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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1) 임 소 영 * · 조 승 연 **

 미국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한 사람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일반적인 현황 파악이나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또는 

가족농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활용

1 미국의 정책지원 대상으로서의 활동적 농업인

 미국 농무부(USDA)가 제공하는 주요 농업경영체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품목별 농업경영체 지원, 재해

지원, 조경지원, 환경보전,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개인이나 법인체 등 농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함. 

 설탕생산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별 농업경영체 지원 프로그램은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하는 것을 수혜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반면, 재해지원, 조경지원, 환경보전,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AEF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실상 농업인 

및 비농업인 농업경영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미국 2018년 농업법(farm bill)은 농업경영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AEF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2018년 농업법에 제시되어 있는 개괄적인 AEF의 요건은 (1) 농업활동을 위한 자본, 장비, 토지,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 제공에 상당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하며, (2) 생산요소 제공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농업이윤이 귀속되고, (3) 농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2018년 미국 농업법 1308조 

1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syl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ycho@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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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USDA 제공 주요 농업경영체지원 프로그램과 수혜 자격조건과 지급액, 2018년 농업법  

프로그램 AEF 미국인 AGI
2 한도 환경보전준수규정3 지급액 한도 

품목별 농업경영체지원 프로그램

· 가격손실보상 및 수입손실보상 X
1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유통지원 융자혜택 X — $900,000 X · 한도없음

· 면화생산 비용보조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40,000

· 설탕생산지원 프로그램 — — — — · 한도없음

· 시장촉진프로그램: 옥수수, 수수, 대두, 육지
면화, 밀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시장촉진프로그램: 양돈, 낙농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시장촉진프로그램: 아몬드, 체리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재해지원 프로그램

· 축산 사료 재해지원 — X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축산, 양봉, 양식업 농업경영체 긴급지원 — X X · 한도없음

· 축산경영체 보상 — X X · 한도없음

· 산림경영체 보상 — X X · 한도없음

· 무보험 농작물 재해지원 — X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무보험 농작물 재해지원(추가) — X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조경지원 프로그램

· 긴급보전 프로그램 — —
$900,000

X · 재해발생 당 $500,000  

· 긴급 산림복구 프로그램 — — X · 재해발생 당 $500,000  

· 긴급 유역지원 프로그램 — — — X · 습지면적에 비례

환경보전 프로그램

· 환경보전 지역지원 프로그램 — —

$900,000

X · 회계연도 당 $50,000

· 환경보전 의무 프로그램 — — X
· 회계연도 2019-2020년 동안 

모든 경우에 대해 $200,000 

· 환경개선 장려 프로그램 — — X
· 회계연도 2019-2020년 동안 

모든 경우에 대해 $450,000

· 농업경영지원 프로그램 — — X · 회계연도 당 $50,000 

· 농업환경보전지역권 프로그램 — — X · 지역권 가치에 비례

· 환경보전지역협력 프로그램 — — X · 한도없음

위험관리 프로그램

· 낙농위험관리 프로그램 — — — X · 한도없음

· 농작물 보험료 지원 — — — X · 한도없음

· 농작물 보험금 지원 — — — X · 한도없음

기타

· 무역분쟁으로 인한 농업인 손실 지원 X X X — · 36개월 동안 $12,000 

주 1) “X” 는 해당 사항을 요건으로, “—” 표시는 해당 사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2) AGI란 농업경영체의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말함. AGI는 해당연도 이전 3개년의 평균값을 USDA에 

보고해야 함.
    3) 침식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보호하고, 습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함.
자료: U.S. Farm Program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Under the 2018 Farm Bi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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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AEF)하는 개인이나 법인체는 기업(corporation),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협회(association),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와 같은 조직체를 의미하는데, 농업법에선 이들을 (1) 개인(Person), (2) 공동경영

(Joint operation), (3) 기업(Corporation)으로 구분하여 AEF의 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음.

 표 2. 농업법 상 농업경영 주체별 적극적 참여(AEF) 요건 

주체 요건

개인
(Person)

1.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본, 장비, 농지, 적극적 노동1)(active personal labor) 및 경영2)(active personal management)의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2. 농업경영의 결과 발생하는 이윤 혹은 손실이 생산요소 제공에 상응하고,

3. 농업경영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할 것

[예외사항]

①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라도 AEF에 해당되면, 다른 한 사람도 AEF를 인정함.

② 농업 주경영자가 AEF에 해당되면, 직계존비속 또는 일가친척이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을 때 이들도 
AEF에 해당함.

③ 농지제공 지주(landowner)는 요건 2와 3을 만족시키면 AEF에 해당함. 

공동경영
(Joint operation)

1. 각 경영자가 개인(Persons)의 AEF에 해당되며,

2. 각 경영자의 적극적 노동 및 경영의 제공은 식별 및 증명 가능해야 하며,

3. 각 경영자의 적극적 노동 및 경영제공이 농업경영의 이윤에 상응해야 함.

[예외사항] ① 공동경영체 소유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임차없이) 각 경영자는 자동적으로 AEF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

기업
(Corporation)

1. 기업이 자본, 장비, 농지의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2. 농업경영에 필요한 개별적 이해관계자의 노동, 경영의 제공이 식별 및 증명 가능하며,

3. 상(商)회원(corporate members)의 총체적 기여가 농업경영에 상응하며,

4. 개인(persons)의 2, 3번의 요건을 만족할 것.

[예외사항] ① 기업소유의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임차없이) AEF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

자료: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pp.7-8.

 AEF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자격관련] 농업경영자 개인(외국인포함)의 경우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함. 농업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과 주소,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피고용인식별번호(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EIN)가 필요함. 

- [농업경영관련] 농업경영자와 경영 비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인 CCC-901(Member’s 

Information)과 각 농업경영자의 자본, 농지, 장비, 적극적 노동 및 경영의 제공이 전체 농업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한 CCC-902(Farm Operation Plan)를 USDA에 제출해야 함.3) 

1) 적극적 노동의 제공은 농지 준비, 경종, 추수, 농산물 판매와 같은 농업경영에 개인당 연간 1,0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간의 
50% 이상의 투입을 의미함. 

2) 적극적 경영은 자본재 구입 및 관리, 노동력 관리, 농산물 판매와 같은 농업경영에 농업이윤에 상응하는 정도로 참여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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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미국 농무부(USDA) 농업인 자격 정보제공 확인서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3) 매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농지취득이나 새로운 가족원 추가 등 농업경영에 큰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제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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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미국 농무부(USDA) 농업 경영활동 확인서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가족 중 한 사람이 AEF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에 참여하는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농 구성원도 AEF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4)

4) 때로는 이러한 조항이 농업경영체 지원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음. 일부 농업인들은 보조금 상한을 높이기 위하여 
AEF 자격에서 거리가 먼 친척을 공동경영체 또는 법인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CBS뉴스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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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농업경영체 정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통계적 관점에서 미국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를 농업경영체(Farm)로 정의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USDA), 행정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통계국(US Census)은 

1975년부터 농업경영체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0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체(Farm)로 정의

하기로 함. 

-그러나 기상이변, 재해,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매액이 $1,000 미만이 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농산물 판매액이 $1,000을 넘지 못하더라도 작물규모와 가축두수를 고려했을 때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농업경영체로 간주함.5)

 농업경영체는 조세법 상 연방소득세 과세기준이기도 함. 

-미국 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2032조에는 과세 목적으로 농업경영체(farm)를 

낙농, 축산, 과채, 경작, 대농장, 대목장 운영 및 경영 등의 활동을 통해 농업, 원예, 과수, 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조직(structure)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농업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농업인의 정의에 비해, 가족농에 대한 통일된 정의나 개념체계는 정립되지 

않음. 

-예를 들면, 미국연방규정집, 미국 농무부(USDA)보고서, 농업 관련 기관이 가족농의 정의와 요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함. 

-이는 가족농의 개념 및 정의가 정책 대상을 구분하기보다는 농가경제실태의 파악을 위한 통계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5) 작물규모와 가축두수를 고려하여 점수(point)를 계산하는데 1점이 $1에 해당함. 연간 농산물 판매액, 정부지원금(Government payment), 
점수로 계산한 가상적 농산물 판매액의 총계가 $1,000 이상이라면 이러한 경영체도 농업경영체에 포함하며 점수농(point farm)이라고 분류함. 
점수농은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ERS), 농업자원관리조사(Agricultural Management Survey, ARMS), 농업통계국(Census 
of Agriculture) 등 통계생산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판별하기 위한 개념이며, 미국 농업법에서 인정하는 농업경영체 지원프로그램의 자격
인정 기준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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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가족농에 대한 다양한 개념 및 정의 

요건

미연방규정집(Codes offederal regulations) 

제761조 2항
(1) 농촌에 정주하는 정도가 아닌 충분한 양의 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며,

(2) 매일 이루어지는 농업관련 의사결정, 전략적 경영, 농장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노동력이 개인 혹은 혈연, 혼인관계,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농업경영에 책임을 지며,

(3) 오직 가족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용노동력을 사용하며,

(4) 농번기나 간헐적인 노동집약적 농작업 수행 시 임시노동력을 사용하는 농업
경영체

미농무부 식품농업연구소(USD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1) 소유권, 동업관계, 가족경영의 특성을 갖는 농장(비가족 경영체이거나 고용된 
관리자를 두는 경우는 가족농이라 할 수 없음)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USDA-ERS), 2019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1) 매일 이루어지는(day-to-day)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주경영자
(principal operator)와 주경영자와 관련된(related) 개인(individuals)이 농업
경영체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농가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USDA-ERS), 
Exploring alternative farm definitions,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49, 2009

(1) 농업경영자 또는 농업경영자의 혈연, 혼인, 입양관계인 사람이 50% 이상의 
농업경영체(business)를 소유한다면 가족농이라 지정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USDA-ERS), Farm 

household well-being, glossary

(1) 농업경영자 혹은 농업경영자와 혈연, 혼인, 입양,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체 대부분을 소유하는 농가

Hoppe(2014)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Family Farm Report, 2014 Edition
(1) 경영주와 경영주의 친인척을 포함하는 경영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체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농가

 자료: 저자 정리

 가족농의 정의 및 요건은 다양하지만 가족 중심의 농업경영체 소유와 경영이 제시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농업자원관리조사(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는 Hoppe(2014)의 가족농 

구분 기준을 토대로 가족농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가족농을 엄격히 정의하기보다는 총 현금 농업소득

(Gross Cash Farm Income: CFGI)를 기준으로 가족농을 구분하고 비가족농을 판별하여 다양한 미국 

농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음.

 Hoppe(2014)는 2011년 기준 미국에서 가족농이 모든 농업경영체의 97%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농업경영체의 단위를 판단하는 기본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가족농을 경영주의 직업상태와 연간 농산물 판매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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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경영주의 주직업과 연간 농산물 판매액에 따른 가족농 분류 

구분 유형 경영주의 주직업1 총현금농업소득(GCFI)
2

가족농

소규모 가족농 $350,000 미만

- 은퇴가족농 은퇴 $350,000 미만

- 농장 외(off-farm) 직업 가족농3 비농업(non-farm) $350,000 미만

- 직업가족농

· 판매규모 작음 농업 $150,000 미만

· 판매규모 보통 농업 $150,000-$349,000

중간규모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350,000-$999,999

대규모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1,000,000 이상

- 대형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1,000,000-$4,999,999

- 초대형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5,000,000 이상

비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미해당

주 1) 경영주가 50% 이상의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직업
    2) 총현금농업소득(Gross cash farm income, GCFI); 농산물, 축산물 판매소득, 정부보조금, 기타 농업관련소득 등을 포함
    3) 경영주가 농업근로자인 경우도 포함
자료: Hoppe(2014).

 <표 4>에 제시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농업경영체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가족농이 

미국 농업경영체 중 약 97%를 차지하며, 나머지 3%의 비가족농이 전체 생산액의 약 15%를 차지함.

-연간 총 농업소득(GCFI) $350,000 미만의 소규모 가족농이 미국 농업경영체 중 약 90%를 차지

하나 이들이 생산액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 정도임. 

 반면, 전체 농업경영체 중 8%에 해당하는 중간규모 및 대규모 가족농의 생산액이 전체 생산액 중 

약 60%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화됨. 

 전체 농업경영체 중 약 50%가 은퇴농 또는 농장 외 직업 가족농이지만 이들 농업경영체의 생산액은 

전체 농업경영체 생산액의 7% 정도에 불과함.

 가족농의 평균 경지면적은 생산액에 비례하나, 비가족농의 평균 경지면적이 1,540에이커에 이를 정도로 

규모화됨. 

 은퇴가족농, 농장 외 직업 가족농, 판매규모가 작은 소규모 가족농은 자기소유농지의 이용비율이 크지만

(적어도 65% 이상), 중간규모 및 대규모 가족농과 비가족농은 부분 소유 또는 임차농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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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미국 농업경영체 유형별 분류, 2011년 

구분

소규모 가족농

중간 규모
가족농

대규모 가족농

비
가족농

전체은퇴
가족농

농장 외
직업

가족농

소규모
판매농

중규모 
판매농

대규모
초대형
규모

전체호수 353,922 909,872 567,214 118,253 123,009 38,541 3,857 58,175 2,172,843

농업경영체 수 비중 16.3 41.9 26.1 5.4 5.7 1.8 0.2 2.7 100.0

생산액 비중 1.5 5.1 6.8 12.0 24.8 23.7 11.3 14.7 100.0

C

G

F

I

($)
1

1천 미만 29.0 30.5 15.7 17.9 22.0

1천~1만 미만 43.2 40.3 30.0 18.6 32.2

1만~10만 미만 24.6 25.5 44.9 28.6 27.2

10만~15만 미만 1.5 1.6 9.4 7.1 3.6

15만~35만 미만 1.8 2.1 100.0 5.8 6.8

35만~50만 미만 42.8 5.0 2.6

50만~100만 미만 57.2 6.2 3.4

100만~500만 미만 100.0 8.1 2.0

500만~1,000만 미만 66.6 1.3 0.2

1,000만 이상 33.4 1.5 0.1

경지면적
(중간값, 에이커)

68.0 50.0 92.0 427.0 898.0 2,035.0 2,480.0 143.0 83.0

경지면적
(평균, 에이커)

166.0 145.0 279.0 1,022.0 1,587.0 3,309.0 4,927.0 1,547.0 415.0

평균노동투입
(1단위=2,000시간)

0.7 0.7 1.2 2.6 3.5 8,006.0 38.6 4.9 1.4

비중(%)

경영주 57.2 61.1 65.2 55.3 40.7 18.1 3.7 14.2 46.5

배우자 16.4 20.8 16.5 14.3 9.6 4.0 1.0 2.2 12.8

고용노동자 16.0 7.8 8.6 14.9 33.9 57.6 74.4 52.1 25.7

계약노동자 1.6 1.5 1.8 3.4 4.3 10.6 18.1 22.7 6.0

농지소유형태

비중(%)

완전자기소유 87.0 73.5 64.9 31.6 15.6 13.0 23.4 59.2 66.4

부분 소유 11.6 22.2 29.0 54.7 72.7 70.6 56.5 26.7 27.9

임차 1.4 4.3 6.1 13.7 11.7 16.3 20.2 14.1 5.7

주: 총현금농업소득(Gross Cash Farm Income, GCFI)은 농산물 및 축산물 판매소득, 정부보조금, 기타 농업관련소득 등을 포함
자료: Hopp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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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6) 최 지 선 *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되면서, 2021년 농업 소득은 전년 대비 

16.3% 감소할 전망

1 농업 소득 전망

 2021년 농업 소득(Net farm income)과 현금 순소득(Net cash income)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1)

-2021년 농업 소득은 전년 대비 16.3% 줄어든 1,001억 달러로 추정되며, 현금 순소득은 전년 

대비 16.7% 줄어든 1,117억 달러로 추정됨.

-주된 감소 요인은 정부 보조금 감축임. 2020년 농가는 코로나19 지원금(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s)으로 총 243억 달러를 지원받았음. 

-2021년 추정치에는 「2021회계연도 통합지출승인법」 농업부문에서 지원하는 112억 달러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음.

 그림 1.  미국 농업소득 지표, 2000-30년 

단위: 십억 달러

 현금 순소득     농업 소득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2021년 추정치에는 「2021회계연도 통합

지출승인법」 농업부문에서 제공하는 112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농업·환경·개발경제학과 박사과정(choi.1546@osu.edu).
본 고는 미국 농무부가 2021년 2월에 발간한 「미국 농무부 2030년 농업전망(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0)」 보고서를 바탕으로 
번역 및 요약 작성함. 

1) 농업 소득(Net farm income)은 농산물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현금 순소득(Net cash income)은 농산물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함. 
두 소득의 차이는 재고 농산물의 생산년도와 판매연도가 달라서 발생한 것임.

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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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현금수입(Farm cash receipts)은 국내외 미국 농축산물 수요증가로 인해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축산업 총수입은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서 2023년에 감소하겠으나,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정부 직접 지불금은 전년 대비 약 350억 달러 감소한 115억 달러로 전망됨.

-정부 직접 지불금은 2023-24년 잠시 증가하였다가, 2024년 이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수입손실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직불금은 2020년 11억 달러에서 2030년 

5,63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 2020년 50억 달러에서 2030년 44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 경영비는 자본재와 사료에 대한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2021년 3,44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0-30년 각 연도 전망치는 <표 1>과 같음.

 표 1.  농가 수입 및 지출 장기전망  

주: 2019년 수치는 실제 측정값이며, 장기 전망값은 2021년 2월, 단기 전망값(2021년)은 2020년 12월 계산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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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미국 농업총수입, 2000-30년 

단위: 십억 달러

 농업 소득     농업 경영비

주: 회색 음영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그림 3.  미국 현금수입, 2000-30년 

단위: 십억 달러

 축산업     재배업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 정부 직접 지불금 전망

 정부 직접 지불금은 2021년 115억 달러, 2022년 111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350억 달러 감소한 금액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특별지원금(Ad hoc payments) 프로그램이 만료되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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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본 전망치는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임.

 그림 4.  미국 정부 직접 지불금, 2000-30년 

단위: 십억 달러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1-30년 정부 직접 지불금은 주로 보전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가격

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 수입손실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CRP 직불금이 2020년 19억 달러에서 2030년 2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CRP에 등록된 농지의 규모는 2018 농업법에서 규정한 최대한도 2,700만 에이커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전망됨.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CRP에 등록된 토지 임대료가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됨. 

 PLC와 ARC 직불금은 2020년 약 61억 달러에서 2021년 이후 59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전망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PLC와 ARC 직불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2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약 55억 달러로 전망됨.

-PLC 직불금은 옥수수와 대두 농가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2024년까지 증가하나, 2025-27년에는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정체되고, 밀과 면화(Seed cotton) 가격이 오르면서 PLC 직불금이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됨.

-ARC 직불금은 2024년 이후로 약보합세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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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경영비 전망

 2021년 농업 경영비는 자본재와 사료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농업 경영비는 2020-30년 동안 매년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 경영비는 자가공급 투입재(farm-origin inputs), 제조 투입재(other manufactured inputs), 

기타 투입재(aggregate expenses for other nonfarm-origin inputs)로 구성됨. 세 부문 투입재 

가격 상승률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자와 연료 및 기름 가격 상승률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됨.

 2020-30년 자본재 지출은 매년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재산세와 임대차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된 긴급특별지원금과 낮은 금리로 인해, 2021년 농가들의 농기계 및 농기구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미국 농업경영비, 2000-30년 

단위: 십억 달러

 자가공급 투입재     기타 투입재     제조 투입재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참고문헌

USDA. 2021.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0”. Long-Term Proejctions Report OCE-2021-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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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2) 윤 영 석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외 수요 회복은 향후 10년간 미국 

축산업 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1 육류 생산

 육우 사육두수는 전망기간 초기(2022~2024년) 생산자들의 낮은 수익률에 대응한 사육두수 조절로 

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전망 초기 사육두수 감소는 육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 사육두수 증가로 전망기간 말(2030년)까지 육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도체중 

증가는 육우 생산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쇠고기 생산량은 대략 2022년 270억 

파운드에서 2030년 293억 파운드까지 연평균 1%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전망 초기와 말기, 돼지․사료가격 비율1)은 점진적 옥수수 가격 상승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대폭 

하락하여 돼지의 분만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체중 개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돼지고기 생산량은 2022년 278억 파운드에서 2030년 303억 파운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망기간 동안 쇠고기 생산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그림 1.  미국 적육 및 가금육 생산량 전망 

단위: 십억 파운드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39.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jnu7213@gmail.com).
본 고는 미국 농무부에서 발간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0” 중 축산부문에 대한 전망을 참고하여 작성됨. 

1) 가축의 시장 판매 가격을 가축이 소비하는 사료 가격으로 나눈 것. 가축․사료가격 비율은 농민들이 사료를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됨. 예를 들어 100파운드의 사료가 그 사료를 먹고 사육될 가축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농장주는 가축 생산을 줄이고 
사료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임.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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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생산량은 국내외 수요증가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502억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칠면조고기 생산량도 수요증가로 2021년 58억 파운드에서 60억 파운드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2 육류 소비

 1인당 적육(赤肉,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과 가금육(닭고기, 칠면조고기 등) 소비량은 

2022년 219파운드에서 2030년 228파운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금육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1인당 쇠고기의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1인당 소비량은 2022년 55.9파운드로 예상되며, 2023년과 2024년 56.4파운드를 기록한 뒤, 2030년에 

이르러 57.8파운드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22년 49.0파운드에서 2028년 51.4파운드로 점차 증가하여 203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96.0파운드에서 2030년 101.1파운드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칠면조고기 소비량은 2022년 15.5파운드에서 2030년 15.0파운드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미국 1인당 육류 소비량(Meat Disappearance) 전망 

단위: 파운드(소매 기준 중량)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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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미국 1인당 육류 소비량(Meat Disappearance) 전망 

단위: 파운드

목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쇠고기 58.1 58.8 58 55.9 56.4 56.4 56.7 56.9 57.2 57.4 57.6 57.8

송아지고기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돼지고기 52.4 51.3 51.6 49 49.4 49.6 50.2 50.8 50.9 51.4 51.4 51.4

양고기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적육 합계 111.9 111.4 111 106.2 107.1 107.3 108.2 109 109.4 110.1 110.4 110.5

닭고기 95.1 96.4 96.9 96 96.7 97.3 97.9 98.5 99.1 99.8 100.4 101.1

기타 닭고기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칠면조고기 16 15.8 15.7 15.5 15.4 15.3 15.2 15.2 15.2 15.1 15.1 15

가금육 합계 112.5 113.7 114 112.8 113.5 114 114.5 115.1 115.7 116.3 116.9 117.6

전체 합계 224.4 225 224.9 219.1 220.6 221.3 222.7 224.1 225.1 226.4 227.3 228.1

자료: USDA(2021). p. 44.

3 육류 가격

 쇠고기와 닭고기 명목가격은 초과생산으로 인하여 전망기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고기 명목가격은 전망기간 초기 소폭 상승하나 이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쇠고기 가격은 전망기간 초기인 2022년 수요 확대와 더불어 비육우 공급 부족으로 100파운드 당 

121달러를 기록하지만, 이후 육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쇠고기 생산량 증대로 105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돼지고기 가격은 2024년까지 상승하지만, 이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망

기간 평균 100파운드 당 약 52달러로 전망됨. 한편, 닭고기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외 

수요 강세로 인해 2025년까지 상승하지만, 이후 육계 생산성 향상이 이를 상쇄하여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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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미국의 축산물별 명목가격 전망 

단위: 달러/100파운드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41.

4 육류 수출

 미국의 전체 적육과 가금육 수출은 달러화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이 미국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를 지지하여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전반적인 전망기간 동안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 심화와 가공용 쇠고기에 대한 자국 내 수요증가로 인한 수입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보임.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브라질에 

비해 하락하여 브라질이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인도, 호주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돼지고기 수출은 단기적으로 중국 및 기타 시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수요 지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서 브라질과 

캐나다를 크게 앞서 유럽연합(EU) 다음으로 제2의 세계 돼지고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가금육 수출은 향후 10년 동안 육계 수출 증가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닭고기 수출 증가는 생산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세계 수요증가에 의해 지지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가금육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럽연합과 태국이 3위와 4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30년 세계 가금육 수출시장에서 이들 

4개국의 점유율은 8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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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미국 육류 수출 전망 

단위: 백만 파운드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합계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42.

5 우유 및 유제품

 원유(原乳)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1.1% 증가하여 2030년에는 2,480억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으로 내수 성장이 더딘 가운데 젖소 사육두수는 전망기간 

중기까지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하다 후기에 이르러 증가하여 2030년에는 943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젖소의 마리당 평균 원유 생산량은 기술 및 유전학적 개량으로 인하여 2030년에 2만 6,295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유제품 소비는 향후 10년간 미국 인구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치즈에 대한 수요는 

치즈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와 외식산업 성장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버터의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1인당 우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전반적인 유제품 가격은 원유 생산 둔화와 수요증가에 기인하여 2021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2023-25년 유제품 가격은 유제품 생산업체의 적응으로 2022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반등하여 전망기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시장에서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탈지분유, 

유장 제품, 유당 등 탈지고형분 함량이 높은 제품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까지, 미국의 유제품별 수출 비중에서 유지방류와 탈지고형류는 각각 4.0%와 2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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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미국 원유 생산량 전망 

단위: 십억 파운드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43.

 표 2.  쇠고기 장기전망 

목록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고 백만 파운드 662 642 67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상업적 생산 백만 파운드 27,155 27,138 27,365 26,916 27,246 27,454 27,766 28,074 28,384 28,680 28,957 29,212

 전년대비변화 % 1.1 -0.1 0.8 -1.6 1.2 0.8 1.1 1.1 1.1 1 1 0.9

농가 생산 백만 파운드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총 생산 백만 파운드 27,224 27,207 27,434 26,985 27,315 27,523 27,835 28,143 28,453 28,749 29,026 29,281

수입 백만 파운드 3,058 3,447 3,135 3,048 3,133 3,166 3,208 3,245 3,279 3,309 3,336 3,359

총 공급 백만 파운드 30,944 31,296 31,239 30,683 31,098 31,339 31,693 32,038 32,382 32,708 33,012 33,290

수출 백만 파운드 3,026 2,896 3,080 3,093 3,078 3,111 3,152 3,188 3,221 3,251 3,277 3,300

기말재고 백만 파운드 642 67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총 소비량 백만 파운드 27,276 27,730 27,509 26,940 27,370 27,579 27,891 28,200 28,510 28,807 29,085 29,340

 1인당 소비량 파운드 58.1 58.8 58 55.9 56.4 56.4 56.7 56.9 57.2 57.4 57.6 57.8

 전년대비변화 % 1.4 1.2 -1.3 -3.7 0.9 0.1 0.5 0.5 0.5 0.4 0.4 0.3

 가격:

육우(농장)
달러/

100파운드
116.09 109.03 114.31 121.32 117.71 116.84 114.92 112.75 110.52 108.43 106.54 104.9

송아지(농장)
달러/

100파운드
156.75 153.13 155.17 166.09 166 165.25 162.59 159.44 156.18 153.17 150.54 148.35

비육우, 5-지역
달러/

100파운드
116.78 108.71 114 120.99 117.39 116.52 114.61 112.44 110.22 108.14 106.25 104.61

비육우 거세우, 

오클라호마시티
달러/

100파운드
142.23 136.8 138.5 148.25 148.16 147.49 145.12 142.31 139.4 136.71 134.36 132.41

가축․사료․가격비
율(육우/옥수수)

% 32.2 30.6 31.8 34.1 32.7 32.5 32.4 31.8 31.1 30.5 30 29.5

가축사육두수 천 두 94,805 94,413 95,000 95,000 93,632 93,757 94,114 94,458 94,768 95,017 95,197 95,306

육우사육두수 천 두 31,691 31,317 31,030 30,868 30,824 30,944 31,079 31,203 31,300 31,366 31,397 31,395

전체 소사육두수 천 두 41,044 40,651 40,400 40,259 40,236 40,376 40,532 40,676 40,794 40,880 40,932 40,951

자료: USDA(2021).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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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돼지고기 장기전망 

목록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고 백만 파운드 559 646 525 575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상업적 생산 백만 파운드 27,638 28,157 28,510 27,791 28,099 28,349 28,808 29,263 29,510 29,931 30,141 30,333

 전년대비변화 % 5 1.9 1.3 -2.5 1.1 0.9 1.6 1.6 0.8 1.4 0.7 0.6

농가 생산 백만 파운드 14 14.2 14.2 14 14 14 14 14 14 14 14 14

총 생산 백만 파운드 27,652 28,171 28,524 27,805 28,113 28,363 28,822 29,277 29,524 29,945 30,155 30,347

수입 백만 파운드 945 871 945 950 954 959 964 969 974 979 983 988

 총 공급 백만 파운드 29,155 29,688 29,994 29,330 29,677 29,942 30,416 30,886 31,147 31,583 31,808 32,015

수출 백만 파운드 6,321 7,347 7,350 7,387 7,424 7,461 7,498 7,554 7,611 7,668 7,726 7,784

기말재고 백만 파운드 646 525 575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80

총 소비량 백만 파운드 22,189 21,816 22,069 21,333 21,634 21,851 22,278 22,682 22,876 23,245 23,402 23,551

 1인당 소비량 파운드 52.4 51.3 51.6 49 49.4 49.6 50.2 50.8 50.9 51.4 51.4 51.4

 전년대비변화 % 2.8 -2.2 0.7 -5 0.7 0.3 1.3 1.2 0.2 1 0.1 0

가격:

비육돈(농장)
달러/

100파운드
51.91 48.17 51.83 59.83 59.31 59.73 58.48 57.16 57.08 55.83 55.87 55.92

생축
(National base, 

live equivalent)

달러/

100파운드
47.95 43.25 46.5 53.68 53.21 53.58 52.46 51.28 51.21 50.09 50.12 50.17

가축․사료가격비율
(비육돈/옥수수)

% 14.4 13.5 14.4 16.8 16.5 16.6 16.5 16.1 16.1 15.7 15.7 15.8

비육돈사육두수 천 두 75,070 79,048 78,600 80,250 80,688 81,236 82,293 83,331 83,770 84,701 85,030 85,307

자료: USDA(2021). p. 45.

 표 4.  닭고기 장기전망 

목록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고 백만 파운드 845 937 900 915 958 970 983 996 1009 1023 1036 1050

연방 검역 도축 백만 파운드 43,905 44,602 45,060 45,570 46,242 46,843 47,478 48,107 48,748 49,403 50,050 50,709

 전년대비변화 % 3.1 1.6 1 1.1 1.5 1.3 1.4 1.3 1.3 1.3 1.3 1.3

생산 백만 파운드 43,435 44,125 44,578 45,082 45,747 46,342 46,970 47,593 48,226 48,875 49,515 50,167

 총 공급 백만 파운드 44,411 45,208 45,610 46,153 46,852 47,470 48,109 48,752 49,401 50,067 50,723 51,393

 전년대비변화 % 2.9 1.8 0.9 1.2 1.5 1.3 1.3 1.3 1.3 1.3 1.3 1.3

수출 백만 파운드 7,103 7,246 7,260 7,482 7,599 7,730 7,858 7,987 8,116 8,245 8,374 8,503

기말재고 백만 파운드 937 900 915 958 970 983 996 1,009 1,023 1,036 1,050 1,063

총 소비량 백만 파운드 36,371 37,062 37,435 37,712 38,282 38,757 39,255 39,755 40,262 40,786 41,300 41,827

 1인당 소비량 파운드 95.1 96.4 96.9 96 96.7 97.3 97.9 98.5 99.1 99.8 100.4 101.1

  전년대비변화 % 2.8 1.4 0.5 -1 0.8 0.6 0.6 0.6 0.6 0.7 0.6 0.7

가격:

육계(농장) 센트/파운드 48.2 36.4 40.3 43.5 43.7 44.3 45 44.8 44.3 43.9 43.6 43.4

육계(국가종합) 센트/파운드 88.6 70.8 78.8 85.2 85.5 86.8 88 87.7 86.7 85.9 85.3 84.8

가축․사료가격비율
(육계/사료)

% 4.7 3.6 3.7 3.9 4 4 4.2 4.1 4.1 4 4 3.9

자료: USDA(202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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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칠면조 장기전망 

목록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고 백만 파운드 303 233 215 230 235 236 235 233 231 229 227 226

생산 백만 파운드 5,818 5,738 5,770 5,832 5,862 5,880 5,907 5,938 5,970 5,995 6,019 6,040

총 공급 백만 파운드 6,133 5,991 6,001 6,080 6,116 6,136 6,162 6,192 6,224 6,248 6,270 6,291

 전년대비변화 % -1.2 -2.3 0.2 1.3 0.6 0.3 0.4 0.5 0.5 0.4 0.4 0.3

수출 백만 파운드 639 550 570 622 652 670 683 693 701 710 717 725

기말재고 백만 파운드 233 215 230 235 236 235 233 231 229 227 226 224

총 소비량 백만 파운드 5,261 5,226 5,201 5,222 5,229 5,231 5,247 5,268 5,293 5,311 5,327 5,342

 1인당 소비량 파운드 16 15.8 15.7 15.5 15.4 15.3 15.2 15.2 15.2 15.1 15.1 15

 전년대비변화 % -1.1 -1.2 -1 -1.3 -0.6 -0.6 -0.4 -0.2 -0.2 -0.3 -0.3 -0.3

가격:

칠면조(농장) 센트/파운드 57.9 70.3 69.9 70.2 69.5 69.9 69.5 70 69.7 69.6 69.6 69.5

칠면조 암컷 센트/파운드 89.2 106.1 105.5 106 104.9 105.5 104.9 105.7 105.3 105 105 104.9

가축․사료가격비율
(칠면조/사료)

% 6.2 7.8 7.3 7.1 7 7.1 7.1 7.2 7.1 7.1 7 7

자료: USDA(202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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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농업·농촌·식품 동향  

1 탄소세 논의 동향1)

 [배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임. 

-2016년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2) 달성 목표를 제시함.

 2019년 기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Our World in Data based on Global Carbon Project; BP; Maddison; UNWPP.

1)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탄소세 논의 동향”(나보포커스, 제34호, 2021.7.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2)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을 통해 흡수하거나 CCUS(CO2 포집･전환･저장)를 통해 제거하여 

실질적인 순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1. 8.):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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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고,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임.

-배출권거래제3)(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 간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탄소세4)(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임. 

 [우리나라 탄소세 논의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 세제가 운영 중이나,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등 부과되고, 등유·

중유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부과됨.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 현황  

구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개별소비세 - - 63 17

교통·에너지·환경세 529 375 - -

교육세 79.35 56.25 9.45 2.55

자동차세 주행분 137.54 97.5 - -

주 1)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은 실제 적용되는 탄력세율 기재함.
    2)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은 경유(375원/L)에 휘발유(529원/L)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경우, 2022년 1월 폐지를 앞둔 상황임. 
 자료: 해당 세목의 근거 법률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

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제21대 국회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임.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탄소세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탄소세입을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탄소세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기후정의세법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함. 

3)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2019년 기준 배출권 거래량은 3,800만 톤임(환경부, ‘2019년 배출권거래제 분석, 배출량 전년 대비 2.3% 
감소’, 2021.2.). 

4) 현행 에너지 세제로는 휘발유 등 에너지원에 대하여 소비량에 일정액 과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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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탄소세율 배출권거래제 참여 현황

1 스웨덴 119 EU-ETS

2 스위스 99 ETS

3 리히텐슈타인 99 EU-ETS

4 핀란드 68(수송용), 58(그 외) EU-ETS

5 노르웨이 3(하한), 53(상한) EU-ETS

6 프랑스 49 EU-ETS

7 아이슬란드 30(화석연료), 9(F-gases) EU-ETS

8 아일랜드 28(수송용), 22(그 외) EU-ETS

9 캐나다 21(연방정부) ETS

10 덴마크 26(화석연료), 22(F-gases) EU-ETS

11 포르투갈 26 EU-ETS

12 영국 22 EU-ETS

13 슬로베니아 19(화석연료) EU-ETS

14 스페인 16 EU-ETS

15 라트비아 10 EU-ETS

16 남아프리카공화국 7 ETS

17 아르헨티나 6(대부분의 액체연료), 1(화석연료, 광물석탄, 석유코크스) 미참여

18 칠레 5 미참여

19 콜롬비아 4 미참여

20 싱가포르 4 미참여

 탄소세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 주요 내용

제21대 국회
탄소세법안
(용혜인 의원, 2021.3.12.,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를 위하여 과세물품의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을 기준으로 탄소세 부과 후 해당 세입을 탄소세 배당의 형태로 
균등 지급

제19대 국회

기후정의세법안
(박원석 의원, 2013.6.28., 임기만료폐기)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원자력 발전소 비중의 단계적 축소를 위하여 기후
정의세 도입

탄소세법안
(심상정 의원, 2013.7.10., 임기만료폐기)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성이 높은 과세 대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부과

주: 1tCO2e는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영향의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의미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계 탄소세 시행현황] 25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대 US$119/tCO2e의 탄소세율을 

적용5) 중임.

-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25개국이 탄소세를 시행 중이며, 스웨덴의 탄소세율이 US$119/ 

tCO2e로 가장 높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US$1/tCO2e 미만으로 가장 낮음. 

 탄소세 시행 국가 및 탄소세율, 배출권거래제 참여 현황  

5)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자료 참조(검색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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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탄소세율 배출권거래제 참여 현황

21 일본 3
도쿄 등 지역단위로 운영 중, 2022년
부터 일본 전체 확대 예정

22 에스토니아 2 EU-ETS

23 멕시코 <1(하한), 2(상한) ETS

24 우크라이나 <1 2021년부터 ETS 시행

25 폴란드 <1 EU-ETS

주 1) EU-ETS는 EU 28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대상국임.
    2) 캐나다는 주별로 다른 세율 적용(28(브리티시컬럼비아주), 14(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21(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자료: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2020.5.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시행하되, 이중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세 감세, 

산업용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의 조치를 병행함. 

- (핀란드)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 도입하였고, 1997년 및 2011년 에너지 세제개혁을 통해 

소득세 감세 및 기업의 사회보장비 삭감6)함. 

- (스웨덴) 1991년 탄소세 도입 당시 법인세 삭감 및 저소득층·중산층의 소득세 감면 병행,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인하7)함. 

- (덴마크) 1992년 탄소세 도입 시 기존 에너지세 인하, 소득세·판매세·법인세 감면8)함.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2년 10월, ‘지구온난화대책세’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함. 

- (일본) 2012년 10월, ‘지구온난화대책세9)’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함.

- (싱가포르) 2019년 동남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 연간 25ktCO2e 이상의 대규모 탄소배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 부과10)함.

 프랑스는 탄소세율 인상 유예, 호주는 2012년 탄소세 도입 후 2년 만에 폐지함. 

- (프랑스) 2014년 탄소세 도입 후 탄소세율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유예된 상태11)임. 

6)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감면 대신 배출권을 무료 할당함. 
7) 산업용 전력 및 열병합 발전의 경우 탄소세 감면 조치 병행함. 
8)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대하여 탄소세 감면, 2020년 탄소세 인상 법안 가결함. 
9) 세율은 US$3(￥289)/tCO2e로, 기존의 석유석탄세에 더하여 부과하되, 면세와 환급 조치 병행, 세수는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 등에 집행함. 
10) 2023년까지는 US$4/tCO2e의 세율을 부과하되, 2030년의 경우 US$7.5~11.3/tCO2e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해당 세수는 

산업 부분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지원에 재투자할 계획임. 
11) 2017년의 탄소세율 €30.5/tCO2e을 2030년까지 €100/tCO2e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발발함에 따라 인상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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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2012년 7월 탄소세 도입 후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 및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 7월, 시행 2년 만에 폐지함. 

 [시사점] 각국의 탄소세 시행 및 논의 사례는 탄소세 도입 시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 시사함. 

-북유럽 국가의 경우, 직접세 등의 감면,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급격한 

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 

-탄소세 도입 후 조세 저항이 발생한 프랑스 및 호주의 사례 참고 가능함. 

 탄소세 도입 시 현행 에너지세제와의 연계, 탄소 다(多)배출업종의 부담 심화, 역진성의 보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검토가 필요함. 

-2022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기존 에너지세제의 

통합·유지·보완 및 세목 신설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탄소세 부과 시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의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탄소세 도입 시 초래될 수 있는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탄소세 감면, 

탄소세 세수를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등 검토가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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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대형마트가 SNAP에 미치는 영향1)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SNAP 수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지원금을 통해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수혜자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영향도 있음.

-2016년 기준으로 SNAP에는 약 78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SNAP 수혜자들의 84%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혜자의 64%는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가 

있는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형마트(super stores)의 출현은 SNAP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소매점들에게 위협이 됨과 

동시에 SNAP 수혜자들의 식품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대형마트 한 개가 입점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0.25개의 슈퍼마켓, 0.05개의 식료품점, 편의점 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동시에, 반경 5km 내에 있는 소매점들에서 사용되던 191,000달러에 달하는 SNAP 지원금이 

대형마트로 이전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매점들이 폐업하지만,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감소하지 않음.

 대형마트를 통한 저렴한 상품 구매로 인해 구매력이 상승한 소비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소매점보다 

대형마트에서 SNAP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남.

-대형마트에서의 구매비용이 3% 저렴2)하다고 가정했을 때, 2015년 기준 전체 SNAP 수혜자들은 

1)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Super Stores’ Impact on the Availability of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Approved 
Stores”(2021.6.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2)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월마트 등에서 일반 소매점에 비해 브랜드가 있는 식료품은 6~7% 저렴하고, 월마트 등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3~8% 저렴함. 

국제 농업 정보(2021. 8.):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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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1억 860만 달러의 구매력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이는 전체 SNAP 예산의 

0.15%를 차지함.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의 SNAP 사용을 증가시켰고, 현재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과거에는 대형마트에서 과일, 채소, 신선육류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슈퍼마켓이나 지역 식품점처럼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판매함.

 매장 유형별 SNAP 지원금 사용 비율  

출처: 미국농무부 경제조사국.

 SNAP 매장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 구매에도 SNAP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농촌에서의 온라인 구매는 상대적으로 어려움.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이 소비자의 접근성을 낮추지 않았으나,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하여 

주변 소매점이 사라진 경우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로 접근성 부족을 해결하였음.

-하지만, SNAP 지원을 받는 농촌 거주자들은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온라인 

구매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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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식품 공급 사슬의 수자원 사용3)

 미국은 세계적으로 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이며, 특히 농업에서도 수자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담수를 취수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미국 내 소모성(consumptive) 물 소비량의 80%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음.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을 겪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가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U.S. Drought Monitor4)에 따르면, 2012년에 미국 농업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으며, 특히 12월에는 6.7%의 미국 영토가 심각한 가뭄(D4)을 경험함.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미국의 67.1%가 가뭄을 경험하였고, 가뭄뿐만 아니라, 폭염, 

홍수, 사이클론, 산불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짐.

 수자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농식품은 신선 채소이며, 식품 공급 사슬에서는 생산 단계에 수자원이 

대부분 투입됨.

-2012년 기준 신선 채소를 생산하는데 연간 가장 많은 수자원이 투입(5.1조 갤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견과류, HMR 등을 포함한 기타 식품(4.5조 갤런), 돼지고기, 소고기 및 기타 

육류(2.5조 갤런) 등에 많은 수자원이 투입됨.

-하지만, 수자원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식료품의 단위 무게당 혹은 단위 부피당 수자원 필요량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식품 공급 단계 중에서는 작물 생산에 가장 많은 수자원이 투입되는 것(72%)으로 나타남. 뒤이어 

가축 생산에 수자원이 많이 투입되며, 에너지, 가공 및 포장, 유통 및 마케팅 등에 사용되는 수자원은 

생산에 투입되는 수자원의 양에 비해 미미함.

-육류 생산에 있어서 가축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수자원의 양보다 사료 작물 생산에 투입되는 

수자원이 비중이 높으며, 특히 가금류 생산에 있어서 가축이 직접 소비하는 수자원의 양보다 사료 

작물 생산에 사용된 수자원의 양이 5배임.

3)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Tracking the U.S. Domestic Food Supply Chain’s Freshwater Use Over Time”(2021.7.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4) U.S. Drought Monitor는 가뭄 등급을 D0(abnormal drought)부터 D4(extreme drought)의 5단계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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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소비 식품의 공급 사슬에서 담수가 사용되는 비율  

 수자원 사용의 증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탄소 배출량, 토지 사용 등 여러 요소와 

함께 고려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농산물 가치사슬의 환경 영향을 살펴보면, 농식품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 토지 

이용, 수자원 사용이 나타나며, 가공 및 포장 단계에서는 산림 생산물이 사용되고, 소비 단계에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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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와 제안1)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에 관한 평가 결과, 많은 부문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몇몇 부문에서는 

시장 왜곡, 재정투입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농업부문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정책 방향 효과성 효과를 제한한 주요한 원인

교통 및 자유 이동 높음 • 없음.

경쟁 중간
• 단일 시장 내 왜곡 발생 가능성
• 정부 보조금(state aids)으로 인한 문제

식품 안전 높음 • 없음.

공동농업정책 적용의 유연성 높음 • 회원국별 지원으로 인한 몇몇 문제 발생

EAFRD 하의 예외적 일시 지원 정책 높음 • 없음.

공동시장 경쟁 법안의 개정 낮음
• 실제적 활용에 대한 지식 부족
• 합의와 결정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족

일시적 사적 저장 지원 낮음
• 제한된 범위 및 재정
• 과도한 행정력 필요

와인 부분 특별 지원 낮음
• 불평등하고 적절하지 않은 국가 정책과 재정투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발생
• 고품질 와인 생산 및 지리적 특성에 반하는 조기 수확 제도
• 팬데믹 기간 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부족

채소 및 과일 부문 특별 지원 높음 • 없음.

특정 농업 부문에 대한 홍보 지원 높음 • 없음.

 2021년부터의 유럽연합 다년도 재정투입 계획과 공동농업협정을 바탕으로 미래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음.

1) 유럽의회조사처의 “European agriculture: a sector-based analysis of food systems and market resilience”(2021.5.2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nrd.ec.europa.eu/).

국제 농업 정보(2021. 8.):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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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비축) 공동농업정책(CAP) 2014-2020 기간 동안 매년 4억 유로를 투입하여 총 28억 유로가 

7년간 사용됨. 미래에는 이러한 식량 비축이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직불금제도와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CAP 

2021-2027에서도 식량 비축 정책에 매년 4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정투입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음.

- (공동농업협정의 제한된 역할) 다년도 재정투입 계획 2021-2027에 따르면, 공동농업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이 1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미래에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변화된 소비 패턴 반영)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했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푸드뱅크 등을 통한 식품 지원과 값싼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음. 이를 반영하여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속적이고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됨.

 미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정책 제안  

정책 방향 세부 내용

식품 시스템적 접근 • 미래의 위기관리 정책을 수립을 위해서는 식품 공급 사슬의 전 범위에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장 관리 정책
• 시장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
• 식품 시장 운영자들이 미래의 식품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 마련

식량 비축(crisis reserve)
• 농가 직불금제도와 식량 비축 제도의 비연계(decoupling)는 위기 기간의 유럽연합의 재정적 가용성을 

강화

정부 보조금(state aids) • 국가 지원의 시장에 대한 중단기 효과가 경쟁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지 감시할 필요

연속적이고 적절한 식품 공급 • 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할 필요 존재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유럽 농촌 개발정책의 영향과 도전2)

 농촌은 구조적 약점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2) 유럽연합위원회의 “Management plan 2021 –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21.3.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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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1,030만 개의 농가와 1억 5,700만 ha의 농지를 포함하며, 2,200만 명에게 농식품(농업, 

식품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일자리를 제공함.

-인구감소, 높은 사회적 배제 및 빈곤율, 기초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음.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촌개발정책은 유럽농촌개발펀드(EAFRD)(1,000억 유로)와 회원국 재정

투입(총 610억 유로)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음.

-농촌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고, 환경보호·자원 효율성 증대, 기후

변화 적응·피해 방지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에 투입된 공동농업협정 직불금은 약 5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보호함.

 공동농업협정의 농촌개발 효과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 평가

효과성
• Pillar 1은 농가의 안정성 유지에, Pillar 2는 농촌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됨.

• LEADER 프로그램은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효율성
• Pillar 2 정책은 행정적으로 복잡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에게는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편

익분석을 통해 혁신 가능성이 밝혀짐.

일관성 • Pillar 1과 Pillar 2는 일반적으로 각각 계획됨.

연관성
• 사회서비스, 마을 재생, 지역 개발 정책은 농촌의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게 진행됨,

• 농가 지원에 비해 농촌개발프로그램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유럽의 부가가치
• 재정투입은 사회적 인프라와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만, 농가 위주로 정책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농촌의 

쇠퇴를 막는 것에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공동농업협정에는 총 3,439억 유로가 투입될 것으로 나타남.

-Pillar 1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2,586억 유로가, Pillar 2에는 778억 유로에 ‘Next Generation 

EU’ 자금인 75억 유로가 추가로 투입됨.

- ‘Next Generation EU’ 자금은 공동농업협정의 Pillar 2에 투입되는 자금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 

7,500억 유로가 투입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친화적이고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됨.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되는 공동농업협정 재정은 202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공동농업

협정으로의 전환 과정에 사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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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공동농업협정이 EU 그린딜 목표 등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회원국의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고용 문제) 이탈리아의 낮은 농촌 고용률 및 높은 성별 격차, 불가리아의 교육 및 훈련 부족 

문제, 포르투갈의 농촌 청년층의 낮은 직업 기회 등을 지적함.

- (인구감소) 스페인,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농촌 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소규모 마을로 구성된 농촌지역(Zeeland)은 특히,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더 큰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 및 세대 재생) 핀란드와 동부 독일의 농촌에서는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 농촌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농업을 청년층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 보육, 교육, 의료 및 교통 서비스의 확충이 농촌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접근성) 2025년까지 광대역 접근성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리스와 폴란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LEADER) 일자리 창출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개발, 재정 

구조 계획, 농촌 간 협력을 지원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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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림수산성 산림·임업 기본계획1)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6월 15일, 산림·임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본 계획은 

5년마다 발표함.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임업·목재 산업에 의한 녹색성장을 목표로 산림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임업·목재 산업의 지속성을 성장·발전시켜, 2050 탄소중립을 고려한 풍부한 사회·경제를 실현

하고자 함.

 산림·임업·목재 산업을 통한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임업·목재 산업이 가진 지속성을 향상하고 성장·발전시켜 사람들이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사회·경제생활 향상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녹색성장을 실현을 위해 

다음의 5가지 정책을 추진함.

- (1. 적절한 산림자원 관리) 산림자원 순환이용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을 유도하기 위해 

재조림2) 및 복층림화3)를 추진하며, 천연생림4)보전관리 및 국토강화를 위한 대응을 가속화함. 

아울러 간벌·재조림을 통해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 확보·강화를 도모함.

- (2. 새로운 임업을 위한 대응 추진) 신기술을 도입하여 벌채부터 재조림·숲가꾸기에 이르기까지 

흑자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임업을 추진함. 임업 종사자의 소득과 노동 안전 향상을 도모

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 경영체를 육성함.

1) 일본 농림수산성 “森林·林業·木材産業による「グリーン成長」を目指して~新たな「森林・林業基本計画」を決定~”(2021.6.1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rinya.maff.go.jp/j/press/kikaku/210615.html).

2) 인공림을 벌채하고 그 적지에 인공조림을 시행함. 
3) 인공갱신에 따라 조성되어 수령, 수고가 다른 수목으로 구성된 산림을 의미함. 
4) 재해나 벌채 등에 의해 소실된 후 거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재생된 산림을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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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 목재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재 제품의 공급 체제를 정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소 지방 공장 등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경쟁력을 향상함.

- (4. 도시 등에 ‘제2 산림’ 만들기) 중고층 건축물 및 비주택 분야 등에서 새로운 목재 수요 획득을 

목표로 함. 목재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도시에 탄소를 저장하여 온난화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음.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제품의 수출을 촉진함.

- (5. 새로운 산촌 가치 창조) 산촌 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진흥에 더하여, 산림 서비스산업 

육성, 관계인구5) 확대를 목표로 함.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농림지 관리·이용 등 협동 활동을 촉진함.

 새로운 기본계획 주요 내용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임업 기본법에 기반하여 산림의 다원적 기능 발휘 및 임산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목표를 제시함.

정책 주요 내용

산림 다원적 기능 
발휘

• 산림 계획제도의 운용을 재검토하여, 적정한 벌채 갱신 추진(벌채조림신고제도 재검토와 지도 강화 등)

• 우량종묘 생산체제 정비, 정영목 등을 활용한 저비용 조림, 야생동물 대책 등 추진
• 간벌·재조림 추진에 의한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 확보 및 강화(간벌 등 특별조치법)

• 산림환경 양여세6)를 활용한 침광혼교림7)화, 희귀한 산림생태계의 보호 관리
• 국토 강화 5개년 가속화 대책에 근거하여 치산사업(治山事業) 추진
• 재해 발생 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세세한 치산댐8) 배치, 산림토양 보전 강화, 유목(流木) 대책, 규격구조

(structural code)가 높은 임도 정비 추진
• 농림복합적인 소득확보, 활엽수, 버섯 등 지역자원 활용, 농림지 관리 이용 추진
• 산림 서비스산업 추진, 관계인구 확대
• 식수 등 국민 참여 산림 조성 추진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임업 경영체 육성
• 생산성 및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임업’ 추진
 - 정영목 등을 통한 저비용 조림과 수확 기간 단축
 - 자동조작 기계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노동 강도 완화
• 임업 경영체 육성
 - 경영관리권 설정 등에 의한 장기적인 경영 확보
 - 법인화·협업화, 산업복합형 경영체 등 경영 기반 강화
 - 경영 플래너 육성 등 경영력 강화 등
• 인재 육성·확보(신규 취업인 지원, 단계적 인재 육성)

• 임업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타 산업 수준의 소득, 능력 평가, 노동 안전 대책 강화)

5) 특정 지역 단순 방문자, 거주자는 아니지만 여가업무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의미함. 
6) 국가가 징수한 국세 중 일부를 특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조세를 말함. 
7)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산림을 의미함.
8) 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억제하기 위해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장벽으로 사용재료에 따라 돌댐, 콘크리트댐, 강제(鋼製)댐, 통나무댐, 

돌망태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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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내용

임산물 공급 및 이
용 확보

• 원목 안정공급(ICT 도입 등을 통한 상물(商物) 분리, 공급망·매니지먼트 추진)

•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 (국제경쟁력 강화)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KD재, 집성재9)등 저비용공급체제 정비, 공장 간 연계·

재편 등을 통한 규모 확대
 - (현지 경쟁력 강화) 판재·평각 등 다품목 생산을 위한 시설 교체, 대경재(말구직경 30cm 이상 원목) 활용
 - (JAS 제품 공급 촉진) JAS제 생산·이용을 위한 조건 정비, 관계자에 의한 JAS 수수료 수준, 하자보증제도 검토 

등 촉진
 - (기타) 국산재 비율이 낮은 분야, 가구 등에 이용 촉진
• 도시 등에 목재 이용 촉진(내연성 부재 및 CLT 등 민간 비주택 분야 이용 등)

• 목재 등의 수출 촉진,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열전 이용, 자원 지속적인 이용)

국유임야 관리 경영
• 국토보전 등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 임산물 지속적·계획적 공급, 국유임야 활용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

복지 향상
• 상기에 이바지하는 목표로 국유임야 관리 경영추진

기타
• 디지털화(산림클라우드 도입, 목재 ICT 생산유통 관리, 임업 디지털 전환 등)

• 코로나 대응(수요 급감 시 생산 조정·조림 전환, 재택근무에 대응한 리폼 수요 반영)

• 동일본대지진 부흥·창생,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과 조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2., 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10)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18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이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음.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12.21.)에서 제시한 기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 패키지 및 개별 정책에 대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함.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 및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원격근무를 기회로 인구 이동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등 

국민의 의식 및 행동이 변화함.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본 기본방침에서는 ➊ 지역이 자체적으로 특색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주적·

주체적으로 대응, ➋ 도시에서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 및 일자리 유입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방문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지역을 실현해 나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하며 종합전략에서 제시한 정책체계11)를 기반으로 대응을 

9) 판재 및 소각재 등을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접착시켜 만든 접착 가공 목재를 말함. 
10) 일본 내각부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1について”(2021.6.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chisou.go.jp/sousei/info/#an20).
11) (기본 목표) ①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지방과 연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새로운 사람 유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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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데 있어, 새롭게 3가지 관점(사람, 디지털, 그린(친환경))을 중점적으로 지방 창생 대응을 

개선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본부를 사령탑으로 정책지표를 확실히 세워 모든 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행동이 변화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도시에서 각 지역으로 인구 

및 일자리 흐름 창출을 추진함.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 시행률 급증, △특히 젊은 층의 지방에 대한 관심 증가, 

△도쿄에서 지방으로 개인·기업 전출 등 변화가 발생함. 

 이에 따른 각 지역의 특색을 기반으로 자주적·주체적인 대응을 촉진하고자 함.

-△감염병 및 인구감소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화에 관한 관심 고조, △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재생 에너지 및 새로운 가치관으로써 지역 창생 SDGs에 대한 관심 고조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➊ 사람(지방으로 사람 유입 창출, 인재 지원), ➋ 디지털화(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➌ 그린(지방이 이끄는 탈탄소사회 실현) 관점에서 지방 창생을 추진

 사람: 지방으로 인구 유입 창출, 인재 지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구 흐름에 변화가 생겼음.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생활 의식·행동 

변화 조사(2021.6.4. 내각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 시행률이 상승하여 이에 따라 

도쿄권 거주자의 지방 이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방에서 일하기 쉽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이주로 이어지는 인구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이주하는 데 있어 가장 높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일자리 및 수입 확보로 조사되었으며, 원격근무 

확대에 따라 직장을 옮기지 않아도 이주가 가능해지면서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디지털화: 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디지털 전환(DX) 추진을 통해 ➊ 지리적·시간적 제약 요인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같은 서비스 제공, 

만들어 내며, ③ 결혼·출산·육아 실현, ④ 사람이 모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횡단적 목표) ① 다양한 인재 활약 추진, ② 새로운 세대 흐름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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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디지털 그린

<지방 창생 원격근무 추진>

• 위성 사무실 정비 및 이용 촉진
• 정보 제공·상담 체제 강화 등

<기업 지방 이전 등 촉진>

• 지방거점강화세제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 정부 기관 이전 추진 등

<지역으로 인재 지원 내실화>

• 지방 창생 인재 지원제도
• 기업판 고향세(인재 파견형)

• 전문가 인재 사업 등

<육아세대 이주 등 추진>

• 육아 세대 이주 추진
• 지방공공단체 이주 지원체제 강화
• 결혼·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 정비

<관계인구 창출·확대>

• 관계인구를 중개하는 민간단체를 모델 

사업으로 지원

<매력 있는 지방대학 창출>

• 지방의 과제 및 수요에 대응한 특색 있는 
대응 및 조직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검토
•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 등

<5G 등 정보통신기반 조기 정비>

• 5G 기지국 및 광섬유 정비
• 로컬 5G 보급·전개 촉진

<디지털 분야 인재 지원>

• 디지털 전문 인재 지방공공단체로 파견

<데이터 활용기반 정비>

•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데이터 활용기반 정비·

공개 대응 촉진
• RESAS, V-RESAS 활용 사례 수집, 공유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한 지역 과제 해결, 

지역 매력 향상>

• 스마트 농림수산업, GIGA스쿨 구상,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등 대응 촉진

• 슈퍼시티12) 구상 조기 실현

<그린 분야 인재 지원>

• 재생 에너지 도입 및 지역활성화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재 지방공공단체로 
파견

<관련 정보 공유 및 민관 협동 추진>

• 탈탄소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 확충
• 지역의 탈탄소화 계획 책정 지원
• 탈산소사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주민 서비스 확충을 한 번에 진행하는 
민관협동 대응 추진

<지방 창생 SDGs 등 추진>

• 탈탄소 관점을 추가한 SDGs 미래 도시 
선정 등

<지역사회·경제를 지탱하는 분야의 탈탄소화 

대응 추진>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기반으로 한 
대응(농산어촌의 에너지 지산지소 등)

• 정영목(elite tree) 등 이용 확대
• 전기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수송

시스템 도입, MaaS13) 도입 등을 통한 

대중교통 편리성 향상
• 비주택·고층건축물 등에 목재 이용

➋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조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과제 해결 및 매력 향상으로 연결함.

-이를 위해 정보통신 기반의 정비 및 인재 지원,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함.

 그린: 지방이 이끄는 탈탄소사회 실현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지방에서 탈탄소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과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 창생과 탈탄소 선순환’ 추진을 

위해 대응함.

-이를 위해 인재 지원 및 관련 정보공유·민관 협동 추진, 지방 창생 SDGs 추진, 디지털기술 활용, 

각 분야 탈탄소화 대응 등을 추진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26., 08.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 체제를 말함. 
13)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어이며, 모든 교통수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동 최적 방법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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