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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CETA 영향으로 육류수출량 증대 기대

EU-캐나다, CETA 교섭 진행 중
m EU와 캐나다의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Canada-European Union Trade Agreement,
CETA)의 기술적인 교섭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임.
- 협정문서가 명확화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식육협의회의 사무국장과
국제무역·정부관계부장에게 CETA 교섭 진행 상황과 동 협정이 캐나다 식육
업계에 주는 영향 등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눔.

캐나다육류협회, 자유무역지지 및 관세 철폐 주장
m 2013년 10월 EU-캐나다 CETA의 원칙합의에 반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지금까지
CETA의 기술적 교섭은 계속되고 있음.
m 캐나다육류협회(Canadian Meat Council, CMC)는 1919년에 창설되었으며 직원은 6명
임. 식품·식육가공업체 Maple Leaf Foods 등 약 55개사가 정회원임. 이 외에 공급
회사(식품포장, 설비, 검사 서비스)기업이 준회원으로 약 100개의 가맹사가 있음.
- 로비 활동을 하고 있어, 정부로부터의 원조는 받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회원
기업이 적어도 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가장 많음.
m 캐나다육류협회 회원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음.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캐나다육류협회의 신조 중 하나이며, EU시장으로의
무제한적 접근, EU와 캐나다 양방향 자유무역을 요청하고 있음.

캐나다, CETA에 의한 EU로의 수출 대폭 증가 기대
m 캐나다육류협회는 CETA로 EU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U의 인
구는 약 5억 명으로, EU는 인구가 3,500만 명인 캐나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 되는 지역임.
- 캐나다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의 하나로 모든 돼지고기 제품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음. 2013년에는 12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32억 캐나다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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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를 수출하였음.
m EU산 돼지고기는 캐나다로의 무제한 및 무관세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그렇지 않음.
- CETA에 의하여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EU시장 접근은 상업적인 의미에서 다소
확대될 것임. 이러한 현상은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정한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m 한편,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13억 캐나다달러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 10위에도
들지 않음.
- EU는 매우 적은 양의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캐나다로의 수출에서는 무
제한적 접근을 하고 있음. 현재 캐나다는 EU의 쇠고기에 대하여 26%의 관세
를 부과하고 있지만, EU가 관세를 철폐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철폐됨.

캐나다, EU의 공정한 할당량 관리 희망
m 가령 무관세로 시장 접근을 할 수 있어도 행정수속상이나 식품 위생의 문제로 수
출을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EU가 공정하게 할당량 관리를 하도록 희망
하고 있음.
- 또한 캐나다는 EU가 식품검사의 동등성을 승인하도록 제의하고 있음.
m CETA에 의하여 캐나다산 쇠고기의 EU로부터의 수입할당은 5만 톤(6억 캐나다
달러 상당 전망), 돼지고기는 8만 1,000톤(4억 캐나다달러 상당 전망)으로 인상할
수 있음.
- 할당량의 단계적인 인상 기간이 3년, 5년, 7년이 될지는 미지수로 기술적인
교섭 결과를 기다려야 함.
- 기업이 EU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량 할당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면 투자 및 EU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지출을 할 것임.
m EU는 장기간 곡물로 사육된 고품질 쇠고기에 대하여 수입할당을 하고 있음. 그
러나 CETA에 의한 수입할당에서는 목초비육이건 곡물비육이건 모든 쇠고기를 원
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시장은 더욱 개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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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편, 쇠고기의 수요가 중국, 일본, 미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함. 그렇
기 때문에 쇠고기는 가장 높은 가격을 붙이는 시장으로 수출됨. 시장가격이 육류
의 수출처를 정하게 됨.
m 또한 캐나다는 EU 및 일본에 말고기를 수출하고 있음. EU는 말고기에 대한 5%의
관세를 철폐하므로, EU에 말고기를 수출하는 캐나다의 사업자에게는 희소식임.

EU-캐나다,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m EU에서는 성장호르몬이나 성장을 촉진하는 어떠한 사료(락토파민 등)의 사용도
허가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젖산(乳酸, lactic acid)에 의한 지육(

, dressed carcass)

살균을 허가함. 캐나다 가공 사업자에게 대장균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유
산에서 지육을 세정하고 있음.
m 돼지고기는 락토파민을 사용하지 않아 EU나 중국, 러시아로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쇠고기는 아직 많지 않으며, 최종적인 협정 문서를 보고 할당량에 따라 적
절한 시기에 생산자에게 생산 시작을 재촉하게 됨.
m 고품질쇠고기의 할당량의 추가 접근도 유지함. 현재 EU의 관세율은 20%이지만,
CETA가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됨. 게다가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 소의 할
당량에 대한 접근도 유지함.
m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식육가공시설에서 재활용
된 온수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이것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음.
- 캐나다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환경적인 이유로 물의 재활용은 대단히 중
요함. 물의 재활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가
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우려 사항임.
m 한편 EU는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EU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기초로 생산시설을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함.
- 육류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EU가 쌍방의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
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m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 관한 부수 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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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중요함. 이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품에 관해서도 할
당량이 의미를 갖기 못하게 되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CETA가 발효 전까지 SPS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로
1년 이내 해결이 목표라고 함.

캐나다, EU측에 복잡한 라이선스 제도 및 할당량 관리 문제 제기
m EU의 농업총국이 관리하는 라이선스 제도는 무역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EU의 수
입사업자가, 수입 라이선스의 신청을 제출하는데 5일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주어
지지 않고 있음.
-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아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적은
할 할당량밖에 획득할 수 없고, 할당량을 더욱 나누어 배분 및 판매, 거래하려
는 사람이 나오는 등 문제가 발생함.
m 한편, EU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할당량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치즈
의 할당 신청은 언제든지 100%를 만족함.
- 그러나 캐나다에서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할당량은 매우 복잡하여 캐나
다는 이러한 할당량의 관리 문제를 EU측에 제기하고 있음.
m CETA는 EU의 일부 고기제품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를 보호하게
됨. 예를 들면 파르마산 생햄(Prosciutto di Parma)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상표권이
지리적 표시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거의 해결되었음.
- 캐나다에서는 EU측이 지리적 표시로서 제시한 명칭 가운데 파르마(Parma) 를
포함한 3개의 명칭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 풀어야할 과제가 되고 있음.
m 파마산 생햄 이외의 상표 가운데 1개가 생다니엘산 생햄(Prosciutto di San Daniele)
임. 토론토에 있는 산타마리아푸드(Santa Maria Food)라는 생햄 제조기업이 동 상표
권을 보유하고 있음.
- 공장설비는 대부분 이탈리아제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음. 캐나다의 많은 생산
시설에서는 유럽제 설비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육류
제품과 유럽에서 생산되는 고기제품의 간에 현저한 차이는 없음.
※ 자료: JETRO(2014.06.20)

세계농업 제167호

| 7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EU, 라트비아 등 추가 5개국 CAP 농촌개발지출안

EU 집행위원회, 대(對)EU 5개국 동반자 협정 승인
m 2014년 6월 20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농촌개발(2014~2020) 및 EU 구조 및 투자기금 활용 계획
을 수립 중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슬로바키아와의 동반
자 협정(Partnership Agreements)에 합의함.
- EU의 향후 7년 회원국 투자 이행에 관한 새로운 규범의 일부로, 중앙 정부
는 자금을 지원 받기에 앞서 EU 기금에 관한 추진계획을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수립하고 협상해야 함.
- 중앙 정부는 이전에 승인된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통계치에 따라 2014~2020년에 시행될 다년간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의 일부인 지출 할당액을 반드시 결정해야 함.
- 또한 중앙 정부는 추후 추가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일련의 11개 주제
관련된 목표(thematic objective) 중 하나인 EU 농촌개발기금 분배를 담당하게 됨.
m 동 동반자 협정은 농촌 개발(제2축)을 위하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키프로스에서 각각 10억 7,000만, 16억 1,000만, 7억 2,600만,
15억, 13억 2,200만 유로를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EU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기구는 5개로,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결속기금
(Cohesion Fund, CF), 유럽해양수산기금(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MFF), 유럽농업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이 있음.

리투아니아
m 유럽농업농촌개발기금(EAFRD)으로부터 지원받는 16억 1,300만 유로 가운데 리투
아니아는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장 많이 투자할 계획이며,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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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려 6억 5,8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1억 9,600만 유로는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위험 방지 및 관리에, 2억
8,200만 유로는 환경유지 및 보호, 자원 효율성 증대 부문에 사용될 계획임.
- 수도 빌니우스(Vilnius)에서는 또한 1억 5,700만 유로를 사회 통합 강화, 빈곤
및 모든 종류의 차별 퇴치에 사용하기로 함. 그 밖에, 1억 4,600만 유로는 저
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 , 6,400만 유로는 기술 보조 , 그리고 약 2,400만 유
로는 연구와 기술 발전 및 혁신 강화에 사용될 계획임.

라트비아 & 에스토니아
m 라트비아에서는 정부가 3억 6,800만 유로는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반면, 2억 100
만 유로는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와 환경유지 및 보호에 투자한다고 함.
- 수도 리가(Riga)에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1억 2,000만 유로
를 배정한 한편 사회 결속력 강화 부문 관련한 제2축 기금에 6,800만 유로
를 투자함. 이 밖에도 기술 보조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에 각각
4,100만, 4,000만 유로를 투자함.
m 한편 에스토니아에서는 제2축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이 다시 한 번 국가 농업부문
의 경쟁력 강화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은 무려 2억6,500만 유로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됨.
- 에스토니아는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와 환경보호 두 가지 부문에 각각 1억
1,700만 유로의 동일한 농촌개발기금을 투자할 것으로 보임.
- 기타 8,100만 유로는 사회 결속력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며, 6,700만 유로는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것임. 또한 기술 보조에 2,800만 유로, 연구 강화에
2,300만 유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에 1,600만 유로, 마지막으로 교육
투자에 1,000만 유로가 각각 사용될 계획임.

슬로바키아
m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 또한 제2축 기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에 할당하기로 하였으며, 그 금액은 5억 200만 유로에 달함.
- 주제 관련한 목표 중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부문은 3억 1,500만 유로, 환경
유지 및 보호 부문은 3억 2,600만 유로를 각각 지원받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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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회 결속력 증진에 1억~1억 3,000만 유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
원에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기금의 약 6,900만 유로가 할당됨. 반면 안정적
이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5,500만 유로 이상, 기술 보조와 연구 강화에
각각 5,200만, 5,100백만 유로가 할당됨.

키프로스
m 키프로스 농업의 농촌개발기금 할당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경쟁
력 강화로 그 금액은 3,600만 유로임. 그 뒤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에
3,500만 유로, 환경보호에 2,300만 유로가 할당됨.
m 키프로스는 또한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뿐만 아닌 사회 결속력 강화에 1,300만
유로를, 고용 증진에 600만 유로를 할당할 계획임. 기타 2백만 유로는 각각 기술
보조와 연구 강화에, 31만 5,000 유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이용률 제고에, 25만 유로는 교육 투자에 할당한다고 함.
※ 자료: Agra Europe(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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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新CAP 신규취농자 지원 및 환경보호 강화

EU, 新CAP 각 가맹국 정책에 재량권 부여
m 2013년 12월에 타결된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서는
EU 수준의 결정을 근거로 각 가맹국이 독자적인 농업정책(예산 배분 등)을 입안하
고, EU집행위원회와 동반자 협정(Partnership Agreements)을 체결하도록 함.
m 금번 CAP개혁에서는 종전의 규칙과 비교하여 가맹국의 재량에 맡겨 각국 정책 향방
이 주목받고 있어, 현재 가맹국에서는 동 협정의 체결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EU의 경제, 고용 및 농업부문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독일
은 5월 22일, 다른 가맹국에 앞서 EU 집행위원회와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러한 독일의 농업정책은 다른 가맹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新CAP 독일 농업정책 개요
m 2014 2020년(7년간)의 농업예산은 전기 대비 6.5% 감소함. 이번의 CAP 개혁에서
는 가맹국간 격차시정(

)이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음.

- 독일에 배분된 농업예산은 전기(2007 2013년) 472억 유로에서 6.5% 감소하였
음. EU 농업정책의 우선 항목으로 고용, 지속 가능성, 혁신 및 품질로, 독일도
해당되는 우선 항목의 추진과 더불어 예산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진
행할 수 있다고 여겨짐.
- 한편, 배분된 예산은 제1축(직접지불, 시장조치 등)과 제2축(농촌진흥정책: 가
입국이 1/2 부담)에 사용됨.
m 직접지불은 공정 및 환경보호를 중시함. 제1축 직접지불에 관하여 새로운 공동농
업정책에서는 전기까지 적용되고 있었던 역사 모델(과거의 수급 실적에 의해 배
분)에 의한 배분을 폐지하고, 가맹국, 지역 및 생산자간 지원을 보다 공정한 방법
에 의한 배분 방법으로 변경하였음.
- 독일이 동 직접 지불에 할당하는 예산은 약 358억 유로로, 실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임.1) 또한 신규취농자는 최초 5년간은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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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추가하여 25%의 금액이 가산됨.
m 또한 직접지불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 가운데, 30%은 녹화 대책(Greening)에 기
여하는 농업활동(작물의 다양성, 영년목초지의 유지 및 생태적 보전 구역의 보
존)에 보전함.
m 농촌진흥정책으로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축 농촌진흥정책에 대한
예산은 83억 유로로, 이하가 주목적임.
- 농업부문의 경쟁력 향상
- 생태계 유지 및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위한 대처
※ 자료: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2014.06.13)

1) 새로운 CAP개혁을 진행 중 농업활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된 것이 문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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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삼림백서 사람중심 삼림정책 중요성 강조

FAO, 세계삼림백서에서 사람을 위한 삼림정책의 중요성 강조
m FAO는 삼림이 사람들의 생활과 식량, 건강 및 에너지 등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촉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각국은 삼림관련 정책에 한 층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함.
m FAO 임업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stry, COFO) 개회식에서 발표된 FAO의 주요
간행물인 세계삼림백서(State of the World's Forests, SOFO) 는 세계의 많은 인구가
에너지, 식량과 주거, 때로는 지극히 고도의 우선적 건강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인
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산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힘.
m 그러나 백서에서는 삼림이 가진 사회경제적 이익은 빈곤삭감이나 농촌개발, 그리
고 한층 더 녹색 경제화에 공헌할 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의 경
우, 삼림이나 관련된 정책에서 적절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서술하
고 있음.
- 식량안전보장에서 삼림의 역할이 많은 경우 간과되고 있지만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
m FAO 사무총장은 세계삼림백서(SOFO) 2014년판은 삼림에서 유래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삼림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요구나
생계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 기술되어 있어 인상적이라고 언급함.
- 또한 삼림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가 책임감을 갖고 삼림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식량안전보장 및 지
속가능한 개발은 확신할 수 없다고 부언함.

가정용 주요 연료원인 목재 정책에서는 간과
m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목재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넣기 쉬운 유일한 연료
임. 세 가정 중 한 가정에서 조리의 주연료로 목재를 이용하고 있음. 목재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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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9개국에 있어서 총 에너지 공급의 반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
- 그 가운데 22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임.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는 목재 연료
가 국가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m 목재연료는 수십억 인구가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삼림·에너
지·식량안전보장에 관한 정책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목재연료 생산을 개선하고 보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가정에
서 사용하는 땔감의 85%를 모으고 있는 여성이나 어린이의 부담을 경감시키
기 위해서는 더욱 확고한 대처가 필요함.

인구의 약 18% 목조 주거
m 본보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13억 명, 세계 인구의 18%가 목조 주거에 거주하고 있
다고 함.
- 이것은 임산물이 통상 다른 건축자재보다 적절한 가격으로 입수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중요함.
- 건축자재나 목재 에너지, 비목재임산물 생산에 세계적으로 비공식경제 부문
에서 적어도 4,100만 명이 고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정식 경제통계상 삼림부
문에 고용된 인원수의 3배에 해당함.
m FAO는 2014년 11월 19 21일에 로마에서 개최되는 FAO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공동주최 영양에 관한 정부 간 회의(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ICN2)에서 삼림의 편익과 기타 영양에 관한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표명할 예정임.

삼림정책 조정
m FAO의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가정에서 삼림이나 시장에 대한 접근
을 제공하는 것 및 삼림보유권을 강화하는 것이 삼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빈곤을 삭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강
조하고 있음.
m 세계삼림백서(SOFO)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비공식적인 생산자를 포함한 민간부
문의 생산성 개선 필요성과 임산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의 지속적 관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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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책임을 제고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 삼림환경서비스의 역할로 그 서비스 대가 지불 체계에 관한 인식도 동 서비
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함.
m 또한 본보고서의 데이터 및 해석 결과로 미루어 보아 FAO는 많은 국가의 정책에
서 방향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m FAO 임업국장보는 각국은 데이터의 수집이나 정책입안 시, 생산에서 이익, 즉 나
무에서 사람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이나 계획은 삼림부문, 그리
고 그 범위를 초월하는 부문에서도 식량, 에너지 그리고 주거 제공에 있어서의 삼
림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삼림을 포괄적으로 보는 새로운 개념에 의하여 자금제공자나 투자가가
한 층 더 정책에 흥미를 가져야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사
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언함.

FAO, 벨기에 로렌 왕자 특별대사에 임명
m FAO는 벨기에의 로렌 왕자(Prince Laurent)를 삼림 및 환경을 위한 FAO 특별대사에
임명했다고 발표함.
- 로렌 왕자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 촉진을 위한 오랜 기간의 노력과 그 환경,
지속가능한 기술, 그리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열정이 인정을 받아 특
별대사로 임명된 것임.
- 로렌왕자는 FAO의 특별대사로서 삼림 및 기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
련되는 문제점이나 삼림정책에 관한 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새로운 합의에 서명
m FAO 임업위원회(COFO)에서 임업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강화를 목표로 한 Forest
and Farm Facility (FFF)2)와의 제휴를 위하여 AgriCord 3)와 4년간의 합의서에 서명함.

2) FAO, 환경개발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ED) 및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간 파트너십.
3) (https://www.agricor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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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Cord는 전문 농업조직 및 농업경영자가 인솔하는 농업개발 단체인 세계적
인 네트워크임. 네덜란드 및 핀란드 정부의 지원으로 AgriCord는 개발도상국
의 임업 및 농업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Forest and Farm Facility (FFF)
의 다자기금으로 100만 유로를 기부함.
m FAO와 한국 정부는 임업위원회(COFO)개최 중 정부 수준에서의 삼림의 경관복구
실시 및 감시와 보고를 하도록 입안된 삼림경관복구 메커니즘을 지지하고 각서
에 서명하였음.
※ 자료: FAO(2014.06.23)

자료 작성 : 이혜은 연구원, 서강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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