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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2018년 농업법 및 입법 원칙 발표
m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ficulture, 이하 USDA) 장관 Sonny Perdue는
2018년 1월 24일 2018년 농업법 및 입법 원칙(Farm Bill and Legislative Principles
for 2018)을 발표함.
m Sonny Perdue는 30여개 주의 농촌지역을 방문하고,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미국 의회
와 공유하기 위한 농업법 및 입법 원칙을 정리하였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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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칙은 의회에서 농업법 및 기타 법률 제정 시 농업 및 농촌 경제발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USDA는 규제부담은 완화하고,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
적이며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농업 생산 및 보존
m 농민들에게 시장 왜곡이나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상조건에 따른 안정망을 제공함.
m 농부들이 안정적인 생산 결정을 내리고 운영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혁신적인 농작물
보험상품의 다양성과 변화를 장려함.
m 젊은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의 농업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와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
m 자발적인 보존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고,
보존이 필요한 토지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과 자연보호
혜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
m 건강하고 깨끗한 토양, 물, 공기 등 천연자원 개선을 위해 비용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토양 보존프로그램을 지원함.

무역
m 투자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촉진 프로그램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함.
m 미국 농업법이 국제무역법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m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과학기술분야에서 USDA의 전문성을 강화함. 미국 농산물 무역
동향과 외국 무역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국 무역파트너들과의 협상력
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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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영양 및 소비자서비스
m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m 영양지원을 받는 개인 및 가족의 자립성, 복지, 경제적 이동성(economic mobility)을
위한 경로로 지원함.
m 식품 및 영양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데이터공유, 혁신, 기술 현대화 등을 통해 사기
및 오용 가능성을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납세자 보호 및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m 장기적 고용안정 달성과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 혁신을 장려하는 교육 및
훈련, 사례관리 프로그램 설계를 장려함.
m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완전성을 보장함.
m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명확한 데이터로 측정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영양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

마케팅 및 규제프로그램
m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식물 및 동물에 해로운 해충,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등을
근절 및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도구 개발 및 파트너쉽을 강화함.
m 국내 식량 공급을 보호하고 동물질병을 예방을 위해 도구의 현대화, 모니터링, 비상사태
대응 및 국경 보안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함.
m 유기 생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 생산물을
확보하고, USDA 유기농 인증제의 완전성을 보호함.
m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는 안전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USDA가 적절한 위치에서 규제부
담을 줄이면서 생산기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함.
m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특수작물(specialty crop) 생산자를 육성하고
시장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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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및 검사
m 현대적인 도구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고수준의 식품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식품관련 질병을 예방함.
m 식품안전 및 검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규제를 보장하고, 육류, 가금류, 가공
달걀제품 등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 또한 식품안전 책임에 대한 조정 및 명확성을
개선함.
m USDA는 특히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함.

연구·교육
m 세계 식량 및 농업과학 발전을 이끄는 선두 국가로 이끌 수 있는 공공연구 의제에 집중함.
m 산업별 영향평가 접근법을 개발하여 혁신, 기술 및 투자, 교육네트워크 등에 대한 연구
우선순위를 조정함.
m 연방정부와 민간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식품 및 농업과학 현대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투
자를 확대함.
m 점차 증가하는 식량 및 농업과학부문의 노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훈련, 인적자
원 개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둠.

농촌 개발
m 농촌 조직의 협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개발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원함.
m 미국 농촌지역의 공동체, 가정, 농장, 사업, 교육시설, 보건시설의 네트워크 확장 및
강화 방안을 개발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
m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 민간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지역 공동체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함.
m 프로그램, 파트너, 농촌지역의 더 큰 통합을 촉진하는 자원 및 도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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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과 환경
m 미국의 산림자원을 데이터와 과학에 근거한 방법으로 사전 예방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함.
m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적시적인 환경검토, 안정적인 수확관리, 화재관리, 서식지 보호
등을 통해 소송 위험 및 규제 장벽을 완화하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번영을 촉진함.
m 사유림 보호를 위해 개인의 관리의무를 장려하는 도구 및 자원을 제공함.

경영관리
m 행정부의 예산 목표를 반영하고 재정상 책임 있는 농업법을 제공함.
m 규제부담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함.
m USDA 내부 및 외부 IT솔루션 현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함.
m USDA 소관의 재산과 시설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함.
m USDA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도구 및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강화함.
m USDA는 농업 고유의 노동수요를 인식하고, USDA 부서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민들
이 법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노동정책 개발에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m 기존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신규농업인들의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의 가용성을 높이
고 강화함.
※자료: USDA(2018.01.24.).

EU수출업자, 무역협정 실질 활용도 낮아
EU 무역협정 활용도 낮아
m EU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재력은 약 840억 유로에 달하지만, 유럽과 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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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역협정 활용도가 낮은 수준임.
m EU수출국들은 2009년과 2013년간 약 720억 유로를 초과 지급한 반면, EU수입국들은
120억 유로를 초과 지급함.
m 다음은 UN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와 스웨덴무역위원회(Swedish National Board of Trade)가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결과로,
EU 무역협정을 관련 모든 당사국들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 EU의 수출업자들이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가장 낮게 활용하는 수출
국은 스위스(무역협정 미활용 선호하는 그룹의 약 30%), 한국(17%), 모로코
(10%), 터키(8%), 이집트(8%), 멕시코(7%), 튀니지(7%)임.
- 반면 EU로의 수출기회가 가장 많은 수출기업들이 속한 국가는 스위스(29%), 터
키(28%), 한국(16%), 멕시코(13%)임.
m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체결한 무역협정들의 일부 잠재력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또한 각국 기업들은 무역협정에 따른 대부분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음
을 볼 수 있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Stefano Inama는 “EU 수출업자들의 약 67%가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수출하며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 또한 스웨덴무역위원회의 Jonas Kasteng은 “EU의 수입업자들은 무역협정을 훨
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인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약 90%가
무역협정을 활용한다”라고 덧붙임.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복잡한 행정절차
m 연구보고서는 국경 관련 무역협정 이행이 무역협정 자체의 실질적인 조항보다 더 복잡
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행정적 요건을 준수해야함. 만약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관세를 지불하여야 함.
m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Stefano Inama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FTA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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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preferential tariffs)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관세 인하의 요건으
로서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행정규정이 복잡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관련 문제를
제기함.
※ 자료: IEG Policy(2018.01.31.).

미국, 트럼프 행정부 TPP 복귀 검토

m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미국
C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11개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TPP를 재검토하겠다며 TPP 복
귀 가능성을 언급함. 이는 재협상을 조건으로 미국의 TPP복귀를 시사함.
m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취임하지마자 그동안 협상을 해왔던 TPP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던
것을 뒤로 하고 최근 TPP 복귀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
포르, 베트남 등은 미국 탈퇴 이후에도 TPP 협정안의 틀을 유지하기로 하고, 명
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함.
m 일본 정부는 미국의 TPP 복귀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재교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 미국이 재교섭을 요구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m TPP 담당 장관인 모테시 도시미츠(茂木敏充)는 미국의 TPP 복귀 의사를 확인한 것은
환영하며, 이는 11개국에 의한 TPP 합의 영향이 컸다고 언급함. 반면 코우노 타로우(河
野太郎外) 장관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의원장 등은 협정 수정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m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 간의 교섭이 바람직하다”라고 양국 간 자유무
역협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실제로 TPP 복귀를 단행할지는 두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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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일본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TPP 복귀와 함께 재교섭을 요구할 경우 완전히 다른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으로 과연 TPP 11개국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임.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8.01.27.).

EU 곡물생산자, 높은 비용·낮은 시장가격으로 타격

EU 곡물생산자, 높은 비용

· 낮은 시장가격으로 타격

m EU 곡물(cereal) 및 유지작물(oilseeds) 생산자들은 기상이변, 낮은 시장가격, 높은
생산비용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 이에 EU 농업기업협회(Copa and Cogeca)가 새로운
수치를 발표하였음.
m 농업상부협회(farm umbrella association)에 따르면, EU 곡물재배면적은 대체로 안
정적이지만 생산량은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m 곡물작업반(Cereals Working Party) 의장(Max Schulma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2018년 곡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4% 감소한 5,490만 헥타르로 예상되며, 생
산량 또한 2% 감소할 것임.
- 그러나 유럽 전역의 생산자들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심각한 가뭄과 북유럽 일
부지역의 홍수 등 악천후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전망 수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공급량이 6년 연속 수요를 훨씬 초과하여 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아래로 하락하였음.
- 이에 따라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비료 수입관세(duties on fertilizer imports)
를 철폐하여야 함.

세계 곡물 및 수요 전망
m UN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곡물 공급 및 수요
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밀 재고 및 옥수수 생산량에서 예상보다 더 큰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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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바 세계 곡물 저장량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
급함.
- 2018년 세계 곡물 재고수준이 역대 최고인 7억 3,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됨. 이는 소비를 초과하는 곡물 생산량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3,600만 톤의 증
가를 보여줌.
m 또한 EU농업기업협회(Copa and Cogeca) 유지작물작업반 의장(Mike Hambly)에
따르면, EU 유지작물 재배지역은 0.2% 감소한 1,178만 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대규모의 세계 공급과 재고량으로 인해 시장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음.
- Mike Hmably는 EU집행위원회에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수입에 대한 상계관
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음.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수출 관련 논의
m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바이오디젤위원회(European Biodiesel Board)에 의해 제기된
불만에 대응하여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생산자에게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관련 조사는 EU에 수출하는 아르헨티나 생산자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으며 부
당한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아르헨티나는 2016년 10월 WTO 소송건에서 승소하여, 2017년 9월, EU가 바
이오디젤 가격을 22%-25.7%에서 4.5%-8.1%로 낮추도록 하였음.
- 아르헨티나는 EU의 관세 인하 이후,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유럽에
60만 톤의 바이오디젤을 수송한 것으로 추정됨.

단백질작물
m Mike Hmably는 단백질작물(protein crops)식 재배면적은 110만 헥타르 수준에서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생태보호구역(Ecological focus Areas, EFA)에 대한 식물보호
제(plant protection product) 제한을 고려할 때 일부 국가에서는 0.4%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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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유지작물 작업반의 부의장은 EU집행위원회의 EU 단백질작물 전략에 관한 보고서 발간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 생물다양성, 토질개선 측면에서
단백질작물 재배의 환경적인 잠재적 이점을 강조하였음.
- EU전략은 국내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종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
로 생산하는 브라질과 같은 외부 공급국들로부터 동물사료 수입에 대한 EU의 의
존도를 줄임으로써 ‘단백질 부족(protein defici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m 2018년 2월 19일 개최예정인 농수산협의회(Agriculture and Fisheries Council)
회의에서 EU회원국들은 처음으로 전략 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자료: IEG Policy(2018.02.07.).

네덜란드, 농업수익 가장 높아

m 네덜란드 농업인들의 2017년 기준 평균소득은 약 5만 7,000유로임. 이는 EU회원국들
의 평균 농업소득보다 거의 4배 높은 수치임.
m 네덜란드의 기록적인 농업인 평균 농업소득은 5만 6,963유로로 EU회원국의 상위 5개
국 보다 훨씬 높은 소득임.
- 덴마크는 4만 285유로, 영국은 3만 5,353유로, 벨기에는 3만 4,969유로, 프랑
스는 3만 2,209유로임.
- 네덜란드의 농업소득은 전년 소득인 4만 6,360유로 대비 23% 증가한 수치임.
2016년도에도 네덜란드의 농업소득은 벨기에(3만 1,384유로), 스페인(3만
1,578유로), 영국(2만 9,762유로), 프랑스(2만 9,143유로)보다 높은 수치를 기
록함.
m EU 초기회원국인 EU-15개국의 농업수입은 평균 2만 4,374유로로 대게 2004년 이후
가입한 13개 회원국들의 평균 농업수입 6,079유로 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포르투갈은 1만 521유로로 EU-15개국과 EU-13개국 사이에서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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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할 만한 수치를 나타냄
- 농업인 1인당 연간 최저 농업소득은 루마니아가 4,000유로, 슬로베니아가 4,752
유로, 크로아티아가 5,547유로임.
m 2018년 1월 EU집행위원회의 농업이사회(Agriculture Directorate)에서 최신 데이터
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4-2020년간 EU 농업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사회, 경제
및 환경 통계를 다루는 공동농업정책 현황 지표의 일부임.
- 소득 수준은 ‘실질 농업 요소 소득(real agricultural factor income)' 지표를
통해 측정되며, 소득 수준은 농민들의 시장 수입, 공공 보조금, 투입 비용 및 세
금을 결합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소득을 정정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28개국의 농업부문에서 창출된 전체 수입액은
2017년 1,590억 유로에 달하였음.
- 평균 소득은 전체 수입액을 국가별 ‘연간 노동 단위(annual work units,
AWUs)’ (즉, 농업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됨.
m 유럽통계청(EUROSTAT) 수치를 근거로 이전에 IEG Policy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EU 농업소득은 데이터 기록을 시작한 2005년 이래로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평균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반면 농업부문의 총 수익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임.
- 유럽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은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조약에 포함된 다섯 가지 공식적인 목표 중 하나는
‘농업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생활수준 보장임. 특히 농업 종사자들의 개인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
- ‘공정한 생활수준’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농업활동으로부
터 창출되는 수입데이터는 해당 목표의 진전 사항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
※ 자료: IEG Policy(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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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스마트농업 움직임

m 일본 후쿠시마현 하마토오리지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영농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임.
m 후쿠시마현은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농업부흥계획으로 스마트농업을 내세우며
‘메가팜’’ 육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로봇 또는 농기계를 활용하여 100헥타르 규모의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며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m 후쿠시마현의 주요 농산물인 쌀은 원자력발전사업 이후 이농가속화와 낮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후쿠시마현에서 재배되는 쌀 가격은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는 쌀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임.
m 이에 후쿠시마현은 농가 비용절감과 수확량 확대를 실현하는 대규모 경영 육성을 계획함.
- 남 소마시(南相馬市)에서 벼를 재배하는 타카(高)라이스센터는 사고 이후 재배를
중단했다가 2015년부터 재개하였음.
- 그러나 주변 농가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관리해야하는 논이 증가하여 생산성 저
하되었음. 이에 ICT에 따른 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함.
- 인터넷 지도에 논을 등록하고 거름이나 제초 등의 작업내용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작업상황에 대한 정보를 종업원들과 공유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고기능 컴바인을 도입하여 치밀한 생육관리를 통해 수확량과 품질을 확대할 계
획임.
m 이 뿐만 아니라 수위를 측정하는 물관리시스템 도입, 드론을 활용한 공중촬영으로 생육
현황 파악 등 수확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m 후쿠시마현 나미에(浪江) 마을에서는 1월 열린 선진농업기술체험 박람회를 개최함. 인
공지능을 활용한 꽃을 따는 로봇, 딸기의 숙성도를 파악하여 수확하는 로봇 등이 선보
임. 각 지역의 농업인, 기업 등 약 170명이 참석하며 조용했던 마을이 활기를 되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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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후쿠시마현의 피해지역에서는 피난지시해제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았으
며,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함. 후쿠
시마현의 농업산출액은 사고 이전 2,330억 엔에서 사고 이후 1,851억 엔으로 약 80%
감소함.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2,077억 엔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사고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함.
m 이러한 가운데 하마 토오리지역의 15개 마을을 로봇분야 등 선진기술의 연구거점으로
만들어 ‘혁신·비용’을 모토로 경제부흥을 계획하고 있음.
- 이농이 진행되고 담당자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ICT를 활용하여 비용절감을 실
현하는 스마트농업을 추진함.
- 또한 자동운전 트랙터, 제초로봇 등을 도입하는 연구개발, 대규모 경작지에 선진
기술을 활용한 시설재배나 비용절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경영효율화를 실행
할 계획임.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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