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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뒤돌아보건대 UR 농업협상은 파격적인 논의 내용이나 타결결과

가 한국 농업에 미친 실질적, 심리적 향의 관점에서 실로 괄목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은 농산물 수출국과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강

해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이 크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

결될 가능성이 높다. 농업정책과 무역 제도에 대한 국제 규범과 

틀을 마련한 UR 농업협상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DDA 농업협상

은 한국 농업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속적인 WTO 농업협상으로 인해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 폭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농업정책을 국제 규범과 조화시켜 나

가야 할 의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여

건을 규정짓고 우리 농업정책을 제약하는 WTO 농업협정문과 다

자간 농업협상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검토가 필

요한 것이다. 또한 과거 농업협상의 흐름과 내용의 정확한 이해

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향후 협상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으

로 본다. 

  이 총서는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농업협상의 역사적 전

개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론적이고 기술적 쟁점

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련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그

리고 일반인들의 다자간 농업협상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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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 또한 향후 농업협상의 효율적인 추진에도 유용한 자료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총서를 계기로 농업협상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은 물론 향후 유사협상이나 

농업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에도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란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iii

머  리  말

  한국 농업은 최근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일찍이 경

험하지 못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과거 유례없는 경제성장

과 산업재편의 과정에서 농촌에는 노령화 농민들만이 오롯이 남게 

되었고, 농업의 구조조정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투자는 미흡하여 

국제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농업협상과 연쇄적인 자유무역협

정(FTA)의 체결로 인해 농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시장개방으로 인해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가속적으로 세계 경제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한국 

농업도 채 준비할 겨를도 없이 국제화, 개방화의 길을 걷게 되었

다. 특히 UR 농업협상으로 국내 농업정책을 국제 규범에 일치시

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후속 협상으로서 DDA 농업협상

이 타결될 경우 농업개혁과 시장개방의 폭과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WTO 농업협상은 한국 농업의 

조건과 여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

한 충분한 이해와 대응책도 필요한 것이다.

  과거 GATT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농업협상에 관한 연

구는 주제별, 사안별, 쟁점별, 협상별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WTO 농업협상을 전체적으로 조감하거나 농업협상간의 시계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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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외

적으로 관세화(Tariffication), 총국내보조측정치(AMS), 농업의 비

교역적 관심 사항(NTC), 허용보조의 무역 왜곡성 등 농업협상의 

기술적 쟁점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의미와 논리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서에서는 

1947년 GATT 출범에서부터 UR, DDA 농업협상에 이르기까지 장

기간에 걸친 다자간 농업협상의 역사를 개관하고 각 단계마다 농

업협상이 어떠한 과정과 메커니즘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그것

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 다. 

  이 총서의 목적은 다자간 농업협상의 협상자료를 충실하게 정

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이고 이론적인 쟁점과 협상 결과를 

심층적으로 검토, 설명함으로써 농업정책의 수립이나 협상 결과의 

이행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시간이나 물리

적인 제약, 그리고 연구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취지와 목

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듯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 총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연구협조와 자문이 

있었는데, 특히 김상현, 임소  연구원은 부탁이 있을 때마다 기꺼

이 갖가지 협상자료를 제공하 고 도표의 작성 등 기술적인 측면

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매진하도록 끊임없

이 채근하고 격려했던 가족 모두에게도 고맙게 생각한다.

2005. 12.

이 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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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this report, the whole series of the WTO negotiation on 
agriculture was analyzed for the in depth understanding of basic 
elements and issues of the negotiation from the launch of the 
GATT to the current DDA negotiation on agriculture. In addition, 
the significances and implications of the procedures that the 
agreements were reached at every stage of the negotiations were 
suggested. 

The detailed contents of this research include the launch of 
the GATT and its limitation, general analyses on the whole 
procedures of the WTO negotiation on agriculture, the background 
of every negoti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es on the issues 
and elements of the negotiation,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negotiations, and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UR negotiation on 
agriculture and its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e theoretical issues 
of the negotiation considered conceptually elusive to understand 
were fully analyzed and explained including tariffication,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NTC(non-trade concerns) 
and multifunctionalities of  agriculture, tariff redu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harmonization, conversion of specific tariffs to ad 
valorem tariffs, trade distortion effects of domestic subsidies, and 
others.

At the later part of summary and conclusion of this report, 
several issues and problems occurring at the time of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were arranged 
including the perception of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how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tion at the negotiation on 
agriculture,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agricultural 
policies and external negotiation. 

    Researcher: Jaeok Lee
    E-mail address: jaeok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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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ess than full compensation). 마지막으로 민감품목의 수와 관

련하여 미국과 G-20는 전체 세 번의 1%, EU는 8%, 그리고 G-10

은 10∼15%로 그 숫자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 품목의 인정에 대해 선진국과 수출개도국들

은 당초 특별 품목의 선정과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 상의 신

축성은 인정하되 최소한의 시장접근 개선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이에 반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수입개도국 모임인 G-33

의 경우 기본 골격에서 허용된 특별 품목의 경우 관세 감축과 

TRQ 확대의무 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 다.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는 당초 특별 품목의 인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최

근에는 G-33의 입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 기타

  관세상한의 설정에 대해서도 최근 주요국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

하 다. 미국은 선진국 75%(개도국 X%), EU는 선진국 100%, 

G-20는 선진국 100%(개도국 150%)의 관세상한을 제안하 다. 관

세상한은 최고 관세구간의 관세 감축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상

한으로서의 효과가 감소한다. 미국의 경우 관세 감축 이후에 추가

적으로 관세상한에 의해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초기의 관세 수준

은 750%이며, EU와 G-22의 제안에 따를 경우 각각 200%와 600%

이다. 따라서 현재대로의 시나리오라면 미국과 G-22의 관세상한에 

대한 제안은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다. 이는 대폭적인 관세 감축에 의해 그 효과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U가 제안한 관세상한 100%는 실질

적으로 관세 감축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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