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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시장 무역의 변화와 개혁 전망

시장·무역
 [전반적 평가] 2001년 이후 농업 생산과 농업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계 식품 시스템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음. 농식품 시장과 정책의 변화로 부문 간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됨.
 [생산·무역]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 무역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의 중요성이 높아짐.
- 농산물 생산의 중심이 아시아·남미로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동남아시아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 반면 유럽·북미의 생산 증가율은 크
지 않았음(modest).
- 농식품 무역은 규범에 기반한 통상 환경, 무역 왜곡적 생산자 지원 감축 등으로 확
대, 1990~2000년에는 연 2% 증가하였으나, 2001~2014년에는 연 8% 성장하였음.
- 농식품 교역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니, 중국 등 개도국·신흥시장국의 중요
성이 커짐.
 [무역장벽] 농산물 관세는 공산품보다 높으며, 국내 규제 등에 따른 비관세장벽에 직면
할 가능성도 큼.
 OECD 국가의 2015년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는 7.4%로 공산품 실행관세 2.2% 보다
3배 이상 높음.
 세계적으로 볼 때 농산물 WTO 양허관세가 실행관세의 약 6배 수준으로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격차도 상당함.
 [글로벌가치사슬(GVC)] 농식품 생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분업화되면서 부문 간 국가
간 연계성이 높아짐.
- 1차 농산물 생산, 식품·의류 등 다른 제품으로 가공, 마케팅, 배달 등 농식품 가
치사슬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하나의 최종 상품에 여러 나라와 다양한 산업이
연관되어 세계 농식품 시스템 통합을 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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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PSE)가 감소하고 있으나, 시장가격지지(MPS)1)
등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형태의 지원이 많음.

정책 개혁방향
 [GVC 참여 촉진] GVC 참여는 신규시장 접근성 제고, 경쟁력 있는 투입재 조달, 기술이
전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
 GVC 참여에 따른 농식품 분야 경쟁력 제고는 고용에 긍정적 효과
-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나, 전후방 산업이
창출하는 고용 효과는 증가함.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조치는 투입재 비용을 증가시켜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저하
- 세계적으로 농식품 수출가치의 24%가 외국 요소에서 유래함.
 [무역·환경] 무역 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정 용수 가격산정, 투입재 사용
보조 감축 등 적절한 농업환경정책이 관건임.
- 무역은 에너지·농업용수 등 투입요소를 절감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나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 완화 등을 통해 환경에 기여가 가능한 반면, 수출 부문의 팽창
은 산림훼손, 과도한 농약 사용, 수질 오염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농업지원] 무역과 생산을 왜곡하는 지원은 감축하고 농업 부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가격과 연계된 정책, 투입재 사용을 유발하는 정책은 생산효율성 향상의 유인을
줄이고 집약적 토지 사용으로 환경에 부담됨.
- 교통인프라,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이 유용함.
 [식량안보] 시장가격지지(MPS)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
-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식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조치는 식품비용 지출이 많은 취
약 계층에 오히려 부담을 야기하고, 국제 무역 활성화가 생산 충격을 여러 나라
에서 흡수하므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1) 시장가격지지는 특정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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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협력] 농식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검역조치(SPS), 기술규정(TBT) 등 비관
세조치(NTMs) 관련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함.
- 비관세조치는 농식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의 제도
임에도 규제 요건은 국가마다 다른 경우가 많음.
- 특히, 유기농산물, 잔류 농약 관련 규제의 국가 간 상이성이 무역 비용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됨.
- 비관세조치는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합법적 목적을 위해 취해지나, 비관세조
치 간 불필요한 차이는 국제 규제협력을 통해 줄일 수 있음.

정책 과제
 [국가별 조치] 보다 개방적인 무역 정책과 수입 장벽 완화를 통해 농식품 분야의 전반적
인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왜곡적 농업보조와 관세 등 시장접근 저해 요소 감축
- 비관세조치는 적절하고, 투명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지나치게 무역
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고, 국제 규제협력으로 지향하는 비관세조치가 의도하는
사회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이한 규제로 인한 비용 절감 가능
- 농식품 GVC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제한 감축
- 농식품 수출 경쟁력과 농식품 GVC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혁신·교통인프
라 등 농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 노력
- 무역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지원 등 구조조정 지원 조치도 필요
 [국가 간 협력] 국가별 노력에 더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때 개혁의 이익은 보다 커짐.
-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 규범은 농식품 무역이 보다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개발, 식량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
- 다자간 무역 협상 진전이 더딘 가운데 지역무역협정이 실제 자유화 수준을 담보
할 수 있는 차선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일부 국가 간 실행관세 수준으로 양허하거나 무역관련 규제조치에 대한 협력 진전
의 전기를 마련, 다만, 경제적 이익은 개혁에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할수록 증대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3.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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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종자 및 농약회사 인수합병 영향

종자 및 농약기업 인수 합병 영향
 세계 최대 종자 및 농약기업인 바스프(BASF), 바이엘(Bayer), 다우케미컬(Dow
Chemical), 듀퐁(Dupont), 몬산토(Monsanto), 신젠타(Syngenta) 등의 6개 기업은
제초제, 살충제, 살진균제2) 및 약품처리 종자,3) GMO 종자를 소매상 및 농가에 공급하
고 있음.
 각 기업은 자사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시행하였
으며, 그 결과 미국 및 세계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에 일조함. 그러나 2015~2016년
3건의 인수·합병으로 시장 과점화가 나타나게 됨.
- 2015년 12월 다우케미컬(Dow Chemical)과 듀퐁(Dupont)은 인수합병을 통해
양 사의 종자와 농약부문을 통합함.
- 2016년 2월에는 중국의 켐차이나(Chemchina)가 신젠타(Syngenta)를 430억
달러에 인수하고, 2016년 9월에는 바이엘(Bayer)이 몬산토(Monsanto)를 660
억 달러에 인수함.
- 이로써 기존 상위 6개 업체 중 바스프(BASF)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인수·합
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로 전환됨.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왔으며, 종자
및 농약부문은 시장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 기업을 도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
국에서는 반독점 여부 조사가 시작됨.
- 인수·합병 지지자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연구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기업이 병합하였으므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
라고 주장함.
2) 곰팡이를 죽이는 약제임.
3) 충해 또는 곰팡이 피해 방지 약품을 도포한 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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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경쟁 감소에 따른 시장 가격 상승과 연구 개발 축소, 혁
신동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음.
 각 국가의 반독점 감독기관들은 이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인수합병 결과를 평가하고 있음.
미국, EU, 브라질의 반독점 감독기관(antitrust agencies)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기업의 자산을 다른 기업에 분할·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함.
- 이에 따라 바스프사(社)는 종자 및 농약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 위치로 전환되었으
며, FMC사(社)는 미국 시장에서 5위로 순위가 상승함.
- 미국 법무부 및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신규 업체를 시장에 진입시켜 시장 경
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표 1> 2015년 세계 종자 및 농약 시장 상위 업체 판매액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소속 국가

판매액
종자

농약

합병상대

바스프

독일

-

6,455

바이엘

독일

1,416

9,173

몬산토

다우케미컬

미국

1,409

4,977

듀퐁

듀퐁

미국

6,785

3,013

다우케미컬

몬산토

미국

10,243

4,758

바이엘

신젠타

스위스

2,838

10,005

켐차이나

주: 바스프사(社)는 종자 판매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ing data from company annual reports.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2.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SDA, FDA와 배양육 공동 감독을 위한 협약 발표
USDA와 FDA 배양육 공동 규제 및 감독 협약
 지난 2019년 3월 7일, 미국 농부무(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배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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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cultured meat)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품의 공동 감독을 위한 공식 협약을
발표함.
 공식 협약에서는 배양육 관련 기업들과 축산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규제 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USDA와 FAD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는 지난
해 11월, 두 기관이 제시한 접근 방식을 체계화하고 있음.
- FDA는 시판 전 협의(premarket consultations)를 진행하고, 세포 수확시기까
지의 세포 수집과 개발 및 생산 절차 등을 감독할 예정임.
- 세포 수확단계에서는 USDA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이하 ‘FSIS’)이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FSIS는 배양육 제품(cell-based
meat products)의 생산 및 표시(labeling) 등을 규제 및 감독할 예정임.
 USDA와 FAD의 양해각서에는 두 기관의 원활한 규제 및 감독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공동 감독에 대한 협약에는 가축과 가금류의 세포 배양으로 생산되는 고기에 관
한 것으로서 FDA는 세포 배양 해산물(cell-cultured seafood bar catfish)에
대한 단독 감독권을 보유함.
 USDA 식품안전부 사무차장(Mindy Brashears)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정확하게 표시된 식품”임을 보장하는 USDA 인증 표시를 신뢰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새로운 제품의 안전 규제와 제품 표시에서의 동등성 보장을 위해 FDA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함.
 FDA 식품정책 및 대응담당 부국장(Frank Yiannas)은 두 기관의 양해각서가 “지속적
인 혁신 장려와 함께 세포 배양식품(cell-cultured human food products)의 안전성
과 적절한 표시 보장을 위한 규제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밝히고 있다”라고 함.
 양해각서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시설 등록, 제조관리 기준, 예방 통제 규정(preventive
controls regulations) 등을 포함한 FD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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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FDA의 세포 은행 및 세포 배양시설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개발
하고, 관련 시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조치를 취할 것임.
- 양해각서에 따르면 “HHS-FDA(미국 보건복지부-식품의약국)는 USDA-FSIS(미
국 농부무-식품안전검사국)가 규제하는 활동을 조사하지 않으며, USDA-FSIS 규
제 절차에 의존하여 그러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함.
 USDA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가축 및 가금류로부
터 배양된 세포의 수확 및 가공, 포장 및 표시(labeling)와 관련하여 검사를 진행할 계획임.
- 양해각서에 따르면 라벨링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후 검열을 통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필요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의 배양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식품의 안전성과 정
확한 라벨링을 위해 추가 필요조건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함.
 USDA와 FDA는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 수용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모든 규제 사항을 확인함. 또한 라벨링 등 표기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
여 세포 배양기술 관련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세포 배양 기반의 단백질 규제에 관한 애로 사항 및 솔루션
 USDA와 FDA은 새로운 배양육 시장에 대한 공동 규제를 결정했지만, 공동 감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델 개발 및 감독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제 목적을 규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Wiley Rein로펌의 특별 고문(Brian Sylvester)은 “양해각서는 중요한 전진단계이며,
FDA와 USDA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판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기능적 규제 검토 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주요 사항
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 사항들은 배양육 개발업체 대상, 신청 절차, 시판 전 승인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 각 검사체제에 대한 세부 사항, 신원 표준이 요구되는 지 여부 등을 포함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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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검사국(FSIS) 차관(Brian Ronholm)은 “FDA와 USDA가 더욱 구체적인 사항
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함.
- Arent Fox로펌의 규제 정책 담당 수석이사(Ronholm)는 “프로세스의 각 단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각 단계가 전개될 때 추가 세부 사항들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전함.
 양해각서의 세부내용에서는 전통적인 가축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노스다코다주(North Dakota), 사우스다코다주(South Dakota), 미시시피주
(Mississippi), 워싱턴(Washington) 및 기타 다른 주들이 배양육 관련 라벨 표시 제한
및 배양육으로 만든 식품에 대한 특정 용어를 정의하는 법안을 고려하도록 유도함.
- 미주리주(Missouri)에서는 이미 식물 및 세포 기반의 육류제품을 “고기(meat)”
로 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지난 달 USDA 포럼에서 FSIS 행정관(Carmen Rottenberg)은 “아직 배양육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배양육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감독관 훈련, 검사 요구사항을 감독
절차와 세부 사항 등을 계획할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9521/FDA-USD
A-sign-MOU-to-jointly-oversee-cellbased-meat) (2019.03.08.)

USDA, 아프리카돼지독감 방지책 강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는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이하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함.
- 이러한 조치들은 2018년 가을, 중국에서 치명적인 ASF가 확산된 이후 발표된 보
호조치 수준에서 강화되었으며, 목적은 ASF로부터 돼지사육산업을 보호하는 것임.
- ASF는 인체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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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A 마케팅 및 규제프로그램 담당 차관(Greg Ibach)은 양돈업계와 협력하여 ASF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들 간의 협력 강화 등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발표함.
-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과 협력하여 미
국 주요 상업용 공항, 항구 등에서 근무하는 총 179개의 팀을 대상으로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추가 지원함.
- CBP와 협력하여 불법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제품의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ASF 위험
을 제거하기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함. 또한
미국의 주요 상업용 해역 및 항구를 중심으로 수입물품 도착 후 검사를 추가 확대함.
- 잠재적인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사료나 급이 시설 등 사료제조시설의 검사 확대
및 강화를 포함함.
- 생산자의 질병관리 및 대응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농장에서의 생물학적 안전
조치에 대한 자체평가 실행할 수 있도록 장려함.
- 곡물, 사료, 첨가물, 돼지 구강액 샘플 등을 통한 다양한 바이러스 검사가 정확하
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테스트 절차 개발을 독려함.
- 캐나다, 멕시코의 관련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ASF 방어 및 대응, 확산
방지 및 무역 유지 등 협력적 접근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 ASF이 발병할 경우의 대비책 마련을 목표로 관련 기관과 함께 무역, 정책논의,
현장 대응 등의 대응연습을 하고 있음.
 USDA 마케팅 및 규제프로그램 담당 차관(Greg Ibach)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SF에 대해 우려하며, 미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돼지산업, 생산자, 기타 정부기관 및 이웃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USDA는 ASF 발병에 대비하여 확산 방지 계획을 개선하고 있으며, 광범위
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함.
 ASF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모든 연령대의 돼지들과 야생
돼지에게 영향을 미침.
- 이는 감염된 동물의 체액과 접촉함으로써 확산되거나 감염된 동물을 먹는 진드기
에 의해서도 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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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9/03/06/usda-strengthens
-partnerships-and-protections-keep-african-swine) (2019.03.06.)

공동식품정책: 유럽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정책 수립에 대한 제언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 국제 전문가 패널(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on
Sustainable food systems, IPES-Food)에서 “Towards a common food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 The policy reform and realignment that is required
to build sustainable food systems in Europe”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공동식품정책(Common Food Policy)은 기존 농정 목표 중 상충
하는 문제 개선 및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함. 또한 정책 거버넌스 개혁의 구체적
비전과 재조정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개혁도 주목할 수 있음.
- 공동식품정책은 3년간 전문가들의 견해 이외에도 400명 이상의 농업인･기업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임.
- 공동식품정책은 ⅰ) 새로운 주체들을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ⅱ) 민주적인 방식으
로 정책을 수립하며, ⅲ)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ⅳ) 이해관계를 조정했음.
 농식품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
- 현재 유럽연합 농식품 체계는 심각한 환경적·보건적·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책과 민간 부문 대응은 농식품 생산 전문화·산업화·금융
화·표준화·수출지향화에 있었음. 그 결과 외부효과로 인한 잠재비용이 발생했고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었음.
 공동식품정책의 필요성 및 특징
- 현재 농정체계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비만 억제, 활력 있는 농업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함. 또한 개혁과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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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식품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이는 패러다임 전환과도 연관됨.
- (목표 1) 토지·수자원·건강한 토양에 대한 접근성 확보
- (목표 2)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농업·농촌 생태계 복원
- (목표 3) 국민 모두의 충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식습관 형성 촉진
- (목표 4) 공정하고, 빠르며, 깨끗한 공급체인(supply chain) 구축
- (목표 5)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무역 정책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2.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촌개발을 위한 미래 공동농업정책의 역할
농촌개발을 위한 미래 공동농업정책의 역할
 전체 국토 면적에서 농촌은 유럽연합 국가별로 44~80%를 차지하고 있음. 농촌은 다양
한 동식물의 서식처인 동시에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이며, 일자리와 성장에 기여하는
농식품과 자원을 제공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시킴.
- 농촌의 밸류체인과 지역 생산 네트워크 강화,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자연자원
보존 및 보호, 농촌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농촌 지역이 생존할 수 있으며 이 과
정에서 공동농업정책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농촌의 자립성 강화] 공동농업정책은 농촌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 있음.
- 일자리 부족, 기술 부족, 이동 및 기본 서비스 투자 부족, 인구 유출 등
- (일하는 방식의 전환) 유럽연합 각 지역은 자연·환경·문화상의 차이로 서로 다른
필요에 직면해 있음. 공동농업정책은 규정을 최소화하여 각 회원국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을 할 것임.
- (재정 지원) 각 회원국은 농촌개발기금(EAFRD) 중 최소 5%를 LEADER(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Rurale) 프로그램4)을 위
해 확보하여야 함.
4) 개인 및 조직의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수준에서 공공･민간･시민 영역 사이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임. 지역행동단
체(Local Action Group, LAG)가 프로그램의 중심이며, 의사결정에 지역주민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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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관리) 농촌개발기금(EAFRD)과 농업자문서비스(Farm Advisory Service)
를 통해 농업인에게 위험관리 도구, 보험료, 뮤추얼펀드를 제공할 예정임.
- (스마트한 농촌 마을)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스마트 마을(Smart
village)5) 계획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임.
- (혁신과 개발) 공동농업정책은 농식품 연구 혁신과 바이오경제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Horizon Europe Program)에 100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청년 농업인 지원] 공동농업정책은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
예산의 최소 2%는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함. 나아가 회원국들은 청년 농업인에게 보완적
소득 지원(Complementary Income Support, CIS)을 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미래 공동농업정책에서 회원국들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도록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을 수립할 수 있음.
- 미래 공동농업정책은 유기농산물 생산, 지리적 표시제, 로컬 푸드를 강화하고 장
려함. 또한 회원국 간 동물복지와 농약 사용에 관한 규제와 기준을 조율할 것임.
- 바이오경제 계획 수립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경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
용을 도모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2.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집행위원회, 최소허용보조액 상한선 인상
EU집행위원회, 최소허용보조액 상한선 인상
 EU집행위원회는 최소허용보조액6) 상한선을 기존 €15,000에서 €25,000로 인상
하였음.
5) 내부에 존재하는 강점들과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는 마을을 의미함. 최근에는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음.
6) 회원국이 3년간 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직접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함.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농업인
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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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인상을 통해 회원국들은 위기 상황에 이전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 내용
 3년간 개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현재 €15,000에서 €20,000로
인상, 회원국이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연간 농업 생산액의 1.25%(현재
1.0%)로 인상됨. 그러나 만약 회원국이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특정 농업 분야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별 농가에 €25,0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회원국이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역시 연간 농업 생산액의 1.5%까지 가능7)함.
- 상한선 인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추후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음.

개정 배경
 원칙적으로 회원국들은 EU집행위원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지원액을 지출하지 못하
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원액이 작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최소허용
보조액을 설정하였음. 최소허용보조액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유럽연합 내부에서 시장
과 무역 질서를 왜곡할 위험이 없음.
- EU 회원국들은 최소허용보조액을 보통 위기상황이나 가축질병 예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에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
시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을 개정 시 반영하였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3.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최고 상한액을 선택한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장부를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재원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EU집행위원회는 최고허용보조액 집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이미 일부 회원국들은 장부를 유지하고 있어 즉시 최고 상한액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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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가 농식품 가치사슬과 CAP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기술이 농식품 가치사슬에 적용되면서, 트랙터가 널리 보급되고 농약이 처음
도입되었던 1950년대와 비교할 만한 ‘농업기술 혁명(farm-tech revolution)’이 나타
나고 있음.
 권력 관계 변동과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은 농식품 가치사
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기술들이 미래 농식품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영향력이 큰 기술8): 사물인터넷(IoT), 로봇화(Robotizatio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 영향력이 중간인 기술9): 블록체인(Blockchain),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영향력이 작은 기술10): 광대역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s),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e-비즈니스 플랫폼
(Platform for e-business)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식품 가치사슬 상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술발전은 시스템 내 기술들 간 통합을 통해 이력추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음.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
한 인공지능과 로봇화 기술 역시 함께 사용되며 드론은 위성 및 빅데이터와 결합
하여 많이 사용됨.
- 신기술 적용으로 농업생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드론을 사용하여
토양 지도(soil map)를 만들어 작물 피해를 관리할 수 있음. 그리고 기후변화 관
련 위험 역시 감소시킬 수 있음.

8) 현재도 파급력이 크며 향후 더욱 큰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9) 장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해 농식품 분야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
10) 자체적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 다른 기술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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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은 생산 효율성 증가를 통해 환경과 기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
- 한편, 디지털 기술은 수직적 통합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체에 유리한 수평적
통합11)도 발생시킬 수 있음.
 공동농업정책은 농업인들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12). 스마트 농업은 농업
인들이 관리 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도록 인센티
브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관리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으
며, 데이터 획득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3.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스마트 농업 현장 활용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
연구개발
 [니즈를 반영한 기술개발] 중산간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과 품목에 적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현장에 도입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임(2022년도).
- 벼농사 관련 스마트 농업기술은 실현되고 있으나 중산간지역 및 채소, 과일분야
연구개발은 원활하지 않고, 가격 및 현장적용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
지 않으며 실용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연구체제 강화] 농연기구(農研機構) 연구자(약 1,800명) 10%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IT 능력 보유, 농업판 ICT 인재뱅크를 구축할 예정임(2022년도).
- 로봇과 IoT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으
나 AI(화상인식, 자동운전 등) 실용화에는 농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
2018년 10월에는 농연기구 내에 AI를 기반으로 한 농업정보연구센터를 신설하였음.
11)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월마트는 소비자가 식료품을 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동화 상점(automated storefronts)의 특허를
받는 등 유통 채널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12) 공동농업정책은 현대화(modernization)를 통해 포용성, 통합적 접근을 추구할 뿐 아니라 지역 농업 체계와 특화작물
(specialty crop)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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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보급/스마트 농업을 알다
 [농업을 교육현장에 도입] 모든 농업대학교에서 스마트 농업을 커리큘럼화(2022년도)
- 농업대학교(전국 42교)에서는 다수의 후계 농업인을 양성(졸업생 약 1,700명이
취농) 중임. 장래 후계 농업인이 되는 농업대학교생에게 스마트 농업을 배우는 기
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도력이나 시설 및 설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
관과 제휴가 필요하며, 스마트 농업 도입에 있어 투자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
은 경영판단력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정보전달] 스마트 농업기술정보 입수 기회 확대(2022년도)
-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부족하여 다양한 기술과 효과 및 비
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스마트 농업 관련 실증사업·영농기술체계 구축] 각 도도부현(일본 광역 자치단체) 주요
농산물 품목에 스마트 농업기술체계 구축·실현(2022년도까지 산지 약 500곳)
- 스마트 농업기술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영농을 하는 산지가 거의
없으며 농업인과 보급조직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농 노하우가 부족함.

실증·보급/도입
 [스마트 농업기술 비용 감소] 각 도도부현의 주요 농산물 품목에서 스마트 농업기술체계
구축 및 실현(2022년도까지 전국 산지 약 500곳)
-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시 비용이나 운용비용이 도입 장벽임. 효과적인 도입과 공
동이용체계 등 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경영 효과나 비용정보가 부족하여 농업인의
판단이 불가능함.
 [현장지원체제 강화] 모든 보급지도센터가 스마트 농업 상담창구로 기능(2022년도까지
전국 360곳)
- 스마트 농업기술 실용화 및 상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별 보급조직
등에 스마트 농업기술 정보와 기술을 활용한 영농노하우와 축적된 자료가 없어
농업인 상담에 대응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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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벤더(vender) 등과 농업인의 접점이 부족하여 니즈와 기술이 매칭되고 있지
않음.
 [안정성 가이드라인] 스마트농기계 실용화에 맞춘 안전성 가이드라인 정비
- 자율주행 농기계 등 기존 농기계와 사용방법이 다른 농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할
때 기술 확보와 작업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정비
 [스마트 농업에 대응한 농업·농촌 정비] 자율주행농기계나 ICT스마트 농업에 맞춘 농
업·농촌 정비(2021~2022년도)
- 후계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경감과 물관리 고도화를 위해 자율주행농기계나 ICT 물
관리 등 생력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농업데이터연계기반(WAGRI)] 농업생산에서 가공·유통·소비까지 확장한 스마트 푸드
체인 시스템 구축(2022년도)
- 데이터 기반 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가 여러 형태로
산재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식품유통 플랫폼 구축] 각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푸드 체인 시스템에
연결(2022년도)
- 식품유통 분야는 정보기술 도입이나 데이터 활용을 통해 노동력 감소가 기대됨.
품질·위생관리 고도화, 정보통신기술 활용, 물류 합리화를 지원하는 ‘식품 등 유
통법’ 계획인정제도를 활용하여 식품유통 플랫폼 구축 지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2.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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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경영체의 조직 및 활동 변화 분석
일본의 농업경영체 변화 분석
 한 종류 이상 농업생산 관련 사업13)을 하는 농업경영체(소비자 직판 제외) 수는 5만
3,678개(2010년)에서 3만 6,748개(2015년)로 감소하였음. 반면 조직경영 수는 3,771
개(2010년)에서 5,076개(2015년)로 증가하였음.
 2005년부터 사업을 하는 농업생산 관련 가족경영체의 경우 과수판매와 농산물 가공
및 관광농원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영경지면적이 ‘1~5ha’의 중규모
층이 약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조직경영체는 ‘20ha 이상’ 경영체 비율이 175곳(2005년)에서 241곳(2015년)으로 크
게 증가하였으며, 사업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원료공급 등을 위해 농업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온 것으로 추측됨.
 가족경영체 중 30대 이하 ‘신규개시’ 경영체가 297곳으로 ‘유지(2005년에도 실시)’
경영체에 비하여 젊은 경영주가 크게 늘었음. 또한 사업 판매액이 100만 엔 미만 경영체
가 많아진 것으로 보아 신규취농자가 진입한 것을 추측할 수 있음.
 조직경영체는 ‘신규개시’ 경영체가 ‘유지(2005년에도 실시)’ 경영체 수를 크게 웃돌았
음. 또한 농업생산 관련 사업 평균 판매액 1,000만 엔 이상인 곳이 542곳인 것으로
보아 조직경영체는 가족경영체 비하여 사업 진출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소비자 직접판매를 통한 농산물판매 금액 규모확대를 중심으로 동향과 특징을 정리함.
특히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업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10년간 크게 상승하여 존재감이
증가하고 있는 법인경영체 동향에 주목함.
 법인경영체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에 걸쳐 약 30%의 경영체가 상위 판매금액
규모층으로 이동하였음. 하층으로 이동도 존재하나 기타 조직경영체(판매금액 1,500만 엔

13) 농산물 가공, 주말농장, 농가민박, 농가 레스토랑, 해외수출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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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와 같이 하층으로의 이동비율이 상층으로의 이동비율을 크게 웃도는 경우는 없음.
이러한 농산물 판매액 상위층 판매금액 증가가 법인조직경영체 농업생산에 차지하는
점유율 상승의 요인으로 추측됨.
 2005년 매상 1위 출하처가 ‘농협’이었던 경영체 약 60%가 2015년 출하처 1위도 ‘농협’
으로 변화가 없었음. 이에 따라, 농협은 여전히 중요한 판로이며 직접판매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나머지 40%는 법인조직경영체와 다른 경영체의 출하처가 다름.
- 법인조직경영체는 ‘농협 이외 집출하단체’나 ‘소매업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지
고 있음.
- 농협을 완충장치로 활용하면서 소매업자나 농협 이외의 집출하단체를 통해 직접
거래를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3.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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