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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EU의 그린경제 가속화와 시사점*1)
EU, 신성장동력으로 그린산업 육성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그린딜을 본격 추진 중임.
- 높은 환경기준 설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글로벌 환경 이슈를 주도해온 EU
가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린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
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이 지체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물 부족, 홍수, 식량가격 상승 등의 위험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그린딜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
◈ 탄소중립경제1)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정책 대응과 강
력한 지원에 나서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물, 교통 등 분야별 목
표를 수립함으로써 그린산업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임.
<표 1>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4대 분야 목표
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 EU 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분야의 신재생에너지2) 사용 확대
및 효율성 개선 추진

산업 및 순환경제

∙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추진

건물

∙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교통

∙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의 제로·저배출 차량 전환 및 공공 충전시설 증설로
2050년까지 배출량의 90% 감축 달성

자료: EU 집행위원회, 저자 재가공.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EU의 그린경제 가속화와 시사점”(KITA Market Report,
2020.8.2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1)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 감축활동인 신재생에너지투자·탄소배출권구입·조림 등을 병행하
여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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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극복수단으로 그린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태세를 보임.
-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책 중 하나로 그린산업을 제시) 관련 산업 육성과 제도 정
비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피해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달성을 추구함.
- (EU 경제회복기금(EU recovery fund) 설치로 해당 정책 예산 확보) 2020년 7월
특별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EU 회원국 간 피해 정도
와 재정 여력 격차가 가져올 역내 불균형 완화 및 공정경쟁 훼손 예방을 위해 경제
회복기금 조성 합의, 지원금 전액은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예정임.
 우리 정부와 기업은 EU의 산업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및 비즈니스 전략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EU는 신성장동력으로 그린산업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집행, 세제 개편 및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함.
 [예산] 기후변화 대응에 2021-2027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 총액의 30% 이상인
약 5,500억 유로 투입함.
- 2020년 7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2021-2027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3)과
EU 경제회복기금에 합의함.
◈ (지출규모) 1조 8,243억 유로: 1조 743억 유로(MFF) + 7,500억 유로(EU 경제회복기금: 보조금 3,900억 유로,
대출 3,600억 유로)
◈ MFF 총액의 33%인 3,500억 유로를 천연자원과 환경 분야에 편성함.

- 경제회복기금 중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지원에 6,725억 유로 편성4)함.
2) 기존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으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한국에서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함.
3)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사용되는 7년 단위 중기예산계획
으로 EU 예산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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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전환 직·간접 프로젝트에 각각 175억 유로, 581억 유로 편성함.
- 이번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은 EU 회원국이 탄소중립전환과 그린산업 육성
에 동의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2> 그린딜 관련 EU 경제회복기금 편성
구분

주요 내용
75억 유로

탄소중립전환과
직접 관련

100억 유로

탄소중립전환과
간접 관련

∙ 농식품 분야의 친환경기술 도입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
∙ (공정전환5)기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비용이 큰 지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효율성 개선 추진

50억 유로

∙ (Horizon EU) EU의 보건 및 기후 관련 연구 혁신 프로그램

56억 유로

∙ (EU strategic investment) 사회기반시설 투자기금

475억 유로

∙ (REACT EU) 고용시장 안정과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자료: EU 집행위원회 및 ING 자료, 저자 재가공함.

 [세제 개편] 탄소중립경제 관련 세제 신설 및 확대 추진함.
- 환경 관련 세제 신설 및 확대로 저탄소배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함.
◈ 고탄소배출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과
의 가격 차 상쇄함.
◈ 환경요인이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마련하여 환경위험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시킴.

<표 3> 그린산업 관련 세제 및 예상 세수
세제명
배출권거래제(ETS)

주요 내용
∙ 배출권 판매 수입의 20%
∙ 해양 및 항공 분야로 확대 추진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분담금

∙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

탄소국경세

∙ 2021년 선별 분야에 도입 목표

예상 세수
30억 유로
100억 유로
66억 유로
50~140억 유로

자료: EU 집행위원회, 저자 재가공함.

4) EU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을 EU의 정책 권고, 그린･디지털 전환,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
리 창출 등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후 승인 결정함.
5) Just transition mechanism: 그린딜 정책으로 산업 및 고용구조에 나타날 변화에 기업과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
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대응방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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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충된 세수는 경제회복기금 재원 마련에 사용되어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과 혁신에 투자함.
◈ 탄소중립경제 시대에는 탄소배출권 비용이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함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저탄소배출 기업으
로의 전환이 필수임.

 [기업 지원] 그린산업 지원 및 저탄소배출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함.
- EU는 EU 투자은행(EIB)을 통한 대출과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을 지원
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2021년까지 중단한다는 입장임.
◈ 2019년부터 현재까지 승인된 799개의 프로젝트 중 농·수산·임업, 에너지, 교통, 식수 및 정화 분야 313개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됨.
◈ EIB는 환경 영향 평가(EIA18))를 도입, 환경 관련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고 환경 영향 평가서 공시의무 이행 조
건으로 대출 집행함.

- EU는 회원국이 특정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 신고 후 EU 보조금 규정
에 따라 심층조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보조금 심사규정 항목) ▲EU의 정책 방향, ▲공정경쟁 왜곡 여부, ▲EU의 결속력 와해 여부, ▲필요한 최소한
의 금액, ▲기업 투자 결정과 회원국 공공 지원의 상관관계, ▲지역 경제 개발 기여, ▲고용 증대 등이 있음.

그린경제시대, 대응 및 시사점
1.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EU의 전방위적 지원 및 법제도 정비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임
 EU 회원국과 기업은 MFF 및 경제회복기금 확보를 위해 그린산업에 주력하고 저탄소배
출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U의 그린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기술 및 정책 노하우
축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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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시대 도래 시 그린산업 관련 EU의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시될 것임.
- 중국과 인도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정비하면서 EU 사례를 활용하는 등 EU가 국
제사회 제도 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2. 저탄소배출 기업 및 국가의 EU 내 입지가 강화될 것임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전력원 선택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부상함.
- EU의 지원대상 기업은 탄소중립목표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협력
업체 선정 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중시할 전망임.
- BMW, Volkswagen은 공급망 기업에게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
할 것을 요구함.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 요구가 강해지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시장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의 향상 효과가 있음.
3. EU 및 국제사회의 그린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가 촉진될 전망임

 그린산업에 대한 공공투자의 증가로 관련 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경우 민간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경제회복기금의 30%인 2,250억 유로가 그린본드6) 발행으로 조달될 경우 전년 대
비7) 글로벌 그린본드 시장이 89% 증가할 것임.
 EU 은행 감독청은 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 항목에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s)을
도입할 것을 요구함.
- 탄소배출권 구입비용 및 시장환경 변화로 초래될 탄소배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선반영하여 대출은행의 건전성 보호함.
- 그린산업 및 저탄소배출 기업의 신용도가 향상되는 효과로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이 용이함.
6) 발행자금을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그린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자금 사용처를 제한한 채권을 의미함.
7) 2019년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액은 2,577억 달러로 전체 채권 시장의 3.7%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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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기업
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함.
4.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린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정부는 EU의 그린산업 지원방안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반영함.
- 특히,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EU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환경 관련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 있음.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여 미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확립함.
- 한국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8)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부각,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과정에
서 통상 장벽을 사전에 제거함.
- EU가 탄소국경세9) 부과 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우리 기업은 EU의 산업 변화와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그린산
업 기업은 현지진출 방안 모색함.
-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술개발 및 오픈이노베이션10)을 확대
하고 표준분야 전략 수립에 반영함.
- EU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기업도 지원하므로 이를 LG화학 사례처럼 적극
활용하여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할 예정임.

8)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9)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서,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임.
10)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국제 농업 정보

∙ 9

<기업 지원 사례: 한국 LG 화학>

◈ EIB(European Investment Bank, EU 투자은행)는 LG화학의 폴란드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 4억
8,000만 유로 대출 계약 체결함.
- 역내 최초로 배터리의 전극, 셀 모듈, 팩까지 모두 생산하는 공장 증설과 운영자금 목적이며 총예산 15억 유로 중
3분의 1에 해당함.
◈ EIB는 해당 프로젝트가 역내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배터리 대량생산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완공 후 연간 배터리 생산량이 35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전기 자동차 5십만 대에 탑재될 수 있
는 규모임.
- 원료 및 부품 공급사와 서비스 업체까지 유치 및 고용 증대함.
- 기존 연구소 확장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생산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연구 진행 및 브로츠와프 대학과 산학연
계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양성을 함.
- 환경 영향 평가 대상 프로젝트로 환경 영향 평가서 공시함.
◈ 폴란드 정부도 LG화학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9,500만 유로 보조금 지원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을 기다리는 중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폴란드 정부의 돌노실롱스키(Dolnoslaskie) 배터리 공장 건설에 대한 3,600만 유로의
보조금(세제 혜택 및 재정지원 포함)을 승인한 바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미국 내 식품 소비와 식량안보*11)
미국 내 식품 소비와 식량안보
 미국 국민들의 식습관은 과거에 비해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식품 섭취
다양성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임.
*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Ag and Food Statistics: Charting the Essentials”(202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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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 섭취량) 1970년의 곡물 섭취는 식품 섭취 추천량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7년에는 추천량을 넘어섰음.
- (채소, 유제품, 과일 섭취량) 1970년과 비교했을 때, 채소, 유제품, 과일의 섭취량
은 증가하였으나, 섭취 추천량보다는 적음.
- (당류 섭취 감소) 미국인들의 당류 섭취는 200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설탕
소비는 줄어든 반면, 옥수수에서 가공한 감미료(corn sweeteners)의 소비는 증가
하고 있음.
- (편중된 채소 및 과일 섭취) 채소는 감자(가공되지 않은 형태, 냉동, 감자칩 형태)와
토마토를 주로 섭취하고, 과일은 사과와 오렌지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사과
와 오렌지는 원물 그대로 섭취하는 비중보다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미국 내 식품 가격 지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가격 형성에 주로 가공, 소매
서비스, 식품 서비스 비용이 영향을 미침.
- (식품 가격과 곡물 가격) 미국 내 곡물 가격은 연도별로 변화 폭이 크지만, 전체적
인 식품 물가 지수는 안정적으로 증가11)하는 모습을 보임.
- (가격 형성) 2017년 기준, 식품 소매의 가격 형성에 농업생산 비용이 약 7.8%를 기
여, 식품 서비스 부문이 36.7%, 식품 가공이 15.0%, 소매 서비스가 12.6% 기여했
으며, 포장, 운송, 에너지, 광고 비용 등은 각각 약 3% 내외의 영향을 끼침.
- (외식 비중 상승) 2018년 기준 미국인들은 약 1조 7,000억 달러를 식품 소비에 사
용하였으며, 외식의 소비가 가정 내 식사에 소비하는 금액보다 큼.
 미국의 식량안보(food security)는 식품 및 영양 섭취 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들에 초점
을 맞추어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가구 특성별 식량안보) 저소득 가구의 식량안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게 나
타나며, 특히 편모 가정, 흑인 및 히스패닉 가정 등에서 식량안보 수준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식량안보) 농촌지역의 식량안보 수준이 도시보다 더 위험함.
11) 전체적인 식품 물가 지수는 1999년부터 매년 2%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곡물 가격은 2007년과
2011년에 40% 이상 증가하는 등 안정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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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구 특성별 식량안보 취약성(2018)

주: 식량안보 취약한 가구들은 낮은 식량안보, 매우 낮은 식량안보의 특성을 띠는 가구를 포함함.
자료: USDA, 미국 통계청의 2018년 식량안보 관련 가구설문지의 내용 보완함.

- (미국 내 식품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 식품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예산이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School Breakfast Program,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등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12)

미국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미국의 식품지원정책(Food Assistance)은 2019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매달 3,570만
명에게 지원을 시행함.
*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The Food Assistance Landscape: Fiscal Year 2019 Annual Report”(2020.7.31.)와
“Taking a Closer Look at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s”
(2020.8.3.)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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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지원정책은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924억 달러
가 사용됨.
 대표적인 식품지원정책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여성·유아·아동을 위한 특별영양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아침 및 점심 식사 지원 등이 있음.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은 특정 대상(저소득층 학생, 임산부,
유아 등)에 대한 식품 지원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지원정책이며, 2019년 식품
지원 전체 예산의 65.3%가 사용됨.
- 영향보충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 수는 △경제상황 악화,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완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증가함.
-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정책 수혜자는 1,720만 명에서 3,570만 명으로
10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국 인구가 16%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 2013년에 4,760만 명(전체 인구의 15%)이 지원을 받아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300만 명의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허가된 식품 소매점에서 매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
13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2019년 기준).
- 보조금을 통해서는 담배, 주류, 상점 내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 등
은 구매할 수 없음. 단, 스스로 조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조리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음.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하여 산업별로 고용과 소득이 창출됨.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1.5의 GDP 승수(multiplier)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1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면, 약 15억 달러의 GDP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 동시에, 10억 달러 당, 13,56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며, 유통 및 운송(소매 및 도매
포함)에서 4,45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고, 농림수산 및 수렵 부문에서는 48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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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산업별 고용 및 소득 증대 효과(2016)

SNAP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자료: USDA(2019).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3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폭풍 피해 농가 지원*

13)

폭풍 피해 농가 지원
 미국 농무부는 중서부에서 발생한 폭풍과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열대 폭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음.

*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USDA Assists Farmers, Ranch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Recent Derecho”
(2020.8.12.), “USDA Encourages Ag Producers, Residents to Prepare for Tropical Storms Macro And Laura”
(2020.8.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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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서부) 2020년 8월 10일에 발생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derecho)은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 등의 지역 농가에 피해를 일으킴.
- (남부 해안 지역) 두 개의 열대 폭풍인 Macro와 Laura가 피해를 줌.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재해정보센터(Disaster Resource Center)는 특정한 재해에 대
한 대비법, 복구 방법과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재해정보센터에서는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태풍 등의 자연재해 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재해지원발견도구(Disaster Assistance Discover Tool)를 웹에서 서비스하여, 피
해 시점, 재해 종류, 피해 정도, 피해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의 정보를 제공해줌.
 재해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재정 피해 복구와 농작업 정상화 지원으로 구분됨.
- (재정 피해 복구 지원) 가축보상프로그램(USDA’s Livestock Indemnity Program),
미보험작물재해지원프로그램(USDA’s 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이 있음.
- (농작업 정상화 지원) 환경관리인센티브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비상유역보호프로그램(USDA’s 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수목지원프로그램(USDA’s Tree Assistance Program), 긴급대출 등
이 있음.
 이외에도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고려한 재해영양보충지
원프로그램이 있음.
- 재해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Disaster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은 일반적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과 달리 재해로 인한 특수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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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재해 피해 농가 지원 제도
구분

재정 피해 복구

정책명

지원 내용

가축보상프로그램

∙ 날씨, 질병, 야생동물의 공격 등 다양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가축 손
실에 대해 지원

미보험작물재해지원
프로그램

∙ 버섯, 바이오연료, 섬유용 작물 등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작물에
대해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 재고 감소, 파종 실패 등이 발생하였
을 경우 신청 가능

환경관리인센티브
프로그램
농작업 정상화

기타

∙ 수자원 보호 및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장단기 지원

비상유역보호
프로그램

∙ 홍수, 화재,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 중 유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피해
복구를 위하여 지원

수목지원프로그램

∙ 피해를 입은 과수, 관목 등을 다시 심거나 회복시킬 경우 복구 지원

긴급대출프로그램

∙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저금리로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비용을
농가에게 대출

재해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 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 거주자들에게 식량 지원
∙ 일반적인 영양지원프로그램과 달리 재해 시점에서의 상황을 고려하
여 신청 가능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해지원발견도구*

14)

재해지원발견도구
 미국 농무부는 농가대출발견도구(Farm Loan Discovery Tool), 농업계절노동자비자
진행상황확인(H-2A Visa Case Tracker), 재해지원발견도구(Disaster Assistance
Discovery Tool)를 제공함.
- 웹상에서 제공되는 도구들은 이주 농업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영어와 스페인어로
서비스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지원 정책 상담 인력의 감축으로 비대면 상담 및 농가 스스로 정보
제공 도구를 통해 지원 정책을 찾고, 관련 서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함.
 여러 도구 중, 재해지원발견도구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해당하는
* 미국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재해지원발견도구(Disaster Assistance Discovery Tool)”와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At a Glance”(2020.4.23.)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farme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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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체크를 하면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음.
- (1단계…재해 피해 여부) 재해 피해 여부를 선택함.
- (2단계…재해 피해 시점) 피해 연도와 월을 선택할 수 있음.
- (3단계…재해 종류) 폭풍, 저온 현상, 고온 현상, 수해, 기타(야생동물의 공격, 전염
병, 지진, 화산 폭발 등)의 5가지 영역에서 피해를 발생시킨 재해를 선택하도록 구성됨.
- (4단계…재해 영향) 재해가 영향을 준 작물, 가축, 토지, 인프라 등을 선택 가능함.
- (5단계…재해 피해 위치) 피해가 발생한 농장 위치를 선택함.
- (맞춤형 지원 정책 제시) 피해 양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선정하여, 지원 정책 내용,
필요한 서류, 지역 서비스 센터 등 지원 정책의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제공함.
 재해지원발견도구에서 제공하는 복구 지원 정책은 작물, 가축, 보존 정책들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정책도 마련되어 있음.
- 2017년에 발생한 산불 및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특별 지원 정책을
통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음.
- 작물과 가축 등 농가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수자원, 숲,
늪지 등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정책도 병행됨.
<표 5> 미국의 자연재해 복구 지원 정책
구분

정책명

작물

∙ 2017 산불과 허리케인 보상 프로그램
∙ 산불과 허리케인 보상 프로그램 플러스
∙ 수목 지원 프로그램
∙ 미보험 작물 재해 지원 프로그램
∙ 작물 보험

가축

∙ 가축, 양봉, 양식업을 위한 긴급 지원
∙ 가축 조사료 재해 프로그램
∙ 가축 보상 프로그램

보존

∙ 자연보호프로그램 – 비상용 건초 및 목초지
∙ 긴급보존프로그램(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 긴급산림복구 프로그램
∙ 환경관리인센티브 프로그램
∙ 비상유역보호프로그램(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 농업보전완화사업(습지 보호구역 완화)

기타

∙ 긴급대출프로그램(Emergency Loan)
∙ 재난상환유예프로그램(Disaster Set-Aside Program)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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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너지 사회와 농업·농촌의 역할*

15)

탄소중립에너지 사회와 농업·농촌의 역할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에너지 사회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 통합12)(Energy System
Integration)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8년 기준, 회원국들의 에너지 사용 구조는 원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이 36%를
차지하며, 천연가스(21%), 고체 화석연료(15%), 재생에너지(15%), 원자력 에너지
(13%)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하여 △더 효율적인 순환 에너지 시스템 도입(more
circular energy system), △전기 중심의 에너지 사용(direct electrification of
end-use sectors),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promotes clean fuels)의 세 가지 중
심축을 강조함.
 에너지 구조의 전환은 전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기가 사용되기 어려운 부문의 경우
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야 함.
- 전기는 에너지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통
합 에너지 시스템 구성에 적합함.
- 전기 중심의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바이오 연료, 바이오가스, 수소 등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사용을 유도함.
- 이러한 구조 속에서 농업 및 농촌은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순
환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Powering a climate-neutral economy: An EU strategy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2020.7.8.)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12)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비용 소모가 적은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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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료 생산] 농업 및 농촌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 역할을 맡아야 함.
- 바이오 연료, 바이오가스13), 바이오 메탄 등은 전체 가스와 연료 사용량 중 3.5%만
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연료들은 식량 혹은 사료곡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므로 토지사용 변화를 일으
켜 탄소 배출량, 생물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
제가 존재함.
- 식량이나 사료 작물이 아닌 농업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 연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함.
 [농촌순환 에너지 공동체] 효율적인 에너지 순환시스템을 농촌에 도입함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함.
- 농가의 구조물들은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에 적합하므
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이러한 에너지 순환 구조를 운영하는 농가들에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
공해야 함.
 [친환경 에너지 및 제품 사용 노력]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고 농업생산을 위한 연료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함.
- 수소는 유럽 내에서 2% 이내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
는 데 사용 가능함.
- 친환경 에너지가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14)에 대한 친
환경 에너지 구매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형태로 연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정제하여 바이오 메탄으로 만들 수 있음.
14)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여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은 농업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carbon-intensive sector) 국제 항공 및 해양 운송 부문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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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코로나19 이후 유럽 농업의 구조적 위기
 유럽의회조사처는 코로나19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처할 수 있는 66개의 구조적
위기(Structural Risks)를 제시하였음.
- 15년간 유럽연합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사회복지 및 건강, △경제 및 재정, △정
치 및 민주주의, △유럽연합 내부, △환경, △디지털, △유럽연합 외부의 정치적 위
기로 구분함.
 66개의 위기 중 8개가 농업과 직접 연관된 위협이며, 5가지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기로 구분됨.
<표 6> 유럽연합 농업부문의 구조적 위기
구분

위기의 심각도

구분

즉각적인 대응 행동
필요

영향이 보편적이며,
발생 가능성이 큼

∙ (경제 및 재정적 위기) 세계 식량안보 위기 및 높은 식량 가격
∙ (환경 위기) 기후변화대응 실패, 수자원 문제 및 농지의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와 중요자원의 고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저감 정책 시작 필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큼

∙ (경제 및 재정적 위기) 농업생산의 집중도 상승, 유럽 농산물시장
불안정

주의 필요

영향이 보편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작음

-

추가 연구 필요

영향이 제한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작음

∙ (경제 및 재정적 위기) 유럽 내 식량 부족

 경제 및 재정적 위기에는 시장 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됨.
- (세계 식량안보 위기 및 높은 식량 가격) 「2020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전 세계 55개국의 135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에 처했고,
2020년 말에는 265만 명까지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며, △메뚜기떼의 습격, △정
치적 불안정 등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되어 위기가 가속화될 것임.

* 유럽의회조사처에서 발표한 “Toward a more resilient Europe post-coronavirus: An initial mapping of structural
risks facing the EU(2020.7.29.)”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
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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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의 집중도 상승)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의 농가 약 420만 개
가 사라졌으며, △약 3.1%의 농가가 유럽 농지의 50% 이상을 경영하고, △고령화
로 인해 35세 미만 농업종사 인구가 5% 미만으로 감소함.
- (유럽 농산물시장의 불안정)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으며,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시장의 변화, △농업 연
구 및 투자의 실패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정성이 가속화됨.
- (유럽 내 식량 부족) 유럽 내 식량 생산은 자급 가능한 수준이나, △계절 및 이주노
동자의 노동 공급 부족, △유통망 붕괴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으나, 다른 위
기들과 달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됨.
 환경 위기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분류되었으며, 그린딜(Green
deal),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등의 정책으로 대처하기 시작함.
- (기후변화대응 실패) △유럽연합의 탄소배출량 감소 노력이 실패할 경우, △다른 국
가들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기업 재정 악화로 인한 저탄소
연구 감소 등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실패 시, 심화된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자원 문제 및 농지의 감소)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 식량, 수자원의 수요 증가,
△기후변화 및 오염으로 인한 토지 및 수자원 피해 등 환경파괴로 인하여 농업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생물다양성 감소와 중요자원의 고갈) △외래종 침입, △중요 자연자원의 고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적절한 정책 시행의 어려움 등으로 기
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기후변화 심화로 △기후난민 문제, △건강 불평등, △
식량안보 위기 등이 더욱 커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3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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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농식품 무역 현황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27개국의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농식품 무역 현황을
발표함.
- △브렉시트로 인한 농식품 무역의 변화, △중국 농식품 수요의 변화, △회원국들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 변화 등의 내용이 주요 현황으로 정리됨.
 [브렉시트]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농식품 수출입은 감소함.
- 2020년 4월까지의 기간은 브렉시트 이행기로, 유럽연합과 영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여겨졌으나, 주류, 담배, 신선 과일 및 채소, 치즈, 초콜릿 및 사탕류 등 많은 영역
에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
- 유럽연합에서 영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8억 7,900만 유로로 감소하였으며, 영국
에서의 수입은 5억 7,600만 유로로 감소함.
 [중국의 농식품 수요 변화]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6.5
억 유로(42%)가 증가하였음.
-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럽연합의 대중국 돼지고기 및 돼지내장 수
출이 증가하였고, 유럽산 밀과 유아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수출 증가에 영향을 줌.
 [타국가와의 무역 변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밀 수출 증가, △비식량 및
가공 제품의 수출 감소, △농식품 수입의 증가 등이 주요한 변화임.
- (밀 수출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알제리, 나이지리아, 스위스 등에 대한 밀
과 보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
- (비식량 및 가공식품 수출 감소) 일본에 대한 담배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주류, 가
공되지 않은 가죽(raw hides and skins), 솜, 초콜릿 및 사탕류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함.

*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April 2020 (2020.7.23.)”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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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입 증가) 캐나다로부터의 유지작물(oilseed)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
며, 신선 및 건조 열대과일, 식물성 유지의 수입 또한 증가함.
 이 기간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농식품 무역 흑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보
다 10% 증가한 195억 유로로 집계됨.
- 무역 흑자는 돼지고기, 밀 등의 수출 증가로 발생하였고, 수출액 중 와인(8.3%),
돼지고기(4.4%), 유아식(4.7%), 파스타 및 빵류(4.6%), 밀(3.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3> 유럽연합 국가들의 농식품 무역액 변화
단위: 백만 유로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자료: Comext.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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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 위기관리서비스
 코페르니쿠스(Copernicus)의 위기관리서비스(Emergency Management Service)
는 수요맞춤형 지도 서비스(On demand mapping)와 조기경보 및 감시 서비스
(Early Warning & Monitoring)를 제공하고 있음.
-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에서 운영하는 위성과 바다, 기상대 등 여러 환경에 배치
된 센서들을 이용한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며, 지구 및 환경 변화 감시를 통한 유럽
연합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
- 코페르니쿠스를 이용한 위기관리서비스는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요맞춤형 지도] 위기관리사이클인 대비(preparedness), 예방(prevention), 재해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긴급 대응(emergency response), 복구
(recovery)의 전 과정에 필요한 지리공간정보를 제공함.
- (Rapid Mapping) 재해 발생 시, 재해 관련 정보를 수일 내로 지도로 만듦.
- (Risk and Recovery) 재해 대비 및 발생 후 활동(post-event activities) 시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조기경보 및 감시] 위기관리서비스에서는 홍수, 화재, 가뭄 등에 대한 유럽 혹은 전
세계 범위의 재해 예측 및 감시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홍수) 유럽홍수경보시스템(European Flood Awareness Systems)과 세계홍
수경보시스템(Global Flood Awareness Systems)을 통해 홍수 예보 정보를
제공함.
- (화재) 유럽산불정보시스템(European Forest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실
시간에 가까운 산불 정보를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제공함.
* 코페르니쿠스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서비스(Emergency Management Service)”의 홈페이지 내용과 “New Website
for the Copernicus Emergency Management Service”(2020.7.7.)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
성함(https://emergency.copernicu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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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가뭄관측소(Drought Observatory)를 통하여 유럽과 전 세계 범위의 임박
한 가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사례] 위기관리서비스는 홍수피해 및 영향, 산불, 수자원 부족 등에 관한 예측을 진행하
고,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 (포르투갈 산불) 2020년 9월 7일에 포르투갈에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9
월 8일에 소방관 투입 계획을 반영한 지도를 업로드함.
- (홍수피해예측) 홍수 발생 예측, 지도화, 영향 평가로 구성된 홍수피해예측 시스템
은 재해 대비의 중요한 요소이며, 홍수 영향권 내 인구, 피해 농경지 면적, 영향 지
역 내 보호 지역 및 비보호 지역의 면적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측하여 제공함.
<그림 4> 홍수피해 영향 평가 결과 예시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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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지표
 [식량자급률] 국내에서 생산 및 조달하는 식량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일본에서는
식량 국내생산 및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공표하고 있음.
 [식량자급력] 일본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 능력이며, 국내생산 식량만으로 최대
생산 가능한 1인 1일 공급칼로리를 계산한 것임. 일본은 잠재 식량 생산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음.
<표 7> 2019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구분

식량자급률

주요 내용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 38%(37%), 2030년도 목표: 45%>
∙ (상승 요인) 밀·두류 수확량 증가, 채소 생산량 증가, 축산물 생산량 증가
∙ (하락 요인) 어패류 어획량 감소 및 쌀 소비 감소
∙ 2018년도 자급률 대비 1%p 상승하였지만, 소수점 단위로 보면 2018년 자급률은 37.42%,
2019년 자급률은 37.82%로 실질적 상승률은 0.4%p 수준
<생산액 기준 식량자급률: 66%(66%), 2030년도 목표 75%>
∙ (상승 요인) 국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
∙ (하략 요인) 채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어패류 어획량 감소

식량자급력

∙ 쌀·밀 중심: 1,754kcal(1,727kcal)
∙ 서류 중심: 2,537kcal(2,546kcal)

사료자급률 및
식량국산율15)

∙ 사료자급률: 25%(25%)
∙ 칼로리 기준 식량국산률: 47%(46%)
∙ 생산액 기준 식량국산률: 69%(69%)

주: ( )는 2018년도 수치.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自給率·食料自給力指標について”(2020.8.5.), 일본농업신문 “食料自給38％ 微増
小麦増収’目標とは隔たり 19年度”(2020.8.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 www.maff.go.jp/, https://www.agrinews.co.jp/p51559.html, https://www.agrinews.co.jp/p51725.html,
https:// www.agrinews.co.jp/p51707.html).
15) 식량자급률에서 수입산 비율이 높은 사료자급률을 제외한 자급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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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근 10년 식량자급률 동향
<칼로리 기준>

<생산액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재고 증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해제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음식
점 영업 전면 재개가 늦어지면서, 소고기 및 쌀, 버터 등의 재고가 쌓이고 있음.
 코로나19로 가정용 식재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용 및 가공용 식재 판매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체 수요 침체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음.
 [소고기] 2020년 7월 연휴 전까지는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2차 전파 우려로 인한
외식 자제에 따라 외식용 소고기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
- 외식 감소로 인해 소고기 재고량이 전년을 웃돌고 있음.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추계
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국산 소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575
톤임. 수입 소고기를 포함한 전체 재고량은 15만 톤에 육박하여, 통계치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수준임.
 [쌀] 전체 30%를 차지하는 식당 및 가공용 쌀의 수요 감소 장기화로 인해 재고량이
예년 이상으로 늘었음.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020년 6월 말 시점의 민간 재고량은
201만 톤으로 4년 만에 200만 톤을 초과하였음.
- 도매상은 식당 및 가공용 쌀 수요 감소를 가정용 쌀 판매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지
만, 음식점 경영 악화에 따른 폐점으로 판매처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
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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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6월 식당 및 가공용 쌀 도매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
비 11% 감소하여, 5월 감소 폭보다 회복 경향을 보였음. 하지만 7월 이후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판매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버터] 일본의 J 밀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버터 재고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만 9천 톤에 이르며, 이는 음식점 및 특산물용 가공품 판매량이 저조한 것에서
기인함.
 [탈지분유]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에서 탈지분유로 전환한 재고가 소진되지 않아, 2020
년 8월 말 재고량은 8만 톤 이상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웃돌 전망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향세를 통한 지역 피해지원 외*

16)

고향세를 통한 지역 피해지원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향세16)를 활용한 지역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후루사토 초이스(고향세 납세 종합 사이트)를 운영하는 트러스트 뱅크에 의하면 2019
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기부 중 답례품을 받지 않는 기부가 증가하였음.
- 2019년 대비 금액 기준 1.8배, 건수 기준 2.4배가 증가하였음.
 트러스트 뱅크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피해를 계기로 지역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기부금 사용법에 대한 의식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거버먼트 클라우드펀딩17) 이용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후루사토 초이스를
* 일본농업신문 “ふるさと納税 “返礼品なし寄付 2倍 コロナや災害 「地域応援」 意識高まる”(2020.8.24.), 일본농업신문
“[新型コロナ] 緊急事態解除3カ月 牛肉、米‘バター’脱粉 在庫積み上がる”(2020.8.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
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agrinews.co.jp/p51725.html, https://www.agrinews.co.jp/p51707.html).
16) 태어난 고향 및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환급, 주민세
공제가 가능함. 기부자가 기부 용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부 대상 지역의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음.
17) 지자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화, 이에 대하여 고향세를 통해 클라우드펀딩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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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코로나19 대책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금액이 2020년 7월 말 기준 5억 6백만
엔을 넘었음.
- 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세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활성화될 기회이며, 시장에
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2019년 6월에는 고향세 기부에 대한 과도한 답례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이하 금액의 지역 특산품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3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영농 불편사항 조사 외*

18)

코로나19로 인한 영농 불편사항 조사
 코로나19 긴급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JA 조합원이 영농에 있어 가장 힘든 사항을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 감퇴로 인한 농산물 판매 감소에 따른 가격저조’ 52.5%,
‘부회 및 집락 좌담회 중지, 농협 직원 방문 금지로 인한 농협 정보 감소’ 39.8%,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불가’ 27.6%, ‘경영 보조금 및 정책 보조금 활용 어려
움’ 18.2%, ‘자금조달, 운영자금 확보 어려움’ 17.1%, ‘농협 서비스이용 어려움(영
농지도 등)’ 14.4%로 조사됨.
- 이 밖에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감소, 외식산업 침체에 따른 향후에 대한
우려, 직판매장 휴업으로 인한 판매처 축소, 소고기 가격 하락, 유제품 소비 감소,
마스크로 인한 작업 불편 등이 있었음.
 [문제점 및 해결책] 쌀·노지채소·시설채소·화훼·과수·낙농·번식우·비육우·기타 작물
생산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제기되었음.
* 일본 협동조합신문 “「コロナ対策」から学ぶ 「Ａ緊急アンケート」 を生かす(3)”(2020.9.1.),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前年
度比3.2％増 2020年度食品通販市場調査 矢野経済研究所”(2020.8.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jacom.or.jp/noukyo/tokusyu/2020/09/200901-46173.php, https://www.jacom.or.
jp/ryutsu/news/2020/08/200831-4613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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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코로나19로 인한 영농 문제점 및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 노동력·후계자 부족
∙ 외식·급식용 식재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가격
침체 우려
∙ 행사 축소·중지에 의한 수요 침체
∙ 향후 쌀 과잉
∙ 음식점 식재 수요 감소에 따른 과잉재고
∙ 농업 이탈에 의한 경작 포기지 증가
∙ 소비촉진·수출 우려
∙ 송아지·지육 가격침체·상위 등급 가격 하락
∙ 외국인 근로자 확보 불가·농작업 불가능

∙ 판매처·계열 조직 연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요확보
∙ 법인·집락 영농 위탁
∙ 비주식용 쌀로 전환
∙ 행정연계를 통한 노동력 확보·대체 인력투입·경작 면적
재검토
∙ 판로확보 교섭·현지 수요에 맞는 대응
∙ 시장정보제공·취급시장과 직판 확대·소비량 확대 대책
∙ 소비확대 PR·농협 매입판매
∙ 농협의 독자적 영농지원·조성·판매촉진
∙ 외국인 노동자 대체 지역주민 노동자 확보대책

 조합원의 농업 소득증가를 위한 영농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농협
의 다양한 판매전략이 필요함.
- (판매전략) △농산물 직판매장 판매, △인숍(백화점이나 슈퍼 등의 내부에 있는 전
문점) 판매, △양판점 직접판매, △소비자 정기배송 판매, △인터넷 판매 등
- (노동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노동력 확보사업(근로자 확보·파견, 비농가·
아르바이트 확보 등) 등이 요구됨.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대책 또한
중요함.
-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의한 △농산물 책임 판매, △농산물 상품화(소비
자 규격 패키지화 등), △농산물 운송, △모종 제공, △재배에 필요한 농업 자재 제
공 및 농업기계·시설 공동화, △규모확대에 필요한 농지 소개, △안전·안심 품질보
증 재배·출하지도 및 정보제공,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등 농협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영농지원이 필요함.

식품 통신판매 시장조사
 야노경제연구소는 2020년도 일본 국내 식품 통신판매 시장18)을 조사하여 시장 동향,
기업 동향, 전망 등을 밝혔음.
18) 쇼핑 사이트(카탈로그 통신판매 포함), 생협, 유기농 식품 택배 판매, 인터넷 슈퍼마켓, 편의점 택배, 식품 제조사 직판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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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동향] 2019년도 일본 국내 식품 통신판매 시장규모는 소매 금액 기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조 8,086억 엔으로 예상됨.
- 음료수 및 쌀, 주류, 건강식품 등 상비성·습관성이 높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
의 잠재적 수요가 높은 경향이 있음.
 2019년도 하절기는 전년도 대비 상대적으로 덜 더워 음료수 수요가 감소했으며, 소비세
증세 등 변화가 있었음. 한편,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식품 비축에 대한 인지가 상승함에
따라 음료수 및 보존성 식품 수요가 나타났고, 통신판매를 통해 대량으로 한 번에 구매
하는 소비 형태를 보임.
 2019년 연말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슈퍼마켓 이용 감소에 따라 통신판매를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은 2020년 4월에 발령되었으므로 2019년도 식품 통신판
매 시장 신장률은 2018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함.
 [코로나19 영향] 2020년 1월 하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지
만, 휴교가 발표된 2020년 2월 말 이후 식품 통신판매 수요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음.
- 휴교 및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으로 집에 머무는 경우가 증가하여 식료품 사재기
가 확대되었음. 집에서 식품을 받을 수 있는 식품 통신판매가 급증하여 상품이 품
절되는 등 업체에서 주문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함.
 또한, 외식 및 여행이 힘들어짐에 따라 일상적 식품 수요뿐만이 아닌, 높은 가격대의
식품 배달·디저트 수요도 증가했음.
 [전망] 2020년에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 식품 통신판매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긴급
사태 해지에 따라 앞으로 통신판매 형태에 따라 수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 쇼핑몰, 제조사 직판 형태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수요가 감소하고, 생협 및 유
기농 식품판매 등의 정기배송 형태의 경우 어느 정도 수요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향후 통신판매 성장률은 둔화하면서도 완만한 형태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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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본형 직불금 시행현황 외*

19)

2019년도 일본형 직불금 시행현황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8월 28일 2019년도 일본형 직불제(다원적 기능 직불금,
중산간지역 직불금, 환경보전형 직불금) 시행현황을 발표하였음.
 [다원적 기능 직불금] 농업·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발휘되도록 농업
인 등으로 조직된 단체의 지역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임.
- (농지유지직불) 수로, 농로 등의 기초적인 보전 활동 등을 지원19)함.
- (지원향상직불, 지역자원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활동 지원) 수로, 농로 등의 간단한
보수, 농촌환경 보전 활동 등을 지원20)함.
- (자원향상직불, 시설 수명연장) 농업용 시설 수명연장을 위한 활동 지원21)함.
 [중산간지역 직불금] 평지 대비 농업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보조를 통해 농업 생산
활동을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산간지역 직불금은
마을 등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여 협정을 기반으로 직불금을 지급22)함.
 [환경보전형농업 농업직불금] 화학비료 및 농약 50% 이상 감소,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에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을 지원23)함.

JA 업무 전자화 현황
 JA(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일본 농협)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JA의 업무 전자화 현황을 조사함.
-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42.6%,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日本型直接支払の実施状況について”(2020.8.28.),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コロナ対
策」から学ぶ 「JA緊急アンケート」を生かす(５)”(2020.9.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maff.go.jp/j/press/nousin/nihon/200828.html, https://www.jacom.or.jp/noukyo/tokusyu/2020/
09/200904-46263.php).
19) 1,437개 지역(기초자치단체), 26,618개 조직, 2,274,027ha 지원함.
20) 1,295개 지역, 20,923개 조직, 2,013,793ha 지원함.
21) 885개 지역, 11,134개 조직, 741,169ha 지원함.
22) 1,002개 지역, 26,013건의 협정, 665,394ha 지원함.
23) 887개 지역, 3,479건, 79,839ha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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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입할 예정임’ 36.2%로 78.7%의 JA에서 업무 전자화(디지털화)가 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사업 방식, 구조·추진방식을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1.7%로 많은 JA에서 전자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있어 농협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업무 전자화의 필요성을
느꼈음.
- 지역에 따라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시 전자 신청을 받지 않은 지역이 있었으며, 보
건소에서 감염자 수를 보고하는 데 팩스를 이용하는 등 전자화가 뒤처져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음.
- 3년 연속 EU 디지털화 지수 1위를 차지한 덴마크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CPR 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함. 이를 통해 아동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 3개월 후부터 자동으로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 등 전자화가 되어 있음.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교훈을 조사한 결과,
- 조직·사업 방식, 구조·추진방식에 필요한 전자화 조기 구축이 필요함.
- 여러 사업 분야에서 전자화가 뒤처져 있는 것을 인지함
- 급속한 전자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JA도 전자화를 추진해야 함.
- 대면 대응 및 점포방문 방식의 영업 방법을 재검토할 기회임.
- 화상회의 및 캐시리스(Cashless Society)24) 결제와 JA에 대해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함.
- 전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로 생겨난 시간을 대면 영업 및 출장에 활용하여 사람
간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업무 전자화를 개별 JA가 추진하는 경우 비용·시간·대응 등의 낭비가 우려됨으로 전국
의 JA가 함께 조직·사업방식, 구조·진행 방법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대비와 함께 덴마크
와 같이 국가전략으로써의 전자화 실현이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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