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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기농업관련 데이터 확충

  EU의 유기농산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농가들이 유기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책입안자, 무역업자, 유기농업 컨설턴트, 장래 

정책에의 적응과 투자 여부에 민감한 가공 산업 종사자들은 더욱 자세하

고 신뢰할 만한 시장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기농업 통

계와 관련된 현행의 문제점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집이 EU 집행위원회의 

기금에 의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EU의 ‘유럽 유기농산물 시장정보시스템(European Information System 

for Organic Markets, 이하 EISFOM)’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량과 시장통계

에 관한 신뢰할만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유기농산

물 관련 자료들은 개별 국가들로부터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집되어 신뢰

도가 낮았고 서로 모순되는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물론 몇

몇 국가들은 유기농업 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

르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규모를 정확히 추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 자료집에서 주목할 점은 전문가들을 초빙한 결과 자료 수집 방법

이 개선되었고, 기존의 국제적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유기 농업 관련 데이

터를 포함․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유

기농산물의 보유고(holdings)와 생산량을 신뢰할 만한 수치로 입증시킬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축적된 고품질의 자료를 어떻게 모든 

국가들과 정부기관들에게 분배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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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기농업 통계자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상 중 하나는 국가별로 사례 연

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된다면 장기적으

로 EISFOM의 틀이 정립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현재의 유기농업관련 자료수집의 문제점을 우선적

으로 극복해야 한다. EISFOM의 회원들은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계

속해 나갈 것이며 관심 있는 모든 정부기관 및 주주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다. EISFOM의 두 번째 모임은 2005년 10월 Brussels에서 열린 

예정이다. 

  제1차 EISFOM 유럽 회의가 올해 초 베를린에서 개최되었고, 농가 구조

와 생산․농가 수입과 가격․공급사슬(supply chain)과 무역․소매업자와 

소비자․공급 균형과 정책평가와 관련된 유기농산물 및 농가 자료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EU집행위원회, EU 산하의 유럽통계사무국(Eurostat),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 국제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s)과 규제국(regulatory authorities)의 대표들과 아울러 

여러 연구자 및 유기농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작성했다.

  EISFOM은 EU기금실행안(EU-funded Concerted Action)의 일환으로 

정책입안자․농민․농산물가공업자․도매업자․기타 유기농업 관련 종사

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EU 유기농 부문의 유효한 보고서와 신뢰

할만한 유기농 생산․시장자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다년간 유기농업 통계자료를 연구하고 발행했던 오스트

리아,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국의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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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시장 자료 수집 기관들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웨일스대

학에 의해 각종 자료가 통합되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행될 계획이다. 

기타 프로젝트의 파트너쉽과 목적에 대한 정보는 www.eisfom.org에서 찾

아볼 수 있다. 

  EISFOM 프로젝트는 재정적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연구와 기술적 발전 

프로그램(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gramme)의 다섯 

번째 프로그램으로 합의된 실행안(Concerted Action)이라는 명목으로 지

원을 받고 있다. 

출처: 유기농산물 거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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