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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무역회담의 농업부문 의제에 대한 이견

 미국은 개최될 EU와의 양자무역회담에서 농업이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기는 반면,
EU집행위원회는 대두 이외의 부문을 무역회담에서 다루기를 거부함.
 2018년 7월 25일, EU집행위원장 Jean-Claude Juncker과 미국 대통령 Donald
Trump는 무역전쟁을 피하고, ‘제로 관세, 무역 장벽 및 보조금’을 위해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각 측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농업부문에서 EU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대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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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음.
- 반면, 미국 관리들은 다가오는 양자회담에서 모든 농산물 부문에 대한 무역규정
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2018년 7월 26일, 미국 무역대표인 Robert Lighthizer는 상원 분과위원회
(Senate Subcommittee) 공청회에서 “우리는 농업부문에 대해 협상하는 중이
며, 이는 협상 과정의 일부”라고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대두 이외에 더 많은
농산물을 다룰 것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국 농업부 장관 Sonny Perdue는 해당 발언을 재언급하며, 앞으로의 논의 과
정에서 농업을 토론의 주제로 만드는 계획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2018년 7월 27일, EU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인 Mina Andreeva는 기자들에게
“EU는 농산물에 관하여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미국 측의 발언들
을 부인함.
- EU집행위원회의 대변인 Mina Andreeva는 “공동 성명서를 보면 농업에 관한
언급이 없고 농업인들과 대두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이며, 우리는 이 부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함.
 Juncker-Trump 선언문은 양측은 대두뿐만 아니라 서비스,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용
제품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증진하여 미국과 EU 모두가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의 무역 사무총장인 Jean-Luc
Demarty가 각 회원국의 대표들에게 농산물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함.
- 2018년 7월 30일, 미국 농업부 장관은 EU측의 의견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우
리가 이해한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으며, “EU는 농업을 논의 대상
에서 제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농업에 대해 그리고 특히 EU가 계속해서 걱
정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논의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라고 말함.
 미국 농업부 장관은 상업적 교류를 촉진하고 기존의 관세 측정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설립될 집행 실무그룹(Executive Working Group)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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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파트너가 함께 논의할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농업이 될 것이라고 명시함.
- 2018년 8월 1일, EU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EU가 미국으로부터의 대두 수입이
거의 4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EU-미국의 공동성명에 대
한 최초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대두 수입의 증가는 Junker-Trump 공동 선언
의 결과에 따른 EU의 어떠한 행동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시장 발전에 따라 이뤄
진 점을 강조하며 해당 주장에 빠르게 반응함.

EU의 지리적 표시(GIs) 보호에 도전하는 미국
 미국은 EU의 지리적 표시(GIs) 보호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도 EU와 대립함.
- 미국 농업부 장관 Sonny Perdue는 ‘페타 치즈(feta)와 모짜렐라(mozzarella)’
를 예로 들며, “EU가 100년 이상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통 식품명을 상표
로 등록하거나 특허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또한 “갑자기 지
난 몇 년 동안 EU가 해당 식품 이름을 상표나 특허로 등록하기를 원하여 우리는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임.
- 최근 일본과의 무역협정에서 EU는 협상이 발효되면 200개가 넘는 농식품에 대
해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가까스로 보장할 수 있었음.
- 한편, 남아메리카 무역연합이 EU 목록에 있는 제품의 80%를 기꺼이 인정하겠지
만 ‘만체고형 치즈(manchego), 파마산 치즈, 코냑, 리오하, 프로세코 와인’과 같
은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는 EU의
현재 진행 중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협상을 계속 차단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https://iegvu.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CO220811/EU-and-USdisagree-on-whether-agriculture-is-part-of-trade-talks)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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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나다산 밀가루에 대한 잠정조치 해제
일본, 캐나다산 밀가루에 대한 잠정조치 해제
 일본 농수산성은 지난 7월 20일, 6월 15일부터 국내 제분기업 등에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던 캐나다산 밀가루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발표함.
- 일본 정부는 수입된 캐나다산 밀가루에 미승인된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를 검
사한 결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함.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밀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방법 수립(7월
9일)에 따라 일본 농수산성은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 기술총합 연구기구에
조사를 의뢰함.
- 2018년 6월 15일 이전에 수입하여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던 캐나다산 밀가
루 약 38만 톤(3종목, 18계약)과 2018년 4~6월에 수입하여 이미 제분업체에 판
매되어 현재 시장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약 27만 톤(4종목, 20계약) 전부를
검사하였으며 모두 미승이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캐나다, 일본 농수산성 발표에 따라 사태 수습 선언
 캐나다 정부는 일본 농수산성의 발표에 따라 2018년 7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함.
- 캐나다 농업부 장관은 “캐나다산 밀가루 출하품에 대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과학
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거쳐 수입정지를 해제하기로 한 일본 농림수산성의 결정
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함.
- 또한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18년 6월 14일에 Alberta주 남부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되었다는 캐나다의 발표에 기인한 캐나다산 밀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모든 국제무역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힘.
 일본 농수산성에 따르면 향후 캐나다산 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시 검사하여 수입
전에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인 MON71200의 혼입 유무를 검사하고 불검출이 확인된
것만을 수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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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7월 9일 이후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가루에 대한 검사방
법을 검역소에 통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자료: JETRO(2018.07.25.)
(https://www.jetro.go.jp/biznews/2018/07/4c457cdd8edaa916.html)

중국, 대두 수입 1,000만 톤 감소
중국, 기술 개발로 대두 수입 감소
 중국이 신기술 도입, 가축사료의 대체종자 활용, 대두박(soymeal: 기름을 짜고 남은
콩 찌꺼기)의 부진한 수요 등으로 대두 수입 1,000만 톤 이상 감소함.
- 중국 신문에 따르면 특히 가축사료로 저단백질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연
간 대두박 수요를 약 500만 톤 이상 줄일 수 있었음.
- 반면 해바리기, 유채 등과 같은 유지류 대체종자에서 발생하는 가축사료 수입량
이 약 480만 톤 가까이 증가함.
 대두박 수요는 돼지농가의 손실로 인해 향후 몇 달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4월~6
월간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함.

대두박 소비의 느린 성장세
 말레이시아팜유협의회(Malaysian Palm Oil Council, MPOC)가 주최한 Pointers
Palm Oil 인터넷 세미나의 온라인 발표에서 Shanghai Pansun Company 사장 Cai
Neng Bin은 중국의 급속한 대두박 성장세가 끝났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힘.
- 그는 2018/19년 대두박의 수입이 2017/18년의 9,600만 톤에서 9,500만 톤으
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이는 가축사료부문의 대두박 비율 감소, 국내 대
두 생산량 증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것이라 설명함.
 중국은 지난 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에 대응하여 대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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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함.
- 중국은 2017년 미국으로부터 약 3,300만 톤의 콩을 수입한 바 있음.
 중국은 남미로부터의 대두 수입을 늘릴 계획이지만 2018년에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으로 내수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임. 결과적으로 대두유 공급 부족으로 다른
대체제의 식물성 오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263/Chinacould-cut-soybean-imports-by-over-10-million-tonnes) (2018.08.06.)

FAO, 기아 종식을 위해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강조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필요
 FAO 사무총장(Jos Graziano da Silva)은 지구 토양의 약 1/3이 퇴화되었으며, 토양
개선은 기아와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한 식량생산 증대에 필수적이라고 밝힘.
- 토양의 중요성은 자주 잊혀 지지만 우리의 일상과 지구의 미래는 토양에 의존하
고 있다고 말함.
 2015년 FAO가 발간한 ‘세계 토양자원 현황(The Status of the World’s Soil
Resources)’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 침식, 토양의 영양 불균형, 토양 탄소 및 생물다양성
손실, 토양의 산성화, 오염, 토양 염화 및 토양 압축 등과 같은 토양기능에 대한 10가지
주요 위협이 있음.
 2018년 8월 13일 개최된 세계토양학회에서 FAO 사무총장은 기아를 제거하고 기후변
화에 대처하기 위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토양이
필수적이라고 함.
- 토양의 퇴화로 인해 식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킨다고 함. 또한 토지 포기와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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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이민자를 빈곤층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함.
- 그는 기아와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가 기아종
식(Zero Hunger)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함.
 FAO 사무총장은 대표단에게 토양을 ‘번영과 평화의 수단’으로 만들 것을 요청함.

탄소 저장
 Jos Graziano da Silva는 FAO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지구상의 유기탄소 지도에
나타난 탄소 격리 및 저장을 위한 토양의 잠재성을 지적함.
- 그는 토양은 오염 물질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며 강, 호수, 바다 등 수역에 도달
하기 때문에 토양의 탄소축적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주장함.
- 토양의 잠재성은 오염에 대처하는 용량을 초과하는 오염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
고 강조함.
 세계 토양파트너십(Global Soil Partnership)에서 FAO는 정부 및 기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토
양관리에 대한 기술 역량 개발과 지식 등을 교환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351/Worlds-soi
ls-need-improvement-to-boost-food-production-says-FAO) (2018.08.15.)

일본, AI 활용한 농업 기술 학습시스템 전국적으로 도입
일본 농수산성, AI 활용한 학습지원 시스템 보급
 일본 농수산성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신규 취업농민이 숙련 농업인의 기술을 단기
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시스템 보급에 힘을 쏟고 있음.
- 숙련 농업인의 시선이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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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농민이 테블릿 단말기로 언제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전국 17부·현의 14산지가 도입하였으며, 숙련 농업인의 기술 계승이 큰 과제였
던 일본 농수산성은 동 시스템을 전국 도·부·현으로 확대할 방침임.
 일본 농수산성은 2016년도에 시스템 보급을 시작하였으며, 그 해 추정 예산 1억 엔을
설정한 바 있음. JA(일본농협)와 제조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대상으로 시스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조성함.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총 17부·현의 14개의 협의회가 시스템을 도입함.
- 품목은 포도, 귤 등의 과수가 중심이며 약 10품목 이상에 달함.
- 추가적인 지원금 조성은 없으나 일본 농수산성은 14개의 협의회를 모델로 하는
성과를 발표하고 다른 산지에도 도입을 촉진하고 있음.
 14개 협의회 중 귤 산지인 JA미에난키(ＪＡ三重南紀; 三重미에현 남부)는 숙련 농업인이
카메라를 부착하고 귤의 가지치기 작업을 촬영함.
- 미숙련 농업인도 카메라를 부착하여 동일한 작업을 하고 그 영상을 테블릿 상에
서 비교함. 이는 숙련 농업인과 미숙련 농업인 작업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작업
개선을 위한 목적임.
 또한 JA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퀴즈 프로그램도 제작함. JA영농감귤과(課)는 학습지
원시스템에 대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숙련된 농가의 기술을 젊은 농업인들이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자료: 일본농업신문(https://www.agrinews.co.jp/44893?page=2）(2018.08.15.)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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