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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여건

1. 서론: 유럽연합의 농업

1.1. 유럽연합의 발족과 회원국 확대

  제2차 세계 의 종 과 함께 유럽 륙의 항구  평화 유지를 해 쟁의 

주요 당사국이었던 랑스, 독일, 이탈리아 3국과 베네룩스 3국이 유럽연합의 

원형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 그 후 유럽연합은 조직의 확

충과 회원국 확 를 통해 2007년에 27개 회원국을 거느리는 정치, 경제공동체

가 되었다. 가입 상 인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마 도니아, 터키가 추가

으로 가입하고 잠재 인 후보회원국들이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유럽연합은 

더욱 많은 회원국을 포 하는 거 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의 발족(1952)부터 유럽연합의 성립(1993)까지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1) 주유럽연합 표부 홈페이지를 참조함[2011. 7. 21 속] 

(http://missiontoeu.mofat.go.kr/kor/eu/missiontoeu/introduction/eu/eu01/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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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제1차  2차 세계 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과 랑스의  요인 해소 

 유럽 결속의 필요성에 따라 주요 자원인 석탄  철강 산업을 국가 인 

기구를 통해 공동 리하자는 ‘슈망선언’이 랑스에 의해  발표되어 이를 독

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수락함에 따라 6개국이 1952년 8월 유럽석탄

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발족시켰다. 이를 

유럽연합의 시 으로 본다. 

1.1.2.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공동시장을 모든 산업으로 확 하기 한 움직임과 함께, 요성이 날로 증

가하던 원자력의 공동개발  이용을 목 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결성 

필요성이 두되어 1957년 3월 로마에서 EEC 창설조약  EURATOM 창설조

약이 서명되었다(로마조약). 

○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세동맹, 경제  화폐동맹과 회원

국 간의 상품·사람·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을 이룩함으로써 공동의 경제·

산업·사회·재무  재정정책을 지닌 단일시장을 형성하려는 목 의 공동체

○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은 공동에 지 시장의 창

설, 핵 원료의 균형 공  보장, 핵에 지의 안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한 특별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목 의 공동체

1.1.3. 유럽공동체(EC)의 성장

  독립된 집행부를 가진 별도의 기구로 출발한 ECSC, EEC, EURATOM 등 3

개의 공동체는 19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단일집행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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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조약(Merger Treaty)’의 발효에 따라 집행부를 이사회, 집행 원회, 유

럽의회 등으로 단일화하 다. 이에 따라 3개 공동체는 단일공동체화하여 명칭

도 3개 공동체를 총 하는 EC(European Communities)로 부르게 되었다. EC는  

기본이념 달성을 해 세동맹(역내 세철폐와 외공동 세 시행), 공동시

장(Common market)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우선

으로 추진하 다.

1.1.4. 단일시장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발족 

  EC 회원국들은 EC 역내시장 완성을 해 EEC 조약을 보강하는 ‘단일유럽 

의정서(Single European Act)’를 1986년 2월 체결하여 1987년 7월 발효시켰다. 

동 의정서에 따라 인 , 물 ,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

제를 철폐하는 국내입법을 시행하여 1993년 1월 단일시장이 성립되었다. EC 

12개국은 1991년 12월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확정하고 국내비  

차를 마침으로써 1993년 11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출범하 다.

  유럽연합의 원회원국 6개국은 6차에 걸친 회원국 추가를 통하여 27개국이 되

었다. 연도별 가입국은 아래 표와 같다. 동구권 12개국이 가입하기  유럽연합

을 ‘EU-15’라고 칭하고 추가된 동구권 12개국을 ‘EU-12’라고 부르며, 체는 

‘EU-27’이라는 표 은 유럽연합의 각종 통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표 1-1.  연도별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연도 가입국 비고

1952 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EU-6

1973 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 그리스

1986 스페인, 포르투갈

1995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15

2004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 로스

EU-25

2007 불가리아, 루마니아 EU-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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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27개국 총인구는 5억 249만 명으로 추정된다(2011. 1. 1).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 8,175만 명이며, 랑스(6,508만 명), 국(6,244만 

명), 이탈리아(6,063만 명)가 그 뒤를 잇는 인구 국들이다. 

  1인당 소득의 분포도 회원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2009년 구매력 기  소득

(PPS)이 1만 달러 수 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같은 회원국이 있는 반

면에, 소득 수 이 월등히 높은 룩셈부르크 같은 회원국이 있다. 추가 가입한 

동구권 국가들의 소득 수 이 체로 낮은 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에 한 상을 진행하고 있는 후보회원국에는 크로아

티아,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터키, 마 도니아가 있다. 그 밖에 잠재 후보 회

원국으로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4개국이 

있다. 장기 으로 이 모든 국가가 회원국이 된다면 유럽연합은 36개국으로 확

될 것이다.

그림 1-1.  유럽연합 회원국의 1인당 구매력 기  소득, 2009 

자료: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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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럽연합의 농업 개황

  유럽연합의 농업은 많은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매우 다양하다. 농지와 산지

는 유럽연합 토지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 경제와 농 경  유지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요한 수출

국이며 가장 큰 수입국이다2). 유럽연합의 농업은 안 하고, 청결하며 환경친

화 인 생산을 농해 소비자가 원하는 고 농산물 공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농업부문은 농  지역사회가 주거, 생산, 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여하

고 있다.

  유럽연합 농업의 회원국 간 분포의 반 인 구조를 이해하기 해 각 회원

국의 농업생산액이 유럽연합 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을 보면 다음

과 같다. 2009년 통계에서 농업생산액 비 이 가장 큰 국가는 랑스 는데 

18.8%를 차지하 다. 유럽연합 농업생산액의 근 5분의 1을 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그 다음으로 큰 회원국은 이

탈리아(13.0%)이며, 독일(12.6%)과 스페인(11.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상  

4개국의 농업생산액을 합치면 체의 56% 정도를 차지한다.  

2) http://ec.europa.eu/agriculture/capexplained/index_en_pri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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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유럽연합농업 기본통계, 2009

회원국 약칭 경지면
농가
호수

호당
경지

농업
고용

고용
비

농업
생산액

GDP 
비

천ha 천호 ha 천명 % 백만유로 %

벨기에 BE  1,365   48   28 66  1.5  6,899 0.6 

불가리아 BG 5,101  493 10 231 7.1 3,777 3.8 

체코 CZ 3,546    39 91 154 3.1 3,697  0.5 

덴마크 DE 2,695    45 60  71 2.5 8,546 0.7 

독일 DK 16,890   371 46 649 1.7 42,439 0.5 

에스토니아 EE 802 23 35 24 4.0 570 1.3 

아일랜드 IE 4,190  128 33  96 5.0 4,995 0.6 

그리스 GR 3,819   860 4 537 11.9 10,106 2.4 

스페인 ES 23,105 1,044 22 786 4.2 37,593 2.0 

랑스 FR 29,385  527 56 752 2.9 62,772 1.2 

이탈리아 IT 13,338 1,679 8 849 3.7 43,488 1.5 

키 로스 CY 148 40 4 15 3.9 665 1.8 

라트비아 LV 1,833  108 17  85 8.7 869 1.2 

리투아니아 LT 2,689   230 12 130 9.2 1,866 2.2 

룩셈부르크 LU 131 2 66 3 1.4 270 0.2 

헝가리 HU 5,783  626 9 174 4.6 5,870 1.8 

몰타 MT 10 11 1 2 1.4 131 1.0 

네덜란드 NL 1,921 77 25 218 2.8 22,465 1.3 

오스트리아 AT 3,169 165 19 214 5.3 6,113 0.9 

폴란드 PL 15,625 2,391 7 2,107 13.3 17,466 2.1 

포르투갈 PT 3,684 275 13 565 11.2 6,761 1.2 

루마니아 RO 13,745 3,931 3 2,689 29.1 14,134 5.4 

슬로베니아 SI 469 75 6  89 9.1 1,052 1.1 

슬로바키아 SK 1,930 69 28  85 3.6 1,858 0.5 

핀란드 FI 2,296 68 34 113 4.6 3,914 0.7 

스웨덴 SE 3,067 73 42  98 2.2 4,229 0.3 

국 UK 17,709 300 59 321 1.1 21,729 0.5 

평균 6,609 507 13 412 5.1 12,381 1.1

EU-27 178,443 13,700 13 11,120 5.1 334,27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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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별 경지면 의 크기는 랑스, 스페인, 국, 독일, 이탈리아 순이므로 

스페인과 국의 토지생산성이 다른 농업 국에 비해서 상 으로 낮은 수

이라고 볼 수 있다. 농가호수는 루마니아(393만호), 폴란드(239만호), 이탈리아

(168만호), 스페인(104만호) 순으로 많다. 상  4개국의 농가호수는 유럽연합 

체의 66%를 차지한다. 호당경지면 은 체코(91ha), 룩셈부르크(66ha), 덴마

크(60ha), 국(59ha), 랑스(56ha) 순이며 27개국 평균 호당 경지면 은 13ha

이다. 남유럽과 동구권 회원국들의 호당 경지면 이 체로 작은 편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수출농산물은 주류(양주), 와인, 곡물제조품, 소맥 등이다. 

2010년 주류는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가 주요 수출 상국이었으며, 와인은 미

국, 스 스, 캐나다, 곡물조제품은 미국, 스 스, 노르웨이, 소맥은 알제리, 이집

트, 모로코가 주요 수출 상국의 상 권 국가들이었다. 주류와 와인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유럽연합 주요 상국별 수출농산물(2010, 백만 달러)

http://ec.europa.eu/agriculture/analysis/tradepol/graphs/top-5-exported-products-by-destination-2010_en.pdf



8

1.3. 농업, 농촌정책 방향 관련 여론 조사 결과

  유럽연합 집행 원회는 2010년 3월 회원국 시민의 농업과 공동농업정책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발표했다3). 이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7개 회원

국 당 약 1,000명 씩 체 2만 6,761명을 상으로 면  조사한 결과이다. 농업

과 농 의 가치, 농정의 방향, 공동농업정책 산, 기후변화에 해 질문하 는

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과 농 의 가치에 련하여 응답자 부분인 90%는 농업과 농 이 유

럽의 미래에 핵심 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 다. 회원국별로는 그리스의 

96%에서 국의 80%까지 분포하 다.  

  농업 농  정책의 방향에 해서는 공동농업정책의 새로운 목표인 기후 변

화 응, 시장 지향성, 더욱 공평한 분배, 환경기  합성, 농  지역개발에 찬

성한다고 답변하 다. 농업정책의 심이 농산품의 품질과 안 성 보장, 농업

인의 정 삶의 질 제공, 합리 인 소비자 가격 보장, 환경 보호, 기후변화 응

에 두어져야 한다고 답변하 다. 농업정책의 집행과 련해서는 회원국 차원보

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농업정책의 산과 련하여, 83%의 응답자는 농업인에 한 지원 산 

규모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하 다. 66%의 응답자는 공동농업정책 산이 

하거나 부족하다고 답변하여, 동 산이 과다하다는 응답자 17%를 크게 

상회하 다.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산과 련하여, 70%의 응답자는 농업인에 

한 재정지원이 증가되거나 같은 수 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여, 농업

산의 비 이 증가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종  설문조사에 비해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된 농업과 기후변화의 계에 한 설문에 해 46%의 응답자

는 농업이 기후변화 응에 이미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 다. 응답자의 

3) http://missiontoeu.mofat.go.kr/kor/eu/missiontoeu/trend/market/market05/index.jsp(2011. 7. 8 속). 

설문조사결과는 다음 웹사이트에 수록-http://ec.europa.eu/public_opinion/archives/eb_special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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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는 향후 몇 년 안에 농업이 기후변화의 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

으며 82%의 응답자는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응하여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유럽연합 차원에서 도와야한다고 답변하 다.  

2. 공동농업정책의 개와 변화 여건 

2.1. 공동농업정책의 발족과 변화

  유럽 농업정책의 기본 목표는 1957년 타결된 로마조약에 명시되어 있다4). 

로마조약 39조에 제시된 농업정책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농업생산성의 제고

○ 농민에게 공정한 생활수  보장

○ 농산물 시장 안정

○ 식품의 정상 인 공  보장

○ 소비자에게 합리 인 식품 가격 보장 

 

  이 목표에 의거 1962년 출범한 공동농업정책은 3가지 원리에 기 하고 있다.

○ 유럽연합 내 농산물이 공동가격 아래 자유롭게 유통되는 통합 시장 형성

○ 공동 세 부과를 통해 수입품에 항한 역내 농산물 선호를 보장

○ 농업정책의 재정을 공동으로 운

  이 게 출범한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의 집행 원회가 입안하고 유럽연

합 의회가 인 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거의 유일한 공동 정책으로 다양한 농업

의 유지를 통해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통합을 

4) http://www.ers.usda.gov/briefing/euroeanunion/policy.htm[2011. 5. 18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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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데에 핵심 인 정책으로 기여하여 왔다. 

  국경보호와 역내 농산물 가격지지를 양  수단으로 시행된 공동농업정책은 

높은 가격 유지를 통한 농민 소득 지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에 다른 생산량 증가와 이를 해결하기 한 재정지출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

해졌고, 수출환 을 지 한 값싼 농산물은 국제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여 많은 다른 수출국들과 무역 갈등을 유발하 다. 

  공동농업정책에 한 최 의 개 은 1968년 맨 트(Sicco Mansholt) 농업담

당 집행 원에 의해서 시도되었다5). 미래지향 인 이 개 안은 농업의 철 한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맨 트 개 안은 시장 가격 지지정책의 한

계를 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경작면 을 최소한 

500만ha 감축하지 않으면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 다. 

한 공동농업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농민의 생활 수 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 인 제하에 제시된 안이었다. 결정 으로 반 에 부딪친 

것은 소농의 이탈을 제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근 500

만호에 달하는 소농을 탈농시키고 그 경지를 활용하여 잔존 농가의 규모를 확

한다는 것인데 정치 으로 지지받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맨 트 개 안은 탈농을 진하기 한 재교육  조기 은퇴 정책과 비효율

인 농가에 한 지원 단 등 진 인 시장주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분노한 농업단체의 거센 반 에 직면한 맨 트 집행 원은 제안 내용의 일부

를 후퇴시킨 새로운 안을 제시하 다. 맨 트 개 안은 1972년 농업선진화 등 

3개의 련 지침을 마련하는 정도로 끝나고 결국 실패하 다. 

  맨 트 개 의 실패 이후 공동농업정책은 재고 증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상을 통한 국제 인 압력, 상 으로 소농이 많은 동

구권 국가의 회원국 가입 등 반 인 변화를 종용하는 역내 외 여건에 직면하

다.

5) http://en.wikipedia.org/wiki/Common_Agricultural_Policy[2011. 5. 19 속]



11

2.2.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여건 

2.2.1. 유럽연합의 확

  1997년 서명된 ‘암스텔담 조약’에 따라 1998년부터 1차 가입 상국인 폴란

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키 로스와 회원국 확 를 한 

상이 시작되었다. 2000년부터는 2차 가입 상 상국인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와의 가입 상이 시작되었다. 2002년 10

개국(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키 로스)과의 유럽연합 가입 상이 완료되고 2003년 가입 

조약이 서명되어 2004년 5월 1일 정식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다. 2007년

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27개국으로 확 (EU-27)되었

다.

  12개국의 추가 가입에 따라 유럽연합의 인구는 3억 8,000만명에서 5억명으

로 늘었다6). 농가 인구도 기존 600만명에 800만명이 추가되었다. 경지면 은 

기존 1억 3,000만ha의 40%에 해당하는 5,200만ha가 확 되었다. 그러나 동구

권 국가의 생산성이 낮아 농산물 생산량은 10 내지 20%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호당경지면 은 2009년 기존 15개국(EU-15)의 경우 평균 22.4ha인 데 반해 

신규가입 12개국(EU-12)은 6.4ha로써 3분의 1에 못 미치는 평균 면 을 가지

고 있다. 반면에 농업분야 고용 비 은 기존 15개국 4.1%, 동구권 12개국 8.1%

로써 신규가입국의 농업고용 비 이 2배 가량 높다.    

  신규 가입국들은 공동농업정책의 상이 되어 직불제와 농 정책의 혜택을 

입고 있다. 다만 직불단가는 가입 기에는 기존 회원국 농민에 비해 낮게 책

정되어 기존 회원국 수 으로 차 높일 계획이다. 기존 회원국과 동구권 신규

6) (New member states, new challenges) 

   http://ec.europa.eu/agriculture/capexplained/challenge/index_en_pri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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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 사이에는 일반 경제의 지표 차이보다 더욱 큰 격차가 농업부문에 상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통합을 해 요한 정책 목

표 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는 한 2014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개 을 논

의하는 데에도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 1-3.  유럽연합 가입 단계별 회원국 농업 기본지표 비교, 2009

회원국명
경지 
면

농가
호수

호당
경지

고용
비

GDP 
비

천ha 천호 ha % %

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91,443  4,037 22.7 3.5 1.0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5,321 1,625 21.7 5.5 1.0

EU-15 기존 15개 회원국 126,764 5,662 22.4 4.1 1.0

체코, 에스토니아, 키 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32,885 3,612 9.1 6.1 1.4

불가리아

루마니아
18,846 4,424 4.3 18.1 4.6

EU-12 동구권 추가 12개국 51,681 8,036 6.4 8.1 1.9

EU-27 체 178,443 13,700 13 5.1 1.1 

자료: 유럽연합 집행 원회,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0에서 계산. 

  호당 평균 농경지 면 과 농업고용 비 을 반 한 농가소득은 유럽연합의 

기존 15개 회원국과 신규 12개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

합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유럽연합 27개국 체 평균 농가소득지수를 

100으로 할 때, 기존 EU-15개국은 175인 반면, 신규 12개국의 평균 소득지수는 

2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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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가구 평균 소득과 농가소득을 비한 도시와 농 의 소득 격차도 2005

년부터 2007년 평균 유럽연합 체 27개 회원국이 43% 수 이다. 즉, 농가소

득이 체 평균 소득의 43%에 불과하 다. 도농 간 소득 격차도 기존 15개국

은 60%인 데 반해 신규 12개국의 평균은 32%에 불과하여 상 으로 심한 격

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  유럽연합 회원국 간 농가소득 비교

(1) 2010년 농가소득(EU-27=100) (2) 도농 간 소득격차*(2005-2007 평균)

* 체 가구소득 비 농가소득(%)

주) EU-15는 1995년 이  회원국, EU-12는 동구권 12개 회원국

자료: 유럽연합 농업농 총국(Eurostat)  

2.2.2.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상

  공동농업정책을 개 시킨 동인(動因)은 기에는 내  요인이 주류를 이

루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상을 계기로 외  요인의 요성이 커졌

다7). 공동농업정책 출범 기에 유럽연합은 농산물 수입국이었으며, 공동농업

7)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june/tradoc_129029.pdf(The CAP and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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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소득을 지지하 다. 

  고율의 세와 높은 역내 지지가격은 큰 성과를 거두어 과잉 생산 품목이 많

아졌고 이를 국제시장에 수출하기 해 환  형태로 수출보조 이 지 되었

다. 이러한 수출보조 은 해마다 증가하 고, 반면에 다른 수출국의 유럽연합 

농산물 시장에 한 근은 어려웠다.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에 한 국제 인 비난이 고조되었고 유럽연합은 많은 

무역분쟁에서 패소 정을 받았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다자간 농업 상에서 공

동농업정책 개 에 한 압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에 한 유럽연합의 응

은 1992년 맥셰리 개 이었다. 이 개 은 재배면 이나 사육두수에 따른 보조

을 직  지불하고 다양한 인센티 를 제공하는 신에 휴경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개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상은 종결될 수 있었

으며, 후속 조치로써 2000년 개 (‘어젠다 2000’)이나 2003년 개 ( 간평가 

개 )이 가능하 다. 이러한 개 을 통해서 농업보조 과 농업생산 간의 연계

를 단 시켰기 때문에 농정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paradigm shift)’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공동농업정책에 한 2000년 개 이 과거의 농산물 생산 실 에 의해 보조

을 지 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후속 2003년 개 에서는 생산 립 는 생

산 비연계라는 개념을 도입하 고 이는 행 공동농업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단일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는 보조 을 생산 수 으로

부터 단 시켰을 뿐 아니라 생산품목으로부터도 자유화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생산여부로부터도 단 시킨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행 직불방식은 생산의 ‘완  립’ 는 ‘완  비연계(full decou-

pling)’라고 불린다. 농민은 생산여부와 생산품목을 시장신호에 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 으로 농민은 경쟁가격에 의해서 생산하는 신 직불 을 

받고 생산을 단할 수 있다. 다만 단일지불제에 따르는 ‘교차 수(cross com-

pliance)’ 의무는 환경, 식품안 성, 동물복지, 작업안 성 등을 포함하는데 생

산 여부에 계없이 지켜야만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용어로 말하면 1992년  2000년 개 은 많은 국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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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무역왜곡 인 ‘감축 상보조(amber box)’에서 덜 무역왜곡 인 ‘생산통제

하 보조(blue box)’로 환시켰고, 2003년 개 에서 도입된 단일지불제는 비무

역왜곡 인 ‘허용 상보조(green box)’로 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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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공동농업정책 입안과 집행의 인 라

1. 유럽연합 정책 의사결정 기구

1.1. 유럽연합 주요 기구와 역할

그림 2-1.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 통령]

유럽연합 정상회의

각국 정상

외교안보 고 표

외교각료이사회 의장

집행 원회 부 원장

집행 원회

              

원장

부 원장

집행 원

각료이사회

의장

분과의장

유럽 의회

유럽연합 시민

입법/ 산

임명

임명

지명
조정

정치
지침

참여

제안권 결정

원장 선출 결정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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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라  EU 정상회의는 EU의 제도개 과 헌법조약도입 문제를 논의하

기 해 ‘유럽장래문제 의회(Convention on Future of Europe)'를 출범시켰다. 

2004년 10월 29일 로마에서 EU 헌법 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을 서명하 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년 반 임기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EU 통령)과 EU 외무장 직 신설, 

EU 집행 , 이사회, 유럽의회 등 EU 기 의 구성 등에 한 규정의 명시

○ 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조약 등 산발  흩어져 있었던 각종 EU 조약을 하

나로 묶어 EU 헌법조약으로 통합

○ 유럽 시민권, 유럽 시민의 보호와 기본권을 명시하고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

○ 의사결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서 가 다수결에 의한 정책 결정분야

를 확

○ 유럽연합에 법인격을 부여

  그러나 2005년 6월 랑스와 네덜란드의 EU 헌법조약 비  국민투표 부결

로 인해 EU 헌법조약은 발효되지 못했다. 

  2007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상기 헌법조약 신 기존의 EU 조약을 개정

하는 방식의 ‘리스본조약' 추진에 합의하 다. 유럽연합의 헌법에 제안되었던 

국기, 국가 등 국가 인 개념을 삭제하되, 헌법조약의 주요 내용을 그 로 

반 하고, 의회를 통한 비 방식을 채택하여 각 회원국이 비 함으로써 2009

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되었다. 2009년 리스본 조약이 시행된 이후 각

국 정상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각료이사회의 상 에 설치되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임기 2년 반의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통령: 

President)을 임명한다. 각료이사회, 집행 원회, 유럽의회는 여 히 요한 유

럽연합의 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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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유럽연합 주요 기구

기구 소재지 구성 주요기능

유럽연합 
정상회의 

뤼셀 
27개국 정상

외교안보정책 고 표

- 임기 2년 6개월 

  유럽 통령 선출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뤼셀  
룩셈부르크

27개국 각료

외교안보정책 고 표

- 유럽연합 최고 입법 

   정책결정 기구

- 의장국 6개월 순환  

집행 원회  뤼셀
27명 집행 원

(회원국별 1명)

- 집행기

- 법안 제안권

- 공동체 이익 변

유럽의회  
스트라스
부르

751명

(직 선거: 임기 5년)

- 회원국 인구 비례

  로 의원수 결정

- 출신국별이 아닌 

  정치 노선에 따라 

  정치그룹 구성

- 입법  자문감독 

- 이사회와 산 포함 

  90여개 분야 공동

  결정권 

- 집행  불신임권, 

  집행 원장 선출권, 

  집행 원선출동의권 

사법재 소 룩셈부르크 
27명 법

(각국 1명, 임기 6년)

- 법규 해석권 

- 조치 법성 결권  

유럽회계 
감사원

룩셈부르크
27명 감사 원 

(각국 1명, 임기 6년)

- 회계감사

- 유럽의회 재정법안 

  입법시 의견 제출

 

http://missiontoeu.mofat.go.kr/kor/eu/missiontoeu/introduction/eu/eu02/index.jsp(2011. 6. 20 속)

1.1.1. 유럽연합 정상회의(The European Council) 

( 가 )  구 성 

○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 통령), 27개 회원국 정상, 집행 원장, 외교



19

안보정책 고 표 

( 나)  회 의 개최 

○ 리스본조약에 따라 신설된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통령: Van 

Rompuy)이 주재 

○ 연 4회 뤼셀에서 정상회의 개최 

- 정례 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 이외에도 필요시 특별 정상회의 개최

( 다)  역할

○ 자유로운 회의진행과 정치 력 문제를 논의하는 일종의 정부간 회의로서 

당  조약상의 기구는 아니었으나, 리스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정식기

으로 편입 

○ 회원국의 정상 간 회동으로 사실상 최고의 정책결정 기구로서 공동체의 법

률 , 제도  개 , 회원국 확  문제, 산 등에 해 기본  방향을 설정 

1.1.2.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가 )  구 성

○ 이사회는 회원국을 표하는 각료  인사로 구성되며, 통상 이사회의 목

이 일반  는 정치 인 것일 경우에는 외무장 이, 특정사항에 해서는 

해당분야 장 이 참석 

○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1명 이상의 이사의 요청 는 집행 의 요청

이 있으면 개최 

( 나)  의장국  

○ 각료이사회에는 의장은 각 회원국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 

○ 2009년 상반기부터 의장국 수임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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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2009.1)→ 스웨덴(2009.7)→ 스페인(2010.1)→ 벨기에(2010.7)→ 헝가

리(2011.1)→ 폴란드(2011.7)→ 덴마크(2012.1)→ 키 로스(2012.7)→ 아일

랜드(2013.1)→ 리투아니아(2013.7)→ 그리스(2014.1)→ 이탈리아(2014.7)→ 

라트비아(2015.1)→ 룩셈부르크(2015.7)→ 네덜란드(2016.1)→ 슬로바키아

(2016.7)→ 몰타(2017.1)→ 국(2017.7)→ 에스토니아(2018.1)→ 불가리아

(2018.7)→ 오스트리아(2019.1)→ 루마니아(2019.7)→ 핀란드(2020.1) 

( 다)  권한 

○ 입법권

- 이사회는 집행 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집행 의 

제안에 의거 규칙, 지침, 결정 등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 

- 정상회의의 지침에 따라 공동외교안보정책 입안  집행에 필요한 조치 

결정 

○ 산권 

- 집행 가 편성, 제안한 산안을 심의 확정 

○ 정 체결권 

- 이사회는 집행 에 해 정체결을 한 상개시를 임하고 최종

인 정 체결권을 행사   

1.1.3. 집행 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가 )  성격  구 성 

○ 집행 원회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유럽연합 체의 이익을 변하

는 공동체 기 으로 유럽연합정책의 입안, 이행, 산 리  집행 등 행정

부 역할을 담당 

○ 집행 원회는 각 회원국 1명씩 총 27명의 집행 원으로 구성 

○  집행 원장은 포르투갈 총리 던 호세 마뉴엘 바호주(Jose Man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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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oso)이며, 부 원장은 7명

○ 집행 원회는 총 39개 총국(Directorate-General)으로 구성 

( 나)  기 능  권한 

○ 입법발의권 

-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는 모든 안건을 입안 제출 

○ 집행권 

- 결정된 정책을 회원국가가 히 실행하는가를 감독하거나 는 직  

정책을 실행 

○ 유럽연합 기  리·운 권 

- 유럽사회기 , 유럽농업지도·보장기 , 유럽지역개발기 , 유럽개발기

, 결속기  등 유럽연합 5  기 을 리 운  

○ 긴  조치조항 운 권 

- 긴 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  사안에 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외 상 창구

- 외 상에서 유럽연합을 표하며 제3국  국제기구에 유럽연합 표

부를 견하고, 이사회의 임에 따라 외 상을 진행 

1.1.4.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 가 )  역사 

○ 1952. 9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총회를 스트라스부르에 설치

○ 1958. 3 EEC 총회와 EURATOM 총회와 통합 

○ 1962.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개칭 

○ 1979. 6 최 로 직  보통선거에 의해 유럽의회 의원 선출 

○ 2009. 6 유럽연합 27개국 확  이후 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차기 선거

는 2014. 6월 실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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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 성  조직 

○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에서 직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 754명의 의원

으로 구성되며, 각국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회원국 별로 의원 수 할당(리스

본조약은 751명의 의원 수를 규정하나 독일의 의석 수 3석을 감소시키지 않

고 2014년까지 99석으로 유지하기로 합의, 2014년까지 754명으로 유지될 

망) 

- 2009년 6월 선거는 니스조약에 따라 736명의 의원을 선출하 으며,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8명의 의원이 추가 선출

될 정 

○ 유럽의회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4명으로 구성되는 임기 2년 반의 집행부

(Bureau)와 여기에 각 정치그룹의 표가 참가하는 확 집행부로 집행부를 

구성 

○  의장(2007년 1월 선출): Jerzy Buzek(폴란드, 국민당그룹) 

표 2-2.  유럽의회 회원국별 의석 수

회원국 의석 수 

독일 99

국, 랑스, 이탈리아 72

스페인, 폴란드 50

루마니아 33

네덜란드 25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22

스웨덴 18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17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13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12

라트비아 8

슬로베니아 7

룩셈부르크, 키 로스, 에스토니아 6

몰타 5

합계 736

주: 리스본조약에 따라 18명 증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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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는 외교·인권·공동안보방 정책 원회 등 20개 상임 원회가 설치

되어 있으며, 특정 사안에 한 임시 상임  설치가 가능하며, 한, 비회원

국 의회와의 교류를 한 34개의 의회친선 표단(delegation)이 구성되어 있

음. 

( 다)  운

○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씩 1주간(5일) 정기 본회의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

최하며, 필요시 특별 본회의를 뤼셀에서 개최 

○ 기타 원회 등은 뤼셀에서 개최 

( 라)  기 능  권한 

   감독 통제권 

   ○ 질의권 

     - 집행   이사회를 상 로 서면 는 구두로 질의 가능 

     -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회의 후 체회의에 출석하여 결과

를 보고

     - 집행 는 매년 활동계획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집행 원장, 집행 원 임명동의권  불신임권 

     - 재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 원 

체에 한 불신임 가능

     - 개별 집행 원에 한 불신임은 불가능 

   ○ 유럽연합의 옴부즈만(Ombudsman) 임명권 

   입법권 

   ○ 리스본조약 발효 후 90여 개 분야에서 공동결정권을 행사 

 

   산권 

   ○ 과거에는 농업, 국제 정에 따른 의무지출 부분에 해 최종권한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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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으나, 리스본조약에서는 의무와 비의무 지출 구분이 없어져 

산분야에서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 

1.1.5. 유럽사법 재 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유럽사법재 소는 유럽연합조약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용에 한 

결을 통하여 유럽연합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7명

의 법 으로 구성 

○ 재 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 들이 비 투표를 통해 내부

선출하고, 법 과 심의 의 임기는 6년으로 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

에 의해 임명 

○ 회원국에서 지명한 27명의 사로 구성되고 기업에 용되는 경쟁법의 

법성 단  반덤핑 사건을 처리하는 1심 재 소(Court of First Instance)를 

하 심 기 으로 설치

1.2. 농업, 식품 및 농촌 분야 정책의사 결정 및 집행8)

<유럽연합 주요 조약>

○ 리스본 조약(2009): 유럽연합 확  등 여건변화에 따른 민주주의  차 강화

○ 암스텔담 조약(1999): 공동의결권 강화

○ 마스트리히트(유럽연합) 조약(1993): 공동의결권 도입

○ 단일유럽 조약(1986): 포르투갈, 스페인 가입에 따른 의사결정 가속화

○ 로마 조약(1958):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기구(Euratom) 설립 
  

8) Oskam, Arie, Gerrit Meester and Huib Silvis(eds.), EU Policy for Agriculture, Food 

and Rural Areas,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s, The Netherlands, 2010, pp 

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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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정책의사 결정9)

  농업과 식품 정책에 해서는 원래 각료이사회가 결정하고 유럽의회는 자문 

역할을 수행했으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유럽의회는 각료이사회와 ‘공동

의결권’을 가지게 되었다10). 다만 농업과 농 분야에 해서는 소비자와 련

된 사안만 공동의결권이 부여되었다. 우병 발생 이후 시행된 암스테르담조약

은 공동의결권을 공 보건 보호를 해 수의분야와 식물 생 분야까지 확 하

다. 

  리스본 조약은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까지도 공동의결권의 상으로 개정

하 다. 따라서 농업, 식품, 수산업도 유럽연합의 표 인 입법 차를 수하

게 되었다. 이는 집행 원회가 법령(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의사항

(decision)을 제안할 권한을 가지고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가 공동의결권을 가

진다. 각료이사회는 지지가격 결정, 부과 , 보조(aid), 수량제한, 수산 어획량 

결정  배분에 해서는 단독으로 의결권을 가진다. 

1.2.2. 정책 집행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법령이나 지침이 의결되면 집행 원회는 더욱 

구체 인 시행을 한 규칙을 마련한다. 이 때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입법사항(legislative acts)과 행정사항(non-legislative acts)으로 구분된다. 

  일단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이의 집행은 집행 원회의 책임이다. 아울러 집행

원회는 농산물 시장의 일일 동향을 리하는 책임을 진다. 각 회원국은 규정

의 집행을 모니터하는 조직을 운 한다. 모니터 상에는 유럽농 개발농업기

 9) http://europa.eu/about-eu/basic-information/decision-making/procedures/index_en.htm 

2011. 7. 14 속)

10) 의결정족수는 2014년 11월 1일부터 다수결로 한다. 각료이사회 다수결은 비율로는 

55%, 숫자로는 15명이다.(리스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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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과 구조기 (Structural 

Funds)이 포함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  단을 구하기 에 회원국

과 집행 원회 사이에서 재 역할을 담당하는 조정 원회(mediation commit-

tee)가 구성된다.

1.2.3. 로비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뤼셀에는 2만 5,000명의 로비스트와 2,500개의 

문 로비회사가 있다. 이 조직의 향력은 로비의 효과성과 표성에 의해 좌

우된다. 법 으로 로비조직의 역할은 집행 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조력하는 자

문 원회(consultative committee) 활동을 통해 이 진다. 

 농업정책과 련된 로비단체의 를 들면 다음과 같다. 

○ Committee of Professional Agricultural Associations(농민단체 의회: COPA)

○ BEUC(소비자 회)

○ Business Europe(고용주 회)

○ Europa Bio(생명산업 회)

○ European Dairy Association(낙농인 회)

2. 유럽연합 산 구조와 변화

2.1. 유럽연합 예산 구조

  2009년 유럽연합의 체 산 규모는 1,160억유로(약 205조 8,246억원11))

11) 2009년 평균 원/유로 환율 1,774.35원(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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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유럽연합 총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의 약 1% 는 회원국 

체의 세출액 합계의 약 2.5%에 해당하 다. 체 산의 약 43%는 농업과 

농 개발에 사용되었다12). 

  유럽연합의 세입은 회원국이 분담하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많은 

액을 배정받기 해 노력한다. 

  1950년  후반 공동농업정책이 발족한 이래 농업정책 분야 세출은 유럽연합 

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 다. 공동농업정책 산 액은 지속 으로 증

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국민소득이나 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감소

하 다. 그러나 산과 련 없는 요한 정책(non-budgetary resources)이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 산의 비 이 정책의 우선 순 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리스본 조약(2009년)은 유럽연합 산 균형원칙을 정했다. 이는 연간 세입의 

범  내에서 세출 산을 작성한다는 뜻이다. 세입은 농산물 부과 , 세, 부가

가치세, 회원국 부담  등으로 구성된다. 

표 2-3.  유럽연합 세입, 2009

액수(백만유로) 비

농산물 세, 설탕부과 1,550 1.3

세 17,656 15.2

부가가치세 19,616 16.9

회원국 분담 75,914 65.4

기타 세입 1,360 1.2

합계 116,096 100.0

12) Oskam, Arie, Gerrit Meester and Huib Silvis(eds.), 게서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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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들어 농업정책 련 세출이 크게 늘어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집행

원회, 유럽의회 간 갈등이 유발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8년에 ‘ 기재정계

획’이 도입되었다. 이에 다른 첫 기계획은 1988-1992년을 상으로 하 고 

그 뒤를 이어 1993-1999년, 2000-2006년, 2007-2013년이 상 기간이다. 

  유럽연합 집행 원회는 2004년  ‘2007-2013 기재정계획 제안서’에서 유

럽연합 산을 총 GNI의 1.14%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하 다. 논란 끝에 동

기간의 유럽연합 산은 2013년 총 GNI의 1.045%로 낮추기로 결정되었다. 

2.2.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예산

  공동농업정책이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유럽연합의 산은 농업정책 의사결

정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다13). 그러나 농산물 자 률 상승과 함께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재정에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향을 끼쳤다. 

회원국 간 산 배분의 격차도 갈등의  다른 원인이었다.

  유럽연합 재정에 한 첫 개 이 1988년에 시행되고 나서야 농업정책 련 

지출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때부터 총 산  

농업 산이 차지하는 비 도 어들고 기재정계획이 요한 기능을 발휘하

기 시작하 다. 

  기존의 산 상한선을 동구권 12개국 확  이후에도 용하도록 결정한 것

은 산의 지 를 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 즉, ‘제약조건’으로 변경시킨 계기

가 되었다. 이러한 산의 지 변화는 ‘2003 간평가 개 ’에서 처음으로 표

면화되었다. 를 들면, 그 에 산과 련된 의사결정은 만찬에서 참석자 모

두가 나 에 각자 계산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흡사하 다. 그 이후 직 지불에 주어진 신축성을 많이 발휘하는 회원국은 그

에 따른 재정  가를 치러야 하는 방향으로 바 었다.

13) Oskam, et al., 상게서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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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럽연합 산  공동농업정책 산, 2007 불변가격 

http://ec.europa.eu/agriculture/cap-post-2013/graphs/graph1_en.pdf(2011. 5. 18)

  공동농업정책의 산은 1990년  후반까지 꾸 히 증가하다가 2000년  

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유럽연합의 산에서 공동농업정책 산이 차

지하는 비 은 1980년  반 70%를 상회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50% 미

만으로 떨어지고 그 후 지속 으로 낮아져서 2009년에는 40% 수 이다. 이러

한 비  감소는 유럽연합의 동구권 12개국 확 라는 팽창에도 불구하고 큰 변

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시장조치와 농 개발 산의 명칭은 2007년을 기 으로 변화했다. 즉, 2006

년 이  유럽농업보장지도기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 Guidance 

Fund: EAGGF)이라는 공동농업정책 통합 산의 보장(Gurantee) 부문과 지도

(Guidance) 부문이라는 명칭이 2007년부터 유럽농업보장기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과 유럽농 개발농업기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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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시장조치와 농 개발 련 기  명칭 변화

2006년 이 2007년 이후

시장
조치 유럽농업보장지도기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 Guidance

Fund: EAGGF)

보장
(Guarantee)

유럽농업보장기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농
개발

지도
(Guidance)

유럽농 개발농업기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공동농업정책 산의 목 별 비 을 보면 정책 개 의 방향이 분명히 드러

난다. 1992년 산부터 새로 도입된 항목인 ‘생산연계’ 직불 은 시장지지의 

몫을 지속 으로 잠식해가면서 2005년까지 비 을 늘려나갔다. 2003년 간평

가 개 에 의해 2005년 산부터 도입된 ‘생산비연계’ 직불 은 그 후 속히 

‘생산연계’ 직불 을 체하 다. 

그림 2-3.  공동농업정책 세출  공동농업정책 개 , 2007 불변가격

http://ec.europa.eu/agriculture/cap-post-2013/graphs/graph2_en.pdf(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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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개발 련 산은 1990년  반 이후 10% 내외의 안정된 비 을 차지

하고 있으며 수출보조 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 2009년의 시장조치 산은 

소규모의 ‘수출보조 ’, ‘기타 시장지지’, 일부 ‘생산연계’ 직불 , 그리고 큰 비

을 차지하는 ‘생산비연계’ 직불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농업정책 산 총액은 유럽연합 총 GDP의 0.7%를 과한 이 없었다. 

가장 높았던 1993년에 거의 0.7%에 달했으나 그 후 재정 개 으로 인하여 

차 낮아져서 최근에는 0.4% 수 에 머물고 있다. 

그림 2-4.  2009년 유럽농업보장기 (EAGF)과 농 개발농업기 (EAFRD) 지출내역 

(백만 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0, March 2011

  공동농업정책의 양  축인 시장조치와 농 개발 지원 을 회원국별로 보면 

상기 그림과 같다. 2009년에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농업 산을 수령한 회원

국은 랑스,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이며 그 뒤를 국과 폴란드가 잇고 있

다. 반면에 가장 은 농업 산을 지출한 회원국은 에스토니아, 키 로스,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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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슬로베니아 등 동구권 신규 가입국 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루마니아

와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회원국에서 시장조치 련 산(EAGF) 지

출이 농 개발 련 산(EAFRD) 지출을 상회한다.

  2009년 시장조치 련 농업보장기  지출의 분야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

다. 농가에 한 직 지불액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며 시장부문과 식품 로

그램이 각각 소액의 농업보장기  재정 지출을 차지하고 있다. 직 지불액은 

‘생산연계’ 직불 과 ‘생산비연계’ 직불 으로 나뉘고, 직불 의 부분을 차

지하는 ‘생산비연계’ 직불 은 다시 단일지불제(SPS), 단일면 지불제(SAPS), 

별도의 설탕직불 으로 구성된다.

그림 2-5.  2009년 유럽 농업보장기  지출내역, 백만 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0, March 2011

  2009년 유럽농업보장기 의 작목별 지출내역을 보면 포도주용 포도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원 작물, 우유  유제품, 그리고 돈육, 계란, 가 육이 뒤따르

고 있다. 반면에 가장 지출 액이 은 작목은 담배,  등이다. 곡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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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치 산이 상 으로 게 지출되고 있는 은 미국의 농업 산 작목

별 지출구조와 비교하여 다른 이다. 

그림 2-6.  2009년 유럽 농업보장기  작목별 지출내역, 백만 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0, March 2011.

  2009년 회원국별 공동농업정책 지출액을 나타낸 표를 보면 가장 많은 농업

산을 지출한 회원국은 랑스, 독일, 스페인 순이다. 반면에 가장 은 산

을 지출한 회원국은 몰타, 룩셈부르크, 키 로스 등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다. 

  지출 분야별로 나 어서 보면, 직불 을 가장 많이 지출한 회원국은 체 농

업 산을 많이 지출한 국가 순서와 동일한 랑스, 독일, 스페인 순이다. 시장

조치 련 산은 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순으로 많이 지출하 으며, 농 개

발 산은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순으로 많이 지출하 다. 

  공동농업정책 체 산에서 차지하는 비 은 직불 이 65.1%, 시장조치가 

11.7%, 농 개발이 23.3% 다. 직불 의 비 이 큰 회원국은 덴마크와 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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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시장조치의 비 이 가장 크게 나타난 회원국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으

며, 농 개발의 비 이 가장 큰 회원국은 몰타와 루마니아 다. 

표 2-5.  유럽연합 회원국별 공동농업정책 지출액, 2009년

단 : 천유로 

직불 (%) 시장조치(%) 농 개발(%) 합계(100%)

벨기에 574,344 59.9 321,383 33.5 62,458 6.5 958,186 

불가리아 210,330 30.7 17,552 2.6 456,844 66.7 684,725 

체코 473,695 49.0 83,754 8.7 409,036 42.3 966,486 

덴마크 976,387 85.5 98,769 8.6 67,411 5.9 1,142,567 

독일 5,537,318 73.1 839,602 11.1 1,202,866 15.9 7,579,785 

에스토니아 51,399 33.1 2,916 1.9 101,037 65.0 155,351 

아일랜드 1,277,801 76.0 57,344 3.4 346,851 20.6 1,681,996 

그리스 2,493,624 79.4 163,477 5.2  482,113 15.4 3,139,214 

스페인 5,132,638 68.0 1,090,794 14.5 1,320,831 17.5 7,544,263 

랑스 8,166,983 78.2 1,330,750 12.7 947,342 9.1 10,445,075 

이탈리아 4,119,775 65.1 1,028,787 16.2 1,183,871 18.7 6,332,433 

키 로스 24,607 39.2 14,154 22.6 23,950 38.2  62,710 

라트비아 76,323 29.3 33,945 13.0 150,343 57.7  260,610 

리투아니아 195,819 40.4 39,209 8.1 249,949 51.5 484,977 

룩셈부르크 34,513 71.1  802  1.7 13,256 27.3 48,570 

헝가리 682,635 45.4 295,195 19.6 527,075 35.0 1,504,905 

몰타 2,719 18.3 902 6.1 11,257 75.7 14,878 

네덜란드 823,117 64.9 371,559 29.3 73,671 5.8 1,268,348 

오스트리아 712,390 52.5  65,005 4.8 580,732 42.8 1,358,127 

폴란드 1,562,240 39.0 474,938 11.8 1,971,440 49.2 4,008,618 

포르투갈 601,801 45.9 125,958 9.6 584,180 44.5  1,311,939 

루마니아 533,429 25.3 69,473 3.3 1,502,692 71.4 2,105,593 

슬로베니아 70,181 29.1 34,361 14.3 136,508 56.6 241,050 

슬로바키아 200,629 36.0 73,493 13.2 282,749 50.8 556,871 

핀란드 545,261 59.1 68,715 7.5 308,265 33.4 922,241 

스웨덴 713,363 68.1 62,677 6.0 270,816 25.9 1,046,855 

국 3,320,602 77.9 238,232 5.6 706,122 16.6 4,264,956 

직  집행     - - 912 3.1 28,114 96.9 29,025 

EU-27 39,113,919 65.1 7,004,656 11.7 14,001,778 23.3 60,120,353 

자료: 유럽연합 집행 원회 농업농 총국, Agricultural Policy Perspectives: Member States 

Factsheets,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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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농업정책의 정책 수단 

3.1. 시장 및 가격정책 수단14)

3.1.1. 시장  가격정책의 배경과 목표

  어느 국가에서나 정치 인 민감성 때문에 농산물  식품 가격은 자유시장

에서 수요와 공 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방치되지는 않는데, 유럽연합의 

농산물 가격 는 수량 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 농산물 가격의 등과 락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하여 식품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역내산업의 국

제경쟁력을 강화하기 하여 생활비와 임 을 낮은 수 에 유지   

○ 역내 다른 부문 종사자와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하여 농민의 소득을 지지

○ 역내의 농산물 공 이 해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역수지 

균형을 하여 수출용 농산물 생산을 독려

  공동농업정책은 로마조약이 발효된 1958년부터 1968년까지 진 으로 모

양을 갖추었다. 기에는 공동시장으로의 통합과 가격정책이 강조되었다. 가격 

정책이 없이 하나의 거 한 공동시장을 형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정당화되었다. 

  공동농업정책 기의 시장  가격 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기반으

로 형성되었다. 

○  농산물이 회원국 간에 한 국가 내에서와 같이 원활히 유통되는 하나의 통

합된 시장을 구축한다. 다시 말하면 목표는 역내에 세, 수량 통제, 반경쟁

 정책이 없는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통합을 해서

는 공동가격정책, 경쟁정책, 식품안 성, 수의검역과 함께 안정 인 환율정

14) Oskam, et al., 상게서 제8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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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필요하다. 

○ 농산물의 역내 자 과는 다른 역내 농산물을 우선시하는 공동체 선호

(community preference) 정책을 도입한다. 변동 부과 은 가의 수입농산

물과 국제가격의 변동으로부터 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한다. 

○ 1962년에 회원국들은 공동농업정책의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집행하는 

재정연 (financial solidarity)를 결성하 다.

  공동 시장  가격정책이 1968년에 정식으로 출범했을 때 회원국 간에는 고

정 환율이 용되었다. 그러나 그 직후 시작되어 20여 년간 지속된 환율의 

변은 ‘농산물 단일 시장’의 원칙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다. 회원국 간 농산물 

가격이 변동 환율 때문에 큰 차이가 나자 유럽연합은 농산물에 용하는 ‘녹색

환율(green exchange rates)’을 용하고 ‘ 융  보상제(monetary compensa-

tory amounts: MCAs)’를 용하 다. 시장과 가격의 통합성은 1993년 ‘단일시

장(single market)’ 출범과 함께 다시 회복되었다. 

3.1.2. 시장  가격정책의 수단

( 가 )  최 가 격이 보 장되는 시 장 정책

  최 가격이 보장되는 시장정책은 주요 품목인 곡물, 설탕, 낙농품, 쇠고기, 

포도주  올리 유에 집 되었다. 시장 조직은 상 품목의 생산 농민이 시장

에서 받아야 할 평균가격을 산정한 ‘목표가격(target price)’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인 목 이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수출입과 련된 국경 정책과 역내 

시장의 리정책이 있었다. 

○ 수입  수출 수단: 제3국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은 ‘진입가격

(threshold price)’ 아래로는 들여올 수 없었다. 진입가격은 목표가격에서 수

송비를 제함으로써 계산된다. 진입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 변동부과

이 매겨졌다. 변동부과 의 칭 개념은 수출보조 , 즉 수출환 이다. 이

는 수출 농산물에 해 목표가격에서 수송비와 유통마진을 제한 ‘개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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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price)’과 국제가격의 차액에 해당되는 액을 수출업체에게 

환 해주는 제도이다. 

○ 시장 개입  매 보조: 국경수단과 함께 회원국별로 역내 시장 개입기구

를 두어 일정한 수 의 개입가격 아래로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시장에

서 제거하는 수매 정책을 시행하 다. 를 들면 버터와 탈지분유 같은 상

품은 상시 수매 상 품목이었고 곡물은 일정 기간 수매 상이었으며, 포

도주나 쇠고기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매 상 품목이었다.

( 나)  기 타 시 장 정책

  가격 정책 주요 산 품목 이외의 농축산물에 해서는 극 인 시장 개입

이 이 지지 않았다. 공동농업정책 기에 계란, 가 육, 돈육, 원 작물 등 토

지 이용이 은 작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품목은 시장 기능이 비교  원

활히 작동하 으며 재고가 증되지 않았다. 결과 으로 역내 시장에 한 개입

은 게 이 진 반면에 가의 수입품에 응한 국경보호는 철 히 이 졌다.

그림 2-7.  유럽연합 곡물 가격지지정책 체계

목표가격

진입가격

개입가격

국제가격

로텔담 뒤스버그 옴즈

수송비
수송비와 유통마진

수출보조

변동부과

자료: Oskam et al., p. 171.



38

  시장 가격에 직  개입하는 공동농업정책의 기조는 ‘1992 맥셰리 개 ’에 의

해 지지가격을 낮추고 직 지불제도로 농가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

었다. 이는 미국과의 양자 상을 통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정의 ‘허용

보조정책 수단(green box)’으로 인정되어 세계 농정의 흐름을 환하는 계기를 

제공하 다. 맥 셰리 개  이후 3년 동안 유럽연합의 곡물가격은 약 30% 하락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어젠다 2000’ 개 에서는 지지가격을 15% 추가 인하하고 인하분에 하여 

50%만 직 지불로 보상하 다. 2003년 ‘ 간평가 개 (mid-term review re-

form)’에서는 아래 설명하는 ‘단일지불제(SPS)’를 도입하여 직불  지 을 생

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개 하 다. 다만 회원국들은 25% 한도 내에서 생산과 

연계된 직불 을 지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두었다.

3.2. 직접지불정책 수단

3.2.1. 단일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 SPS)15)

  행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핵심 정책 수단은 2003년 마련된 ‘단일지불

제’이다. ‘단일농가지불제(Single Farm Payment)’라고 칭하기도 하는 이 제도

는 직 지불제의 변형이며 ‘생산과 계 없이(생산 비연계: decoupled)’ 지불하

는 것이 특징이다. 농가에 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은 연간 1회 지 되는 

단일지불제로 통합되나갈 것이다. 다만 회원국들은 운 에 신축성을 발휘할 재

량을 가지며 생산 포기 사태를 방지하기 하여 생산과 연계된 일부 직불수단

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단일지불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5) http://ec.europa.eu/agriculture/capreform/infosheets/pay_en.pdf(2011. 7. 27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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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이 시장 변화에 따른 생산의 자율성 발휘

○ 환경  경제 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 수혜자인 농민과 행정 집행자에게 공동농업정책 단순화 

○ 세계무역기구 농업 상에서 유럽연합 입장 강화

  2003년 결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사이에 단일지불제

를 도입하여 시행하며, 단 지역지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를 

시행하는 동구권 신규가입국은 언제든지 단일지불제를 도입할 수 있다16). 지

불할 수 있는 총 액은 회원국별로 상한선이 설정되었다. 

  직불  수령 자격은 각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시 에 실제로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각 농가에는 2000년부터 2002년간 연평균 직불  수령액

을 기 으로 ‘지불  지 기 (payment entitlements)’이 책정된다. 실제 직불

을 받기 해서 농민은 경작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작 상 작물에는 제한

이 없으나 년생 작물과 산림은 제외된다. 직불  수령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

를 ‘교차 수(cross-compliance)’라고 한다.

  각 회원국은 단일지불제 시행 형태에 재량권을 가진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

은 3가지 형태가 있다.  

○ 기본(역사 : historic) 근 방식: 각 농가의 지 기 은 기  기간  경작

한 기  면 을 기 로 산정된 직불제 지원실 을 근거로 한다.  

○ 지역(단일 단가: flat rate) 근 방식: 지  기  단가가 개별 농가에 한 

지 실 을 기 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 내 농가에게 기  기간  지

된 총액을 기 으로 결정된다. 지역 내 기 기간  직불  지 총액을 

16) 단 지역지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는 동구권 신규회원국 가입

상에서 제안되어 10개국이 수용한 제도. SPS를 단순화한 태로 과거 직불  지

실 과 계없이 단 면 당 통일된(단일) 일정 액을 국가 총지 액 한도 내에서 

지 하는 직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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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상 면 으로 나 어 SPS 지  단가를 구하고 각 농가의 지 상(기

) 면 을 곱하면 각 농가의 직불 이 된다. 

○ 혼합형(hybrid): 각 회원국은 지역별로 다양한 직불  산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아울러 역사  산정 방식과 지역  산정 방식을 혼

합하여 혼합(hybrid) 방식을 용할 수도 있다. 한 혼합 방식은 기간에 따

라 사용할 수도 있다. 를 들면 시행 기에는 기본 방식을 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지역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회원국별로 채택한 단일지불제 운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역사형: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국(스코틀랜

드  웨일즈), 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 

○ 지역형: 몰타, 슬로베니아

○ 혼합형: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국(북아일랜드), 독일, 국(잉 랜

드), 핀란드

  회원국들의  다른 권한은 시장 상황에 따라 농업의 안정을 하여 품목 특

정 인 ‘일부 생산연계(partial decoupling)’ 직불 을 지불하는 것이다. 한 회

원국별 총 직불 의 10% 범  내에서 추가 직불 (additional payments)을 지

불한 권한을 가진다. 

  생산 연계 여부에 계없이 모든 직불  산은 농 개발 분야로 정해진 비

율만큼 용된다. 용 범 는 2005년 3%, 2006년 4%, 2007년 5% 등으로 매

년 커지는데, 농가당 5,000유로 미만의 직불 에 해서는 용의 외가 용

된다.

3.2.2. 교차 수(cross compliance)17) 

17) http://ec.europa.eu/agriculture/capreform/infosheets/pay_en.pdf(2011. 7. 27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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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연계 직불 을 받는 농민은 환경보 과 다른 목 을 달성하기 한 

이행사항을 수할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교차 수라 칭한다. 과거의 교차 수

는 자발 인 이행사항으로써 권장 수 이었다. 그러나 2003년 개  이후 교차

수는 강제 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되었다. 한 환경보  의무 이외

에 공 보건, 동식물 건강, 동물복지, 모든 농지에 한 건 , 친환경 리 의무

까지 추가되었다. 

  단일지불 (SPS)을 받기 해 농산물을 생산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교차

수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교차 수는 다음의 두가지 분야이다.

○ 우수한 농업  환경 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GAEC): SPS를 받는 농가는 농사 여부와 계없이 각 회원국이 정하는 토

양보  등 기 을 수하여야 한다. 이는 농사 포기와 그에 따른 환경재앙

을 방지하기 해 도입되었다.  

○ 법정 경 요건(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 농민들은 유럽연합 법

령이 규정하는 환경보 , 공 보건, 동식물 건강, 동물복지와 련된 제반 

법정 의무를 수하여야 한다.

  교차 수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책임이다. 각국 정부는 토양, 기후, 농법, 경

지이용 실태, 작물윤작, 농가구조에 맞는 우수 농업  환경조건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 회원국 정부는 교차 수에 필요한 법정 경 요건을 제정하고 홍보

하여야 한다.  

  우수 농업  환경 조건은 강제 사항이며 자발 으로 참여하는 ‘우수농산물

리제(Good Agriculture Practices)’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교차 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불  지 액이 축소되거나 액 

감축된다. 축소되는 지 액은 의무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에 태

만한 경우는 1 내지 15%가 감액되며, 고의성이 있는 불이행은 최  감액률이 

15%이다. 의무 불이행이 반복되면 그 때마다 감액이 용되기 때문에 직불

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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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공동농업정책 개 의 역사와 동인

1. 1992 맥셰리(Mac Sharry) 공동농업정책 개 18)

1.1. 개혁의 배경

  1980년 에 유럽연합 농업정책의 환경이 근본 으로 바 어 공동농업정책

이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첫째, 농산물 부족과 수입을 제로 수립된 정책의 구조가 실의 농산물 과

잉과 수출 상황과 맞지 않게 되었다. 공동농업정책의 국경보호, 최 가격보장

을 배경으로 기술진보에 힘입어 역내 농산물 생산이 확 되었고 이에 따라 농

산물 공 과잉이 발생하고, 유럽연합은 1980년 에 농산물 순수수입국에서 순

수출국으로 환되었다.

  농산물의 재고부담이 늘어나고 그 해소를 해 거액의 수출보조 을 지불해

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역내 시장이 세계시장으로부터의 분리되고 높은 역내

가격이 유지되는 한, 이러한 과잉문제는 계속 되는 구조가 되었으며 이것

18) (사)농정연구센터, 주요국의 농정개 (2002. 7.)을 기본 자료로 참고하 음(pp. 10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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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업재정에 압박을 래하게 되었다.

  둘째, 막 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 주의 정책의 혜택은 규모화

를 이룬 농에게 집 되고 다수의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개선은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산을 늘릴수록 농정의 혜택을 많이 

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생산집약화가 환경과 지역사회 유지에 악 향을 끼치게 

되었다.

  생산이 집 되는 농가와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두되었다. 

한편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에서 탈락하게 되는 지역에서는 황폐화가 일어나서 

자연  문화와 자원 보존이 어려워지고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 다.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유럽연합의 보조  붙은 수출에 불만을 품은 통  

수출국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생산유발 인 국내보조와 수출보조 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1.2. 개혁의 기본구도

  개 을 구성하는 기본  구도는 경쟁  시장균형을 보장하는 가격수 의 설

정, 그에 따른 소득손실의 보상, 농업의 다면  기능에 한 직불제의 도입이

다. 우선 세계 시장을 고려한 가격수 을 통해 농산물 시장의 균형을 추구한다. 

따라서 제도가격 수 을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생산자의 소득손실을 면 이나 가축두수에 연계된 보상지불로 보완하되 

그 휴경의무 등을 부과하여 시장균형을 한 수량  억제를 동시에 행한다. 

1970-1980년 를 통해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지원, 농업환경조치 등을 강화하

여 기존의 정책이 래한 집약화의 폐해를 축소시키고 농업의 다면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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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지가격의 인하와 보상지불제도19)

  곡물 목표가격은 155ECU에서 3개년에 걸쳐 110ECU로 인하되었고, 개입 가

격은 100ECU로 인하되었다. 이러한 제도가격의 인하를 보상하기 해 보상지

불이 도입되었다. 해당되는 품목은 곡물류, 유종실, 단백작물, 쇠고기이다. 지

액은 재배면 이나 두수에 연계된다. 지 을 받기 해서는 휴경 는 감산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상액의 결정은 목표가격(target price)의 인하를 액 보상해 다는 개념에 

입각하 다. 곡물의 경우 목표가격을 단계 으로 인하하면서 보상지불을 통해 

톤당 목표가격과 톤당 보상지불액의 합이 155ECU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표 3-1.  유럽연합의 곡물지지가격 인하  보상지불액

유통연도 목표가격 개입가격 ㎏당 보상지불액

1993/94 130ECU/t 117ECU/t 25 ECU/t × 지역별 단수

1994/95 120ECU/t 108ECU/t 35 ECU/t × 지역별 단수

1996/96 110ECU/t 100ECU/t 45 ECU/t × 지역별 단수

  실제 면 당 지 액은 톤당 보상지불액에 지역별 단수를 곱하여 얻어지며, 

이 지역별 단수는 국가 혹은 국가 내의 지역단  별로 과거의 실 을 기 으로 

정하여진다. 보상의 상이 되는 기 면 (base area)이 회원국별로 정해져 있

으므로 직 지불 지  신청면 이 기 면 을 과할 경우 면 당 지불액은 

그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직 지불을 받기 해 개별농가가 수해야 할 의무휴경 면 은 순환휴경 기

으로 제도의 시행 기에는 지 상 면 의 15% 으나 1995/97 유통연도에 

12%, 그 다음해에는 10%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휴경의무 완화는 역내의 잉여

19) 한국농 경제연구원(2000) ｢논농업 직 지불제｣에 수록된 내용을 주로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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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따른 것이다. 경지면 이 곡물 92톤 생산에 소요되는 면 보다 작은 농

가(유럽연합평균으로 20ha)에게는 휴경의무가 면제된다. 휴경면 에 해 별도

로 휴경보조가 주어진다. 1993/94 유통연도에는 ha당 ‘45ECU/t×지역평균 단수’

가 지 되었고 1995/96 유통연도에는 톤당 단가가 55ECU로 인상되었다.

1.4. 보조조치

  1992년 개 에서는 생산연계 가격정책에 한 반성의 일환으로 보조  지원

수단으로 농업 구조개선과 다원  기능 발휘를 지원하는 로그램을 실시하

다. 그 내용은 1980년 의 정책을 계승한 조건불리지역 지원 외에 조기은퇴지

원, 농업환경 로그램, 조림지원이었으며 이 정책들은 어젠다(Agenda) 2000에

도 계승되었다.

  보조조치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존의 3개 유형의 틀을 지키면서 정

비되었으며 1993년 조건불리지역은 유럽연합 체 경지면 의 55%(2,770만ha)

에 이르게 되었다. 조건불리지역에 한 보조의 실시여부는 회원국 자율에 맡겨

졌다.

  농업환경 로그램과 련하여 주목할 변화는 이 의 농업환경 로그램이 

환경 민감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던 것이 모든 지역에서 지원가능하게 되었다

는 이다.

1.5. 개혁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견해20)

  맥쉐리 집행 원은 “1992 개 안의 의미는 첫째, 농민들의 농 불확실성 제

거, 둘째, GATT 상의 타결 가능성 제고, 셋째, 재정계획 수립 시 농업 련 

20) 1992년 6월 12일 유럽의회에서 행한 농업담당 집행 원 맥쉐리의 연설(www.en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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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요액 단 가능성 제고이다. 가장 근본 인 변화는 가격지지와 생산 간

의 연계를 끊고 농민들에 한 직  지불을 강조했다는 데에 있다. 유럽연합은 

이제 더욱 경쟁력 있는 작물  축산물 가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에

게도 큰 혜택을 가져다  것이다. 한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상에서 논의되

고 있는 타결 방향과 합치하는 농업정책 수단들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상

의 타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 다.

2. 어젠다 2000 공동농업정책 개

2.1. 어젠다 2000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개요

  어젠다 2000 개 의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1995년       집행 원회 ‘회원국을 한 새로운 농업 략’ 발표 

(마드리드 정상회의) 

  1996년 11월  집행 원회 통합보고서(cohesion report) 발표

  1997년  7월  집행 원회 ‘어젠다 2000 청서’ 발표

  1999년  3월  유럽연합 정상회의 ‘어젠다 2000’ 타결 

  ‘어젠다 2000’은 농업정책을 주요 개  상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정책 개  

패키지를 말한다. 정책 개 은 각 분야의 도 에 한 유럽연합 차원의 새롭고 

효율 인 방식의 응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된 목 은 2004년으로 정된 동

구권 국가 10개국의 신규 가입을 앞둔 정지 작업이었다21).  

21) European Commission, “Europe’ Agenda 2000 - Strengthening and widening the 
European Union,” Draft of Commission information brochure for the general public 
on Agenda 2000, X/D/5 Final version 31.8, 1999. http://ec.europa.eu/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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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추진 기부터 집행 원회가 설정한 과제는 다음의 3분야로 압축되었다. 

○ ‘유럽형 농업 모형의 갱신(to update the European Model of Agriculture)’

유럽의 농업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설계되었다. 여기에는 농 의 

고유한 생활방식과 농 경 을 보 하기 해서 경제   환경 으로 발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포함된다. 그 에서도 농업을 경제 으로 건 하

게 유지하는 것은 극히 요하며, 이는 6개의 회원국이 만든 공동농업정책

은 15개국 는 27개 회원국을 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개 되

어야 한다.

○ ‘지역간 부와 경제  장래의 간격 축소(to narrow the gaps in wealth and 

economic prospects between regions)’

유럽연합은 지역간 경제 격차 문제를 20년 이상 거론해왔다. 신규 가입 

상국들의 평균 소득은 기존 회원국의 3분의 1 수 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

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집행 원회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구조정책자 은 활력 증진이 시 한 신규회원국 지역 심으로 

쓰여야 한다.

○ ‘2006년까지 세입은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세출 우선 순  존 (to honor 

priorities while enjoying only very modest increases in budget income until 

2006)’

집행 원회가 제시한 2000-2006년간 산은 여유가 없지만 회원국 확 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느라 노력했다. ‘어젠다 2000’은 2000년부터 2006

년까지 7년간의 재정운  계획을 포함하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농 개발을 

제외한 공동농업정책 산은 2000년부터 2006년 평균 381억유로이다. 농

개발 분야에는 별도로 43억유로가 책정되어 있다. 한 매년 5억 2,000만유

da2000/public_en.pdf(2011. 7. 11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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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산은 신규가입 회원국 농업과 농 지원을 해 책정되었다. 산구

조는 2003년까지 시장 산  총 산은 미세한 증가 후 감소, 농 개발 

산은 지속 으로 미세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어젠다 2000 집행 기간  유럽연합 체 산은 회원국의 국민총생산

(GNP) 총액의 1.13～1.19%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산 총액은 연도별 생

산총액 추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896억유로(2000년)에서 1,015.9억유로

(2003년)에 달한다.

그림 3-1.  공동농업정책 산, 2000-2006(1999 불변 십억유로)

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review99/08_09_en.pdf(2011. 7. 11)

2.2. ‘어젠다 2000’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내용

  개 에 포함된 작목의 범 는 곡물, 쇠고기, 낙농제품, 와인이다. 올리 유와 

담배는 1998년에 이미 개 되었다. 이 품목들을 합치면 유럽연합 농업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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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 개 에는 2000-2006년간의 농 개발 정책에 한 새

로운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2.2.1. 지지가격 인하

  농가가 받는 보장 가격은 작목별로 쇠고기 20%, 곡물  낙농 15% 인하되었

다. 이러한 인하는 유럽 농민들이 국제가격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진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커지고 국내 

수요와 수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2. 안정 인 농가소득 보장 

  유럽연합은 농민이 한 생활 수 을 유지토록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천명하 다. 이러한 목표는 가격 인하분의 반을 직불 형태로 지불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3. 농 경제가 당면한 도 에 한 새로운 근

  각 회원국은 독자 인 농 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러한 계획은 유럽

연합 차원의 정책과 합치하고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속에 수행될 것이라고 밝

혔다. 각국의 로그램은 후계자 지원, 훈련, 친환경  농 지원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농  개발 정책은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 더욱 강한 농업과 임업 분야를 만들어 낸다. 임업은 농 개발 정책에서 처

음으로 정책 어젠다에 포함되었다. 

○ 농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환경을 보 하고 유럽 농 의 통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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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농  개발에서 지역의 주도권(community initiative) 인정

  유럽연합의 농 개발 정책에서 핵심 인 요소는 지역문제에 한 지역  해

결책을 찾는 데에 있어서 지역 사람들의 참여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구조기  

하의 4가지 지역정책 수단 의 하나인 LEADER+ 로그램은 고용 창출과 농

 개발에 한 의견과 노하우 교환을 한 네트워크 개발에 있어서 과거의 

LEADER 로그램이 거둔 성과에 기 하고 있다. 

2.2.5. 공동농업정책에서 환경 목표 추구

  환경 목표는 공동농업정책에서 차 요한 치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 ‘농

업-환경 수단(agri-environmental measures)’은 농 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

하고 농민들이 환경 보호와 자원 보 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농업활동을 하도

록 유도하여 환경에 해 높아지는 수요에 부응토록 할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의 환경 요소 강화 수단의 하나로써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환경

으로 불리한 지역의 농업에 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농  

개발의 요한 분야로 재조명된 임업은 생태 , 경제 , 사회  기능을 통해 기

여할 것이다. 

2.2.6. 회원국 확 에 한 비

  유럽연합은 신규 가입 상국을 해 SAPARD(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로그램을 신설하고 농업

부문과 농 경제가 가입 이후를 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이를 해 

매년 5억 2,900만 유로가 구조  농 개발 로그램에 할애된다. 우선 순 는 

농가 투자, 가공  마  시설 개선, 수의  식물 건강 개선, 농 의 경제  

다양성 지원에 두어질 것이다. 

  이번의 농업정책 개 은 ‘유럽 농업모형’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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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다원  기능을 발휘하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 되

어야 한다. 농업은 농 과 자연자원을 유지하고 농  생활의 활력 유지에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 소비자들의 식품안 , 품질, 동물복지에 한 수요

에도 부응해야 한다. 농 의 환경은 보호되어야 하며 후손들을 해 상태가 개

선되어야 한다는 도 공동농업정책이 추구하는 유럽 농업의 모습에 포함된다.

3. 2003 간평가(Mid-Term Review) 개

3.1. 2003 중간평가 개혁의 개요

  간평가 개 은 2000년부터 시행된 ‘어젠다 2000’의 시행 간 시 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 유럽연합 집행 원

회는 2002년 7월 10일 체회의에서 란츠 피슐러 농업담당집행 원이 제안

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간평가(Mid-Term Review: MTR)  정책개

(안)'을 심의하여 채택하 다22). 이러한 개 조치는 2003년 6월에 합의되었는

데 지 해 작물에 한 개  조치는 2004년 4월에 별도로 합의되었다. 아울러 

농업당당 집행 원인 란츠 피슐러는 2004년 7월에 설탕부문 개 안을 제안

하여 2005년에 합의되었다.

  개  내용은 공동농업정책 기본방향을 유럽연합 농정 여건에 맞게, 품목과 

생산에 연계된 가격정책과 직 지불정책에서 품목과 생산에 연계되지 않은 농

민소득지원(farm income payment; 농가소득직불 도입)과 농 개발 쪽으로 

폭 환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2) http://missiontoeu.mofat.go.kr/kor/eu/missiontoeu/trend/market/market05/index.jsp(2011. 7. 12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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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젠다 2000’에 대한 평가

3.2.1. 성 과

○  공동농업정책은 기존 정책보다 시장지향 인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 유

럽연합농업의 내외 경쟁력을 강화하 으며, 2000년 후반 BSE 문제가 발

생하기 까지 , 쇠고기 등 주요품목의 공공재고 수 을 정한 수 까지 

낮출 수 있었다.

○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주요품목의 지지가격 인하는 동구권  국가의 유럽

연합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WTO 농업 상하에서의 유럽연합 입장을 어느 

정도 강화시킨다.

○ 농정의 기본 목  의 하나인 농 사회의 안정과 농민의 소득지원과 련, 

직 지불제도는 매우 정 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소득지

원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2.2. 문제

○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 시 주요품목별 공  지지가격 인하의 보상  차

원에서 도입된 직 지불제도는  시 에서 보상차원보다는 농가의 소득지

원이라는 취지가 강하나,  공동농업정책제도는 소수의 규모 농가가 

부분의 보조 을 수혜 받는 모순이 발생하 다.

○ 회원국 자체 인 정책에 따라 직 지불보조 의 일부를 농 개발 자 으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modulation)가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나라가 

극히 다.

○  공동농업정책하의 보조  체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 동물

복지 증진, 투입농법 등을 진하는 데에는 미흡하고, 오히려 보조  수

령을 하여 집농축산업(intensive farming)을 래하는 경우도 있다.

○ 농업과 농 발 을 하여 농 지역이 농업을 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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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한 농 개발정책은 가격정책과 함께 공동농업정

책의 양  지주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재는 매우 비 이 낮은 상태이다.

3.3. 중간 평가 개혁 기본방향

  (1) 농업이 보조  수령을 한 목 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

산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식품안 을 한 시책은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각종 정책에 포함(cross- 

compliance)되어 공동농업정책에 통합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고품질 농산

물 수요에 부응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3) 농업소득의 안정과 지원은 공동농업정책의 기본목표로 유지되어야 하며, 

따라서 직 지불제도는 농 지역 소득지원을 한 요한 시책으로 역할

을 하여야 한다.

  (4) 지속가능한 농업발 과 농 사회의 발 을 하고 일반국민의 농업, 농

에 한 여망에 부응하기 하여 농업생산보다는 환경, 고품질 농산물, 

농 경 의 유지를 한 농 발 정책이 확 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3.4. 중간 평가 개혁 주요내용23)

3.4.1. 생산과 무 한 소득지지(decoupling of support)

  농민에 한 직 지불을 생산 수 과 무 하게 바꾸었다. 즉 직불액은 특정 

23)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Health Check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http://ec.europa.eu/agriculture/healthcheck/index_en.htm 

(2011. 7. 12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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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다. 일부 회원국이 선택하여 운 하던 생산 수

과 연계된 직불제는 모두 단일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로 통합되었다. 

외는 포유 암소, 염소와 양으로써 회원국들은 이 작목에 해 생산과 연계된 

행 수 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

3.4.2. 우유 쿼터의 폐지

  2015년까지 우유 쿼터를 폐지하기로 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하여 2009/10

년부터 2013/14년까지 매년 쿼터를 1%씩 증량한다. 이탈리아에서는 2009/10년

에 쿼터가 5% 증량된다. 

3.4.3. 특별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 지원(‘조항 68’)

  회원국은 부문별로 국가 산의 10%까지 그 부문 환경 조치, 품질 향상 는 

마 을 해 사용토록 유보할 수 있는데 더욱 신축 인 방향으로 변화하

다. 즉 동일한 부문에 사용할 의무가 없어져서 불리한 지역에서 우유, 염소  

양고기, 을 생산하거나 민감한 작목을 생산할 때 지 될 수 있다. 

3.4.4. 단일지역지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의 연장

  SAPS를 용하고 있는 회원국에서는 2010년까지 단일지불제(SPS)에 통합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13년까지로 연장하 다. 

3.4.5. 동구권 신규회원국에 한 추가 재원 마련

  동구권 12개국이 직불제가 정착될 때까지 ‘조항 68’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000만 유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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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재원을 직불 에서 농 개발로 환

  행 5,000유로 이상 직불 으로 받는 농가는 5%에 해당하는 액을 농 개

발 산으로 편입토록 되어 있다. 이를 2012년까지 10%로 증액한다는 것이 개

안이다. 아울러 직불액이 연간 30만 유로를 과하는 농가에게는 추가 으로 

4%를 징수하게 된다. 이 게 모아진 액은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응, 재생가

능 에 지, 수자원 리, 생물종다양성, 기술 신, 낙농부문 개선에 사용한다.

3.4.7. 휴경의무의 폐지

  경종농가에 부과하 던 10% 휴경의 의무는 폐지한다. 

3.4.8. 교차 수제(cross compliance)

  농가에 한 지원은 환경, 동물복지, 식품 품질 표 과 연계된다. 이러한 의

무를 수하지 않는 농민은 지원 상에서 제외된다.     

  2003년 개  이후에도 개  과정은 지속되었다. 2004년에 지 해 작물이라

고 불리는 올리 유, 담배, 면화 보조 이 개 되고, 2005년에는 설탕이 개 의 

상이 되었다. 즉 생산과 연계되었던 보조 이 생산 립 인 보조 으로 환

된 것이다.

4. 2008 공동농업정책 평가(CAP Health Check) 개

4.1. 개혁의 개요와 목표 

  2008년 공동농업정책 평가는 그 동안의 정책 개 을 정 하게 진단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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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 이 필요한 분야에 한 개 을 단행하는 것이 목표 다. 유럽연합의 

정책이 항상 그 듯이 이 과정도 다음과 같은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겪었다.

 

   2007년 11월 20일: 개  출범  의견 수렴

   2008년  5월 20일: 집행 원회 제안서 공개  향 평가

   2008년 11월 19일: 유럽연합 의회 동의

   2008년 11월 20일: 유럽연합정상회의 동의

  2008 평가 개 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를 상 기간으로 하며, 공동농업정

책의 근본 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매리안 피숴 보엘 농업담당집행

원의 의지에 따라 ‘건강진단(health check)’이라는 명칭하에 실시되었다.

  2008년 개 의 목표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단일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 SPS)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  단순화, 둘째, 시장조치를 새로운 

시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 셋째, 기후변화, 바이오에 지, 수자원 고갈, 생물종

다양성, 낙농업, 기술 신 등 새로운 상황과 지속 인 여건의 변화에 응하는 

것이다. 

4.2. 정책 분야별 개혁 내용

4.2.1. 직불제

○ 단일지불제(SPS)의 지  기  단순화

- 직불 기 을 단순화하고, 2013년 말까지 단일지역지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 도입 검토

○ 휴경의무 폐지 등 단일지불제 개선

- 휴경의무를 폐지하고 직불  지

- 직불 련 규정 간단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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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상한 하향 조정

○ 교차 수 의무(cross compliance)

- 농업과 무 한 조항 폭 삭제  단순화

- 정농업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

에 개 련 사항 추가 

- 2010년부터 시행( 개 련 사항은 2012년)

○ 일부 시장연계지지 허용

- 일반 작물, 올리 유, 호 에 해서는 2010년부터 시장 완  비연계 

시행

- 쇠고기, , 견과류, 종자, 두류, 분에 해서는 2012년부터 시장 비연

계 직불 실시

- 에 지 작물 추가지  폐지

- 포유 인 번식우, 양, 염소에 해서는 시장 연계지지 지속  

4.2.2. 시장 조치

○ 우유 쿼터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유쿼터 매년 1%씩 증량

- 가격이 6% 이상 상승 시 추가 부과  2009년  2010년 용

- 2010년  2012년 치즈 시장 상황 검토  보고

- 치즈 개별 비축  버터 폐기 지원제 폐지

○ 곡물 

- 제빵용 소맥에 한 시장개입은 물량 제한 없이 지속하고 300만 톤을 

넘는 경우 공매 제도 가동

- 모든 잡곡, 듀럼 , 에 해 수량 제한 폐지

○ 기타 개입 수단

- 돼지고기 개입 단

○ 특정지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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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지원을 2012년까지 시장 비연계화

4.2.3. 농 개발

○ 신규  진행 인 과제에 한 정책  고려: 기후 변화, 바이오 에 지, 수

자원 고갈, 생물종다양성, 낙농지원수단, 기술 신

○ 국가 략계획(National Strategy Plan)과 농 개발 로그램을 추가 인 재정 

소요와 새로운 도  과제를 감안하여 개편

  공동농업정책 개 은 그 뒤로도 지속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이 완 히 생산

립 인 직불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곡물, 쇠고기, 양고기, 면화 등 각 

회원국 농업에 요한 품목에 해 이러한 경향이 심하고, 우유와 곡물에 해

서 시장개입 조치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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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2014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  논의 

1. 논의의 배경과 경과

1.1. 개혁안 공개 토론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성립된 이래 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지속 으로 

개 되었다. 가장 최근의 개 은 2003년의 ‘ 간평가(Mid-term Review)’ 개

과 2008년 ‘건강진단(Health Check)’ 개 이었다. 이들은 모두 농업부문을 

 여건에 맞고 더욱 시장지향 으로 변화시키기 하여 추진되었다. 

  지  단계에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2020 발 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공동농업정책도 유럽연합에 한 새로운 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기술 발 이 야기하는 도 에 응하여 지혜롭고 지속가능하며 다른 분야

와 연계된 발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24).  

24) European Commission,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fter 2013,' 

(http://ec.europa.eu/cgi-bin/etal.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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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다치앙 치올로슈 농업담당 집행 원

http://ec.europa.eu/commission_2010-2014/pdf/com-08-009_commission-poster_en.pdf

  공동농업정책 추가 개  방향의 정립을 해 다치앙 치올로슈 농업담당 집

행 원은 ‘공동농업정책의 미래’에 한 공개 토론의 과정을 2010년 4월 12일 

출범시켰다. 이 토론은 ‘유럽연합 2020 발 략’을 마련하는 데에 공동농업정

책이 기여할 방향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핵심 인 질문에 한 답

을 찾는 데에도 목 이 있다. 

  (1) 공동농업정책은 왜 필요한가?

  (2) 다양한 농업이 가지는 사회  목표는 무엇인가?

  (3) 공동농업정책은 왜 개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사회  기 에 부응시킬 것

인가?

  (4)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공개토론은 온라인으로 이 졌다. 집행 원회 농업농 총국은 홈페이지에 

토론방을 개설하고 의 4가지 질문에 한 일반 시민, 이해당사자, 연구소 등

의 의견을 수렴하 다. 집행 원회에서는 유럽농 개발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각국의 농민단

체  련 단체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청하 다. 공개토론 차는 2010년 6

월 11일까지 2개월간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2개월 동안에 5,700건의 의견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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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었다.  

1.2. 공개토론 발표회

  유럽연합 집행 원회는 2010년 7월 19-20일에 공개토론 결과에 해 정리하

는 발표회를 개최하 다. 다음은 주유럽연합 표부에서 정리한 결과이다25).

  유럽연합 집행 는 7월 19-20 양일간 뤼셀에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개

에 한 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  방향에 

하여 범 한 의견을 수렴하 음. 

1.2.1. 배경 

○ 유럽연합 집행  치올로슈 농업담당 집행 원은 공동농업정책개 과 련

하여, 유럽 농업계뿐만 아니라 범 한 유럽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의견 수렴을 한 유럽연합 집행  홈페이지를 개설하 음. 

○ 동 홈페이지에는 5,700여 건의 의견이 제안되어,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안

된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각 분야 이해 계자들이 모여 향후 공동농업정책 

개  방향을 논의하게 되었음. 

1.2.2. 주요 논의 내용 

○ 유럽연합 집행 는 제기된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하 고, 이에 기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음. 

25) http://missiontoeu.mofat.go.kr/kor/eu/missiontoeu/trend/market/market05/index.jsp (2011. 7. 8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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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동농업정책이 필요한 이유 

회원국별 농업정책 비 효율성 제고, 공동 시장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유럽연합 식량안보 달성, 유럽의 다양한 농업 유지, 농업의 공공재 제공 

기능 지원 등 

  ② 다양한 농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투명하고 정한 가격에 안 하고 건강한 식품 제공, 토지의 지속가능한 

사용, 농  지역 활성화(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기후변화 

응, 생물 다양성 보존 등 

  ③ 공동농업정책 개 의 필요성과 방향 

농업인·유통업계·소비자등의 농식품 가격 변동 응능력 제고, 세계화 

응, 농가 직불  제도 개선, 행정 차 단순화, 기후변화 응, 식품안 ·

환경·품질기  등 비시장  가치 요도 제고, 식품 원산지 등에 한 소

비자 심 증 , 유럽 농식품 경쟁력 제고방안, 농 지역에서의 비농업 

유럽연합정책과의 조정 필요성 등

  ④ 미래 정책과제 

다양한 시나리오의 제하에서, 새로운 시장안정장치 도입, 교육 로그

램, 생산자 조직화, 농식품 홍보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미래의 공동농

업정책은 ‘산업  농업(industrial agriculture)’보다는 조건불리지역, 산악

지역, 유기농 농가 등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일반 

참가자들의 의견이 많았음. 

○ 치올로슈 집행 원은 결론에 가름하여 아래와 같이 언 하 음. 

- 토론회 참가자들은 농업을 둘러싼 요한 도 에 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 으며, 주요 과제로 식량 생산, 세계화, 환경, 경기침체, 다양성, 정책 

단순화 등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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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정책방향에 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공통 으로

는 농가 직불  배분의 공평성 제고, 공동농업정책의 양  지주 체제 유

지, 경제 기상황에 응한 농가소득 안정장치 보완 등의 과제가 요

하게 다루어졌음. 

- 2014년 이후의 개 의 은 환경 보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임. 

○ 유럽농민연합(COPA) 발쉐 의장은 한편에서는 공동농업정책 개  련 녹

색성장, 환경보존, 식품안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러한 

기 을 지키지 않는 MERCOSUR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는 것은 일 되지 

않다면서, 최근 동 국가들과의 FTA 상을 재개한 유럽연합 집행 를 비

하 음. 

  집행 원회는 이러한 회의 결과를 종합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2010년 11월 18일에 ‘2020년을 향한 공동농업정책 토론결과

(Communication on the CAP towards 2020)’을 발표하 는데 이 자료에는 미래 

공동농업정책의 안을 정리하고 다른 기   이해당사자와의 토론을 출범시

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집행 원회는 법률 개정안을 2011년에 제안할 

정이다.    

1.3. 유럽연합각료회의 결과 

  비공식 유럽연합 농업각료회의에서도 공동농업정책 개 에 한 회원국 장

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유럽연합 표부에서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6).

26) http://missiontoeu.mofat.go.kr/kor/eu/missiontoeu/trend/market/market05/index.jsp (2011. 7. 8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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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9. 21 벨기에 라울뻬(La Hulpe)에서 비공식 유럽연합 농업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개  방향에 하여 논의하 음. 

1.3.1. 회의 주요 결과  

○ 유럽연합 농업각료들은 재의 유럽연합 기재정계획이 만료되는 2013년 

이후의 CAP 체제와 련하여, 재의 양  지주 체제(제1지주는 직  지

불과 시장 리, 제2지주는 농 지역개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에 합의

하 음.

○ 직불제 개선방향에 하여는 각료들 간에 의견이 나뉘어졌음. 

- 동유럽 국가 심의 유럽연합 신 회원국들은 농가직불 의 지불 단가를 

회원국별로 동일하게 용하여야 함을 주장하 으나, 랑스, 독일, 스

페인 등의 구회원국들은 재의 단가 기 (historic references)이 유지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이와는 별도로 자유주의 인 회원국들( 국 

등)은 농가 직불 의 폭 감축을 주장하 음. 

○ 부분의 각료들은 2013년 이후의 CAP 정책 목표를 확정하기 까지는, 논

쟁이 과열될 수 있는 농업 산 이슈를 본격 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을 보임. 

1.3.2.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 발언 요지 

○ 유럽연합 농업각료이사회의 의장인 벨기에는 농업각료들이 재의 양  지

주 체제 유지에 합의하 으나, 일 성을 제고해야 하며, 제1지주와 제2지주 

간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함. 

- 제1지주는 극단 인 농산물 가격 변동에 응할 수 있는 사회 안 망을 

제공하고, 농업이 사회에 제공하는 공공재에 한 보상의 성격과,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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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높은 수 의 기  수에 한 보상의 역할

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회원국들은 제1지주의 재원 조달을 각 회원국 심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하여 공통 으로 반 하 으며, 제1지주의 역할은 시장의 신호에 잘 반응

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공정한 소득 수 을 유지시키는 

데에 있다고 강조함.  

- 다수의 각료들은 식품체인 상에서의 권한이 보다 공평하게 재분배되어

야 하며, 농식품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제고되어야 하고, 유럽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해서도 유럽산 농산물에 용되는 기 이 동일하

게 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랑스는 공동농업정책 개  논의 시 ①농업이 유럽의 미래를 한 략 분

야의 하나라는 확실한 인식, ②농식품 가격 변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유럽

연합 차원, G20 차원, 회원국 차원에서의 가격  소득안정장치 마련의 필

요성, ③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개 방향과 련하여 유럽연합 회원

국들 사이의 합의가 요하다고 밝힘. 

- 상기 ③항목과 련하여 랑스는 랑스-독일 공동 입장 보고서를 제

시하며, 이미 20개 이상의 회원국들이 동 보고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 랑스와 독일은 공동농업정책 개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해 

공동농업정책 개  방향과 련양국의 공동 입장 보고서를 발표함. 그 

주요 내용은 양  지주 체제의 유지, 농가 소득 안정을 한 시장 규제, 

국제 교역에 있어서의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 용(제3국으로부터의 수

입 농산물에 해서 유럽 기 을 동일하게 용), 유럽 농업의 높은 기

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한 공동농업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직불  지 단가를 유럽연합 단일 기 을 용하는 데 한 반  입장,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의 연계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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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으로 공동농업정책에 반 하는 입장인 국은 공동농업정책 산을 

감하여 요한 다른 분야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 고, 농업 보조 의 정당

성을 납세자들에게 납득시키기 해서는 농가 직불 과 환경 보존 간에 보

다 강한 상 계가 입증되어야한다고 강조하 음. 

- 농가 직불  지  기 은 재의 역사  기 에서 면 에 기 한 기

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 고, 국의 은 농업인들은 

농가 직불 을 원하기보다는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 독일은 양 지주 체제의 유지와 강한 제1지주의 유지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유럽연합 체 산에 한 논의가 시작되기 에, 공동농업정책 산만을 

떼어서 먼  논의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힘. 

○ 아일랜드는 양 지주 체제 유지에 찬성하며, 직불  지  기 으로서의 역

사방식 유지에 찬성하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응하기 한 시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슬로바키아는 양 지주 체제 유지에 찬성하며, 재 공동농업정책 보조

과 회원국의 여타 지원의 조합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은 농가 직불 이 지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비제그라드 그룹(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은 루마니아, 불가리

아 등의 회원국들과 함께 공동 입장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체코는 농가 직불  련 회원국간 형평성을 요구하 으며, 랑스와 독일

의 공동 보고서와 련하여,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시하 지만,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 농산물 가격 변동이 문제이기는 하

지만, 이것이 시장 개입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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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는 랑스-독일 공동 입장 보고서는 양국의 농업인들의 입장만을 옹

호하며 타 회원국의 농업인은 고려하지 않는 매우 보수 인 내용이며, 재

의 직불  단가 기 은 공평하지 않고, 보다 공평한 방향(농지 면 에 비례

하는 지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랑스와 독일의 공동 입장이 의견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면서 비 하 음. 

○ 스페인은 스페인의 입장은 랑스-독일 공동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히

면서, 농산물 가격변동을 보면 농업은 타산업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특별한 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덴마크는 시장원리를 강조하면서, 농업각료이사회에서 산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 하고, 직불  단가와 련해서는 헥타르 기 을 기 로 하여 유기

농 생산, 물 리, 환경 보호 등의 기능 수행 시 추가분을 지 하는 방식을 

제안하 음. 

○ 네덜란드는 덴마크가 제안한 동 직불  지 방식을 지지하 으며, 랑스-

독일 공동 입장 내용  제3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유럽 기 을 동일하

게 용하자는 것은 극빈 개도국들에 한 불공평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비

하 음. 

○ 유럽농민연합(European Farmers' Association) 회장은 환경 보  련 기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1지주(직불 )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유럽 농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해할 험이 있다면서 반발하 음. 

○ 유럽연합 집행  농업담당 집행 원은 양  지주가 상호 보완 인 기능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개  목표라고 하면서, 집행 가 11. 

17 발표 정인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개 보고서(communicatio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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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련 논의를 종결시키는 보고서가 아니며, 동 논의를 계속 이끌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공동농업정책 개 의 정책 방향과 련해서는 녹색성장과 련된 내용, 공

공재로서의 농업의 역할 등이 주요 논의의 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공동농업정책으로 기후변화에 응하고, 생물종다양성을 유지시키고, 

수자원과 토질을 보존하는 기능 등이 보다 요시될 가능성이 큼. 

○ 랑스와 독일은 번 회의에서 논의를 주도하기 하여 사 에 양국 공동 

입장 보고서를 발표하 으나, 폴란드, 국 등은 공동농업정책 논의 시 과

거와 같이 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 음. 

○ 향후 공동농업정책 개  련 주요 일정은, 11월 17일에 유럽연합 집행 에

서 공동농업정책 개 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1년 7월까지 련된 구

체 인 입법안을 제안할 계획임.”

  국, 랑스, 독일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형성과 개  과정에서 큰 

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회원국들이다. 2014년 이후의 개 에 한 논의에서도 

이들 국가의 의견이 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들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

의 동향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식 비공식 유럽연합 농업

각료 회의를 통해 주요국의 입장은 표명된다. 다음은 비공식 유럽연합 농업각

료 회의 시 국, 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 각료들이 제시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개 에 련한 입장을 유럽연합 표부에서 정리한 것이다27).

27) 2010. 5.30-6.1 스페인 메리다(Merida)에서 개최. 

http://missiontoeu.mofat.go.kr/kor/eu/missiontoeu/trend/market/market05/in-

dex.jsp(2011. 7. 8.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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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비효율 인 공동농업정책 시스템을 격하게 개 해야하다는 의견을 

가진 표 인 국가로서, 농가 보조 을 폭 삭감하고, 농업에도 시장 원

칙이 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으로 주장함. 

- 국의 농업장  스펠만은 국은 공동농업정책 지출이 감축되고, 방향

도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랑스: 국과 반  입장을 가진 표 인 국가로서, 공동농업정책 산을 

삭감하는데 반 하는 입장을 독일 등과 함께 공동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함( 랑스는 유럽연합 내 공동농업정책 산 최  수혜국이며, 독일은 2  

수혜국임). 

- 랑스 사르코지 통령은 올해  공동농업정책이 붕괴되는 것으로부

터 랑스 농민들을 보호하기 하여서는 유럽연합 내 기를 래하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독일 농업장  아이그 는 독일은 랑스  폴란드와 력하여 공동 입장

을 취할 계획이지만, 농산물 가격 변 시 농가 소득 보호를 한 정책에 

해서는 랑스의 강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힘. 

○ 유럽연합 집행  치올로슈 농업담당 집행 원은 과거의 생산량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는 재의 농가 직불  지  기 은 문제가 있으며, 더욱 목표

지향 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음. 

- 이와 련하여, 랑스  독일도 직불  지  기 이 수정되어야 한다

는 당 성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 직불 을 받고 있는 농가에

게 갑작스런 소득(직불  수령액)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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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주요 내용

  농업농 총국이 의견을 구하기 해 제시한 4가지 질문에 한 범 한 여

론 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다28). 

2.1. 공동농업정책은 왜 필요한가?

  부분의 제안서에서 이해당사자  연구기 은 유럽연합 단 의 공동농업

정책이 각 회원국 단 의 농업정책보다 우월하며, 농업정책을  펴지 않는 

것보다는 공동농업정책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 한 

부분의 제안서는 지 까지 수차례 진행된 공동농업정책 개 이 올바른 방향으

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 다. 

  공동농업정책이 유럽연합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

는 견해가 일반 이었다. 많은 제안서에서 식품체인의  과정과 모든 회원국 

간에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많은 제안서에서 공동농업정

책이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서두에 언 하 다. 

  거의 모든 제안서에서 공동농업정책이 유럽의 다양한 농업형태를 보 하고 

공공재 성격의 다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언 하 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

다. 일부는 시장경제가 농민에게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며 공공재를 생

산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높은 생산비에 직면한 실 속에서 공동농업정책이 

28)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uropean Commission,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fter 2013-Public Debate: Summary Report,” 

http://ec.europa.eu/agriculture/cap-post-2013/debate/report/summary-report_en.pdf

(2011. 6. 27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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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지속토록 하는 데에 필수조건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한 제안서에서는 

농민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아야 하며, 그들이 생산하는 추가

인 공공재는 이러한 지원에 한 추가 인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제안서에서는 공동농업정책은 농민이 제공하는 공공재에 한해서 지원

하여야 하며 그 외에 지원의 근거는 지역통합(territorial cohesion)과 농  활력

의 유지  제고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2. 다양한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목표는 무엇인가?

  제안서들이 공통 으로 제시한 유럽농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안 하고 건강한 식품을 투명하고 합리 인 가격에 제공

 (나) 농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장

 (다) 농 공동체와 농 지역을 유지하는 활동

 (라) 식품공 의 보장

  많은 제안서들이 유럽연합의 농업은 환경을 존 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

며 생물다양성과 수자원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한다고 주장하

다. 유럽 거주자 에서 지속가능한 가족농은 범 한 편익을 생산한다고 느

끼는 사람들이 다수 다.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은 농업이 농 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내 주민들은 고품질 식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

은 고품질 식품이 합리 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동시에 농민들도 생산물에 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

했다. 일반 시민들은 식품은 건강해야 하고 자연 (이는 유 자 변형이나 농약

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어야 하며 수자원, 토양, 공기와 련하여 친환경

인 방법으로 생산되고 생산 이력이 추  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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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수입 농산물도 유럽연합의 높은 식품 품질기 을 수해야 한

다고 본다.

2.3. 공동농업정책은 왜 개혁되어야 하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농업정책이 추가 으로 개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농민과 식품체인 그리고 소비자가 농산물  식품가격의 증하는 불안정

성에 처할 수 있도록 비

○ 국제 시장의 수요 증가와 더욱 진 되는 시장 개방에 응

○ 공동농업정책의 자 지원 수단의 재편과 행정 차의 간소화

○ 환경, 품질  건강기 , 지속가능성과 같은 비시장(非 場) 요소 강조 

○ 기후변화의 향에 한 응

○ 식품원산지나 품질보증과 같은 소비자의 날로 높아지는 기  충족

○ 유럽 농업의 경쟁력 강화

○ 농 에 용되는 다른 유럽연합 정책과의 조화 

  추가 으로 제기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27개 회원국 간 공동농업정책 

용의 형평성 결여, 식품 체인의 효율성, 시장운 의 수단, 소농과 농의 상충

하는 입장, 공동농업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향.

2.4.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많은 제안서들이 공동농업정책의 방향은 큰 수정 없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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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안서는 공동농업정책이 농업

생산과 농민보상을 환경분야 등 공공재 기능 수행과 더욱 히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는데 이는 일반인들의 범 한 지지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의 정책 결정에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늘려

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새로 제시된 정책수단들은 시장 안정 수단, 교육 로그램, 지역  략, 생

산자 단체, 식품 , 시장정보  여타 정보의 제공 등과 련된 것들이다. 

일반인들을 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의견에는 ‘산업  농업(industrial agri-

culture)’은 공동농업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산업  농업은 조

건불리지역, 산악지역, 유기농 등에게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2.5. 결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무나 다양하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공감 가 형성된 주제는 찾을 수 있는데 제안서 체로부터 유럽연합이 

추구해야 할 12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동농업정책 개 은 략  근이 필요하다. 공동농업정책에 한 도

을 한 손에, 공동농업정책과 유럽연합의 역내와 역외 정책을 다른 손에 들

고 부분 이 아닌 종합 인 근이 필요하다. 

○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공동농업정책이 유럽연합의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경쟁력을 갖출 잠재성이 있는 농업분야는 

시장원리를 용하고 신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속 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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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입 수단을 인 험 리  기 리 수단으로 체

○ 시장이 공공재 공 에 해 보상할 수 없다는 을 인식하여 공공정책을 통

한 시장실패의 보완

○ 농민이 공 하는 공공재에 한 한 보상이 개 된 공동농업정책의 핵

심 요소라는 에 한 확고한 인식

○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 농 경 의 보 , 농 경제의 지속성 보장, 농  

고용 유지  확충, 기후변화 응

○ 소득보 과 농 개발이라는 두 지주에 한 확고한 인식 에 농 개발을 

해 한 자원을 배분

○ 공동농업정책의 공정성 제고 - 소농, 조건불리지역, 신규회원국에 한 배려

○ 생산자 주로 식품체인의 투명성 원리 도입

○ 국내산과 수입품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개도국의 경제나 식량생산 능력을 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세계 기아문

제 해결에 기여   

3. 집행 원회 농업농 총국 발표문29) 

3.1. 서론

  공동농업정책은 일련의 도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업과 농 의 장

29)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uropean Commission, “The CAP to-

wards 2020: Meeting the Food, Natural Resources and Territorial Challenges of the 

Futur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10)672, 2010. 11. 1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672: FIN:en:PDF(2011. 6. 27 속)



75

래에 한 장기 략 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도 을 효과 으로 극복하기 

해서 공동농업정책은 정상 인 경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재

정 기반 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발표문을 비하는 과정에서 집행 원회는 공공 의견수렴을 거쳤고, 유럽

연합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의회도 각각 자체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모든 토론 과정을 통해 집행 원회에서는 압도 인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농

업정책은 2개의 지주에 기 한 유럽연합 차원의 강력한 공동정책으로 유지되

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드러난 략  목표는 크

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유럽연합 시민들의 수요와 증가하는 세계 식량 수요에 응한 장기 인 

식량안보를 보장하려면 유럽연합 역에 걸쳐서 식량생산 잠재력을 지

속가능한 수 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2) 농업은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품질, 가치, 다양성 있는 식량을 제공하고, 

환경, 수자원, 동물 건강  복지, 식물 건강, 공공 보건과 련한 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지하여야 한다. 

  (3) 고용을 창출하는 요한 경제활동인 농업의 기 가 되며 경제, 사회, 환

경, 지역과 련한 다양한 혜택을 창출하는 농 의 활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당면한 도전 과제

3.2.1. 식량 안보

  농업의 기본 역할은 식량의 공 이다. 세계 식량 수요가 증가할 망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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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유럽연합은 이에 한 공  태세를 갖춰야만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농업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이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시 지를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고품질 식품과 다양한 식품을 원한다. 진행되고 있는 다

자 는 양자 간 농업 상은 유럽연합 농민들에게 있어서 도 이지만 수요 확

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 으로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성 향상을 해 노력하는 것이 요하다. 

  2009년 농업 부문(농가 는 농장: per working unit) 단 당 소득은 유럽연

합 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고 개인당 소득은 약 50%에 불과한 것이 실이

므로 이를 개선하기 한 노력도 필요하다. 

3.2.2. 환경  기후 변화

  농업과 임업은 경 , 생물종다양성, 기후 안정, 홍수, 가뭄, 산불 방지 등 환

경 련 공공재 생산에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동시에 농업 생산 활

동은 토양유실, 수자원 고갈  오염, 야생동물과 생물종 다양성 괴 등 환경

에 한 부하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럽연합 체 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이래 20% 정도 감소했지만 

유럽연합의 야심 인 에 지와 기후 어젠다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더욱 노력

하여야 한다. 농업 분야는 향후 지속 으로 온실가스 발생 감축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응에 기여하여야 한다.

3.2.3. 지역 균형(territorial balance)

  사회경제  다양성이 증 함에 따라 농 지역은 농업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 히 유럽연합의 농 을 끌고 가는 

핵심 요소이다. 농 의 장래는 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동태

인 농업부문의 존재에 좌우된다. 형 인 유럽의 농 은 농업의 비 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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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서 5%, 고용 측면에서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런 지역에서 주력 산업

인 농업의 역할은 요하다. 

  아울러 농업은 농산물 가공을 통한 식품 산업,   무역과 한 련

을 가지는 핵심 인 산업이다. 많은 지역에서 농업은 통 문화와 사회  정체

성의 기 가 되기도 한다.

3.3. 개혁의 필요성

  공동농업정책은 발족 이래 발 되었지만 새로운 시  도 을 반 하여  

다시 변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도 은, 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분야이다. 

○ 유럽연합과  세계의 식량안보에 한 증하는 우려에 한 응

○ 수자원, 기, 생물종다양성, 토양과 같은 자연자원에 한 지속가능한 리 

능력 제고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 조건에 한 압력에 응하고, 온실가스 감축노

력에 동참

○ 유럽연합 역의 농업생산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와 농산물가격 불안정에 

응하기 해서 경쟁력을 유지  제고

○ 사회 , 지역 , 구조  역할을 더욱 잘 수행토록 유럽연합의 확 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 농업 구조와 생산시스템을 활용

 

  상기와 같은 도 에 효과 으로 응한다면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2020 

략’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신한 성장(smart growth): ‘기술  신,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을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  경쟁력 제고. 환경친화  기술, 정보통신 기

술의 개발. 교육 훈련 투자 증가’를 통해 달성.  

○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식량, 사료, 재생가능한 생산 기  유

지. 농지의 지속가능한 리. 환경 공공재 제공. 생물종 다양성 유지. 재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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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에 지 자원 활용. 동식물 보건.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자원효율성 

제고. 오염배출 감축. 농 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달성.

○ 통합  성장(inclusive growth): ‘농 의 경제  잠재성 개발. 지방 시장  

고용 개발. 농업구조의 재편. 유럽 역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여 농가

소득 지지’를 통해 달성.

  요약하면, 경제  성장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하여 농업부문

과 농 경제에서 ‘환경친화 인 성장(green growth)’을 달성하는 것이다. 

3.4.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목표

3.4.1. 목표 1: 식량 생산 자립화(viable food production)

○ 농업 분야는 소득 변동과 자연  험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고, 농민의 

소득과 농업의 수익성은 평균 으로 경제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낮기 때문

에 농가소득의 제고와 불안정성 제거는 요한 목표이다. 

○ 잘 조직화되어 교섭력이 높은 식품 체인 내 타 산업에 비하여 농업부문은 

주체들이 통합되어 있지 못하므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식품 체인

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부가가치 비 을 높여야 한다. 한 유럽 농민들은 

국제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환경, 식품안 성, 품질, 동물복지 측면에서 유

럽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표 을 수하여야 한다. 

○ 자연 조건이 불리한 특정 지역의 농민이 처한 농업생산의 어려움에 한 보

상도 주요 목표 의 하나이다.

3.4.2. 목표 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리  기후변화 응

○ 농업이 부수 으로 유발하는 공공  혜택은 시장기구를 통해 제 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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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므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방식과 환경 분야 공공재의 공 을 보

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 신기술의 도입, 신상품의 개발, 생산과정의 변경, 바이오 경제(bioeconomy) 

등 새로운 수요에 한 응을 한 신을 통해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 기후변화의 향 축소와 응 행동으로 농업의 응력 제고가 목표이다. 

3.4.3. 목표 3: 지역 균형 발

○ 농  고용을 지원하고 농 의 사회조직 유지를 목표로 한다. 

○ 농 경제를 향상시키고 다양성 증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잠재역랑을 발

휘하도록 하고 지역의 추가  자원을 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 농업체계 내에 구조 인 다양성을 허용하고, 유럽에서는 다양한 농가 구조

와 생산체계가 농 의 매력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므로 소농의 존립 조

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역 시장을 발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상기와 같은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농업부문과 농 지역에 한 

 지지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해서는 

공동으로 설정하는 목표, 원칙, 그리고 규칙이 작동하는 공정한 조건이 요구된

다. 한 유럽연합 차원에서 마련되는 공동농업정책은 각국 농업정책이 병존하

는 것에 비해 산의 효율 인 운 을 가능하게 한다. 단일 시장 외에 회원국 

 지역의 통합, 국경을 넘는 환경 문제에 한 응, 기후변화 같은 지구  도

에 한 응, 수자원 리  생물다양성, 동물 생  복지, 식품  사료 

안 성, 공공 보건, 소비자 이해라는 측면에서 회원국의 수 을 넘는 정책 응

은 효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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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책 수단의 변화

3.5.1. 직  지불

  직  지불제의 개선은 재분배, 재설계, 농업지지의 목표 설정 강화와 련된

다. 직불 의 분배는 검토가 필요하며 납세자들이 더욱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 이다. 변화의 기 은 경제  측면과 환경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경제  측면은 소득과, 환경  측면은 공공재

의 공 과 련된다. 

  공개 여론 수렴 과정에서 나온 의견 의 하나는 직불에 한 가지 지 률만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처한 다양한 경제   자연  조건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형평성을 가지고 직불제가 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직불제는 실제로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active)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

은 원칙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 회원국 농민 체를 상으로 실제 경지와 교차 수 의무에 의해 작동되는 

양도(讓渡) 가능한 경작권에 기 한 시장 비연계 직불 은 유럽연합의 의무

 지지(obligatory support)임. 그러나 농민 간 분배를 고려할 때 직불 의 

상한선 설정(capping)은 검토할 가치가 있음.

○ 유럽연합 체 으로 환경 수단 강화를 통한 직불제의 환경의무 요소

(mandatory greening component) 강화로 공동농업정책의 환경목표 달성도

를 제고시킴.

○ 특정한 자연  제약이 있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 을 해 농민에게 

추가 인 소득지지를 제공함.

3.5.2. 시장 조치

  공개 토론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부분 공동농업정책의 반 인 방향, 즉 

‘시장지향성(market orientation)’은 지속되어야 하며 시장 리 수단도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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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 정책 수단의 정리  

단순화와 식품체인의 기능과 련한 새로운 정책 요소의 도입 필요성이 두

되었다.  

  개입 기간의 연장, 민간 장기능 활용 등이 잠재 으로 크게 필요한 정책으

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개입 수단은 가격 련 기와 시장 교란 상

황에서 안 망 형태로만 사용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식품공 체인의 작동은 개선되어야 한다. 식품공 체인에서 농업이 차지하

는 비 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농업부문의 장기

인 망은 밝지 못하다. 유럽연합 식품체인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 은 

2000년 29%에서 2005년 24%로 낮아진 반면에 식품산업, 도소매 유통부문이 

차지하는 비 은 증가하 다. 

  시장 신호가 제 로 달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식품산업에서 창

출되는 부가가치를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유율은 험 수 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련된 과제들은 식품체인 안에 상존하는 교섭력의 불

균형, 식품체인 각 단계의 경쟁 수 , 계약 계,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필요성, 

투명성, 가공식품 시장의 기능 등이다.

3.5.3. 농  개발

  공동농업정책의 요한 축으로써 농  개발은 유럽연합 농업  농  부문

의 경제 , 환경 , 사회  지속가능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치

를 증명했다. 앞으로도 농 개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 되었다. 

○ 농업경쟁력: 기술 신과 구조조정 추구, 농업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

한 경쟁력 제고.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리: 환경을 보 하고 농업의 기후변화 응력 확

와 농지의 생산능력 향상을 도모.

○ 지역 균형발 : 농 주민의 역량 강화, 능력 향상, 농 환경 개선, 도농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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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확 . 

  상기 자료는 2014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 의 방향에 한 공개 토론  

제안서에 한 유럽연합 집행 원회의 반응을 요약한 것이다. 집행 원회의 법 

개정 제안서는 2011년에 발표될 정이다. 개 의 내용은 새로운 설계가 필요

할 정도의 주요 개 과 행 정책 내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분야에 한 개선으

로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개 을 통해 공동농업정책은 더욱 지속가능하고, 균

형을 이루며, 목표가 뚜렷하고, 더욱 효과 이며, 유럽연합 시민들의 수요와 기

에 더욱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 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4. 공동농업정책 개 의 방향 

4.1.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과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은 출범 이래 여러 차례 개  과정을 겪었다. 공동농업

정책에 한 최 의 진정한 개 인 1992년 개 은 과잉생산과 재정압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 다. 이후 2000년 개 은 1992년 개 의 방향

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 시켰으며, 2003년 개 은 직불제를 생산과 계없이 

지불하는 생산 립  방식으로 환하 다. 2008년 개 은 이를 이어 받아 모

든 품목에 해 원칙 으로 2013년부터 생산 비연계직불제 실시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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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공동농업정책 개 의 경과

연도 명칭 주요 내용

1992 맥셰리 개 가격지지에서 직 지불로 환

1999 어젠다 2000 직 지불제 강화  농 개발정책 도입

2003 간평가 개 생산 비연계소득지지, 교차 수 의무 부과 

2008 건강진단 개 2013년부터 직불의 생산 완  비연계화
 

  공동농업정책 재정 지출을 나타낸 아래 그림을 보면, 1993년 압도 인 비

을 차지하던 시장조치 련 산지출은 2000년 들어 직불제에 의한 지출에 역

되었다. 이는 생산과 연계된 직불 이었는데, 그 후 2010년 공동농업정책 재

정 지출은 생산 비연계 직불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형태로 변화하 다.

그림 4-2.  공동농업정책 가격  소득지지 련 산 추이

주) 황색(좌): 시장조치/ 청색( ): 생산 연계직불/ 녹색(우): 생산 비연계직불(SPS)  

http://ec.europa.eu/agriculture/markets/sfp/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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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개 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는 기 

재정계획이 만료된 이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한 

정책여건을 반 하는 것도 개 의 목  의 하나이다. 유럽연합 집행 원회가 

 시 의 공동농업정책에 한 도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분

야이다30). 

○ 경제 분야 과제

- 식량안보의 확보

- 농산물 가격 변동

- 경제 기

○ 환경분야 과제

- 온실가스 배출

- 토양 유실

- 야생동식물  생물종다양성

○ 지역 련 과제

- 농 의 활력

- 유럽연합 농업의 다양성

  이러한 도 과제에 응하면서 농업지지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달성하고, 나

아가서는 ‘유럽 2020 략(Europe 2020 Strategy)’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 인 

개 의 목 이다.  

30)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uropean Commission, “The CAP to-

wards 2020: Meeting the Food, Natural Resources and Territorial Challenges of the 

Futur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10)672, 2010. 11. 1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672:FIN:en:PDF 

(2011. 6. 27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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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농업정책의 개 과 련된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다. 지 은 약화된 시

장조치는 극심한 가격 하락에 비한 안 망 주로 구성되고, 직불제는 행 

단일지불제(SPS)를 조정하고 교차 수 의무를 지속하며, 농 개발정책으로 환

경보 과 지역 활성화와 다양성 유지를 보완한다. 집행 원회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농가소득과 공공재의 원활한 공 이다. 

그림 4-3.  공동농업정책 개  련 개념

자료: Haniotis, The CAP Reform Process in Perspective, 2010

  재정 측면에서 공동농업정책 개 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이다. 공

동농업정책 산은 2개의 기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조치와 직불

을 뜻하는 ‘제1지주(pillar I)’와 농 개발을 뜻하는 ‘제2지주(pillar II)’로 나

어진다. 직불 은 매년 일정한 비율을 농 개발 목 으로 용(modulation)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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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공동농업정책 개 의 재정측면 검토

자료: Haniotis, The CAP Reform Process in Perspective, 2010

  공개 제안과 공청회 과정을 통해 공동농업정책의 향후 개 방향에 해서는 

3가지 ‘ 안(Broad Policy Options)’으로 정리되었다31). 안들은 모두 2지주 

체계를 기 로 하고 있다. 

○ 안 1: 행 정책 체계에 한 진 인 변화를 추구한다. 를 들면 회원

국 간 산의 분배 문제와 같이 공동농업정책 에서 가장 심각한 비 을 

받는 분야에 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 안 2: 공동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각 정책 목표 간, 농민 간, 회

원국 간 균형을 도모하기 하여 반 인 개 을 시도한다. 산 지출의 

31)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uropean Commission, “The CAP to-

wards 2020: Meeting the Food, Natural Resources and Territorial Challenges of the 

Futur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10)672, 2010. 11. 18. p.12.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672:FIN:en:PDF

(2011. 6. 27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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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부가가치 증진에 을 둔다. 유럽연합 체의 환경  사회  

문제제기에 응하여 지속가능하고 통합 인 ‘유럽 2020’에 있어서 농업과 

농 의 기여도를 높인다.  

○ 안 3: 소득지지와 시장조치를 차 축소하고 환경보   기후변화 이슈

에 을 두어 환 한 개 을 추구한다. 농 개발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환

경과 기후 변화에 을 두고 유럽연합의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 략의 수

립을 진한다.  

4.2. 직접지불제도의 개혁 전망32)

  직불제는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며 재정 지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직불제의 장래 역할을 망하기 해서는 재 역할을 알아야만 한다. 한 어

떤 방식으로 직불제를 설계해야 정책 목 에 가장 부합할 것인가도 첨 의 

심 사항이다. 직불제에 해서는 두가지 근거가 공존한다. 하나는 직불제가 농

민이 필요로 하는 기  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불제를 통해 

농민이 공 하는 공공재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직불제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토론은 농가

간 는 회원국 간 분배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재는 직불 이 

과거의 수혜실 에 기 하고 있고 이는 필연 으로 과거의 생산 수 과 연계

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의 직불제는 더욱 공공재 공 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한 더욱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32) 유럽연합 집행 원회, “공동농업정책 직불제의 미래,” Agricultural Perspectives 

Briefs,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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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직불제의 역할

  직불제는 1992년 개 으로 공동농업정책에 도입된 이래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도입 당시 개입가격 인하분을 농민에게 직  보상해 다는 취지로 작

물 재배면 이나 가축 사육두수와 연계되어 지불 액이 계산되었다. 2003년 

개 을 통해 직불 액과 생산과의 연계성이 제거되었다. 이를 계기로 농민의 

생산과 련된 의사결정에 시장가격이 더욱 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시장지

향 인 농정’ 취지와 부합되는 방향이라고 평가되었다. 

  직불제에 한 비  시각은 ‘지불목 (targeting)’과 ‘분배(distribution)’에 

련된다. 

○ 지불목 은 농민의 행   어떤 측면을 직불  지 과 연계시킬 것인지 문

제와 련된다. 이는 환경보 과 련된 공공재 공 이나 농가소득 측면이 

해당한다.

○ 분배 문제는 농가 간, 회원국 간 직불  분배의 형평성과 련된 이슈다. 후

자는 특히 기존 15개 회원국에 비해 낮은 단가를 지 받고 있는 동구권 신

규 회원국들이 강조하는 이다.     

  유럽연합이 2008년 개 에서 내린 결론 의 하나는 농민의 소득을 지지하

는 것은 농업부문의 상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정당화되지만 이러한 농민소

득 지지는 유럽연합 역에 걸쳐서 지역  환경 으로 기본 인 공공재 공

을 원활화하는 것과 히 련되어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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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회원국별 농업지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 2009 

주) 청색(하단): 직불 / 황색( 단): 농 개발/ 녹색(상단): 국별 지

자료: 유럽연합 집행 원회 농업농 총국

4.2.2. 직불 의 수 과 개 의 향

  직불 의 분배실태는 직불  개  방향과 련하여 심각하게 논의되는 분야 

의 하나이다. 행 지불 수 은 회원국 별 역사  농업생산  지지 수 과 

연계되어 있다. 

  2003년 개  이후 각 회원국별로 정해진 직불  총액을 분배하는 방식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졌다. 회원국들은 제II장에서 설명한 ‘역사 ’, ‘지역 ’ 

는 이 두 방식을 충한 ‘하이 리드’ 모형을 선택하 다. 2004년과 2007년

에 동구권 신규 회원국이 가입했을 때 각국은 환기간 동안 지역  모형을 단

순화한 ‘단일지역지불제(SAPS)’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 역사  지  실

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  생산 실 에 의해 농가별 지 액을 추정하 다.  

  직불 은 유럽연합 농민소득 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한다. 2007년부터 

2009년 평균 농업 요소소득 에서 직불 이 차지하는 비 을 보면 회원국 평

균 29%에 달했다. 기존 15개국(EU-15)은 31% 고 신규 12개국(EU-12)은 19%

다. 융 기는 이 비 을 상당히 올려놓았는데,  회원국 평균이 2007년 

26% 던 것이 2009년 33%로 상승하 다. 직불 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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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원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행 직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면

인 불균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4-6.  유럽연합 회원국별 농업 요소소득 에서 직불 이 차지하는 비  

(2007-2009 평균)

  

자료: 유럽연합 집행 원회 농업농 총국

  집행 원회에서는 직불제 지 방식의 변화가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

여 모든 상농가에게 ha당 일정한 직불단가를 용하는 방식을 가정했다. 이

러한 ‘단일(flat rate) 직불제’는 공청회 때마다 제안되는 안이기도 하다. 이런 

방식으로 직불 을 지 하면 지 보다 공평해질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 개 의 결과는 지 과는 아주 다른 액

의 직불 을 수령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면 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직불 에 의해 지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 간 불균형 상황은 해소되

지 않는다. 농가들은 회원국별로 는 회원국 내에서도 다양한 경  여건에 처

해 있기 때문에 면 당 동일한 단가를 용하더라도 이것이 공평한 보상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불  지불 방식의 변경은 농가의 자산 가치에 한 변경을 통하여 경제  

 재정  치에 커다란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의 변화

를 추구하더라도 이행기간에 한 심각한 고려가 이 지지 않으면 농가경제에 

미치는 교란효과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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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개  방향

  직불제 개 의 방향에서 가장 핵심 인 이슈는 경제 , 정치 으로 실천 가

능한 방식으로 지지의 목 을 실제로 달성하면서도 경제 교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불  분배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 이슈인 직불제의 

목 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직불 은 농가 소득을 지지한다. 소득지지를 통

해 유럽연합 역의 농업을 유지할 수 있고 교차 수를 통해 공공재 공 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지지와 공공재 공 은 체 인 개념이

라기보다는 서로 보완 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 이다. 

  소득지지 필요성과 공공재 공 의 조건은 회원국별로 매우 다르다. 따라서 

격한 새로운 방식의 직불제 도입을 한 지 액 축소는 일부 농민들에게 경

제 인 압박을 가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직불제에 한 개 은 진 으로 이루어져 농민들에게 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직불제는 공동농업정책의 한 축일 뿐이다. 따라서 직불제 개 은 다른 정책

의 개 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직불제의 수 과 분배 문제는 농 개발 

정책 등 다른 공동농업정책 분야의 지 액의 수   분배 문제와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

4.3. 시장조치의 개혁 전망33)

  그동안 시행된 일련의 공동농업정책 개 은 농민을 국제 농산물시장 여건에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일 되게 진행되었다. 농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개 의 결과 유럽의 농민들은 

33) 유럽연합 집행 원회, “공동농업정책 시장조치의 미래,” Agricultural Perspectives 

Briefs,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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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많은 농산물 시장에 노출되었다. 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민들의 장기 

계획을 힘들게 하 다.

  과거 공동농업정책의 형 인 시장 개입정책 수단은 이제 더 이상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 신 특정한 품목에 하여 안 망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입가격은 가격 기가 실제로 일어나서 시장 교란이 심각할 

때 작동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공동농업정책 개 이 일어나는 동안 농산물 지

지가격은 속히 인하되었다. 그 결과 유럽연합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과 유

사한 수 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개입가격은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최 가격

을 형성한다. 

그림 4-7.  유럽연합 농산물 지지가격 인하, 1991-2009(%)

 

주) 청(좌): 명목가격/ (우): 실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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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요약  결론

1. 보고서 요약

1.1.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여건

○ 로마조약 39조에 제시된 농업정책의 기본 목표는 농업생산성의 제고, 농민

에게 공정한 생활수  보장, 농산물 시장 안정, 식품의 정상 인 공  보장, 

소비자에게 합리 인 식품 가격 보장이다. 1950년  후반 출범하고 1968년 

정식으로 시행된 공동농업정책은 1) 유럽연합 내 농산물이 공동가격 아래 

자유롭게 유통되는 통합 시장 형성, 2) 공동 세 부과를 통해 수입품에 항

한 역내 농산물 선호를 보장, 3)농업정책의 재정을 공동으로 운 이라는 3

가지 원리에 기 하고 있다.

○ 농가소득은 유럽연합의 기존 15개 회원국과 신규 12개 회원국 간에 큰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체 평균을 100으로 할 때, 기존 회원국은 175인 반면, 

신규 회원국의 평균 소득은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4년과 2007년에 이

루어진 동구권 신규가입국의 추가는 공동농업정책의 향후 변화에 큰 향

을 주는 변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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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2000년 개 은 국내보조를 무역왜곡 인 감축 상보조(amber 

box)에서 덜 무역왜곡 인 생산통제하 보조(blue box)로 환시켰고, 2003

년 개 에서 도입된 단일지불제는 비무역왜곡 인 허용 상보조(green 

box)로 환시켰다. 

1.2. 공동농업정책 입안과 집행의 인프라

○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에는 유럽연합 정상회의(The European Council), 각료

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집행 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 

재 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있다. 

○ 농업과 식품 정책에 해서는 각료이사회가 결정하고 유럽의회는 자문 역

할을 수행했으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유럽의회는 각료이사회와 ‘공

동의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법령이나 지침이 

의결되면 집행 원회는 더욱 구체 인 시행을 한 규칙을 마련한다. 시행

규칙의 집행은 집행 원회의 책임이며 집행 원회는 농산물 시장의 일일 

동향을 리하는 책임을 진다. 

○ 공동농업정책이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유럽연합의 산은 농업정책 의사결

정의 ‘종속변수’ 으나 유럽연합 재정에 한 개 이 1988년에 시행되면서 

농업 련 지출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총 산  농업 산이 

차지하는 비 도 어들고 기재정계획이 요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

다.

 

○ 2007년부터 유럽농업보장기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과 유럽농 개발농업기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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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EAFRD)이 각각 시장조치와 농 개발을 다루는 기 의 명칭

이 되었다.

○ 공동농업정책 산의 목 별 비 을 보면 1992년 산부터 새로 도입된 항목

인 ‘생산연계’ 직불 은 시장지지 산을 지속 으로 잠식해가면서 2005년까

지 비 을 늘려나갔다. 2003년 간평가 개 에 의해 2005년 산부터 도입

된 ‘생산비연계’ 직불 은 그 후 속히 ‘생산연계’ 직불 을 체하 다. 

○ 최 가격이 보장되는 시장 정책은 주요 품목인 곡물, 설탕, 낙농품, 쇠고기, 

포도주  올리 유에 집 되었다. 시장 조직은 상 품목의 생산 농민이 

시장에서 받아야 할 평균가격을 산정한 ‘목표가격(target price)’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인 목 이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수출입과 련된 국경 정책

과 역내 시장의 리정책이 있었다. 

○ 2003년 결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사이에 단일지불

제(SPS)를 도입하여 시행하 으며 지불할 수 있는 총 액은 회원국별로 상

한선이 설정되었다. 각 회원국은 SPS 시행 형태에 재량권을 가지는데 여기

에는 기본인 역사 (historic) 근 방식, 지역 (flat rate) 근 방식, 그리고 

혼합형(hybrid)이 있다. 

○ 생산비연계 직불 을 받는 농민은 환경보 과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한 

이행사항을 수할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교차 수라 칭한다. 2003년 개  

이후 교차 수는 강제 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되었다. 한 환경보

 의무 이외에 공 보건, 동식물 건강, 동물복지, 모든 농지에 한 건 , 

친환경 리 의무까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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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역사와 동인

○ 1992 맥셰리(Mac Sharry) 공동농업정책 개 은 지지가격을 인하하고 보상

지불제도를 실시하여 직불제의 출발 이 되었다. 

○ 어젠다 2000 공동농업정책 개 에서는 지지가격을 추가로 인하하고 가격 

인하분의 반을 직불 형태로 지불하 다. 각 회원국은 더욱 강한 농업과 

임업 분야 육성, 농  지역의 경쟁력 강화, 환경을 보 하고 유럽 농 의 

통을 지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 개발 정책을 독자 으로 추진한다. 

○ 2003 간평가 개 은(1) 생산과 무 한 소득지지(decoupling of support), 

(2) 우유 쿼터의 폐지, (3) 특별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 지원(‘조항 68’), 

(4) 단일지역직불(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의 연장, (5) 동구권 

신규회원국에 한 추가 재원 마련, (6) 재원을 직불 에서 농 개발로 용

하는 제도 마련, (7) 휴경의무의 폐지, (8) 교차 수제(cross compliance) 실

시를 내용으로 한다. 

○ 2008 공동농업정책 평가(CAP Health Check) 개 은 (1) 직불제에서 단일지

불제(SPS)의 지  기 을 단순화하고, 일부 시장연계지지를 허용하며, (2) 

시장 조치는 우유 쿼터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씩 증량하고, 제

빵용 소맥에 한 시장개입은 물량 제한 없이 지속하고 300만 톤을 넘는 경

우 공매제도를 가동하며 모든 잡곡, 듀럼 ,  에 해 수량 제한을 폐지

하 으며, (3) 농 개발은 국가 략계획(National Strategy Plan)과 농 개발

로그램을 개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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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혁 논의 

○ 개 안 공개 토론은 4가지 핵심 인 질문에 한 답을 찾는 데에 목 이 있

었다. (1) 공동농업정책은 왜 필요한가? (2) 다양한 농업이 가지는 사회  

목표는 무엇인가? (3) 공동농업정책은 왜 개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사회  

기 에 부응시킬 것인가? (4)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그 결

과 2개월 동안에 5,700건의 의견서가 온라인으로 수되었다.  

○ 유럽연합 집행 원회는 2010년 7월 19-20일에 공개토론 결과에 해 정리

하는 발표회를 개최하 다. 공동농업정책이 당면한 도  과제로는 (1) 식량 

안보, (2) 환경  기후 변화, (3) 지역 균형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목표로써 (1) 식량 생산 자립화, (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리  기후변화 응, (3) 지역 균형 발 이 설정되었다. 정책 수단의 변화

는 (1) 직  지불제, (2) 시장 조치, (3) 농 개발 분야로 나눠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결 론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이 다섯 번째의 개 을 앞두고 있다. 개 의 핵심 

이슈는 ‘직불제’의 미래 방향이 될 것이다. 개 의 정도는 직불제의 정당성에 

한 공방의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지 까지 진행된 공개토론의 결과만을 보

면 유럽 시민사회의 농업분야에 한 지지와 공동농업정책에 한 신뢰도가 

높아 직불제의 정당성이 농민의 소득지지에 있든지 공공재 공 에 한 보상

에 있든지 상 없이 직불제에 한 폭 인 개 은 상하기 어려운 안이

다. 다만 농가 간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

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한 안들이 토론되고 진 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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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농업생산 여부나 작목에 계없이 지 되는 단일지불제는 WTO의 허용보조

상이고 생산과의 연계성이  없는 ‘완 한’ 생산 립  지지제도라고 하

더라도 과거의 농업생산 경력이 기득권이 되어 지속 으로 보조를 받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상이 될 소지를 가진다. 따라서 2014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

에 한 토론에서 획기 인 변화를 제안하는 편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되지 않지만 이는 지속 으로 제기될 문제이다.

  OECD 농업국장을 역임한 괴 겐 학의 탕어만(Tangermann) 교수는 단 지

불방식 직불제에 해 강하게 비 하 다34). 탕어만교수의 주장은 면  는 

사육두수 단 로 지 하는 행 단 지불제는 타 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규모 농가가 많이 지 받는 소득역진 효과가 심하여 장기  정당성을 

갖기가 어려우므로 지 상을 축소하는 목표지향 (targeted) 지불 방식으로 

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개 을 계기로 공동농업정책이 시장지지

의 1단계(1960-1980년 : 생산량 기 )와 생산 비연계의 2단계(1990-2000년 : 

면  기 ) 시 를 지나서 목표지향 인 3단계(2014년 이후: 공  공공재 기

)시 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농산물 시장에 한 개입을 통해 농가소득 문제

를 해결하 으나 과잉 생산으로 인해 높은 지지가격 유지와 수출환 에 필

요한 재정수요가 천문학 으로 증가하여 개 의 동인(動因)을 내재하고 있었

다. 1990년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상에 따른 국제  압력과 상

으로 농가규모와 생산성이 낮은 동구권 국가들의 신규 회원국 가입으로 

인해 개 에 한 외부  동인(動因)이 가세하여 4차례의 개  과정을 거쳤다.  

공동농업정책의 개 을 통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을 단 하고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보조 으로 환하 으며, 기재정계획을 통해 공동농업정책 산

의 팽창을 방지하고 측 가능성을 획기 으로 제고한 것은 유럽연합 회원국

34) 워크  발표자료 “Direct Payments in the CAP post 2013" 2011. 2. 7.  AgraEurope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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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룩한 큰 성과이다. 이것은 동구권 12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맞이하면

서 이룩한 개 이기 때문에 더욱 높게 평가할만한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직불제에 해서는 그 정

당성과 배분방식에 한 비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재 진행 인 2014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개 에 한 유럽연합의 분 기는 2003년 개  이후 자

리를 잡아가는 단일지불제의 기본 운 방식과 시장과 소득을 상으로 하는 

제1지주와 농 개발을 상으로 하는 제2지주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 을 

개선하는 수 의 개 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

책은 우리 농업이 처한 문제 들과 유사한 과제를 다루고 농정의 국제표 을 

형성하는 선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년 하반기 발표될 집행 원회의 개

안과 이에 한 유럽연합 의사결정 기구들의 토론 과정을 의 주시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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