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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파리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 협상 기한 연장
m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 새로운 기후조약 협
상을 진행함.
m 기후협약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연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보다 강력
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함.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적극적인 국가들의 연합은 EU와 미국을 포함하

℃ 수준으로

여 100개에 달하는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1.5
제한하는 협약을 지지하고 있음.

- 또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약의 초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를 위한 행
위로 식량생산이 위협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m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195개의 UN 회원국들은 산업화

℃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
로 하여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참여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 조약을 만들기 위한 협
상에 참여하고 있음.
-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각국 정상들에게 2010년부터 2050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
이 40-70% 감소해야 하며, 2100년까지는 배출량이 0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m EU집행위원회는 본 회의에 앞서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
한 EU의 ‘비전’을 제시함.
- 동 내용은 각국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60% 감소할 것을 주
장하였음.
m 각국 정부들은 규제 틀에 대한 합의에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지난 48시간의 회담
시간 동안에는 보다 심도 깊은 협상이 진행되었음.
- 주요 쟁점은 기후변화 완화 자금과 적용 조치들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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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한 것과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
인가에 대한 것임.
m 지난 며칠간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의 협정문은 수차례 수정
되었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협정문은 2015년 12월 10일 저녁에 발표되었음.
-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정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임.

식량생산 관련 내용
m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0-25%를 차지하는 농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요 난
제로 남겨져 있음.
- 농업인 단체는 지금까지 이미 진행되어 온 노력에 대해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농업의 탄소저장 기능,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증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m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문에는 식량 생산에 대한 두 가지 구체적
인 내용이 포함되었음.
- 금번 협정문에는 식량안보와 기아 종식의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인정하며, 식량
생산체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은 다수의 정부들은 식량생산 저하의 우려로 인해 농업부문은 온실
가스 감축 목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음을 시사함.
m 금번 협의 내용에서는 ‘제2조’에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이하로 제한하고 기

- 먼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2

℃ 이내로 유지하는 노력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함. 이로

온 상승을 1.5

인해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
- 또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기후의 회복과
더불어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개발 방식
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음.
m 제2조에는 온실가스 저(低)배출 및 기후 회복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자금이 활
용될 것을 밝히고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동 협의 내용은 전 세계에 공정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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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책임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행될 것임을 밝
히고 있음.
m EU 최대 농업인단체인 유럽농민·농협연맹(Copa-Cogeca)은 단지 다른 곳에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 유럽 내에서 농산물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박함.
m 그러나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과 같은 환경단체들은 EU
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의 현재 목표치 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세계자연기금은 협의 내용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현재 각국의 기후변
화 완화 및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에게 전혀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함.

협의에 적극적인 국가들 간의 동맹
m EU는 79개의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국가(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cables,
ACP)와 연합하여 보다 야심찬 세계 협정을 요구하고자 함.
- 현재 100개국의 연합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칠레와 필리핀 등
이 포함되어있음.
m 미국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의 역할, 그리고 발전을 위해 화석연
료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도의 역할이 12월 12일에 발표될 것
으로 예상됨.
- 이는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종 결과에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임.

℃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총회

m 또한 총회 참가국들은 지구온난화를 2

에 앞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총
회 협정안은 2030년 이후에는 보다 강력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m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협정 내용이 확정된다면 최종 협상안은 2020년부터
발효될 것이며, 이는 교토 의정서의 연장된 두 번째 의무이행기간 대신 적용될 것임.
- 그러나 교토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으며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과 기타 국가들은 첫 번째 의무이행기간이 2012년에 종료된 이후 감축 목표량
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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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 의정서 두 번째 의무이행기간의 적용 범위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1%에 불과함.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역할
m 2015년 12월 10일, 세계 여러 투자자들과 개발은행, 금융협회, NGO연합은 소위
‘녹색 인프라 투자연합(Green Infrastructure Investment Coalition)’을 발표했으며 여기
에는 유럽투자은행도 참여하고 있음.
- 녹색 인프라 투자연합은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기관과 국제
자산관리자, 국제개발기구 등이 동참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과 녹색 인프라 투
자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함.
m 유럽투자은행과 기타 회원들은 먼저 자본공급에 방해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
며, 우선적인 자본 투자시스템을 선정하고, 녹색 인프라의 개발 및 자금조달에 있
어서 자본 시장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임.
m 이와 별도로 유럽투자은행과 EU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 계획 및 사업이 자금을
확보하여 EU기후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EU의 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발
표하였음.
- 동 내용은 2015년 12월 2일 발표된 EU순환경제 전략의 개정안을 기반으로 적
용될 것임.

법적 효력을 지닌 세계적 기후협약 타결: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 검토
m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법적 효력을 지닌 기후협약을 타결함.

℃

- 2020년 이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온난화의 수준을 2 보다 훨씬 낮은 수준
으로 억제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약속과 함께 부유한 나라들은 개발
도상국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위해 기
금 조성을 돕기로 하였음.
- 지난 12월 12일, 근 2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된 파리 기후협약은 기온 상
승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UN 회원국들이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의무
이행에 대해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95개국 정부와 EU는 전 세계 평균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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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가능하다면 1.5 까지 억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음.
m 수차례의 수정과 발표를 거쳐 만들어진 31페이지 분량의 협상문은 세계 기후변화
에 대한 노력은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음.
- 협상문의 서문 또한 식량 안보를 지키고 기아를 종식하는 것의 기본적인 우선
순위를 인정하며 식량 생산 체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
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밝히고 있음.
- 식량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UN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요구에 의해 포함되었음. UN 식량농업기구는 아직 만성적인 기
아에 시달리고 있는 8억 명과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 빈곤
층의 80%를 위한 단서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음.
- 위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에 있어 농업 부문의
역할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지는 지켜볼 일임.
- EU는 아직 농업과 기타 토지 이용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2030년 목표치에
어떻게 포함할지, 혹은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가 없음. 이 부분
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의견은 2016년 중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기후협약의 요점들
m 파리 협약은 세 가지 약속을 내세우고 있음. 첫 번째는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

℃

2 이하로 억제하며 가능하다면 1.5 이하로 까지 억제하는 구속력이 있는 협약
이라는 것임.
- 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며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
출 감소 정책에 따라 동참해야 함. 감소 정책은 매 5년 마다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시에는 개정할 수 있음.
m 대부분의 UN 회원국들은 파리 회담 이전에 국가별 감축 목표를 제출했음. EU는
여기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줄이기로 하였음. 세계에서 제일 많
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 또한 저감목표를 제출하였음.

℃

℃

- 하지만 각국의 목표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은 2.7 에서 3.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임. 조약은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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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이
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조약이 발효되는 2020년 전까지 수많은 연구와 논의가
계획되어 있음.
- 800명 이상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에서 2050년
사이에 40-70%는 줄어들어야 하며 2100년 까지는 배출량이 0으로 완전히 없어
져야 한다고 말함.
m 기후협약의 제 2조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고 기후 회복 및 온실가스 저(低)배출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식량 생산이
위협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m 파리 회의에서 수일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핵심부분은 기후변
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변화 완화 정
책에 대해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음.
-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정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동의하였고 2020년까지
기후 자금 1,000억 달러(약 91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협정문은 이러한 재정 흐름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
는 개발 방식이 발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전 세계가 환영하는 역사적 협약
m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최초로 전 세계가 참여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후변화
협약으로서 지난 11월 30일 파리에 도착한 각 국 대표단들은 협상 타결에 실패하
는 것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파리 협약은 총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 합이
전 세계 배출량의 최소 55%이상을 차지하면 발효됨.
m 많은 이들이 파리 협약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협상 결과를 환영하였음. 그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처
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기후변화를 막는 움직임
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이는 다자간 공동 정책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음.
- EU의 기후행동 및 에너지 집행위원인 Miguel Arias Cañete 위원은 EU가 주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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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즉, 야심찬 장기적 목표의 설정과 5년간의 주기, 투명성)을 달성했다고 평
가했음. 그는 또한 파리 협약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EU는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쳤다고 말했음. 그리
고 파리에서의 약속은 이행되어야 하며 유럽은 세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계
속해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 파리 회의에서 유럽의회 대표단 단장을 맡은 이탈리아의 Giovanni La Via 의원
은 협상의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EU가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그는 이에 따른 정책적 노력이 몇 주 내로 시작될 것이
라고 밝혔음. 그리고 이와 더불어 EU의 탄소 시장 개편이 진행될 것이며 온실
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가능자원 활용 등에 관한 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OECD의 Angel Gurria 사무총장은 파리 협약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 각국
정부는 기후 조치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경고했음. 그는 각국이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나 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조약의 목표는 주요
경제국들의 완전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음.

농업의 역할
m UN 식량농업기구(FAO)의 José Graziano da Silva 사무총장은 파리협약에서 식량안보
의 우선순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음.
- 그는 식량 안보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기후 변화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이
들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제 사회가 인정하게 되었
다고 강조하였음.
- da Silva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토지사용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FAO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생산 시스템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기아를 종식시
키려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언
급하였음. 그리고 그는 바라건대 향후 전 세계적 협상에 있어 식량안보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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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질 것이라 덧붙였음.
m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의 농업의 역할과 관련해서 유럽 에탄올산업협회(ePURE,
European Renewable Ethanol Association)는 파리 회담의 결과를 환영하며 EU가 수송
부문에서의 바이오에탄올 사용 증가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협회는 이것이 유
럽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
고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음.
m 반면 유럽투자은행(EIB)은 기후 자금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히며 대부분의 자금은 민간 부문에서 출자되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2.11.),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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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수출보조금 폐지 계획 논의

WTO 각료회의, 2020년까지 농산물 수출보조금 완전 철폐 계획 논의
m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2020년까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자는 안건이 농업에 관한 새로운 협상문의 핵심 요소로 논의되었음.
- 개발도상국의 수출보조금 또한 2023년 말까지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장함. 단,
수출 마케팅과 운송비에 대한 보조금은 2028년(또는 최빈국이나 식량 순수입
개도국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허용할 것을 제안함.
m 금번 WTO 각료회의는 농업의 잠정적 의제였던 기타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는 논의를 보류하고 있음.
- 기타 이슈에는 공동의 식량 비축을 위한 부담금 규정에서 개발도상국 정부를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됨.
- 또한 특별보호장치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수출 물량 급등이나 가격 급락으로부
터 보호하자는 주장 등이 있음.
- 기타 이슈들은 모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로 특히 인도와 같은 신흥경
제국들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m 2005년 홍콩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금을 2013년 말까지 폐지하
자는 협상이 타결된 바 있음.
- 그러나 홍콩에서 타결된 내용은 당시 진행 중이던 농산물 시장접근성 및 국가
별 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었음.
- 본 협상은 구체화되지는 못하였으며, 그 동안 수출보조금은 현저히 줄어들었으
며 EU는 몇 년간 농산물 수출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음.
m 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은 현재 검토 중인 도하 아젠다와 어떠한 연관도 없
이 논의되고 있음.
- 레소토 산업통상부 장관(Joshua Setipa)의 지휘 아래 전담팀이 구성되어 도하 아
젠다 내 농업에 대한 협정문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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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폐지 계획 발표
m 금번 제안문은 선진국들이 남아있는 수출보조금 혜택을 2020년 말까지 철폐할 것
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됨. 예산 내 경비 지출은 2017년 말까지 50% 감축하
며, 잔여 경비는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여 2020년 말까지 완전히 철폐하는 것임.
m 그러나 제안문의 각주에 따르면 최근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수출보조금 관련 신고
내용에서 가공식품이나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실을 통지한 회원국들의 경
우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히고 있음.
- 어느 국가가 동 예외조항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EU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분명함.
m 제안문은 수출 차관을 사실상 수출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
정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영무역기업이 수출시장을 왜곡할 목적으로 독점적 지
위를 활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음.

인도, 절차적 반대의견 표명
m 농업부문 협상과정에서 주요 국가인 인도는 금번 제안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
- 인도는 개발도상국들에 한해 낮은 가격의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시장 보호 조치
를 허용하는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수출보조금만을 제한하는 것에 대
해 강력히 반발함.
m 인도 무역부장관(Nirmala Sitharaman)은 성명서를 통해 수출 경쟁은 농업부문에 관
한 협상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농업과 관련된 협상은 세 가지 축(수출경쟁 부문 내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
보조의 세 가지 의제)을 기반으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한 가지 축만 제외하
는 것은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다른 WTO 회원국들이 수출 경쟁(Export Competition)의 세 가지 축(시장접
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제만을 취하여 선택하고
있으며 소수 회원국들에게 유리한 조항은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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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공화국, WTO에 가입
m 아프리카 서부의 라이베리아 공화국이 2015년 12월 17일 나이로비에서 최종 가맹
승인을 거쳐 WTO의 16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됨.
- 라이베리아는 2015년 10월, 가입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의회를 통해 WTO 비
준 사무국에 가입을 신고하였으며, 이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정식으로 WTO에
가입됨.
- 라이베리아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이며 특히 고무와 쌀, 카사바, 바나나, 팜유,
목재를 주로 생산함.
- 라이베리아는 WTO 가입국 중 35번째 최빈국이기도 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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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순환경제전환 전략의 개정안 발표

EU집행위원회, EU 순환경제전환 전략의 개정안 발표
m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12월 2일 EU 순환경제 전환 전략의 개정안을 발표함.
- 금번 EU 순환경제 전환 전략에는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
어 있지만, 초기 전략에 포함되었던 2025년 EU 음식물쓰레기 감소 목표치는 포
함되지 않았음.
m 특히 EU집행위원회는 EU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측정 방법을 개발할
것이며, 식품유통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전 세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2030년까지 반으로 줄인다는 UN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계획함.
m 새로운 순환경제 전략에는 동물 사료로 남은 식자재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식용가능 식품의 재분배를 위한 조치가 포함됨.
- 생물기반 자원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음.
m 금번 순환경제 전략은 비료에 대한 EU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이를 통해 유기농 비료와 음식폐기물 비료의 승인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임.
m 순환경제 전략은 입법에 관한 제안사항들과 그 외 조치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EU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순환경제 전략을 제시함.
- EU집행위원회는 자원 활용의 개선으로 EU 내 기업체들이 6,000억 유로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2-4% 감축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전망함.
- 특히 순환경제 전략에는 도시 폐기물과 포장 폐기물에 대한 EU의 현행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 목표도 제시함.
동 내용은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야 함.
- 순환경제 전략에는 입법 제안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된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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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EU집행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9년까지
의 정책들이 포함됨.
m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14년 중순에 첫 번째 계획을 발표했지만 철회한 바 있음.
- 첫 번째 계획에는 EU의 모든 회원국이 음식물쓰레기를 2025년까지 30% 줄이
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삭제되었음.
-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음식
물쓰레기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한 바 있음.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변화
m EU집행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EU 공통의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지표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임.
- 또한 식품 유통과정에서 ‘날짜 표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시스템 이
해도(특히, ‘유통기한’에 대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임.
m EU집행위원회는 폐기물과 식품 및 사료에 대한 EU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식용
가능 식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고, 남은 식자재
(부서진 비스킷이나 오래된 빵 등)를 동물사료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입법 제안사항에는 사료용 식재료들은 분명히 제외하도
록 하여 남은 식자재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어 동물 사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함.
- 이를 통해 공공재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m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들과 식품 유통관리자들의 플랫폼을 마련하여 최근
타결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함.
-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세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소비자와 소매점 수준에서의
음식물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수확 후 곡물 손실 등 생산 및 공급과
정에서의 식품 손실을 감축시키는 것임.
-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입법 제안사항에는 회원국들이 식품 유통망의 각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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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며 음식물쓰레기 양을 추적 관찰하고 그 진척에 대해
보고할 것을 제안함.

개정된 비료 규정
m 반면 순환경제 전략에는 EU의 비료관련 규정(2003/2003)의 개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을 통해 유기농 비료와 음식폐기물 비료의 승인을 용이하게 하고, EU 전역
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계획은 비료의 생물 영양소 역할을 지지하고자 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일정은 확정되지 않음.
m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수자원 사용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관개 및 지
하수 함양을 위해 사용되는 물의 재사용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을 설정할 계획이
라고 밝혔음.

바이오매스와 생물기반 제품
m EU집행위원회는 생물에 기반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함.
- EU집행위원회는 나무, 작물, 섬유질 등 생물기반 자원이 광범위한 제품과 에너
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재생가능 및 생분해가 가능하며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지속적인 바이오매스 사용의 우수 사례 및 지침을 보급하고
바이오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임.
m 폐기물에 대한 입법안에는 목재 포장의 재활용 목표와 생물폐기물을 별도로 수거
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전략 이행과 그 다음 단계
m EU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 전략에 포함된 계획의 용이한 이행을 위해 핵심 요소
들에 대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EU집행위원회는 계획에 포함된 공통의 음식물쓰레기 측정 방법 개발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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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심 원자재의 공급 안정성, 수리 및 재사용, 폐기물 발생 및 관리, 재활용물
질의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각종 지표들을 개발할 계획임.
m 2015년 12월 2일일 개최된 유럽의회 총회에서는 유럽의회 의원들과 EU집행위원
들이 순환경제전략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원국 환경부장관들은 2015년 12월 16일, 동 전략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
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 입법 제안내용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m EU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를 재료와 제품의 가치가 최대한 오래 유지되며, 자원의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이 최소화되고, 제품이 수명을 다하더라도 제품을 구성하는
자원은 경제체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재사용되어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
제 형태라고 정의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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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캐나다 정부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규정 협상 개시

EU집행위원회, 새로운 캐나다 정부와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 규정에 대한 협상 개시
m EU무역위원회 집행위원(Cecelia Malmström)은 EU집행위원회와 캐나다 자유당 정부
는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하에서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수
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힘.
m EU무역위원회집행위원(Cecelia Malmström)은 2015년 12월 9일 개최된 유럽의회 공
청회에서 위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EU-캐나다 CETA 자체에 대한 논의를 재개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힘.
- 새로운 요소들을 협상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종결된 회담을 재개할 필요는 전
혀 없으며 또한 이는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 바라고 밝힘.
m 또한 EU-캐나다 간 CETA가 TTIP협상과정에서 진행된 ISDS 개정 이전에 타결되어,
TTIP의 ISDS조항이 CETA의 ISDS조항보다 진전된 상태라고 덧붙였음.
- 이에 CETA하에서의 ISDS 메커니즘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ISDS 규정에 대한 논
의를 할 것이라고 함.
m EU와 캐나다의 협상단은 2013년 10월, EU-캐나다 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을 타결함.
- 캐나다의 영토 내에서 총 145개의 EU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를
보호 및 인정하며 이를 더욱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지리적표시에 대한 협정은 CETA에서의 가장 큰 성과들 중 하나로 현재 EU집
행위원회가 새로운 ‘무역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다른 협정들의 협상과정
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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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의원들의 반응
m 반면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의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CETA의 ISDS 규정을 수정하려는 시도 자체는 EU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
있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함.
m 스웨덴 국민당그룹(EPP) 의원(Christofer Fjellner)은 ISDS 규정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 무역에서 협상 상대로서의 EU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CETA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함.
- 국민당그룹(EPP) 의원(Daniel Caspary) 또한 ISDS 메커니즘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
고 밝혔음.
m 그러나 모든 유럽의회 의원들이 ISDS 규정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님.
- 사회당그룹(S&D) 의원(Maria Arena)은 ISDS 규정을 단순히 일부만 조정하는 수
준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캐나다 정부
가 이에 동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CETA의 진행 과정
m EU무역위원회 집행위원(Cecelia Malmström)에 따르면 최종적인 법률검토 작업(예를
들어 EU 내 22개 언어로의 번역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곧 최종 협상 준비가 완료
될 것이라고 밝힘.
-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문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에 제출됨.
m 2015년 1월, EU 내 경제규모가 큰 프랑스와 독일의 장관들은 EU집행위원회에 공
동선언문을 제출하여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ISDS 관련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모
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CETA는 발효되기 전,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캐나다 의
회와 캐나다 10개 주의 비준 또한 받아야 함.
m 캐나다 협상단 대표(Steve Verheul)는 브뤼셀의 회의에서 자유당 정부는 CETA협상
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협상을 가능한 빨리 종결짓고자 한다고 언급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TP)의 경우 공공의 협의를 거
친 후 현 캐나다 정부가 입장을 정할 계획이지만, CETA는 다르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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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U의 ISDS 메커니즘 변경 사실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표하면서도 최종 협
상안이 양측에서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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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16년 1월부터 터키산 일부 농식품 수입 제한

러시아, 2016년 1월부터 터키산 농식품 수입 제한
m 러시아 농업부 장관(Alexander Tkachev)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6년 1월부로 터키산
농식품 일부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m 수입제한 농식품 목록은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증대로 대체될 수
있는 농식품으로 러시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 수입제한 농식품은 과일 및 채소, 닭고기 및 칠면조 고기, 소금, 카네이션 등을
포함함.
- 복숭아, 살구, 체리, 딸기, 수박은 계절상품으로 3분기에 이미 수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식품의 공급 중단은 러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m 수입이 제한되는 터키산 농식품은 기타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되며, 다음 시
즌부터 공급할 것임.
- 러시아 농업부 장관(Alexander Tkachev)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급업자들이 터키
산 농식품을 대체할 공급처를 모색하고 공급지속을 확신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공급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타 수입국가로부터의 토마토, 호박, 가지 등의 수입 확대로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 반면 터키산 농식품 수입 제한에 따른 초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내
생산이 증대될 것임.
m 2016년 1월부터 터키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농식품은 다음과 같음.
- 닭 조각, 식용 닭 내장, 냉동 닭(HS Code 0207 14)
- 칠면조 조각, 식용 칠면조 내장, 냉동 칠면조(Code 0207 27)
- 카네이션(Code 0603 12)
- 생/냉동 토마토(Code 0702 00)
- 생/냉동 양파, 샬롯(작은 양파)(Code 0703 10)
- 생/냉동 양배추, 브로콜리(Code 07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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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냉동 오이, 작은 오이(Code 0707 00)
- 생/말린 오렌지(Code 0805 10)
- 탄제린과 씨 없는 귤을 포함한 귤(Code 0805 20)
- 포도(Code 0806 10)
- 사과(Code 0808 10)
- 배(Code 0808 30)
- 살구(Code 0809 10)
- 천도복숭아를 포함한 생 살구(Code 0809 30)
- 자두, 야생자두(Code 0809 40)
- 딸기(Code 0810 10)
- 소금, 염화나트륨(Code 2501 00)

수입이 허용되는 터키산 농식품
m 반면 러시아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터키산 일부 농식품은 수
입이 허용됨.
- 과자류산업에 사용되는 무화과와 헤이즐넛, 이유식제조에 사용되는 과당, 그리
고 가공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향신료와 기타재료 등의 수입은 허용됨.
- 상추는 터키에서 대량으로 러시아에 공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입이 허용됨.
m 러시아 농업부 장관(Alexander Tkachev)에 따르면 과일 및 채소 등의 국내 생산 증
대를 위해 추가적인 국내 농가 지원 및 자금 확대 조치가 도입될 것임.

투자증대
m 러시아 농업부 장관(Alexander Tkachev)은 2015년 11월 30일 개최된 통합러시아당
(United Russia party) 회의에서 우유, 육류, 채소, 과일의 생산 확대를 위해 농업분야
투자를 시켜야한다고 주장함.
- 농업관련 산업에 진출하는 투자자를 위한 경제적 전제조건이 창출되어야 한다
고 언급함.
- 이에 2016년 농업지원 예산인 2,370억 루블(RUB)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1조 루블(RUB)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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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밀농업에 대한 보고서 발간

EU, 데이터수집의 조직화 방안과 정밀농업 주류화에 대한 보고서 발간
m EU는 데이터 수집의 조직화 방안과 정밀농업 주류화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
은 보고서를 오랜 기다림 끝에 발간함.
m 정밀농업 주류화를 연구하는 유럽혁신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EIP)
의 포커스그룹은 최근 기술이 폭넓게 도입되기 전에 기술적 해결방안에 대한 주
요단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함.
- EIP 포커스그룹은 EU의 빅데이터 활용과 농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안하는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됨.
m 로봇, 드론, 레이저와 같은 선진기술을 활용하는 정밀농업은 곡물 수확량을 변화
시키고 경작 후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농가의 빅데이터 소유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함.
m 2014년 6월 착수된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비, 기구, 프로세서 커뮤니케이
션,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센서, 드론, 독립적 플랫폼의 정밀한 전자 조정은 기술
적 해결방안의 주요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함.
- 즉 연구개발, 공동창조, 프로세스 효율성의 종합적인 접근은 필수적임.
m EIP 포커스그룹에 의해 제시된 몇 가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더 발달해야 하며, 농장경영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부가가
치를 검토하고, 농가의 생산성 및 상품성을 승인하고 입증해야 함.
- 더 공식적인 방식으로 정밀농업의 경제적 이윤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신
뢰할 만한 정밀농업 산출수단(calculator tools)이 개발되어야 함.
- 훈련과 인식은 중요하며, 독립적 자문가의 역할이 권장되어야 함.
- 정밀농업 수단(tools)은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중·소규모 농가
의 욕구에 충족되어야 함
- 전기구동 개발, 인터넷, 나노기술 및 바이오센서, 드론, 독립적 플랫폼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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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데이터관리에 있어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이 필요함. 즉 정밀농업이 다음단계로
발전되기 위해 공유되고 개방된 데이터 원천이 개발되어야 함. 이에 데이터 소
유권, 사생활보호 및 안전은 중요한 요소임.
m 보고서는 농민, 투자위험, 표준화를 포함하는 기술과 지식의 교환 및 중·소규모 농
가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는 국가적 단계의 ‘운영그룹’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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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무역과 식량안보정책의 균형을 위한 보고서
발표

FAO, 무역과 식량안보 정책의 균형을 위한 보고서 발표
m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보고서에 따르면, 농
업과 무역 정책은 국가의 우선순위와 공공재 사이에 균형을 맞추며 국가의 식량
안보 수준 향상을 위해, 한 국가의 수준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m 농산품의 세계적 무역의 증가, 무역패턴 변화, 국제적 공급망의 다양한 위기요인
의 증가 등으로 무역과 이에 대한 거버넌스가 식량안보의 범위와 조건에 고조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은 식량안보, 영양 및 빈곤의 감소 등을 보장하는 것
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임.
m UN기구들은 농산물 무역에 대한 극단적인 의견을 고려하기 시작함.
- 농산물 무역과 관련한 의견에는 자유무역을 통해 식량의 접근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의견과,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다양한 보호 장치 등을
포함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m 향후 중단기적 무역과 식량안보정책 간 균형 추구의 목적은 각국 정부의 정책 불
확실성 등에 따른 시장 충격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됨.
m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도하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위상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2015년 12월 15-18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WTO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금 폐지, 가격기반의 식량안보프로그램에 대한 거
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이는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매우 논쟁적인 사안
이 될 것임.
m UN은 최근 보고서에서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시장 구분을 통해, 무역 규제가 실질
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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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최빈국은 세계무역기구 용어의 양허관세율이라고 불리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선진국은 낮은 관세를 부과하나,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적절한 정책은 국내 시장의 발달된 정도 및 경쟁력에 따라 상이하며,
국내 산업지원정책은 거부될 수 없음.
m 경제의 주요한 기능을 하는 식량안보의 주류화는 무역중심의 정책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력기능을 하며, 빈곤 퇴치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임.
- 본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무역정
책의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과 세계적 무역프레임워크를 따르는 시너
지 구축이 요구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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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후변화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략 발표

미국,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생산 전략 발표
m 미국은 4년 째 지속되는 가뭄 및 농작물 생산 악화에 따른 전략을 발표함.
- 캘리포니아의 농업부분은 경제규모 540억 달러를 차지하며, 용수 보존 및 관개
및 지하수 관개 기술이 향후 생산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m 미국 농업부 수석경제학자(Robert Johansson)는 2030년까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공기 정화, 정밀 농업, 기술, 가
뭄과 홍수에 강한 품종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함.
- 미국 종자 회사들은 가뭄에 강한 옥수수 교잡종 품종 개발을 발표하며 토양의
수분 관리 및 열과 물에 강한 품종 확산이 요구된다고 언급함.
m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수확물, 윤작 방식, 생산 방식, 수확물 양을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을 감축시키는 전략임.
- ‘기후 변화, 물 부족 및 적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미국 전역의 농
산물 생산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됨.
m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2020년 초에는 관개농업(irrigation farming)과 건조지 농
업(dry land farming)조건 아래 옥수수, 콩, 쌀, 사탕수수, 면, 귀리 및 목초 수확량이
모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m 2050년까지는 관개농업의 수익률이 건조지 농업의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
되나, 그 이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관개농업의 수익률이 감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40-2080년까지는 밀, 건초, 보리의 생산량은 생산성 향상으로 평균 산출량 보
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2040년에는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작물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반면,
쌀과 수수는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상쇄되어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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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농산품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확량 감소 등으로 농업 전 분야의 복지는 감
소할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변화
m 미국 중서부 옥수수 벨트 지역의 옥수수 생산은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증가
하여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북태평양 산간 및 평야지역은 강수량 증가와 관개시스템의 상대적 수익성 하락
등으로 관개재배지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남태평양 산간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수 부족과 결합하여 관개시설의 감
소가 예상됨.

관개농업의 활용
m 미국 농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개농업의 범위 및 강도의 변화가 기후변화에 대
응하는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전개되었음.
-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관개수의 활용가능성에 따라 그 잠재력은 제한될 것임.
- 지하수량은 주요한 관개지역에서 감소될 것이며, 농업에 필요한 지표수량은 강
수량, 물 순환, 비농업지역에서의 용수 수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m 관개농업의 수요는 경제 유인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관개 및 비관개 지역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직관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m 보고서의 최종분석에 따르면 동 연구의 결과는 정부 및 농업관련 기업들에게 기
후변화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와 정책 제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2.11.)

자료 작성 :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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