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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ECD 농업분야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관련 주요 이슈*
1)

배경 및 기본방향
 농업 데이터1)의 합리적인 활용은 자원 사용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 농업 데이터의 접근 공유 및 이용은 가치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통한 농업인
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함.
 반면 농업 데이터의 사용을 관리하는 현재의 정책 환경은 매우 복잡해지는 중임.
- 파편화되고 불명확한 농업 데이터 거버넌스 처리 방식은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규제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를 유발함.
- 잠재적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채택하려는 농업인의 의지에 악영향을 미쳐 농업정책
입안 농업 혁신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농업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제도 및 정책 도구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농업인의 개인 정보 보호, 농업 데이터의 보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는 동시에 농업부문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분야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관련 주요 이슈”
(2021.2.1.)(출처: 2020.10.23일 발간된 ‘Issues around data governanc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agriculture – the farmers’ perspective, No.146)’의 주요 내용을 요약)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함.
1) 농지, 농장 관리 및 농업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포함한 관리 및 생산 데이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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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ationally Decision
Contributions, NDC), ▲각종 규제, 지원 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직·간접 감축 정책(시
장기반 정책, 보조금·소득보전·신용지원, 환경규제, R&D, 민간 참여 활성화 등) 등이
주요 내용임.

농업 디지털 혁신의 핵심: 데이터 접근성, 공유 및 이용의 확대
 디지털 농업2)은 농업인들에게 생산·유통·소비 정보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 제공
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로 광범위하게 정의됨.
 농업 부문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데이터를 생산 전송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고도화임.
- 과거 데이터를 사용이 어려웠던 농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처리장치(소프트웨어
포함)를 사용하면 더 많은 양의 농업 데이터를 기록하고 처리3)할 수 있음.

농업 데이터 활용의 이점
 △농업경영체, △유통 및 거래, △상업적 측면, △행정서비스 등 4개 분야로 구분됨.
 [농업경영체] 정밀농업 실현, 해충 방제, 날씨 및 기후 적응력 제고, 작업 자동화와 경영
개선 등 농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정보는 생산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함.
 [국내외 교역] 국경 간 관세 절차를 개선하고, 전통적인 무역 제약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거래를 지원4)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 신규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
을 제거함.
 [상업적 기회] 경쟁 재편 농업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활성화 가능함.

2) 농업부문의 디지털 혁신은 정확한 일기 상황을 알기 위해 모바일 장치 사용 등 단순 기술 적용하는 것에서 공정 자동화를
위한 드론,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 등이 접목된 ‘디지털 농장(스마트팜)’과 빅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확대
중임.
3) 예시로 인공위성과 원격 제어 시스템이 정밀농업 장비에 연결되고 현장 센서 시스템에서 얻은 기초 데이터가 연계되어 정밀
농업이 실현 가능함.
4) IoT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면 공급업체가 SPS 요구사항과 같은 규정 준수를 쉽게 인증하거나 세관 문서의 신속한
처리,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 상품의 투명성과 이력 추적의 신뢰도 향상 등 생산 조건 및 공정에 대한 책임 강화, 소매 단계
에서 농산물 마케팅 차별화 가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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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수직 협업을 촉진하며,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기회를 제공5)함.
 [행정 서비스] 정부의 정책 비용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 실현을 통한 농업정
책의 설계 이행 및 관리 향상에 기여함.

농업인 관점에서의 우려 사항
 농업인의 관점에서 농업 데이터 관련 주요 문제는 △농장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공유를 누가 제어하는지와, △해당 데이터에서 생성된 가치를 어떻게 재분배하
는지가 핵심임.
- 농업인들은 정부 및 기관에서 농업 데이터에 접근하여 규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에 경계심을 갖고 농업 데이터의 공유를 꺼림.
- 농업인은 정보 서비스 제공자(업체)와의 계약에서 자신들이 기술적 측면에서 더 불
리6)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농장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주도권) 이슈: 많은 농업 데이터가 개인의
농장에서 수집되지만, 데이터의 관리, 제어, 가치 추출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등 농업인 데이터 통제권이 배제7)됨.
- 농업 데이터의 이동성 및 고정 이슈: 부적절하게 공유될 경우, 상품의 가격 차별 및
투기와 같은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조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 농업데이터에 대
한 접근이 넓어지면 농장에 대한 개인정보 또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음.

농업 데이터 관련 규제 및 관리체계 현황
 [계약 및 농장 데이터 관리 면허] 농업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상세하고
복잡한 법적 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나 관련 정보 및 지식의 불균형 정보화 문해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인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잠재적인 불균형 발생함.
5) 기후･날씨 데이터, 해충 생리 데이터를 결합하여 식물별 방제 솔루션 제공 가능, 농기계와 디지털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간의
협업을 통한 정밀농업 실현 등이 있음.
6) 농업인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거래 시 관련 지식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성이 상존함.
7)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계약 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에 접근을 배제하는 수리･관리권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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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농업인과 서비스 제공자(업체) 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해당 농장에서 생성된
농업데이터의 잠재적 상호 이해관계자가 됨. 다만 현재 농업 데이터 계약에서 사용
조건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특정 규정은 거의 없어 계약은 농업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완벽하지 않음.8)
 [개인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체계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관행과 관련하여 핵심 원칙을 제공하고, 개인이 자신에 관한 데이
터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설정 중임.
- 하지만 농업 데이터는 항상 개인 데이터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 데이터 정
보 보호 체계에서 파생된 제어 및 기타 권리를 특정 농업 데이터에 관련한 농업인
에게 항상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9)
 [지식 재산권10)]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특정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자산을 다루기 위한 권리를 말함.
- 지식 재산권의 영역에 농업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지만 모든 농업 데이터가 반드시 지
적 재산권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농업 데이터와 관련된 지식 재산권 문제
는 데이터 편집이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복잡함.
 [국제 규제 협력] 데이터와 관련하여 경쟁 개인 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원칙이 국가마다 달라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과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함.
- 글로벌 디지털 업체들의 ‘포럼 쇼핑’을 피하기 위해 국제 규제 협력이 필요함.
- 농업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재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및 WTO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진행 중임.11)
8) 불평등한 협상 관계로 인해 대규모 기술 제공업체에 비해 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으며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가
복잡하여 농업인이 이해하거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어려움.
9)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과 같은 규정을 채택하여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했지만, 농업
데이터는 종종 ‘개인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고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10) 지식 재산권은 투자자, 브랜드 소유자 및 특정 자산(발명품, 소스 식별 마크, 창작물 등)의 제작자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독점권을 제공하며, 특히 창조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가 그러한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권리를 말함.
11)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ISO/IEC 27701 및 ISO/IEC 27002와 IT 보안 기술에 대한 ISO/IEC 18033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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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농업인 등)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규제 체계 및 집행 전반에 걸쳐 상
호 운용성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다만 국제적으로 IT 보안 인
증을 위한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이러한 인증이 민가에 확산되는 것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자생적 행동 강령] 자발적 행동 강령(실행 강령 또는 헌장)은 농업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을 넘어서는 자발적 규칙 및 거버넌스 모델을 설정하고 농장 데이터 관리
의 모범 사례를 장려하기 위해 개발됨.
- 일부 국가들에서 자발적인 농업 데이터 행동 강령은 농업인 조합 및 협회, 정부와 협
력12)하여 개발, 일부 행동 강령은 농업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에 특별히 초점을 둠.
- 행동 강령은 자발적이고 자체 규제적이지만 개별 인증과도 관련되며, 인증을 통해
농업인은 데이터 관리 관행이 표준 설정 또는 인증 기관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준
수하는 기술 제공업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함.
 [농업 데이터 협동조합] 일부 국가에서는 농업인 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대학, 연구기
관 등)가 농업 데이터를 저장하고 풀링할 수 있는 데이터 협동조합 구성·운영함.
- 협동조합의 개별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한 결정에 참
여 → 농업 데이터에 대한 농업인의 통제력을 강화
- 협동조합은 농업 데이터를 관리하는 계약에서의 농업인의 권력 불균형을 해결 →
농업인의 관련 계약 협상력 강화
- 서비스 제공업체의 관점에서 농업 데이터 협동조합은 농업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애플리케이션 등) 개발하는 비용을 최소화
- 협동조합 단위에서 농업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면 데이터의 양과 질 향상과 직접적
으로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은
경영 개선, 고급 데이터 분석, 선별된 소프트웨어 활용 등 지식을 공유하는 등 조합
내에서 서로 간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음.

12) (호주) National Farmers’ Federation Australian Form Data Code, (EU) 계약에 의한 농업 데이터 공유에 관한 행동
강령, (프랑스) Charte sur I’ utilisation des domees agricoles(농업데이터 사용 헌장), (뉴질랜드) 농장 데이터 실행
강령, (스위스) 농업 및 식량 생산의 디지털화에 관한 헌장, (미국) 농장 데이터에 대한 미국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원칙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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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책적 고려 사항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권리] 농업 데이터의 활용 계약에서 농업인들은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송 여부가 불분명함13).
- 이는 기계 브랜드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 변경에 제약, 필요 서비스의 정확도 저하,
계약 재협상에서 농업인의 입장 약화, 농업인이 다른 시스템과 함께 특정 장치 또
는 서비스 사용에 제한 등의 문제점 발생함.
 [농업 디지털 장비 수리권] 농업인이 계약상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진단 및 수리 정보에
접근이 어려워 관련한 디지털 기술 및 수리 능력 저해됨.
- 전통적으로 자신의 농장 장비를 정비하고 수리했던 농업인이 농업 장비의 수리를
외부화해야 하며, 이것은 디지털화에 대한 반감을 증폭할 우려가 있음.
 [정부 데이터에 대한 개방형 접근성 강화] 정부는 민간 부문이 관심을 가지는 상당한
양의 농업 데이터를 수집 파생 및 보유함.
- ‘개방형 공공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대한 관
심이 고조됨.
- ‘개방형 공공 농업 데이터’를 통해 농식품 가치 사슬의 농부, 연구원 및 기타 이해관계
자를 포함한 모든 주체가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관련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함.
 [민간 농업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정부의 ‘개방형 공공 농업데이터’ 플랫폼은 주체
간의 시너지 효과를 선호하고 소수의 민간 주체의 데이터 집중 위험을 줄이는 관리와
지원을 받지만 민간 참여의 제한 및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데이터 니즈에 부합하기
어려움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상존함.
- 민간의 농업 데이터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분야에서 관련 데이터를 더 많
이 활용하도록 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기초단위인 농장 수준의 데이터를 종합한 정보는 연구, 평가 및 마케팅
에서 큰 가치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및 플랫폼을 통해 민간
자본 투자의 활성화 가능함.14)
13) 현재 일부 개인 데이터(정보) 보호 체계에서는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디지털 서비스 업체 간에 개인 데이터
이동 및 사용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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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품질] 공공 및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유용성은
기술적 상호 운용성과 품질이 핵심임.
- 데이터의 출처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 표준 개발(데이터 품질에 대한 ISO
8000s),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개발 보급 등 더 많은 투명성과 신뢰가 필요함.
- 농업 데이터 수집 시 대상·지역 농가 등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농업 데이터 세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마다 상이한 데이터 관련 규정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침.
- 데이터 정책의 차이는 농업 관련 서비스를 서로 다른 시장에서 참여 시 서로 다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차별화하는 등 비용이 발생함.
- 국경을 넘는 농업 데이터 서비스는 농업인과 국제 서비스 제공업체 간 데이터를 접
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가능함.
- 규제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 무역 비용과 국경을 넘는 데이터 흐름을 제한
하는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제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국
제적 협력이 필요함.

정책 제언
 농업정책 입안자들은 농업데이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
고, 관련 규제 정책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니즈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디지털화 기회를 보장하고, 농업 데이터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설명회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디지털 솔루션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존 데이터 관련 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소통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4) 예를 들어, 프랑스 AgGate는 농업인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자 대규모로 농업 데이터를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는 유료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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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농업 데이터 이슈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서 모범 사례에 대한 공유와 상호
이해가 중요함.
- 농업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표준과 모범 사례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진
행하고, 국경을 넘어 지식과 서비스의 흐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도 국
제 수준에서 촉진될 필요15)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16)

가정
 [가정]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발생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와 OECD 경제전
망(2020년 6월), IMF 세계 경제전망(2020년 4월) 데이터를 적용함.
- ① 단일 충격 시나리오(시나리오 1): 초기 코로나19 대유행(2020년 상반기) 후 두
번째 확산을 막아내 안정세에 이르는 것을 가정함.
- ② 이중 충격 시나리오(시나리오 2): 2020년 하반기부터 2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경제적 봉쇄의 발생 가정함.

코로나19가 농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수요
 소득감소는 식품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이러한 영향은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서 더 크게 작용함.

15) (가칭) 국제 식량 농업 디지털 협의회(International Digital Council for Food and Agriculture) 구성･운영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코로나 19의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출처: ‘The
Impact of Covid-19 on Agricultural Markets and GHG Emissions’, 2020.11.25. 발간)(2021.2.8.) 내용을 미래정
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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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세계 경제 성장은 낮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득감소로 이어져 전반적
인 식품 소비를 감소하며, 이는 1인당 칼로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임16).
- 이러한 추세는 상대적으로 식량 소비에 대한 지출 규모가 큰 LDCs에서 더 심화됨.
- 절대적인 LDCs의 칼로리 수요 감소는 다른 국가들보다 낮지만, LDCs의 총 칼로리
수요 감소 비율은 2020-2021년 OECD 국가보다 약 2~3배 높으며, 이 현상은 중
기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칼로리 수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한 국가 내에서의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함.
-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하나인 ‘2030년까지 세계 식량안보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 소득감소로 영양가 있는 식품(과일 및 채소 유제품 등)의 소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빈곤층의 ‘식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2. 생산과 가격
 수요 감소는 농산물 가격과 생산량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함.
- (생산) 생산자가 낮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데 시차가 있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적지만, 중기적으로는 더 큰 감소 예상, 2029년까지 총 농업 생산량은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0.8% 및 1.1%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축산물 생산은 곡물 생산보다 크게 영향, 축
산물 생산은 2020-2021년에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1.2%와 1.4% 감소할 것이며, 이후 한동안 급격하진 않
지만, 더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곡물 생산은 단기적으로는 국경 봉쇄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주곡에 대한 추가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2020-2021년에 약간 증가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축산물 생산 감소로 인한 사료 수요 하락에 맞춰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함.

16) 2020-2021년과 2029년 모두 인당 칼로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1%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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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나리오 1, 2에서 곡물과 축산물 생산량의 변화 (2020-21년 vs 2029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 (가격) 수요 감소에 대한 공급 반응이 지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농산물 과잉 공급
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한 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FAO 식품가격 지수(FPI)는 2020-2021년에는 기준선보다 10% 이상 하락하고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9년까지 기준선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2> FAO 식품가격지수(FPI)의 전망

기준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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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업 수익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함.
- 농업 수익은 2020-2021년에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및 8.5% 및 10% 정도 낮아
질 것으로 예상함.17)

<그림 3> 시나리오 1, 2에서의 농업 수익 변화 (2020-21년 vs 2029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3. 수출
 사람·물류의 이동에 대한 봉쇄와 제한은 국내외적으로 농업 교역을 둔화시킴.

◈ 2020-2021년 국제 농업 수출은 이동 제한과 수요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2001~2006년 기준 대비 1% 이상
감소함.
◈ 이후 점차 회복되지만, 거시경제의 회복 수준과 맞물려 완전히 기준선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움.

17) 평균 가격 하락은 소득감소로 인한 가격 영향만을 반영하며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가격 영향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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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나리오 1, 2에서의 농업 수출액 변화

기준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코로나19가 농업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농업생산의 감소는 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짐.
- 2020-2021년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나리오 1, 2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5,500
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arbon dioxide equivalent, CO2-e) 및 6,700만 톤
의 CO2-e이 감소함.
- 2019년은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6,200만 톤의 CO2-e와 8,600
만 톤의 CO2-e이 감소함.

<그림 5> 시나리오 1, 2에서의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 (2020-21년 vs 2029년)
Mt CO2-e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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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중·단기 모두 총 농업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배출 강도의 감소는 농작물보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한 것이 원인임.
- 총 농업생산에서 축산물의 비중 감소의 영향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크게 감소하
게 한 것으로 분석됨.

시사점
 코로나19에 의한 농업시장의 충격은 거시경제 상황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되
며,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전망임.
-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농식품의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농업인의
소득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영양가 있는 식품(과일 및 채소 유제품 등)의 소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빈곤
층 식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소비자와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재난지원금, 소득보전 보험 지원 등과 함
께 빈곤층에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 및 공급하는 농식품바우처,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아닌 단순 생산의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
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축산 부분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

세계농업 2021. 3월호

국제 농업 정보

미국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식품 지원 연장*

18)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식품 지원 연장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로 식량안보를 위협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P-EBT(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를 연장함.
- EBT18)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참여자들이
허가받은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의미함.
- P-EBT는 EBT를 기반으로 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 지원 정책으로,
SNA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을 할인된 가격 혹은 무료로 제공받는 학생
들이 대상임.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가 폐쇄되자, 2020년 11월 4일부터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함.
 바이든 정부는 P-EBT의 자금을 15%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2021년 회계연도 전체로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현재 약 2,900만 명의 성인과 1,200만 명의 아이들이 식량안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흑인 및 라틴계 가족들이 더욱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 P-EBT는 1인당 5.86달러/등교 일수로 제공되고 있으나, 많은 가구에서 이러한 지
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미국 농무부의 “Biden Administration Expands P-EBT to Benefit Millions of Low-Income and Food Insecure
Children During Pandemic”(2021.1.22.)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usda.gov/).
자세한 내용은 USDA-ERS의 Canning and Morrison(2019). “Quantifying the Impact of SNAP Benefits on the
U.S. Economy and Jobs”(2019.7.18.)를 참조.
18) EBT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미국 50개 주와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괌에서 통용되며, SNAP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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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BT의 증가는 영양상태 개선뿐 아니라 경기 부양책으로의 효과도 존재함.
- Canning and Morrison(2019)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시장 이자율
이 낮은 경우(slow economy), SNAP의 효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남.
- 10억 달러의 SNAP 예산 투입은 15.4억 달러의 GDP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을 8% 감소시키고 특히, 아동의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SNAP 수혜자와 일반 가구에 지원금 제공했을 때의 소비 금액 변화
구분

SNAP(달러/인)

일반 가구(달러/인)

내구재

6.1

0.5

식품

9.4

0.1

건강 관리

3.5

0.4

주거

2.7

0.2

비내구재

3.9

0.3

기타 서비스

3.2

0.5

계

28.8

2.0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알뜰식단계획
(Thrifty Food Plan)의 개정 시도와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의회에 제안할 계획임.
- SNAP의 수혜금액을 결정하는 Thrifty Food Plan이 물가 상승과 건강한 식습관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무부는 개정을 실시하고자 함.
- 바이든 정부는 의회에 SNAP의 수혜금액 15% 증가, 추가적인 30억 달러를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WIC)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 식품 공급 사슬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음식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식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 내에 10억 달러의
추가적인 영양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자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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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유보계획 등록 기간 연장*

19)

보존유보계획 등록 기간 연장
 미국 농무부는 보존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의 등록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보존유보계획은 1985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유
지 환경 보존 프로그램임.
- 미국 농무부 산하 농업진흥청(Farm Service Agency, FSA)에서 운영하는 프로그
램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존 지역 등록이 계획보다 400만 에이커가 부족하다는 이유
로 프로그램의 예산을 감소시켰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을 증가시키고자 함.
 보존유보계획은 농가와 10~15년의 계약을 맺어, 계약된 농지에서 농업생산을 하지
않는 대신에 면적과 농지의 임차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임.
- 보존유보계획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land)을 장
기간의 계약을 통해 농업생산에서 배제하여, 수질 개선, 토양 유실 방지와 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목표로 함.
- 토양 유실 지수(average erosion index)가 8 이상이거나, 기존에 CRP에 참여한
사람들 혹은 국가 혹은 주 지정 보존 구역 내에 농지가 있으면지원이 가능함.
 보존유보계획은 일반 등록(General Enrollment), 연속 등록(Continuous Enrollment),
초지 등록(Grasslands Enrollment)로 구성되며, 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함.
- (선정 평가) 일반 등록의 계약대상이 되는 생산자들은 FSA에 자신의 토지를 등록하
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환경 효과 지수(Environmental Benefits Index, EBI)
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됨.
* 미국 농무부의 “USDA Extends General Singup for Conservation Resreve Program”(2021.2.5.)의 내용을 미래정
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usda.gov/). 자세한 내용은 농무부의 “Conservation Resreve Program
– December 201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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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I)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효과, △수질 개선
효과, △농업 환경 개선 효과, △계약 만료 후의 장기 효과, △공기 질 개선 효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보조금) 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에서 제공하는 농
지 임대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8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연속 등록 시
90%를 지원하고, 초지의 경우에는 75%를 지급함.

<표 2> 보존유보계획의 종류
보조금

프로그램

대상자

특징

일반 등록

농지 소유 혹은 경작 12개월
이상인 생산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EBI)을 고려하여 선정

0.85

연속 등록

기존의 계약이 12개월 남은
생산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이 면제

0.90

초지 등록

농지 소유 혹은 경작 12개월
이상인 생산자

목초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급격한 용도
변화를 방지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

0.75

(임대료 대비)

 보존유보계획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 1,2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지역 내의 토양과 식물 내에 격리되며, 20억 톤
의 토양이 풍화되는 것을 방지함.
- 2020년에는 약 8,500만 파운드의 인과, 4억 5,000만 파운드의 질소, 1억 6,000만
파운드의 침전물 유출을 방지함.
- 230만 에이커의 복원된 습지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177,000마일의 개울과 주변
의 숲을 보호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다양한 식물들의 수분을 돕고, 조류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야생동물 서식지의 확대로 낚시와 사냥과 관련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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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농산물 무역 동향 예측*

20)

2021년 미국 농산물 무역 동향 예측
 미국 농무부는 2021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에 대해 예측한 자료를 발표함.
-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연간 수출 및 수입량에 대해 예측을 하고
있으며, 2021년 2월의 예측값은 2020년 11월에 예측값보다 수출입 모두가 증가함.
- 농산물 수출입 동향은 각 연도가 9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됨.
-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의 GDP가 3.5% 감소하였고, 미국 달러의 가
치 또한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에 비하여 가치가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 들어
달러 가치하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

<표 3> 2015~2021년(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및 예측(10억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예측
11월 기준

2월 기준

수출

139.8

129.6

140.2

143.4

135.5

135.7

152.0

157.0

수입

114.2

113.0

119.1

127.5

130.8

133.2

137.0

137.5

무역 수지

25.5

16.6

21.1

15.9

4.7

2.5

15.0

19.5

 2021년 2월에 예측된 2021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1,570억 달러로 11월 예측값과
비교했을 때, 50억 달러가 상승함.
- 수출량 예측이 상승한 이유는 유지종자(oil seed)와 곡물의 수출량이 증가했기 때
문임.
- 대두 수출은 중국의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74억 달러가 수출되며,
대두박은 7억 달러, 유지종자의 총 수출량은 38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지역별 수출량은 2021년 11월 예측값보다 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

* 미국 농무부의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2021.2.18.)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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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유럽, 캐나다 등은 예측값이 동일하게 나타남.
- 아시아19)와 북아프리카의 수출량 예측값은 중국과 이집트로의 대두, 옥수수, 밀 등
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반면, 홍콩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견과류, 소, 돼지, 가금류의 고기 수출이 작년의 예측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1년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1,375억 달러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4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11월 예측값보다도 500만 달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설탕, 열대작물, 축산물 및
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저탄소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필요한 식용이 아닌 동물유지류(inedible tallow)의
수요가 증가하여,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간 식용육류 수
입량 예측은 변하지 않았음.
- 반면, 천연고무의 수입은 전년의 고무 수입량 증가로 2021년 1분기에 예상되는 고
무 수입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전년보다 고무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
 지역별로는 유럽, 오세아니아, 캐나다에서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며, 멕시코에서의
수입량은 감소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수입은 11월 예측량과 동일할 것으
로 예상됨.
- 2021년 수입 금액은 멕시코(295억 달러), 유럽연합 및 영국(245억 달러), 캐나다
(245억 달러) 순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함.
-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인 캐나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설탕과 감미료의 원산지인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채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로부
터의 천연고무 수입이 감소하여 11월 예측량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11월과 2월 예측값에 변화가 없이 82억 달러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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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육 및 의료 인프라 개선*

20)

농촌 교육 및 의료 인프라 개선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 감염률 및 사망률이 높은 농촌 지역에 교육 및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 농촌은 도시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1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고령화가 심하며, 농
촌 거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으로 파악됨.
- 예산 투입으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한편,
미래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표 4> 농촌과 도시의 의료 현황 비교
구분

농촌

도시

건강 문제가 있는 인구 비율(20-84세)(%)

23.7

3.0

고령화율(%)

15.9

4.0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25-64세)(%)

20.2

10.5

 교육 및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4,23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는 500만 명의 농촌
거주자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예산 투입의 목적임.
- 전체 예산 중 2,400만 달러는 2020년 3월 19일에 발효된 “Coronavirus Aids,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20)”(CARES Act)에서 예산이 지원됨.

* 미국 농무부의 “USDA Invests $42 Million in Distance Learning and Telemedicine Infrastructure to Improve
Education and Health Outcomes”(2021.2.25.)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
usda.gov/).
20) CARES Act 예산은 미국 농무부에서 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CFAP) 등으로 농가에 직불금 지급, 농무
부의 농산물 직접 구매 등의 예산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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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교육 및 의료를 위한 프로젝트로 86개가 선정되었으며, 학생들과 환자들이 농촌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지원받은 금액은 쌍방 소통이 가능한 오디오 혹은 비디오 시스템 설치, 인터넷망
설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 외부로부터의 기술 지원 등에 사용이 가능함.
- 지원금액은 5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까지 제공되며, 연방 정부의 다른 지원과 중
복되어서는 안 됨.
- 지원 대상은 2만 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주 혹은 지역의 단체(entity), △연방에서 인정받은 부족(tribe), △비영리 단체,
△영리 사업체 등으로 다양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지원 사례로 선정됨.
- Morehouse 의대는 9만 7,194달러의 지원금을 이용하여, 쌍방 소통이 가능한 원
격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장비를 구매하였으며, 이는 정기적인 정신건강 관리, 만성
질환, 코로나19 치료 및 관리와 건강 교육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
- Fall Mountain 지역의 학교는 9만 5,158달러의 지원금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교양
및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수업 인프라를 구성하고자 함.
- Okmulgee 공립학교는 원격 교육 설비를 위한 75만 6,760달러의 지원금을 바탕
으로 쌍방의 교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STEM) 과목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가상공
간에서의 등교와 현장학습 실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0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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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포용적 농촌 공동체 만들기*

21)

포용적 농촌 공동체 만들기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에서는 노인, 청년, 여성,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포용적
농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함.
- 농촌개발프로그램 중 농촌경제와 개발행동의 연계 프로그램(LEADER)는 지역 내
활동 그룹(Local action group)을 지원하는 상향식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짐.
 [벨기에] 사회적 농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벨기에의 병원에서는 중독,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
변 26개의 농가에서 매주 5시간씩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였음.
- 현재 남성 21명과 여성 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중감량, 금연 등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량 감소, 병리 증상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스페인] 청년 귀촌 정책(Odisseu)
- 스페인은 현재 농촌 인구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EU 국가 중 하나임.
- 고향을 떠나 학업을 끝낸 후, 도시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오기 위하여 일자리 주선, 사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
- 2017년에 11명의 수혜자로 시작된 사업은, 2019년에 11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70명의 청년이 고향 내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함.
- ‘Retoma’(‘돌아오다’라는 의미)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농촌 지역의 기업들을
*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의 “Discover the ingredients for vibrant rural areas”(2020.8.25.)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nrd.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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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전문가(40세 미만, 다수가 여성) 360명과 연결시켜, 고용 기회를 제공함.
- 귀촌하려는 청년들에게 ‘Vinue Rural’(Rural Living)이라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교육, 주거, 스포츠, 문화, 여가, 환경 및 교통에 관한 1,000여 개의
지역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네덜란드] De Laarhoeve의 폐기물 없는 사회적 농업
- De Laarhoeve는 민간 사회적 농장으로 20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정신적 문
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의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관리센터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주변 농가에
서 생산된 농작물을 손질하는 일과 모양, 색 등이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아 폐기되
는 농산물들을 잼, 소스 등으로 가공하는 업무를 진행함.
- 현재 16개의 지역 농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35명을 고용하고 있음.
 [LEADER] 농촌 이민자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사례 공유
-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스웨덴의 16개의 지역 내 활동 그룹이 모여, 이민자 통
합을 위한 바람직한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함.

<표 5> 농촌개발프로그램의 포용적 농촌 공동체 만들기 사례
국가 및
프로그램

프로젝트명

목표

기간

벨기에

Positive Agritude - a rural
network for the social
rehabilitation of vulnerable people

사회적 약자들의 농업 참여를
통한 사회화

2017~2019

491,500

스페인

Odisseu

청년들이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유도

2017

100,214

네덜란드

Social farming and product
innovation

로컬푸드 생산과 식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사회적 농업 지원

2016~2019

529,378
(민간 294,554)

LEADER

Exchanging good practices on
integrating immigrants in rural
areas across the EU

2016~2019

600,000

EU 내 이민자들의 바람직한

통합 사례 공유

지원액(유로)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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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포기 현상 및 원인*

22)

농지 포기 현상 및 원인
 유럽의회조사처는 2020년 이후의 농지 포기 현상(land abandonment)과 그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외곽지역, 산지, 섬, 해안 등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작 포기 농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지 포기 현상은 가치있는 문화적 경관의 훼손, NATURA 2000 보호 지역21)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 파괴, 서식지(semi-natural habitat)의 감소 등 부정적인 영
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생물 다양성의 회복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음.
 유럽연합 내 농지의 30%(5,600만 ha)가 중간 수준 이상의 경작 포기 위험을 지님.
- 절반 이상의 회원국에서 50% 이상의 농지가 중간 이상의 포기 위험도를 보임.
- 2030년까지 발생할 경작 포기 면적은 약 500만 ha로 현재 유럽연합 내 전체 농지
(1억 7,300만 ha)의 2.9% 수준으로 예상됨.
- 특히,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루마니아는 농
지의 약 30%가 경작 포기 위험이 ‘높음’ 이상(high, very high)으로 나타남.
- 북포르투갈, 남부 프랑스(남부 유럽), 폴란드 북동부, 슬로베키아 동부(중앙 및 동부
유럽), 알프스, 그리스 산맥(산간 지방) 핀란드의 농촌 지역(북유럽) 등이 경작 포기
위험이 높은 지역임.
- 도시지역(인구 밀집도가 높음)일수록 토지 포기 위험이 낮아지며,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특히 산간 지방일수록 토지 포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회조사처의 “The challenge of land abandonment after 2020 and options for mitigating measures”(2021.1.31.)
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21) NATURA 2000은 가치가 높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서식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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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30년 지역 및 지역 형태(인구밀집도)별 농지 포기 위험도

도시지역(인구 밀집도가 높음)
도시외곽(인구밀집도가 보통)
농촌지역(인구가 적음)

 경작 포기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농업 내 원인과 농업 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업 내 원인) 생물학 및 물리적(bio-physical) 토지 환경과 농가 구조 등의 다양
한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경작 포기 현상을 발생시킴.
- (농업 외 원인) 기후변화, 무역의 세계화, 중대한 보건 위기(코로나19) 등이 경작 여
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역별로는 토지 이용의 집중화, 농촌의 소외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 변화, 인구 유출
등이 토지 포기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생태적·사회적 문제가 부상함.
- (스페인, Murcia) 농업 생산이 특정 토지 및 작물에 집중되어, 농업 생산성이 높지
만, 관리되지 않는 토지가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남부 유럽에서 주로 발생함.
- (오스트리아, Tyrol) 축산 중심의 산간지방으로, 공동농업정책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농업을 영위하기에 지형적으로 불리하기에 토지 포기가 발생함.
- (핀란드, Kainuu) 낮은 농업 생산성과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토지 포기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
- (폴란드, Podlaskie) 토지 포기 현상으로 인해 계획되지 않은 황무지가 늘어나 위험
한 생태학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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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포기 현상과 대응방안*

22)

농지 포기 현상과 대응방안
 유럽의회조사처는 공동농업정책의 시행이 농지 포기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함.
- 2014-2020 공동농업정책이 끝나고 이후의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을 구상하는 과정
에서 정책들이 농지 포기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
 공동농업정책의 Pillar 1의 정책들은 농지 포기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기도 함.
- 기본직불금은 대농에게 유리한 지급 형태로 인하여, 소농이 농업을 포기하게 되고,
토지 포기와 농가 양극화를 가속화했다는 의견도 있음.

<그림 7> 공동농업정책 Pillar 1 정책의 토지 포기 완화(mitigation) 효과

* 유럽의회조사처의 “The challenge of land abandonment after 2020 and options for mitigating measures”(2021.1.31.)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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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lar 2의 정책은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농촌 인프라 개선, 새로운 사업 기회 및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농지 포기 완화
효과를 거둠.
- Farm and Business Development는 소농 및 청년농의 소득향상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토지 포기를 방지함.
- Basic Services and Village Renewal은 농촌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정비하여 농
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
 신규 공동농업정책(Post-2020 CAP)은 2014-2020년 기간보다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포기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교한 지원 대상 선정이 필요함.
-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에서는 농가 당 직불금 상한이 10만 유로로 설정되어 있어, 상
한을 두는 것이 공정한 분배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Pillar 2의 정책 효율성은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농업정책의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상 선정이 요구됨.
 토지 포기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개선, 자연보호 지역
지원, 산림 정책 활용, 환경 정책 투입, 생활환경 개선 등이 제시됨.
- (농업환경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 위험 감소 등으로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자연보호 지역 지원) 자연제약지역(Areas facing Natural Constraints, ANC) 지
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 (산림 정책 활용) 산림은 기후변화 완화와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
어, 버려진 농지를 보호하고, 다른 농지들의 포기를 완화할 수 있음.
- (포기 농지에 환경 정책 투입) 버려진 농지에 환경 계획을 통하여 농지 포기 현상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생물 다양성 증가 등)와 부정적인 효과를 조
정해야 함.
- (농촌 생활환경 개선) 인프라 및 사회 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으로부터의 이주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토지가 관리되도록 유도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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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Inspiration Awards*

23)

Rural Inspiration Awards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에서는 유럽농촌개발펀드(EAFRD)의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중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Rural Inspiration Award를 수여함.
- 19개 국가의 71개 사례가 바이오 기반 경제(bioeconomy),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
화 완화의 세 가지 분야에서 경쟁함.
<그림 8> 국가별 Rural Inspiration Awards 2020 제출 사례 개수

 바이오 기반 경제는 재생 가능한 생물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전환하고,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5개의 최종
후보 중 ‘네덜란드의 천연비료 생산’(Brickz Natural Soil Improver, the Netherlands)
이 수상하였음.
*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의 “Rural Connections 2-2020”(2021.2.4.)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enrd.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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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5개 후보로 선정된 프로젝트로는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기업 챌린지, △벨
기에: 딸기 고설식22) 재배, △핀란드: 갈대 수확, △네덜란드: 천연비료 생산, △슬
로베니아: 와인농장의 폐기물 감축 등이 있음.
- (네덜란드 천연비료 생산) Brickz는 블록 형태의 비료로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활용
하여 만들어지며, 톤당 200유로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이를 통해 2년간 바이오
매스 처리 비용을 약 2,000,000유로 정도 절감할 수 있었음.
 기후변화 저감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했으며, ‘오스트리아의 공공운송시스템’(FUMObil)가 저감 부문
에서 상을 받았고, ‘슬로베니아의 생물역학 농장’(Černelič Biodynamic Farm)이 모
든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젝트로 선정됨.
- 최종 5개 후보로는 △오스트리아: 자율주행 버스, △핀란드: 탄소 저장 마을, △슬
로베니아: 유기농 및 생물역학(biodynamic) 농장, △스페인: 재생에너지와 지속가
능한 산림 관리, △스웨덴: 스웨덴 농가의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맞춤형 무료 상담
이 꼽힘.
- (오스트리아 공공운송시스템) FUMObil은 FUMO 지역의 17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
는 공공운송시스템으로 지역 맞춤형 데이터 기반의 운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자가용
의 사용을 감소시켰으며, 자율주행 차량, 수요 맞춤형 버스(on-call bus) 등 새로
운 교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슬로베니아 생물역학 농장) Černelič Biodynamic Farm은 윤작, 가축 및 작물을
이용한 생물역학 비료 사용 등으로 농업생산을 하며, 이를 통하여 토양 품질 향상
과 토양 내 탄소 저장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음.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유럽의 농촌과 산림의 회복력을 높이는 프로젝트
들을 의미하며, 이 부문에서는 ‘체코의 기후변화 적응 농업-환경 사업’(Ekofarma
Petra Marada)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음.
- △체코: 기후변화 적응 농업-환경 사업, △핀란드: 농업 노하우 공유, △이탈리아:
와인 농장에서의 생물학적 방제 기술, △스페인: 농촌환경의 혁신, 다목적 생울타리
22)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로 딸기를 수경재배하는 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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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erow) 등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음.
- (체코 기후변화 적응 농업-환경 사업) Ekofarma Petra Marada는 청년농이 세운
Marada 가족농장에서 생태학적 시범 농장(deom-farm)을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
응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 토양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0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 플랜 주요 개정사항*23)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 플랜 주요 개정사항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농정개혁의 기본방침인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23)’을 일부 개정하였음.
- 1장이 변경되고 12장이 추가되었으며, 1장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전반적인 수요에
대응, 해외수출 촉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 12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
한 농림수산정책 강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음.
 이번에 개정된 첫 번째 항목은 기존의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촉진, 지산지소,

* 일본 수상관저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プランの主な改訂事項”(2020.12.15.), 일본농업신문 “食料安保強化へ施
策 活力創造プラン改訂 来年６月めど検討 政府”(2020.12.1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
성함(https://www.kantei.go.jp/jp/singi/nousui/dai29/gijisidai.html, https://www.agrinews.co.jp/p52679.html).
23) 2013년 12월에 발표한 농림수산업과 농림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농림수산업 전반에 걸친 장기개혁으로 현재까
지 7차례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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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 등 추진’을 ‘해외 수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촉진’으
로 개정하며 수출 촉진을 중점적으로 다룸.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 실행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2030년 수출액 5조
엔이라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 1) 품목별 구체적인 목표 설정, 2) 소비자 관점에서
수출에 임하는 자 지원, 3) 정부가 일원화되어 수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강
화를 추진하고자 함.
 12장으로‘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농림수산정책 강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며, 식량안보
에 관한 새로운 대책 검토를 추진할 것을 밝힘.
- 그린화(Green化), 새로운 인적 흐름24), 규제개혁, 디지털화 대응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
-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 책정 및 실천) 혁신을 통한 식량·농림수산업 생산력 향상과
지속가능성 양립을 목표로 한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을 2021년 5월까지 수립할
예정임.
-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정책 재검토) 본격적인 인구감소를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1) 각 지역의 농업경영인 확보, 농지의 적절한 이용 촉진을 위한 정
책, 2) 농산어촌 소득과 고용 기회 확보, 다양한 농지 이용 등을 위한 정책을 검토
하여 2021년 6월까지 정리할 예정임.
- (기타 정책개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안보 강화,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스
마트 농림수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체 등의 지원 틀 구축, △농산어촌
발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함
(2022년까지 농림수산성 소관 행정 절차 전면 온라인화).
 노가미 고타로 농림수산성 장관은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사회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검토 의의를 강조하였음. 또한, 농림수산성은 검토
결과를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등의 정부 방침에도 반영하고자 함.

24) 도시에서 지방으로, 타 사회 간,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을 만들어 다음 성장 돌파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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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초 플랜(2020년 12월 15일 개정)
1. 해외 수요를 더욱 늘리기 위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촉진 (수정)
2. 6차 산업화 등 추진
3. 농지중간관리기구 활용 등에 의한 농업 구조 개선과 생산 비용 감소
4. 경영소득 안정 대책 재검토 및 일본형 직불제도 창설
5. 농업 성장산업화를 위한 농협·농업 위원회 등에 관한 개혁 추진
6. 높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7. 인구감소사회에서의 농산어촌 활성화
8. 농업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9. 임업 성장산업화와 산림자원 적절한 관리
10. 수산자원 적절한 관리와 수산업 성장산업화
11.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
1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농림수산정책 강화 (신규추가)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지원서비스사업 육성 외*

25)

농업 지원서비스사업 육성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도부터 스마트 농기계를 복수 농가가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유서비스 및 농번기에 대응한 인력파견 등, 새로운 농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
육성에 나섬.
 농림수산성은 인력 부족 등 생산현장의 과제해결에 1) 자율주행 트랙터 등의 스마트
농기계를 낮은 비용으로도 도입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 2) 인력파견, 3) 드론 방제 등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음.
-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농가의 요구 파악 및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함.
 본 사업에서는 공모로 채택한 기업에 최대 1,500만 엔까지 지원하여, 사업 확립을

* 일본농업신문 “スマート農機シェア、人材派遣…農業支援企業育成へ 農水省”(2021.2.2.), 일본 농림수산성 “地域食農
連携プロジェクト推進事業”(2021.2.17. 검색), 일본농업신문 “食農連携「地域で稼ぐ」を後押し 持続的な事業へ専門
家派遣など 農水省２１年度から”(2021.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
www.agrinews.co.jp/p53169.html, https://https://www.agrinewsget/pdf/r3yokyu_pr34.pdf,https://www.
agrinews.co.jp/p53252.html).

국제 농업 정보

∙ 35

위한 농가의 요구 조사·실현을 위한 경비 등을 보조함. 이를 통해 농가의 인력 부족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인재 육성 필요한 사원 연수 경비를 보조하고, △드론을 활용한 방제 및 스마트
농기계 취급 시 필요한 데이터 분석 기술 학습, △농가에서 수집한 농작물 생육데
이터 구매비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함.
 2025년까지 농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핵심 농업인의 80% 이상이 실제로
이용하는 것이 목표임.

<표 6> 농업 지원서비스사업 육성대책 주요 내용
대상

보조액

• 농기계 공유, 인력파견, 작업 대행 • 기업당 최대 1,500만 엔
등을 시행하는 기업

보조대상
• 농가가 원하는 서비스, 가격대 등 조사
• 시험을 위한 농기계 대여, 시스템 관리
• 사원 연수 등

지역 식농 연계 프로젝트 추진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도부터 농가와 식품·관광업자 등 식품 및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자가 지역에서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지역 식품·농업 연계
프로젝트(Local Food Project, LFP)’를 시작하여 2022년도까지 모든 도도부현이 프
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임.
 농림수산성은 농가가 생산에서 가공, 유통, 판매까지 포괄하는 6차산업이나 상공업자와
연계하여 상품개발을 하는 농상공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상품이 완성되어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지속적인 산업으로 육성되지 않는 것이 과제였음.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통해 1) 지역의 식품 가공업자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공급, 2) 지역 식자재와 첨단기술을 조합한 푸드테크, 3) 지역 식자재를 사용
한 향토 요리도시락 등 개발·판매처 확보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연계
하여 비즈니스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원함.
 본 사업에서는 농가 및 식품 가공업, 소매업, 관광업,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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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버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 1) 프로젝트 진행 시 1차·2차·3차 산업자가 각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 2) 상품 제조·판매 전에 이러한 관계자를 통해 판로확보 및 상품 디자인, 시제품 제
조, 시장조사, 시험 판매 등 사업전략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 지속성을 높임.
- 3) 시제품 제조 및 디자인 작성비 등 프로젝트 경비 상한을 설정하여 보조함.
- 4) 참가자를 관리해주는 지역코디네이터와 인터넷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함.
<지역 식농 연계 프로젝트(LFP) 주요 내용>

◈ (참가자) 농가, 식품 가공업자, 소매업자, 관광업자, 대학 등
◈ (프로젝트 내용)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식품 관련 비즈니스 창출
• 예1) 지역의 특색있는 농산물을 가공 및 원료 제공
• 예2) 지역산 식자재와 첨단기술을 조합한 푸드테크
• 예3) 지역산 식자재를 사용한 향토요리 도시락 개발·판로 확보
◈ (추진사업 지원 내용) 사업자의 매칭에 들어가는 사무비, 시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식자재비 등을 금액 상한을 정
해 실비로 보조, 프로젝트 운영을 도와줄 전문가 파견

<그림 9> 지역 식농 연계 프로젝트 이미지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2.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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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 거주 활성화 추진 외*

26)

두 지역 거주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성은 지방과 도시, 2곳 이상에 생활거점을 갖는 ‘두 지역 거주’를 전국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 두 지역 거주 등 촉진협의회’
를 2021년 3월 9일에 설립할 예정임.
- 농촌을 포함한 지방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유효한 정책 검토 및
노하우 공유를 추진하여 지방 및 농촌으로 새로운 인구를 불러들여 올 계기를 각
지역에 만들고자 함.
- 국토교통성 중심으로 내각관방·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성 협력하에 601개의 자
치단체와 29개 관련 단체·업자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회장으로는 나가노현의 아
베 슈이치 지사가 역임할 예정임.
 일본 정부는 두 지역 거주를 통해 지방 이주 및 관계인구25) 증가를 촉진하고자 함.
거주자에게는 농촌 전통행사 및 지역 청소활동 등에도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임.
 협의회는 2021년 3월 중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임.
- 관련 정책, 두 지역 거주가 증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노하우 및 사례를 소개하고,
두 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빈집은행의 유효 활용
방법 등을 공유함.
 또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써 활용하여, 지역 외에서 거주자와 지역 주민이 어떻게 관계
를 조성해 나갈지 등의 두 지역 거주를 추진·확대하기 위한 과제와 대응 방법 등을
참여 자치단체, 조직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며, 도시부에 거점을 두고
* 일본농업신문 “二地域居住推進へ全国協 ６００自治体 事例共有 国交省”(2021.2.23.), 일본농업신문 “米の主産県
転作独自支援広がる”(2021.2.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agrinews.
co.jp/p53447.html, https://www.agrinews.co.jp/p53450.html).
25) 지역에 이주한 정주인구도, 관광으로 방문한 교류인구도 아닌 지역과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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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두 지역
거주의 잠재적인 수요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전국 두 지역 거주 등 추진협의회 활동 포인트
◈ (목표) ▲지방 이주 및 교류 인구 증가, ▲거주자와 지역 관계 심화
◈ (주요 활동 내용) ▲600 곳 이상의 자치단체, 29개 관련 단체, 업자 참여, ▲관련 정책 및 사례 등 공유, ▲공통적인
과제 대응책 협의, ▲선진적인 노하우 보급, ▲정책 검토 및 제언

논 활용 직불금 지원 분야 확대
 일본 농림수산성은 작물 전환 조성금에 해당하는 논 활용 직불금에 2021년부터 ‘도도부
현 연계형 조성(이하 독자적 지원책)’을 신설함. 이를 통해 농가의 작물 전환 의욕을
높이고자 함.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작물 전환 확대를 추진하는 농가에 독자적으로 지원한
경우, 정부에서도 지원단가와 동일한 금액을 전년 대비 증가된 작물 전환 면적에
대해 10a당 5,000엔을 상한으로 지원함.
 2020년산 주식용 쌀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상위 10개 현(일본 농업신문 집계 기준)
중에서 홋카이도와 이바라키, 야마가타를 제외한 7곳이 독자적 지원을 추진함.
- 2020년 재배면적이 1위였던 니가타현은 전년도 보다 사료용 쌀 및 보리, 대두 등
으로 작물 전환한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면적의 10a당 5,000엔을 지원하고,
3위인 아키타현은 사료용 쌀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30a 이상 증가한 농가를 대상
으로 증가한 면적 10a당 5,000엔을 상한으로 지원함.
- 전국 9위인 지바현에서는 작물 전환 대상 중 다수확 품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10a 당 1만 엔을 지원, 16위인 나가노현은 코로나19 확대로 메밀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작물 전환 의욕을 유지하기 위해, 사료용 쌀 전환 지원에 추가로 메밀로 전
환한 경우에도 10a당 5,000엔을 지원하는 등 다수의 지역에서 지원을 추진함.
 농림수산성은 2021년산 쌀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사상 최대규모인 전년 대비 6만
7,000ha(5%)의 작물 전환 확대가 필요하다며, 쌀 정책의 중요한 국면으로 보고 있음.
-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논 활용 직불제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3,050억 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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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하였으며,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에서는 논 작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논
리노베이션사업26)(水田リノベーション事業)’(290억 엔)을 신설하는 등 과거 최대
수준으로 지원을 추진함.

<표 7> 주요 쌀 생산 지역의 독자적 작물 전환 지원 내용(10a 당 지원 단가)
지역(県)

지원 내용

이와테현
(岩手県)

• 작년 대비 증가한 사료용 쌀 및 채소, 잡곡으로 전환 면적에 대해 5천 엔 지원

미야기현
(宮城県)

• 작년 대비 증가한 원예작물 전환 면적에 대해 5천 엔 지원

아키타현
(秋田県)

• 작년 대비 사료용 쌀 전환 면적이 30a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면적에 대해 5천 엔을 상한으
로 지원

후쿠시마현
(福島県)

• 작년 대비 비(非)주식용 쌀 등의 재배면적이 10% 이상, 또는 1ha 이상 전환한 경우 증가한
면적에 2천 5백 엔 지원

도치기현
(栃木県)
지바현
(千葉県)

• 작년 대비 증가한 사료용 쌀 등의 전환 면적에 2천 5백 엔 지원
• 작년 대비 증가한 사료용 쌀 등의 전환 면적 중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에는 1만 엔, 다수확 품
종 이외에 재배면적에는 6천 엔 지원

니가타현
(新潟県)

• 작년 대비 증가한 사료용 쌀 및 보리·대두 등 전환 면적에 5천 엔 지원

도야마현
(富山県)

• 작년 대비 증가한 전환 면적 중 수출용 쌀 재배면적에는 5천 엔, 보리·대두 재배면적에는 3천
엔 지원

후쿠이현
(福井県)

• 작년 대비 증가한 메밀로 전환 면적에 5천 엔 지원

나가노현
(長野県)

• 작년 대비 증가한 사료용 쌀과 메밀로 전환 면적에 5천 엔 지원

주: 습해(湿害)대책 실시 등 요건을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 논 농업을 수출 및 가공품 원재료 등의 새로운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개혁(renovation)하기 위해,
신규 시장 개척용 쌀 및 가공용 쌀, 고수익작물, 보리･대두에 대해 산지와 실수요자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저비용 생산을 추진, 수요 창출･확대를 위한 제조기기･시설 등을 지원함.

40 ∙

세계농업 2021. 3월호

국제 농업 정보

삼림자원 순환 이용에 대한 의식·의향 조사 결과*

27)

삼림자원 순환 이용에 대한 의식·의향 조사 결과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2월 26일 삼림자원 순환 이용에 대한 의식·의향 조사27)
결과를 발표하였음.

<임업자>
 [경영 규모] 향후 삼림의 보유 면적, 고용인원, 기계 수 등의 경영 규모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경영 규모 유지’가 52.5%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임업 경영을 그만두고
싶음’ 20.9%, ‘경영 축소’ 16.7%로 조사되었으며, ‘경영 규모 확대’로 응답한 비율은
2.5%임.
 [삼림경영계획28)] 삼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대응 및 지원으로는 ‘삼림경영계획
을 작성한 삼림에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확대’가 51.9%, 다음으로 ‘삼림경영계획에 대해
삼림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의 안내·계발’ 31.7%, ‘삼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인력 육성’ 29.9% 순으로 조사됨(복수응답).
 [벌목 업체 및 삼림조합 역할] 벌목 업체 및 삼림조합에 기대하는 역할로는 ‘원목을 취합
하여 유리한 판매를 통해 높은 가격에 판매’가 5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식 및 간벌
등의 개별 작업 이행’ 37.8%, ‘장기간에 걸쳐 각종 작업을 일괄적으로 이행’ 37.2%
순으로 조사됨.
 [원목 안정공급] 목재 수요에 따른 원목 안정공급을 위한 효과적 대응으로는 ‘여러 삼림
조합 등 연계를 통한 광역적인 공급체제 확보’ 41.4%, ‘안정공급에 임하는 소재 생산자
* 일본 농림수산성 “森林資源の循環利用に関する意識・意向調査結果”(2021.2.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finding/mind/attach/pdf/index-65.pdf).
27) 2020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에 걸쳐 삼림자원 순환 이용에 관한 의식･의향에 대해 임업 경영체(690), 유통가공업소
(466), 소비자(1,0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8)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삼림소유자 또는 삼림경영을 위탁 중인 자가 5년을 주기로 임업 공정을 포함한 삼림 관련 업무 및 보전
에 대해 작성한 계획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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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삼림조합에 생산 위탁’ 32.0%, ‘소재 생산자 및 삼림조합 육성’ 28.8% 순으로 응답함
(복수응답).
 [삼림인증29)] 삼림인증 취득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모르겠음’ 57.5%, ‘삼림인증 취득
의사 없음’ 25.7%, ‘삼림인증을 취득하고 싶음’ 8.4%, ‘삼림인증 기존 취득하였음’
2.8%로 조사됨.
- (취득 장애요소) ‘모르겠음’ 37.0%, ‘삼림의 소유 규모가 작아 취득해도 충분히 활용
할 수 없음’ 32.5%, ‘삼림인증제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함’ 18.6%, ‘취득 시 및 취
득 후 유지 비용 발생’ 15.1%로 나타남.

<유통가공업자>
 [주요 문제점] 제품·상품 취급 시 주요 문제점으로 ‘주택 착공 감소에 의한 목재 전체
수요 감소’ 58.6%, ‘낮은 판매 가격’ 45.1%, ‘원재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것’
29.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국산재 사용현황] 국산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산재만 사용 중’ 37.6%, ‘외국산재
가 절반 이상’ 32.4%, ‘국산재가 절반 이상’ 20.6%로 조사됨.
 [국산재 이용 확대] 제품·상품 원재료로 국산재 이용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국산재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84.5%, ‘국산재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9.4%로 조사됨.
- (필요한 대응) ‘소재 생산자와 연계하여 목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51.8%, ‘국산재 특
색·장점 어필’ 51.0%, ‘품질·성능이 확실한 제품 공급’ 44.9%로 답변함(복수응답).
 [안정적 조달]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소재 생산업자와 삼림조합이 소재
생산능력 향상’ 48.7%, ‘소재 생산업자 및 유통가공업자가 수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
여 조정’ 41.4%, ‘유통가공업자가 삼림 소비자 및 소재생산업자 등과 원목 공급의 협정
을 맺는 것’ 23.0%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복수응답).

29) 환경･경제･사회 측면에서 적절한 삼림경영을 이행하고 있는 삼림 또는 경영 조직 등을 인증하여, 생산된 목재·목제품에 인증
마크 부여, 이를 통해 소비자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목재를 선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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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확대] 목재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목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체제 정비’
44.8%, ‘임업 경영안정 및 벌목 후 삼림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 주인에게
이익 환원’ 34.5%, ‘품질을 명시하여 안전성 및 신뢰 향상’ 30.0% 순으로 응답함(복수
응답).

<소비자>
 [삼림 역할] 향후 기대되는 삼림의 역할로 ‘자연재해 방지’ 46.4%, ‘수자원 저장’ 43.5%,
‘이산화탄소 흡수에 의한 지구온난화방지 공헌’ 34.2% 순임(복수응답).
 [지역 관여] 봉사활동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관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역 생산품 구매 등 간접적 관계를 맺고 싶음’ 58.6%, ‘지역민과 교류·행사 참여
등 직접적 관계를 맺고 싶음’ 22.6%,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음’ 11.3%로 조사됨.
 [삼림에서 하고 싶은 것] 일상생활 중 삼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심신의
건강을 위한 산책 및 걷기’ 46.7%, ‘러닝 및 자전거를 통한 주행’ 13.8%, ‘음악감상
및 예술감상 등 문화적 활동’ 12.7% 순으로 응답함(복수응답).
 [삼림 이용에 따른 지불 금액] 삼림 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
가능한 금액으로는 ‘1,000엔 미만’ 46.1%, ‘1,000엔 이상 5,000엔 미만’ 26.9%로
응답하였음.
 [목재 이용] 생활용품 등으로 목제품을 이용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사용하고 싶은
편임’ 56.9%,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음’ 19.2%, ‘이미 사용 중임’ 11.0%로 조사됨.
- (사용 중 또는 사용하고 싶은 목제품) ‘가구(서랍장, 찬장, 테이블, 책상 등)’ 76.9%,
‘인테리어(주택, 사무실, 사업장의 내부 등)’40.1%, ‘식기·주방용품(숟가락, 접시,
도마 등)’ 35.8%로 답변함(복수응답).
 [목재 산지 선호도] 국산 목재와 외국산 목재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는지에 대해‘국산’ 65.0%, ‘둘 다 좋음’ 32.0%, ‘외국산’ 3.0%로 응답함.
- (국산 목재 선호 이유) ‘성질·품질(향, 안전성, 고급감, 내구성 등)이 외국산 목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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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다고 생각함’ 56.3%, ‘삼림이 적절하게 관리되어 일본의 삼림 육성으로 연결
됨’ 37.7%, ‘지역 임업, 경제 활성화로 연결됨’ 29.1%로 조사됨.
 [이용 확대 방안] 일상생활에서 목제품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목재·목제
품 품질(강도, 내구성, 불연성 등) 향상’ 38.7%, ‘목제품 가격 인하’ 32.8%, ‘수요에
맞는 목재·제품을 간편하게 구매 가능한 체제(판매망 및 인터넷 구매) 정비’ 30.0%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음(복수응답).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0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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