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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도시의 코로나19 영향 비교1)

[농촌 지역의 코로나19 영향] 2020년 11월 1일 기준,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은 코로나 전체 확진자의 14%, 사망자의 11%를 차지하지만, 2020년 10월 마지막 3주 동안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급증함.
- 2020년 10월, 농촌 지역은 전체 확진자의 21%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사망자의 27%를 차지함.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농촌 지역의 높은 평균 연령, 낮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 보험 가입률 등임.
[도시 지역의 코로나19 영향] 도시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2020년 9월
이후 새로운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이 집중됨.
- 대도시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반 확진과 사망 발생이 집중된 후, 의료 시스템 향상과 코로나
19에 대한 지식 축적이 이루어져 차츰 대응력을 기른 것으로 보임.
- 2020년 7월부터 증가한 두 번째 폭증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확진과 사망 모두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함.
- 두 번째 폭증은 첫 번째 폭증과 비교해 확진자 수는 높지만, 사망자 수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검사의 확대와 코로나 진료 시스템의 향상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 2020년 10월부터 나타나는 세 번째 폭증의 경우 성인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훨씬 높으며, 주간 사망자 수 역시 농촌 지역에서는 100명의 확진자당 2명으로
도시 지역에서의 1.4명보다 약 40% 정도 높음.

1) 미국 농무부(ERS, USDA)의 보고서 “Rural America at a Glance: 2020”(2020.1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함(https://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1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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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성인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현황

주: 위 표의 하단 날짜는 전 3주 동안 평균 주간 비율을 나타내며, COVID-19 사망자 수 표도 동일함. 소도시는 도시 간 통근이 대부분일 때, 인접한 농촌 지역을
포함함.
자료: USDA ERS (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그림 2. 미국 성인 10만 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주: 위 표의 하단 날짜는 전 3주 동안 평균 주간 비율을 나타내며, COVID-19 발생자 수표와 동일함. 소도시는 도시 간 통근이 대부분일 때, 인접한 농촌 지역을
포함함.
자료: USDA ERS (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농촌의 코로나19 상황 악화 원인] 미국질병본부(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농촌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1) 높은 평균 나이, 2) 낮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 보험 가입률을 주요 원인으로 꼽음.
- 2017년 기준, 미국 전체 카운티 중 4%는 의료 시설이 전무하며, 이들 중 97%는 인구 2천 5백 명
미만의 농촌 지역임.
- 전체 카운티 중 집중치료시설(Intensive Care Unit, ICU)을 갖춘 병원이 있는 카운티는 60%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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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체 카운티 중 22%의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을 해야 하는데, 특히,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코로나19의 경우 농촌 지역 주민들은 집중치료시설에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기
힘든 상황2)임.
그림 3. ICU를 갖춘 병원까지의 접근성 기준 상위 5분위 내 농촌 지역 (2017)

주: 위 그림에서 장거리 카운티의 경우 집중치료시설(ICU)을 갖춘 병원까지 약 32.4 마일 (51.2km)을 운전해야 함을 의미함.
자료: USDA ERS(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농촌 지역의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농촌 지역의 실업률은 2020년 3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 4월 중순 13.6%로 최고치를 기록함.
2010부터 2019년까지 농촌 지역의 실업률은 도시 지역보다 약간 높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는 오히려
1% 정도 낮은 수치를 보임.
- 이는 코로나19 초반 도시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 외에도,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필수적인 산업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결과로 추측됨.
2020년 9월 12일 기준, 실업률은 도시 지역에서는 7.9%, 농촌 지역에서는 6.0%로 하락함.
- 연방 및 주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일부 주의 제한적 경제 재개 및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임.
2) <그림 3>에서 High Distance county의 경우 집중치료시설을 갖춘 병원까지 약 32.4 마일(51.2km)을 운전해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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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경우 주 및 카운티 별로 주요 산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2020년 8월 농촌 지역 실업률을
살펴보면, 광산이 주요 산업인 카운티에서 7.8%, 농업이 주요 산업인 카운티에서는 5.0%로 나타남.
- 농업 취업자 수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1.2%만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기간 농촌
지역의 낮은 실업률을 설명해 줌.
표 1. 주 및 카운티 별 주요 산업에 따른 실업률 (2020)

주: 표에 사용된 데이터는 계절별로 적용이 되지 않음.
자료: USDA ERS(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미국 노동통계국

미국 전역에서 축산 가공시설 고용 인구는 50만 명으로, 대부분의 가공시설은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
폴스(Sioux Falls, SD)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외 네브라스카 주의 다코타 시티(Dakota City,
NE)와 미네소타 주의 워딩턴(Worthington, MN) 지역이 주 산업임.
- 축산 가공산업은 약 56개 카운티(49개의 농촌 지역 카운티, 7개의 도시 지역 카운티)에서 20%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음.
2020년 4월 중순부터 축산 가공시설이 주 산업인 카운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다른 카운티에서보다
더욱 빠르게 발생함.
- 해당 기간 축산 가공시설이 주 산업인 카운티의 경우 하루 확진자는 10만 명당 50명으로 다른
농촌 지역 카운티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함.
- 2020년 5월 이후 축산 가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졌으나 여전히 다른 농촌
지역 카운티보다 7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1.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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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료품 가격 변화3)

[미국 식료품 가격 변화] 2019년 미국 가구당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은 13%를 차지하며, 이는 주거
및 교통 지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그림 4. 항목별 미국 가구의 지출 비중 (2019)

주: 그림의 기타 부문은 생활용품, 담배 및 잡다한 품목을 포함함. 소비자 지출 조사(CES)는 의료비 지출을 보건비로 언급함.
자료: USDA ERS(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미국 노동통계국

식품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에 반영되는 다른 주요 품목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과거 100년을 살펴보면, 식품 가격은 연평균 3.3%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주요 품목 중 의료와 주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품목보다 높았음.
3) 미국 농무부(ERS, USDA)의 보고서 “Food-at-home price inflation varies across U.S. metro areas”(2021.1.13.)의 내용과 농무부에서
제공하는 Data Products에서 제공하는 “Food Price Environment: Interactive Visualization”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data-products/food-price-outlook/food-price-environment-interactive-visualization,
https://www.ers.usda.gov/data-products/chart-gallery/gallery/chart-detail/?chartId=1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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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의료비용의 총 물가 상승은 28.3%, 주거비용의 총 물가 상승은 23.0%, 식품비용의
총 물가 상승은 17.6%를 기록함.
식품 가격 변동성의 경우 CPI에 반영되는 전체 품목의 가격 변동성보다 높음.
- 전체 품목 평균 물가 상승률의 표준 편차는 0.8인데, 변동성이 가장 큰 품목은 교통비로 5.1,
가장 낮은 품목은 의료비(0.6)이며, 식료품은 1.0으로 주거와 같음.
그림 5. CPI 주요 품목별 가격 변동성 (1915-2019)

자료: USDA ERS(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미국 노동통계국

외식 지출 비용과 가정 내 식품 지출 비용은 비슷한 정도로 상승해오다가 2009년 이후 외식 지출
비용이 가정 내 식품 지출 비용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함.
- 가정 내 식품 지출 비용은 2016년과 2017년 하락 이후 2018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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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정 내외 식품 지출 비용 (1948-2019)

자료: USDA ERS(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미국 노동통계국

그림 7. 가정 내외 식품 지출액 연간 변동률 (1948-2019)

자료: USDA ERS(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미국 노동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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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격 변화는 식품 품목별,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남.
- 2019년 과일의 가격은 1.4%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달걀 가격은 2019년 10% 하락하였으며,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임.
그림 8. 식품 품목별, 연도별 가격 변화

자료: USDA ERS(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미국 노동통계국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 소매 가격은 전국 연평균 1.2% 상승하였으며, 특히 가정 내 식품 가격은
지역별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호놀룰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 상승한 반면, 달라스 지역은 연평균 0.6% 상승에 그침.
- 이는 운송비용 및 노동비용의 지역별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매 유통에서 이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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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시 거주자들의 식품 소비 성향에 따라 해당 식품 가격 상승률이 다를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과 같이 가격 상승률이 낮은(연평균 1.1%) 식품의 가정 내 소비가 높은
지역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며, 소고기 혹은 송아지 고기와 같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연평균 3.6%) 식품의 가정 내 소비가 높은 지역은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임.
그림 9. 특정 주의 연평균 식품 소매 가격 변동률 (2010-19)

주: 대도시 지역의 통계 데이터를 사용함.
자료: USDA ERS(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미국 노동통계국.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1.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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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신 아젠다(Agriculture Innovation Agenda, AIA4)

Agriculture Innovation Agenda(AIA)는 농업 혁신을 통해 2050년까지 미국 농업 생산성 40% 증대,
환경에 대한 영향 50% 감축을 목표로 시작됨.
4) 미국 농무부(ERS, USDA)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Agriculture Innovation Agenda”, 이와 관련된 보고서 “U.S. AGRICULTURE INNOVATION
STRATEGY: A DIRECTIONAL VISION FOR RESEARCH”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usda.
gov/aia,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aia-year-one-report.pdf, usda.gov/sites/default/files/
documents/aia-scoreboard-report.pdf,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AIS.508-01.06.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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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97억 명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식량에 대한 수요는 2020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자 함.
- 또한, 생산자들의 현대화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미국 생산자들이 식량, 연료, 환경 위기
등의 대처에 앞장서도록 함.
[AIA의 구체적 목표] AI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농업 생산성 증대) 2050년까지 농업 생산성을 40% 증대하여 미래의 증가된 식품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도록 함.
- (음식 쓰레기 감소) 미국 내 음식 쓰레기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소
하고자 함.
-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토지 및 숲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높이고, 혁신적이고
규모화된 기술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자 함.
- (수질 관리) 수자원 내 영양 손실을 2050년까지 30% 낮추고자 함.
- (재생에너지) 에탄올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고, 에탄올의 경우 2030년까지
E15, 2050년까지 E305)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AIA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AIA의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농무부는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함.
-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 AIA 목표 달성을 위해 AIA 연구팀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정리하고,
민간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연구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함.
- (혁신 기술의 AIA 프로그램으로 통합 적용) 미국 농무부는 생산자들의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 생산성 및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데이터 수집 및 AIA 진행현황 제공) 미국 농무부는 이미 작물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산성 증대, 환경 보전 달성 상황 등의 정보들을 제공
하여 누구나 AIA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미국 농무부는 AIA Roadmap을 통해 각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함.
5) E15, E30은 자동차 운행을 위해 연소되는 가솔린 1갤런당 각각 15% 혹은 30%는 에탄올을 섞는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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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1.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
2021년 1월 12일, AIA는 향후 30년간 미국 농업 분야에 주어진 기회, 도전, 그리고 주요 기술(Key
technology)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음.
미국 과학자 협회의 경우, Genome Design, Digital and Automation, Prescriptive Intervention,
Systems Based Farm Management와 같이 네 개의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하였음.
지속적으로 워크샵 혹은 세미나를 기획하여 농민, 낙농업자, 그리고 각 이해 관계자들을 통해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 진행 중에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AIA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 제시 및 목표까지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AIA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무부 내 연구팀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며, Foundation for Food
and Agriculture Research(FFAR) 또는 Agriculture Advanced Research Development
Authority(AgARDA)와 같은 연구 포럼을 통해 소통하여 AIA의 연구 목적을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함.

Roadmap 2. 혁신 기술의 AIA 프로그램으로 통합·확대 적용
생산성 증대와 환경 보전이라는 AIA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핵심적이며,
농무부는 이 기술들을 농촌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야 함.
농무부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혁신 기술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생산성 증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즉시 투입이 가능한 기술과 향후 개발 가능성을 지닌 기술을 분류·정리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8일까지 민간 협력자와 파트너들에게 농업에 적용 가능한
미래기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환경 보전과 생산성 향상은 항상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농무부의 환경 보전 프로그램이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두 개념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
민간 분야에서는 농업 관련 혁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혹은 공모전 등을 진행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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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일례로 농무부에서 지원하는 Conservation Innovation Grant(CIG) 프로그램과 농무부와
환경부가 함께 진행한 Next generation Fertilizer Challenge 등이 있음.
새로운 기술의 빠른 도입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농촌 사회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농무부는 National Technology Support Centers, Rural Innovation Centers,
Climate Hubs 등의 센터 건립을 통해 기술을 전시하는 등 농촌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농무부의 Rural Innovation Center와 USDA Climate Hub를 통해 탄소 배출 감소 관련 기술을
생산자들에게 소개하고 교육하도록 함.
Nation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NRCS) Technical Support Center를 각지에 건립하여
각 지역의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혁신의 “피뢰침” 역할을 하도록 함.

Roadmap 3. 데이터 수집 및 AIA 진행현황 제공
AIA 목표 달성의 또 다른 핵심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현재 처한 상황에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무부는 AIA Metrics Working Group을 구성, 데이터·통계를 구축하여 진행현황을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도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AIA Metric Working Group의
핵심 가치임.
우수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농무부는 부서 내에서 산발적으로 수집되어 있던 데이터6)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자 함.
Conservation Effects Assessment Project(CEAP)에서 수집하는 농경지, 수질, 온실가스 배출 등의
시계열 데이터를 위성 사진 혹은 리모트 센서를 동원하여 더욱 정확하고 빠지는 기간이 없도록 수집
할 수 있도록 함.
- 이렇게 구축된 정확하고 촘촘한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시기적절한 분석 보고서를 출간하여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AIA 프로그램의 융통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게 할 것임.

6) 온실가스 배출, 토양 탄소 격리(Soil carbon sequestration), 농장에서의 재생 에너지 생산 등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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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 간의 협력 분석이 용이하도록 환경, 경제, 농업 생산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상호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집하여야 함.
농무부 외에 환경부(U.S. EPA)와 같은 타 부처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 수집 기술의 발전을 꾀하도록 함.
데이터 수집 자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생산과정부터 음식 쓰레기 단계까지의
데이터 수집을 통합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
AIA의 세부 목적은 2,050개에 달하며, 이와 같은 세부 목적 달성 현황7)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량 추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함.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들은 1~3년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통계 index를 개발할 필요도 있으며, 이 데이터·통계를 활용하여 매년 AIA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0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의 질적 피해보상 프로그램8)

미국 농무부는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의 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접수를
2021년 1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기로 함.
- 질적 피해보상 프로그램(Quality Loss Adjustment program)은 2020년에 발효된 새로운 법안을
기초로 하여 자금이 지원됨.
- 미국 농무부 소속의 Food Service Agency에서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인당 최대 125,000
달러까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작물의 질적 피해보상 프로그램 대상] 질적 피해보상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작물은
연방작물보험(federal crop insuracne) 혹은 보험 외 작물 재해지원 프로그램(Noninsured Crop
7) 질소와 인 발생량 및 토양 탄소 격리량 등을 의미함.
8) 미국 농무부의 “USDA Announces Quality Loss Assistance Now Available for Eligible Producers Affected by 2018, 2019
Natural Disasters”(2021.1.6.)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fsa.usda.gov/, https://www.
farmers.gov/quality-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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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Assistance Program, NAP)의 대상이 되는 작물에 한정됨.
- 피해를 입었지만 수확되어 이미 판매되었거나, 저장이 되어 있는 작물은 보상 대상이나, 피해를
입어 수확되지 않은 작물들은 보상의 대상이 아님.
- 질적 피해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작물 보험이나 NAP coverage에 가입
해야 하며, 이들은 2년간 60% 이상의 보상 범위를 제공함.
- 900,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지닌 개인 혹은 법인과 소득이 900,000달러를 넘는 경우, 75% 이상의
소득이 농업, 축산업, 임업과 관련되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2018년과 2019년에 대통령의 비상 선포 등으로 재해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신청
가능함.
- 태풍, 토네이도, 홍수, 과습, 가뭄 등 다양한 재해로 인해 심각한 재해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음.
- 가뭄은 U.S. Drought Monitor에서 제공하는 가뭄 피해 중 D3와 D49)에 해당하는 가뭄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상이 진행되며, 자신이 속한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인지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와 리스트 형태로 제공함.
그림 10. 심각한 가뭄(D3 이상)으로 인해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비교 (2018 vs 2019)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질 저하 혹은 영양 성분의 감소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해야 함.

9) U.S. Drought Monitor에서는 D0부터 D4까지 5단계의 강도로 가뭄을 구분함.

14

제7호

e-세계농업

국제 농업 정보(2021. 2.): 미국

- 신청 시 프로그램 지원서, 시계열에 따른 영양 성분 변화, 재배면적 관련 자료, 보험 가입 증명서,
영양 성분 감소를 증명해줄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판매된 작물에 대해서는 수확 후 30일 이내에 만들어 매겨진 등급 혹은 작물의 질과 영양분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추가로 구매자로부터의 영수증, 계약서 등 실제 영양 성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서류 또한 보상을
위한 증빙 서류로 사용될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0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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