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제10호

e-세계농업

국제 농업 정보(2021. 8.): 미국

국제 농업 정보(2021. 8.): 미국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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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SNAP에 미치는 영향1)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SNAP 수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지원금을 통해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수혜자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영향도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SNAP에는 약 78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SNAP 수혜자들의 84%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혜자의 64%는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가
있는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형마트(super stores)의 출현은 SNAP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소매점들에게 위협이 됨과
동시에 SNAP 수혜자들의 식품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대형마트 한 개가 입점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0.25개의 슈퍼마켓, 0.05개의 식료품점, 편의점 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동시에, 반경 5km 내에 있는 소매점들에서 사용되던 191,000달러에 달하는 SNAP 지원금이
대형마트로 이전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매점들이 폐업하지만,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감소하지 않음.
대형마트를 통한 저렴한 상품 구매로 인해 구매력이 상승한 소비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소매점보다
대형마트에서 SNAP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남.
- 대형마트에서의 구매비용이 3% 저렴2)하다고 가정했을 때, 2015년 기준 전체 SNAP 수혜자들은
1)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Super Stores’ Impact on the Availability of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Approved
Stores”(2021.6.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2)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월마트 등에서 일반 소매점에 비해 브랜드가 있는 식료품은 6~7% 저렴하고, 월마트 등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3~8% 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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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1억 860만 달러의 구매력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이는 전체 SNAP 예산의
0.15%를 차지함.
-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의 SNAP 사용을 증가시켰고, 현재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과거에는 대형마트에서 과일, 채소, 신선육류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슈퍼마켓이나 지역 식품점처럼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판매함.
매장 유형별 SNAP 지원금 사용 비율

출처: 미국농무부 경제조사국.

SNAP 매장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 구매에도 SNAP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농촌에서의 온라인 구매는 상대적으로 어려움.
-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이 소비자의 접근성을 낮추지 않았으나,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하여
주변 소매점이 사라진 경우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로 접근성 부족을 해결하였음.
- 하지만, SNAP 지원을 받는 농촌 거주자들은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온라인
구매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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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 공급 사슬의 수자원 사용3)

미국은 세계적으로 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이며, 특히 농업에서도 수자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담수를 취수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 미국 내 소모성(consumptive) 물 소비량의 80%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음.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을 겪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가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U.S. Drought Monitor4)에 따르면, 2012년에 미국 농업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으며, 특히 12월에는 6.7%의 미국 영토가 심각한 가뭄(D4)을 경험함.
-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미국의 67.1%가 가뭄을 경험하였고, 가뭄뿐만 아니라, 폭염,
홍수, 사이클론, 산불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짐.
수자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농식품은 신선 채소이며, 식품 공급 사슬에서는 생산 단계에 수자원이
대부분 투입됨.
- 2012년 기준 신선 채소를 생산하는데 연간 가장 많은 수자원이 투입(5.1조 갤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견과류, HMR 등을 포함한 기타 식품(4.5조 갤런), 돼지고기, 소고기 및 기타
육류(2.5조 갤런) 등에 많은 수자원이 투입됨.
- 하지만, 수자원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식료품의 단위 무게당 혹은 단위 부피당 수자원 필요량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식품 공급 단계 중에서는 작물 생산에 가장 많은 수자원이 투입되는 것(72%)으로 나타남. 뒤이어
가축 생산에 수자원이 많이 투입되며, 에너지, 가공 및 포장, 유통 및 마케팅 등에 사용되는 수자원은
생산에 투입되는 수자원의 양에 비해 미미함.
- 육류 생산에 있어서 가축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수자원의 양보다 사료 작물 생산에 투입되는
수자원이 비중이 높으며, 특히 가금류 생산에 있어서 가축이 직접 소비하는 수자원의 양보다 사료
작물 생산에 사용된 수자원의 양이 5배임.
3)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Tracking the U.S. Domestic Food Supply Chain’s Freshwater Use Over Time”(2021.7.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4) U.S. Drought Monitor는 가뭄 등급을 D0(abnormal drought)부터 D4(extreme drought)의 5단계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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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소비 식품의 공급 사슬에서 담수가 사용되는 비율

수자원 사용의 증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탄소 배출량, 토지 사용 등 여러 요소와
함께 고려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농산물 가치사슬의 환경 영향을 살펴보면, 농식품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 토지
이용, 수자원 사용이 나타나며, 가공 및 포장 단계에서는 산림 생산물이 사용되고, 소비 단계에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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