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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로나19와 식품 시스템*

1)

개요
 식품 시스템은 코로나19에 의해 노동, 가공, 운송, 물류, 수요(소득감소, 외식 → 가정)
등에서 초기에 일시적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 선진국들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회복세를 보임.
 이러한 회복력의 주요 원인은 농업시장정보시스템(The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등을 활용한 ‘투명성(Transparency)’을 통한 시장 안정과
정책 조정임.
- 시장 상황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공유하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바른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함.
 코로나19 대응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실행 시 장기적으로 식품 시스템의 3대
과제(식량안보, 종사자 생계유지, 지속가능성)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식량 공급 체인에서 코로나19의 충격과 대응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와 이동제한은 농업 노동 등의 생산 투입 요소와 더불어
가공, 운송·물류 분야에서 병목 현상을 발생시킴.
- (생산 요소) 많은 국가에서 계절 농업노동자의 가용성이 감소했고, 국지적으로 종자,
살충제, 비료 및 에너지 등 다른 생산 투입요소의 원활한 공급에 혼란이 가중1)됨.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 19와 식품 시스템”(자료: 2021.7.21. 발간된 ‘COVID-19 and food
systems’)(2021.10.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4 ∙

세계농업 2021. 11월호

국제 농업 정보

- (가공업) 사회적 거리 두기, 노동력 부족, 봉쇄 등의 제한조치는 과채 및 육류2)의 가
공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했고, 공장 폐쇄나 가동 축소 등의 식품 가공 비지니스
에 타격을 줌.
- (운송 및 물류) 운송 및 물류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농식품의 원활한 이동3)을 방
해함.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와 사회변화에 의해 소비자 수요는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
중임.
- 호텔, 레스토랑, 케이터링 및 카페 등 외식에서 가정 내 소비로 수요가 급변(냉동 및
포장 식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그간 외식 부문에서 이루어졌던 농산물 소비가
가정 내 소비에서 완전히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은 식량 공급망 측면에서 놀라운 견고함과 회복력을
보여줌.
- 선진국 식량 공급망의 다양한 주체는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안정적 재고를 보유했으
며, 국제적 곡물 재고량도 높은 수준이여서 충실한 완충 역할을 수행함.
- 식품 가공 및 소매업체들은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해 운영 시간과 고용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기 제품에 집중하며, 신속히 대체 원물 공급원 확보
에 주력함.
- 농식품 공급자들은 click and collect 서비스 및 온라인 판매4)와 같은 새로운 배송
방법의 사용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사
용하기 시작함.

1) 농업생산 현장은 특성상 계절적 노동에 더 의존적이며, 품목별로 과일과 채소는 노동 집약적이지만 곡물과 유지종자는 일반적
으로 노동력이 덜 필요함.
2) 육류 가공은 부분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작업 특성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더 어려워 다른
유형의 가공업보다 더 민감하며(반면, 곡물 취급 및 가공은 고도로 자동화), 프랑스의 경우 육류 가공 시설에서 직원 가용성이
최대 30% 감소함.
3) 농산물 주요 운송 방식으로 3가지가 있음: 1)곡물과 유지종자는 일반적으로 벌크(대량) 선박, 2)육류 및 유제품은 냉장 컨테이
너와 트럭, 3)중량 대비 가치가 높고 부패가 쉬운 제품은 항공
4) 외식업계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며 준비된 음식보다 밀키트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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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통과 시간 단축, 규제완화, 정보 제공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5)하고, 농식품 교
역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농식품 공급망 유지6)키로 함.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위기를 해소하는 ‘투명성’
 농산물 및 식품시장에서 시장 상황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공유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함.
- 농식품의 수급균형, 가격, 무역 및 재고량에 대한 시장 정보를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형성하고 단기 및 중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 가능함.
- 코로나19 봉쇄(lockdown) 시행 초기에 농식품 공급 불안 심리에 의한 소비자 사재
기(Panic buying)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수요와 공급 균형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발간함.
-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기 구축된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을 활용하여 4대 주요
작물에 대한 시장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생산·제공함.
 일관된 시장지표, 정책결정 모니터링과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7)하여 정책
입안자가 위험을 평가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가능함.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성에 대한 투자와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AMIS와 같이 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시스템의 회복력이 강화되어 세계 농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함.

5) EU 내 국경 교차점에 ‘녹색 차선(15분 이내 국경통과)’ 설치, 인증 절차 간소화, 식품거래에 대한 규제(예: 일부 라벨 표시
요구 사항) 완화, 정부 지원･시장상황･안전 및 위생에 대한 정보 제공, 식품 및 농업의 폐쇄 제한 면제, 농업 및 식품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비자 제한 완화 등)
6) 세계 농식품 교역의 2/3를 담당하는 WTO 회원국은 국제 무역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표현하는 공동선언문 발표함.
7) 코로나19 초기에 무역 및 운송 차질에 따른 공급 불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다른 상품에 비해 주요 곡물은 운송 장애의
영향(선박, 항구, 국경 등에서 사람의 개입이 덜 필요)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불안 심리가 해소됨. 또한,
방역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초기 수출 제한을 시행했던 국가들도 수출 제한의 비효과성과 국내 및 국제 시장에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신속히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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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식품 시스템 과제
1. 식량안보와 영양
 식품 및 영양 안보는 생산과 무역에 달려 있으며, 소비자에게 식품 가용성을 제고하려면
제대로 기능하는 공급망과 사회안전망이 필요함.
-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식량 생산과 무역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전 세계 식
량 가용성은 잘 유지 중이며, 다만 코로나19 이전에도 빈곤, 분쟁 등으로 식량에 대
한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영양 결핍을 겪고 있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와 많은 국가
에서 분쟁 해결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8)할 필요가 있음.

2. 종사자 생계 보호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자와 관련 업계가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이 긴요함.
- 식량 생산 시스템은 노동력 감소에 취약하고, 생산자는 보건 및 사회안전망 서비스
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농식품 종사자들의 생계에 더 큰
충격이 가함.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수요의 구조적 변화는 식품 소비 패턴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식품 공급망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거나 재창조하도록
요구함.
 단기적으로 생산자의 기본 생산 능력 손실을 방지하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생계 지원을 위한 직접적 임시 조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식품 시스템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

8) 코로나19에 대응하여 OECD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배달, 재정지원(바
우처), 푸드뱅크 지원 강화, 지원조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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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적 지속가능성
 식품 시스템은 지역 생태계와 전 지구적 수준에서 상당한 환경 압력을 발생시키며,
향후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에 대한 추가 수요는 환경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식품 시스템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 또는 제한하기 위한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농업정책
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에서 회복하기 위한 노력(투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회복력을 감소
시키는 기존의 정책을 개혁할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생산자의 구제 시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활성화가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0.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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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위기와 식품 소비액의 변화*

9)

경제 위기와 식품 소비액의 변화
 미국 내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의 소비액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1997년 이후, 2008, 2009, 2020년을 제외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액은 증가하고 있었음.
- 가정 내 식품 소비(food at home)와 외식(food away from home) 모두 증가하고
있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 내 식품 소비는 39.7% 증가하였고, 외식은
그보다 많은 60.5% 증가함.
- 2003년 이후 외식의 소비액이 가정 내 식품 소비액보다 커짐. 일반적으로 같은 식품
을 구매하더라도 외식의 가격이 비싸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해, 이전의 경제 위기 때보다 외식 소비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경제 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2009년의 식품 소비액은 연도별로, 각각 1.5%, 3.0%
감소하였음. 2007~2009년 사이에 외식 소비액은 4.9%가 감소함.
- 반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해, 식당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
서 외식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전체 식품 소비액은 7.8% 감소하였고, 가정
내 식품 소비는 4.8%가 감소, 외식 소비는 19.5%가 감소함.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Food Spending by U.S. Consumers Fell Almost 8 Percent in 2020”(2021.10.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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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경제 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외식 소비를 가정 내 식품
소비보다 더 많이 줄이는 경향을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시 식당 폐쇄로
인해서 외식 소비를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킴.
- 이로 인하여 2003년 이후로 처음으로 가정 내 식품 소비 비중이 외식 소비 비중보다
더 커지게 됨.

<그림 1> 식품 소비액 변화(1997-2020년)

주: 1988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함.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경제 위기 기간은 2001년 3월부터 11월까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 까지를 의미함.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ERS), Food Expenditure Series 자료 이용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식품 소비를 위한 구입장소와 선호하는 외식 장소가 변화함.
- 가정 내 식품 소비를 위한 구매처 중, 식료품점, 대형마트, 배송 서비스, 직거래, 자
가 생산 및 기부를 통한 식품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
비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임.
- 반면, 대형 할인 매장, 편의점, 기타 식품 판매점 및 서비스에서 사용된 금액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임. 대형 할인 매장에서의 식품 소비가 가장 큰 폭(8.8%)으로 감소하
였고, 나머지는 6% 수준에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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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모든 종류의 외식 업체의 이용 금액이 감소하였음. 이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호텔 등 숙박업소(42.9%), 음료수 판매점(40.7%) 등이 있
으며, 학교 혹은 대학의 식당에서는 7.8%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0.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속세 개정과 가족농에 대한 과세*

10)

상속세 개정과 가족농에 대한 과세
 2021년 4월 28일, 미국 가족 계획(The American Families Plan, AFP)이 발표되었
고, 이로 인해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농가에도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경
영하는 농업경영체에 부과되는 상속세 및 면세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자본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면제
조건이 있으며, 이는 결혼 여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상속받을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으나, 그 전에 증가한 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았다면, 상속 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는 특수하게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경영체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경우 상
속세(tax at death)를 면제받을 수 있음.
 농업경영체는 농업 자산의 특성상 자산 증가의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가 모두 나타
날 수 있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산 추정이 복잡할 수 있음.
- 농지는 농지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가 상속세에 반영될 수 있어, 장기적인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됨.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Food Spending by U.S. Consumers Fell Almost 8 Percent in 2020”(2021.10.4.)의 내용
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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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농기계, 장비, 가축 등의 가격 변화는 상대적으로 단기에 일어나므로, 농가
의 자산 규모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021년에는 약 3만 2,000개의 상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80%가 상속세
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1년에는 3만 2,714개의 상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이러한 상속은 상속세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① 전체 상속 중 80.7%는 기존 가치와 자산 증가를 고려한 가치 모두 면제 범위에
속해,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② 18.2%는 자산 가치가 증가하여,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아, 상속세를 부과받으나,
상속자가 농업경영체 경영을 지속한다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③ 1.1%는 농업경영체 자산 외에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면세 범위 이상으로 가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며, 비농업 자산에 대한 세율은 평균적
으로 11%로 추정됨.
 가족농의 규모별로 AFP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규모가 다름.
- 규모가 작은 가족농(총소득 35만 달러 미만)들은 83.4%가 세금을 면제받으며, 나머
지 16.6%의 농가만이 전체 혹은 일부의 농업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음.
- 반면, 중간 규모(35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대규모 농가(100만 달러 이상)
는 세금을 부과받는 농가의 비중이 더 큼. 특히, 5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경우에는 3.6%만이 세금을 면제받고, 나머지 96.4%는 자산에 대해서 세금
을 부과받았음.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자가 농업경영체를 계속해서 운영한다
면, 농업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표 1> 가족농의 농장 규모별 평균 상속 자산
방법

작음

중간

큼

매우 큼

전체

총상속 수(개)

30,567

1,128

430

49

32,174

농장 부동산의 실질 가치(백만 달러)

0.94

3.34

4.81

8.96

1.08

농장 기타 자산의 실질 가치(백만 달러)

0.12

0.77

1.62

5.82

0.17

비농장 자산의 가치(백만 달러)

0.82

1.17

1.17

1.73

0.83

총자산(백만 달러)

1.87

7.59

7.59

16.51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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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받는 가족농들은 평균적으로 194만 달러의 농장 자산과
1,483만 달러의 비농장 자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자산 중 비농업 자산의 비중이
훨씬 높음.
- 소규모 농가의 평균 비농장 자산은 1,557만 달러이며, 이는 중규모, 대규모 농가의
평균 비농장 자산인 613만 달러와 772만 달러보다 큼.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0.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Food Systems Summit 2021과 유럽의 대응*

11)

Food Systems Summit 2021과 유럽의 대응
 Food Systems Summit 2021(이하 UNFSS)은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개최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1년 7월에 로마에서 3일간의 예비회의9)가 있었음.
- UNFSS는 세계적으로 시급한 식량 문제인, △빠르게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식
량 공급, △전 세계 농민의 생계유지, △식량 생산기반인 자연환경 보호 등을 해결하
고자 함.
- UNFSS는 4가지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품 시스템에 대한
공공 논의 촉진,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 유럽의회조사처의 “United Nations Food Systems Summit 2021: Process, challenges and expectations”
(2021.9.1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9) UNFSS 2021은 2021년 9월 23일에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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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들을 실행, △높은 수준의 원칙(과정)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자 하는 UN 회원국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이드 마련, △새로운 행동과 결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달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UNFSS는 ❶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 ❷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으로의 전환, ❸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방식 활성화, ❹
생계유지와 공평한 가치 배분, ❺ 취약성, 충격,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성 마련 등
5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식량 생산
의 실제 비용은 가격에 실제로 반영되어야 하고, △무역은 주요한 식품 시스템의 일
부이며, △건강한 식습관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농민들의 기술
격차는 식품 시스템 전환에 방해가 된다는 등 다양한 전제와 의견이 제시됨.
- UNFSS의 과학자문 그룹에서는 △식품 연구와 기아 해결을 위하여 GDP의 1%가 연
구개발에 투입, △과학 역량 강화와 정보의 공유가 필요, △기후, 생물다양성, 사막
화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조약 필요 등을 주장함.
 이러한 UNFSS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함.
- △기존 5번의 World Food Summits에서 다뤄진 내용을 계승하지 못하였다는 의견
과 △기존 권력의 비대칭성 개선이 없다면, UNFSS의 결과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특히, 로마에서 열린 예비회의에서, 본회의 때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유럽연합은 UNFSS의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6가지 중요한 의제를 선정하였고,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 외부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함.
- 유럽연합은 ❶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 ❷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 ❸
식품 안전과 공중 보건 시스템 강화, ❹ 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
템 마련, ❺ 새로운 재정 및 사업 모델 확보, ❻ 과학적 지식의 향상과 과학과 정책
간의 연계 확보 등을 중요한 의제로 선정함.
- 이러한 의제 선정은 UN과 유럽연합에서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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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와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2021-2027 유기농업 계획 등 식품
생산과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정책에 연관됨.
- 유럽연합의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유럽연합 내부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외
부의 파트너들과 공유되기를 바라며, 유럽연합의 무역 정책과 식량 위기 해결을 위
한 국제 네트워크에 유럽연합에서 다뤄지는 논의들이 반영되길 원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이러한 논의들이 Nutrition for Growth Summit(도쿄, 2021년 12월),
COP26(글래스고, 2021년 11월), UN CBD COP15(쿤밍, 2021년 10월) 등 영양,
기후, 생물다양성 등의 주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지속해서 언급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0.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물 병해충 방제 기술과 비용*

10)

작물 병해충 방제 기술과 비용
 지속가능한 농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초제 위주의 병해충 방지 및 작물 보호(crop
protection measure)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농가들은 작물 보호를 위하여 제초제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음. 지속가
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작물 보호 방법을 도입해야 함.
- 병해충 방제 기술로는 △기계적(물리적) 방제(mechanical techniques), △정밀농
업(precision agriculture), △육종, △생물학적 방제, △유도 저항성(induced
resistance), △생물다양성 강화 등이 있음.
 기술별, 작물별, 농가별로 단위 규모당 방제 비용이 다르게 나타남.
- 작물의 종류, 병해충의 종류 등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제
효과를 아직 알 수 없는 기술들도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의 “Cost of crop protection measures”(2021.9.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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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위 규모당 방제 비용 및 비용 결정 요소
방법

최소 비용(ha/유로)

최대 비용(ha/유로)

0

1,500

+150(편익이 비용을 상회)

-

100

600 이상

유도 저항성

-

-

생물다양성 강화

0

265

정밀농업

0

10,000(투자 비용)

작물 보호 제품

0

-

기계적 방제
육종
생물학적 방제

비용 결정 요소
작물, 노동비
작물, 접근성, 지식
작물, 농가 시스템, 병해충 종류
효율성, 농가 시스템
작물, 농가 시스템, 지리적 특성
작물, 농가 시스템, 농가 규모, 지식
작물, 병해충 종류, 농가 시스템

주: “-” 표시는 아직 신기술이거나 연구가 부족하여 데이터가 없음을 나타냄.

 회원국별 주요 작물 및 농가 규모, 단위 면적당 방제 비용을 기준으로 4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A그룹)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스페인은 일반적인 노지 작물과 올
리브, 감귤류를 주로 재배하며, 방제 비용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 (B그룹)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등은 곡물, 유지작물 등을 주
로 재배하며, 평균 이하의 방제 비용을 지님.
- (C그룹) 덴마크,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은 B그룹과 비슷하게 곡물, 유지작물 등
을 재배하지만, 평균 수준의 방제 비용을 지님.
- (D그룹)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일반적인 노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
며, 가장 높은 방제 비용을 가짐.
- 소규모 농가일수록 수작업으로 방제를 하며, 비용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성이 낮음. 대규모 농가의 수익과 토지 규모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A, D그룹)에서는 집약적인 방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농가 규모, 구조 등과 각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 특성에 맞는 기술을 보급해야 함.
- 정밀농업 등 투자가 필요한 기술은 대규모 농가에 더 적합함.
- 생물학적 방제와 정밀농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 가족농
들이 제초제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런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유도 저항성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용 정보는 부재하므로, 신기술의 효과성과 비
용 등에 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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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으로는 △가족농 등 현재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전업농, 자급자족농 등을 구분
하는 도구를 개발해야 하며, △기술 간 시너지10)를 고려하여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0.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2020년도 농림업 고령 취업자 추이*

11)

2020년도 농림업 고령 취업자 추이
 일본 총무성은 2021년 9월 19일, 2020년도 통계로 본 일본의 고령자 조사를 발표하였음.
 일본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추계 인구는 현재(2021년 9월 15일)
3,6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만 명 증가함. 이는 총인구의 29.1%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3%p 웃돌았음.
- 고령자 인구는 1950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과거 최고 수준을 경신하였으며, 세계
(201개국)에서 가장 고령자 비율이 높음.

10) 예를 들어, ① 정밀농업과 기계적 방제, ② 유도 저항성, 생물학적 방제, 생물다양성 강화, ③ 육종과 대체 작물 보호 제품의
사용은 서로 시너지가 있는 기술들이 있음.
* 일본 총무성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高齢者－「敬老の日」にちなんで－”(2021.9.19.), 일본농업신문 “農林就業53％が高
齢者 業種別最多 「豊富な経験継承を」 「敬老の日」総務省調査”(2021.9.2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stat.go.jp/data/topics/topi1290.html,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2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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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국가 고령자 인구 비율(2021년)

 2020년도 고령 취업자 수는 906만 명으로 17년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은 13.6%로 고령 취업자 수와 함께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산업별의 고령 취업자 수를 보면, ‘도소매업’ 12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업’ 106만 명, ‘서비스업 등’ 104만 명, ‘제조업’, ‘의료, 복지’가
그 뒤를 이었음.
 산업별 고령 취업자 비율은 농림업 53%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동산, 물품 임대업’ 26.4%, ‘서비스업 등’ 23%,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18.7%
순으로 조사됨.
 농림수산성은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를 생산기반을 지탱하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으
며, 젊은층의 귀농·귀촌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오랜 세월 쌓아온 농업 경험 및 기술을
새로운 종사자에게 계승하는 역할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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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업계 고령 취업자 수 및 비율

<그림 3> 고령 취업자 수 추이(2010~2020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0.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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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에 관한 여론 조사*

12)

농산어촌에 관한 여론 조사
 일본 내각부는 2021년 10월 1일, 일본 농산어촌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1,655명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교
류, △농산어촌 지역 체류, △농산어촌으로 이주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였음.

농촌 지역 역할에 대한 인식
 농촌 지역의 역할 중 특히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식량
생산’이 86.5%로 가장 높았으며, ‘생물 서식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 63.9%, ‘지역민
일자리 및 생활’ 60.7%, ‘재해 방지’ 45.3% 순으로 조사되었음.
- (도시 규모) ‘식량 생산', ‘생물 서식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으로 응답한 비율은 대
도시에서 높게 나타남.
- (성별) ‘지역민 일자리 및 생활’로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높음.
- (연령) 50대는 ‘지역민 일자리 및 생활’, 60대, 70대 이상은 ‘재해 방지’에 대한 응답
이 높았음.

농업 다원적 기능의 인지도
 농업은 식량 생산뿐만이 아닌 국토 보전, 논의 홍수 조절, 경관 형성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이를 다원적 기능이라고 함.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는
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8.6%, ‘몰랐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9.9%로 조사됨.
- (도시 규모) ‘알고 있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시정촌(기초 자치단체)이 더 높았음.
- (성별) ‘알고 있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성(37.4%)이 여성(20.9%)보다 높았음.

* 일본 내각부 “農山漁村に関する世論調査”(2021.10.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survey.gov-online.go.jp/r03/r03-nous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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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알고 있었음’ 응답 비율은 70대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몰랐음’은 20대
(80%), 30대(79.3%), 40대(79.3%)에서 높게 조사됨.

농업·농촌 지역 간 연계에 관한 인식
 최근 일본 농업·농촌은 정체, 과소화·고령화 등에 의해 활력이 저하된 가운데 이러한
농촌 지역과 어떻게 연계를 맺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지역에 방문하여
협력하고 싶음’ 4.6%, ‘기회가 있으면 지역에 방문하여 협력해 보고 싶음’ 68.3%, ‘지역
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함’ 23.9%로 조사됨.
- (도시 규모)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소도시가 가장
높았음.
- (성별) ‘기회가 있으면 지역에 방문하여 협력해 보고 싶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
성(71.9%)이 남성(64.2)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 ‘기회가 있으면 지역에 방문하여 협력해 보고 싶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
대(74.1%)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함’라고 응답한 비율
은 70대 이상(28%)이 가장 높았음.

농업 체험에 관한 관심
 사는 곳 가까이에 체험 농원 등 농업 체험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 방문 의사가
있는지(비 숙박) 조사한 결과, ‘방문하고 싶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1.3%, ‘방문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7%로 나타남.
- (도시 규모) 대도시 거주자의 방문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57.8%)보다 여성(64.5%)이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연령) 30대의 70%가 ‘방문하고 싶음’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
50대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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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11) 교류 필요성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간 상호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양자 간 교류를 추진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필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90.5%, ‘필요 없음’으
로 응답한 비율은 8.9%로 나타남.
- 도시 규모 및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필요하다고 응답
한 비율은 40대(93.5%)에서 높게 나타남.

농박12)(숙박형 농촌 관광) 인지도
 농박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의미를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5%, ‘의미를 잘 못 알고 있었음’ 2.2%, ‘의미는 몰랐으나 들어본 적 있음’ 20.8%,
‘의미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3.1%로 조사됨.
- (도시 규모) ‘의미는 몰랐으나 들어본 적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남.
- (연령) ‘의미를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0대(41.8%), 70대 이상(44%)에서,
‘의미는 몰랐으나 들어본 적 있음’은 70대 이상(27.8%)에서 ‘의미도 모르고 들어본 적
도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0대(69.4%), 30대(63.1%), 40대(50.3%)에서 높았음.

농산어촌 지역에서 숙박하고 싶은 시설
 농산어촌에서 머물 경우 어떤 시설에서 숙박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호텔·여관’
43%, ‘펜션·일반 민박’42.4%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가(어가) 민박’ 37.7%, ‘공공
숙박 시설’37.4% 순으로 조사됨(복수응답).
- (성별) 남성은 ‘호텔·여관’, 여성은 ‘펜션·일반 민박’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연령) 20대부터 40대는 ‘호텔·여관’, 30대는 ‘펜션·일반 민박’, 70대 이상은 ‘농가
(어가) 민박’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됨.

11) 본 조사에서 말하는 농산어촌 지역이란 농지 및 산림이 근접해 있으며, 농림어업이 활성화된 지역을 말하며, 도시 지역이란
농산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을 의미함.
12) 농박(農泊)이란 농산어촌 지역에서 숙박하면서, 체류 중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음식 및 체험 등을 즐기는 농산어촌 체류형
여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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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에서 머무르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 조사13)한 결과, ‘온천’은 55.8%, ‘지역
명물 요리 먹기’는 55%로 높았으며, ‘별 보기, 반딧불이 보기’ 46.1%, ‘지역 둘러보기’
45.4% 순으로 조사되었음(복수 응답).
- (도시 규모) 대도시 응답자는‘지역 명물 요리 먹기’, ‘별 보기, 반딧불이 보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 ‘지역 명물 요리 먹기’, ‘별 보기, 반딧불이 보기’, ‘지역 둘러보기’는 여성의
응답 비율이 높게 조사됨.
- (연령) 20대부터 40대는 ‘온천’, 20대부터 30대는 ‘지역 명물 요리 먹기’, ‘별 보기,
반딧불이 보기’, ‘지역 둘러보기’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농산어촌 지역에서 워케이션14)(Worcation)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하고
싶다’ 41.5%, ‘하고 싶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56.9%로 조사되었음.
-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하고 싶
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은 ‘하고 싶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도시 주민의 농산어촌 지역으로 이주 의사15)
 본 조사에서 이주란, 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거점을 옮겨 정주 또는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모두에 생활거점을 갖는 복수거점 생활(듀얼 라이프)을
뜻함. 본인의 현 거주지가 ‘도시 지역’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1,036명에게 농산어촌
지역에 이주해보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있음’ 26.6%, ‘없음’ 72.6%로 조사됨.
- 농산어촌 지역에 이주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276명에게 이주하고
싶은 원인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영향 있음’ 17.4%, ‘영향 없
음’ 80.8%로 나타남.
13) ‘농산어촌에서 숙박하고 싶은 시설’에 대해 응답한 대상자와 ‘체류는 하고 싶으나 숙박은 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응답
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14) 워케이션(Worc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 등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것을 말함.
1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지 농산어촌 지역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도시 지역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62.6%(1,036명), 농촌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9%(611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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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 이주 실현 시기
 농산어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276명)에게 언제쯤 이주하고 싶은지 조
사한 결과, ‘당장이라도 하고 싶음’ 4.3%, ‘5년 이내 하고 싶음’ 6.2%, ‘10년 이내에
하고 싶음’ 14.1%, ‘20년 이내에 하고 싶음’ 7.2%, ‘20년 이상 후에 하고 싶음’ 5.1%,
‘특별히 결정하지 않았음’ 52.2%로 조사됨.

농산어촌 이주 형태
 농산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어떤 형태로 이주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거점을 옮긴 정주’ 30.4%,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주로 농사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복수
거점 생활’ 25.7%,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서 생활거점을 두고 주로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 32.6%로 나타남.

농산어촌 이주 시 일자리
 농산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농산어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일’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림어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조직에 취직’ 21.7%, ‘자영 농림어업’ 21.4%, ‘자영 농림어업, 농림어
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 자영 비농림어업, 지자체 및 비농림어업 기업에 취직 등
복수의 업무 조합’ 20.3%, ‘지자체 및 비농림어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 16.7%의
순서로 조사됨(복수 응답 상위 5개 항목).

농산어촌 지역에 이주하는 데 필요한 것
 농산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농산어촌에 이주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집,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 또는 빌리는 것’ 68.5%, ‘생활이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68.5%, ‘의료 시설, 요양 시설 및 복지 시설이 있는
것’ 63% 순으로 조사됨(복수 응답 상위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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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 생활에 기대하는 것
 농산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농산어촌 지역 생활의 어떤
점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자연을 느끼는 것’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농림어
업에 관련하는 것’ 32.6%, ‘이웃 주민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28.3%,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26.8%, ‘마을 축제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것’ 21%, ‘도시 지역과 다른 환경에
서 육아’ 18.8% 순으로 조사되었음(복수 응답).

도시 주민의 농어촌 지역 이주에 대한 인식16)
 본인의 현 거주지가 ‘농촌 지역’이라고 답한 응답자(611명)에게 도시 주민이 농산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좋은 일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9.4%, ‘좋은 일은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나타남.

도시 주민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할 때 문제점
 본인의 현 거주지가 ‘농촌 지역’이라고 대답(611명)한 응답자에게 도시 주민이 농어촌
지역에 이주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도시민이 이주하기 위한 일(일자
리)이 없음’ 56.6%, ‘도시 지역으로 이동 및 지역 내 이동 등 교통이 불편함’ 49.3%,
‘쇼핑, 오락 등 생활 시설이 적음’ 41.6% 순으로 조사됨(복수 응답, 상위 3개 항목).

농산어촌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도시 주민의 기대감
 본인의 현 거주지가 ‘농촌 지역’이라고 대답(611명)한 응답자에게 농산어촌으로 이주해
오는 도시 주민에게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젊은 세대가 지역에서
육아를 하는 것’이 48.4%로 가장 높게 조사되고, 다음으로는 ‘새로운 산업 추진’ 41.1%
‘농림어업 취업’ 33.1%, ‘지역 생활 관련 과제 등에 협조(친밀감)’ 32.7% 순으로 나타남
(복수 응답, 상위 4개 항목).

1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지 농산어촌 지역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도시 지역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62.6%(1,036명), 농촌 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9%(611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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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본인의 현 거주지가 ‘농촌 지역’이라고 대답(611명)한 응답자에게 농산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도시 지역으로 이동 및 지역
내 이동 등 교통이 불편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후계자 부재’ 42.4%, ‘쇼핑, 오락 등 생활 시설이 적음’ 40.8%, ‘일자리
부족’ 34% 순으로 조사됨(복수 응답, 상위 4개 항목).

농산어촌 지역 커뮤니티 기능
 본인의 현 거주지가 ‘농촌 지역’이라고 대답(611명)한 응답자에게 농산어촌 지역의
마을이나 자치회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지 조사한 결과,
‘지역 신뢰감·연대감 조성’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재·방범 대책’
45.7%, ‘고령자·어린이 보호’ 45.2%, ‘마을회관, 농로, 배수로, 공동 이용시설 등 유지
관리’ 38.5% 순으로 조사됨(복수 응답 상위 4개 항목).
- ‘지역 신뢰감·연대감 조성’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0.12.,18., 25., 11.0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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