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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단백질 소비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Asia Research & Engagement(ARE) 보고서는 아시아의 육류 및 해산물 수요 증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전역의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로 인해 2050년까지 세계
육류 및 해산물 소비가 약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단백질(protein) 수요 증가는 물, 토지, 기후변화
등 세계 환경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지속가능한 식품정상회담(Sustainable Food Summit)에서
발표되었으며, 육류업계, 정부, 규제기관 등이 육류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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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우선순위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로 함.
- 보고서 제1저자인 Serena Tan은 “육류와 해산물에 대한 아시아의 왕성한 식욕
이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함.
 보고서는 특히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육류 및 해산물 소비증대에 따른 환경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전망함.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8% 증가할 것이며, 연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29
억 톤에서 약 54억 톤으로 증가할 것임. 이는 약 9,500만 대의 차량이 제품 수
명주기 동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한 수준임.
- 식량생산을 수용하기 위해 인도(India)만한 토지가 필요할 것이며 토지이용(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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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은 약 82% 증가하여 390만km 에서 710만km 로 증가할 것임.
3
- 물 사용량은 약 83% 증가할 것이며, 연간 물 사용량은 5,770억m 에서 1억 540
3

억m 으로 증가할 것임.
- 향균제(antimicrobial)사용은 44% 증가하여 연간 2만 7,000톤에서 3만 9,000
톤으로 증가하여 항생제 내성 위험을 높일 것임.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단백질의 공급을 통해 단백질에 대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잠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
- 해결방안으로는 개선된 농장 기술의 활용, 다국적 식품기업의 보다 강력하고 지
속가능한 경영 전략,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 모니터링 및 집행 등이 포함됨.
 보고서의 후원 파트너기업인 ADM캐피털의 Robert Appleby는 “단백질 수요 증대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기후변화, 토지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항생제(antibiotics)의
과도한 사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지속가능한 단백질 생산을
위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함. 또한 “오늘날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단백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보장된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535/Growth-in
-Asias-protein-consumption-could-cause-dramatic-environmental-damage)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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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으로 유제품 경쟁우위 확보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급성장하
고 있는 유제품시장에서 작지만 중요한 이점을 얻었음.
 새로운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포괄적경제협력협정(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CEPA)은 지난 8월 31일 자카르타에서 발표
되었으며, 호주산 유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장벽이 궁극적으로 철폐될 것임. 북부 이웃
국가들로 수출되는 호주산 유제품은 2017년 기준 1억 2,670만 달러에 달하는 무역규
모임.
 그러나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 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아래 대부분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어 실질적인
이익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는 AANZFTA을 체결한 10개국의 아시아 서명국 중 하나임.
 IACEPA에 따른 주요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및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 협정 발
효 시 제거 예정(AANZFTA에 따라 2019-2021년 관세철폐 예정)
- 입자상치즈(grated cheese) 및 가루 치즈(powdered cheese): 협정 발효 시 제
거 예정(AANZ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4%임)
- 액상유(liquid milk)-6% 이하 지방: 2033년까지 관세 철폐 예정(AANZFTA에
따라 4% 관세율 유지)
 그 밖의 다른 모든 유제품(HS코드 제04류)의 경우 관세는 IACEPA 발효 시 철폐됨.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AANZFTA에 따라 이미 합의된 조건 보다
약간의 관세 혜택을 개선하였음. 그러나 이는 인도네시아와 양자협상을 하지 않은 뉴질
랜드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임.
- 세계 유제품 시장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주요 경쟁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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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2017년 기준 약 3억 3,420만 달러를 수입하였음.
이는 호주산 유제품 수입규모 보다 3배 높은 규모임.
 EU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주 두 국가 모두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관여하고 있음.
※ 자료: IEG Vu
(https://iegvu.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CO221650/Australia-gainsdairy-advantage-with-new-Indonesian-trade-deal) (2018.09.11.)

일본, 돼지 콜레라 확산 방지 대책 강화

 일본 농수산성은 지난 9일, 기후현(岐阜県)의 한 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병하였다고
밝힘. 이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축 질병에 대한 위원회를 위촉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바이러스 농장과 같은 도축장이나 공동퇴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을 3주간 모니터
링하기로 함. 돼지 콜레라 발병이 의심되는 새로운 돼지가 발견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종류의 바이러스 검사를 당분간 실시하기로 함.
 돼지 콜레라 발병 농장은 주1회 공동 퇴비시설에 배설물을 운반하고 있었음. 감염돼지
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됨.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발병농장과 같은 도축장과 공동퇴비시설을 사용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청정성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함.
-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돼지의 이동제한이나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함.
- 현재 검사대상 농장의 수는 불투명하다고 함.
 바이러스 감염 검사방법을 강화하기로 함. 이번 돼지 콜레라 발병 농장에서는 예전부터
사용되어온 형광 항체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냈지만, 감도가 높은 유전자검사에서는 양
성으로 판명됨. 따라서 당분간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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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대책위원회의 츠다 토모유키(津田知幸)는 형광 항체검사에서 음성이 반응이
나온 원인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 자체의 문제인지, 다른 질병에 감염되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함.
- 또한 돼지 콜레라가 의심되는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함.
 또한 감염 경로에 대해 사료나 물품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바이러스 침입 추청 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역학조사를 계속하기로 함.
 중국에서도 돼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되었음. 그러나 중국에서 퍼진 것은 아프리
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됨.
※ 자료: 일본농업신문(https://www.agrinews.co.jp/p45143.html) (2018.09.11.)

벨기에,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벨기에 당국은 서부유럽의 돼지고기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발병을 확인함.
 벨기에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1985년 이후 처음이며, 2007년 조지아에서 아프리카
ASF가 재발한 후 서유럽국가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벨기에 식품안전청은 ASF 바이러스가 룩셈부르크지방 에살(Etalle)에 서식하는 두 마
리의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힘.
- 이 바이러스는 양돈농가에서의 발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돼지열병 발병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벨기에 당국은 전역에서 돼지 사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생물보안(biosecurity)1)의 중요성을 강조함.
1) 생물작용제와 독소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 보유, 손실, 기술도난, 오용, 이동, 의도적 방출을 막기 위한 보호, 규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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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 출현한 ASF는 처음에는 다른 발트해 연안 국가로,
그 다음은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불가리아로 꾸준히 확산됨.
 지금까지 서유럽국가들은 멧돼지의 국경 간 이동이나 감염된 동물부산물이나 이를 수송
한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이러스 발병에 대응하였음.
- 벨기에 Wallonia지역 당국은 바이러스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멧돼지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함.
 벨기에에서는 1985년 당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면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바 있음. 이 바이러스는 12개 농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약 3만
마리의 돼지가 처분되었음.
 벨기에에서의 바이러스 발병은 다른 서유럽국가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됨.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생산국들은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음.
- 특히 영국과 덴마크에 ASF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자 이들 국가들은 최근 바이러
스 방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641/AfricanSwine-Fever-found-in-Belgium-for-first-time-since-1985) (2018.09.13.)

아르헨티나, 중국으로 대두유 수출 재개

 아르헨티나는 지난 8월 29일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으로 대두유(油) 수출이 재개되었다
고 발표함.
- 산타페(Santa Fe)주에 있는 항구에서 2만 9,000톤의 대두유를 중국저비량관리
총공사(中国儲備糧管理総公司, 이하 시노그레인)로 출하함.
- 산타페주는 향후 선박 2편 정도의 추가 출하를 확정함. 이번에는 약 9만 톤 수출
있는 조치를 의미함(네이버 지식경제용어사전)(검색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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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를 실현했으나 추가적 출하 가능성도 있음.
 아르헨티나 농산업부는 2017년 5월 중국으로 경제파견단을 파견하였으며, 파견 당시
중국으로의 대두유 수출 재개를 발표한 바 있음. 2018년 6월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최저 12만 톤의 대두유 무역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음.
 아르헨티나 대통령 Mauricio Macri은 “대두유 수출 재개로 중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함.
- 또한 아르헨티나 농업부 장관 Luis Miguel Etchevehere는 성명서를 통해 “성
장 중인 시장을 재개척하여 보다 더 부가가치가 있는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
겠다”며 기대를 표명함.
 아르헨티나는 2012년 기준 대두유 수출총액의 19.8%(약 8억 5,115만 달러)를 중국으
로 수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급감함.
 아르헨티나 Macri정권은 농수산 및 식품 수출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으로
대두유 수출 재개뿐만 아니라 중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 완화도 실현하고 있음.
※ 자료: JETRO(https://www.jetro.go.jp/biznews/2018/09/c3bbd40f38759fcb.html)
(2018.09.04.)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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