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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산지표기법 의무화

프랑스, 원산지표기법(COOL) 의무화를 위한 승인 절차
m 프랑스는 지난 7월 26일 자국 헌법재판소를 통해 우유 및 육가공식품의 원산지표
기법(COOL)의무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음.
- 프랑스 주 의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원산지표
기법에 대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적합한 의견을 정부의 법령안 수립에 모았
으며, 프랑스 총리는 이러한 의회 의견들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
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힘.
m 프랑스 농림부 장관(Stephane Le foll) 또한 원산지표기법은 소비자들에게 우유 및
육가공식품의 품질 및 제조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함.
m 관계자들은 소비자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원산지표기법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우유와 육가공식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함유량 및 기준치를
논의하고 있음.

원산지표기법에 대한 논란
m EU집행위원회는 EU의 일부 식품 및 낙농업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산지표기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럽식음료협회(Food Drink Europe)는 원산지표기법(COOL)의
추진은 산업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와 같으며, 이는 유럽 시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m 반면 일부 농업단체들은 원산지표기법의 의무화는 국내 제품 소비를 장려할 것이
며, 이는 각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유익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힘.
m 프랑스에서 원산지표기법 의무화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EU보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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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 또한 이미 자발적으로 원산지표기법 의무화에 대
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올해 초 진행된 투표에서 대부분의 유럽의회의원은 우유 및 육류가공품에 대
한 원산지표기법을 찬성하였으나, 유럽의회의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
측은 이러한 움직임은 비현실적이며, 대중적 선호를 얻기 위한 선전책에 불
가하다고 평가하였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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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브렉시트 여파 속 TTIP 협상 강행

미국과 EU, TTIP 연내 타결 목표
m 미국과 EU의 양측 협상 대표단들은 영국 브렉시트 여파와 미국 대선의 민감한 시
기 속에서도 연내 미국-EU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타결할 것을
강조함.
m 지난 7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14번째 TTIP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대표(Dan
Mullaney)는 이번 협상은 브렉시트를 충분히 염두에 둔 상태로 진행 중이며, 미국
대통령(Barack Obama)도 연내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밝혔음.
- 미국 측 협상대표(Dan Mullaney)는 영국탈퇴는 유럽시장에 큰 여파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잠재적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이 부분을 협상
에 반영할 것을 언급함.
- 또한 이번 협상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데에는 양측의 명확한 정치적인 당위성
이 고려되며, TTIP체결에 따른 장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올해 말
까지 최대한 빨리 협상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만약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동 협정을 다시 진행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명
시하며 연내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m TTIP와 브렉시트에 따른 여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EU 측 협상대표(Ignacio Garcia
Bercero)는 미국과 EU 양측의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
면서, EU는 기한까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EU 측 협상대표(Ignacio Garcia Bercero)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브렉시
트에 대한 고려와 함께 EU집행위원회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권한을 EU정
부들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밝혔음.
m EU집행위원회 위원장(Jean Claude Juncker)은 EU집행위원회가 협상 타결여부에 대
한 방향성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부 소수만이 반대의사를 밝혔을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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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협상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브렉시트가 동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함.

TTIP 협상 현황
m EU측 대표는 30여개의 협상안이 진행되어 왔으며, 포괄적인 문서로 이는 모든 영
역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밝힘.
- 특히 일반위생 및 식품위생 관련 법안과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관련 부분
이 고려되어졌으며 기타 어려운 현안들과 관련 내용들은 9월 말까지 모두 합
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그는 97%의 무역상품 관세가 결정된 가운데, 농산품이 대부분인 나머지
3%는 여전히 협상 중인 상황에서, 협상단은 관세부과와 지리적표시와 같은
다른 중요한 이슈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함.
m EU집행위원회에 의해 개최된 지난 7월 13일 관계자 회의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EU의 지리 표시제의 보호가 가장 논쟁적인 이슈이었음.
- EU측은 초기 협상에서 200여개의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
국 측에서 ‘페타치즈(Feta)’, ‘샴페인(Champagne)’ 등의 EU원산지 이름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시장보호와 관련한 추가 승인을 주장하
고 있음.
- 실제 EU의 원산지표기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일반 명칭으로 판매되는 제
품들(generic names)은 논의에서 제외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힘.
m EU 측 협상대표(Ignacio Garcia Bercero)는 지리적표시제에 있어 현재 실용적인 접근
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부분에는 많은 과업이 따름을 언급하며,
9월 말에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협의안 관련 논의를 보고받을 예
정이라고 밝혔음.
m 미국 측 협상대표(Dan Mullaney)는 지리적표시제 관련 논의는 긴급현안으로 다뤄
졌으며, 관세부과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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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로운 글로벌 식량안보법

국제기구들, 미국의 새로운 법안 환영
m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의 사무총장들은 향후 글로벌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법안을 환영함.
m 미국 대통령(Barack Obama)은 지난 7월 20일 양원의 지지와 함께 ‘2016 글로벌 식
량안보법(Global Food Security Act, GFSA)의 입법을 승인함.
- 동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음.
m GFSA는 미국의 글로벌 기아 종식을 위한 ‘Feed the Future’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하
며, 농업 개발, 소규모 생산자 지원,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영양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지원함.
- 또한 이 법은 가난한 지역의 물 공급 및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가뭄과 홍수
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m GFSA는 미국의 국제재해지원(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IDA)과 비상식량안보
프로그램(Emergency Food Security Program, EFSP)을 수립하여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조정 개선을 목표로 함.
m FAO사무총장(José Graziano da Silva)은 GFSA가 기아와 빈곤 해소를 위한 소규모 가
족농의 역할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와 경제개발의 밀접한 조화를 강조할 것이라며
GFSA 입법을 환영함.
m WFP사무총장(Ertharin Cousin) 또한 GFSA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왜 미국이 세계 식량안보 증진의 선두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덧붙임.
m 미국 대통령(Obama)은 GFSA입법이 외교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
며, 미국 농업부 장관(Tom Vilsack) 또한 GFSA 입법을 환영함.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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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랫폼 구축

m EU집행위원회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70여개의 단체들과 함께 2030년까지 식량손실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EU플랫폼(EU Platform on Food Losses and Food Waste) 개발을 착수함.
- EU정부는 최근 식량 손실 및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이사회의 결정을 채택
하고, EU집행위원회를 통해 회원국 정부들과 음식물쓰레기를 정의하고 각 식
품공급망 단계에서 이를 정량화하는 방법 등을 결정하는 안을 채택함.
- 또한 이사회는 광의의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안을 채택하고
회원국별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 모니터링을 요구함.
- EU집행위원회는 처음 2025년까지 식량손실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EU
차원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그 계획은 이번 전략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제거되었음.
m 2016년 8월 1일 식량손실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EU플랫폼이 발표되었으며,
33개의 공공부문과 37개의 민간부문으로 총 70개의 회원이 참여함.
- 공공부문에는 28개의 모든 EU회원국들과 EU지역위원회(EU Committee of
REgions, CoR),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경제
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
이 참여함.
- 민간부문에는 유럽연합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와 유럽작물보호협회
(Europe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ECPA), 유럽낙농협회(European Dairy Association,
EDA), 유럽과채류무역협회(European Fruit and Vegetables Trade Association, EUCOFEL),
유럽사료생산자연합(European Feed Manufacturers Federation, FEFAC)등이 참여함.
- 또한 음식물쓰레기 방지 및 식품가치사슬 관련 활동 등에 관심이 있는 NGO,
시민단체들(Slow Food, WRAP(Waste and Resource Action Programme), Zero Waste
등)과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Wageningen University)과 농식품연구기관 등
이 참여함.
세계농업 제 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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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U플랫폼은 UN SDGs의 세부목표12.3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2030년까
지 최종소비자 및 소매단계의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50% 감축과 식품제조
및 공급과정에서의 식량손실 감축을 목표로 함.
-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이며,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의제로 2015년 9월에 채택되었음.
- SDGs는 17개의 목표(goal)아래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아·빈곤 근절, 식량안보를 포함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
련되어 있음.
- SDGs 목표2는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2030년까지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업생산성 및 소득향상,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등을 다루고 있
으며, SDGs 목표12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을 다루며 음식물쓰레기 및
식량손실 감축을 목표로 함.
m EU플랫폼과 관련한 첫 번째 회의는 2016년 11월 29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플랫폼은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관련하여 식품가
치사슬에 따른 분야별 필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협력 증진 및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축 목표를 위한 진행사항 등을 평가해
갈 것이라고 함.
- EU에서는 매년 8,800만 톤의 식량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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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U와의 EPA협상에서 GI 보호 요청
m 일본은 EU와의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협상에서 고베
(こうべ , Kobe)쇠고기와 식용 설육(offal) 등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보호를 추구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GIS)는 농·특산물이 특정지역의 기
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
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보호하는 제도임.
m EU집행위원회는 7월 19일 EU공식저널을 통해 일본이 제시한 8개의 지역에 대한
GI등록 여부를 2개월 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함.
m GI승인과 관련한 반대의견 제기 시, EU식품법 보고서에 따라 명확한 반대 근거를
밝혀야 하며, 다음 경우와 같이 명확한 근거만을 인정함.
- 다양한 동·식물 품종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름 또는 상
표인 경우
- EU에서 음료라벨규정(drink labelling rules)아래 이미 보호되고 있는 GI와 유사
하거나 동일한 이름 또는 상표인 경우
- 오랜 시간 상표 또는 이름으로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알려진 것
이나 명성 등이 실제 제품의 진정한 가치와는 다르게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
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 제안된 GI가 동일한 제품 이름이나 상표(trademark)로 최소 5년간 법적으로 존
재해온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실제적으로 상표 없이 일반 명칭으로 판매되는 제품(generic product)과 관련한
경우에도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된 GI승인에 반대하는 의견은
9월 19일까지 EU집행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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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일본이 제안한 GI등록 요청목록은 다음과 같음.
- Aomori Cassis: 아오모리(あおもり, Aomori)현의 까막까치밥나무 열매(blackcurrant)
로 만든 리큐어(liqueur)
- Tajima Gyu/‘Tajima Beef: 효고(ひょうごけん, Hyogo ken)현에서 길러 등급이 매
겨진 흑모화우(Japanese black cattle)1) 쇠고기 및 식용설육
- Kobe Beef/ Kobe Niku / Kobe Gyu: 고베 지역에서 길러 등급이 매겨진 흑모화
우 쇠고기 및 식용설육
- Yubari Melon: 유바리(ゆうばり, Yubari)시 온실에서 재배된 칸탈로푸 멜로
(cantaloupe melon)
- Yame gyokuro: 야메(やめ, Yame)시에서 재배되는 녹차(야메 교쿠로차(玉露茶)
- Kagoshima Kurozu: 가고시마(かごしま, Kagoshima)현의 흑식초(rice vinegar)
- Miwa Somen: 나라현 사쿠라이시의 미와지방의 가는 면(noddles)
- Nihonshu: 사케(さけ, Japanese Rice Wine)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7.22.)

1) 일본 재래종에서 순수 육용종으로 개량되어 사용되고 있는 일본산 육용종 소로서 성숙한 암소는 420kg이며, 수소는 700kg임
(농업용어사전: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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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웨덴의 동물복지 양돈농장 벤치마킹(benchmarking)
m 5개의 EU회원국들은 스웨덴의 새끼돼지의 꼬리 자르기(tail docking)를 금하는 동물
복지 사육환경을 조사하고 돼지사육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고려
하고 있음.
- 벨기에, 프랑스, 체코, 헝가리, 영국의 각 국 전문가들은 2016년 2월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를 방문하여 동물복지환경을 조사·연구함.
- 새끼돼지의 꼬리 자르기는 꼬리 물기(tail biting)로 인한 세균감염 및 질병 등
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m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돼지사육 시 꼬리를 자르지 않았으며, 1988년 이후에는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수의사가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꼬리를 자르는 것
이 금지되어 왔음.
- 스웨덴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새끼돼지의 꼬리
를 제거할 수 없었으며, 이에 꼬리를 자르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만 했음.
- 스웨덴은 돼지 생산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돼지 분만상자
(farrowing crates) 사용 또한 금지하고 넓은 공간과 쾌적한 분만 환경을 제공하
고 있음.
m 스웨덴의 돼지사육은 복지를 고려한 환경개선으로 비록 돼지 생산량은 지난 20년
간 감소해왔지만, 산업측면에서는 발전을 보임.
- 스웨덴은 최근 돼지 사육마리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에 대해
양돈농가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육환경 개선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m EU 보건·식품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돼지 사육 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
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돼지의 꼬리물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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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EU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음.

국가적 조치
m 스웨덴을 방문한 EU회원국들은 국가별 돼지생산모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웨
덴에서 관찰된 좋은 동물복지 사례 중 일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m 벨기에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개발하고, 체코는 새끼
돼지 꼬리를 자르지 않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헝가리는 동
물복지의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함.
m 영국은 관련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방문연구와 EC보고서 권고사항
을 검토하여, 새끼돼지 꼬리자르기의 필요성을 줄이는 방법과 동물복지를 강화하
는 입법을 논의할 예정임.
m 한편 프랑스 당국은 작업반을 설립하여 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할 계획임. 또한 작업반은 EU권고지침 (EU)2016/336에 따라 새끼돼지 꼬리자르기
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프랑스 당국은 관행을 바꾸기 위해 새끼돼지 꼬리를 자르지 않고 유지·관리
하는 시범 농가를 지원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
하고 있음.
m EU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 방문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8.05.)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

14 |

201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