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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OECD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식량안보와 영양에 미치는 영향*

1)

논의 배경
 건강한 식생활은 건강 문제와 경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한편,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
계학적 요소는 소비자의 식생활에 반영되며 이는 결국 국가 식량안보와 영양 측면에
영향을 미침.
 이에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 요소가 식품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식량
안보와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더 건강한 식품 선택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건강에 좋은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함.
- (소득) 소득이 높을수록 채소와 과일 저지방 우유 및 섬유질이 많은 더 건강한 식품
을 더 구매함.
- (교육)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도 높아 더 건강
한 식품을 선택함.
- (직업) 직업은 가계 소득뿐만 아니라 음식을 구매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도 영
향을 미침.
- (여성) 여성은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품질 가격 및 가족 선호도에 더 많은 영
향을 받지만, 남성은 맛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식량안보와 영양에 미치는 영
향”(2021.4.12.)(출처: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aspects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2021.2.10.
발간)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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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연령 집단은 집단 간 다른 식품 소비 패턴1)을 보임.
- (가구 구성)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포함하여 가구 구조는 해당 가정에서의 식품 선
택에 영향을 줌.
- (거주지) 거주지는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과 가용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와 연계
한 거주인들의 건강 상태와도 밀접, 거주지의 식품 가용성·접근성 및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을 ‘식품 사막’(Food Deserts, 가용 건강한 식품 옵션이 부족한 지역)과
‘식품 늪’(Food Swamps, 패스트푸드 및 정크푸드 옵션이 많은 지역)으로 구분함.

OECD 회원국에서 식량불안(Food Insecurity)
 FAO는 식량 불안을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과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히
안전하고 영양있는 식량에 대한 정기적 접근 부족’으로 정의함.
 2019년 기준 전 세계 약 7억 5,000만 명(세계 인구 1/10 수준)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노출, 약 20억 명(세계 인구 25.9%)의 사람들이 중등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에 처해있
으며, 주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집중됨.
 식량 불안은 OECD 국가들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에도 존재, 2017-2019년 북미 및
북유럽 인구의 약 8%(약 8천 8백만 명) 수준임.
◈ (일본) 2007-2012년 15~17% 식량 부족
◈ (미국) 2019년 전체의 10.5% 가정이 식량 불안
◈ (잉글랜드, 웨일즈, 북 아일랜드) 2018년 2,241가구 중 10%가 식량 불안
◈ (프랑스) 2014-2015년(전국 식량 소비 조사, 성인 3,157명 대상) 11%가 식량 불안에 있다고 응답

 더 높은 식량 불안률은 SES가 낮은 가구와 인구 및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에서 더 많이 발생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심화로
일자리, 소득감소 등이 세계적 식량 및 영양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1) 영양적 행동과 식습관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만,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 선택은 건강한 식단과 불일치함. 젊은 세대는
식사 준비 가능성이 적어 신선한 식재료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낮으며, 노인들은 덜 먹고 식사를 거르는 빈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필수 열량과 영양소 섭취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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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불안 관련 대응 정책
 [미국]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2)(SNAP): 저소득층 식품 바우처 지원, △학교 점심
제공 프로그램3)(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한국] △농식품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4)(FVAP), △우유급식 지원사업5), △과일 간식
지원사업6), △영양플러스 사업7)
 [영국] △Healthy Start Plan8):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과일, 채소 및 우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EU]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지원 계획: 건강한 식습관을 배양하기 위해 2019-2020
년에 2억 5,000만 유로 지원 중이며, 2017-2018년에 동 프로그램으로 2천만 명의
EU 어린이의 20%가 수혜를 받음.
 [푸드뱅크] △식량 구조 및 지역사회 식량 공급 조직을 포함한 푸드뱅크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식량 지원 제공, △제공되는 식품의 영양(주로 가공식품 제공), 접근성 문제,
운영 시 자격 기준 등의 우려도 상존함.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인해 푸드뱅크의 긴급 식량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해 책임 있는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실현하는 데 중
요, 2013년에 고소득 국가에서 약 6,000만 명(인구의 7.2%)이 푸드뱅크 사용함.

더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접근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4+1-tracks 정책 접근 소개함.

2) 2019년 SNAP 규모는 600억 달러(4,570만 명)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식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증가
추세를 보임.
3) 2019년 142억 달러(2,960만 명) 지원하며, 소득이 국가 빈곤 수준의 13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무료로 제공, 130~
185% 가구의 아동에게 할인하여 제공함.
4) 2020년 실증사업 도입, 저소득층에게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신선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바우처)를 지원하
는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말함.
5)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하며, 2018년에는 5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함.
6) 성장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 시 과일 간식을 지원하며, 5,200개 학교에서 24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함.
7) 임산부와 가구 소득이 중간 소득 수준의 80% 이하이고, 건강상 위험 가능성이 있는 6세 미만의 유아(예: 빈혈, 저체중,
영양 부족 등)를 대상으로 월 2회 식품 꾸러미와 그룹 및 방문 교육 등 맞춤형 영양 교육 지원(2018년 이후 82,000명
수혜)함.
8) 4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이며, 소득 지원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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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측면 정책, △공급 측면 정책, △규제 활용, △재정 조치, △정책의 효과 분
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축적 체계화

1. 수요 정책
 [과일 및 채소 소비 캠페인] 많은 OECD 국가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과일 및 채소 섭취와
관련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캠페인을 시행함. 캠페인은 농산업, 유통, 정부 및 비영리
조직과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될 때 더
큰 성과를 보임.
 [식생활 교육 강화] 인식을 개선하여 더 나은 식품의 선택이 가능토록 식생활 교육9)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됨.
 [식품 정보 제공: 포장 전면 라벨링] FOP(Front-of-Pack) 영양 라벨은 소비자에게 구매
하고자 하는 식품의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10)와 신뢰도 향상이 정책 성공의 관건임.

2. 공급 정책
 [더 건강한 식품 개발(재구성) 촉진]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하여 기존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에 공급함.
- 설탕과 소금의 함량을 줄이고, 트랜스 지방의 사용 금지, 특정 영양소에 대한 임계
값 설정 등을 통해 식품의 재구성을 활성화시킴.
 [식품 선택 여건 개선11)]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9) 한국의 경우, 식생활 교육 지원법과 5년마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중임.
10)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소비자가 이해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가장 취약한 사회 경제적 그룹에서는 이해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11) 식생활 개선 관련 정보 제공, 조리 기술 전파, 식사 준비 시간 확보 등과 함께 패스트푸드 입지 조건 강화 및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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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과도한 식품 마케팅 제한
 여러 OECD 국가들에서 상황에 맞게 식품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WHO는 소비자가 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개발·보
급함.
- (호주) 2018년에 Health Star Rating FOP 라벨링 체계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규
정 및 제한에 대한 권장 사항을 도입함.
- (영국) 2018년에 건강에 해로운 식음료에 대한 광고 및 판촉 규정을 포함한 아동
비만 계획12) 시행함.
- (EU) 2022년 말까지 소금, 설탕 및 지방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특정 기준 이상으
로 제한함.

4. 재정 조치
 [식품 관련 세금] 많은 국가에서 농수산물 등 기초식품에 부가가치세(VAT) 등을 미부과
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13)함.
 관련 조세 정책이 복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식량에 지출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
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식품 지원 프로그램] 영국의 계획은 과일과 채소에 대한 가정 내 지출을 증가시켰으며,
바우처 지급을 통해 동등한 가치의 현금 혜택보다 더 정책의 효과성이 높았고, 지원
가구의 식량안보도 개선됨.

12) 지방, 설탕 소급이 많은 음식을 오후 9시 이전에 TV와 온라인 광고 금지를 포함함.
13)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청량 음료 등)에 일정 세금 부과함. 2018년 10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중앙 정부 수준에서 건강 관련 세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스페인은 지방 정부 수준에서 몇 가지 식품 관련세가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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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수집 및 축적 체계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품 소비 관련 데이터의 생산과 접근 부족으로 정책 대응
및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식품 소비(섭취) 조사 등 관련 정보와 데이터 생산이 비정
기적이며, 비용상의 이유로 관련 조사 사이에 최대 10년의 시간 지연도 존재함.
- 연관 데이터 세트 간 비교도 불가능하고, 가구 내 식품 소비패턴과 선택 과정에 사
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미
미함.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식생활에 소비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문 조사,
소비자 구매 빅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식품 구매 및 소비에 대한 심층적이고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각 계층별 소비자 패널 조사 의향 등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농식품에 대한
정량 정보를 취합하여 심층 분석하는 ‘소비정보분석사업’을 2020년에 신규 도입

- 이 사업을 통해 관련 빅데이터들이 축적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이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농식품정책 수립이 실현될 계획임.
- 앞으로 분석 품목의 확대와 연속성을 강화하고 각 기관 별로도 추진되고 있는 유사
사업의 통합적 유기적 운용을 통해 데이터 축적과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
요가 있음.
 취약계층의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실시 중인 식량 지원 정책들에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나라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초등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학
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식품을 공급하여 식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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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성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들이 유기
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원 정책을 반드시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
하는 등 식량 불안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EU, 미국, 중국, 일본*14)

개요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 요구와 코로나19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2021년 1월 1일, 교토의정서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파리기
후협약이 발효되었고,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논의
에서 빠져있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 파리협정에 재가입함.
 또한, 세계 최대 CO2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논의
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음.

유럽연합(EU)
1. 탄소중립 목표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 온실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2021.4.1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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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함.
- 2014년 「2030 EU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 목표를 27%로 제시함.
- 2018년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후, 2020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33.7%로 상향조정 함.

2. 그린딜(Green Deal) 주요 정책분야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위해 2019년 12월 유럽연합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채택함.
- 그린딜은 기후변화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켜 지속가능한 EU 경제 구축을 위한 로드
맵이자, 모든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新성장전략임.
-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이행을 위해 1조 유로 이상의 유럽그린딜 투자 계획14)을 수립함.
- 2050년 탄소중립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식품, 생
물다양성 등 6개 주축 분야에서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제시함.
<표 1> EU 탄소중립 6대 주축 분야
분야
에너지

주요 내용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021.6월까지)
•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023년까지)

산업

• 순환경제로 전환

건물

• 건물 리노베이션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송

• 스마트 수송전략(저탄소 차량 전환 및 충전시설 확대)
• 해양·항공의 탄소배출권거래제 편입

농식품

• ‘농장에서 식탁(F2F)’까지 전략
• 친환경 기술·생산·소비 도입 및 촉진
• 식품분야 환경위험 평가 및 친환경 농식품 소비 촉진

생물다양성

• 재활용 시장 확대

• 탄소배출 정보 제공

•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 제안(2021년)
• 삼림 및 어업분야에서 자연훼손 방지책 마련
• 삼림 조성 및 복원

자료: 저자 정리

14) 유럽그린딜 투자계획은 EU 예산, EU-회원국 공동기금, 민간자금 등으로 구성됨.

국제 농업 정보

∙ 11

 유럽연합은 그린딜(2019. 12월) 발표 이후 13개의 실행정책을 발표함.
-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며, 에너지,
교통, 화학, 건설 등 산업 분야별 미래 전략을 제안·채택함.

<표 2> EU 그린딜 주요 실행정책
일시

분야

주요 내용

2020.1월

투자

2020.3월

에너지

2020.3월

산업

• 유럽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채택

2020.3월

산업

•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안

2020.5월

농식품

•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발표

2020.5월

생태계

• 2030 생물다양성 전략(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발표

2020.7월

에너지
교통

•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EU 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 채택

2020.9월

에너지

• 2030 기후 목표 계획(2030 Climate Target Plan) 발표

2020.10월

화학

• 화학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발표

2020.10월

에너지

2020.10월

건설

2020.11월

에너지

2020.12월

시민운동

• 유럽그린딜 투자계획(Green Deal Investment Plan)
• 공정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발표
• 유럽기후법(Climate Law) 법안 의회 제출

• 메탄 전략(Methane Strategy) 발표
• 건물 리노베이션 전략(Renovation Wave) 발표
• 연안 재생에너지 전략(Offshore Renewable Energy) 발표
• 유럽기후서약(European Climate Pact) 운동 개시

자료: 저자 정리

 유럽기후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투자와 전환지
원을 확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 중임.
- 에너지(재생에너지, 시스템통합), 수송(전기·수소차), 건물(에너지효율), 농식품(친환
경) 등을 중점 추진 분야로 설정하고 지원과 역량 강화를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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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U 그린딜 추진정책 내용
분야
유럽그린딜 투자계획
공정전환 메커니즘
유럽기후법(안)

주요 내용
•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약 1,400조 원)의 기금 조성
• 피해 지역·산업·근로자에 1,500억 유로 지원(2021~2027년)
•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법적 구속력 부여)

EU 신산업 패키지

• 산업전략: 디지털 단일시장, 기후중립 지원 등 7대 중점과제
• 중소기업전략: 디지털 전환 지원과 역량강화(최소 3억 유로 지원)
• 단일시장: 회원국 행정·규제 조화로 소비자 편익 제고

순환경제 행동계획

• 제품별 환경영향 인증과 디지털 추적시스템 도입
- 전자: 충전표준, 폐전자제품 수거·재판매
- 배터리: 수집, 재사용 및 재활용
- 포장: 포장재 재활용 및 친환경성 강화
-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제한, 생분해가능용 장려

‘농장(farm)에서 식탁
(fork)까지’ 전략

• 농약 사용 50% 감축
• 비료 사용 20% 감축
• 동·수산물 항생제 판매 50% 감축
• 유기농업 실시(농경지 25%)

2030 생물다양성 전략

• ‘범유럽 자연네트워크’ 구축
- 육지·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 생태계 복원 목표: 강물 2만 5,000km, 30억 그루 식목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 에너지 효율 중심의 순환 에너지시스템 구축
•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15) 촉진
-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100만 개 확충
• 친환경원료(그린수소,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

수소 전략
2030 기후 목표 계획

지속가능 화학 전략
메탄 전략

• 수소경제 육성(2020년 20억 유로 → 2030년 1,400억 유로)
- 수전해수소 설비(2024년 6GW → 2030년 40GW)
•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 유해화학물 제거
• 우려 물질 최소화·대체 등
• 에너지, 농업, 폐기물 분야에서의 메탄 배출 축소
- 메탄 배출의 측정·보고·검증 의무화

건물 리노베이션 전략

• 향후 10년간 에너지 리노베이션 비율을 2배로 상향
- 온실가스 배출 감소, 16만 개 일자리 창출

연안 재생에너지 전략

• 해양에너지 확대 및 투자(8천억 유로) 장려
- 연안해상풍력: 現 12GW → 2030년 60GW → 2050년 300GW
- 태양광 등 기타: 現 13MW → 2050년 40GW

자료: 저자 정리

 新산업전략에서는 △기후중립 지원, △적극적 순환경제, △산업전환 투자 및 금융 등
7대 중점 과제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친환경·신산업을 육성하고, 외부적으로는 탄소
15) 전기화(electrification)란 기계와 시스템 동력의 최종 에너지 소비를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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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 등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 수단 도입을 검토함.
- (내부) 저탄소 산업 체재를 위한 산업간 통합과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자립가
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16)함.
- (외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외국제품과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안보 등 유럽의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를 방지한다는 입장17)임.

<표 4> EU 산업전략 7대 중점 과제
분야

실행계획

• 단일시장 이행계획 수립
디지털
• 지재권 보호 강화
단일시장 심화 • 디지털 서비스법 개선 등

• 디지털 유럽을 위한 중소기업전략 채택
• 데이터경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전략 이행 가속화

글로벌
공정경쟁

• 제3국 정부보조금에 대한 백서 발간
• 제3국 산업보조금에 대한 WTO 차원의 글로벌 규제 강화
• 국제공공조달규정의 신속 채택 등

기후중립
지원

• 스마트 산업통합 전략(△공동유럽에너지데이터 활용)
• 사업구조전환 자원
• EU 철강(수소환원제철) 및 화학전략 수립
• 연안재생에너지, 스마트 운송, 건물 에너지효율전략
• 탄소국경조정제도

적극적
순환경제

• 순환경제 실행계획 채택
• EU 섬유전략

산업혁신
내재화

• 미래 연구혁신과 단일연구지대(Europe Research Area) 정책 마련
• Horizon Europe 분야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추진

기술 및
재교육
산업전환
투자 및 금융

• 지속가능한 배터리 규정 마련
• 전자제품 순환 이니셔티브

• 기술인력유럽협약 도입
• 직업훈련 아젠다 개정
• 단일교육지대(Europe Education Area) • 디지털교육 시행계획
수립
• 장기예산 확보
• 지속가능한 금융전략 개정
• 자본시장연합 실행계획 수립

• (배터리 및 에너지 분야) 핵심 프로젝트 투자협력

자료: EU 집행위원회 ‘A New Industrial Strategy’

16)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EU 차원의 투자협력을 강화하고, 순환경제를 통해 중요 원자재와 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줄이며, 수소환원제철법 등 산업별 친환경 제조전략을 마련함. 수소환원제철법은 철강제품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공정기술로 철광석에 포함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석탄이나 천연가스 대신 고농도의 수소를 결합시키는 제조법
이며, 철강 1톤 생산 시 약 2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철강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산업 배출량의
15%를 차지함.
17) 탄소감축 노력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만큼 수입품에도 탄소세를 매기고, 에너지세 지침 개정을 통해 해운연료세 및 항공세
를 부과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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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 탄소중립 목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공격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대전환을 맞게 될 전망18)임.
- 트럼프 前 대통령은 지난 2017.3월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철회했고, 동년 6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는 등 저탄소 정책이 지난
4년간 크게 후퇴19)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탄소중립 달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만큼 미국의 저탄소 경제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20)으로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100% 청정에너지 달성
등을 강조, 지난 2019.2월 제안된 △2030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환경 양극화 해소 등을 강조한 Green New Deal 결의안 내용과 유사함.
- 또한, 취임 100일 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관
련 리더십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표 5> 바이든 대통령 공약 추진상황
공약
파리기후협약 복귀
탄소중립
화석연료 규제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상황
• 취임 첫 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파리기후협약 복귀
•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
• 신규 원유·가스 시추 중단(60일)
• 탄소국경세 제도 검토 공식화

기후변화 대응 투자

• 청정에너지에 10년간 1조 7,000억 달러 지원 구체화

전기차 충전소 보급

• 2030년까지 50만 개 이상 공공 충전소 보급

에너지효율 제고

•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정 재검토

자료: 저자 정리

18)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음.
19)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1월 기준 총 104건(완료 84건, 진행 20건)의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환경 관련
규제임.
20) Alexandria Ocasio-Cortez(민주-뉴욕) 하원의원이 주도했으나, 상원에서 부결(43:57), Green New Deal 결의안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H.RES.109 및 S.RE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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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성장전략 주요 정책분야
 新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① 교통, ② 에너지, ③ 탄소조정세에 중점을 두고, 청정에너
지·저탄소를 포함 인프라에 2조 달러(한화 약 2,200조 원)를 지원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와 화석연료 관련 공유지 임대 불허와 더불어,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3,00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
- 범부처 고등연구 전담 기관인 ARPA-C(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focused on Climate)를 출범시켜 아래 8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함.

<표 6>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분야
구분

주요 내용

배터리

• 기존 리튬이온 대비 1/10 비용의 그리드 규모 배터리 저장 기술

첨단 원자로

• 기존 대비 1/2 비용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

냉장·냉동·냉방

•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 않는 냉매를 사용하는 냉장·냉동·냉방 기술

건물

• 소재·가전·시스템관리 혁신을 통한 건물의 제로넷 에너지 달성 기술

수소

• 경제성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관련 기술

건축소재

• 건축자재(철·시멘트·화학 등)의 탈(脫) 탄소화 생산 기술

식품·농업

• 식품·농업분야의 탈(脫)탄소화 기술

탄소포집

• 이산화탄소의 포획과 지층 영구격리 관련 기술

자료: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자료 각색

- (교통)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 판매 촉진, 친환경 승용차·픽업트
럭 생산 확대,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계획 중임.

<표 7>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교통 정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탄소배출 규제 강화

• 캘리포니아州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
※ 캘리포니아 친환경 자동차 의무 판매 비율(%): (2024) 5~9, (2030) 30~50, (2045)
100%

• 공공기관 차량 약 300만 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
친환경 자동차 판매 촉진
•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해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확충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이상 설치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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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조정세) 바이든 대통령은 오염국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탄소조정세 도
입21)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안은 아직 미발표함.

중국
1. 탄소중립 목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 화상회의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
- 최근 2015년의 다소 모호했던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화 및 상향 조정하는 등 글로
벌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2030년을 정점을 목표로 탄소배출량을 2025년부
터 105억 톤 이내로 낮춰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 행동지침을 조속히 제정하고, 여건이 허락되
는 시(市)와 성(省)을 중심으로 목표치를 달성해나갈 계획22)임.

<표 8> 최근 중국의 탄소배출 목표 변화
CO₂배출

총량 기준
GDP 단위당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

2020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2030년경 정점 도달

2030년 CO2 배출량 정점 도달
2025년부터 105억 톤 이내로 통제

2030년
2005년 대비 60%~65% 감축

2030년
2005년 대비 65% 감축

자료: UNFCCC, 화진(华金)증권연구소

2. 중국 탄소중립 주요 정책분야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교통(친환경차),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제의 전국적 시행으로 요약 가능함.
21) 탄소조정세는 관세처럼 일방적인 탄소국경세 부과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인 EU의 지지를
받게 될 전망임.
22)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2021년 8대 핵심 사업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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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신차 판매에서 신에너지차(New Energy Vehicle, 전기·플러그하이브리드·수소
차)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5년에는 50%로 확대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함.
- 신에너지차 비중이 확대되고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차 시장을 잠식하면서, 100%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임(2035년까지 모든 공공차의 전
동화 추진).
- 수소차를 2030년 100만 대로 확대하고, 이 중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는 트럭, 버
스 등 상용차는 100%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임.
- 2025년 평균연비를 100km당 12KWh로 설정하고, 2035년 수소차의 상업화 및
자율주행 실현 목표를 명시하여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함.
- 신에너지차와 더불어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산업간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충전·배
터리 교체, 스마트 교통 네트워크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신에너지차와 핵심 부품(배터리, 구동모터), 커넥티드 및 스마트화에 대한 연구개발
을 강화시킴.

<표 9>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 방향
구분
신에너지차(NEV)
판매
대수

수소차

2025년

2030년

2035년

• 신차 판매량 20% 이상
(약 515만 대)

• 신차 판매량 40% 이상
(약 1,031만 대)

• 신차 판매량 50% 이상
(약 1,289만 대)

• 총 보유량 10만 대

• 총 보유량 100만 대(상용차 100% 수소차 전환)

하이브리드차(HEV) • 내연차 판매량의 50% 이상

• 내연기관차 판매량의
75% 이상

• 내연기관차 판매량의
100% 달성

-

• 공공차 전동화
• 수소차 상업화
• 자율주행 지역 확대

• 평균연비 8.3km/KWh

기술혁신

(12KWh/100km)

• 제한지역 내 자율주행

주: 신에너지차 판매대 수는 2019년 중국 자동차 판매대 수(2,578만 대, OICA) 기준 산출
자료: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자동차공정학회’20.10.27.), 신에너지 자동차산업발전계획(국무원,
2020.1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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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구분
기술혁신
(三纵三横)

주요 내용
• (3종) 신에너지 자동차(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
• (3횡) 배터리·관리시스템1), 구동모터·시스템2), 커넥티드화·스마트화

신산업생태계

• 핵심기업 육성
• 핵심 시스템 혁신 및 활용
• 스마트 제조 능력 향상

산업융합발전

• 신에너지차와 에너지·교통·정보통신 산업의 융합발전추진
• 산업 표준 연계 및 데이터 공유 강화

인프라

• 충전·배터리 교체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교통 네트워크 통합
• 수소공급(충전) 시스템 건설

기후변화 대응 투자

• 청정에너지에 10년간 1조 7,000억 달러 지원 구체화

전기차 충전소 보급

• 2030년까지 50만 개 이상 공공 충전소 보급

에너지효율 제고

•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정 재검토

주: 1)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2) PE(Power Electric: 구동모터, 감속기, 전력제어시스템이 일체화 된 시
스템) 등
자료: 신에너지 자동차산업발전계획.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자급률을 확대23)할 계획임.
-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20년 15.8%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할 예정임.
-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발전 용량을 2020년 4.6억 KW에서 2030년 12억 KW으
로 확대하고자 함.
 [탄소배출권 거래] 생태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규범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관리 방법을 2020년 12월 통과시키고 2021년 2월 시행함.
- 연간 2.6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2,225개의
전력분야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감축 책임을 기업에 부과함.
- 향후 탄소배출권24) 거래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거래품목과 거래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탄소배출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23)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005&cID=10101&pID=10100
24)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1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성시에서 시범사업이 개시되어 총 3,000여 개 기업이 거래에
참여(CO2 거래량 4.3억 톤, 거래액 한화 1.7조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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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 탄소중립 목표
 일본은 2020년 10월 스가 총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함.
- 일본은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하고, 2050
년까지 80% 감축한다는 목표(기준연도 없음)를 수립25)함.
- 2019년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은 12억 1,300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4.0% 감소하는 등 2014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1990년 이후 최저)

<그림 1> 일본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추이❙
배출량 단위: 억 톤 CO2 환산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2020.12)

2. 그린성장전략 주요 정책분야
 일본은 스가 총리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2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위한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함.
- 그린성장전략은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 등 14개의 중요분야 목표와 실행계획을 포괄함.

25) 2030년 중기목표는 기술적 제약, 비용 등을 고려한 실천 가능 목표인 반면, 2050년 장기목표는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투자 확대 목적이 강함(경제산업성,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巡る国内外の動き,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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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에너지) 2050년 예상 발전량26)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27)하고, 화
력발전에 암모니아28)연료 비중을 20%로 확대하며, 수소를 발전·제철·자동차 연료
로 활용해 수소 소비량을 2050년까지 2,000만 톤으로 확대하고자 함.
- (수송·제조) 2035년까지 모든 판매용 승용차를 전동화29)하고, 이차전지 공급망을
구축하며, 디지털화30)를 통한 에너지 수요의 고효율화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감축
등으로 2040년까지 정보통신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임.
- (가정·오피스) 2030년까지 신축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제로로 낮추고,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제시함.

<표 11> 일본 그린성장전략 14대 분야 주요 내용
구분

전력·에너지

수송·제조

가정·오피스

분야

주요 내용

해상풍력

• 2040년까지 생산능력 4,500만 KW(원전 45기분)로 확대
- 기술심사 기간 단축 및 효율적 송전방식 도입

암모니아

• 2030년까지 암모니아 화력발전을 20%로 확대

수소

• 2050년까지 수소 소비량을 2,000만 톤으로 확대

원자력

• 신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자동차

• 2035년까지 모든 신차의 전동화
- 2030년까지 이차전지를 KWh 당 1만 엔 이하로 인하

반도체

• 2030년까지 파워반도체 소비전력 50% 감축

선박

• 2050년까지 수소 등 대체연료 전환

물류

• 항만 등의 탈탄소화 추진

농림수산

•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항공

• 전동화 및 대체연료 기술 개발

카본 재활용

•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주택

• 2030년까지 신축 주택 CO₂ 배출량 평균 제로

자원순환

• 바이오매스(사탕수수, 팜, 해조류 등의 연료화) 활용 확대

라이프사이클

• 지역별 탈탄소 비즈니스 추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6)
27)
28)
29)
30)

2050년 전력 수요는 현재의 30~50% 증가한 1조 3,000억~1조 5,000억 KWh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임.
2040년까지 원전 45기분에 해당하는 30~45GW의 해상풍력 생산능력 확보하고자 함.
암모니아는 직접 연소시켜도 CO2가 발생되지 않고, 저장이나 운반 등 취급이 용이함.
이차전지 가격을 KW당 1만 엔 이하로 낮춰 가솔린차와의 경제성 개선을 추진함.
디지털 기술로의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로는 △전력 네트워크 디지털 제어, △전력 계통의 운용 고도화, △날씨에 따라 출력
이 변동하는 태양광 혹은 풍력 발전 수급 조정, △인프라 보수 및 점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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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그린성장 프로젝트에 금융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등 제도를 정비 중임.
- (예산) 중요 프로젝트의 전주기(기술개발~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가 2조 엔의 그린혁신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15조
엔의 민간 투자를 유발할 계획임.
- (금융) ‘기후혁신금융 2020’을 기반으로 저탄소 체제로의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
본지침과 로드맵31)을 구축, 펀드(일본정책투자은행 그린투자촉진펀드32), 국제협력
은행 포스트코로나성장기금33))를 조성
- (세제) 탈탄소 제품의 생산설비를 도입할 경우, 3년간 최대 10%의 세액공제 또는
50%의 특별 상각할 수 있는 세제 조치를 신설34)함.
<그림 2> 2050년 탄소제로 실현을 위한 그린성장전략

자료: 일본 미즈호은행(2021.1.21.)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26., 05.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가 아닌, 저탄소산업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 판단 및 평가를 위한 정부의 기본지침을
마련함.
32)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과 저연비기술 활용, 차세대형 배터리 사업 등에 투자(사업규모 800억 엔)함.
33) 일본기업의 탈탄소화 관련 인프라의 해외사업 지원(사업규모 1.5조 엔)함.
34) 아울러 결손금이 있는 사업자가 탈탄소 관련 투자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상한을 인정, 투자액 내에서 100% 인상하고,
매출액이 2%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탈탄소 관련 투자한 경우, 법인세의 30%까지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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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지 및 수원 보호 프로그램*35)

토지 및 수원 보호 프로그램
 미국 농무부는 토지 및 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억 1,8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미국 농무부 소속 산림청(Forest Service)은 미국 내 중요한 산림과 습지 및 서식
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자연 법(Great American Outdoors Act)에 추가적인 투자
를 시행하기로 함.
- 이는 농촌 경제 회복을 돕고, 국민의 산림 및 초지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농촌 산림에서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등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수원지 등을 보호하고자 함.
- 토지 및 수원 보호 프로그램(Land and Water Conservation Fund, LWCF)에는
매년 9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토지취득프로그램(Land Acquisition Program, LAP)와
산림유산프로그램(Forest Legacy Program, FLP)가 있으며, 두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 소속 Forest Service에서 관리함.
 LAP에는 총 1억 2,300만 달러가 투입되며,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토지 구매를 통해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을
하고자 함.
- 2021년에 몬타나 주에 있는 Lolo Trails의 8,590에이커의 토지를 640만 달러에
구매함으로써 차가운 물을 공급하여 기후변화의 효과를 완화(mitigate)하고, 기후
* 미국 농무부의 “USDA announces 218 million investement in land and water conservation”(2021.3.18.)과
“USDA Recognizes 5 million Acres Enrolled in Conservation Easements”(2021.4.2.)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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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물 자원들의 수를 유지시키고자 함.
- 야키마 강 주변의 1,550에이커 토지를 370만 달러에 구입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수원지를 만들고자 하며, 공적 자금뿐만 아니라, 사적 자금과 비영리 단체
의 자금이 투입됨.
 FLP는 사유지에 대해 지역권(easement) 등록 혹은 토지 구매를 통하여 운영되며,
2021년에는 9,400만 달러가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임.
- 조지아의 Ceylon 숲의 수원지는 250만 명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숲의
목재 산업은 1,690만 달러의 임금을 지불하는 주요한 산업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
면, 이 지역은 더 넓은 야생관리지역에 포함되어 남서부 사냥 및 낚시의 중심지가
될 것임.
- 메인주의 East Grand-Weston은 4,300에이커가 넘는 넓이의 지역으로, 지역 내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15개의 제재소에 나무를 공급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숲으로 인식되어 FLP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음.
- Kootani 숲의 보호 계획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에서, 2만 8,000에이커의 면적을
영구적인 숲으로 조성하였고,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여, 낚시, 사냥, 스키, 하이킹 등
스포츠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임.
 미국 농무부는 2021년에 11만 에이커의 농지, 습지, 초지에 대한 지역권을 추가적으로
등록하여, 총 500만 에이커 규모의 지역권을 소유하게 됨.
- 농업환경보전지역권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을 통하여, 농지, 습지 등에 지역권을 등록하여 환경 보호를 하고 있으며, 프
로그램은 미국 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에서
진행함.
- 농지 지역권 등록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를 다른 용도의 토지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
하여, 국가의 식량 공급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초지를 포함하여,
190만 에이커가 등록되어 있음.
- 습지 지역권은 미국 내에 280만 에이커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습지가 수질 개
선, 홍수 방지, 지하수 충전, 생물다양성 보호와 더불어 교육·여가·과학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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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탄소 격리를 위한 지역권 등록 등이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및
영향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 매개 질병 피해 증가*36)
식품 매개 질병 피해 증가
 미국 농무부는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Foodborne Illnesses)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
로 전파가 되며, 장염, 신장 파괴, 인지 능력의 저하, 사망 등을 발생시킴.
- 미국 농무부에서는 15개 주요 병원체35)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며, 그 피해를 추
산해 왔음.
 질병관리국(CDC)에 따르면, 15개의 주요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인해 매년 약
890만 개의 감염 사례가 나타남.
- 이로 인해 매년 약 1,480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환자들의 연간 총 입원 일수는
5만 4,000일에 달하고 있음.
 2018년 기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176억 달러로 추산됨.
- 2013년~2018년까지 식품을 매개체로 한 질병 피해는 20억 달러가 증가하였음.
- 피해 종류는 소득감소, 의료비용 증가, 사망 방지를 위한 치료 비용 발생 등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입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용의 인플레이션 때문임.
2013년~2018년 동안 미국의 경제는 7.8%, 1인당 실질 GDP는 8.8% 성장하였으
나, 같은 기간 의료비용은 약 20%가 증가하였음.
* 미국 농무부의 “Economic Cost of Major Foodborne Illnesses Increased $2 Billion From 2013 to 2018”
(2021.4.2.)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35) 5개 주요 병원체(pathogen)는 살모넬라, 톡소플라즈마, 리스테리아, 노로바이러스, 캄필로박터 및 기타 10개 병원체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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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피해는 사망을 줄이기 위한 비용 발생으로 총피해의 약 80%를 차지함.
- 통계적 수명(혹은 Value of a statistical life)에 기초해서 만 명당 한 명의 사망률
을 낮추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을 추정했을 때, 2018년 기준 970만 달러라
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 이를 바탕으로 식품 매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비용이 2018년 기준
약 144억 달러로 추산됨.
- 2013년에 비해, 2018년의 사망 피해 방지 비용이 16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전체피
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6%에서 81.9%로 감소함. 이는 의료비용의 증가로 인한
입원비용의 증가가 사망 피해 방지 비용의 증가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임.
 하지만 이러한 병의 대부분은 특정한 5개 병원체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모니터링이 되는 15개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피해가
모두 증가하였음.
- 살모넬라, 톡소플라스마, 리스테리아, 노로바이러스, 캄필로박터의 5가지 균이
90%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5가지 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2018년에 발생한 식품 매개 질
병으로 인한 피해의 60% 이상을 차지함.
<그림 3> 식품 매개 질병으로 인한 피해 비용 변화
1조(달러)

소득 감소

의료 비용

사망 피해 방지 비용

주: B는 billion(1조), M는 million(100만)의 약어임 .
자료: USDA ERS(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기관)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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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시스템 회복을 위한 자금 투입*36)

농업 시스템 회복을 위한 자금 투입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 시스템 회복을 위해 3억 3,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재정적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지원하고 식품 및 원료 공급 시스템을
회복하고자 함.
- 지원 대상이 되는 작물 및 상품은 특용작물(specialty plants)과 목화이며, 추가로
새로운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New Dairy Donation Program)을 발표함.

<표 12> 미국 농무부의 지원정책(2021년 4월 13일 발표)
프로그램명

대상

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
특용작물 생산자
(SCBGP)
Gus Schumacher Nutrition
Incentive Program
(GusNIP)
Pandemic Assistance for Cotton
Users
(PACU)
Diary Donation Program

목적

금액

- 특용작물 생산자들의 새로운
1억 6,990만 달러

시장 개척
- 기존의 시장 확대
- 저소득층의 채소 및 과일 구

저소득층

매 활성화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
소농가, 신규농가 등 지원

7,500만 달러

미국산 면을 원료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8,000만 달러
이용하는 가공업자
면 생산자 지원
우유 생산자 및 유제
- 우유 및 유제품의 폐기 방지
품 가공업자, 비영
- 저소득층 지원
리 단체

미정

 특용작물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확대를 위한 자금(SCBGP)이 투자되었음.
- 7,290만 달러는 연간 Farm Bill에서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9,700만 달러
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의회 자금에서 지원받음.
- 특용작물(Specialty Crops)이란 과일, 채소, 견과류, 건조과일, 원예작물, 화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식용, 의료용,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작물들을 의미함.
* 미국 농무부의 “USDA Invests More Than $330 Million in Specialty Crops Grants, Incentives to Purchase
Fruits and Vegetables, and Help for Cotton Producers”(2021.4.1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
성함(https://www.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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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이 과일과 채소를 더욱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시작함.
- 농무부의 식량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에서는
7,5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저소득층 공동체에 식량 및 영양 지원을 하고자 함.
- GusCRR(Covid Relief and Response)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입된 예산이 중소농
가, 신규 진입 농가, 전역자가 운영하는 농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미국산 목화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내에서 면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함.
- Pandemic Assistance for Cotton Users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목화
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게 목화 1파운드당 0.06달러를 지급하는 것임.
-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미국산 목화 사용량 평균이 기준이 되며, 코로나
19로부터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2021년 4월 중순에서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Diary Donation Program)은 유제품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에
유제품을 공급해주는 프로그램임.
- 유제품 가공업체에서 공급받은 유제품을 비영리 단체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함.
- 봄철에는 우유가 초과 생산(surplus production)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유제품
기부 활동을 촉진하여, 신선 우유가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도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채소 시장 현황과 예측*37)

미국 채소 시장 현황과 예측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ERS)에서는 2021년 4월까지의 미국 내 채소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Vegetable and Pulses Outlook”(2021.4.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
성함(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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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채소 시장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으
나, 1인당 섭취량은 큰 변화가 없었음.
- 코로나19 대응, 농장에서 가정으로 프로그램(USDA’s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Program), 비상식량지원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생산량과 소비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음.
- 2021년에는 코로나19 피해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 1인당 채소 및 두류 섭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1인당 채소 및 두류 섭취량
파운드/인

주: 1인당 연간 국내 가용성 기준 연도
자료: USDA ERS(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

 채소 생산량과 소비량은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의 폐업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새로운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소비량이 증가함.
-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서비스 산업 전체의 피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00
억 달러로 추산되며, 11만 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음. 하지만 이로 인한 감소분은
식료품점, 온라인 판매, 지역 내 직거래 시장, 배달 서비스 등의 채소 수요 증가로
대체됨.
- 이로 인하여, 생산된 신선 채소 중 사용된 양은 이전에 비해 2% 감소하였고, 특히
오이(32%), 콜리플라워(13%), 토마토(11%) 등이 많이 감소한 반면, 양상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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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메인(11%), 양파(3%)의 사용량은 증가하였음.
- 일반적으로 엽채류는 음식점에 샐러드 재료로 판매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샐러
드 믹스 혹은 HMR(가정간편식)의 수요 증가로 인해 엽채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미국산 채소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며, 캐나다(3%), 대만(12%), 일본(35%)에서 특히
감소가 많이 나타남.
 2020년과 2021년 1분기 채소 시장에 영향을 준 사건들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이상
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이 있었으며,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 선호가 증가하였음.
- (농장에서 가정으로 프로그램) 농무부에서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코
로나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약 20파운드의 가족 단위 식품 지원
임. 2021년 4월까지 5번의 지원이 있었으며, 약 1.5억 개의 박스가 전달되었음.
- (텍사스 한파) 2021년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텍사스 한파로 많은 신선 채
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 (유기농산물 수요 증가) 비유기농 채소의 가격 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유기농 채소는
빠르게 증가함. 비유기농 오이는 가격이 44% 감소하였지만, 유기농 오이는 138%
증가하고, 유기농 비트, 브로콜리, 오이,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의 소매 가격이 빠르
게 상승하고 있음.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채소류의 생산 비용 중 에너지 관련 비용이 2021
년에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에 비해 종자, 대출금 이자 비용을 제외한 모든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디젤, 가솔린) 가격과 화학 비료의 가격 지수 상승
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5.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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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기농업 활성화 계획*

38)

유기농업 활성화 계획
 유럽연합 내 유기농업은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유럽연합의 환경 및 식량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유기농업은 유럽연합 그린딜의 2050년 탄소중립 실천, 2030 생물다양성 전략,
농장에서 식탁까지 등 환경 및 식량 정책과 코로나19에서의 회복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함.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농업 면적 중 25%를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지역으로 만드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유기농업 면적은 66%가 증가하여, 2009년에 830만 ha에서 2019년
에는 1,380만 ha까지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유효 농경지 면적의 8.5%를 차지함.
- 또한, 최근 10년간 유기농산물의 판매는 두 배 이상이 되어, 2010년에는 180억 유
로에서 2019년에는 410억 유로까지 성장하였음.
 유럽연합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었음.
- (1. 모두를 위한 유기농산물) 평균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들은 연간 84유로
를 유기농산물 구매에 사용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 비교를 해보면, 1유로~344유로
까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구매력 차이, 공급 사슬의 편중, 소비자의 인
식 부족 등에 따른 것임.
* 유럽연합위원회의 “An 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organic production”(2021.3.25.)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
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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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환과 가치사슬 강화) 전체 농경지 중 8.5%가 유기농업을 시행하지만, 회원국별
로 유기농업 면적이 0.5%~25%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 2030년까지 유기농업 면
적 25% 달성이 어려움.
- (3.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농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표 13>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Action Plan
구분

목표
유기농업과 EU 유기농업 로고 홍보

행동
• 공동농업협정, 대중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 유기농업 관련 정책 예산 증가

구내식당 및 정부 조달에서 유기농산물 사용 • 의무사용 비중, 녹색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강화 등
확대

➊ 모두를 위한 학교급식 정책 강화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 비중 증가

식품 사기 방지 및 소비자 신뢰 강화

• 관리 강화, 국경에서의 수입 감시 강화 등

유통과정 파악 개선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좌표화
• Digital product passports와의 연계

사적 영역의 유기농업 기여 확대

• 유통업체, 식당 등과의 연계강화

바람직한 사례로의 전환과 투자, 사례 공유

• 바람직한 사례 공유 네트워크 강화

시장 투명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강화

• 유기농업 관련 보고서 정기 발행
• 시장 데이터 수집

➋ 전환과 가치 식품 공급 사슬 내 조직 지원 강화
사슬 강화

• 2021년부터 생산자 조직 교섭력 강화
• Group certification 통한 소규모 생산자들의
비용 및 행정 비용 공유

지역 내 소규모 가공업체 강화를 통한 단축된 유 • 유기농산물 유통 사슬의 단축
통 환경 조성
• 성평등,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농촌 정책 강화
유기농업을 통한 가축의 영양개선

• 바이오 기술을 통한 유기농 사료 개발 등

유기농 양식 개선

• 유기농 양식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기후 및 탄소 발자국 감축

• 토양 건강, 식품 관련한 네트워크 마련, 리빙랩
운영 등 탄소 저감 농업 지원

유전적 생물다양성 및 생산성 증대

• 유기농 양식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➌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확대 토양 및 식물 보호를 위한 투입재

• 논쟁의 여지가 있는 투입재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 진행

동물복지 강화

• 유기 축산에서의 동물복지 강화 정책 시행

효율적인 자원 활용 확대

• 바이오 플라스틱 등 바이오소재 활용 확대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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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FRD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39)

EAFRD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 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e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공동농
업협정에도 반영될 것임.
- Post 2020 공동농업협정은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진행하고자 함.
- EU 농촌개발프로그램에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7억 유로가 투입되었음.
- 약 5%가 Priority 5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농업생산 및 식품 가공에서의 에너지 효
율화(FA 5B),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증가(FA 5C), 농업 부문의 탄소배출 및
암모니아 배출 감소(FA 5D), 농업 및 임업 부문의 탄소 보존 및 격리 촉진(FA 5E)
으로 구성되었음.

<그림 5> EU 농촌개발프로그램의 공공지출 예산 구성

*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의 “Deliver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Rural Development – Lessons from EAFRD
Support 2014-2020”(2021.3.25.)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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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전략에서는 더 많은 농가와 농업 참여자들이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0.74%의 가축단위(livestock unit), 2.94%의 농지만이 농촌개발프로그램 내에서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 배출량 감소에 참여하였으며, 1.07%의 농지와 산림만이 탄
소 격리 관리에 포함되었음.
- Post 2020의 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
존에 작은 범위에서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촌개발프로그램 중 소수만이 기후변화완화 정책을 주도
하였으며, Post 2020에는 저탄소 농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회원국별 다양한 필요사
항을 고려해야 함.
- 기후변화 완화 농촌개발프로그램들은 주로 물리적 인프라 투자(M04), 농업-환경기후 정책 도구(M10) 산림 투자(M08)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 지식 공유
(M01, M02), 혁신 프로젝트(M16) 등의 정책 도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기
후변화 완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음.
- 2019년 유럽연합의회는 모든 농촌개발프로그램들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으로의 가
능성을 직·간접적으로 가진다고 평가하였음.
- 미래의 공동농업정책에서는 △조직화된 지원(혁신, 실험, 지식 공유와 실행 등), △
활동가 모임 활성화, △공동농업정책의 Pillar 1과 Pillar 2, 연구개발과 현실 농업
등 간의 통합 등을 고려하여 농업개발정책을 만들어야 함.
- (GLAS) 아일랜드 내에서 농촌개발프로그램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결합된 사례로
는 GLAS(Green, Low-carbon, Agri-Envrionment Scheme)이 있는데, 이는 최
소경운, 탄소격리 활동, 탄소배출량 감소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하였음.
- (지식 공유) 벨기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지식 공유와 개발을 위해 ‘The
Climate Team 2.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5개의 축산농가와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농장에 기후변화 대응 방법(Climate measure)을 실행하고 이
를 바탕으로 다른 농가에게도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 ∙

세계농업 2021. 5월호

국제 농업 정보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강화*

40)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강화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는 ‘그린딜과 농촌 발전을 위한 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농업
정책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정책의 통합) Pillar 1과 Pillar 2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를 만들어 기
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 그린딜 목표를 달성해야 함.
- (다양한 접근방식) 국가 전체와 지역, 개별과 협동 등 정책 시행 시 다양한 접근방식
을 사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해야 함.
- (지식 공유) 농가 및 토지 소유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
식 공유를 실시하고, 우수 농가들에 자본 투입(출자)을 활성화해야 함.

<표 14> 공동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 향상 효과
분류
농가 컨설팅과 지식 및
정보 공유

투자

효과
• 농가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은 공동농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해주며, 효과
성은 계획의 특성, 범위, 목표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농민들 간의 교류는 새로운 지속가능 실천을 더 많은 농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음.
• 비생산 투자(생태계 복원, 습지 보호 등)와 관련된 투자는 관광 산업의 발달 등 새로운 경
제적 기회를 가져다 줌.
• 생산 투자를 통하여 산림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농업 생산과 토지 관리가 가능해짐.
• EIP-AGRI에서는 토지 관리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며, 지주들이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고자 함.

협력

•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결과는 EU 내 새로운 프로젝트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LEADER/CLLD 등을 통한 접근은 지역개발정책을 지원해줄 수 있음.

환경 분야 정책 투입

• 환경 및 기후 정책(예: 환경친화적 생산 방법)은 생산자단체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의 “Using the CAP to upscal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nagement
practices”(2021.4.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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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역별로 실천했던 성공적인 사례들을 새로운 공동농업협정에 반영하여,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양봉업자들의 생태계보호) 아일랜드에서는 EIP-AGRI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All-Ireland Pollinator Plan을 통하여, 양봉업자들이 생산성을 유지
하되, 그들의 농장 내 꽃가루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자발적으로 참
여하면 연간 최대 3,000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40개의 농가가
참여하였음.
- (준자연 초지 보호) 소규모의 유기농 축산농가들이 준자연 초지(semi-natural
grassland)를 보호하게 하여 탄소격리,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 프
로그램에는 현재 41개의 축산농가(에스토니아 내 8%의 소)가 1만 3,900ha의 초지
를 관리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에서 비영리단체 주도로 시작되었고, 참여하는 농
가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소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됨. 이 프로그램은 30만 유로의
자금지원을 추가로 받아 이웃 국가인 스웨덴, 라트비아로 확장해 나갈 예정임.
- (혼농임업) FarmLife 프로젝트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2018년~2023년까지 진
행되며, LIFE 프로그램에서 지원받고 있음. 이는 견과류, 화훼류, 밀 등의 작물 조합
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시장성 등을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Adaptive
farm plans’를 구성하여 혼농임업을 실천하고자 함. 앞으로 10개의 농가가 100ha
농지에서 계획을 시행할 예정임.
- (보존 농업) 이탈리아에서는 보존 농업(conservation agriculture)을 실시하여, 토
양 관리를 하고자 함. 2014년~2020년까지 3,800만 유로가 투입되어, 2만 ha에서
보존 농업이 실시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는 보존 농업은 ① 영농 다각화,
② 무경운 농업, ③ 작물 잔재물(crop residue)을 보존하는 등 세 가지 농법을
50% 이상의 농지에서 실천해야 함. 이후에는 여름철 지피 식물을 이용하고, 산불
을 방지하는 등을 시도하고자 하며,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의 eco-scheme과 연계
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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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제적 보상*

41)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제적 보상
 기후변화 대응은 기존의 공동농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음.
- 2014년~2020년까지 공동농업정책의 예산 중 72%(2,930억 유로)가 직불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것임.
- 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함.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때 경제적 혹은 사회적 편익보다 환경적 편익
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다방면으로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너지
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농촌개발프로그램의 경제적 지원 정책(파란색 사각형)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는 바이오 기반 경제, 컨설팅 등(노란색 타원)과 기후변화 대응 비용에 대
한 보상과 투자(흰색 타원)로 구성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고자 함.

<그림 6>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의 “EU RURAL REVIEW 30 CLIMATE ACTION IN RURAL AREAS”(2021.4.22.) 내용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nrd.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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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보상하는 프로그램은 Eco-scheme
과 농업환경기후조치(Agri-Environment-Climate Measures, AECM) 등이 있음.
-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2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임.
- AECM은 기존의 공동농업정책에서 시행되던 것이며, Eco-scheme은 새로운 공동
농업협정에 추가된 사항으로 강화된 조건부 지급(enhanced conditionality provisions)
과 달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표 15> Eco-scheme과 Agri-Environment-Climate Commitments의 비교
분류
재원
수혜자
토지 연계성
계약기간
지원금 계산

Agri-Environment-Climate
Commitments

Eco-scheme

• Pillar 1
• Pillar 2
•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음. •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함.
• 농가

• 농가
• 토지 관리자(환경 NGO 등)

• ha당 지급
• 직불금 조건에 맞는 토지

• ha당 지급
• 직불금 조건에 맞지 않은 토지도 가능

• 단년도 계약

• 다년도 계약

•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
• 계약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 기본 직불제에 추가적인 금액 제공

•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
• 계약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미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새 농촌개발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임.
- (아일랜드) Carbon Navigator 프로그램은 33%의 아일랜드 축산농가가 참여해 지
식 공유와 교육을 통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와 비슷한
Soil Navigator 프로그램이 개발됨.
- (이탈리아) SMARTGAS는 농가의 토양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격리하기 위해 식량
생산, 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함. 이를 위
해 농업인 조합, 대학교, 6개의 농장, 교육 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포장시험(field test)을 실시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5.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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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수립*

42)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수립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3월 23일, 2021년부터 5년간의 토지개량사업 목표를 제시
한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36)을 발표함.
- 인구감소가 진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실현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속
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농촌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정책과제별 새로운 핵심성과지표
(KPI)를 마련함.
<표 16>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구체적 지표
정책과제

정책목표

핵심성과지표

• 핵심 경영인의 쌀 생산 노동비가 사업 시
행 전 대비 60% 또는 2,500엔/60kg까
농지 단지화,
지 감소한 기반정비 완료지구 비율 ⇒ 약
스마트농업 추진
80% 이상
등
스마트농업 도입 가능한 정비를 이행한
•
정책과제 1
기반정비 착수지구 비율 ⇒ 약 80% 이상

고수익작물
전환 등

사업량
• 논 규모화 약 3.8만 ha
• 논 범용화 약 8.8만 ha
• 밭 구획정리·배수 개량 약 3.3만 ha
• 밭 관개 약 1.1만 ha
• 지역에서 보전·관리하는 농지·농업
용수 등 면적 약 280만 ha

• 사업 시행 후 고수익작물 생산액이 20%
를 넘는 기반정비 완료지구 비율
⇒ 약 80% 이상

• 토지개량시설 사용 전력량 중 재생에너 • 보전대책에 착수하는 농로·다리 약
50개소, 농로 터널 약 10개소
지 전력량 비율 ⇒ 약 40% 이상
소득과 고용 기회 • 지역에서 보전·관리하는 농용지 중 광역 • 갱신 추진 농업집락 배수시설 약 380
정책과제 2
확보 등
체제로 관리하는 비율 ⇒ 약 60% 이상
지구
• 농업수리시설을 활용한 소수력 등 발
전 전력량 약 4,000만 kWh
* 일본 농림수산성 “土地改良長期計画の策定について”(2021.3.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press/nousin/keityo/210323.html).
36) 토지개량사업은 농업 생산력 등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농업용수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정비･관리하는 사
업으로 5년마다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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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정책과제

정책목표

핵심성과지표

사업량
• 지역에 의한 농지·농업용수 등의 보
전·관리 면적 약 280만 ha

빈번·심화하는
재해에 대응 등
정책과제 3

• 방재 중심 농업용 저수지로 방재 대책 착 • 소프트웨어 대책을 시행하는 방재 중
심 농업용 저수지 약 18,000개소
수 비율 ⇒ 약 80% 이상
• 논 댐 사업 추진 논 비율 ⇒ 약 3배 이상 • 방재대책에 착수하는 방재 중점 농업
용 저수지 약 37,000개소
• 내진 대책에 착수하는 국영 농업 수리
시설 23개소
• 각종 방재대책 실시 약 1,900지구

ICT 등 신기술을 • 조기 갱신이 필요한 주요 농업 수리시설 • 갱신에 착수한 주요 농업수리시설 수
활용한 농업
대책 착수 비율 ⇒ 100%
로 약 1,200km, 배수장 등 약 260개소
수리시설 보전 • 유지관리 경비를 절감을 위한 갱신 사업 • 농업수리시설 저장량 적정화 등에 착
착수 지구 비율 ⇒ 100%
수한 지구 약 150지구
관리 등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 발표*

37)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 발표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3월 31일,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37)’을 발표하
였음.
-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과 환경 및 식문화를 의식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상호 깊은 이해와 연계·협동
을 통해 국민운동으로써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관련 환경변화, 디지털화 등 식생활 교육을 둘러싼 상황을 기반으
로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적인 방침을 중심으
로 종합적으로 추진함.

* 일본 농림수산성 “新たな「食育推進基本計画」の公表について”(2021.3.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press/syouan/hyoji/210331_35.html).
37) 식생활 교육 기본법에 근거하여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 및 추진 목표
등을 5년마다 작성하여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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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일생에 걸쳐 심신의 건강을 지탱(국민 건강 관점), ➋ 지속가능한 식품을 지탱
(사회·환경·문화 관점), ➌ ‘새로운 일상’ 및 디지털화에 대응한 식생활 교육 추진
- 또한, 2021년부터 5년간 식생활 교육을 국민으로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량적
인 목표를 제시함.
 [식생활 교육 추진 목표 및 내용]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증가,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 등 확대, △산지 및 생산자를 의식하여 농림수산
물·식품을 선택하는 국민 증가, △친환경 농림수산물·식품을 선택하는 국민 증가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 ➊ 가정: 유아기부터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 재택 시간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추진
- ➋ 학교 및 보육시설: 영양 교사 추가 배치, 학교급식에 지역 농수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연계·협동 활성화
- ➌ 지역: △건강수명 연장으로 연결되는 식생활 교육 추진, △동네에서 함께 먹
기38) 추진, 일본형 식생활 실천 추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어린이를 위한 식
생활 교육 추진
- ➍ 식생활 교육 추진 운동 추진: △식생활 교육활동 표창, △전국 식생활 교육 추진
네트워크 활용, △디지털화 대응
- ➎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촉진, 환경과 어우러진 농림어업 활성화 등: △농림어업
체험 및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지역에서 소비) 추진,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연결
되는 친환경 소비 추진, △식품 손실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민운동 추진
- ➏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지원 등: △핵심 인재 육성 및 향토요리 데이터베이스
화 및 국내외 정보 발신 등 지역의 다양한 식문화 계승으로 연계되는 식생활 교육
추진, △학교급식 등에 있어서도 향토요리의 역사 및 관련 식재료 등을 배울 수 있
도록 추진
- ➐ 식품 안전성, 영양 및 기타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 제공 및 국제교류
추진: 식품 안전성 및 영양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식품 표기 이해 촉진

38)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및 지역 사람 등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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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 목표
목표

현재

목표

(2020년)

(2025년)

83.2%

90% 이상

주 9.6회

주 11회 이상

70.7%

75% 이상

1. 식생활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 늘리기

① 식생활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의 비율
2. 아침밥 또는 저녁밥을 가족과 함께 먹는 ‘함께 식사’ 횟수 늘리기

② 아침밥 또는 저녁밥을 가족과 함께 먹는 ‘함께 식사’ 횟수
3. 동네 등에서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비율 늘리기

③ 동네 등에서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비율
4. 아침밥을 먹지 않는 국민 줄이기

④ 아침밥을 먹지 않는 어린이 비율

4.6%

0%

⑤ 아침밥을 먹지 않는 젊은 세대 비율

21.5%

15% 이하

월 9.1회

월 12회 이상

⑦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비율(금액 기준)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향상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비율

-

90% 이상

⑧ 학교급식에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비율(금액 기준)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향상
한 도도부현 비율

-

90% 이상

⑨ 주식(밥, 면, 빵 등)·주채(고기, 생선 등)·부채(채소 등)를 조합한 식사를 1일 2회 이
상 거의 매일 먹는 국민 비율

36.4%

50% 이상

⑩ 주식(탄수화물)·주채(단백질)·부채(채소 등)를 조합한 식사를 1일 2회 이상 거의
매일 먹는 젊은 세대 비율

27.4%

40% 이상

5.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활용 등 확대

⑥ 영양 교사를 통해 지역농산물에 관련된 음식에 대한 지도의 평균 대처 횟수

6.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늘리기

⑪ 1일 소금 섭취량 평균치

10.1g

8g 이하

⑫ 1일 채소 섭취량 평균치

280.5g

350g 이상

⑬ 1일 과일 섭취량 100g 미만 비율

61.6%

30% 이상

7. 생활습관병 예방 및 개선을 위한 평소 적정 체중 유지 및 저염 등에 유의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늘리기

⑭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해 평소 적정 체중 유지 및 저염 등에 유의한 식생
활을 실천하는 국민 비율

64.3%

75% 이상

47.3%

55% 이상

36.2만 명

37만 명 이상

65.7%

70% 이상

73.5%

80% 이상

67.1%

75% 이상

8. 천천히 잘 씹어 먹는 국민을 늘리기

⑮ 천천히 잘 씹어 먹는 국민 비율
9. 식생활 교육 추진에 관한 봉사활동자 수 늘리기

⑯ 식생활 교육 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 수
10. 농림어업체험을 경험한 국민 늘리기

⑰ 농림어업체험을 경험한 국민(세대) 비율
11. 산지 및 생산자를 의식하여 농림수산물·식품을 고르는 국민 늘리기

⑱ 산지 및 생산자를 의식하여 농림수산물을 고르는 국민의 비율
12. 친환경 농림수산물·식품을 고르는 국민 늘리기

⑲ 친환경 농림수산물·식품을 고르는 국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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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현재

목표

(2020년)

(2025년)

76.5%

80% 이상

㉑ 지역 및 가정에서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요리 및 요리법을 계승하고 있는 국민 비율

50.4%

55% 이상

㉒ 향토요리 및 전통요리를 월 1회 이상 먹고 있는 국민 비율

44.6%

50% 이상

75.2%

80% 이상

87.5%

100%

목표
13.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국민 늘리기

⑳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국민 비율
14. 지역 및 가정에서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요리 등을 계승해 나가는 국민 늘리기

15. 식품 안전성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는 국민 늘리기

㉓ 식품 안전성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는 국민 비율
16. 추진계획을 작성·실시하고 있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늘리기

㉔ 추진계획을 작성·실시하고 있는 시정촌 비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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