)
7
6
5
4
3
2
1
0
-1
-2

평균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이란 요르단 레바논

2005/2007~2015/2017

자료: OECD/FA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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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식품 소비 전망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1인당 칼로리 섭취량으로 추산한 식량 소비량은 소득 증가에 따라
연평균 0.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 국가들의 소비량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그동
안 소비량이 정체 또는 감소했던 최빈개도국들의 식량 소비량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큰 연평
균 0.6%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7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평균 1인당 1일 칼로리 섭취량(소
비량)은 3,200kcal이며, 이 중 걸프지역은 3,440kcal, 북아프리카 3,412kcal, 기타 서아시아
2,962kcal, 최빈개도국은 2,420kcal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단은 식물성 식품 비중이 높지만 앞으로 육류와 어류,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의 소비량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칼로리 중 89%는 식물성 식품이 차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식품 소비 경향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품 부류별 소비량 변화 전망
Kcal/1인당, 1일

주식

설탕, 유지류

기타 곡물

육류

자료: OECD/FAO(2018).

2027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1인당 연간 평균 곡물 소비량은 현재와 비슷한 약 200kg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약 60kg 많은 양이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주식인 밀의 소비량은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쌀 소비량은 동남
아시아 이민자 증가에 따라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빈개도국들의 경우 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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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조곡류(coarse grains)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설탕과 식물성 유지 등 고가
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로 섭취하는 열량의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식품 소비 증가는 이 지역의 연간 1인당 식물성 유지 섭취량을 현재 19kg에서 2027년
22kg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단에는 매우 많은 양의 설탕이 포함되며 건강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설탕 소비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
아, 튀니지 등의 설탕 소비량은 연간 1인당 40kg 수준이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체 평균
연간 1인당 설탕 소비량은 현재 32kg에서 2027년 34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품 부류별 소비량 변화 전망
Kg/1인당, 연간

밀

쌀

옥수수

기타 조곡류

자료: OECD/FAO(2018).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연평균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5kg(소매 기준) 수준으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중이 적은 편이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육류 소비량은 중기적으로 연평균
0.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 소비량 증가를 이끌고 있는 가금육의 경우 연평균
1% 증가 추세이며 최근에는 연간 1인당 18kg을 소비하고 있다. 향후 걸프지역의 육류 소비

량이 연간 1인당 54kg으로 가장 많고 최빈개도국의 경우 국내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수산물 소비량 증가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연평균 4%로 크게 늘어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가운데 가금육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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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 변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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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8).

4.3. 생산전망
농업 발전은 국내외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건조하
고 협소한 농경지, 부족한 수자원과 기후 변화 등 환경적 제약 요인들을 해결하여 지속가능
한 농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제 시장과의 가격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데 이 지역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 지역은 국내 농수산물의 실질가격 하락뿐
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부족과 농업기술 개발 부진, 투자 부족 등에 따라 효율성 및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농수산업
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3%라는 매우 더딘 속도로 성장하였다.
향후 농수산업의 완만한 성장 전망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 개선과 일부 국가의 분쟁
해소, 투자 증가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
카 전체의 향후 농수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1.5%이며 이 지역 농수산업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집트와 이란은 연평균 각각 2%, 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업은 곡물 재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농산물
생산량 증가는 주로 면적 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단위당 수확량을 늘려 수익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전체 경작면적은 중기적으로 현재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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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2027년) 이 지역의 주요 작물인 밀의 생산량은 현재보
다 22% 증가하고 최대 생산국인 이란의 생산량 비중은 현재 32%에서 35%로 3%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쌀의 2/3를 생산하는데 재배면적 증가 속도가
느려 2027년까지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추출되는 설탕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생산량 증가 추세가
가장 빠른 농산물 중 하나다. 이집트의 재배면적 확대로 지난 10년 동안 사탕무의 이 지역
전체 생산량은 연평균 6.4% 증가했으며 향후 10년간 사탕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연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사탕수수 생산량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연평균 0.8% 증가하고 전체 설탕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 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우유 생산량은 서아시아와 최빈개도국의 생산량
감소로 정체되었는데 앞으로는 정책 지원을 통해 연평균 1.6% 증가할 전망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체 우유 생산량 가운데 이란과 이집트가 각각 20%, 18%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우유 소비 형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선우유 상태로 50% 소비하고 나머지는 치즈와
버터형태로 각각 18%, 16%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총 축산물 생산량은 연간 약 1,000만 톤(도체 중량)인데 이 중 60%는 가금육이며
쇠고기와 양고기를 합쳐 20% 내외를 차지한다. 향후 축산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로 축산물
생산량이 연평균 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빠르게
<그림 11>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주요 농축수산물 생산량 증감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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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집트의 가금육 생산량은 앞으로 연평균 2.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체 소 사육량 가운데 60% 이상을 최빈개도국
들이 기르고 있으며 이는 약 4,500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 국가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소를 사육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아 생산량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 전체의 22%에 불과
하다.
수산업은 여전히 어획 수산물의 비중이 크며 연간 총 4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어획 수산물 생산량은 수산물 자원의 감소에 따라 연평균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그림 12>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량 순수입량 전망

북아프리카

걸프지역

서아시아

최빈개도국

자료: OECD/FA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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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두 배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총 200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양식 수산업 생산량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이집트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4. 무역전망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세계적인 식량 순수입 지역으로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국제 식품 무역량
중 곡물은 27%, 설탕 21%, 가금육 20%, 양고기 39%, 탈지분유 20%, 전지분유(whole milk)
30% 등 상당히 많은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 지역의 식량 소비량은 향후에도 국내

생산량을 상회할 것이며 순 수입량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및 북아
프리카의 2027년 밀 수입량은 5,800만 톤, 조곡류는 6,5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식량을 수입하는 곳은 북아프리카이며 서아시아 지역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걸프 지역은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은 축산물과 수산물을 상대적
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최빈개도국들은 수산물의 순 수출국이며 이 수출량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의존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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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협 요소와 불확실성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량 수급은 지역 안팎의 위협요소와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분쟁은 식량 소비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도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영양 공급 문제와 원유 가격 변동성 등이
있다.

4.5.1. 영양 공급 문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단 또는 영양 공급 문제는 영양실조(malnutrition), 영양 부족
(undernourishment), 과식 및 비만(over-nourishment or obesity)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양 부족의 경우, 분쟁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문제가 차츰 줄어들고 있으나 영양실조
와 과식 및 비만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Arab Horizon 2030; FAO/UNEC, 2018)4)에서 아랍 지역의 영양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내외 식량 가격과 식량 수입의존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OECD-FAO Aglink-Cosimo 모델을 사용하여 FAO 및 WHO의 권고에 적합한
건강한 식단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인당 1일 총 2,200kcal를 섭취하되 곡물은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설탕과 지방도 줄이고 육류와 계란 섭취는 두 배, 유제품은 세 배로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식단으로 나타났다. 섭취 칼로리의 30%가 소모(waste)되는 것을 가정할 때 1인당
1일 권장섭취칼로리는 3,100~2,860kcal가 된다.

위 식단을 아랍 지역 식량 생산에 적용한 시뮬레이션(다른 요인의 영향은 제외)에서
육류 생산량은 현재 200만 톤에서 2030년에 1,300만 톤으로, 유제품은 동 기간 500만 톤에
서 2,500만 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식단에서 1인당 곡물 소비량은 감소하지만
전체 곡물 수요량은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에 따라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료용 곡물의 수요는 이전보다 6배 증가하며, 지역 내 생산은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용 곡물 수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식단을 적용한

4) 아랍 지역의 빠른 식량 소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란을 제외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함(FAO/UNES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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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의 자급률은 위의 식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식단
의 변화는 아랍 지역 국민들의 영양 상태를 보다 향상시키지만 축산물과 사료용 곡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식량 자급률을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4.5.2. 원유 가격 전망
중동 및 북아프리카 경제는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14>는 국제 유가 변동이
식량 소비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2027년 국제 유가가 기준 가격인 배럴당
76달러보다 높은 122달러로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면, 국제 곡물 가격은 10% 상승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곡물 소매가격은 6%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인당 GDP는 이집트가
1%, 사우디아라비아는 1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1인당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식량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도움으로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빈개도국에 속하는 예멘은 2027년까지 GDP가 8% 증가하고
칼로리 섭취량도 2.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식량 수급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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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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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업과 식량 수급, 무역, 식생활 패턴, 경제성장 정책 등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서서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소비량, 특히 식단 변화에 따른
육류 소비량의 증가와 농업 생산을 위한 수자원의 부족, 수입 의존적 식량 수급구조 등의
변화가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이 지역 식량 수급의 과거 추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육류와 우유, 옥수수, 유지작물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축산물 생산량은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곡물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를 제한하기 위해 밀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주요 곡물 소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러
한 정책의 결과, 물 사용량이 많은 곡물의 재배면적이 전체 농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식량 안보 및 농업 정책의 대안은 농촌 개발, 소규모 농장의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 지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이다. 이는 주식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보다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책들과 차별점이 있다. 과일과 채소
등의 원예작물은 물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으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많은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가진다.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산은 농가소득 증가와 영양 개선,
물 절약 등 이점이 있는 한편 생산에 있어서 보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며 가격 변동 등의
위협 요소도 존재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과 식량 안보 분야에서 정책의 초점은 국민들의 안정적이
고 건강한 식생활에 맞춰지고 이를 위해 주어진 자원 안에서 효율적인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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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농촌개발Ⅱ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자연경관, 전통문화 활용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사례

유은영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활용 사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사례
유 은 영 * 5)

1. 들어가며
농촌지역은 장기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구과소화와 기반시설의 부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의 부족 등이 그동안
농촌사회가 지켜왔던 중요한 가치들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농촌지역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하면서 사회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HISTCAPE1) 프로젝트에선 2014년에 ‘문화유산, 자연경관, 그리고 농촌 개발’ 이라는 제목

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농촌지역의 위기를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보존하는 방식
으로 해결한 유럽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세계농업에서는 2회에 걸쳐 HISCAPE가 소개한
유럽 농촌의 우수사례와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한국도 농촌이 가진 문화자
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한국의 농촌지역에 유럽의 우수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호 1회 차2)에서는 농촌 지역의 낙후된 전통산업을 지역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와 전통 건축 양식 및 건축물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인 2회 차에선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활용한 지역개
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ordtime84@krei.re.kr)
1) HISTCAPE(Historic Assets and Related Landscapes)은 역사적 자산과 이와 관련된 자연경관)는 유럽 지역 개발 펀드
의 지원을 받는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INTERREG IVC) 중 하나임.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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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례
2.1. 그리스 산간마을 님페오의 자연경관, 전통 건축물 및 문화를 활용한 지역개발 사례
많은 농촌 지역들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전통 산업은 도태되고, 농업은 과거만큼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젊은 세대들은 더 나은 기회를 얻으려고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스의 북서부 산간지역에 위치하는 님페오(Nympheo) 마을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19세기엔 가장 유명한 금은세공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980년대엔
마을의 주민이 8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지역 공동체는 어떻게 장기간
의 침체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림 1> 그리스 님페오(Nympheo) 마을의 전경

자료: HISCAPE(2014),

님페오는 알바니아(Albania) 국경에 인접한 마케도니아(Macedonia) 서부의 산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이곳은 섬과 해안가가 보이는 그리스의 전형적인 풍경이기보다는 숲이 우거
지고 바위투성이의 산지 풍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의 타 지역에 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적은 편이다. 이 마을은 1385년경에 발견되었는데, 자신들만의 언어와 풍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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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민들로 이루어져있었다. 1630년경에 주민들이 지역에서 은을 채굴하
기 시작하면서, 고품질의 보석과 식기류 등의 세공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주민들
은 상인으로서의 재능도 뛰어나 유럽의 타 국가와 세공품을 거래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뛰어난 세공기술과 사업능력으로 마을은 번성하였고, 화려한 석조건축물과 종교건축물들이
세워지면서 마을의 외관도 화려해졌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 주변 해안과 더 가까운 큰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은세공업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상권이
침체되면서 주민들은 서서히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구 유출과 경제적
몰락이 역설적이게도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막았다. 지역발전이라
는 명목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현대 산업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20세기
후반에는 소수의 주민들만 남았지만, 이들은 그리스의 산 속에서 이어온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마을을 지키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마을

에 남겨진 주민들과 과거에 이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 주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 님페오의 주요한 3가지 유산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했다. 3가지 유산은
바로 주변 자연 경관과 야생생물, 역사적인 건축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지역
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다. 자신들이 풍부한 자연 유산과 건축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자원봉사조
직을 만들어 숲 보호, 주변경관 정화, 건축물 수리 등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의 이러한 노력이 점차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유명한 기술자들과 건축가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재능기부 형식으로 도움을 주어 님페
오 주민들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왔다.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도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을 했다. 테살로니키(Thessaloniki)시3)의 YMCA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님페오에 청소년
여름캠프관을 설립했다. 비영리, 비정부조직인 ARCTUROS에선 불곰 보호를 위한 유럽센터
를 이곳에 설립하였다. 님페오의 주변 산이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야생 불곰의 서식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님페오 중심에 있는 역사적인 학교 건물도 개조하여, 사무실, 통역
센터, 회의실,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3)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이자, 그리스령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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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CTUROS 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자료: HISCAPE(2014).

이러한 활동에 이어 1990년대 초, 지방자치조직인 ‘새로운 관점(New Perspective)’이 지
역사회를 관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지역 주민과 함께 님페오의 재생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
을 하고 회복력을 갖는 것이다. 계획의 최우선 과제는 자연경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보존
하는 것, 건축유산과 고고학적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지역사회의 전통, 관습, 역사를
인식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면서 님페오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역의 경제 성장만을 바라지 않고, 환경보호와 역사적
인 유산의 보존을 근간으로 한 지역발전을 구상하였다. 곧 사람들은 마을과 주변경관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타 지역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였고, 마을로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마을에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조화를 이루는 집을 지어 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노력
했다.
님페오는 여전히 보존활동을 근간으로 한 지역개발을 잘 해내고 있고, 그리스 전역에
님페오를 알리고 있다. 현재 님페오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고,
그리스 중앙정부인 문화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매년 지역의 농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
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들이 협력하여 전통 음식을 생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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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님페오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긴장감을 놓지 않고 주기적으로 주민회의를 갖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엔 하이킹이나
생태계여행, 말타기 체험과 같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몇몇 역사적인 집들을
작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으로 개조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지역 주민들은 관광업의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또 경계하면서, 함께 의견을 나누며 조심스럽게
이러한 활동들을 차근차근 실행해나가고 있다.

2.2. 리투아니아 남부, 피바시유나이 마을의 자연경관과 무형문화를 활용한 사례
지역사회의 정신은 겉보기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건축물, 자연경관, 전통문
화 등의 요소들과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특히 무형유산은 장소, 사람, 세대와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더욱 보존하기 어렵
다. 무형유산이 없다면 장소는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고 자연경관도 저평가되며 지역주민들
간의 연결성도 약화될 것이다. 지역사회가 번성하고 지역의 정신이 유지되기 위해선 무형문
화유산을 인식하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을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까?
피바시유나이(Pivašiūnai) 마을은 리투아니아 남부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다. 마을의 주변에
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마을의 중심에는
지역사회와 지역의 정신적 중심부라고 할

<그림 3> 성모마리아 교회의 그림

수 있는 성모마리아 교회가 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교회는 당시부터 지역사회의 중
심역할을 했고, 마을사람들은 교회 주변에
가족의 묘지를 만들었고, 나무로 만든 묘비
에 추억들을 세기기도 했다. 교회의 중앙에
있는 제단은 성모마리아를 묘사한 고대 그
림으로 꾸며져 있다. 교회와 제단 그림의
명성이 커지면서 마을뿐만 아니라 넓은 권
역 범위에서도 교회가 중심지 역할을 하게

자료: HISCAP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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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순례자들은 믿음과 신뢰를 기리고자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이웃지
역인 주키야(Dzūkija), 빌뉴스(Vilnius), 리다(Lyda)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곳을 찾는 순례
자들이 증가하면서 피바시유나이 마을은 리투아니아의 주요 성지순례의 목적지가 되었다.
그러나 여느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피바시유나이도 침체를 겪으면서 성시순례지로서의
명성도 잊혀져갔다.
2000년대부터 성지순례 전통

<그림 4> 성모마리아 교회 앞 성지순례 행사

의 중요성을 확립하고 전통을 보
존하고자 지역주민들과 더 넓은
권역의 지역사회 및 종교 조직들
이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첫
번째 주요한 실천은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무형유산
과 교회, 마을, 주변경관의 연관성
또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은 무형문화와 여러 세대들, 주변
지역사회들과의 연관성까지도 중
시하면서 과거의 성지순례 길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였다. 2004년

자료: HISCAPE (2014).

에 이들은 피바시유나이 마을을 포함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성지순례 길을 연결하
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웃마을뿐만 아니라 폴란드로 이어지는 순례길까지 모두 복원하
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성지순례의 주요한 종착지였던 성모마리아 교회를 복원하
는 일에 박차를 가했다. 교회 복원작업은 시의 지역개발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프로젝트에는 교회 건축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확립하고, 성지순례 길을 따라
이어지는 주변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주민과 주변 지역사회 및 종교조직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다양한 곳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 국가, 국제기관 등에서 교회를 복원하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은 것이다. 2005년부터 리투아니아 문화부 산하에 있는 문화재청에서 자금 지원 대상에
교회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하여, 이후 지자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에서도

72 ∙

세계농업 2018. 9월호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지원을 하였다. 종교 단체들도 순례자 조직들을 구성하고 웹사이트나 책자를 통해 사람들에
게 순례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을 위한 모델을 구상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
을 포함하여 지자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교회
와 고대그림을 보존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순례자들이 쉬고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일기스(Ilgis) 강 주변에 휴양시설을 조성하였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등을 교회 주변 길가에 설치하기도 했고, 2012년엔 교회 근처 건물을 개조하여 순례자들

이 음식을 준비하고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최근엔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순례자 박물관도 만들었다.
지역사회는 그동안 그들의 가치있는 무형유산을 인식하고, 무형유산과 지역의 건축물,
그리고 자연경관을 연계하는 데 집중했다. 관련된 건축물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재생시킴
으로써 무형유산의 의미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형
유산과 유형유산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속가능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마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사회적 결속력도 증진시켰다. 또한 마을은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순례자들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지역주민들도 더 적극적
으로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3. 다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개발 활용 사례
3.1. 스페인 카스타야이레온 주의 문화유산 관리와 사베로 시의 산업유산 활용 사례
문화유산은 주변경관, 환경, 그리고 미래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문화
유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폭넓은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스페인의 카스타야이레
온(Castilla y León) 주에선 문화유산을 관리하고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인
‘PAHIS계획’을 진행하였다. ‘PAHIS계획’을 소개하고, 이 계획에 따른 실천사례로 농촌지역

인 사베로(Sabero) 시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페인의 카스타야이레온 주는 그야말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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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이곳에 있는 문화유산은 스페인 모든 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다. 폭넓은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UNESCO에서 지정한 8개의 세계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법적으로 보호 대상 유산으로 분류된 문화유산이 많고,
역사적 장소, 박물관, 성터 등과 함께 세계에서 로마풍의 예술작품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전 지역에 고대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전통 건축 유산,
2세기에 걸친 산업 유산, 많은 양의 무형문화유산까지 있다. 즉, 카스타야이레온 주는 구석기

시대부터 최근의 역사까지 인간의 진화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시대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카스타야이레온 주에 있는 모든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의 계획인 ‘PAHIS 계획’이 진행되었다. 이
계획에는 연구조사와 보존, 문화유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 주민들이 문화유산
을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PAHIS 계획’에선
문화유산의 범위에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모든 유형 및 무형유산을
폭넓게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사회
적 결속력을 증진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문화유산을 보전하
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개발하는 등 문화유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중시한 것 역시 ‘PAHIS 계획’에서 주목할 점이다.

3.1.1. PAHIS계획의 실천: 사베로 시의 광산 계곡(2009~2011)
카스타야이레온 주에 있는 사베로(Sabero) 시의 광산 계곡은 19세기에 광산업과 철강산업
이 발달한 지역이다. 1990년대부터는 광산업과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광산이 폐쇄되었다.
이에 따라 광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
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한 결과, 산업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으로 관광업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PAHIS 계획’의 일환으로 사베로 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문화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선 문화자원으로 사베로의 광
산 계곡이 가지고 있는 산업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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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통해서 먼저,

<그림 5> 사베로(Sabero) 시 광산 계곡 전경

어떤 산업유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보존하고
자 했고, 여기에 더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과 역사를 재조명하여 문
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
치와 의미를 재창조하고

자료: HISCAPE(2014).

자 했다. 또한 유산이 복구
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들과 문화유산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문화유산의 목록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광산
계곡의 지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유산을 확인하며 광산업과 관련된 역사적, 기술적 정보들을
수집하고자 방대한 지료들을 모으고 분석하였다. 자료를 근간으로 이 지형의 지도도 제작하
였고, 최종적으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단계의 결과물을 관련 행정담당자와 기관에 보여주고 자료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게 이 문화유산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행동지침들에 대한 동의를 얻고, 앞으로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과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프로젝트를 알리고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개별의 문화유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지에
대해 전략을 세웠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철강제품을 생산하던 건물을 지역의 철강산업
과 광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재활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사베로 박물관은 해당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 마을의 경제를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산 계곡 전체가 관광지로서
주목받는 데 일조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사베로’라는 지역을 홍보할 수 있었고, 사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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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광산계곡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림 6> 사베로(Sabero) 박물관

적 역사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문화유산으
로 인해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호텔산업과 요식업도 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
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문화적 가
치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 역
사적, 산업적 유산을 복구하는 작
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율도 높아
졌다.

자료: HISCAPE(2014).

3.2. 에스토니아 사레마 섬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역사적 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사례
에스토니아 동부 해안에 위치한 사레마(Saarema) 섬은 3가지의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질학적인 역사로 보면, 사라마 섬의 대부분의 산은 4억 년 전 형성된 탄산염기반암으
로 되어있고, 석회암 절벽들, 카르스트 지형, 유럽에서 처음 발견된 운석공인 카알리(Kaali)
등도 있다. 생물학적인 역사로 보면, 섬의 거의 절반 정도가 고대의 넓적한 잎과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30종이 넘는 독특한 난초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흑기러기와
백조를 포함한 수천가지의 철새들도 이 섬을 방문한다. 인간의 역사로 보면, 기원전 9천년
경의 중석기 시대부터 시작된다. 이보다 최근의 문화 유적지로는 13세기에 만들어진 발트
해안에 있는 유일한 중세 요새 케르샤어(Kuressaare) 주교 성, 작은 마을들, 성당, 풍차
등이 있다. 어떻게 이 자연과 문화를 모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과도 소통할 수 있을까?
몇몇 기관들이 사레마섬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문화적 유산과 관련한 보존 및 보호 활동
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사레마
섬에서 진행된 첫 번째 좋은 실천은 이 다양한 기관들 간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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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한 것이다. 자연과 문화를 주제로 한 기관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와 에스토니아의 국가환경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다. 이러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사레지오파크(Saarte
Geopark)다. 이 기관은 조직원으로 사레마 섬이 속해있는 사레(Saare) 주 내의 지자체들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협의체들과 개별조직체들이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 사레지오파크에는 자연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기관의 주요 기능은 사레마섬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탐색하고 보존하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레지오파크는 관련된 각 기관들을 감독하고,
공공기관들과 개인협의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레지
오파크는 역사유산과 자연유산이 대중의 관심을 근간으로 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두 번째 주요한 실천은 지질학적, 생물학적, 문화적 유산을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 작업은 사레지오파크가 다년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장소와 유산을 탐색하고 목록화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
가, 세 번째 주요한 실천으로
사레지오파크는 섬의 모든 지

<그림 7> 사레지오파크에서 제작한 디지털 지도

질학적, 생물학적, 문화적 유산
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고, 지
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
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맵도
개발했다.
마지막 주요한 실천은 사레
지오파크에서 그들이 진행한
작업의 결과와 사레마섬의 특
별함을 대중에게 홍보한 일이
다. 사레지오파크에서는 다양
한 언어로 된 안내판과 도로표

자료: HISCAP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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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판을 세우고, 홈페이지와 홍보
물을 제작하였다. 지질학적, 자연

<그림 8> 판가(Panga) 절벽에 세워진 자연 및
문화 보존 관련 안내판

적, 문화적 유산이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여행코스를 담고 있는 지
도를 인쇄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사레지오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유럽의회의 환경 투자 센
터에서 지원하였다. 사레지오파
크의 설립은 사레마섬이 새로운
지역개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
루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고
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자료: HISCAPE(2014).

사레마섬의 지역개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레마 지역정부협회에서는
사레지오파크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른 섬들과 연계 협력하여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4. 시사점
지금까지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보존하고 증진해나가면서 동시
에 사회경제적인 발전도 이룬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농촌의 문화유
산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분야와 학문 간의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분야, 농업과 비즈니스 분야, 건축분야 등의 필요한
다양한 학문분야를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체인을 창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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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더 만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련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들도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문화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과 지역 활동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종
농촌 주민들이 보기에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가들이 지역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재생하고 문화
유산과 자연경관을 보호하려는 활동을 먼저 시작한 사례들이 있다. 자신들의 지역사회가
지켜온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직접 강구한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험난한
과정을 겪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농촌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지자체 주도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회의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전문가를 섭외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의 참여로 좋은 성과를 낸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농촌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일은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유산과 농촌의 자연경관을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지역 내외부의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문화유산을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경제모델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으론 문화를 보존하는 일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업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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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경제적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그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통 건축물과 같은 문화유산을 경제적으
로 활용하려고 대대적인 수리를 하기 보다는,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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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말산업 동향

일본의 말산업 동향
서 명 천 * 4)

1. 서론
2017년 기준 일본에서 사육되고 있는 말의 총 두수는 7만 4,660두이다(農林水産省,
2018). <표 1>은 일본의 말 용도별 사육두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1993년부터 2015년까

지 그 추이를 살펴보면 경종마(경주용마)1)와 농용마(중종마)2)의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승용마(승계마3))의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본의 말 용도별 사육두수 추이
단위: 두

연차

경종마
(경주용마)

농용마
(중종마)

1993년

72,779

1998년

64,120

2003년

승용마
승계마

소형마

28,378

9,797

3,040

22,412

11,646

2,377

56,088

15,057

13,755

1,562

재래마

비육마

합계

2,361

6,778

121,093

2,892

10,260

111,330

2,301

13,136

101,947

2008년

45,298

8,888

15,829

1,178

1,860

10,098

83,151

2010년

43,954

7,716

16,147

1,119

1,857

10,628

81,421

2013년

41,368

6,208

624

1,879

74,302

2015년

40,866

5,105

669

1,817

69,041

자료: 日本馬事協会(https://www.bajikyo.or.jp/index.php: 2018.8.17.); 日本軽種馬協会(https://jbba.jp/:
2018.7.29), 中央畜産会(http://jlia.lin.gr.jp/: 2018.7.29)

*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책임연구원 (mcsir@kra.co.kr).
1) 경종마는 경주용으로 활용되는 더러브렛(Thoroughbred)종과 아랍(Arab)종을 가리키는데 대부분 더러브렛종으로 보아도 무
방함. 또한 더러브렛종에는 순수 더러브렛과 더러브렛계가 있는데 경마는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국제혈통서에 기초하여 순수
혈통으로 통일하고 있으므로 순수 더러브렛을 경마에 이용하며, 현재 경주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종마의 대부분이 순수
더러브렛임. 참고로 더러브렛은 17세기 영국에서 경주능력이 우수한 말을 개량 발굴하기 위해 영국 재래 암말에 아랍 수말을
교배시켜 탄생된 품종으로 자연교배에 의해 생산된 말을 가리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경마공원과 부산경남경마공원
에서 경주마로 활용되고 있음.
2) 농용마는 과거 농경용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주로 반에이 경마용과 관상용으로 활용되며, 퇴역 후에는 비육용으로 쓰이고
있음. 여기서 반에이 경마는 약 1톤에 이르는 말(중종마)이 200m 모래 위에서 썰매를 끌면서 경주력과 지구력을 다투는
경마를 말하는 것으로 홋카이도 오비히로시(帯広市)에서 실시되고 있음
3) 승계마(乘系馬)는 승용계통의 말이라는 의미로써 순수 품종 외에 경마장에서 퇴역한 경종마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퇴역한
경종마가 상당부분 승용마로 활용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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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일본에서 사육되고 있는 말의 총 산출액은 421억 엔이다. 이는 경종마 370억

엔과 그 밖의 말 산출액 51억 엔을 합한 수치이다. 참고로 2015년 기준 농업 산출액은
8조 7,979억 엔이고 축산부문 산출액은 3조 1,179억 엔으로, 말 산출액은 축산부문 산출액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홋카이도가 369억 엔으로 경종마
부문 산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승용마를 비롯한 기타 말의 산출액은 구마모토현(27
억 엔), 홋카이도(14억 엔), 아오모리현(4억 엔), 후쿠오카현(4억 엔) 순으로 나타났다(農林水
産省, 2017).
홋카이도 지역은 일본 전체 경종마 생산두수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말 생산단지로
서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홋카이도 내 히다카(日高) 지방이 전체 생산두수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말 생산 비중이 매우 높다. 히다카 지방은 2015년 기준 농업산출액이 약
380억 엔인데, 이 중에서 경종마 산출액이 약 50%에 달할 정도로 말산업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생산두수에 있어서 히다카 지방이 이부리(胆振) 지방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G1 레이스(JRA)에 있어서는 최근 10년 동안 이부리 지방에서 생산
된 말이 우승두수가 많아 히다카 지방에서의 ‘강한 말 만들기’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農林
水産省, 2018).
본고는 일본 말산업 가운데 경종마 생산과 유통, 이용으로 이루어진 경마산업을 비롯한
승마산업, 마육산업을 살펴보고, 주요 말산업 정책도 농림수산성의 최신자료에 근거하여
들여다보고자 한다. 특히 승마산업과 마육산업은 각각 승마클럽 크레인과 센코팜이라는
민간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그 동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경마산업
2.1. 생산
2015년 기준 일본의 경종마(순수 더러브렛종) 총 사육두수는 국내산 4만 866두와 수입산
253두를 합한 4만 1,119두이다. 국내산 기준으로 볼 때 1993년 7만 2,779두에서 43.8%

감소한 상태인데, 지방경마장의 입사두수 감소로 인한 종빈마의 사육두수 감소가 주요 원인
으로 분석된다.

92 ∙

세계농업 2018. 9월호

일본의 말산업 동향

<표 2> 일본 경종마 사육 현황
단위: 두

번식마

연도

육성마

경주마
중앙경마

국내합계

종모마

종빈마

당세(0세)마

1세마

지방경마

1993년

767

17,191

12,591

12,230

6,418

23,582

72,779

1998년

506

13,169

10,241

10,322

6,612

23,270

64,120

2003년

389

11,499

8,774

8,599

7,802

19,025

56,088

2008년

284

10,268

7,378

7,155

8,096

12,117

45,298

2013년

231

9,322

6,843

6,495

7,926

10,551

41,368

2015년

227

9,404

6,856

6,559

7,890

9,930

40,866

자료: 農林水産省(2017).

일본의 경종마 생산두수는 2015년 기준 6,840두이다. 미국 2만 600두, 호주 1만 2,638두,
아일랜드 8,780두, 아르헨티나 7,454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생산두수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1996년 8,990두에 비하면 23.9%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1> 세계 경마 주요국 더러브렛종 생산두수 추이
단위: 두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96

1998

미국

영국

2003

프랑스

2008

호주

2013

2015

일본

한국

자료: 農林水産省(2017).

이와 같은 경종마 생산두수의 감소는 종빈마 사육농가 수의 감소와 그 추이가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더러브렛종 종빈마 사육농가 수는 893호로 1993년 2,02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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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1993년 8.5두에서
2015년 10.5두로 농가의 사육규모는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사육두수별로 살펴보면
40두 이하 사육규모의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41두 이상의 사육규모

농가 수는 증가하고 있어 경종마 사육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종빈마(경종마) 사육농가 수 추이
단위: 호, 두

연도

사육
호수

사육두수규모
6~10두

11~20두

평균
21~40두

41두 이상

(두수/호)

1~2두

3~5두

1993

2,026

373

475

688

396

76

18

8.5

1998

1,648

278

414

599

293

47

17

8.0

2003

1,468

320

355

448

279

50

16

7.8

2008

1,121

225

275

357

196

47

21

9.2

2013

959

237

224

246

184

44

24

9.7

2015

893

203

199

241

175

47

28

10.5

자료: 農林水産省(2017).

한편 경종마 생산농가의 경영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말 1두당 조수익은 486만
엔, 생산비는 424만 엔(가족노동비 제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은 62만 엔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34만 엔에 비해서도 개선된 수치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노동비를
계상한 생산비는 570만 엔으로 전년도 540만 엔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회복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경종마의 경영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2.2. 유통
일반적으로 경종마는 3월~5월에 태어나고 생산목장 또는 육성목장에서 약 2년의 육성기
간을 거친다. 그리고 중앙경마의 경우 트레이닝센터를 거친 후 경마장으로 입사하여 레이스
에 출주한다. 생산목장에서 생산된 말이 육성목장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주로 경매 또는
개별거래를 거치는데, 자체 육성 후 트레이닝센터로 이동시키는 일부 기업형 목장을 제외하
고, 대부분은 중소규모 육성목장에서 전문 육성을 시키는 편이다. 육성은 초기육성(생후
6개월까지), 중기육성(이유기 이후 생후 18개월까지), 후기육성(생후 18개월부터 24개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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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으로 구분되며, 초기육성은 사람과 말의 신뢰관계를 형성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분만 후 몸 전체 쓰다듬기, 끌어안기, 굴레 씌우기, 방목하기 등의 기초 둔감화와 민감화
과정이 진행된다. 중기육성은 기초체력을 조성하는 등 1세마 경매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
의 순치를 말하며, 후기육성은 사람이 말 위에 타서 걷고 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실시된다. 경매는 당세마, 1세마, 2세마 경매로 나뉘어 실시되며, 생산두수의 약 3.4%는
당세마 경매, 36.1%는 1세마 경매, 4.3%는 2세마 경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우선 당세마 경매시장을 살펴보면 2017년 당세마 상장률은 3.1%로 1993년 1.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 8.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낙찰률
은 86.4%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낙찰마 평균가격 역시 4,941만 엔으로 1993년 1,128만
엔에 비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다.
<표 4> 당세마 경매시장 성적 추이
단위: 두, %, 천엔

연도

해당세대
생산두수

상장두수

상장률

낙찰두수

낙찰마
평균가격

낙찰마
중간가격

1993

10,118

167

1.6

36

21.6

406,078

11,280

9,064

1998

8,493

430

5.1

204

47.4

5,913,180

28,986

20,475

낙찰률

낙찰총액

2003

8,554

565

6.6

291

51.5

8,244,548

28,332

17,850

2008

7,370

632

8.6

304

48.1

8,618,505

28,350

21,000

2013

6,836

278

4.1

173

62.2

5,962,530

34,466

23,100

2017

7,080

220

3.1

190

86.4

9,387,900

49,410

34,020

자료: 日本軽種馬協会(https://jbba.jp/: 2018.7.29.)

1세마 경매시장은 상장두수, 상장률, 낙찰두수, 낙찰률, 낙찰총액, 낙찰마 평균가격에

있어서 당세마, 2세마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높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7년
1세마 상장률과 낙찰률, 낙찰마 평균가격은 각각 34.9%, 78.8%, 1,043만 엔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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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세마 경매시장 성적 추이
단위: 두, %, 천엔

연도

해당세대
생산두수

상장두수

1993

10,407

1,658

15.9

상장률

낙찰두수
450

낙찰률

낙찰총액

낙찰마
평균가격

낙찰마
중간가격

27.1

3,261,320

7,248

5,253

1998

8,668

1,910

22.0

699

36.6

4,816,140

6,890

5,250

2003

8,747

2,412

27.6

655

27.2

3,347,925

5,111

4,200

2008

7,523

2,391

31.8

861

36.0

6,109,520

7,096

4,200

2013

6,828

2,370

34.7

1,401

59.1

11,951,940

8,531

4,200

2017

6,906

2,407

34.9

1,896

78.8

19,778,904

10,432

4,536

자료: 日本軽種馬協会(https://jbba.jp/: 2018.7.29.)

2세마 경매시장의 경우 상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낙찰률과 낙찰총액,

낙찰마 평균가격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6> 2세마 경매시장 성적 추이
단위: 두, %, 천엔

연도

해당세대
생산두수

상장두수

상장률

낙찰두수

낙찰률

낙찰총액

낙찰마
평균가격

낙찰마
중간가격

1994

10,407

13

0.1

3

23.1

24,226

8,075

7,251

1998

9,045

235

2.6

135

57.4

1,298,829

9,621

5,933

2003

8,807

222

2.5

102

45.9

770,973

7,559

5,250

2008

7,669

359

4.8

163

45.4

924,746

5,673

4,305

2013

7,076

331

4.7

199

60.1

1,443,866

7,256

4,410

2017

6,847

292

4.3

220

75.3

2,104,596

9,566

7,452

자료: 日本軽種馬協会(https://jbba.jp/: 2018.7.29.)

2.3. 이용
일본의 경마장은 총 27개소로 이 가운데 중앙경마장은 10개소, 지방경마장은 17개소(중앙
경마 겸용 2개소 포함)가 입지하고 있다. 중앙경마장은 일본중앙경마회(Japan Racing
Association, JRA)라고 하는 시행체에서 운영하고, 지방경마장은 지방경마전국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Racing, NAR)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본중앙경마회 매출액은 2조 6,804억 엔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 베팅이
1조 7,468억 엔(6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장외발매소 7,884억

엔(29.4%), 본장 1,452억 엔(5.4%) 순으로 나타났다. 입장인원은 630만 명이며, 1996년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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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5개년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참고로 한국은 인터넷 베팅이 금지되어 있으며,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의 비중이 약
70%로 인터넷 베팅 비중이 높은 일본과는 다른 매출액 구조를 지니고 있다.

2.4. 환류
경종마의 생산, 육성, 유통, 이용 후에는 퇴사라는 과정을 거쳐 다시 생산으로 환류된다.
물론 번식용으로서 이용이 불가능한 말은 승용마로 순치를 시켜 공급하기도 하고, 도축을
통해 말고기 또는 말 부산물 상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다음 <그림 2>는 경종마의 라이프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에 교배를 통해 6,843두
가 생산되었고, 경매와 개별거래를 통해 육성을 거친 후 2017년에 총 5,335두가 경마장에
입사되어 경주마로 등록되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1만 8,807두가 경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7년 기준 등록말소 두수 9,452두가 다시 경마장에 경주마로
재등록된 3,605두를 포함한 수치이다. 등록 말소두수는 경주마 외에 승용마 2,432두, 번식마
1,112두, 폐사 821두, 기타 1,482두로 유통되어 전체 말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그림 2> 경종마의 라이프사이클

자료: 農林水産省(2018).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97

3. 승마산업
3.1. 생산
2015년 기준 일본의 승용마 생산두수는 310두로 승계마 169두와 소형마 141두를 포함한

다. 전체적인 생산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승계마는 이렇다 할 뚜렷한 양상은 발견되지
않지만, 소형마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지역이 전체 생산두수의
81.0%를 차지할 정도로 경종마(경주용마) 생산에 이어 승용마 생산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일본의 승계마 사육두수 추이
단위: 두

번식마

육성마

종모마

종빈마

당세마

1세마

총
사육두수

1993년

13

141

74

59

9,797

1998년

25

269

101

136

11,646

165

2003년

56

348

187

194

13,755

131

2008년

32

287

127

135

15,829

197

2010년

42

280

139

143

16,147

199

2013년

61

298

172

142

204

2015년

66

336

169

165

218

연차

수입두수
170

자료: 日本馬事協会(https://www.bajikyo.or.jp/index.php: 2018.8.17.); 中央畜産会((http://jlia.lin.gr.jp/:
2018.7.29)

<표 8> 일본의 소형마 사육두수 추이
단위: 두

연차

번식마
종모마

육성마
종빈마

당세마

1세마

총
사육두수

수입두수

1993년

121

1,092

433

1,394

3,040

15

1998년

123

875

637

742

2,377

22

2003년

132

694

432

304

1,562

17

2008년

88

484

321

285

1,178

17

2010년

91

433

294

301

1,119

0

2013년

72

221

166

165

624

10

2015년

76

279

141

173

669

0

자료: 日本馬事協会(https://www.bajikyo.or.jp/index.php: 2018.8.17.); 中央畜産会(http://jlia.lin.gr.jp/:
201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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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통
승용마는 경종마에 비해 개별거래 비중이 높으며, 시장거래는 구시로(釧路)와 토오노(遠
野) 경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2015년 기준 총 상장두수는 67두이고, 이 가운데 39두가
매각되어 매각률 58.2%의 성적을 보였다. 평균가격은 96만 엔(최고가격 275만 엔, 최저가격
11만 엔)으로 최근 5년 동안 60만 엔대 후반에서 90만 엔대 후반의 가격양상을 보이고 있다.

3.3. 이용
일본 승마시설 수는 2014년 기준 최소 1,000개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수산성
(2017년)에 의하면 승마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2009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는 1,012개소로 파악되었다. 이후 승용마 사육시설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조사가 이루어졌으
며, 그 결과 1,415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북부 지방의 미야기현이 229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후쿠시마현 116개소, 나가노현 110개소, 가나가와현 89개소, 치바현
60개소 순이다.

본고는 일본 민간 승마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승마클
럽 크레인(クレイン)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크레인은 1971년 2월에 자본금
5,000만 엔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8월 현재 35개소의 승마시설(영업점)을 보유하고 있

다. 전체 승마회원 수는 3만 7,100명이고 말 보유두수는 2,800두이며 2,12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승용마의 조교와 승마 지도에 관한 업무, 회원제 승마시설
의 경영과 승마스쿨 개강, 승마용품과 마장구 판매, 승마시설 개설에 대한 기획과 운영
노하우 제공, 승마용 기계 및 기구와 승용마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3.1. 주요 시설
전국 크레인 승마시설의 시설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외마장(원형마장 포함)과 마사,
클럽하우스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실내마장은 없다.
이는 기간 내에 투자비용의 회수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크레인은 경영
상 승마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승용마에 최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말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전담 수의사와 장제사4)를 두고 있고, 말 보유두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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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대5)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전문 승용마로서 활용을 위한 경주퇴역마의 순치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3> 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임 스텝(좌), 말 두수에 맞게 설치된 수장대(우)

자료: 株式会社乗馬クラブクレイン(https://www.crane.co.jp/corporate/company/business.html: 2018.8.5)

3.3.2. 주요 프로그램
전국 크레인 승마시설 35개소에 공통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승마체험 교실’이
다. 이 프로그램은 창립 때부터 개설되었는데 승마를 경험하지 않은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연간 9만 2,000명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크레인 정기회원 확보를 위한 핵심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자격은 신장 125cm 이상, 체중 90kg 이하, 연령 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미성년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권한다.
이 프로그램은 1일 코스로 승마시간은 약 20~30분이다. 체험절차는 우선 신청서를 기입하
고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헬멧과 안전조끼, 부츠를 착용하는데 이런 안전장
구는 모두 대여를 해주며 이용료에 포함된다. 그 다음 코치가 말을 끌고 와서 체험코스를
설명해 주는데, 말을 타고 내리는 방법과 말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 말에게 칭찬하는 방법
등을 시연하면서 체험할 내용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직접 말 위에 올라타서 평소와
다른 시야를 느끼게 하고, 말의 보법을 달리하여 속보까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코치의 도움
아래 체험을 한다. 이후 체험이 종료되면 장비를 반납하고 승마체험에 대한 소감과 승마에
대한 의향을 일정한 설문방식으로 상담 받게 함으로써 체험고객을 정기회원제로 유도한다.
4) 주기적으로 말의 발굽을 삭제하거나 편자를 장착하는 사람을 가리킴
5) 말 위에 안장을 올리거나 씻기거나 하는 장소로써 말의 발굽을 삭제하고 편자를 장착하거나 간단한 진료를 위해 이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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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승마체험 교실 프로그램
1. 안전장구 착용

2. 말과의 대면

3. 기승 체험

자료: 乗馬クラブクレイン (https://www.uma-crane.com/course-experience-first/: 2018.8.5)

크레인의 회원제승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승료 외에 입회금과 회비가 별도
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회원, 평일회원, 주니어회원, 한정회원
으로 구분하며, 회원제에 따라 입회금과 회비, 기승료가 다르다. 일단 선택한 회원제는 초급
부터 상급까지 기승수준이 달라지더라도 요금은 동일하며, 전국 크레인 승마시설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에 기승할 수 있다. 정회원은 정기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을 비롯한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어느 때나 기승할 수 있고, 주니어회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
교 3학년이 대상으로 성인에 비해 낮은 가격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한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승마를 하되 비교적 기승회수가 적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이다.
<표 9> 크레인 승마클럽 회원 요금제
단위: 엔

구분

정회원

평일회원

주니어회원

한정회원

162,000

81,000

64,800

97,200

16,200

16,200

10,800

8,640

평일

1,620

1,620

1,080

3,240

토, 일, 경축일

2,160

2,700

3,780

입회금
회비
기승료

자료: 乗馬クラブクレイン(https://www.uma-crane.com/fee/: 2018.8.13.)

현재 전국 크레인 승마시설을 방문하는 일일 체험객과 정기회원 수를 보면 50대 이상의
고객이 이전보다 많이 늘고 있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분포에 따른 소비성향
을 크레인이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50대 이상을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크레인
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직접 걷거나 뛰는 것보다 말 위에 걸쳐 앉음으로써 무릎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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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손상을 시키지 않고 동일한 유산소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크레인 홈페이지를 통해 언급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직접 고객접점에
서 승마에 대한 참여의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5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입문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小淵沢 크레인 승마시

설의 예를 보면 강습시간은 총 1시간 30분(기승 45분)이고 강습료 이외 별도로 장구 임대료
1,500엔과 보험료 200엔을 요한다. 승마가 가능한 바지와 양말, 장갑을 고객이 직접 소지하

고 와야 하며, 70세 이상은 가족과 동반하여 방문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림 5> 승마의 운동효과 홍보(다이어트, 자세교정, 소화 및 심폐기능 강화)

자료: 乗馬クラブクレイン(https://www.uma-crane.com/health/: 2018.8.13)

3.3.3. 승마시설 개설에 대한 기획과 운영 노하우 제공
크레인은 승마시설 개설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비즈니스 운영모델
을 제공하고 있다. 주된 운영모델로는 토지임대방식, 공동경영방식, 업무위탁방식, 인재파견
방식, 컨설팅방식이 있으며, 이 밖에 사업계획과 개업지도를 통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크레인은 승마사업의 조건으로 승마시설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대도시 근교 클럽과 지방 소도시규모 클럽이 그것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도시 근교 클럽은 부지면적 2만 5,000㎡, 상권은 도시중심부로부터 1시간 이내,
회원규모 1,000명, 말 두수 80두, 종사자수 28명, 투자규모 6~8억 엔, 투자 회수기간 5~10년,
연매출규모 3~5억 엔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 소도시규모 클럽은 부지면
적 1만 5,000㎡, 상권은 중심부로부터 1시간 30분 이내, 회원규모 500명, 말 두수 50두,
종사자수 18명, 투자규모 3~5억 엔, 투자 회수기간 4~8년, 연매출규모 1~3억 엔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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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도시 )도쿄 크레인 승마클럽(좌), (소도시) 미에현 크레인 승마클럽(우)

자료: 株式会社乗馬クラブクレイン (https://www.crane.co.jp/corporate/company/consultant.html#consult
ant-step1: 2018.8.16)

3.3.4. 승마 5급 자격증 취득 코스6)
크레인은 3일에 걸쳐 승마 5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승마
자격증은 공익사단법인 전국승마클럽진흥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인정카드로 1급부터 5급까
지 있다. 5급 자격증의 합격기준은 경속보와 방향전환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크레
인은 3일간 10회 기승을 지도함으로써 5급 자격증을 취득케 하고 있다.
먼저 1일째는 지상에서 털 솔질하기, 발굽 파기, 안장과 굴레 씌우기 및 해체하기, 경속보
등의 강습이 이루어지고, 2일째는 필기시험에 대한 강의와 실기를 반복하며, 마지막 3일째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단기간에 승마에 대한 기초를 마스터하여 승마 5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거의 90% 이상이 5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소요비용은 각 승마시설이 책정하고 있는 강습료 외에 응시 수수료 1만
엔과 장구 임대료 4,500엔, 보험료 600엔, 책자 600엔 등이 포함된다.

3.4. 일본 재래마
일본의 재래마7)는 2015년 기준 1,817두이고 총 8개 품종이 사육되고 있다. 일본의 재래마
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홋카이도 지역의 홋카이도와슈우마(北海道和種
6) 乗馬クラブクレイン(https://www.uma-crane.com/course-senior/: 2018.8.13.)
7) 한국의 재래마로서 제주마라는 품종이 있는데, 제주마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보존 관리되거나, 제주
마등록관리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 등록관리 되는 말을 말함(제주마등록관리정보시스템 http://jejuhorse.jeju.go.
kr/public/pds/managementRuleView.do?bbsId=BBSMSTR_000000000051&nttId=1548: 2018.8.17). ‘2017 말
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제주마는 국내에 2,818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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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가 1,205두로 재래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우마(与那国馬) 170두, 나가노현 기소우마(木曽馬) 143두, 가고시마현 토카라우마
(トカラ馬) 118두, 미야자기현 미사키우마(御崎馬) 95두, 애희메현 노마우마(野間馬) 48두,

나가사키현 타이슈우마(對州馬) 38두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번식마 중 종모마 48두, 종빈마 194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생산두수는 137두로 2001년
630두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품종에 있어서 홋카이도와슈우마가 121두, 기소

우마 10두, 타이슈우마 4두 등이 생산되었다.
일본의 재래마는 지역재래마보존협회가 관리하며 지역에 따라 천연기념물, 지정문화재,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로 승마체험 및 외승(horse trekking)용으로 활용되며, 이
밖에 전통축제, 마차, 운송, 역사 드라마용으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우마는 해변 외승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렇듯이 최근 일본 재래마보존협회
는 단순히 말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호스세라피
등 재래마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7> 홋카이도와슈우마(좌), 요나구니우마(우)

자료: 日本馬事協会 (https://www.bajikyo.or.jp/native_horse_01.php: 2018.8.17.)

4. 마육산업
4.1. 수급현황
일본의 말고기 자급률(생산량/소비량)은 2015년 기준 약 40%로 추정된다. 말고기 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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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0년과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55%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생산과 수입을 통해 말고기의 소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도축두
수 기준으로 일본 말고기 생산의 대표지역으로는 구마모토현(5,642두), 후쿠시마현(2,701
두), 아오모리현(1,290두), 후쿠오카현(940두), 야마나시현(640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수입처로는 캐나다8)를 들 수 있는데, 2015년에 3,020톤을 수입함으로써 전체 수입량
(5,017톤)의 60.2%를 차지고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수입처로 멕시코(729톤), 아르헨티나(554

톤), 폴란드(550톤)가 있다.
<그림 8> 말 도축두수 및 말고기 자급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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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農林水産省(2017).

4.2. 운영사례
일본 최대 말고기 관련 기업으로 센코팜(千興ファーム)을 들 수 있는데, 해당 그룹은
비육마 사육, 말고기 제조 및 유통, 말고기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말고기를 구마모토현의
향토음식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선 비육마 사육은 유한회사 고마죠(駒城)를
통해 실시하고, 이곳에서 사육된 비육마는 생체로 센코팜 도축공장으로 유통되어 도축과
해체과정을 거친다. 비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양관리와 비육기간이다. 비육 대상
마는 주로 캐나다산 대형마(퍼슈롱종, 베르지안종)와 농용마가 활용되며, 일부 경주마로
8) 과거 1990년대에는 캐나다 못지않게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말고기 수입을 많이 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당국가의 수입량 감소가 두드러진 대신 캐나다에서의 수입량이 증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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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되지 않은 더러브렛종도 선별하여 비육한다. 비육기간은 캐나다산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이고, 사양관리 측면에서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적정하게 급여함으로써 산통 예방에

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림 9> 목장에서의 비육마 사육

자료: 株式会社千興ファーム(https://www.senko-farm.com/senko-group/komajo: 2018.8.19.)

사육과정에서 배출된 분뇨는 발효와 숙성을 거쳐 퇴비를 만든 후 판매를 하는데,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2007년에는 구마모토현상(熊本県賞)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림 10> 마분을 이용한 퇴비 제조

자료: 株式会社千興ファーム(https://www.senko-farm.com/senko-group/komajo: 2018.8.19.)

한편 센코팜은 도축부터 가공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말고기 전용처리 공장을 2000년에
건설하였다. 안전과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HACCP에 대응하고, 무엇보다도 2008년
에 후생성(厚生省)이 정한 생식용 식육의 위생기준(성분규격, 가공, 보존, 표시)을 달성함으
로써 국제수준의 위생기준 SQF(Safe Quality Food)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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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용처리 공장은 크게 도축라인과 해체라인, 제조라인으로 구분되는데, 도축라인은
비육마를 도축하여 지육으로 만든 곳이다. 도축에 사용된 기구는 83도 이상의 열탕으로
살균하며, 실내 공기가 클린존에서 오염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클린존은 항상 위생적이다.
해체라인은 도축 후 세정된 지육을 14종의 부위로 나누는 것으로, 선도유지를 위해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바로 뼈를 발라내는 것이 특징이다. 제조라인은 전체 공정이 콘베어 벨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10도 이하의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다양한 부위로 해체된 정육을 냉동상태로
포장하는 곳으로, 해당 제품은 직영점이나 주식회사 스가노야미트(菅乃屋ミート)의 말고기
요리전문점으로 유통되며, 이때 유통되는 말고기의 가격은 마블링 정도에 따른 자체 품질등
급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1> 센코팜 말고기 전용처리공장
도축라인

해체라인

제조라인

자료: 株式会社千興ファーム(https://www.senko-farm.com/factory: 2018.8.19.)

센코팜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육형태로 음식을
요리하는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여 홍보하
고 있다.
<그림 12> 말고기 가공품
완자

덮밥용

카레용

자료: 株式会社千興ファーム(https://www.senko-farm.com/products/kakohin: 201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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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산업 관련 정책
5.1. 축산진흥사업9)
일본중앙경마회는 일본중앙경마회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성 대신의
인가를 받아 중앙경마회의 잉여금을 활용하여, 축산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에 대해 자금
을 교부하고 있다.
2018년도 축산진흥사업은 모집의 주제를 설정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응모한 사업에 대하

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지의 축산부흥에 대한
사업을 비롯하여, 가축질병의 방역체제와 일본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
는 사업 등 축산현장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이 채택되었다.

5.1.1. 말 사육농가의 사양관리 기술혁신사업
본 사업은 말의 분만관리와 관련하여 농가의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인
열검출에 의한 화상인식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을 응용한 비침습적(非侵襲的) 기법10)에 의해
분만 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고 통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화상 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말의 비침습적 분만 예측기술을 개발한
다. 마방에 열검출 카메라를 설치하여 대상마를 추적함으로써 행동량 및 동선의 변화를
확인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만시기의 설정과 건강관
리를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확립한다. 둘째, 분만 통지시스템을 개발한다. 특정 분만시
기를 마필관리사와 수의사 등의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폰에 직접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다. 셋째, 분만 감시시스템을 검증한다. 앞서 개발한 시스템을 실제로 분만감시에 이용함으
로써 분만예측과 분만통지 시스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사업 실시주체는 국립대학법인 가고시마대학이고 사업 실시기간은 2018년부터 3년 이내
이며, 교부금 한도액은 1억 2,016만 엔이다.

9) 農畜産業振興機構(https://www.alic.go.jp/ckanri/shinko01_000740.html: 2018.8.23.)
10) 초음파검사 등과 같이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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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말 사양·위생관리 특별대책 사업
말의 사양·위생관리의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감염증상에 관한 지식 습득, 기술지도서
작성, 지역별 말의 사양현황과 위생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본 사업은 중앙 추진사업과 지방 추진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중앙 추진사업은 말
사양·위생관리기술 검토회 등의 개최와 말 수의료(獸醫療) 실태조사 및 임상실습의 내용으
로 구성되며, 지방 추진사업은 말 사양·위생관리기술 지방강습회 등의 개최와 지역 말 수의
실태조사 및 사양·위생 보급 검토회 등의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실시주체는 공익사단법인 중앙축산회이고, 사업 실시기간은 2018년도 1년이며 교부
금 한도액은 4,364만 엔이다.

5.1.3. 말의 유통에 종사하는 젊은 후계자의 육성·조교기술 향상 추진사업
이 사업은 승용마의 생산지에서 고도의 육성·조교(조련)기술 강습을 받은 지도자가 승용
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육성·조교를 실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평가 향상과 승용마시장
유통을 촉진시키고, 젊은 후계자의 육성·조교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승용마 생산지에서 말의 육성·조교기술 강습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우수한 자를 지도자로
선발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된 승용마를 순치·조교하고 말의 유통에 종사하는 젊은 후계자
를 대상으로 육성·조교기술을 지도하여 승용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업 실시주체는 공익사단법인 전국승마구락부진흥협회이고, 사업 실시기간은 2018년부
터 3년 이내이며 교부금 한도액은 945만 엔이다.

5.2. 가축 개량증식 목표11)
5.2.1. 필요성
가축 개량증식 목표는 축산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축개량증식법(1950년
법률 제209호) 제3조 2에 기초하여 약 5년마다 가축(소, 돼지, 말, 면양, 산양)의 능력, 체형
및 두수에 관한 10년 후의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 2015년 3월에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함(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chikusan/kikaku/lin/l_hosin/pdf/h27
_katiku_mokuhyo.pdf: 20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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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말은 농용마(중종마), 경종마(경주용마) 및 승용마로써 각각의 용도에 맞는
활용성이 정해져 있지만, 최근에는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본 내에서의
다양한 육종자원 확보를 위해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종축의 선발 및 개량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농용마에 대해서는 사육두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의 고령화 등도 가세하
여 생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등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사양관리의 개선에 힘을
쏟으면서 우량마의 유지·확보와 그 능력 향상을 어떻게 하여 도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경주용마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국산마의 국제적인 활약이 보이긴 하지만, 다양한
전략을 통한 보다 높은 능력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승용마에 대해서는 승마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마문화의 계승과 더불어 호스세라피(horse therapy), 교육, 관광 등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과 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기법
의 확립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고유의 유전자원인 일본 재래마에 관해서
는 희소성을 고려한 품종의 보존 및 특성을 살린 활용방안에 대한 수립이 과제이다.

5.2.2. 개량목표
개량목표는 능력, 체형에 관한 것으로 능력에 관한 개량목표는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유전적 능력의 개량을 추진하는 것이고, 체형에 관한 개량목표는 발굽이 강하고 체격부의
균형이 좋으며, 각각의 용도와 품종의 특성을 고려한 체형으로 하는 것이다.
먼저 농용마는 강건성(強健性)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환경 적응성이 높고 성격이
온순하며 사료 이용성이 높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빈마에 있어서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유산과 분만사고의 저감 등을 기하면서 번식개시 연령, 수태율, 생산율, 보육능력, 연산성(連
産性) 등 번식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번식을 개시할 경우에는 각 개체의 발육상
황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분만 전후의 적절한 사양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반에이 경마용마에 있어서는 운동성이 탁월하고 끄는 능력이 우수하며, 비육용에
있어서는 조숙하고 발육이 뛰어나며 산육(産肉)능력이 높은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브루톤종, 페슈롱종 등의 순수종을 포함한 우량한 종모마와 종빈마의 유지(동결정액 활용
등 인공수정 기술 포함) 및 확보와 그 적절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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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번식능력에 관한 목표수치(전국평균)
구분
현재
목표

(1925년도)

번식개시연령
2세 비율

수태율

생산율

35%

75%

63%

45%

75% 이상

65%

주: 1) 번식개시연령에 대해서는 말등록(반에이경마)을 한 말은 제외함.
2) 수태율은 당해 연도 수태 두수를 당해 연도 종부 두수에서 제외한 것임.
3) 생산율은 당해 연도 생산마 두수를 전년도 종부 두수에서 제외한 것임.
자료: 農林水産省(2015).

경종마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하여 스피드와 지구력이 뛰어난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경주마로서 경주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혈통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우량한 국내외 종모마 및 종빈마의 확보와 적절한 이용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강건성과 운동능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승용마는 강건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성격이 온순하고 움직임이 경쾌한 기승하기
쉬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기용마에 있어서는 운동성이 뛰어나고 비월력(飛越力)
과 지구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량한 종모마 및 종빈마의 확보를 통한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 승용마를 생산해야 하고, 비월능력 등 평가방법의 확립 및 그 실용화
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일본 재래마에 대해서는 희소성을 고려한 품종의
보존 및 그 특성을 살린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각각의 용도별 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사양관
리와 위생관리, 다양한 이용에 관한 정보공유이다. 먼저 사양관리는 기술연수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사양관리의 개선, 특히 순치 및 육성기술 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번식기
술의 개선 및 보급에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국내 실태에 기초하여 사단법인
일본마사협회가 2011년도 3월에 공표한 ‘동물복지 정책 대응을 위한 말의 사양관리 지침’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가축질병의 발생 예방 및 비만 방지를
위해 생산자에 의한 사양 위생관리기준 준수에 대해 지도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밖에 말의
다양한 활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용 목적의 수요에
적합한 우량 일본산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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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흔히 경주마 3대 목장으로 아일랜드의 쿨모어(Coolmore) 목장, 아랍에미레이트의 고돌핀
(Godolphin) 목장, 일본의 샤다이(Shadai) 목장을 일컫는다. 이 중에서 일본의 샤다이 목장

은 노던 목장, 오이와케 목장을 포함하여 샤다이 그룹이라 칭하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말들
이 일본 중앙경마회에서 주관하는 대상경주에서 괄목한 만한 성적을 거두는 등 일본 경마산
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말 1두당 사육면적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고 생산, 육성, 조교시설이 전문화되어 있으며, 자체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생산과
육성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로 26년째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주마 생산·육성은 그동안 한국마사
회 육성목장 건립, 고가의 씨수말 도입 및 교배 지원, 생산자 장려금의 배정을 통한 생산농가
의 역량 강화, 육성·조교시설 확충, 브리즈업 세일12)을 통한 유통활성화(출주능력 포함)
등 경주마의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정부, 한국마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의 능력 향상을 통한 국내 경마산업의 발전13)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모에
있어서 일본 샤다이 그룹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규모화가 필요하고, 생산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비롯하여 언덕주로 등을 통한 육성의 고도화,
생산·육성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교육 등 현재 갖추어진 생산·육성 시스템 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승마클럽 크레인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형 승마시설로 일본 승마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소비시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안전한 말과 역량있는
코치 육성에도 체계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크레인은 지역별로 분포한 영업점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서비스경영을 위해서 승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홍보방법, 프로그램 개발, 승용마 관리, 코치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12) 1펄롱(200m)을 전력 질주하여 나타난 기록을 근거로 경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직접 관전함으로써 말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13) 국내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마공원 입사 전 단계에서의 경주마에 대한 육성도 중요하지만, 경마공원 입사 후에 조교
사, 마필관리사의 고도의 과학적인 훈련도 최근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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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에는 크레인과 같이 지역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승마시설은 없다. 아직 승마수요
가 가시적으로 창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점을 갖추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현재 크레인의 경영방식은 비록 규모면에서는 국내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경영상 승마시설이 실천해야 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승마시설 중에는 시설은 잘 갖추고 있음에도 회원 확보가 어렵거나, 회원을 확보하여
도 오래 가지 못한 것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객서
비스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와 경영주 및 코치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
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승마시설의 서비스경영 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하에 있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도 지역 거점으로서 승마(재활
승마 포함)를 보급하고, 주변 민간 승마시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경영모델을 정립하는 등
공공시설로서 승마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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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畜産業振興機構(https://www.alic.go.jp/ckanri/shinko01_000740.html) 검색일 :
2018.08.23.

農林水産省(http://www.maff.go.jp/j/chikusan/kikaku/lin/l_hosin/pdf/h27_katiku_
mokuhyo.pdf) 검색일: 20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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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의 농축산업

나미비아의 농축산업
허 장 * 14)

1. 개황
이 글은 나미비아의 농업과 축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미비아 농업부문의 핵심
인 축산업의 당면과제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는 세계에서 34번째로 넓은 82만 5,615km2의 면적에
인구는 약 230만 명으로, 세계에서 몽골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낮은(2.54명/km2) 국가이다.
연간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북동부 카프리비(Caprivi, 예전 이름은 잠베지) 지역으로
600mm, 가장 적은 곳은 나미브 사막으로 20mm에 불과하여 전 국토의 약 8%만이 연간
500mm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사막국가이다(FAO 2015: 6).
<표 1> 주요 국가 지표
주요 지표
총 인구 (백만 명)
3

수자원 보유 (연간 1인당 1,000m )
농업고용 인구비율 (%)

1990

2000

2014

1.4

1.9

2.3

28

21

17

48.2

31.1

27.4

1인당 농업 부가가치 (불변, US$)

1,845

2,651

2,080

1인당 1일 칼로리 공급량 (kcal)

2,054

2,229

2,062

1인당 GDP (US$, PPP)

9,276

5,716

6,110

곡물 수입의존률 (%)

69.9

69.1

55.9

5세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

21.5

20.3

13.2

산림지 비율 (%)

11

10

9

총 국토면적 중 보호구역 면적 비율 (%)

12

20

43

농림업 등(AFOLU)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Co2eq, Mt)

15

16

19

자료 : FAO(201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heojang@krei.re.kr).
본고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한 “나미비아 농촌지역 바이오매서/태양광 및 친환경 축산시설 구축”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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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나미비아의 위치 및 행정구역

자료 : NSA(2013).

가뭄과 홍수로 농업생산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잦아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에 위협이 되고 있다. 1990년 이후로 10차례의 대형 가뭄과 홍수로 누적인원 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표 2> 자연재해 발생시기와 피해인구
구분

시기

피해 인구

가뭄

2015년 1월

580,000

가뭄

2013년 1월

331,000

홍수

2011년 3월

500,000

홍수

2010년 3월

110,000

홍수

2009년 3월

350,000

홍수

2008년 1월

65,000

가뭄

2002년 7월

345,000

가뭄

1998년 12월

25,000

가뭄

1995년

163,200

가뭄

1991년

250,000

자료: EM-DAT(www.emdat.be)(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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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나미비아는 2016년 1인당 GDP가 구매력 기준으로 1만 1,756달러로 상위
중간 소득국에 속한다(www.imf.org, 2017.04.08). 아프리카의 신흥국가로서 실질성장률은
2014년 6.5%, 2015년 5.3%를 기록하였다(NSA 2015a: 7).
<그림 2> GDP 성장률
단위: %
7.0

6.0

5.0

4.0

3.0

2.0

1.0

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 GDP 성장률
자료 : NSA(2015a: 7).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등 1차 산업은 2015년 3.2% 감소율을 보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를 기록하였다(NSA 2015a: 12, 13).
나미비아의 주요 생산물과 수출품은 금광석과 구리, 수산물이며, 축산물도 중요한 수출품이
다. 연료, 차량, 보일러 이외에 축산업을 위한 사료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료의 경우
2016년에 약 40억 N$(나미비아 달러, 1N$는 미화로 약 0.07달러) 어치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액의 4%를 차지했다(NSA 2016a).
나미비아의 교역대상국은 스위스,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잠비아 등 몇 개 국가에 편중되
어 있어서 전체 수입액의 61.3%를 차지한다.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잠비아, 중국, 노르웨이
는 수입대상국으로, 2016년 전체 수입의 74%를 차지한다(NSA 2016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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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업별 GDP 성장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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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SA (2015a: 12).

전체 실업률은 34%이나 농촌의 실업률은 39.2%로 약간 높다(NSA 2017). 그 밖에 기대수
명,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등 사회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HDI로
볼 때 나미비아는 2015년 188개국 가운데 125위를 차지하여 하위에 속한다.
<표 3> 각종 사회지표
항목

내용

인간개발지수(HDI)

0.640

성인 문자 해독률

83.6%

5세 이하 사망률

89 per 1,000 live births

HIV / AIDS 유병률

14.0%

주: 성인 문자 해독률은 2012년 기준이며, 그 이외의 항목은 2015년 기준임.
자료 : SADC (2016).

나미비아가 소득수준으로는 상위 중소득국에 속하나, 지니계수로 본 불평등 상황은 비교
적 높아서 0.572(2015/201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3/2004 기간의 0.6에 비해서는 다소
호전된 것이다(NSA 2016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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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현황
2.1. 개황
나미비아의 국가경제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1.3%, 2015년 18.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농림업은 3.2%이며 이는 축산업은 1.9%, 경종과 임업
1.3%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업의 비중이 매우 낮지만 농림업 중에서는 축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의 27.7%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표 4> 1차 산업의 GDP 비중
구분
1차 산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8.7

21.3

24.8

19.1

19.0

16.9

20.7

19.6

19.4

농림축산업

5.3

4.0

4.3

5.1

5.0

4.9

3.4

3.8

3.2

축산업

3.2

1.9

2.0

3.0

3.2

3.0

1.9

2.3

1.9

경종 및 임업

2.1

2.1

2.3

2.1

1.8

1.9

1.5

1.6

1.3

자료 : NSA (2015a: 20).

나미비아에서는 육류 중심의 농축산물이 생산되며, 일부 곡물과 과일이 주요 품목으로
되어 있다. 20014년 기준으로 쇠고기 생산액이 9,0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우유,
포도, 양고기, 닭고기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5> 주요 농축산물 생산액(2014)
구분

생산액 (백만 달러)

쇠고기

90.9

우유

68.0

포도

37.6

양고기

29.7

닭고기

23.3

옥수수

20.8

기장(millet)

10.6

염소고기

9.1

돼지고기

8.5

밀

3.0

수수(sorghum)

1.6

원모(greasy wool)

0.5

땅콩(껍질 벗기지 않음)

0.1

자료 :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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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식량수출액은 3억 6,200만 달러, 수입액은 5억 9,900만 달러로 순수입국이다
(FAO, 2015). 이는 과소한 국내시장 규모로 인해 농산물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건조지역의 불안정한 농업생산 때문에 수입량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의 경우 맥주맥의 수출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육류와 사과주스, 포도
의 수출이 활발하다. 수입에서는 옥수수, 음식물 쓰레기(food waste: 사료용으로 추정됨),
분밀당 등이 많은 양과 금액을 차지한다.
<표 6> 주요 농산물 수출입량 및 수출입액
수출

수입

수출량(톤)
맥주맥

수입량(톤)
156,192

옥수수

166,936

사과주스(cider)

18,703

음식물 쓰레기

127,006

쇠고기(뼈없는)

15,389

분밀당(centrifugal sugar)

100,234

양고기

13,587

밀

80,138

포도

12,299

사과주스 등(cider)

49,354

건조양파

11,945

와인

42,003

옥수수 가루(maize flour)

9,888

맥주맥

34,701

면화씨

7,454

몰트

33,864

감자

5,533

과일주스

24,478

수출액(천 달러)
맥주맥

수입액(천 달러)
분밀당(centrifugal sugar)

62,256

쇠고기(뼈없는)

72,035

와인

59,249

양고기

43,210

옥수수

56,657

포도

34,052

음식물 쓰레기

50,736

사과주스(cider)

27,898

사과주스 등

48,403

음료, 정제 알코올

21,263

담배

44,635

149,787

쇠고기

9,776

음료, 정제 알코올

43,068

와인

9,506

밀

33,853

옥수수 가루(maize flour)

6,443

자료 :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2017.06. 06).

2013~2014년에 실시된 농업부문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농가 인구는 90만 7,715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0%에 가까운 비율로, 농업의 GDP 비중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NSA
& MAWF 2015: 17). 그만큼 농업생산성은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농촌가구의
30.2%는 주 소득원을 농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SA 201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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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력조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

는 사람의 비율은 2011년에 29.8%, 2014년 29.2%, 2016년 20.1%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NSA 2011, 58; 2017, 13).

2.2. 농업과 자연재해
농업부문 등 1차 산업 부문의 성장률은 2015년 3.2% 감소하였다. 경종농업은 2014년
7.6% 성장에 이어 이듬해 5.2% 감소하는 등 큰 폭의 변동을 겪었다(NSA 2015a: 12). 이와

같은 부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축산업의 부진, 나아가 가뭄과 북부 공동방목지역
(Northern Communal Area, NCA) 내 축산업이 활발한 카프리비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문이

다(NSA 2015a: 14).
나미비아의 국토는 자본집약적이고 인프라가 구축된 수출지향형 상업적 생산지역(상업방
목지역, commercial area)이 44%의 면적을 차지하는 한편 인구의 10%를 고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노동집약적, 생계유지형 공동방목지역(communal area)은 전체 면적의 41%에 60%
가량의 농업종사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변동이 심한 강우량에 취약한 상태이
다(MAWF, 2016: 23).
다른 사막, 건조지역과 마찬가지로 나미비아의 농업도 만성적인 가뭄과 물 부족, 사막화,
그리고 취약한 법적 틀, 기술 부족 등의 제도적 요인으로 식량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FAO
2015: 2). 나미비아의 통계처(Namibia Statistics Agency, NSA)와 농수자원임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Water and Forestry, MAWF)의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식량부족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76.4%에 달하며, 성인의 85%, 아동의 48%가 하루 3끼
이하의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NSA & MAWF 2015: 45-46).
기후변화는 이 나라의 농업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MAWF 2016: 16). 2014/2015 우기에
큰 가뭄이 들어서 곡물수확은 평년의 46% 수준으로 떨어졌다(NEWFIU 2015).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인구는 2016년에 72만 9,000명, 즉 전체 농촌인구의 57%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59만 6,000명의 나미비아 사람들이 긴급 식량원조를 받아
야 했다(SADC 2016).
나미비아 환경관광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Tourism, MET)가 2015년 유엔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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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감축목표(INDC)에서는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
에 의한 자연재해가 GDP의 약 6.5%를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심각하게 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였다(MET 2015: 13).

3. 축산업 현황
3.1. 개황
나미비아에서 주로 사육하는 가축은 소, 양, 염소이며, 축산업 경제는 쇠고기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2016년 8월 현재 약 270만 두의 소, 198만 두의 양, 187만 두의 염소, 그리고
250만 수의 가금류가 있으나 방목형태로 사육되기 때문에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그 수의 변동이 크다(Kamupingene et al., 2016: 11).
나미비아의 축산용 토지는 북부 및 북동부에 주로 분포하는 공동방목지와 남부에 주로
위치한 상업방목지로 구분되어 토지관리 체계, 가축사육 방식, 판매 방법, 자원 활용, 투입
재, 기타 관리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Kamupingene et al., 2016:
10). 이 두 지역은 수의학적 경계선(Veterinary Cordon Fence, VCF)이라고 하는 철조망과

가축이동 감시초소로 구분되어 있어서 두 지역 사이에서의 동물의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되
어 있다.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공동방목지에는 약 87만 두의 소가 있다(NSA & MAWF
2015: 59). 주요 축산물은 우유와 쇠고기이며, 아래 표는 2016년 축산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축산물이 주로 수출되는 지역은 EU, 그 중에서도 영국, 노르웨이와 남아프리카이다
(EIF 2016: 16).
<표 7> 2016년 주요 축산물 생산량
구분
신선 우유

생산량 (톤)
106,867

쇠고기

34,100

닭고기

13,797

양고기

11,749

돼지고기

5,920

염소고기

3,518

자료 :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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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산업의 도전과제
3.2.1. 축산업의 성장률 후퇴
나미비아에서 1차 산업의 마이너스 성장률의 원인은 농업, 특히 축산업 부문에서의 부진
의 영향이 크다. 이는 나미비아의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축산업은 실질가치 기준으로 2014년의 13.9% 성장을 이루어낸 뒤 다음
해인 2015년에는 오히려 14.0%의 후퇴를 보였다(NSA 2015a: 12).
축산업의 위기는 자연재해의 빈발, 중장기 기후변화, 가축질병 등의 영향에 따른다. 지난
25년간 10차례에 걸친 가뭄과 홍수 등 대형 자연재해로 380만 명이 피해를 보았고 그 가운데

에는 많은 수의 가축 사육농가가 포함되어 있다. 울타리가 쳐진 방목지의 소의 경우 2080년
까지 현재 수준보다 40% 감소할 것이며, 공동방목지에서는 70%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Midgley et al 2005; Barnes et al 2010; Turpie et al 2010).

현재와 같은 상태가 2080년까지 지속된다면 토지사용을 통한 경제적 수입 감소로 이어져
GNI의 약 4%에 이르는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가운데 상당부분은 농업, 축산업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는 전후방 연계산업에서의 손실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이 기간에 축산업에서의 가치는 해마다 1% 정도씩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Midgley et
al., 2005; Barnes et al., 2010; Turpie et al., 2010).

3.2.2. 가뭄
공동방목지에서 가축의 손실은 대부분 기아로 인해 발생하는데 전체 손실의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SA & MAWF 2015: 64). 이 지역에서의 가축은 대부분 초지에
서 별다른 영양분, 사료의 투입 없이 풀만 뜯어먹고 산다.
가축이 기아상태에 놓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극심한 가뭄 때문이다. 2013년에도 33만
명이 넘는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았던 가뭄을 겪어 25.5%의 GDP가 감소한 적이 있었다.1)
나미브 사막에 인접한 북서부 쿠네네(Kunene)지역은 특히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였는
데, 2015년 10월에서 2016년 12월에 걸쳐 64,472두의 소가 폐사하는 등 전체의 45%의
손실이 이곳에서 발생하였다(MAWF 2017).
1) EM-DAT(www.emdat.be)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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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축에 대한 가뭄피해 현황(2015.10~2016.12)
단위 : 마리

지역
Zambezi

소

양

520

Kavango West

700

6,493

Oshana

30,000

Omusati

38,326

Kunene

64,472

2,742

135

390

485

101

9

156

120

260

Khomas
Omaheke
Erongo

6

Hardap

1,489

14,592

5,190

184

2,409

46

143,209

20,644

5,472

Karas

계

말

500

Oshikoto

Otjozondjupa

당나귀

0

Kavango East

Ohangwena

염소

393

18

63

411

63

자료 : MAWF(2017).

토지의 습기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식생여건지수(vegetation condition index, VCI)
를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카프리비를 포함한 북부와 중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나미비아
국토의 대부분은 토양이 보유한 습기가 매우 낮아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Midgley et al., 2005; Barnes et al., 2010; Turpie et al., 2010)에
따르면, 2080년까지 평균기온이 3°C~4°C 오를 것이며 강우량도 5%~20%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증발량이 늘어나면서 강우량의 감소와 함께 지표식물이 줄어들어서
초지의 가축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을 떨어뜨린다. 초지의 바이오매스 감축량은 지역
에 따라 5~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미비아 축산업의 기후변화에의 취약성에 대하여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구단위에서 가축은 식량, 소득을 제공하므로 보통 곤궁할 때를 대비한 안전망으로서 ‘저축

통장’이라고 여긴다.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는 식량안보와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다. 대부
분의 축산농가에게 가축은 중요한 생계수단이며, 이것을 잃게 되면 갑작스 FJ 그리고 때로는
되돌리기 힘든 빈곤과 궁핍의 상태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가축사육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심각한 가뭄으로부터 회복하려면 보통 2~5년이 걸린다”(Kamupingene et al.,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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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식생여건지수(VCI)

자료 : Kamupingene et al. (2016).

3.2.3. 조방식 방목
한편으로는 가축사육 방식에서도 개선할 과제가 있다. 대체로 초지에서 휴지기 없이 지속
적으로 방목, 사육을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초지관리가 되지 않고 환경에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FAO에 따르면 특히 북부 공동방목지(NCA 지역)는 수용가능
한 가축 수의 두 배가 사육되고 있어서 주민 생계와 토양 및 수자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FAO, 2015). 3분의 2가 넘는 68.7%의 농가가 이러한 휴지기 없는 방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NSA & MAWF 2015: 65). 이에 따른 연간 소득감소 효과가 7억 나미비
아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EIF 2016: 14).
조방식 방목형태에 대한 대안으로 축사에서의 사육방식이 제안되고 있다(Heo et al.,
2017). 나미비아에서 축사를 통한 가축사육은 환경적으로는 비점오염원의 점오염원화를

통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축사로부터 회수된 분뇨는 퇴비화하여 축사
근처에 조성하는 사료작물 재배농장에 투입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쉽게 포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농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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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토지사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s, AFOLU) 부문은 나미비아에서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2012년의 경우 27,028Gg(기가그램)의 이산화탄소상당치
(CO2eq)를 배출함으로써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산림 등 토지사용

분야가 차지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축산분야, 즉 가축의 소화과정 및 분뇨에서 발생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MET 2016: 47-48; 2015: 9).
또한 방목은 우수하고 기후조건에 내성이 강한 가축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어렵게 하며,
배합사료의 공급을 통한 양질의 축산물 생산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축산농가
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의 성장,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여건의 변화에의 적응과 완화 노력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4. 덤불의 습격(bush encroachment)
초지가 감소하면서 풀보다 생존 경쟁력이 강한 덤불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도 문제이다. 덤불은 초지의 사육 능력을 감퇴시킴으로써 농업 및 축산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강화시킨다(EIF 2016: 7).
<그림 5> 덤불의 확산

주 : 붉은색 쪽이 심각한 지역임.
자료 : NSA (2015b: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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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의 조사료가 방목가축에 의해 소비되는 현재의 방목형태에서 가뭄 등 강우량 부족사
태가 몇 해 지속되면 토지 피복률이 더욱 약화되어 덤불이 무성해지게 된다. 이 경우 풀은
더욱 덤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게 되어, 덤불의 인위적 제거 등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없는 한 초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나미비아에서는 GIZ과 함께 상업방목지에서 덤불을 잘라내어 잘게 부순 뒤 사료에 혼입
하는 ‘덤불의 사료화(Bush-to-feed)’ 방안을 연구, 실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실제로 사용
되지 않고 있다(Heo et al., 2017).

3.2.5. 가축질병-구제역
2015년 5월 북부공동방목지역(NCA) 내 동부 카프리비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현재

이 지역의 동물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없다(NEWFIU 2015).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나미비아 정부는 국토를
감염 (infected) 지역 , 보호 (protected) 지역 , 이동자유 (free) 지역으로 나누고 , 감염
<그림 6> 구제역 발생지역(감염지역), 보호지역, 이동자유지역

자료 : MAW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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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보호, 이동자유지역으로의 동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농수자원임업부(MAWF)
는 구제역 발생 및 발생우려지역인 NCA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판매에 고심하고 있다.

4. 맺음말
1990년에 독립한 남서아프리카의 나미비아는 세계에서 몽골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건조지대 국가이다. 광물의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유지하면서 상위 중간소득국가로 성장
하였으며, 농업분야의 상대적 비중은 낮지만 쇠고기 수출 등 축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곡물과
일부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한편으로 나미비아는 나미브 사막을 안고 있으면서 농업생산에 불리한 기후조건을 가지
고 있다. 높은 온도 때문에 토양이 건조하고 사막화가 진전되고 있다. 강우량이 적고 사질토
양으로 배수가 쉽게 되면서 수자원을 활용한 곡물, 원예생산은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으로는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넓은 초지에 소와 염소 등을 방목하는 조방식 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잦은 가뭄, 치수관리의 부재로 인한 홍수 등 대형 자연재해
가 빈발하면서 이러한 기후여건이 축산물 생산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왔다. 방목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 초지의 황폐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지를 잠식하는 덤불이 그 분포지역을 넓혀가면서 조방식 축산의 기반을 위협
하고 있다. 강우량이 비교적 많고 기후여건이 좋은 북동부 카프리비 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물의 시장 접근에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조사,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상으로 175개국 가운데 55위(한국은 43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버넌스가 잘

수립되어 있어 나미비아의 발전을 향한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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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적용
조 재 성 * 2)

1. 서론
국제사회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인
전 세계적인 기아와 영양불량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 의하면 세계 영양부족인구는
2015년 7억 7,7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8억 1,50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FAO 2017). 식량 문제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감소와 세계 인구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식량 작물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나 경작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 작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재 재배하고 있는 GM 작물은 형질 개량을 유도하는 외래 유전자를 작물 세포에 투입하
는 유전자 변형기술(Genetic Modification, GM)을 이용하여 만들었다(Royal Society 2016).
유전자 변형기술은 전통적 육종기술(Conventional Breeding Techniques, CBT)보다 효율성
과 경제성이 높다. 기존의 육종기술은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고 무작위적인 유전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M 작물은 형질 개량을 위해 외래 유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와 같은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부작용은 세대를 걸쳐 지속될 수도 있으며, 인류나 환경에
치명적인 종의 출현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조교수 (kor0025cho@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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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는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26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2016년 GM 작물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Roberts 2017). 영국 왕립학회도 ‘GM 작물: 질의 및 응답(GM
plants: Questions and answers)’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GM 작물은 기존의 육종기술로 개량

한 작물만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Royal Society 2016).
2015년 과학전문학술지 사이언스는 ‘올해의 획기적 연구(Breakthrough of the Year)’로
3세대 유전체 편집기술(Genome Editing, GE)인 크리스퍼(CRISPR)를 선정했다(Science
2015). 유전체 편집기술은 유전자를 제거·첨가·수정하는 기술로 육종기술이나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며, 유전자 변형기술과는 달리 외래 유전자의 삽입 없이도
특정 유전형질을 제거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크리스퍼는 2013년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간과 동식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 동식물 육종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유전체 편집기술의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6월 개최된 ‘OECD 유전체 편집기술 회의: 농업분야
적용(OECD Conference on Genome Editing: Applications in Agriculture)’에 관한 내용
(OECD 2018)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유전체 편집기술의 적용 현황 및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2. 유전체 편집기술의 활용
2.1. 유전체 편집기술의 개요
생체의 유전 정보는 두 가닥으로 구성된 DNA에 저장되어 있다. 생체는 자연 상태에서도
엑스레이나 자외선에 의해 DNA가 손상되면 DNA를 복제할 때 해당 DNA를 절단하고 보수하
는 기전이 있다. 이를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동식물 및 미생물의 세포핵에 존재하는 특정
DNA 염기서열을 제거·첨가·수정하는 기술이 유전체 편집기술이다.

유전체 편집기술은 ‘유전자 가위’로도 불린다. 이유는 유전체 편집기술이 특정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 부분을 인식하는 단백질 또는 RNA(재단사)와 해당 부위를 잘라내는 제한효

소(가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유전체 편집기술은 목표 유전자를 식별한 후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내고 수정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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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전자 가위 개념도

출처: 산은조사월보 제743호(2017. 10.).

유전체 편집기술은 개발 순서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된다. 1세대인 징크핑거
뉴클레이즈(ZFN)는 2003년, 2세대인 탈렌(TALENs)은 2010년, 3세대인 크리스퍼(CRISPR)는
2013년에 개발되었다.

목표 유전자 식별을 위해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는 징크핑거 단백질, 탈렌은 TALE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단백질, 크리스퍼는 가이드 RNA를 이용한다. 유전

자 절단을 위해 징크핑거 뉴클레이즈와 탈렌은 Fok1, 크리스퍼는 Cas9이라는 제한효소를
사용한다<표 1 참조>.
<표 1> 유전체 편집기술의 세대별 특성
구분

1세대
(징크핑거 뉴클레이즈)

2세대
(탈렌)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인식

징크핑거 단백질

TALE 단백질

가이드 RNA

유전자 절단

Fok1

Fok1

Cas9

제작 용이성

복잡

간단

매우 간단

생산비

5,000 유로

1,000 유로

10 유로

실험 기간

수개월(months)

수개월(months)

수일(days)

출처: OECD(2018) 중 Global developments of genome editing in agriculture.

유전체 편집기술은 유전자 변형기술보다 성공률과 정확성이 높고 사용이 간편하여 유전
자 변형기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퍼는 이전 세대 유전자 가위보다 제작이
쉽고 저렴하여 소규모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크리스퍼
관련 기술과 적용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전체 편집기술 관련 과학전문
학술지에서는 BC라는 약어가 기원전이라는 의미 대신 크리스퍼 도입(2013년) 이전 시기
(Before CRISPR)를 의미할 정도이다(Urnov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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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분야 유전체 편집기술 현황 및 연구 동향
2.2.1. 작물1)
작물 분야에서 유전체 편집기술은 작물의 해충 및 질병에 대한 저항성, 날씨나 온도 등
생육환경에 대한 적응성, 품질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유전체 편집기술
로 개발 및 상용화된 작물에는 갈변 현상을 완화한 버섯과 감자, 영양 가치를 높인 밀과
콩 등이 있다<표 2 참조>.
<표 2> 유전체 편집기술로 개량한 작물 상용화 현황
작물

특징

적용 기술

개발사

버섯

갈변 현상 완화(polyphenol oxidase 발현 감소)

크리스퍼

Penn State Univ.(미국)

감자

갈변 현상 완화(polyphenol oxidase 발현 감소)

탈렌

Calyxt Inc(미국)

밀

글루텐 함유량 감소 및 섬유질 함유량 증가

탈렌

Calyxt Inc(미국)

콩

오메가-9 지방산인 올레산 함유량 증가

탈렌

Calyxt Inc(미국)

출처: OECD(2018) 중 Global developments of genome editing in agriculture.

상용화 작물 개발에 사용된 탈렌과 크리스퍼의 도입 연도가 각각 2010년과 201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전체 편집기술이 작물 육종 프로그램을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전체 편집기술은 과거 7~25년이 소요되었던 작물 육종을 짧게는 2~3년으로
단축했다. 작물 개량 과정에서 유전체 편집기법(GE)과 유전자 변형기법(GM) 및 전통 육종기
법(CBT)의 차이점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 작물 품종 개량 방법 비교

출처: Huang et al(2016).

1) OECD(2018)과 Ricroch et al(2017)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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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전체 편집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작물은 주로 해충 및 질병에 대한 저항성과 환경
적응성이 높은 작물이다<표 3 참조>. 이들 작물이 상용화되면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공급의 안정성 증가, 경작 가능 지역의 확대, 기후변화 피해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3> 유전체 편집기술을 활용한 작물 개량 연구 동향
작물

특징

해충 및 질병 제어

∙ 카사바 갈색 줄무늬병, 모자이크병
∙ 시금치 누른 오갈병
∙ 사과 화상병
∙ 밀 곰팡이병
∙ 오렌지 녹화병
∙ 옥수수 치사괴사병
∙ 아몬드 선충
∙ 토마토 역병
∙ 포도 흰가루병
∙ 토마토 황화잎말림바이러스

잡초 제어

∙ 제초제 저항 카놀라
∙ 제초제 저항 쌀
∙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저항 아마

비생물학적 스트레스 저항

∙ 기후변화 대응
∙ 가뭄(토마토), 홍수, 염분(쌀), 극서/극한(감자)
∙ 질소 결핍(쌀)

출처: Ricroch et al(2017).

최근(2014-2017년) 작물 유전자 변경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논문 발표를 국가
별로 살펴보면, 총 52개의 논문 중 42%에 해당하는 22편의 논문이 중국에서 발표되었으며,
미국과 유럽2)이 각각 10편과 9편으로 뒤를 이었다. 작물별로는 중국의 영향으로 쌀에 관한
연구가 전체의 20%로 가장 많았고 특용작물인 담배에 관한 연구가 전체의 6%로 뒤를 이었다
<그림 3 참조>. 쌀은 중국, 담배는 중국과 유럽, 옥수수는 미국에서 주로 연구되었다<그림
4 참조>.

2) 영국, 스웨덴, 프랑스,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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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작물 유전 변경에 관한 연구논문(2014-2017)의 국가별·작목별 비중

출처: Ricroch et al(2017).

<그림 4> 작물 유전 변경에 관한 연구논문(2014-2017)의 국가별·작목별 논문 편수
14

쌀

12

담배
애기장대

10

옥수수

8

토마토

6

양구슬냉이
감자

4

보리

2

기타

0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

터키

한국

필리핀

인도

출처: Ricroch et al(2017).

2.2.2. 동물3)
유전체 편집기술은 가축의 질병 예방, 사육환경에 대한 적응성 증대, 번식능력 향상, 성장
촉진, 동물복지 향상, 실험동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육종기술
을 비용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동물은 번식 주기가 길고 번식 횟수도 제한적이기
3) OECD(2018)과 Ruan et al(2017)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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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가축의 생산성 및 육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유전자에 대한 복합적
이고 정밀한 교정이 필요하다. 가축의 성장과 발달에는 다수의 유전자가 관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돼지, 소, 양, 염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전자 변경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품종 개량 관련 연구의 경우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전체 편집기술을 가축에 적용한 연구 중 다수는 돼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돼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수정란의 유전자 교정, 면역결핍, 근육량 증가, 불포화지방산 함량
증가, 지방 함량 감소, 저온 적응성 향상, 질병 저항성 확보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중
면역결핍 돼지와 질병 저항성을 가진 돼지의 생산은 향후 관련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면역결핍 돼지는 이종 간 장기 이식에 활용할 수 있다. 이종 간 장기 이식 시 가장
큰 문제가 면역 거부 반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역결핍 돼지에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
인간 장기에 대한 다양한 질병 및 질병치료 연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의 면역 체계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돼지를 생산하여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수도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돼지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였으며, 이 밖에도 유전체 편집기술을 이용한
돼지와 인간 간 장기이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 중이다<그림 5 참조>.
<그림 5> 돼지를 이용한 이종 간 장기 이식 실험 현황

출처: OECD 2018(Global developments of genome editing in agriculture), Reard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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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질병 특히, 전염성 가축 질병은 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와 무역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전체 편집기법을 활용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가축을 만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크리스
퍼 기술을 활용하여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4)에 걸리지 않는 돼지가 만들어졌다. 둘째, 징크핑거 뉴클레이즈 기술을

이용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5)에 저항성을 갖는 야생 멧돼지
(warthog)의 유전자를 돼지에 주입하는 연구가 성공한 상태다. 두 질병 모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질병이므로 이들 질병에 저항성을 가진 돼지가 상용화된다면 농가 소득
증대와 동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 외 축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수정란
의 유전자 교정, 결핵(Tuberculosis) 감수성6) 저하, 우유 성분 변화, 근육량 증가, 젖소 뿔
제거, 육우 성별 및 형질 결정 등이 있다. 이 밖에 염소와 양을 대상으로 근육량 증가 등에
관한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다.

3. 유전자 편집 관련 주요 이슈
3.1. 위험 및 안전성
유전체 편집기술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유전자 조작은 암 유발 및 유전자 변이와 같은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여기에는 유전자 조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유출되는 물질 또는 유전자가 환경을 오염시켜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된다. 특히,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종 유전자를 이용한 신품종 개발
등은 유전자 변이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심각한 경우 부작용은 세대를
걸쳐 지속될 수도 있으며, 인류나 환경에 치명적인 종의 출현을 초래할 수도 있다.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돼지 전염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만 매
년 2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5)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풍토병으로 존재하는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이병률이 높고 급성일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임.
6)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능력으로 감수성이 낮으면(높으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높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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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편집기술은 기본적으로 외래 유전자와는 무관하게 생물이 가진 특정 유전자를
절단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전자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여전
히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생명윤리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막연한 우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유전체 편집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절단되는 비표적절단(Off-target cuts)이다. 극단적인 경우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체 기능 일부를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유전자 교정을 위해 삽입하는 단백질, RNA,
제한효소 등이 체내에 일시적 또는 지속해서 잔존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특정 유전자를 인식하는 단백질 또는 RNA가 체내에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해당 유전자를 절단하는 제한요소와 만날 경우 비표적절단이 일어나거나 유전적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목표 유전자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백질 또는 RNA가
인식하는 유전자가 많을 경우 비표적절단의 위험이 커진다.
다양한 유전자 조작기법의 개발과 발달로 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한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2000년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알려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를 채택하였다. 유전자 변형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채택된
CPB는 협약 체결국에게 생명공학기술로부터 나온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취급,

운송, 이용, 이전, 방출과 관련한 행위가 인체 건강 및 생물 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는 CPB의 이행에 있어 회원국 간의 생명공학기술 규제법 및 제도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생명공학 규제감시조화 작업반(Working group on Harmoniz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과 신종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실무팀(Task
Force for the Safety of Novel Foods and Feeds)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OECD는 두

조직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술합의서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들
을 데이터베이스인 바이오트랙온라인(Bio-Track Online)를 통해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공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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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규제 현황7)
유전체 편집기술의 짧은 역사로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전체 편집기술 및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 및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유전체 편집기술과 관련한 다수의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 위치하며, 상당수의 연구가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므로 미국과 EU의
관련 규제 및 입장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EU는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GM 작물 및 관련 식품과

사료(편의상 이하 ‘GMO’로 표기)를 관리하고 있다. EU는 GMO 관련 주요 분야를 ① 미생물
의 밀폐이용, ② 환경방출, ③ 식품 및 사료, ④ 국가 간 이동, ⑤ 표시제 및 이력추적,
⑥ GM 작물의 재배 권한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대한 규정(Regulation) 및 지침(Directive)
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EU의 GMO 관련 주요 규정
분야

규정 및 지침

내용

환경방출

지침 2001/18/EU

실험목적으로 GMO를 방출하는 행위(시험재배 등)와 GMO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시장출시 행위(재배, 수입)를 규제

식품 및 사료

규정 1829/2003

GMO로 이루어지거나 GMO를 포함하는 식품 및 사료의 시장출
시 및 판매 유통 행위를 규제

회원국의 GM작물
재배 금지

지침 EU 2015/412

EU 차원에서 재배 승인된 GMO에 대한 재배결정 권한을 회원
국에 부여

표시 및 이력추적

규정 1829/2003
규정 1830/2003

GMO 또는 GM식품 및 사료의 표시 및 이력추적을 규제

밀폐 이용

지침 2009/41/EU

밀폐상태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GM미생물의 연구
또는 산업적인 활동 수행을 규제(실험실 내 모든 행위 포함)

국가 간 이동

규정 1946/2003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제3국) 간 GMO의 의도적, 비의도적 이
동을 규제(역내 의도적인 이동은 적용 제외)

출처: 유럽 위원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17) 재인용.

유전체 편집기술로 생산된 작물 및 관련 식품과 사료(편의상 이하 ‘GEO’로 표시)가 GMO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2018년 7월 EU의 최고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GEO도 GMO에 해당하며, 따라서 유럽연합의 GMO 관련
법규인 2001 GMO 지침(2001 GMO Directive)에 따라 인체 건강과 환경 영향에 미치는

7) OECD(2018)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17)을 참고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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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평가받고 규제받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유럽과 같이 GMO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규제가 없는 미국은 1986년에 발표된 생명
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체계(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
를 기초로, GMO 특성에 따른 관계기관 및 역할을 규정하여 GMO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해당 협력체계가 제정된 지 30년이 지남에 따라 2015년부터 GMO 규제 담당기관의 규제구
조 개선 추진 계획을 진행하여 2017년 GMO 규제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은 최신
과학을 기반으로, ① 인체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기준 유지, ② 투명성, 협력,
예측 가능성을 향상하는 협력체계의 효율화, ③ 명확하고 투명한 대중 참여를 통한 생명공학
제품 감독에 대한 대중 신뢰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선안은 각 기관의 현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7).
<표 5> 미국 GMO 관련 규제체계 개선안에 따른 각 기관별 역할 및 관련법
분야

내용

환경방출

∙ 동식물검역원(APHIS) :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농업을 보호
– 동물건강보호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
–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 바이러스·혈청·독극물관리법(Virus-Serum-Toxic Act)

식품 및 사료

∙ 식품안전성검역원(FSIS) : 육류, 가금류, 달걀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공공보건(FDA는 식
품 소비 목적의 고기, 가금류, 달걀, GM 유래 어류의 안전성 검토를 FSIS에 통지할 예정)
– 연방육류검역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 가금류검역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 계란류검역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

회원국의 GM작물
재배 금지

∙ 식품 및 사료, 화장품,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생물제제, 의학장비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
을 규제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을 통해 GM식물 유래
식품 및 사료, GM동물, GM 유래 인체용 의약품, 생물제제, 의학장비 규제
–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

표시 및 이력추적

∙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생명공학제품이 새로운 생물체일 경우 규제
– 연방살충제·살균제·쥐약관리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section 408(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 독극물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출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17) 재인용.

미국은 EU와는 달리 GEO를 GMO와는 구분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산물에 대해 규제하지 않을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과거에도 유전체 편집기술로 개발된 옥수수 및 버섯에 대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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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제품들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도 유전체 편집기술을 포함한 식물
육종기술에 대해 해충 또는 이를 이용해서 개발된 경우가 아니면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축분야는 좀 더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유전자
변형 동물을 의약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유전체 편집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동물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는 새로운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삽입되는 경우에는 안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전체 교정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농업 유전자변형생명
체 안정성 규정에 따라 유전자가 변형된 모든 농산물은 GMO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
지 GEO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신토불이(身土不二)란 몸과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몸에 잘 맞는다는 의미이다. 신토불이란 용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1990년대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신토불이보다는 유기농, 동물복지, HACCP, 무항생제, 무농약

등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무리 노벨상 수상자들이 GMO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GMO의 안전성이 저명한 학술지나 언론을 통해 소개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심리적 거부

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식량부족 문제와 식량 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언젠가
는 GEO를 원료로 하는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식량 및 영양부족 문제는 현재도 심각하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미래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2014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10년 내 물과 식량 부족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GMO 및 GEC만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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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세계 종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다우듀폰, 중국의 켐차이나, 독일의 바이
엘 등 거대 기업들은 이미 유전체 편집기술을 종자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가격경쟁력 및 생산성과 기능성을 앞세운 GEC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작물 대부
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유전자 편집에 대한 위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유럽연합과 같이 GEO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는
경우와 외래 DNA 염기서열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제해야 한다. 두 방식은
위험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 목적인 경우 규제를 최소화하여
관련 과학기술 발달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유전체 편집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및 가축
생산은 특정 지역 혹은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서성, 내한성, 특정 병충해에 강한 종자 개발 및 사용, 비타민 혹은 단백질(아미노산 함량
변화)의 구성이 조절되어 영양소 보충 혹은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 질병 저항성
및 동물 복지를 고려한 가축 생산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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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벨기에,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 아르헨티나, 중국으로 대두유 수출 재개

●
●

아시아
* 아시아의 단백질 소비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호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으로 유제품 경쟁우위 확보
* 일본, 돼지 콜레라 확산 방지 대책

아시아의 단백질 소비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Asia Research & Engagement(ARE) 보고서는 아시아의 육류 및 해산물 수요 증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전역의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로 인해 2050년까지 세계
육류 및 해산물 소비가 약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단백질(protein) 수요 증가는 물, 토지, 기후변화
등 세계 환경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지속가능한 식품정상회담(Sustainable Food Summit)에서
발표되었으며, 육류업계, 정부, 규제기관 등이 육류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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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우선순위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로 함.
- 보고서 제1저자인 Serena Tan은 “육류와 해산물에 대한 아시아의 왕성한 식욕
이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함.
 보고서는 특히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육류 및 해산물 소비증대에 따른 환경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전망함.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8% 증가할 것이며, 연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29
억 톤에서 약 54억 톤으로 증가할 것임. 이는 약 9,500만 대의 차량이 제품 수
명주기 동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한 수준임.
- 식량생산을 수용하기 위해 인도(India)만한 토지가 필요할 것이며 토지이용(land
2

2

usage)은 약 82% 증가하여 390만km 에서 710만km 로 증가할 것임.
3
- 물 사용량은 약 83% 증가할 것이며, 연간 물 사용량은 5,770억m 에서 1억 540
3

억m 으로 증가할 것임.
- 향균제(antimicrobial)사용은 44% 증가하여 연간 2만 7,000톤에서 3만 9,000
톤으로 증가하여 항생제 내성 위험을 높일 것임.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단백질의 공급을 통해 단백질에 대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잠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
- 해결방안으로는 개선된 농장 기술의 활용, 다국적 식품기업의 보다 강력하고 지
속가능한 경영 전략,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 모니터링 및 집행 등이 포함됨.
 보고서의 후원 파트너기업인 ADM캐피털의 Robert Appleby는 “단백질 수요 증대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기후변화, 토지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항생제(antibiotics)의
과도한 사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지속가능한 단백질 생산을
위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함. 또한 “오늘날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단백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보장된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535/Growth-in
-Asias-protein-consumption-could-cause-dramatic-environmental-damage)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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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으로 유제품 경쟁우위 확보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급성장하
고 있는 유제품시장에서 작지만 중요한 이점을 얻었음.
 새로운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포괄적경제협력협정(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CEPA)은 지난 8월 31일 자카르타에서 발표
되었으며, 호주산 유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장벽이 궁극적으로 철폐될 것임. 북부 이웃
국가들로 수출되는 호주산 유제품은 2017년 기준 1억 2,670만 달러에 달하는 무역규
모임.
 그러나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 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아래 대부분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어 실질적인
이익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는 AANZFTA을 체결한 10개국의 아시아 서명국 중 하나임.
 IACEPA에 따른 주요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및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 협정 발
효 시 제거 예정(AANZFTA에 따라 2019-2021년 관세철폐 예정)
- 입자상치즈(grated cheese) 및 가루 치즈(powdered cheese): 협정 발효 시 제
거 예정(AANZ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4%임)
- 액상유(liquid milk)-6% 이하 지방: 2033년까지 관세 철폐 예정(AANZFTA에
따라 4% 관세율 유지)
 그 밖의 다른 모든 유제품(HS코드 제04류)의 경우 관세는 IACEPA 발효 시 철폐됨.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AANZFTA에 따라 이미 합의된 조건 보다
약간의 관세 혜택을 개선하였음. 그러나 이는 인도네시아와 양자협상을 하지 않은 뉴질
랜드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임.
- 세계 유제품 시장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주요 경쟁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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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2017년 기준 약 3억 3,420만 달러를 수입하였음.
이는 호주산 유제품 수입규모 보다 3배 높은 규모임.
 EU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주 두 국가 모두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관여하고 있음.
※ 자료: IEG Vu
(https://iegvu.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CO221650/Australia-gains
-dairy-advantage-with-new-Indonesian-trade-deal) (2018.09.11.)

일본, 돼지 콜레라 확산 방지 대책 강화

 일본 농수산성은 지난 9일, 기후현(岐阜県)의 한 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병하였다고
밝힘. 이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축 질병에 대한 위원회를 위촉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바이러스 농장과 같은 도축장이나 공동퇴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을 3주간 모니터
링하기로 함. 돼지 콜레라 발병이 의심되는 새로운 돼지가 발견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종류의 바이러스 검사를 당분간 실시하기로 함.
 돼지 콜레라 발병 농장은 주1회 공동 퇴비시설에 배설물을 운반하고 있었음. 감염돼지
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됨.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발병농장과 같은 도축장과 공동퇴비시설을 사용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청정성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함.
-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돼지의 이동제한이나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함.
- 현재 검사대상 농장의 수는 불투명하다고 함.
 바이러스 감염 검사방법을 강화하기로 함. 이번 돼지 콜레라 발병 농장에서는 예전부터
사용되어온 형광 항체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냈지만, 감도가 높은 유전자검사에서는 양
성으로 판명됨. 따라서 당분간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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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대책위원회의 츠다 토모유키(津田知幸)는 형광 항체검사에서 음성이 반응이
나온 원인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 자체의 문제인지, 다른 질병에 감염되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함.
- 또한 돼지 콜레라가 의심되는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함.
 또한 감염 경로에 대해 사료나 물품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바이러스 침입 추청 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역학조사를 계속하기로 함.
 중국에서도 돼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되었음. 그러나 중국에서 퍼진 것은 아프리
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됨.
※ 자료: 일본농업신문(https://www.agrinews.co.jp/p45143.html) (2018.09.11.)

벨기에,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벨기에 당국은 서부유럽의 돼지고기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발병을 확인함.
 벨기에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1985년 이후 처음이며, 2007년 조지아에서 아프리카
ASF가 재발한 후 서유럽국가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벨기에 식품안전청은 ASF 바이러스가 룩셈부르크지방 에살(Etalle)에 서식하는 두 마
리의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힘.
- 이 바이러스는 양돈농가에서의 발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돼지열병 발병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벨기에 당국은 전역에서 돼지 사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생물보안(biosecurity)1)의 중요성을 강조함.
1) 생물작용제와 독소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 보유, 손실, 기술도난, 오용, 이동, 의도적 방출을 막기 위한 보호, 규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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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 출현한 ASF는 처음에는 다른 발트해 연안 국가로,
그 다음은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불가리아로 꾸준히 확산됨.
 지금까지 서유럽국가들은 멧돼지의 국경 간 이동이나 감염된 동물부산물이나 이를 수송
한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이러스 발병에 대응하였음.
- 벨기에 Wallonia지역 당국은 바이러스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멧돼지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함.
 벨기에에서는 1985년 당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면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바 있음. 이 바이러스는 12개 농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약 3만
마리의 돼지가 처분되었음.
 벨기에에서의 바이러스 발병은 다른 서유럽국가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됨.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생산국들은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음.
- 특히 영국과 덴마크에 ASF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자 이들 국가들은 최근 바이러
스 방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641/AfricanSwine-Fever-found-in-Belgium-for-first-time-since-1985) (2018.09.13.)

아르헨티나, 중국으로 대두유 수출 재개

 아르헨티나는 지난 8월 29일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으로 대두유(油) 수출이 재개되었다
고 발표함.
- 산타페(Santa Fe)주에 있는 항구에서 2만 9,000톤의 대두유를 중국저비량관리
총공사(中国儲備糧管理総公司, 이하 시노그레인)로 출하함.
- 산타페주는 향후 선박 2편 정도의 추가 출하를 확정함. 이번에는 약 9만 톤 수출
있는 조치를 의미함(네이버 지식경제용어사전)(검색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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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를 실현했으나 추가적 출하 가능성도 있음.
 아르헨티나 농산업부는 2017년 5월 중국으로 경제파견단을 파견하였으며, 파견 당시
중국으로의 대두유 수출 재개를 발표한 바 있음. 2018년 6월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최저 12만 톤의 대두유 무역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음.
 아르헨티나 대통령 Mauricio Macri은 “대두유 수출 재개로 중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함.
- 또한 아르헨티나 농업부 장관 Luis Miguel Etchevehere는 성명서를 통해 “성
장 중인 시장을 재개척하여 보다 더 부가가치가 있는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
겠다”며 기대를 표명함.
 아르헨티나는 2012년 기준 대두유 수출총액의 19.8%(약 8억 5,115만 달러)를 중국으
로 수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급감함.
 아르헨티나 Macri정권은 농수산 및 식품 수출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으로
대두유 수출 재개뿐만 아니라 중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 완화도 실현하고 있음.
※ 자료: JETRO(https://www.jetro.go.jp/biznews/2018/09/c3bbd40f38759fcb.html)
(2018.09.04.)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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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 중국, 변화하는 중국 외식산업 트렌드
▪중국의 외식산업(요식업) 시장규모는 2017년 3조 9,600만 위안 규모로 전년대비
10.7%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4조 3,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13년도부터 10% 전후의 성장률을 보임.
▪중국요리협회(中国烹饪协会) 및 중국산업정보(中国产业信息)에 따르면 2020년
외식산업의 운영 수입이 5조 위안을 넘어서고 2022년에는 6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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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시장 성장에는 외식 소비 횟수의 증가가 많은 기여를 하였음.
- 아이리서치 설문 대상 소비자들의 51.8%가 외식 비율이 최근 1년간 증가하였
다고 응답하였고, 매주 3~4회 외식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식당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중국 식당이 57%로 1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휴한간
찬(休闲简餐), 패스트푸드(快餐) 등이 그 뒤를 이음.
- 휴한간찬(休闲简餐): 기존 패스트푸드(快餐) 매장보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식
사 및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식당 및 카페, 일종의 브런치 카페 (예: 两岸咖啡,
豪客来, 豪亨来, 水天堂, 绿茵阁 등)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휴한간찬(休闲简餐)은 최근 5년간 평균 20~25%의 성장세
를 유지함. 중국요리협회에 따르면 휴한간찬(休闲简餐)은 2017년 외식시장에서 16%
의 점유율 기록함.
- 휴한간찬(休闲简餐)의 성장을 보았을 때, 중국 외식산업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신세대를 겨냥한 메뉴 개발 및 식당 분위기 전환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
춰 변화 중임.
▪성장하는 외식시장에서 매년 폐업하는 식당도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16만 개, 2017년 상반기에만 약 21만 개의 외식업체가 문을 닫으며
이는 중국 전체 식당 중 월평균 약 10%에 해당함.
-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식품안전규정 위반, 전문적 관리 능력 부족, 무리한 점
포 수 확대, 시장의 치열한 경쟁 등이 있음.
▪시장규모 대비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다소 한정되어 있음.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
면 전체 식당 중 20%만이 이윤을 얻고 80%의 식당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임.
▪최근 여성 소비자들이 남성 소비자들에 비해 외식 지출이 큰 것으로 파악됨.
-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0위안(한화 1만 6,000원) 이하의 비용의 경우 남성의
지출 비중이 조금 높지만 100위안 이상의 금액 대에는 여성 소비자의 지출 비
중이 약 10% 이상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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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령의 경우 20~34세 연령이 외식산업에서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외식 빈도로 보았을 때 90허우(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의미함)
연령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여성이며 젊은 세대의 소비자들이 외식산업의 새로운 타깃이 되는 추세임.
▪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주요 소비계층의 변화로, 과거에는 가격, 음식 효능, 품질과
전체적인 서비스를 거시적으로 보았다면 현재 소비자들은 높은 가성비, 품질, 제품의
표준화, 개성화까지 요구하고 있음.
▪서비스측면에서 또한 더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어, 식당별로 개성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와의 교감, 간편성, 음식 제공 속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음식의 안전, 맛을 기본으로 음식의 궁합, 다양성, 특색 있는 음식 등으로 요구
가 다양해지고 있음.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중국 외식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특히 중국산업정보 연구에서는 2020년 5조 위안, 2022년 6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외식시장 성장에는 외식 소비 횟수 증가가 많은 기여를 함.
▪중국 외식산업의 성장과 함께 중국 소비자들은 식당을 이용함에 있어 요구기준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 관련 연구에서는 젊은 층의 외식소비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며 휴한간찬(休闲简餐)과 같이
젊은 여성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아이템 발굴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9.07.)

□ 필리핀, 쌀 수입관세화 추진 동향
▪필리핀의 설탕세, 자동차세, 석탄세, 담배세 등의 소비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제1차 세제개혁법안(TRAIN 1)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부터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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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함.
- 지난 7월에는 5.7%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며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중 최고치를 기록함.
▪특히 필리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인플레이션율은 2018년
6월 5.8%에서 7월 6.8%로 한 달 만에 1% 포인트가 상승하여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음.
- 2017년 7월 식품 인플레이션율은 2.9% 기록함.
▪2018년 8월 일반 쌀 도매가격은 1kg당 40.08PHP로 전년대비 13% 상승했으며
평균 소매가격도 42.26PHP로 전년대비 11% 상승하며 급격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필리핀은 삼모작이 가능한 나라이지만 관개시설이 열악하고 수확 및 보관 기술이
낮아 실질적으로 일모작만 시행하고 있으며, 쌀 생산성이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필리핀 전국 쌀 경작지 390만 헥타르 중 120만 헥타르만이 관개시스템을 통해 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270만 헥타르는 장마철에만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일모작
만 시행함.
▪높은 경제성장 및 중산층의 성장으로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쌀의 원활한 공급
이 뒷받침되지 않아 쌀 가격 폭등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음.
▪필리핀의 식품지출 비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하위 20%는 33.5%, 하위
40%는 2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의 안정은 정권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WTO 상품무역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필리핀의 쌀 수입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면제해주고 수입쿼터제를 시행할 수 있게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당시 필리핀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35만 톤에서 80.5만 톤으로 늘어났으나, 쿼터를
적용받은 쌀의 수입관세는 35%를 적용받음.
▪필리핀 정부는 Republic Act No. 8178(The Agricultural Tariffication Ac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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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쌀 수입쿼터제를 시행해왔으며, 작년 두테르테(Duterte)정부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No. 23)으로 쌀 수입쿼터제도를 3년 더 연장함.
▪필리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미 두 차례나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제3차 국정연설(SONA)에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쌀 수입관세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함.
▪지난 8월 14일 필리핀 하원의원들은 쌀수입에 대한 쿼터제를 관세로 대체하는
법안 House Bill No. 7735(The Revised Agricultural Tariffication Act)을 통과
시킴.
▪필리핀 하원통과 쌀 관세화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에 부과되는 수입쿼터와 같은 제한사항들을 철폐하고 관세로 대체함.
- 아세안 비회원국과 WTO회원국들로부터 35만 톤 이내에서 수입된 쌀에 대해
40%의 MFN(Most Favored Nation)관세율 부과함.
- 아세안 비회원국과 WTO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한 35만 톤 이외의 나머지 쌀에
대해서는 180%의 MFN 관세율 적용
-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쌀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AIGA)의 관세율
(35%) 적용.
- 쌀 경쟁력 강화기금 설립(쌀 수입 관세로부터 기금자금 조성)
- 국가 곡물조달기관인 국가식품청(National Food Authority, NFA)은 민간무
역상에게 쌀수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 가짐.
▪일부 언론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이 쌀값 상승 때문이 아닌 세금 인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필리핀 야당의원 대다수의
농민단체들은 쌀관세화법이 필리핀 식량안보에 위기를 가져오고 지역농업을 멸종위
기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농업관련 단체에서는 쌀 관세수입으로 마련된 농업관련 기금을 통
해 쌀농업의 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며 옹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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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쌀수입관세화가 실행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물가상승률이
0.4% 포인트 낮아질 수 있으며, 주요식품가격이 1kg당 7페소(PHP)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함.
▪그러나 필리핀 중앙은행은 쌀 수입관세화가 진행되더라도 2018년 전체 인플레이션
율 목표인 2~4%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올해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Cynthia A. Villar 상원의원은 “쌀 수입의 자유화는 진행되어야하지만, 농민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쌀 수입관세화 법안이 통과된
다면 쌀 수입권한을 가지고 있던 국가식품청(NFA)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상원의원들 중에는 쌀수입관세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이 혼재되어
있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하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쌀 수입관세화를
우선적이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만큼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쌀 수입관세화를 추진하는 측면이 있으
나 농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므로 물가가 안정된 이후에는 다시
쌀 쿼터제로 돌아갈 가능성 있음.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WTO회원국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필리핀 쌀 수입관세화는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쌀 수입관세화가 진행되고 필리핀 농업부문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농업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우선 농민 단체들은 관세수입을 통해 농업개혁을 위한 기금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
고 있으며 필리핀 농업부도 농업기술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
▪필리핀 농업부장관 Emmanuel Piñol은 “두테르테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최소 50만
헥타르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열 관개시스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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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두테르테 대통령이 약 437억 페소(PHP)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함.
▪쌀 자급률은 식량안보로 직격되는 만큼 필리핀 정부는 쌀 생산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쌀 생산업계의 현대화와 기술발전을 적극 장려할 것으로 예상됨.
▪태양열 관개시스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쌀 종자기술, 쌀 건조저장기술 및 장치, 창
고, 쌀 생산관련 보험 및 대출, 바인더와 콤바인과 같은 고사양의 수확기계, 드론
농약 살포기계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기업의 필리핀
시장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농업기업이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 농기계 판매보다
는 농업 생산 기술이전을 통해 필리핀 농업 생산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리핀의 기후와 농작물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농기계의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9.03.)

□ 일본, 식물검역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는 10월 1일부터 식물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은 모든 수입
산 식물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처분하겠다는 강화 내용을 발표함.
▪주요 대상은 모든 신선농산물, 화훼류, 곡물류 등임. 이 같은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의 검역소부터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함.
- EMS, 간이휴대품(핸디캐리) 등으로 반입 시에도 반드시 식물검역증이 필요하므
로 주의가 필요함.
▪이번 검역증 첨부 강화조치로 인해 한국에서 국제우편(EMS) 을 이용하여 샘플용으로
송부되는 농산물류 제품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냉동 곶감류의 경우 일본의 식물방역법에 의해 식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동류의 제품을 송부 시에는 반드시 한국의 검역증이 필요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함.
- 반건조 냉동식품이지만 식물에 해당되어 검역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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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는 검역증이 미첨부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처분됨. 일본 식물방
역소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자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2018.09.14.)

□ 대만, 유기농산품 인증제도 확대 실시
▪2018년 5월 대만정부에서는 유기농산품에 대한 유기농업촉진법을 발표하였으며,
유기농업에 관한 정의 및 인증에 관련된 제도를 공고하였음.
▪현재 대만정부는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에는 대만유
기농업의 농지생산면적을 1만 5,000헥타르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대만 유기농업은 점차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대만에서 제품 라벨에 ‘유기(有機)’ 또는 ‘Organic’이란 문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대만정부가 인정한 검증기구나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台灣農業委員會)의
심사를 거쳐야만 표기할 수 있음.
▪수입산 유기농산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려면 우선 대만과 동등한 유기농관련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며, 대만시장에서 수입산 유기농산품을 판매하려
면 대만 및 해당수입국가간 상호가 인정한 검증기구의 검증을 통과한 후 농업위원회
의 서면심사를 거치고 나서 대만정부에서 ‘유기농표기 동의 문건’이 발급되는데 해당
문건을 발급받아야 관련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대만 국내산 유기농산품일 경우 검증을 거친 ‘CAS 대만유기농산품’ 마크 및 제품명,
원료명, 경영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원산지, 검증기구 이름, 유기 검증 허가번호
등을 제품 외포장에 표기를 해야 함.
▪대만정부가 지정한 유기농산품 검증은 현재 제3검증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검증기준은 화학물질, 농약, 독성이 있는 인화알루미늄 등이 검출되면 아니 되며,
현재 대만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검증기관은 총 13개 기관이 있음.
▪대만에서의 유기농 인증은 2개의 인증마크 사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품 외포장

188 ∙

세계농업 2018. 9월호

세계 농업 브리핑

또는 라벨에 유기농 인증마크를 표시할 때 반드시 대만농업위원회에서 인정한 ‘CAS
대만유기농산품’ 인증마크와 상기 13개 검증기관의 인증마크 등 2개의 인증마크를
제품 외포장에 표시를 해야 함.
▪현재 대만 농업위원회에서는 유기농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기농산품과 가공품의 샘플링 검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으며, 연평균 총 3,500
건 샘플링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현재 대만정부는 유기농업 및 농식품 생산이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 농식품을 대만으로 수출 시 이러한 추세에 따른 관련 제도에 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함.
- 한국은 대만과 유기농식품 관련 상호인증 체결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대만 유기
농식품의 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한-대 상호간 유기농 식품 인증 관련 협의가
필요함.
※ 자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2018.08.31.)

2. 아메리카
□ 미국, 유제품 함유되지 않은 ‘Dairy Free’ 제품 수요 급증
▪장기적으로 유제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관련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유제품
이 함유되지 않은 ‘Dairy Free’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젖소를 사육할 때 투여되는 항생제, 호르몬에 대한 염려와 지속적인 유제품 섭취가
여성암 등과 같은 질병유발과 관계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유제품 섭취에 대한 불안
감이 확산됨.
▪코넬대학교 농업경제학 교수 Andrew Novakovic에 따르면, 미국인 1인당 연간 우
유소비량은 2010년 240파운드에서 2015년 120파운드로 감소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제품을 배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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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유제품도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의 증가도 ‘Dairy Free’ 트렌드에 영향을 미침.
Vegetarian Resource Group의 2016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3%가 채식주의자이며, 이 중 절반이 유제품과 달걀도 섭취하지 않는 비건
(Vegan)임.
▪낙농업과 축산업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윤리적인 가축 사육환경에 대한 소비자들
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Dairy Free’의 인기 요인으로 꼽힘.
▪‘Dairy Free’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아이스크림, 우유대체품 등 관련 제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2017년 기준 ‘Dairy Free’ 제품의 매출규모는 24억
7,040만 달러로 2012년 이후 220.3% 증가함. 2012~2017년 해당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8.3%를 기록하며 급성장함.
▪미국의 ‘Dairy Free’ 시장은 우유대체품이 주도함. 2017년 우유대체품 시장규모는
21억 8,720만 달러로 전체 ‘Dairy Free’ 시장에서 약 89%를 차지함.
- 대표적인 우유 대체품인 두유의 경우 매출이 5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47.5% 줄
었으나, 두유를 제외한 우유대체품은 동기간 170.2% 증가, 연평균 성장률은
22.0%를 기록함.
▪‘Dairy Free’ 아이스크림과 두유 요거트를 제외한 ‘Dairy Free’ 요거트 또한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우유 대신 식물성 식재료를 활용한 아이스크림의 2017년 시장규모는 1억
9,720만 달러로 2012~2017년까지 197.2% 확대됨.
▪두유 요거트 제외한 ‘Dairy Free’ 요거트의 2017년 매출규모는 3,700만 달러로
전체 ‘Dairy Free’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2012~2017년 시장규모
는 440% 이상 확대되어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함.
▪시장조사기관 Mintel에 따르면 2017년 식물성 우유대체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제품은 ‘아몬드밀크’로 전체 시장의 64%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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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와 코코넛이 각각 13%와 12%로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나머지 10%는 견
과류, 곡물 등으로 만든 제품들임.
▪최근 식물성 우유대체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퀴노아, 마카다미아, 귀리 등 슈퍼푸드
로 각광 받는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음.
▪Mintel의 음료전문 애널리스트 Megan Hambleton은 “2018년에는 유제품을 대체
할 만한 식물성 우유대체품의 종류와 브랜드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며 “캐슈와
쌀로 만든 우유대체 음료가 현재 점유율 2위인 두유보다 더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함.
▪식물성 우유대체품의 인기가 아이스크림 품목까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주요 아이스크림 생산업체들도 ‘Dairy Free’ 제품 개발에 집중함.
▪벤앤제리스(Ben & Jerry’s)는 2017년 2월부터 아몬드 우유대체품을 이용한 ‘Dairy
Free’ 아이스크림을 출시함.
- 벤앤제리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경쟁사의 ‘Dairy Free’ 아이스크림 개발을 부추김.
- 또한 아이스크림 업계 대표기업인 브레이어(Breyers)와 하겐다즈(HaagenDazs)도 견과류 우유대체품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함.
▪브레이어와 하겐다즈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인크레더블푸드(Incredible Foods)
도 우유를 비롯해 글루텐, 땅콩, 해산물, 콩이 함유되지 않은 냉동 디저트를 개발
하여 판매 중임.
- 저칼로리, 저당, 고프로틴 아이스크림으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인 할로탑(Halo
Top) 역시 ‘Dairy Free’ 제품 라인을 출시함.
▪Euromonitor에 따르면 미국 ‘Dairy Free’시장은 향후 2022년 28억 8,39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Dairy Free’ 아이스크림과 두유를 제외한 식물성 우유대체품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두유와 두유를 활용한 유기농 요거트의 판매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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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Dairy Free’ 제품인 경우 제품 포장에 ‘Dairy Free’, ‘Non
Dairy’ 등으로 표기하여 채식주의자를 포함하여 유제품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
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한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곡물류 음료를 ‘Dairy Free’음료로 포지셔닝하여
미국시장으로 진출함.
- 식물성 우유대체품의 경우 음료처럼 섭취하기도 하지만 커피에 첨가하거나 수
프 등 요리에 우유 대신 사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함.
▪식물성 우유대체품이 우유를 대체하기에는 너무 묽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식물성 우유대체품들이 패키지에 ‘우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낙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
▪식물성 우유대체품 생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음용 방법과 음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우유(milk)라는 단어를 사용함.
- 아몬드, 코코넛, 귀리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료는 우유로 칭할 수 없다는 것
이 낙농업계의 입장임.
▪식물성 우유대체품의 미국 진출 시, 제품명에 우유라는 단어보다는 드링크(drink),
비버리지(beverage) 등의 단어를 사용할 것을 추천함(예: Almond Beverage, Oat
Drink).
※ 자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2018.09.12.)

□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관세 부과로 캔 통조림 가격 상승
▪알루미늄 캔 포장에 의존하는 수프, 소다, 맥주 등 캔 통조림·음료 제조사들은 2018년
7월 시작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관세 부과로 인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조가를 낮춰야하는 상황에 직면함.
▪부과된 10%의 수입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대형 수프 제조사인 Campbell사의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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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장은 8월말, 여러 가지 통조림 상품들의 가격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인상폭은
물류비, 포장비와 재료값 상승분에 결정적으로 관세 증가분이 고려될 것이라고 함.
▪세계적 맥주회사인 Molson Coors Brewing Company도 최근 변화에 대해 “알루미
늄 관세와 물류비, 불공정한 알루미늄 가중과세(Midwest premium)가 자사 상품의
가격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가격 인상의 결정 요인이 될 것이
다”라고 함.
▪코카콜라도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관세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하며, 캐나다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인상하여야할 것이라고 함.
▪한편, 캐나다 미시시가(Mississauga)에 위치한 물, 커피, 콜라제조사인 Cott사는 가
격 인상 대신에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를 요청했으며, 수입 비용 인상분을 보완해
줄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고 함.
▪Cott사는 미국 상품들에 약 6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
보급을 위한 냉동고를 조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세비용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함.
- 결과적으로 Cott는 ‘비교적 온건하게’ 냉동고 대여료를 인상하려고 한다고 함.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식품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수입식
품에 직접 부과된 관세와 장벽보다는 철강과 중장비에 부과된 관세가 식품제조사들의
생산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중국 등의 보복관세로 수출업체와 해외에 공장을 둔
제조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가속화된 세계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 식품수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고, 미국
내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수출 식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므로, 식품업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경쟁과 변화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 자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2018.09.13.)

세계 농업 브리핑

∙ 193

3. 유럽
□ 러시아, 간편조리식품 시장 동향
▪2017년 간편조리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228억 달러로 전년대비 3% 감소함.
- 간편조리식품의 시장규모는 2022년까지 약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
며, 2022년까지 2% 내외 성장세 기록할 것으로 보임.
▪Euromonitor에 따르면 간편조리식품의 감소세는 2017년 러시아 경기침체로 인해
러시아 소비자들이 간편조리식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직접 요리해 식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 원인임.
▪2016년 간편조리식품 시장은 만두 등 냉동식품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탈리아 요리(파스타 등)가 대부분 차지함.
▪간편조리식품 매출의 85% 이상이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에서 발생되며, 판매제품은
대부분 300루블 이하의 저가상품임.
▪간편조리식품 구매보다 패스트푸드 선호하는 현상이 있지만 건강 및 맛의 품질 등이
패스트푸드보다 월등하므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간편조리식품의 주요 수입국은 독일, 폴란드 등 유럽국가임. 식품 특성상 인근
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산 상품은 찾아볼 수 없음.
▪물류비가 저렴하고 식성이 비슷한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은 일부 라면류가 인기를 얻고 있음.
▪러시아 경제가 최근 경제위기에서 회복되고, 편리성에 대한 트렌드가 러시아 소비자
들 사이에서 더 중요해지면서 간편조리식품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대형 소매할인점의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터넷을 통한 도소매
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러시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영양성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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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리미엄 간편조리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임.
▪러시아 내 프리미엄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TK Land사의 Ms.Taisia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이 러시아 간편조리식품 시장에 손쉽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대형 유통업
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편이 좋다”라고 조언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9.08.)

□ 유럽, 폭염에 따른 농업 피해
▪블룸버그는 2018년도 EU 총 곡물수확량이 최근 6년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폭염에서 기인한 극심한 가뭄현상이 유럽 중북부를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전체적 수확량 감소를 초래함.
-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등 발트 해 인근 국가 역시 피해가 심각하여 자연재해나
비상사태를 선포함.
▪독일농민협회는 폭염에 따른 가뭄피해로 농작물 생산에 있어 약 14억 유로(약 1조
8,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고 독일정부의 긴급원조를 요청함.
- 독일정부는 농민들의 생산 피해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언급되던 2003년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함.
▪스웨덴은 농작물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 40% 감소하고 수확량이 25년 내 최저치
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함.
- 자국의 가축사료 조달량이 부족해지면서 방대한 양의 사료를 수입하는 추세이
나,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농가에의 조기 가축도살 또한 빈번이 일어나고 있음.
▪영국은 1976년도 이래 42년 만의 최악의 더위를 맞음.
- 1976년도는 영국 3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의 해로 손꼽히며, 50억 파운드(약 7
억 원)의 수확량 피해와 12%의 식품 물가상승을 초래함.
▪영국 유력 식품주간지인 ‘The Grocer’에 따르면, 금년 가뭄으로 주요 농산품(양상추
21.7%, 당근 48.6%, 양파 54.9%, 브로콜리 37%, 감자 10.5%) 가격이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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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의 생산량은 20% 하락함.
▪최근 유럽의 폭염, 적은 강수량으로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유럽으로 밀, 보리, 과실
채소류 등 신선식품을 취급 또는 수출하는 업체의 가격경쟁 등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됨.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가축피해가 방대한 규모로 이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대체식품 구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각국의 식품트렌드와 시장수요를 충족할 대체식품의 수출이 대안적
시장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2018.08.31.)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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