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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2012년 세계식량농업백서 발표

FAO, 2012년 세계식량농업백서 발표
 FAO의 연차 보고서인 「2012년 세계식량농업백서」의 주요 메시지는 농업투자 확대

가 환경을 고려하면서 기아와 빈곤을 삭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것임.
 FAO 사무총장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업생산자를 중심으로 전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생산자의 성과가 차이나는 분야에 중점 투자하
는 것이 과제이며, 이는 투자가 높은 경제적·사회적 효과로 연결됨과 동시에, 환
경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함.

농업 투자의 효과
 본보고서에 의하면, 저·중소득국의 농업자는 본인의 농장에 연간 1,700억 달러 이상,

개별 농업자당 약 150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음.
- 이는 그 외 모든 자금원의 투자 합계의 3배, 공공투자의 4배, 그리고 각국 정
부개발원조(ODA)의 50배 이상에 상당함.
 FAO 보고서에서는 농업투자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예를 들면, 과

거 20년간 농업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각국이 2000년 UN의 밀레니엄 개발 계획
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기아 인구를 당시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제1목표 달성
에 가장 큰 진전을 이루었음.
- 기아와 극도의 빈곤이 만연하고 있는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는 과거 30년간 농업투자는 정체 또는 감소해 왔음.
 본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기아를 해소

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농업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정부의 농업투자액 증액 및 질의 극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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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벽의 극복
 본보고서에서는 중·저소득국에서는 농업인은 낮은 투자 인센티브밖에 가질 수 없

다고 강조하고 있음.
 빈약한 통치, 법치의 결여, 높은 수준의 오직(汚職), 불안정한 재산권, 자의적인 거

래 관행, 타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 ‘과세’, 불충분하고 열악한 농
촌 사회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 때문에 투자의 인센티브
가 약화되어 있음.
 소규모 농가는 극도의 빈곤, 취약한 재산권, 시장이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등 많은 제약에 직면하고 있음.
 본보고서는 소규모 농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항목을

권고하고 있음.
- 정부와 개발 파트너는 소규모 농가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동시에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 조직은 소규모 농가의 위험에 대처하고, 시장 접근을
개선하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사회적 보호는 가장 가난한 계층인 소규모 농가의 자산 확대에 공헌함.

한정된 공적자금의 유용한 활용
 본보고서는 각국 정부나 원조국에 대하여, 한정된 공적자금을 농업성장과 빈곤퇴

치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분야, 예를 들어 농업연구·개발, 농촌사회기
반시설, 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 투자할 것을 권고함.
- 많은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비료 등에 대한 농업
투입재 보조보다도 훨씬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음. 투입재 보조
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투자 효과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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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농업 투자
 본보고서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관, 시민사회, 기업투자자에 대하여 민간 기업이나

펀드에 의한 대규모 농업 투자는 투명성과 책임이 따라야 하며, 사회적으로 유익
하고 환경면에서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FAO 사무총장은 좋은 거버넌스가 열쇠이며, 투자는 식량안전보장과 지역의 지속

적 발전의 공헌을 보증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CFS(세계식량안전보장위원회)는 책임 있는 농업투자의 원칙을 발전시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와 공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음. 이러한 책임 있는 농업투자는 식
량안전보장·영양에 공헌하는 농업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 식량안전보장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 2012년 10월에 개최된 제49회 세계식량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2014년 동 회의에서의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책임 있는 농업투자의 원칙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였음. 동 교섭은 각
국정부, 국제기관, 시민사회조직, 민간 부문 등 모든 관계자가 참가하고 있으며 관계자 모
두의 참여로 이루어짐.

※ 자료: UN식량농업기구 FAO(http://www.fao.org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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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가축질병 이력추적제 최종 규정
 미국 농무부는 주(State)와 주 사이에 가축 운송의 추적을 개선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함.

- 미국 농무부 장관은 최종 규정이 발표됨으로써 목장주 및 가축 사업에 대한
부당한 부담 없이, 주간(inter-state) 가축 운송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동물
질병 추적 시스템을 확립하였다고 언급함.
 최종 규정은 전반적인 질병 대응 활동(disease response efforts)에서 모든 차이(gaps)를

다루었으며, 동물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 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농무부는 동물 질병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도구 및 보호 장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적인 미국의 농업인 및 목장주의
의견을 주의 깊게 수렴하였음.
 특별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간을 이동하는 가축은 최종 규정에 따라 공식적

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동물 검역 증명서나 하주의 성명, 브랜드 증명서 등 기타
문서를 수반해야 함.
 접수된 퍼블릭 코멘트2)(public comments)를 고려한 최종 규정은 2011년 8월에 공표

한 시행규칙개정제안(Proposed Rule)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주(州)나 부족(Tribes)이 입고와 출고를 허락할 때 공식적인 증명서로써 선박
및 브랜드, 문신 및 브랜드 등록의 사용을 받아들이는 것
- 소와 들소의 도살을 위해 직접 운송 시 공식적인 귀표(eartag)의 대안으로 영구
적인 백태그3)(backtag)를 사용하는 것
- 입고와 출하 시 소의 나이 및 등급 표시에 대한 주간 동물 검역 증명서
(Interstate Certificate of Veterinary Inspection, ICVI) 외에 이동 문서(movement
2) 면허업자들이 사전에 고지를 통해서 요청한 의견서임.
3) 허리 뒤쪽 브랜드 라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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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를 받는 것
- 모든 가축이 도축장 이용을 위해 주(州) 사이를 이동 시 확인문은 규칙에서 면제됨.
- 부화장에서 운송되는 병아리는 공식적인 식별 요건(identification requirements)
이 면제됨.
 생후 18개월 미만의 식용우는 쇼, 전시회, 로데오, 레크리에이션과 관련하여 주간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규칙에서 공식적인 식별 요건이 면제됨.
- 동 그룹에 대한 이러한 특별 추적 요건은 식별 요건의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
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미국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허용 하에 별도의 규칙제정으로 다루어야 함.

가축질병 이력추적제 효과
 동물 질병 추적이나 질병에 걸려 위험한 환경에 처한 동물이 있는 장소와 시간을

아는 것은 동물 질병이 발생할 때 빠른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함.
 효율적이고 정확한 동물 질병 추적 시스템은 조사에 관련된 동물의 수를 줄이고,

응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며, 생산자 및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줌.
※ 자료: USDA(http://www.usda.gov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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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인 소득, 지난해 보다 1% 증가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EU 농업인의 2012년 소득은 지난해 8% 증가와 비교해

1% 증가했다고 밝힘.
- 이는 실제 농업 소득이 0.5% 증가하고 농업관련 노동자 수가 0.5% 감소했기
때문임.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농업 소득의 0.5% 증가는 실제 상황에서 부문 결

과의 1.8% 증가로 귀결되어야 함. 그러나 농업 소득은 올해 투입 비용이 1.6%까지
증가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됨.
- 실질적으로 투입 비용의 대폭 인상은 비료 및 토양개량제(soil improvers)가
6.7%, 동력 및 윤활유 6.3%, 종묘 및 산출묘(planting stock) 4.7%, 사료 3.7% 등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농업인 한 명 당 소득은 29.7%가 오른 것으로 추정되나,

동 기간에 노동자 수는 20% 감소함.
 잠정 데이터(provisional data)에 따르면 EU 27개국 중 16개국에서 올해 개인 수입이

증가하였고, 11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벨기에는 30%로 가장 큰 증가를 나타냈고, 이어서 네덜란드 14.9%, 리투아니
아 13.6%, 독일 12.1% 순임.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국가는 루마니아 16.4%, 헝
가리 15.7%, 슬로베니아 15.1% 임.
 유럽연합통계청은 2011년 농업인의 소득의 8% 증가는 전년도 수치인 6.7%보다

높다고 지적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1년 수치는 국가의 GDP 디플레이터 등
과 같은 ‘방법론적 근거(methodological reasons)’가 갱신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러한 발전은 2007년과 비교할 때 12% 이상 소득의 감

소한 2008년과 2009년부터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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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EU에서 농업 부문의 결과물의 가치는 생산자 가

격의 1.8%까지 증가함. 주로 곡물 생산 가치의 실질적 측면에서 추정된 0.5% 상승
및 동물 생산의 3.8% 증가로 인한 것임.
 작물 가격은 평균 6.3% 상승함. 그러나 양(volumes)은 전반적으로 5.4% 떨어져 대

부분의 작물 그룹들이 감소함.
- 특히 와인 15.6%, 감자 13.8%, 종유 7.9%, 곡물 7.3%, 과일 6.5%, 사탕무 6.2%
의 양이 감소함.
 그러나 모든 그룹의 가격은 상승함. 곡물 9.1%, 종유 8.8%, 신선 채소 7.8%, 와인

6.2%, 과일 4.7%, 감자 3.2%의 가격이 오름. 올리브유만이 양과 가격 모두 9.2%,
0.9% 상승함.
 초기 수치(initial figures)에 따르면, 동물 생산 가치에 따른 동물 생산의 증가는

3.9%의 가격 상승과 0.2%의 양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옴.
 유럽연합통계청은 양적인 면에서는 소 2.4%, 달걀 1.8%, 양고기 및 염소고기 1.2%,

돼지 1.0%가 하락하였으나 우유, 가금육은 각각 0.9%, 2.7% 증가했다고 밝힘.
- 가격 면에서는 우유 5.4%, 양고기 및 염소고기가 1.3% 하락하였으나 가금육
1.9%, 소 8.5%, 돼지 10.2%가 상승하였음. 특히 달걀은 36.2%나 크게 증가했
다고 발표됨.
 EU집행위원회는 현재 개별 농가 소득은 인력 감소로 앞으로 10년 간 계속 증가할 것

이며, 신구유럽 간의 차이는 좁혀지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투자가 핵심
 유럽농업조합원회(Copa-Cogeca)는 수치는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욱 긴급한 블록(bloc)의 장기간 예산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언급함.
 동 단체의 사무총장은 투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농업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앞으

로 강력한 공동농업정책(CAP)은 적절해야 한다고 모든 EU 기관에게 촉구함.
 EU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낙관론은 2012년에 실패함. 이는 관계된 부문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경고임. 또한 시장의 안정성은 회복되지 않았고 투자가 기피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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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타냄.
- 또한 사무총장은 생산이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업인들의 경제
적 생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국가와 정부의 대표자 회담에서 EU의 장기 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은

지난달에 취소되었음. 회담에서 현재 공동농업정책의 170억 유로가 삭감된 것임.
표 2 2012년 노동자 1인당 실제 농업 소득의 변화
국가명

2012/11
%의 변화

2012 지수
(2005=100)

국가명

2012/11
%의 변화

2012 지수
(2005=100)

1.0%

129.7

스페인

2.4%

100.3

벨기에

30.0%

136.3

키프로스

1.7%

94.1

네덜란드

14.9%

114.7

이탈리아

3.0%

93.9

리투아니아

13.6%

175.4

폴란드

-3.0%

182.4

독일

12.1%

140.8

체코

-1.4%

165

EU 27개국

포르투갈

9.3%

100.9

그리스

-2.0%

103.2

에스토니아

9.1%

209.8

슬로바키아

-5.3%

189.4

라트비아

8.8%

136.4

영국

-6.6%

140.8

불가리아

8.7%

147.3

몰타

-9.0%

74.9

덴마크

5.2%

134.7

아일랜드

-10.1%

82.7

프랑스

4.2%

134.1

오스트리아

-10.2%

114.4

룩셈부르크

3.7%

76.7

슬로베니아

-15.1%

97.9

핀란드

3.3%

126.7

헝가리

-15.7%

152.7

스웨덴

3.1%

129.3

루마니아

-16.4%

129.8

노르웨이

10.7%

137.8

스위스

-1.3%

102.7

크로아티아

-9.3%

N/A

-

-

-

주 1: N/A = not available(자료 없음).
자료: Eurostat.

※ 자료: Weekly Agra news(Agra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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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가입자
점검서 제출 요구

농림수산성,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가입자에게 점검서 제출 요구
 농림수산성은 2013년부터 배합사료의 가격 상승 시 보전하는 배합사료가격안정제

도에 가입하는 생산자에게 사료자급률 향상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는 점검서(check
sheet)의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음.
- 통상보전기금의 재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곡물에 대한 의존을 절감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목적임.
 배합사료가격의 상승으로 2011년 1/4분기이후 보전이 늘어나고, 생산자와 사료 업

체가 적립하는 통상보전기금의 재원이 고갈됨.
- 농림수산성은 2012년 9월, 정부와 업체가 거출하는 이상보전기금의 발동 기준
을 낮추는 동시에, 이상기금으로부터 통상기금으로 무이자로 보전 재원을 대
부하는 것을 정하였음. 11월말에는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이상기금을 늘렸음.
 농림수산성은 특례적인 지원 조치와 함께 축산 농가들에게 내년이후, 사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처 강화를 요청함. 세 개의 민간 통상보전기금과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한 결과, 이번의 점검서를 정하였음.
- 원칙적으로 가입자 전원에게 제출하게 할 방침임
 점검서에는 (1) 지역과의 제휴, (2) 업체와의 제휴, (3) 스스로 대응 가운데 선택하

고, 구체적인 대응을 열거한 항목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체크함.
- 우선순위는 (1), (2), (3)의 순서로 높음. 예를 들면 (1)의 어느 항목에 대처하고
있다면, (2), (3)을 체크할 필요는 없음.
 지역제휴에서는 ‘계약자(contractor)를 이용한 자급 조사료의 생산’, ‘TMR(혼합사

료)센터를 이용한 조사료의 이용’, ‘볏짚과 퇴비 교환’, ‘그 지방산 원료, 국산사
료를 이용한 브랜드화 판매’를 항목에서 열거하고 있음.
- 업체와의 제휴는 국산식품의 잔여물 등 국산원료를 사용한 사료의 이용을 상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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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대응에서는 ‘국산 조사료·볏짚만을 이용’ 등 항목마다 점수를 두고, 합
계 5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어느 것에도 대처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실행할 사항을 기입함. 단,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농지나 방목지를 이용할 수 없는 지
역에서는 제출을 요하지 않음.
 점검서는 각 기금이 회수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농림수산성에 보고하여 사료자급

율의 향상 대책의 검토 등으로 활용함. 전농계의 전국 배합사료공급안정기금은 JA
나 경제연합회 등으로부터 거출함. 동 기금은 2013년도분의 가입 계약을 시작하고
있으며 마감시한은 3월 15일임.
※ 자료: 日本農業新聞(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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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식량가격 급등으로 해외투자액 증가

우크라이나, 식량가격 급등으로 해외투자액 증가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이후 계속되었던 기나긴 농업의 정체에 변화가 태어난 것

은 2007년이었음. 식량의 국제시세가 급등하면서 농업생산의 확대 가능성이 큰 우
크라이나에 주목하게 됨.
- 예전에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흑토와 온난한
기후인 우크라이나에 해외에서 자금이 몰려들었음.
 경제 혼란기에 급속히 성장한 국내기업과 해외의 투자자들이 합병하여 농업에 진

출하였음. 외국계 투자자가 농지를 차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농지쟁탈이
시작’되었다고 보고됨.
- ‘애그로홀딩스’라 불리는 경영 규모가 수 만 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농업지주
회사가 곳곳에서 생겨났고, 해외자본에 의한 곡물물류시설 등도 정비되었음.
 곡물생산의 70% 이상은 이러한 지주회사 형태의 상업적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음.

정부 통계에 의하면, 농지면적 3,500만 헥타르의 60%를 법인체가 차지하고 있으
며, 대기업은 단순 곡물생산에서 축산 및 소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수직적 결합
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음.
 일부 대기업이나 해외자본에 의한 농업지배에 대한 위기감은 국내에 있음. 키예프

근교에서 농장 1,200헥타르를 경영하는 농부는 경쟁에 맡기면, 대기업이 우크라이
나 농업의 대부분을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풍부한 자금으로 판로까지 확보한 거대기업과의 경쟁은 가족경영에 있어서
너무나 불리한 조건임.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토지에 뿌리내린 가족농을 지원하고 유럽이나 미국

과 같이 안정된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 있다고 함.
 우크라이나 농업성의 경제개발부장은 농지매매 시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평균 규모가 100헥타르 정도의 가족농을 양성하고 싶다고 함. 2000년에 집단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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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체되었음. 현재는 개인의 농지소유가 몇 헥타르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시장이
없기 때문에 농가의 규모 확대는 어려운 편임.
- 정부는 시장정비를 시작으로 농지유동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임. 그러나 2005
년까지 예정하고 있었던 시장창설의 시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함.
 시장정비가 늦어지면서 대기업이 돈으로 농지임대를 진행하면서 과점화가 진행되

었음. 2010년에 식량의 국제가격이 안정되면서 해외자본의 유입은 줄어들었지만,
최근 가격이 올라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구(舊) 소련으로부터의 독립하면서
농지 제도를 대폭적으로 재검토함. 잇따른 정치 혼란 속에서 누가 우크라이나 농
업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심한 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있음.
※ 자료: 日本農業新聞(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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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GM 작물 안전성 보장 필요

GM작물에 대한 안전성 보장 필요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은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s)은 세계의 증가

하는 식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유전자
변형작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옥스포드 농업 협회연맹(Oxford Farming Conference)에서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은 EU

는 유전자변형 또는 GM 작물의 안정성을 위해 올바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
조함. GM 작물은 2011년 29개 국가, 1억 6,000만 헥타르(3억 9,500만 에이커)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세계 경작지의 약 11%에 해당함.
 비영리단체인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ISAAA)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GM 작물 재배국
이라고 밝힘. 여러 종류의 GM 작물을 재배하는 북아메리카는 지난 시즌에 세계 최대
의 옥수수 및 콩 수출국이었음. 그러나 EU에서는 GM작물 경작을 허가하지 않았음.
 패터슨은 GM작물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만 안전성과 이로운 혁신에 대한 사

람들을 안심시키는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언급함.
 영국은 농업과 관련하여 연구비로 연간 4억 1,000만 파운드(6억 6,600만 달러) 이

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재배하는 식품의 78%를 자급자족할 수 있음.
※ 자료: Bloomberg(http://www.bloomberg.com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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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법 개혁으로 소외 지역 쇠퇴 우려

농업법 개혁으로 소외 지역(僻地) 쇠퇴 우려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농업위원회는 EU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농업 정책

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지출 삭감을 위한 압박은 원거리의 소외된 지역사회를
쇠퇴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힘.
 EU의 원거리 소외지역에는 경작포기(land abandonment), 마을 감소 및 젊은 사람들

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옥스포드 농업 협회연맹(Oxford Farming Conference)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위원회의 논쟁을 가중시킨다고 언급함.
- 또한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예산에 대
해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것이 딜레마이며, 농촌
개발 예산의 삭감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더해지고 있다고 강조함.
 2015년 우유 할당량 폐지와 같은 정책은 낙후 지역(disadvantaged regions)에서 우유 생

산이 폐지될 것을 염려하는 일부 유럽의회 회원국들(MEPs)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음.
 EU 지도자들은 지난해 말, 미래의 농장 지출 수준에 대해 불확실성을 만든 2014-

2020년 기간의 예산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음.
- 옥스포드 농업 협회연맹(Oxford Farming Conference) 관계자는 적은 액수의 직
불금 지원을 받는 농업인들이 있는 신(新)EU회원국과 구(舊)EU회원국 사이에
농업 예산 회담의 긴장을 언급함. 유럽 의회의 농업위원회는 1월 23일에 공동농
업정책 개혁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임.
 이러한 논쟁을 초래하는 정치적 문제는 의회를 분리시킬 수도 있음. 긴축 예산 시

대에 새로운 회원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직불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부터 돈을 받는 것임.
※ 자료: Reuters(www.reuters.com,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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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계청, 농업부문 조사

호주 통계청, 농업부문 조사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은 세계 인구가 2012년 70억 명에서

2050년까지 9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하여 호주의 농업인들
이 증가하는 식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힘.
 2010/11년 호주 통계청의 농업센서스(Agricultural Census)에 따르면 호주는 13만

5,000개의 농업관련 사업이 있다고 발표함.
- 육우 사육업 28%, 양이나 육우에 사용되는 곡물 재배 9%, 기타 곡물 재배 9%,
특수 양 목장(sheep farming) 8% 등이 차지함.
- 다른 종류의 농업 사업으로 낙농 젖소 사육 6%, 양-육우 사육 5%, 포도 재배
4% 등이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십 년 동안 대형 농장이 농업 생산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

부분의 호주 농장은 10만 호주달러(8만 유로)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임.
 100만 호주달러 이상의 대형 농장은 약 6%인 7,700개로 소규모 가족경영(family

owned businesses)에서부터 대규모 기업에 이르는 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가짐.
 2010/2011년의 총 농업 생산의 가치는 460억 달러로 GDP의 2.4%를 차지하였음.

대부분의 농장은 육지면적 면에서 작은 편임.
 호주 대륙의 절반을 넘는(53%) 4억 1,0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총 농업 용지와 50만 헥타르 이

상을 차지하는 소수의 거대 농장이 있음.
- 퀸즐랜드는 81%로 농업 용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태즈메이니아는 24%임.
 2011년 호주에는 곡물 재배 및 축산업자 22%, 육우 사육인 20%, 낙농인 8%로 15

만 7,000명의 농업인이 있었음. 30년 동안 2011년까지 작은 농장을 큰 규모의 농업
인들에게 팔고, 소수의 젊은 사람들은 가족 농장을 인수하여, 농업인의 수는 10만
6,200명으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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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통한 세계의 식량 공급
 UN 및 FAO의 전망대로, 세계의 식량 공급은 2050년까지 70%의 증가가 요구됨.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는 식량 순수출국(net exporter)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30년 동안 호주 농장의 수출 가치는 연평균 5% 증가하여 82억 호주달러에서
325억 호주달러로 상승하였음.
 매년 약 10%의 비(非)농산품 및 서비스 수출의 높은 성장은 호주 농업 비중의 감소에

서 비롯됨. 농업 수출비중은 1980/81년에 36%에서 2010/11년에 11%로 하락하였음.
 2010/11년 총 농장 수출의 54%는 밀 17%, 와인 6% 등 작물에서 비롯된 반면 나머지

46%는 쇠고기, 송아지고기 13%와 양모(wool) 9%를 포함하여 축산부문에 의한 것임.
 호주 농장 수출의 대부분은 10년 전에는 7%를 차지하였으나 2010/11년에는 총 가

치의 14%를 차지하였음.
- 호주의 수출에서 인도네시아는 8%를 차지하며 13% 이상은 일본으로 수출됨. 중동
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10%를 차지하며, EU와 미국은 각각 8%, 7% 수출되고 있음.
그림 1 2011년 호주 농지 이용 비율

자료: ABS 2011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 자료: Weekly Agra news(Agra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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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원산지증명서 2013년부터 온라인 신청

말레이시아, 원산지 증명서 신청 2013년부터 전면 전자화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제휴협정(EPA)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2013

년 1월 1일부터 모두 전자화됨.
- 현재는 매뉴얼 신청과 온라인(on-line) 신청이 둘 다 가능하지만, 1월부터는 원
칙적으로 온라인 신청만 됨. 국제무역산업성(MITI)은 전자화로 국제무역산업
성에 있어서 비용 분석의 심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기업 측
의 수속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FTA의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함.

모든 FTA에서 온라인(on-line) 신청에 단일화
 FTA 및 EPA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에는 수출자 등록(제1단계), 원산성

(原産性) 수출 전 검사(제2단계), 원산지증명서 발행(제3단계) 등 3개의 단계를 밟
아야 함.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MITI가 담당하고 있음.
 원산지증명서 신청에서는 제품의 제조 공정이나 원가구성(原価構成) 자료를 제출

하고, 사전에 원산성의 수출 전 검사(Cost Analysis, CA)를 받아야 함.
표 1 말레이시아 원산지증명서 취득 방법
신청수속과정

매뉴얼 신청

온라인 신청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제1단계

수출자등록
(최초에만)

없음

무료

2일

500린키(중소기업은 200린키)

제2단계

원산성 수출전 검사

7일

무료

5일

제3단계

원산지증명서 발행

2일

무료

1일

아래 ①, ②에서 선택 가능
① 연간등록료 200린키, 1회 승인
에 5린키+6%서비스세
② 연간신청 50회까지 E-Value
플랜: 연간등록료는 없음. 1회
승인에 8린키+6%서비스세

주: 1린키는 원화로 336.81원. 500린키는 168,4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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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되는 제품이 원산지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로 원
산지증명서의 취득에 있어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 동 검사가 종료되
면,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이 가능해지며 발행에는 1∼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림.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매뉴얼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함. 매뉴얼 신청의

경우, MITI의 본성 혹은 지방국에 직접 신청함. 온라인 신청은 2009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신청자가 중소기업이나 지방의 경우, IT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매뉴얼과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여 운용해 왔음.
 2013년 1월부터는 매뉴얼 신청을 폐지하고, 온라인 신청만을 접수한다고 함. 온라

인 신청은 정부 관련 회사 다간 네트 테크놀로지(Dagan Net Technologies)가 운영함.
- 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의 명칭은 ‘e-PCO’임. e-PCO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체결하고 있는 모든 FTA의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이 가능함.
 단, MITI는 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이 4시간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또는

종일 정전일 경우(전력 서비스업자로부터의 증명서가 필요)에는 매뉴얼 신청을 접
수한다고 함.
표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FTA
일반특혜관세

GSP

ASEAN물품무역협정

ATIGA

ASEAN - 중국FTA

ACFTA

ASEAN - 한국FTA

AKFTA

ASEAN - 인도FTA

AIFTA

ASEAN - 호주·뉴질랜드FTA

AANZFTA

ASEAN - 일본포괄적경제연계협정

AJCEP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FTA

MNZFFTA

일본·말레이시아 EPA

MJEPA

말레이시아 파키스탄경제연계긴밀화협정

MPCEPA

말레이시아 인도 포괄적경제협력협정

MICECA

자료: MTI자료.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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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말라위 농촌 교육 지원

미국 해외농업청, 말라위에 도와 교사양성대학(Dowa Teacher Training
College) 건립
 말라위 농촌의 학생들은 미국 해외농업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의 식량지

원계획(Food for Progress, FFP) 프로그램 덕분에 자격을 갖춘 초등학교 교육자들에
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
 도와 교사양성대학(Dowa Teacher Training College)은 식량지원계획 자금으로 비영리

국제개발기구인 플래닛 에이드(Planet Aid)에 의해 정부민간합작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세워져, 11월 30일에 개교함.
- 미래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동 학교에 입학하여 제한된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
한 필요한 기술에 초점을 맞춰 핵심 과목, 식품 영양 교육 및 농촌 개발 등에
대하여 학습할 것임. 연간 250명 이상의 교사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됨.
 개교식에서 말라위의 미국 대사 제나인 잭슨(Jeanine Jackson)은 동 학교는 미국과

말라위간의 성장하는 파트너십과 강한 협력의 증거로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함.
 미국 해외농업청은 대학 외에도 말라위의 농촌사회의 소득 증진 및 농업개발을

위해 교육, 훈련 및 자원 등을 농업 단체들에게 지원함. 또한 말라위의 다양한 역
량강화를 위해 비영리자선단체인 ‘Development Aid from People to People’과 ‘Planet
Aid’가 지원하는 식량지원계획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밀 3만 미터톤을 기부함.
 도와 교사양성대학은 말라위에서 자격을 갖춘 교육자를 양성하여, 말라위는 보편

적인 초등교육으로 UN 새천년 개발목표를 충족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음.
- USDA는 아프리카의 농촌 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전 세계 농촌 사회를 돕기
위해 대학 공개행사를 개최하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식량지원계획 프로젝트는 100개 이상임.

해외농업청의 웹사이트에서 식량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 자료: USDA FAS(http://www.fas.usda.gov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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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지방세 폐지 발표

덴마크 재무성, 지방세 및 설탕세 폐지
 2012년 11월 11일, 덴마크 재무성은 2013년의 국가 예산에 관한 협정이 정부와 연

립 여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의 하나로 ‘지방세와 설탕세
의 폐지’를 들었음.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는 식품 중 포화지방산(지방을 구성하는 화합

물의 하나)에 과세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최초의 제도로 주목받았지만, 약 1년간이
라는 단기간에 폐지되게 되었음.
 재무성의 공보 및 동 협정에 의하면, 지방세와 설탕세의 폐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결과적으로 역누진세가 되었고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소비자 가격 및 기업의 관리 비용을 높여 덴마크의 고용의 위험을 초래함.
- 덴마크 국민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고, 국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조장함.
 금번 지방세 폐지에 의해, 기업의 관리 비용은 전기난방에 관한 세율의 저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240만 덴마크 크로네4)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식품업계는 지방세 폐
지를 환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폐지 소식을 받고, EU역내의 식품기업으로 구성된 푸
드 드링크 유럽(Food Drink Europe)은 폐지를 환영하는 공보(公報)를 발표하였음.
 지방세 및 설탕세는 (1) 소비자에 있어서는 식품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며, 국

경을 넘은 구매 행동과 지역의 고용을 상실시키고, (2) 기업에 있어서는 관리와 세
금징수의 부담을 주고, (3) 유럽 최대 제조업인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빼앗고, (4)
비만을 해소하는 등 식생활 개선에서 소비자행동에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음.
※ 자료: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2012.11.11)

4) (1덴마크 크로네=189.16원 2013년 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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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농업 물물교환식 거래 증가

증가하는 농업분야의 물물교환식 거래
 브라질 농산업의 공급업자들은 브라질에서 구(舊)방식인 물물교환식 거래로 40% 가

량 사업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게 동 시스템을 다루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농약 제조업체 및 기타 공급업체들은 식품공급사슬5)에서 파이낸싱 갭6)(financing

gap)을 줄이기 위하여 작물의 종자와 비료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가난한 국가에서 농업은 급증하는 인구와 풍요로운 식생활로 인해 급성장하는 산

업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농업에 의존하는 소규모 자작농들은 수확 시기 전에 종
종 현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스위스의 농약 회사인 신젠타(Syngenta)는 이를 해결하고, 외환 및 상품 가격의 변

동성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약 10년 전에 물물교환 실험7)을 시작함.
- 신젠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책임자인 안토니오 구이마라에스(Antonio Guimarães)
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신젠타 매출의 40%는 물물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함.
 신젠타의 라이벌인 몬산토(Monsanto)사도 브라질 매출의 10%는 물물교환식 거래를 통

해 이루어지고, 이 같은 방식이 앞으로 3년 동안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라보뱅크의 상임이사는 물물교환 거래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

으며, 유용한 단기적인 도구라고 언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함.
- 장기적으로 소규모 자작농들에게 구입 및 판매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주기를 원함. 물물교환의 정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떤 것으로든 보답해야 하는 것임.
※ 자료: Financial Times(www.ft.com 2012.12.12)
5)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fork chain.
6) 자본지출에서 내부 자금 및 재고가치평가 조정을 제한 것.
7) 10년 전 브라질 커피농가에 작물보호제를 제공하고 돈 대신 커피를 받으면서 물물교환식 거래를 한 게 시초임.

232 |

2013. 1

멕시코, 비만과 당뇨병을 염려한 소비시장 변화

멕시코, 남녀노소 불문하고 비만과 당뇨병 심각
 탄산음료의 소비가 많고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멕시코에서는 어린이

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비만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당뇨병환자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으며, 당뇨병은 멕시코인의 최대의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우려로 소비 시장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식
품과 의약품 시장에서 이들에 배려한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OECD가맹국 중 미국에 뒤잇는 비만 대국
 OECD의 데이터에 의하면, 멕시코는 OECD가맹국 중 미국 다음으로 성인 비만

(BMI 30 이상)8)비율이 높고, 성인의 30% 이상이 비만임. 특히 여성의 수치가 높으
며 어린이의 과체중(BMI 25 이상)도 심각함.
 보건성이 약 6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ENSANUT)에 의하면,

2012년 성인의 38.7%가 과체중, 32.7%가 비만으로 합계 성인 인구의 71.4%에 달
함. 어린이나 청년층의 과체중·비만도 심각함. 5∼11세의 어린이에서 34.4%, 12∼
19세에서 34.9%가 BMI 25 이상임. 1999년과 2006년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어린이
나 청년층에서는 확실하게 비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당뇨병 환자수 세계 6위
 비만 비율의 고조는 생활습관병 확대를 초래하고 있음. 국제당뇨병연합(IDF)의

2012년의 추계 데이터에 의하면, 멕시코의 당뇨병 환자수(성인)는 약 1,060만 명으
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음.
 유병률(인구에 차지하는 환자수)로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음. 당뇨병환

자수의 상위 10개국 가운데, 멕시코의 유병률은 15.0%로 이집트에 다음인 2번째

8) BMI(Body Mass Index) = 체중(kg)/신장(m)×신장(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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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음. 전술한 국민건강영양조사(ENSANUT)에 의하면, 2012년의 멕시코의 유병
률은 18%로 추계되어 보다 심각한 수치임을 알 수 있음.
 병에 걸리는 비율(일정 기간의 병든 신규 발생률)을 보아도, 당뇨병(2형)은 10번째

로 감염률이 높은 병으로 2010년은 10만 명당 388건임. 주요 질병의 과거 10년간
의 감염률 변화를 보면, 위생환경의 개선으로 감염증은 저하되고 있지만, 고혈압
이나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은 증가 추세에 있음.
 당뇨병에 의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음. 국립통계지리정보원(INEGI)의 사망 통계

에 의하면, 2011년에 8만788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모든 사망 원인의
13.7%로 가장 높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당뇨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까지 포
함하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수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비(非)탄산음료 소비 증가
 비만이나 당뇨병의 확대로 국민의 식생활을 서서히 바꾸고 있음. 멕시코의 1명당

코카콜라 소비량은 세계 1위임. 코카콜라에 의하면, 국민 1명당 2011년 연간 코카
콜라 소비량은 728병(236㎖ 기준)으로 2위인 칠레(460병), 3위인 미국(403병)을 크
게 상회하고 있음.
 식사와 함께 콜라 등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멕시코식(式) 문화로 일본과 같이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은 아직 소수파에 불과함. 또한 미네랄워터보다 탄산음료가
저렴하고 보관성이 좋아 빈곤층에서도 탄산음료의 소비가 많음.
- 그러나 포함된 당분이 많기 때문에 탄산음료의 소비, 특히 어린이의 소비에
대해서는 문제시 하는 의견이 많아 2010년 이후 공립 초·중학교의 구내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음.
 최근 소프트드링크(soft drink) 시장에서는 탄산음료 이외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시장조사 회사 유로모니터 데이터에 의하면, 보틀(bottle)용 음료수, 과실·채소 주
스, 차 등의 판매가 소프트드링크 시장 전체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기세로 성
장하고 있음. 한편, 탄산음료는 5년간 4.8%의 성장에 머무르고 있음.
 의회에서는 현재, 탄산음료에 생산·서비스 특별세(IEPS, 주류나 담배 등 특정 품목

의 소비에 과세하는 간접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심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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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대하여 멕시코 소비제품산업평의회(ConMexico) 등 관련 업계는 동 과
세로 음료소비가 26% 감소하였고, 12만5,000명의 고용이 상실되었다고 반대
하고 있음.

대체 감미료 사용도 증가
 칼로리나 함유 당분에 관한 배려로 최근은 비(非)당질계 감미료의 판매가 증가하

고 있음. 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를 판매하는 메트코(Metco)의 사장에 따르면, 설
탕의 판매량은 매년 0.5%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저칼로리 대체 감미료
의 판매는 15% 증가하고 있다고 함.
 전국제조업회의소(CANACINTRA) 설탕위원회의 데이터에 의하면, 대체 감미료시

장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영국 테이트 & 라일(Tate & Lyle)의 스플렌다(Splenda)로
미국 메리산트(Merisant)의 칸데렐(Canderel)이 7%로 뒤따르고 있음.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의 소비도 성장하고 있음. 제당 대기업의 GAM은 ‘아그로

스테비아’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등 타국에서 높은 수
확률을 기록한 스테비아 품종을 도입하여, 태평양 해안의 나야리주(州)에서 대규
모 재배를 할 계획임. 스테비아는 5년 후에는 저칼로리 감미료시장에서 3위가 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초콜릿과 과자를 제조하는 업체도 당분이나 칼로리에 중점을 둔 제품을 고안하고

있음. 특히, 학교에서의 설탕과자나 스넥바류의 판매 제한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응을 강요하고 있음.
- 제조업체는 기술개발 부문을 강화해서 저칼로리나 저당분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편 상품포장의 사이즈를 작게 하여 섭취 칼로리나 당분을 적게 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음.

당뇨병 관련 비즈니스에 착안한 기업도 있어
 비만이나 당뇨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사업의 기회로 찾아내는 기업도 있음.

월마트 멕시코는 11월 13일, 계열 소매점포 체인에서 ‘당뇨병을 위한 강습회
(Jornada por la diabetes)’라 명명한 캠페인을 시작하였음.
 월마트 그룹은 이전부터 슈퍼마켓 점포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15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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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회사와 협력하여 개인브랜드의 일반적인 의약품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약품
을 판매하고 있음.
- 금번의 캠페인에서는 동 사의 슈퍼마켓 체인을 통해서 250종류가 넘는 당뇨
병치료약을 5∼15%의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동시에, 당뇨병이나 비만에 관
한 강습회나 서적 소개, 일부점포에서는 무료 진단 및 검사 등도 실시하였음.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2.20)

자료작성: 이혜은 연구원, 최양규 인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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