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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농업전망 수록을 기획하였다. 이 전망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세계농업에 대한 장기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 내용 중 전망의 배경 및 농가(농업

경영체)소득 부분과 축산부문 전망을 다루고, 나머지 부분인 경종부문과 국제무역에 대한 전망은 6월호에
서 다루게 될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하는 내용들이 향후 10년간의 세계농업 흐름을 전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OECD 농업정책 평가가 계속되는데, 이번에는 중남미 국가들(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과 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베트남)들의 농정
현황이 소개된다. 이것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OECD의 농업정책 평가 소개는 마무리된다.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 및 산업 현황이 소개되는데, 지난 호에 게재된
미국의 반려동물 정책 및 산업 동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이 완만하다 할 수 있다. 개와 고양이 중심의 반려동물 구성체계에서 개 산업은
약간 하락하고, 고양이 산업은 약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 농업자료로 이번 호는 다국적 민간 학술기구인 Informa가 국제환경관리체계 정책의 일환으로
EU의 2019년 식품 및 농업정책을 전망한 자료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EU의 「공동농업정책
2021-2027」에 대한 내용과 브렉시트가 유럽의 농식품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미국의 「2018년 농업법」의
특성을 소개한 것과 전지구적 생물다양성의 확산을 가로막은 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한 것, 그리고 특혜무
역협정에서 농업에 대한 논의 동향 소개가 눈에 띄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세계농업전망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USDA 장기 농업전망: 전망 배경 및 농가 소득 __윤영석
USDA 장기 농업전망: 축산부문 __강형준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II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__이수환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베트남 __이윤정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반려동물산업 II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 현황 __신동철

국가별 농업자료

2019년 EU 농식품 정책 전망 __김승준

국제기구·연구 동향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__송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