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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신젠타 토마토 특허권 취소

신젠타 토마토 특허권 취소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이 신젠타(Syngenta)에 부여한 토마토
품종 특허권을 회사 측의 철회 결정 후 공식적으로 취소함.
- 지난 주 유럽특허청이 신젠타의 토마토 특허권에 대해 상업적 실행가능성
(commercial viability)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젠타는 결과적으로
취소된 토마토에 대한 특허(EP1515600)를 철회한 바 있음.
- 특허의 범위는 특정 토마토 품종 종자, 식물 및 열매 개발을 발명으로 간주하여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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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허는 페루와 칠레에서 발견된 토마토 작물과의 교차점에서 유래된 것으로
비타민 등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높은 토마토 품종에 대한 것임.
 종자에 대한 특허 반대를 주장하는 국제민간단체인 ‘No Patents on Seeds’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의 거센 반대와 항의로 인해 신젠타가 특허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함.

종자 특허를 둘러싼 논란
 식물은 유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기존 육종법에서 파생됨.
 신젠타는 특허 철회 사건 이후 관련 성명을 발표함.
- 성명에 따르면 신젠타는 유럽특허청에 의해 특허가 거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토마토 작물의 다양성이 상업적으로 흥미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여 해당 특허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함.
 종자에 대한 특허와 관련하여 59개국과 32개 기관의 6만 5,000명의 개인이 참여하여
반대했으며, 특히 국제민간단체인 ‘No Patents on Seeds’는 동·식물 관련 특허에
대한 유럽특허청의 입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No Patents on Seeds’의 Johanna Eckhardt는 이번 신젠타 특허 취소에 대
해 “이는 대성공이며, 유럽 시민들은 더 이상 바이엘(Bayer), 바스프(BASF), 신
젠타(Syngenta)와 같은 대기업들이 특허권을 통해 식품생산을 통제하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라고 함.
- 또한 “이제 유럽 정치인들은 관련 특허권을 더 이상 유럽에 부여될 수 없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함.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에서 나온 식물과 동물에 대한 특허권 부여와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임.
 2018년 12월, 신젠타가 소유하고 있는 피망(pepper) 작물 특허권에 대한 구두 청문회
에서 유럽특허청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작물이 특허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무효로 선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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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유럽 특허청은 2017년에 채택된 특허 심사규정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브로콜리의 일종인 작물과 관련하여 몬산토(Monsanto) 기업에게 이전에 부여하였던
특허권을 취소한 바 있음.
 2017년, EU회원국의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특허청 행정협의회가 유럽특허협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규정(규칙 28(2))
을 채택하였음.
- 해당 규정은 기존 육종과정(본질적인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특허뿐만 아니라 그
로부터 파생된 동·식물에 대한 특허를 금지함.

EU집행위원회의 대응
 2016년 11월, EU집행위원회는 1998년 「바이오테크놀로지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동 지침의 의도가 “교차 및 선별과 같은 전통 육종법을 의미하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식물 및 동물의 특허성 제품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해당 지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발표하였음.
- 불과 2주 전, 40개 이상의 기관이 연합하여 각각의 특허에 관한 추가 결정을 모
두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특허청 의장(António Campinos)에게 국제 호소문을
발표하였음.
- 유럽특허청은 초기에 전통 육종법에 대한 특허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고 대응하였음.
- 그러나 유럽특허청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은 2017년 EU회
원국이 도입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특허 출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 이 결정은 모든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해 구속력이 있음.
 No Patents on Seeds 단체는 최근 승리에 뒤이어 유럽 특허청에 대해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2019년 3월 27일, 뮌헨에 위치한 유럽특허청 본사 건물 앞에서 대중들의 시위
가 계획되어 있으며, EPO행정위원회와 면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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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pepper)과 관련된 신젠타의 또 다른 특허와 관련한 추가 청문회는 3월 7일에
개최될 예정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9170/EPO-revok
es-patent-on-a-specific-tomato-variety-owned-by-Syngenta) (2019.02.04.)

이탈리아, GDP의 1% 수준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
 이탈리아의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차지함.
 남유럽 국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규모는 GDP의 약 0.88%인 150억 유로에 해당함.
- 동 자료는 이탈리아가 2013년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반대에 대한 국경일을 기념
하며 2월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됨.
- 볼로냐 대학교(University of Bologna),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al),
국립 폐기물감시원(National Observatory Waste Watcher)의 연구원들이 제
공한 보고서는 이탈리아 통계청(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STAT), 경
제 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농산물시장 모니터링 연구
소(Institute for Monitoring AgroFood Markets, ISMEA), 이탈리아 가구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이 가정(household)의 행동에 기인
하는 것으로 밝힘.
- Waste Watcher 2019 보고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전국의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5분의 4를 차지한다고 강조함.

EU 전역의 문제
 2018년 5월, EU 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EU Health and Food Safety) 위원(Vytenis
Andriukaitis)는 EU 수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약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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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수치는 놀라운데, 이탈리아 식품생산사슬에서 연평균
31억 7,000만 유로의 식량이 버려지고, 11억 8,500만 유로가 가정에서 낭비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음.
- 환경부 장관(Sergio Costa)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수치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
의 개인적인 식품 구매습관과 매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함.
 환경부는 2013년 음식물쓰레기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lan for Food
Waste Prevention)을 발표했으며, 3년 후 매년 최소 100만 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를 줄이는 일련의 대책 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음.
- 무엇보다 해당 법안으로 팔리지 않은 음식의 기부가 더욱 쉬워졌음.
 폐기물감시원이 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정은 매년
평균 84.9kg의 음식을 버리고 있으며, 개별 폐기물은 36.9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탈리아의 지난 해 전체 음식 쓰레기양은 2.2톤으로 추정됨.
 2018년 11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소규모
유통업체의 음식 기부를 큰 위험 없이 더 간단하게 하는 새로운 식물안전관리 방식을
공개함.
- 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새롭게 단순화된 시스템은 소매업자들에게 특정 위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단순시스템은 유통기한 관리(shelf-life control), 저온 유통 유지 관리(maintenance
of the cold chain), 기부자와 수령자 간의 의사소통 보장과 같이 기부된 식품
의 안전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함.
 Cleaner Production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가 판매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낭비되는 농작물의 양을 조사했음.
- 연구원들은 매년 총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5,000만 톤의 과일과 채소
가 폐기되고 있음을 발견함.
- 연구 저자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주로 엄격한 정부 규정, 슈퍼마켓의 높은 기준,
과일과 채소 모양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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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공품 중 기형 생산물(misshapen produce)
사용의 증가 및 자선단체에의 할인 판매를 권장하고 있음.
- 해당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 사이의 환경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구매습관으로의 전환이 ‘못생긴’ 농작물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9196/Food
-waste-costs-Italy-almost-1-of-its-GDP-new-research-found) (2019.02.08.)

미국 농업인단체(AFBF), TPP11 재참여 지지

 미국농민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FBF)이 제100차 연차총회에
서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지지하는 동시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소위 TPP11)에 재참여 지지를 결의함.
- 제100차 AFBF 연차총회는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2019년 1월 11~16
일에 개최됨.
- 이번 총회에서는 AFBF의 2019년 정책방침을 발표함.
 AFBF 의회관계담당부장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농업인의 불안을
대변함.
- 그는 많은 국가에서 대두나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상품들은 중
국시장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언급하며,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미국은 중
국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그 잃어버린 시장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
다고 우려함.
 AFBF의 회장 또한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권 통상정책은 지지하지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농가 재정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함.
- 지난 2018년 12월 14일 미국 농업부(USDA)는 아시아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
위 수출국인 일본시장은 CPTPP에 따른 쇠고기나 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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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고 있으며, 경쟁국인 호주 등이 가격우위를 가지면서 미국의 대일수출경쟁
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지난 1월 14일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shutdown, 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트럼프대통령이 방문하여 강연함.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건설의 중요성을 장시간 호소했으며, 중국의 농
업용 종자나 유전자기술 도용을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서고 있다고 말함.
-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신 NAFTA)에 따라 몬태나산 밀, 위스
콘신산 유제품, 조지아산 닭고기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통상정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강조함.
- 게다가 2017년 1월 대통령 취임 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농축산
물시장을 개방한 성과를 어필하며 일본과 관련하여 아이다호산 감자와 양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를 예로 들었음.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9/02/352d46ae78af1c7b.html)
(2019.02.12.)

미국, WTO에 인도 시장가격지원 관련 이의제기

 2019년 2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Robert Lighthizer)와 농무장관
(Sonny Perdue)은 캐나다와 공동 주체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COA)에 다섯 가지 두류(pulses)에
대한 인도의 시장가격지원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신청함.
- 이의제기를 신청한 두류에는 병아리콩(chickpeas), 비둘기완두콩(pigeon peas),
흑녹두(black matpe), 녹두(mung beans), 렌틸콩(lentils)이 있음.
 미국과 캐나다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위 다섯 가지의 두류에 대한 시장가격지원을
상당히 과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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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은 인도의 병아리콩, 비둘기완두콩, 흑녹두, 녹두, 렌틸콩에 대한 시장가격지
원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만한 몇 가지 우려사항을 확인함.
- 시장가격지원 계산에 사용되는 생산량, 각 두류의 총생산액에 대한 정보(WTO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환율, 인도가 사용하는 방법론에 따
른 가격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음.
 WTO의 농업협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이러한 인도의 시장가격지원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지원의 허용수준을 훨씬 초과함.
 미국은 2019년 2월 26~27일로 예정된 WTO 농업위원회(COA)회의에서 인도가 자국
의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통보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이번 이의제기는 다른 국가의 조치에 대해 미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신청하는 세
번째 이의제기이며, 미국은 이전에 인도의 쌀과 밀과 관련한 시장가격지원에 대해 COA
에 이의제기 신청을 한 바 있음.
- 또한 호주는 인도의 사탕수수와 관련한 시장가격지원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자료: USDA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9/02/15/united-states-iss
ues-wto-counter-notification-concerning-indias) (2019.02.15.)

일본, EU로 달걀, 우유, 유제품 등 수출 완화 전망

 요시카와 타카모리(吉川貴盛)농상은 29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산 달걀과
우유 및 유제품의 EU 수출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함.
- EU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한 달 후에 수출 완화가 결정됨.
- 수출용 시설의 인증이 필요 없는 달걀이나 우유를 사용한 가공식품부터 본격적
인 출하가 시작될 예정임.
-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출 완화는 국내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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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로 수출하는 일본산 축산물은 EU의 수입승인 품목 목록(제3국 리스트)에 추가된
후 EU로의 수출이 가능해질 것임.
- 농수산성에 따르면 25일 실시된 EU회원국 투표 결과 일본산 달걀과 우유·유제
품을 수입승인 품목에 추가하는 것이 결정됨.
- EU의 수입승인 품목 목록에 게재되어 공식적으로 수출완화가 결정되는 것은 EU
내 절차에 따라 약 한 달이 소요됨.
 일본이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가 규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성에 따르면 EU가 요구하는 기준은 타국·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욱 엄격하며
쇠고기 품목 수입승인 목록 추가 후, 관련 시설인정을 받는 데까지 15개월 소요됨.
 달걀이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과자나 조미료 등 가공식품은 시설인증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수출 완화 결정 후 바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요시카와 농상은 “카스테라를 시작으로 과자, 마요네즈 등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
다”라고 기대함.
 2월에 발효되는 EU와의 경제연휴협정(EPA)에서 축산물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으로
보고, 정부는 이미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 이외의 축산물로 조기 수출완화를 요구하여
왔음.
- 돼지 콜레라나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이유로 수출완화 대상품목은 달걀과
우유·유제품에 그쳤으나, 일몬 농수산성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출완화를 위
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
 일본에서 EU로의 수출액은 2015년 시점에서 400억 엔으로 3년 연속으로 증가함.
정부는 가공식품이나 쇠고기 등 8개의 품목을 세계 각국에 대한 수출전략 중점 품목으
로 설정하고 있음.
※ 자료: 일본농업자료
(https://www.agrinews.co.jp/p46576.html) (2019.01.30.)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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