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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환경정책연구소 (IEEP)는 지속가능성문제의 싱크탱크이다. EU 기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산업계 전반의 이해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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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과 학 은 분 명 하 다 : 긴 급 한 도 전 이 우 리 앞 에 놓 여 있 다 . 유 럽 환 경 청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최근 증거는, 유럽연합이 거의 모든 환경 및 지속가능성한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럽이 행성의 경계 내에 머무르는 지속가능
하고 기후친화적인 대륙이 되기 위해서는, 심오한 시스템변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 으
며, 이를 빨리 해야 한다.
EU는 기후 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롭고 야심찬 청사
진이 시급하다. 새로운 위원회의 첫 번째 주요 정책 발표인 Green Deal 이 이러한 긴급
성을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식품부문은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 위치하며, 특히 낙농부문이 그러하다. EU 전체 농업
생산량의 12% 이상을 대표하는 낙농생산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부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축인 경제, 사회, 환경 모두에 걸쳐 수많은 상호연계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몇 달 전, Arla Foods사로부터 유럽 유제품부문이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모든 측
면에서 어떻게 더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뢰를 받았다. 이에 우리는 지
속가능성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인 싱크탱크로서, 좋은 기
회라고 믿고 수락했으며, 가치사슬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에 대한 해결책과 가능한
경로를 제공 하는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은, 어느 한 그룹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낙농분야 자체는
심오하고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 시민사회, 소비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Green Deal과 다가올 Farm to Fork 전략과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발
견과 결론이 논의에 기여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증거에 입각한
결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Céline Charveriat,
사무총장
유럽환경정책연구소(I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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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7개국에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낙농협동조합 중 하나인 Arla
Foods는, 지속가능 한 낙농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나는 Arla Foods와 유럽 전역의 많
은 동료들이 지속가능 성도전에 나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안다.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둘러싼 대중적, 정치적 논쟁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많은, 그리고 종종 경쟁적인 견해가 있다.
유럽의 선도적인 유업체로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현재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 낙농산업 외부와 학계 내, 그리고 가치사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낙농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민소유의 협동조합으로서, 이 같은
협력문화는 Arla Foods의 속성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유제품 분야의 밝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유제품 가공업체, 농부, 정부, 시민사회 등 대중들의 변화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실질적인 행동을 권고하는 유럽 낙농업의 미래에 대한 정직하고 현실적인 평가는 우
리에게 중요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된 제3자가 이 연구를 수행하기를 원했기 때문
에, 유럽환경정책연구소(IEEP)에 이 중요한 일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그 보고서에는 분명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낙농분야가 유럽에 얼
마나 많은 보답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지 또한 분명하다. 우리는 유럽위원회의
Green Deal에 요약된 경제, 환경, 건강, 삶의 질 측면에서 유럽과 유럽의 식품분야가,
어 떻게 지속가능한 대륙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낙농의 역할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보고서가 이 같은 논의에 귀중한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Arla Foods는 9,900명의 농민소유주들과 함께, 낙농부문을 이끌어 갈 책임감을 가지
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수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계속
해서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산업으로서 우리가 정부, 이익단체, 소비자와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면, 유럽 낙농부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Peder Tuborgh
CEO
Arla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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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낙농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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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농.식품분야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
증가하는 인구, 고착화된 민족주의에 대한 중대한 우려는 현 상황에 부담이 되고 있다.

6

상황설정
2013년에 채택된 제7차 유럽환경행동계획(EAP)은 고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2050년이 되면, 우리는 지구의 생태학적 한계 내에서 잘 살 수 있다. 우리의 번영과
건강한 환경은, 폐기되는 것이 없으며, 자연자원이 지속가능 하게 관리되고, 생물다양
성이 우리 사회의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평가되며, 사회의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이고 순환적인 경제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저탄소성장은 오랫동안 자원사용과 분리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
한 속도를 설정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로는, 유럽이 제7차 유럽환경
행동계획(EAP)이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경고하면서: 우리
가 미룰수록, 더 많은 피해가 돌이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황의 긴급성과 시민수요에 대응하여, 2019년 12월, 유럽위원회는 Green Deal과
의 소통에서 EU를, "2050년까지 온실가스(GHG)의 순 배출이 없고, 자원사용과 분리
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현대적이고 자원효율적이며, 경쟁적인 경제로 공
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변모시킬 것을 약속했다." Green Deal은 또한 EU의 자연
자본을 보호, 보존, 향상시키고, 환경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생산방식과 소
비방식을 지구와 조화시킴으로
써, 경제와 지구환경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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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낙농업계가 빈곤과 기아 해소, 환경 보호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겠다는
야심찬 장기약속을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는 국제낙농연맹(IDF)과 유엔식량농업기구
(FAO)가 2016년에 발표한 '로테르담선언'에서 나왔다. 대규모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 부문은 경제, 사회, 환경,
기후 영역에서 당면한 도전에 의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더 많은 환경과 기후 친화적인 제품, 높은 동물 복지, 그리고 지역 생산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함께, 수출 시장에 의해 추진되는 불안정한 제품 가격과 생산 증
가의 강화 압력은, 그 분야에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제는 업계
리더들이 나서서 농식품분야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며, 중요한 것은
이의 이행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첫 실행자를 선호할
것이며, 중요한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
야 하는가에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비전은, EU 낙농업계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와 취해
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을 제공한다. 그것은 일단 약속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이
행과정에서도, 그 부문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그것
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활성화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중심에는 협력과 공급망 전체에
걸친 제휴가 있다.

According to the FAO,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hat meets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 The four pillars of food security are
therefore availability, access, utilization (use and misuse) and stability.
2
More than 45,000 jobs in dairies are directly linked to export (In 2016, the top 10 importers of EU dairy products

accounted for just under 50 per cent of total EU exports (16,842,787 tonnes in milk equivalent) – the EU dairy sector
has developed a true global and diversified export strategy making EU dairy available in all regions of the worl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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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낙농부문

EU 유제품 부문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 부문(채
소 및 원예 식물 부문과 시리얼 이전)으로, 전체 농업
생산량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농장과 사육규모,
수확량, 농장의 종류는 알프스지역의 자유범위 농업
에서부터 북서부 및 중부 유럽의 대규모 전문 낙농목
장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특히 고산지대는, 전체 EU 우유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오스트리아, 핀란드, 슬로베니아의 경우
는, 고산지대의 생산량이 전체 우유생산의 60% 이
상을 차지한다. EU의 전체 우유생산에서 차지하는
유기우유 생산량비율은, 2016년 현재 3% 내외로 비
중이 낮다(EC, 2018).3

3%
양, 염소 및 물소 젖

EU 낙농

97%

64%

우유

2015년에 협동조합에 의
해 공급된 우유

2016 년에는 EU에서 생산된 모든 우유의 97%가
젖소에서 생산되었다.4 30년 사이(1983 -2013 )에
EU-10에서 젖소를 기르는 농장의 수가 81% 감소
하였으며, 이는 120만 호의 낙농가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큰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장이
자연에서 더욱 전문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량
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5 1985년 공통농
업정책(CAP) 하에서, 구조적인 과잉생산을 극복하
기 위해 도입된 쿼터제도는, 우유와 유제품에 대
한 국제시장의 수요증가에 따라 2015 년에 해제
되었다. 그 결과 치즈와 같은 부가가치제품의 시
장이 성장했다(EPRS, 2018).6

3
4
5
6
7

EU 내에서는, 유가공분야 의 30만개에 달하는 일
자리와 170만호 이상의 젖소사육농가(EDA, 2018)
등, 낙농분야 의 고용창출이 200만명으로 추산된
다.7 낙농분야 에는 특히 협동조합이 많으며, 2015
년 현재 협동조합은 원유공급량의 약 64%를 차
지한다. 제품의 부패하기 쉬운 특성 때문에, 협동
조합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니며, 이는 원유거래
에 있어서 높은 거래비용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수
반한다.

European Commission (2018) - EU agricultural outlook 2018-30.
The remaining 3 per cent of milk came from ewes, goats and buffalo.
Changing from dairy cows on mixed farms, to specialist dairy production.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 (2018) – The EU dairy sector: main features, challenges and prospects.
European Dairy Association economic report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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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기회
낙농부문은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 모두에 걸쳐 수많은 상호 연
계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낙농부문과 사회 전체에
대한 기회를 실현해야 한다. 환경과 기후행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긴박감은 커지고 있
다. 한편, 경제적 고려는 여전히 많은 결정의 핵심 추진요소이다. 이러한 기회를 실현한다
는 것은, '허용', '자립', '평등'이 함께 존재하는 개발공간 내에서의 전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후는 다른 것, 경제적인 면에서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은 다른 것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
한 절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낙농부문의 미래를 뒷받침할 것이다.

가치사슬에 걸친 산업계, 정
책입안자 및 소비자를 포함
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
과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

일부 대응은 지금 취할 수 있고, 또한 당장 취해짐으로써, 단기적으로 낙농부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 같은 대응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야 하며, 낙농부문을 폐
쇄적적으로 만들지 말고, 향후 변화를 허용해야 한다.

10

그러나, 일부 대응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며, 과도기적 지원과 더불어 더 큰 시
스템적 변화, 추가 연구 및 이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필요한 변
화를 늦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변화는 정말로 지금 실행되어어야 한다. 대응은
단기조치와 병행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변환의 일부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기준(경제, 사회, 환경)은 총
체적으 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

수용가능

실행가능

지속가능

공평

사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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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측면
EU 농업경제에 있어서 낙농업과 낙농의 가치사슬은, 중요한
사업부문이다.
EU 낙농분야는 변동하는 시장가격, 높은 노동비용, 인구고령화 등 여러 사회경제적 어려
움에 직면해있다. 유럽 전역에서 낙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다(1983~2013년의 30년간
120만 농가 감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농가가 줄어들면서, 소규모 농가가 특히 영향
을 받고 있다. 원유와 유제품 가격의 변동성은, 지난 10년 동안 모두 크게 증가했다.
2007년 이후, 가격변동의 규모가 증가하여 대부분의 해에는 원유와 유제품가격이 리터
당 0.40~0.25유로 사이에서 심하게 변동하고 있다(EC, 2016).8

8

European Commission (2016) - EU dairy farms report based on 2016 FAD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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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불안과 불안정은 공급망 내 낙농가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지와 낙농생산 전문화로
악화돼, 소득의 다양성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 지배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심적인 과제다. 유제품의 '가치'에 지속가능성을 내장하고, 소비자와의 연결성과 인지도를 높
이는 것은, 유제품이 원유생산량에서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
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소매업자들이 유제품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
기 시작함에 따라 도움이 될 것이다. 불안정한 재정상황은 효율성과 환경대책에 대한 투자,변동 하
는 시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대책, 환경·기후충격 등, 투자지원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다양성, 고부가가치 상품뿐만 아니라 농장내 다양화, 재생에너지 발전, 농촌 관광을
통한 농가의 소득 흐름의 다양화는, 시장 가격과는 별개로 더 큰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수요부문으로, 연간작업량, 비정상적인 노동 시간 및 작업의 물리적
수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EU 내 원유생산량이 증가해, 2030년까지(2020년 젖소우유 167.
3mt에서 2030년 180.6mt까지) EU의 유우두수가 감소(2020년 2,280만두에서 2030년 2,190만
두로 감소)하는 등, 인력자원과 함께 감소추세가 지속돼, 농가는 적지만 규모화(EC, 2018년)로 이
어지고 있다. 미래의 고용을 위해, 낙농부문은 젊은이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EU 농업부문 전체에서 농업경영자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40 미만인 경우
는 11%에 불과했다. 젊은 농민들 사이에서는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접근이 상당한
고민거리다.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낙농부문에 젊은 신규진입자를 영입하면,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및 부문 전반의 재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지배력에 있어
서의 불균형해소는 중요한 도
전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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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 및 동물복지
모든 영농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기후, 건강한 자연환경과 연계되어
있다.
EU의 낙농부문은 기후변화의 희생자임과 동시에 원인제공자이다. EU의 농업부문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경제부문 전체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10%를 조금 넘는
다.

농업에서의 C2가 아닌 온실가스(즉,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의 대부분은 축산부문에서 직 간
접적으로 발생한다. 통상적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이 부문은 2030년 경제전반의 비 CO2
배출의 72%를 차지할 것이다(EC, 2018).10

그러나, 축산부문은 기후변화의 첫 번째 희생자 중 하나로, 실제로 질병발생, 가축의 열스트레
스, 생식기능악화, 수자원공급감소, 토양번식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날씨와 기후패턴의 변화의
희생자 중 하나이다. 이 같은 문제의 완화를 위한 과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면, 해당 부문과 공급
망 전반에 걸친 복원력을 높여, 농장 및 생산과정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도전은 또한 지난 수십년 동안 일어났던 많은 생태계파괴를 악화시킨다. 일부 영농관
행은 특정 유형의 서식지유지에 필수적이지만, EU의 생물다양성감소에 가장 중요한 원인제공자
중 하나인 영농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통적인 농산물생산과 처리관행은, 물과 토양성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농업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장기적인 식량안보와 미래의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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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도는, 향상된 브랜드이미지와 정보에 정통한 소비자들로부터
의 수용을 통해 신흥시장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제품가치의 증
가는 가격변동성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축은 전반적인 유제품공급망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탄력적인 낙농은 가축을 잘 돌보고, 건강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유럽
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동물복지문제는, 유우의 다리질환, 유방염, 생식문제에서 비롯된 열악한
복지문제다.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일치된 행동을 취하는 노력은, 유제품에 대한 인정
을 받기 위해, 유제품공급망의 고객들과 참여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건강하고 행
복한 가축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전달하여, 더 높은 가치를 끌어낼 수 있
을 것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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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
낙농부문이 대응해야 하고, 유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소비자와
시민들
환경영향, 동물복지,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커지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와 높은 동물복지기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16

최근의 Eurobarometer 조사에서, 대다수의 유럽인들(94%)은 가축의 보호와 복지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지속가능성에 근거하여 확대되는 시장부문에 반영될 것이
다. 낙농부문이 유제품을 판매해야 하 는 시장은 소비자와 시민들에 의해 형성되고, 또한 그
시장에 낙농부문은 유제품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유럽의 육류 및 유제품 소비가 국가 식생활
가이드 라인에 명시된 권장수준을 초과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2
사회 일부계층,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동물성 단백질섭취를 줄이는 추세(육류 및 유제품
섭취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제품다양화는 낙농부문의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을 지원하 면서,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고기와 유제품 수요
가 증가하 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인구와 소득증대에 의해 유발되는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증가와 맞물려 있다. 지속가능하 고 영양가 있는 식단과 이러한
식단에서의 유제품의 보다 명확한 역할은, 다시 한번 낙농부문과 낙농부문 투자자들에게 확
신을 제공하 는 동시에 고품질, 영양가, 지속가능한 제품생산을 우선시하 도록 만들 것이다.

낙농부문이 유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시장은 소비자와 시민들에
의해 형성되고, 또한 그 시장에
낙농부문은 유제품을 판매한다.

Special Eurobarometer 442 on attitudes of Europeans towards animal welfare (2016). 82 per cent of respondents said that animals
should have better protection than they currently have.
12
Nutritional guidelines for healthy and sustainable diets remain fragmented across the EU and globally. There is also no EU wide
definition of a sustainable or low-carbon diet.
11

17

불확실한 미래
축산분야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난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공감
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은, 그들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협력이나 추가적인 연구를 모색하는 것이다. 제안된
비전과 조치는 기술중립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제안된 변경사항 중 일부가 특정
유형의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다.
환경에 대한 다른 해로운 영향과 함께 높은 온실가스(GHG) 배출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 가축두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중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둘러싼 공공환경의식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가축두수를 줄이는 것은, 이 복잡한 도전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대응일 뿐이다. 다른 개발궤적, 효율성, 수요변화 및 기타 요인의 증가를 통해 가축두
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축산물생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부분적으로 다른 수단
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GHG 배출감소와 환경개선
으로 이어지는 모든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기후와 사회의 새로운 영역 모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소비자, 업계, 정책입안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역할을 하
는 파트너십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떤 대응도 그 분야의 장기
적인 미래를 고려하고, 시스템의 잠금(lock-in)을 피하고, 환경적 또는 동물복지에 영
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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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은 '축산물과 소비' 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이 도전은 모든 수준에서 과소비 및 과
소비의 정도가 다양한 전세계적인 성격의 것이다. 소비에 대한 압력은 부분적으로 기후를
의식하는 소비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지만, 건강상의 이유에서도 나타난다. 우유와 유제
품 이 영양가있고,지속 가능한 식단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고, 영양가 있
고, 건강한 식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EU의 광범위한 정의의 결여로 인해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어떤 식이요법에 있어서 특정 성분의 과소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한 성
분을 다른 성분과 비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인간은 식단에서 영양소, 지방, 탄수화물,
단 백질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이것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는 문화적,경제적, 그리고 맥
락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정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EU 유제품 부문은 세 계 시장의 변화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 따라서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
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압력과 기타 압력에 대응하여, 유제품부문은 점점 더 식이요법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정당화하고, 전환과정에서 지지를 얻고 인정받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있
어서 유제품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업계, 정책입안자 및 기
타 이해관계자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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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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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50
2050년 EU 낙농분야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이라는, 지속가능성의 3대 축 사
이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다. 이를 통해 높은 동물복지기준이 뒷받침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이 부문이 지구행성의 경계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부문은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걸쳐
공정성이 분포되고, 매력적이며 공정하고 바람직한 부문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요 고용주로,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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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계획 2030
2030 년 EU 낙농부문은 지속가능성의 3대 축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
업을 통해, 해당 부문이 안전한 운영공간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
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아지고 소비자와의 연계가 증가하면, 시장지
배력을 창출하여 전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되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환경이 그 같은 전환을 가
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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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망
환경적 측면


• EU 낙농 분야는, 화석에너지와 물질로부터 벗어나, 탄소완전제로(zero)가 되고,
공급망은 삼림벌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 낙농분야 내의 모든 조치는, 낙농목장의 생물다양성감소를 반전시키고 (예를 들

어 야외방목과 반자연의 서식지유지를 통해) 전 지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 순환형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은, 환경오염과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하

면서, 생산과정 내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의 영양소와 물의 양을 재포집, 재활용
하도록 만든다.

경제적 측면
• 기후, 환경 및 복지에 대한 부문별 노력은, 해당 부문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이미
지로 이어지며, 인식되고, 이해된다.
•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보다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농민 및 생산자와 더 관련이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지속 가능
한 제품을 찾고, 따라서 그 분야를 위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하는 시장을 창
출한다.

• 공급망 전반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업과, 자신들이 생산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생
산된 제품이 사회에 가져다 주는 가치에 더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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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측면
• 동물의 건강과 복지는 EU의 기본기준을 넘어 의사결정에 중앙집중적으로 통
합된다.
• 동물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연적인 행동을 존중함으로써, 질병에
대해 보다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과 지속가능한 소비(치료불가능한 질병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더 건강하다.

낙농부문의 발전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낙농 부문이 창출하는 생산물(유제품, 생물
다양성, 순환바이오 기반 제품, 에너지 등)의 개발은, 보다 경제적으로 탄력적이며,
매력적인 부문 내에서, 안전한 일자리의 범위와 다양성을 가져온다
• 부가가치는 공급망 전체에 공평하게 분배된다.


25

비전의 실현
사회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 사이의 상호연계는, 농업부문의 생존가능성에
내재되어 있다. 농업은 토지의 생산능력과 회복능력에 의존하며, 농촌경제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도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우리가
소비하는 식량과의 연관성은 강하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의 발전은 지속가능성의 세
기둥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인, 소비자, 가치
사슬에 연계된 근로자 및 시민전체가 수용할 수 있고, 실행가능하며, 평등한 개발공
간 내에서 전진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향한 노력을 집중화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
어 야 한다.

낙농부문이 주도할 수 있지만, 파트너십을 통해서만이 비전이 달성되고 또한
지속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낙농부문이 이미 이 중심공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양질의 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목장유가공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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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낙농업 전체를 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와 낙농부문 자체의 차이
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그 같은 변화로 인해 낙농
부문 내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에 동참함으로써, 더 큰 지속가능성으로의
변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변경과 그로 인한 소비자의 대응에 따른 업계(낙농가, 유업체, 소매업체)로부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과제에 대한 대응이 불분명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균형을 이루거나 절충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이해
가 필요하다.
다음 권고안은 EU의 내에서 필요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들은 EU 낙농부문의
가치사슬이 전세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권고안은 EU정책을 통해 가
능하게 된 EU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EU 내의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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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한 비전의 실현
1. EU의 의사결정자
EU 공통농업정책(CAP)은 농민과 사회 사이의 새로운 계약을 제공하고, 전달된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적 변화를 통해 더 큰 지속가능성
을 향한 전환과정에서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이행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지원 및
자금조달 등). 정부는 농업과 환경당국의 강력한 참여로, 관리당국 내에서의 진
정한 성과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국가계획은 실제 필요와 환경,
기후 및 기타 법률에 기초해야 하며, 초안작성과정은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포
괄적이어야 하고, 유럽위원회의 승인과정은 증거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필
요한 변경과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강건해야 한다.

2. EU의 의사결정자
지속불가능한 생산비용을 식품소매가격에 내재화하는 재무메커니즘(세금 등)
의 개발을 지원한다. 창출된 수익은 건강하며 영양가 있고, 지속가능한 식습관과
균형적인 식단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이 발전하는 동안 과도기적인 지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투자를 보조하는 데 잘 사용될 수 있다.

3. 회원국
회원국들은 모든 유럽인들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구매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써,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재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 장
한다.

4. EU 의사결정자
EU가 지속불가능한 비료 및 살충제에 대한 현행의 감소된 부가가치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비료 및 살충제에 대한 선택권을 유지,
장려하는 동시에, 보다 목표지향적인 적용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5. EU와 회원국
EU는 건강정보와 생산방법을 포함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
표준, 라벨표시 및 품질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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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 의사결정자
녹색과 공공 조달 지침은, 비전전달에 효과가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유제품구매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EU 의사결정자
특정 축종(소, 양 등)에 대한 조건을 파악하여, 생산자 간 명확성을 창출하고
, 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소비자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
된 동물복지법이 EU 전체에 일관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각 부문 및 광범
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8. 회원국
비료지침, 질산염 지침,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EU 지침(2019/633년)을 포
함하는 기존 EU 법률의 이행 및 집행.

9. EU 및 회원국
위험감소가 비용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큰 예측계획, 위험감소, 보험
및 기타 위험금융옵션을 통해, 보다 나은 기후적응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ClimateADAPT EU 플랫폼에 기초해야 한다

10. EU 및 회원국
농산물과 농기업에게 생산과 가공의 환경개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에 더 큰 지원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되, 절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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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가공업자를 통한
비전의 실현

1. 1차 생산자
1차 생산자인 낙농가는 (기본 EU 수준을 넘어) 동물복지표준에 대한 길을 선도
하여 법률의 변화를 촉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2. 1차 생산자와 가공업자
1차 생산자인 낙농가와 가공업자는 기후, 생물다양성, 토양, 수자원보호의 챔
피언이 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EU 표준의 준수를 넘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3. 1차 생산자와 가공업자
1차 생산자인 낙농가와 가공업자는, 유기농 제품군의 점유율을 증가시킴으로
써, 고품질의 영양적이며, 높은 동물복지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
한 소비자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

4. 공급망의 참여자
예를 들어, 공급망의 참여자는 사육에서 가공에 이르기까지의 라벨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따라서 새로운 시장부문에 접근함으로써, 서로 다
른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한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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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
산업은 전환의 일환으로,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에 있어서의 지속가
능성 노력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소비자들
에게 알려준다.

6. 공급망의 참여자
공급망의 참여자는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투자와 협력을 제공하여, 생산과 수

익성을 유지하고 절충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7. 공급망의 참여자
공급망의 참여자는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를 들어, 훈련, 전환 및
조언자로서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농부들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 을 개발한다.

8. 1차 생산자
1차 생산자인 낙농가는 '목장방문의 날'을 설정하여, 혁신적이고 대표적인
목장의 선도적인 역할과 현장견학을 통한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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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와 소비자를 통한
비전의 실현
1. 소매업자
소매상들은, 예를 들어 제품진열 및 광고를 통해, 지속 불가능하고 건강에 좋
지 않은 제품에 비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홍보해야 한다.

2. 소비자

소비자들은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동물성단백질섭취를 조절하게 된다.


3. 낙농가와 소비자의 연계성 향상
예를 들어, 공급망단축, 목장개방, 학교교육 등을 통해, 낙농가와 소비자의 연
계성향상이 가능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식단에 있어서 생산과 가공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꺼
이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선택 및 비용지불을 통해, 이 분야 시장의 성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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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의 실현을 위한 연구 및 혁신의
우선순위
1. 지속가능한 식품 및 식단에 대한 EU 차원의 정의(definition) 개발

2. 지
 속가능성 관행과 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1차 생산자인 낙농
가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한 '앱과 도구의 개발'

3. 동물건강뿐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4. 환
 경과 기후문제 간의 절충과 다른 목표 간의 절충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그리고 서로 다른 목표 간의 절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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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축관리에 있어서 항생제내성의 유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는 질병패턴을 해결하기 위한 항생제사용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보다 큰 이해

6. 개
 선된 탄소측정 및 검사방법을 통해, 경감조치를 측정, 개선할 수 있
으며, 성과에 기반한 탄소농업계획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7. 공급망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의해 연구채택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활
용하는 것은 필수적:
•농
 업 및 기술 학교와 대학은, 신기술과 생산 및 가공의 지속가능성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과정/모듈을 통해, 신규진입
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늘려야 한다.
• 금융, 자문 및 검토를 포함한 기술 및 실무이전 시스템은, 낙농부문 공급망
이
 지속가능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또는 맞춤형 접근방식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관련 공급망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
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사업을 보여주는, 목장 내 연구 및
혁신 목장/공급망/사례 연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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