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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유  유가공산업  련정책 개요

김 정 섭*

EU의 낙농 련 정책은 1984년의 우유 쿼터제 도입과 2003년의 공동농업

정책(CAP) 개 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다. 그러한 변화는 지 도 계속되고 있

다. EU의 우유  유가공 산업과 련 정책 황을 살펴본다. 

1. EU의 낙농 부문 황

1.1. EU 낙농업의 구조

낙농 부문의 구조는 EU 회원국들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구조화되어 있

다. 농장 규모나 지 면 은 회원국마다 크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2004년 

5월 EU 확장 이후로 더욱 해졌다. 그러나 EU 역에 걸쳐 낙농부문이 

발 하면서 생산성이나 기타 기술  요인들에서 나타나던 국가 간 차이는 

 좁 지고 있다. 기술 으로 뒤져 있던 낙농 생산자들이  발 해가고 

있다. 리지안-홀스타인(Friesian-Holstein) 종이 유럽 역에서 가장 흔한 축

종이지만 유럽의 ‘ 형 인’ 젖소 축종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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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 집행 원회

그림 1  EU 회원국별 우유 생산성

단 : 1000kg/두/년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매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부분의 경우, 낙농가들은 원유를 유가공업체에 매한다. 소비자들에게 생유

를 직  매하는 낙농가들도 있다. 목장 직 을 통해 우유가 소비되기도 한

다. 특히, 동부유럽의 신규 회원국들에서는 목장 직 을 통해 매되는 우유

의 양이 상당하다. 

농업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동조합을 통해서 우유 가공 는 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회원국들에서는 사기업이 우유 가공의 부

분을 담당한다. 국가 수 에서의 우유시장이라는 개념은 옛말이 되었다. 이제

는 목장이나 가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경을 넘나들며 바 는 경우가 많아졌다. 

EU의 모든 회원국들에서 우유가 생산되며, 우유는 EU의 농업생산액 에

서도 매우 요한 비 을 차지한다. 어떤 회원국에서는 우유가 농업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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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국가 농업총생산액  우유가 차지하

는 비 은 가장 작게는 5.8%에서부터 가장 크게는 33.5%에 이르기까지, 나라

마다 다르다. 체로 북유럽 국가들에서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지 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그 비율이 10% 미만이다. 

1.2. 우 유  공  실태

1984년에 도입한 우유 쿼터제는 EU 낙농가들의 연간 우유 생산량을 제한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낙농가의 경  련 의사결정, 기후  요인, 기타 요인 

등이 최종 생산량에 향을  수 있다. 그러나 체로 EU의 우유 총생산량

은 당해의 쿼터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유
기타 축산

곡물
(종자 포함)

원  작물

와인

기타 작물

소

돼지

가

자료: EU 집행 원회

그림 2  EU 농업생산액의 품목별 구성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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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 집행 원회

그림 3  EU 회원국별 농업총생산액  우유의 비 , 2004년

쿼터제 하에서는, 한 농가가 자신의 쿼터 이상으로 우유를 생산하면 

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쿼터를 과한 물량에 해 ‘ 과세(superlevy)’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과세의 세율은 쿼터를 과하는 물량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 에서 결정된다. 낙농가들이 개별 이든 집단 으든 매년 

쿼터 한도를 정확하게 맞추어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쿼터는 가공업

체에 공 하는 물량과 농장에서 직 하는 물량 각각을 분리하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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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체의 우유 생산 쿼터: 약 1억 3734만 톤

그림 4  EU-25개국별 우유 생산 쿼터, 2005년

단 : 100만 톤

EU 집행 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우유 생산량이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망한 바 있다. 이는 젖소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규 

회원국들에서는 농가에서 소비되거나 직 되는 우유의 물량  상당부분이 

가공시설에 공 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 

1.3 . 우 유   유 제품  소비  실태

어떤 유제품의 경우 그 소비량의 변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를 들

어 EU에서 버터 소비량은 느린 속도지만 꾸 하게 여러 해 동안 감소했다. 

한편, 치즈 소비는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망이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치즈 생산량은 거의 15%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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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소비량은 연평균 1.5% 증가했다. EU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40%가 치즈

로 가공되고 소비된다. 네 개의 회원국들(독일, 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 EU에서 생산되는 치즈의 75% 이상을 생산한다. 분유 소비량은 서서히 감

소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유제품 시장( : 크림, 식품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유단백질 등)은 성장하고 있다. 

수입

수출

소비

생산

자료: EU 집행 원회

그림 5  EU의 치즈 시장 망, 1991～2013년

단 : 100만 톤

1.4 . 우 유  가격

EU에서 우유의 생산자가격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 EU 역내 시장에서의 수  상황

○ 세계시장에서의 유제품 가격

○ 환율 변동

○ 특정 상품에 한 품질 요구와 수요

○ 식품공 사슬 내에서의 경쟁 상황

○ 낙농 시장과 낙농가들에 한 CAP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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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후반 우유  유제품에 한 지원체계가 구축된 이후, CAP은 가

격 결정에 있어 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련의 CAP 개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시장의 힘이 주된 가격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우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상되며, EU에서의 우유가격이 세계 시장

에서의 그것에 근 할 것으로 망된다. 

1.5 . EU의 유 가공 산 업

유럽에서는 매년 1억 3,500만 톤 정도의 원유가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된다. 

식품으로 가공되기도 하며, 여러 종류의 사료나 의약품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160만 낙농가들이 유가공업체에 원유를 공 하고 있다는 이, 농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요한 요인들  하나이다. 유가공 산업 체의 매출 규모

는 유럽의 식음료 산업 매출 규모의 약 15%에 달한다. 식음료 산업 고용  

13% 정도가 유가공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2. CAP과 낙농부문

우유  유제품에 한 공동시장조직은 1968년에 형성되었다. 당시 CAP은 

과잉생산시 장(공공비축)  시장물량 회수에 상 으로 높은 수 의 보

조 을 지 했다. 그런데 2003년의 CAP 개 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근본

인 변화가 왔다. EU의 낙농 정책을 ‘역내 시장개입 정책’, ‘무역 련 정책’, 

‘낙농가 직 지불 정책’의 세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2.1. 역내 시 장 개 입 정책

우유와 유가공 제품의 수 을 조 함으로써 EU 낙농시장의 안정성을 유지

하는 것은 언제나 낙농정책의 주된 목표 다. 이러한 정책 우선순 는 2003

년 CAP 개  조치 때까지 유지되었다. 다른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낙농부문

에서도 시장개입 정책은 앞으로는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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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공공비축을 통한 시장가격 지지  수단은 버터와 탈지분유에 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공공비축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는 매년 3월 1일에서부터 8월 

31일 사이에만 버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공  물량이 

공공비축 계획 물량을 과할 경우, EU 집행 원회는 공개입찰을 통해 버터

를 더 매입할 수 있다. 그 상한선은 2006년에 5만 톤이었고, 2007년에는 4만 

톤이었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3만 톤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2004년부

터는 시장지지 가격을 매 분기마다 25% 낮추어, 2007년 6월 말에는 246.39

€/kg이 되었다. 

이처럼 가격지지를 한 정책개입을 여왔지만, EU 역내 시장에서 유제품

의 경쟁력을 유지함에 있어 과잉생산물 처분을 한 EU 차원의 보조  정책

은 여 히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조 이 지 되는 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비 리단체, 제과업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에 한 크림과 버터공

○ 동물사료용 탈지 분유 공

○ 카제인 제조용 탈지 분유 공

○ 학교 식용 우유 공

○ 최하  빈곤계층에 한 유제품 지원

한편, 버터와 몇몇 특정 종류의 치즈(주로 이탈리아산 치즈)의 경우, 생산자

들이 장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유 공 의 계  수  변동이 크기 때

문에, 몇몇 제품의 생산량은 단기간 내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러한 제품의 장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1984년에 우유 쿼터제를 도입한 이후로 EU의 낙농부문은 안정되기 시작했

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우유 쿼터제 실시 기간을 2015년 3월말까지로 연

장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2006년부터 EU-15 회원국들에 해서는 매년 0.5%

씩 쿼터량을 증가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다만, 그리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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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쿼터제 실시 기에 쿼터량을 증가시키는 혜택을 받

은 바 있으므로 상에서 제외되었다. 

2.2. 무역 련 정책

EU 역내 시장에서의 유제품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높기 때

문에, 수출보조  지원을 받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

드 결과에 따라, 수출보조 은 그 이후로 수출 물량과 보조  총량의 두 측면

에서 계속 제한되었다. 이처럼 수출보조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사실상 

보조  상한선에 이를 정도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치즈

뿐이다. 여타의 유제품 수출은 보조  허용치보다 한참 아래의 수 에 머물

고 있다. 

표 1  보조  지원 가능 유제품 수출 최  허용 물량  액(EU-25개국)

품목 물량(톤) 액(1,000€)

버터/버터롤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가공 제품

399,300

272,500

321,300

958,100

947,800

275,800

341,700

697,700

EU 집행 원회는 2004년에 벌크 형태로 수출되는 버터, 버터 오일, 탈지분

유 상품의 수출환 과 련하여 입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모

든 제품에 해 용되고 있는 기존의 고정 환  시스템과 병행하여 운용

되고 있다. 

EU는 수입 유제품에 해 상 으로 높은 수 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EU 역내 시장가격을 지지하기 한 것이다. 한편, EU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여러 국가들은 율 세수입물량(TRQ)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율 세수입물량 제도가 모든 유제품에서 완 히 잘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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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다. 분유의 경우 약 7만 톤의 율 세수입물량이 확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몇 가지 종류의 치즈 상품에 해서는 약 

12만 2,000톤의 율 세수입물량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40% 정도만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버터의 경우, 율 세수입물량은 8만 9,000톤인데 할

당된 물량의 거의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 

2.3 . 낙농가 직 지 불정책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기 한 개입정책의 후퇴를 보상하기 한 수단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간 낙농가들에게 직 지불 을 지원하고 있다. 낙농가에 

한 직 지불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EU의 모든 우유 생산자

들에게 제공되는 ‘낙농 리미움 직 지불(direct dairy premium)’이며, 다른 하

나는 회원국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기 에 의해 추가 으로 제공되는 직 지

불이다. 낙농가가 매년 받을 수 있는 낙농 리미움 직 지불 액의 총량은 

년도 우유 생산 쿼터를 근거로 결정된다. 최근 3년 간 직 지불 의 단가는 

다음과 같았다. 

○ 2004년, 쿼터 1톤당 8.15€

○ 2005년, 쿼터 1톤당 16.31€

○ 2006년, 쿼터 1톤당 24.49€

2003년의 CAP 개 의 핵심 내용  하나는 ‘단일직 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를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낙농가들은 환경, 보건, 복지 등과 련된 

이행조건(Cross Compliance) 규정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단일직 지불 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EU 회원국들은 2005년, 2006년, 2007년  한 시기에 단일직 지불제

를 도입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 낙농가들에게 단일직 지불제로 지원할 수 

있는 액의 최 치는 회원국마다 다르게 결정되어 있는 ‘국가별 할당치’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농업부문 체의 단일직 지불  할당치 총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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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망

EU의 낙농 련 정책은 지난 40년 동안 크게 변화했다. 가장 요한 변화

는 1984년에 우유 쿼터제를 도입한 것과 2003년의 CAP 개  조치 다. 재 

EU의 낙농 부문은 보다 시장지향 인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가격 지지

와 시장개입 정책은 후퇴했고, 수출보조 도 감축되고 있다.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들은 보다 시장지향 인 상황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향후 2～3년 동안은 쿼터를 늘리기 한 일정이 검토될 것이다. 장래에는 

지 보다도 더 근본 인 수 에서의 낙농부문 개 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개 의 가능성에 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제품 시장의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 특별히 심을 끌고 있는 문제는, ‘유

지방을 원료로 하는 상품과 유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상품의 시장 상황이 서

로 다르다는 문제 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이다. 유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상품은 EU 안에서 비교  잘 소비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수출할 필

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에 유지방을 원료로 하는 상품의 경우 시장에

서의 잉여가 문제되고 있다. 

EU의 낙농정책에 향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WTO 무역 상

○ EU의 확장

○ CAP 산에 한 사회  압력

○ CAP 단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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