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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 ․ 농정 동향

EU, 2013 CAP 개혁 관련업계 반응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3년 6월 26일, 201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의
한 정책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동 개혁 내용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응은 이
하와 같음.

생산자 단체 반응
m EU 최대 생산자 단체인 유럽농업조직위원회 유럽농업협동조합위원회(Copa-Cogeca)
는 금번 CAP개혁에 대하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생산자 및 농업조직의 강화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힘.
- 새롭게 추가된 환경조치(Greening)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면서 유연성이 높
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발표함.
- 또한 향후 예상되는 식량수요 확대에 대처한 식량생산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농업시장에서의 극단적인 가격변
동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함.
- 한편 동 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현행 환경보호대책의 대부분은 그대
로 새로운 환경조치에 반영되어 있어 반색을 표함.

소규모 생산자 단체 반응
m 소규모 생산자 단체는 새로운 CAP개혁의 내용에 대하여 생산에 따른 직접 지불의
확대나 초기 면적을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의견임.
- 한편, 보조금의 재배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임. 소규모 생산자

新

단체의 하나이면서 신( )가맹국의 생산자로 구성된 유럽농민협회(European

舊

新

Coordination Via Capesina)는 ‘구( )가맹국과 신( )가맹국의 사이에 존재한 격

是正)된다’고 하면서도, ‘국내의 격차 시정(是正)은 여전히 진

차는 향후 시정(

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명함.
- 또한 원유 쿼터가 폐지되는 것에 낙담하여 더욱 많은 낙농업자가 폐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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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고 강조함.

환경 단체 반응
m 환경보호단체의 대부분은 금번 CAP개혁에 대하여 ‘환경배려가 결여’ 되고, 본 단
체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환경에 대해 한 걸음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함.
- 금번 개혁의 대부분은 몇 개의 다국적기업이나 경영자에게만 이익을 초래할
뿐, 환경이나 소규모생산자, 신가맹국에게는 재해라고 주장함.
- 환경관련 주요 대책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결국 많은 조치
는 소득 보상을 유지하기 위해 모양만 바꾼 것이라며 환경보호에 대한 CAP개
혁의 어두운 면을 강하게 주장함.

CAP 개혁의 초점
m CAP개혁의 초점의 하나는 생산자 소득을 유지하는 ‘직접지불’ 가운데 30%를 ‘환
경조치’로 지출한다는 점임.
- EU의 경제재건, 고용 확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는 가운데,
여전히 농업부문에 EU 공동 예산의 약 40%가 투입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환경조치’를 전면으로 내세워 단지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 지역을 보호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강하게 호소
하는 것에 그 주목적이 있음.
m 금번 합의에서는 환경조치의 수급 조건인 ‘생태중점지역 할당’이 7%에서 5%로 낮
추는 등 EU집행위원회의 ‘국제시장을 의식한 시장 강화’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당
초 제안부터 요건이 완화되어 환경단체의 강한 비판에 시달림.

※ 자료: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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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특혜관세 원산지규칙 개정

원산지규칙의 지역누적 관련 조항(2454/93의 86조) 변경
m 금번 EU집행위원회 실시 규칙(530/2013)은 관세법 (2913/92) 및 그 실시 규칙
(2454/93)을 개정하는 것임. 특히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의 원산지규칙에서의 지역누적에 관한 조항(2454/93의 86조)변경은 기업 활동
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원산지규칙 개정 핵심은 지역누적 그룹의 변경
과 지역누적의 적용 조건 추가[1조 (6)]임.
m 지역누적이란 A국 원산의 재료가 B국에서 작업 또는 가공될 경우, A국의 원재료
도 B국 원산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임.
- EU에서는 누적에 편입하는 국가를 4개로 그룹화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그 지
역 그룹 내 국가 간에서만 누적 제도가 운용됨. GSP 세제 우대를 받기 위해서
는 GSP 대상국 원산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개정된 지역누적을 활용하여 원산
성을 획득하는 것이 용이해짐.
-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EU에 수출하는 어떤 제품의 GSP의 원산지 기준이 부
가가치 50%이었다고 함. 통상, 누적 규정이 없으면, 베트남만의 부가가치에서
50%이상의 원산성을 만족하는 제품이 아니면 GSP 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지역누적을 활용하면, 같은 그룹 I의 캄보디아 원산의 부가가치 20%
의 산품을 베트남에서 부가가치 30%분의 작업·가공을 했을 경우, 캄보디아의
20%도 베트남 원산으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의 부가가치 30%에 캄보디아에
서의 부가가치 20%도 적산하여 합계 부가가치 50%를 만족할 수 있음.
- 이렇게 하여 동 제품이 베트남에서 EU로 수출되는 경우 GSP의 대상이 되는
구조임.

적용에는 새로운 조건도
m 금번 개정에서는 그룹I에서 싱가포르가 제외되었고 미얀마가 추가되었음. 또한 지
역누적 적용 조건으로서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시점에서 누적 대상이 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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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익국’ 이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 2014년 1월 1일 이후 수익국, 즉 GSP가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지역
누적의 대상이 되지 않음. 2012년 11월에 발효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GSP 신규칙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특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결정됨.
-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초부터 말레이시아와 브라질, 2015년 초부터는 태국도
같은 나라 원산의 물건을 지역누적에 편입할 수 없게 됨. 즉, 말레이시아 원산
의 원재료를 베트남에 가져와 작업·가공하여도 2014년 초 이후는 베트남 원산
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엄격해짐.

기(旣) 진출 기업 대처 촉구
m 현재 ‘차이나플러스원(China plus one)’1)으로서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일본 업체
활동은 활발한 편으로 생산 거점을 구축한 기업도 많음. 이 기업 중에는 지역누적
을 활용하여 EU에 수출하고 GSP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도 다수임.
- 향후,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이 지역누적의 적용에서 제외될 영향은 크며, 같
은 나라의 지역누적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검토하고 있었던 기업은 대처
가 필요한 상황임. 경우에 따라 공급망이나 기업전략을 대폭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m 한편, 미얀마는 2013년 4월 제재 조치 해제, 6월 29일에 GSP조치의 재개를 결정한
규칙이 관보에 게재되었음. 7월 19일에 발효되었지만 적용은 2012년 6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감.2) 이러한 움직임으로 미얀마도 GSP 지역누적 대상에도 추가된 것
이라고 보임.

※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2013.07.11)

1) 중국으로의 투자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굳이 중국 한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병행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일정 규모의 투자와
상거래를 확장하여 위험 분산과 저감을 도모하는 것임.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후보지로는 인도, 베트남 등 다수의 아시아 국
가들이 거론됨.
2) ILO가 2012년 6월 13일 미얀마의 노동 환경개선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것이 EU의 對미얀마 GSP 복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적용은 동일까지 소급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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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4~2016년도 양봉업 지원 예산 확대

EU집행위원회, 2014~2016년도 양봉업 예산 연간 3,310만 유로 승인
m 지난 7월 19일 EU집행위원회의 동물제품관리위원회는 EU의 차기 2014~2016년도
양봉 프로그램(beekeeping programs) 지원규모를 연간 3,310만 유로로 확정함. 이는
기존 프로그램(2011~2013연도)의 연간 지원 예산에 비해 110만 유로 증가한 것으
로, 7월 1일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한 유럽연합(28개국)의 확대를 반영한 것임.
-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꿀 순 수입국으로 특히 꿀 가공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 현재 유럽연합 내 꿀 생산량은 국내 소비의 약 60%를 충족하고 있음.
m 유럽연합은 국가적인 양봉 프로그램을 통해 양봉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지원함. 본

① 양봉가 기술지원 및 양봉가
그룹 구축 지원, ② 진드기병 억제, ③ 벌통 이동생산 경영합리화, ④ 꿀 효과 분
석, ⑤ 벌통 재고보충, ⑥ 양봉부문 응용 연구 등임.
프로그램 체계 하에서 지원되는 6가지 프로그램은

m 양봉 기술지원은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꿀의 생산 및 판매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기술지원 관련 프로그램으로 양봉가 교육과정, 기타 교육훈
련 및 벌 사육, 질병 예방 등이 있으며 또한 꿀 수집, 포장, 저장, 운송, 유통에 관한
양봉 생산자 그룹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간 정보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m 진드기 억제 프로그램의 목표는 양봉 관련 질병 방제 및 예방을 통한 꿀 생산 비용
감소임.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은 유럽연합 내에서 꿀벌 집단의 손실을 야기
하면서 꿀의 생산량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있음.
- 양봉 과정에서 진드기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꿀에 어떠한 잔
여물도 남기지 않는 승인된 제품 사용을 통해 진드기를 처치할 수 있음. 본
프로그램은 양봉가들이 승인된 적합한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함.
m 벌통 이동생산 경영합리화 프로그램은 개화기동안 유럽연합 내 양봉가의 벌통 이
동을 관리하고, 양봉가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 정보를 제공함. 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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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벌통 이동 등록제, 이동 장비 투자, 꿀 종류 지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됨.
m 꿀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은 꿀의 식물학적 기원에 따른 다
양한 특성을 연구하여 양봉가들에게 꿀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꿀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1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연도별 양봉프로그램 지원 예산
회원국
벨기에

2014

2015

2016

232,420

232,463

232,178

불가리아

1,134,101

1,134,312

1,132,919

체코

1,165,776

1,165,992

1,164,560

168,949

171,162

179,323

1,533,581

1,533,866

1,531,982

82,800

82,800

82,800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33,871

33,878

33,836

그리스

2,825,000

2,825,000

2,850,000

스페인

5,302,305

5,303,289

5,296,775

프랑스

3,527,263

3,527,918

3,523,585

크로아티아

1,060,725

1,060,922

1,059,619

이탈리아

2,839,003

2,839,530

2,836,042

키프로스

96,920

96,938

96,819

라트비아

180,677

180,711

180,489

리투아니아

312,557

312,615

312,231

룩셈부르크

16,826

16,829

16,808

2,347,032

2,347,467

2,344,584

6,774

6,776

6,767

네덜란드

165,131

157,375

160,895

오스트리아

811,713

811,863

810,866

헝가리
몰타

폴란드

2,761,211

2,761,724

2,758,332

포르투갈

1,222,022

1,222,249

1,220,748

루마니아

3,341,845

3,342,465

3,338,360

슬로베니아

360,057

360,124

359,681

슬로바키아

549,483

549,585

548,910

핀란드

107,801

107,821

107,689

스웨덴

323,404

323,464

323,067

영국

590,752

590,862

590,136

33,100,000

33,100,000

33,100,000

EU 28개국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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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벌통 구매 지원 프로그램은 여왕벌 생산을 촉진하고, 봉군(bee colonies) 구매 촉진 사
업을 통해 손실된 꿀벌 개체수를 만회하고자 함.
m 양봉 부문 응용연구 지원 프로그램은 양봉 및 양봉제품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
력을 통해 꿀 품질을 향상시켜 양봉가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
m 각 회원국은 향후 3년간 양봉 프로그램 실행 계획 및 소요예산을 첫 해 4월 15일
까지 작성 및 제출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지출
한 국가양봉프로그램 비용의 50%를 지원함. 각 회원국별 지원 규모는 <표 1>과
같음.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국가는 스페인으로 연간 530만 유로를 지원받으며
프랑스(352만 유로), 루마니아(334만 유로) 순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07.19), Weekly Agra News(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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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안전강화법 규제안 공개의견
공모 기한 연장

식품 안전 규제 강화

案

m FDA는 2013년 1월 4일, ‘식품안전계획 규칙’과 ‘채소 과일 안전기준’의 규칙안( )
을 공표하고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 공모를 시작함. 2월말이후부터 워싱턴을 시
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음.
- 3월 11일 시카고에서 실시된 공청회에서는 식품안전사고 피해자도 다수 참가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에 의한 사고로 가족을 잃
은 슬픔을 토로하며 빠른 시기에 강화법의 전면적인 시행을 요청하였음.
- FDA의 담당관은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먹을거리 안전에 종사
하는 당국자로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짐.
m 동 공청회에서 다수의 소비자 단체는 식품안전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규
칙안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를 요청함.
- 한편, 식품관계자, 농업단체, 지방 정부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비용이 증
가하여 경영을 압박한다며 적용 면제 규정의 확대나 경감 조치를 요청함.
FDA는 이러한 다수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식품안전계획의 최종규칙 제
정 작업을 진행한다고 함.

위해분석과 예방적 관리 조치 의무화
m 식품안전계획 규칙안에서는 지금까지 수산식품이나 주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위
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에 의한 위생관
리의 대상을 거의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자는 것임.
- 동 규칙안은 식품관련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위해분석
및 예방적 관리 조치의 실시·문서화를 의무화함.
m 위해분석 대상시설은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식품의 종류마다 위해를 특정,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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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예방적 관리 조치에서는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
또는 방지하는 것 등을 보증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가열 처리, 산성화, 식품조사, 냉장 냉동에 의한 위해관리, 공정관
리, 식품 알레르겐(allergen)3)관리, 위생관리, 리콜 계획 등임.
- 예방적 관리 조치를 검증 시, 이하의 항목을 만족하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
화할 수 있음.
- (1) 예방적 관리 조치가 타당한 것, (2)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것, (3) 적절한 개
선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 (4) 예방적 관리 조치가 계속적으로 실시되는 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관리에 효과적인 것 등임.
m 또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경 시, 또는 적어도 3년에 1회는 식품안전계획을
재분석하는 것도 의무화할 수 있음.
- 기록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계획, 모니터링 기록, 훈련 기록 등을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함.

‘적격시설’적용 면제
m 적용 면제가 되는 ‘적격시설’ 규칙안에서는 식품안전계획 책정·실시 의무의 적용
면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적격시설’을 이하의 두 가지로 하고 있음.
- 첫 번째는 연간 평균 매상이 50만 달러 미만, 매출의 반 이상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현지 소매업자, 음식점에 판매하는 시설임. 여기에서 말하는

州

‘현지’ 란 주( )내 또는 반경 275마일4) 이내를 의미함.

案

- 다른 하나는 ‘영세기업’임. FDA안( )에서 영세기업을 식품의 연간 총 매상이 25만
달러 미만, 50만 달러 미만, 100만 달러 미만 등 세 가지로 제시 및 정의하고 있음.
- FDA는 규칙안의 의견 공모 분석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따라
서 FDA가 최종규칙을 공표하는 것은 빨라도 2013년 말 혹은 2014년 초로 예상됨.
m 규칙안의 시행은 식품안전계획의 책정·실시의 의무화에 대하여 최종규칙 공표의
1년 후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음. 단지 ‘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후, ‘영세기업’은 3년
후부터임.

3)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물질.
4) 1마일(mile)은 약 1.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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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소기업’이란 종업원 500명 미만인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적용 면제
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을 말함.
m 일본의 식품관련 시설은 식품안전계획의 책정·실시의 의무화까지 의견 공모 분석
에 걸리는 1년과 집행 유예 1년을 포함 적어도 뒤 2년의 기간이 있게 됨.
- 시설의 규모나 상황, 식품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지만, HACCP방식에 의한 위
생관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의 기간을 필요로 함.
- 각 기업의 품질 보증·품질관리 담당자는 서둘러 규칙안의 의무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동 방식에 의한 위생관리의 도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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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ERS, 세계식량안보평가 보고서 발표

USDA ERS, 76개국의 2013~2023년 식량안보 현황 및 전망
m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는 세계은행
이 분류한 식량원조 수혜국 및 식량안보 불안정성을 경험한 중저소득국가의 식량
불안정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함.
- 2013년 식량 불안정 상황5)에 처한 인구는 약 70,700만 명으로 2012년에 비해
300만 명 증가함.
- 2023년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한 인구는 86,800만 명으로 약 23%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됨. 이는 2013년 전체 인구의 20.4%가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한 것
에 비해 2023년 21.5%로 증가한 것임.
m 모든 소득분위의 사람이 충분한 영양 상태(2,100칼로리 이상)에 있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식량의 양을 나타내는 분배차이(distribution gap)는 2023년에 2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한편 다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여전히 세계에서 식량 불안정 정도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남.
m 식량안보는 국내식량생산량, 식량수입량, 식량접근결정요인과 같은 식량 이용가
능성(food availability)에 따라 결정됨.
- 본 연구에서는 식량생산, 식량수입능력, 각 국가별 분배량을 통해 국가별로
2013년 식량안보 현황을 측정하고 2023년의 식량안보 상황을 전망함.
m 본 보고서의 식량안보 기준은 개인이 하루에 2,100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을 섭취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본 보고서에서 포함한 농산품은 곡물, 근채류, 기타식
품으로 ‘식량’으로 간주하여 예로 곡물의 경우 1g당 3.5칼로리, 괴경작물(tuber)의
경우 1g당 1칼로리임. 결과적으로 1톤의 괴경작물은 0.29톤의 곡물과 동등하며 포
함된 농산품이 연구대상 국가에서 계산된 칼로리의 100%를 차지함.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세계식량안보평가모형은 2013년 3월에 업데이트한

5) 식량 불안정 상황이란 1인당 하루 2,100칼로리 미만을 섭취하는 상황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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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N식량농업기구(FAO)의 생산 및 수입 측정 자료에 기초하였음.
m 식량소비와 식량접근성 평가 대상국은 총 76개국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39개국, 북아프리카 4개국, 중남미 11개국, 아시아 22개국임.
m 본 보고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음. 국내식량공급량(domestic food
supply)이란 국내생산량에 구매물량, 식량원조수입량을 포함한 규모임. 식량이용
가능성(food availability)은 식량총공급물량에서 사료, 음식물낭비와 같은 비식량용
도물량과 수출물량을 제외한 양임. 수입의존성(import dependency)은 식량공급량에
서 수입물량의 비중임. 식량소비(food consumption)란 식량이용가능성과 동일함. 식
량 불안정상태란 1인당 식품소비량이 하루에 2,100칼로리 미만인 상황을 일컬음.

지역별 식량 불안정 인구 현황
m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한 인구는 2012년 24,900만
명에서 2013년 25,400만 명으로 약간 증가함. 동지역에서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
한 인구는 전체인구의 30% 이하로 추정되나 지역에 따라 비중이 상이함.
- 주로 서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21개국의 식량 불안정 수준은 20%이하이나, 9
개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부룬디,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레소토, 잠비아,
짐바브웨, 라이베리아)의 식량 불안정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에 달함.
m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9개국의 인구는 76개국 전체 인구의
25%이나, 2013년 기준 76개국 식량 불안정 인구의 36%를 차지함.
- 한편 아시아(22개국) 인구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76개국 전체 인구의 76%
이나, 식량불안정상태에 처한 인구의 비중은 전체의 57%임. 아시아 내에서
식량불안정 상황에 처한 인구는 전체 아시아 인구의 18%으로 추정됨.
표 1 지역별 식량 불안정 상태 추정 인구수
지역
년도

전체

아시아

2012

704

402

2013
2023

707
868

403
448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2

0

249

50
47

0
0

254
373

중남미
백만 명

자료: USDA ERS,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13-2023. USDA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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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각 지역별 식량안보 충족물량6)에서 이용가능 식량물량7)을 제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m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76개국 식량 부족물량의 약 60%를 차지하여 저
소득가구의 낮은 식량 접근성 및 불안정한 식량상황을 나타내었음.
표 2 지역별 추정 부족 식량 물량
지역
년도
전체

아시아

중남미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백만 톤
2012

15.0

4.2

1.2

0

9.7

2013

15.4

5.0

1.1

0

9.2

2023

19.7

5.4

0.8

0

13.4

자료: USDA ERS,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13-2023. USDA ERS.

m 지역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음. 76개국 중 식량불안
정 인구비중이 40%이상인 국가는 총 26개국임.
- 2013년 아시아의 식량 불안정인구수는 403백만 명으로 인도 255백만 명, 아프
가니스탄 31백만 명, 인도네시아 25백만 명, 예멘 24백만 명, 북한 22백만 명,
필리핀 20백만 명 등임.
- 같은 해 중남미지역의 총 식량불안정 인구는 50백만 명으로 과테말라 11백만 명,
아이티 9백만 명, 에콰도르 8백만 명, 볼리비아 5백만 명, 콜롬비아 5백만 명 등임.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총 식량불안정인구는 254백만 명으로 콩고 71백만
명, 에티오피아 35백만 명, 케냐 26백만 명, 모잠비크 10백만 명, 소말리아 10백만
명, 탄자니아 10백만 명, 부룬디 9백만 명, 수단 9백만 명, 짐바브웨 9백만 명 등임.
m 76개국의 지역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중 및 부족식량 물량을 요약하면 <그림 2>
와 같음.

6) 1인당 필요한 칼로리2,100칼로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식량물량과 실제 이용가능한 식량 물량수준과의 차이.
7) 식량생산량에 수입물량, 원조물량을 더한 식량총공급물량에서 비식량용도물량을 제한 식량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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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식량불안정 인구 비중

전체 인구 중 식량불안정
인구 40% 이상
전체 인구 중 식량불안정 인구
40% 미만
비연구대상국

자료: USDA ERS,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13-2023. USDA ERS.

그림 2 지역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중 및 식량부족물량 비중
76개국 지역별 식량불안정 인구 비중

76개국 지역별 인구 비중

76개국 지역별 식량부족물량 비중

자료: USDA ERS,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13-2023. USDA ERS.

※ 자료: USDA ERS(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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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닭고기 반덤핑 관세 분쟁 WTO 승소

WTO,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제품 반덤핑관세 부당 결정
m 8월 2일 금요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중국이 미국산 닭고
기(chicken broiler parts)에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8)와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9)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판결하여 약 2년 동안 지속된 중국과 미국
간 닭고기 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줌.
m 2011년 9월 미국은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중
국의 조치에 관해 WTO에 문제를 제기함.
- 미국은 중국의 부적절한 덤핑 피해규모 추산방법, 사실관계 부족, 관련 정보
제공 실패, 결정에 대한 기본근거 설명 부족, 닭고기 수입효과에 대한 적절한
분석 자료 부재 등을 근거로 중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WTO의 반덤핑 협약의
여러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이 닭고기생산에 보조한 금액보다 중국이 더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
한 것 등을 이유로 중국의 관세 부과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이는 세계 경제대국간 무역 보복 분쟁의 하나로 비춰짐. 한편 미국은 중국의 미
국산 닭고기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의 닭 가공품 수입을 금지함.
m 2010년부터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는 미국의 타이슨(Tyson), 키스톤(Keystone), 필그림스 프라이드(Pilgrim’s
Pride)사의 닭고기 제품에 43.1~80.5%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미
국의 32개 수출회사에 평균 64.5%의 관세를 부과하였음.
-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0년 중국의 관세
8) 반덤핑 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덤핑),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임(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9)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생산(또는 수출) 보조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수입 상품에 의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가 우
려될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해 통상 관세 이외에 보조금액만큼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반덤핑관세와 더불어 차별관세의
일종으로, 이에 따라 수입품의 경쟁력은 경감되고 수입국의 산업은 보호를 받음(무역용어사전, 한국무역협회).

18 |

2013. 8

부과로 타이슨, 필그림스 프라이드, 키스톤 등을 포함한 미국의 닭고기 수출
업계가 입은 손실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함.
- 미국은 기존에 중국에 가장 많은 닭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였으나 본 관

對

세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물량이 80% 감소하여 2012년 미국의 대( ) 중국 닭
고기 수출물량은 총 9만5천 톤으로 11,350만 달러 수준이었음.
m WTO 산하 무역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는 2012년 1월 본 제소
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구성함. 패널은 EU, 일본,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태
국, 칠레, 멕시코 등 미국과 중국의 제3국가들로 구성됨.
m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가 보조금을 받아 수출된 것으로 미국이 낮은 가격으로 수
출하여 중국에 덤핑하였기에 자국의 관세부과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변론함.
- 하지만 패널은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으로 입은 피해액 계상 방법과 닭
고기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중국의 본 조치가
WTO 무역 규정에 어긋난다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임.
m 미국 농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본 WTO 결정으로 인해 대 중국 미국산 닭고기
수출이 관세 부과 전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현재 중국은 본 WTO
결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임.
m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수많은 무역 분쟁을 일으킴.
- 2009년 9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타이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산 타이어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음. 한편 몇 주 후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본 사건이 시작됨. 중국은 WTO에 미국의 타이어 관세
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음.
- 또한 미국이 중국의 닭고기 반덤핑 관세 문제를 WTO에 제소한다고 언급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중국은 미국산 차 수입에 3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이러한 분쟁들은 현재 WTO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임.

※ 자료: 세계무역기구 WTO(2013.08.02), Reuters(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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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GMO 작물 규제 완화

영국, GM작물 안전성 강조 및 유럽 선도 결의
m 영국 환경·식료·농촌지역 장관은 6월 20일, 유전자변형(GM)작물의 안전성을 강조
하고, 차세대 GM작물 분야에서 영국은 유럽을 선도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함.
- 캐머론 총리도 G8 회담 직전, 실업가를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영국은 과학에
근거한 문화(Pro-science culture)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GM
작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함.

영국 정부 관계자 GM작물 안전성 역설
m 환경·식료·농촌지역 장관은 GM작물도입의 이점으로서 수확량이 확대되고,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나 병충해에 의한 수입 감소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것, 농가가 이
용하는 비료나 화학약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 등을 제시함.
- GM작물은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작물보다 안전하다고 언급함.
- 또한 영국이 유럽 국가들을 GM작물의 분야에서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의 농가나 소비자, 환경에도 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함.
- 첫걸음으로서 유럽에서 제초제내성을 가진 옥수수 및 사탕무 GM작물이 인가
되도록 제의할 것이라고 함.
m 총리는 GM작물 문제를 모두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EU에 GM작물에 관한 규제 완
화를 과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하여야 한다고 호소할 방침임.

소비자단체 등 반발
m 영국은 기타 유럽국가과 같이 GM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이 강함. GM작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994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GM작물이 안전하다고 결
론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한편 감정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있음.
m 소비자단체 담당자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
할 때 GM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과 미포함 식품을 선택할 권리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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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언급함.
- 2013년 6월에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서는 영국에서 GM의 기술에 찬성하는 소
비자는 21%에 지나지 않았지만, 반대하는 소비자는 35%이었음.
m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원내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GM작물
이 들어간 식품의 제공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고 함.
- 하원의 홍보 담당자에 따르면, GM작물이 들어간 식품 제공은 1998년에 금지
되었지만 ‘건강에 대한 우려’가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선택을 반영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고 언급함.
- 또한 총리가 EU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곡물 재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의
하는 것을 표명한 후, 현재 GM작물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회답을 거부하는 등 GM작물의 문제를 신속하게 결
론짓는 것은 어렵다고 밝힘.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강한 반대 입장
m 현재 영국에서는 시험 재배용 GM작물은 재배되고 있지만, 상업 기준으로 GM작
물은 실질적 재배되고 있지는 않으며 EU 지역 내에서도 소비 목적의 GM작물은
두 종류밖에 재배되지 않고 있음.
m 현행의 유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프랑스나 오스트리아가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m GM작물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EU와 미국의 포괄적인 무역 협정, 소위 TTIP10)의
교섭에서 중요한 항목이며, 미국은 이 분야의 자유화를 요청하고 있음.

※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2013.07.09)

10)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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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 ․ 농정 동향

FAO, 2013년 곡물 생산량 최대치 전망

UN식량농업기구(FAO), 작물전망 및 식량상황 보고서 발표
m UN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가 7월 8일

「

」

발행한 분기 보고서 작물전망 및 식량상황 는 2013년 곡물 생산량이 역사상 최
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봄.
m 2013년 추정 세계 총 곡물생산량은 247,860만 톤으로 2012년에 비해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곡물 재고량을 보충하고 세계 곡물시장이 보다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곡물별 생산량 전망
m 곡물별 생산량 전망을 살펴보면 2013년 추정 밀 생산량은 70,41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지난해 감소량을 만회하는 것 이상으로
사상 최고 수준임.
- 이러한 밀 생산의 증가는 주로 유럽지역과 독립국가연합(CIS)지역의 생산량
증대에 기인한 것임. 한편 여전히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를 겪고 있는 미
국을 제외하고 밀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와 여타 밀 생산지
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m 2013년 세계 조곡(coarse grain) 생산량은 2012년에 비해 9.7% 증가한 127,480만 톤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남반구의 주요 조곡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생산량 증대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
m 2013년 세계 쌀(백미, milled rice) 생산량은 1.9% 증가한 49,970만 톤으로 추정되나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쌀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
로 예측되는 가운데 북반구의 주요 논작물 수확시기인 7~8월이 변수가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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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증가하는 곡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저개발국의 2013/14연도 곡물 수입규모가
2012/13연도에 비해 약 5%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
지리아가 더 많은 규모의 곡물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됨.
m 밀 국제가격은 북반구지역의 수확이 시작되면서 공급량이 늘어 6월에 약간 감소
함. 대조적으로 옥수수가격은 적은 공급량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쌀 수출가격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임.
표 1 세계 곡물 생산 전망
구 분

2011

2012(추정)

단위: 백만 톤
2013(추정)

2012년 대비
2013년 변화(%)

아시아

1,074.8

1,093.1

1,113.5

1.9

극동

964.1

997.1

1,008.9

1.2

근동

70.1

69.0

72.5

5.1

아시아 내 독립국가연합(CIS)주

40.6

27.1

32.2

18.9

아프리카

158.1

166.1

168.9

1.7

북아프리카

35.4

34.2

37.9

10.7

서아프리카

49.8

55.3

55.3

-0.2

4.7

4.6

4.8

3.4

동아프리카

37.7

41.7

41.3

-0.9

남아프리카

30.5

30.2

29.7

-1.9

35.2

39.9

41.1

2.9

남아메리카

149.4

156.2

173.8

11.3

북아메리카

432.6

406.0

475.2

17.1

유럽

462.4

416.4

467.9

12.4

EU

288.5

275.1

300.5

9.2

유럽 내 독립국가연합(CIS)

157.2

12.54

153.1

22.0

중앙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43.4

34.6

38.2

10.5

2,355.8

2,312.2

2,478.6

7.2

저개발국

1,354.7

1,404.2

1,442.1

2.7

선진국

1,001.1

908.0

1,036.5

14.2

세계

-밀
- 조곡(coarse grain)
- 쌀(백미)

701.5

659.3

704.1

6.8

1,168.7

1,162.4

1,274.8

9.7

485.6

490.5

499.7

1.9

주: 독립국가연합(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은 구소련의 후신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벨로
루시, 투르크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크, 키르기스, 카자흐, 타지크, 몰다비아 등 11개국의 연합임.
자료: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FAO.

※ 자료: UN식량농업기구 FAO(2013.07.08)

자료작성 : 이혜은 연구원, 윤성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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