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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AP개혁과 그리스 농업변화

그리스 니스카리스(Nees Karies) 지방의 중앙 광장에 위치한 타베르나(그

리스 지방의 작은 음식점)에서는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 받을 수 없

다. 왜냐하면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작은 그리스 마을과 그 이웃 마을에 제공되는 수돗물에는 비료에서 

나온 질산염(nitrates)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물로 씻기

조차 힘들다. “우리는 물탱크로 운반되어 온 물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돗물로 화단에 물을 줄 수조차 없죠.” 이것은 현재 71세인 바텐

더 니콜라스 카 리리키스(Nicolas Kamilirikis)의 이야기다.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는 비료입니다.” 리소스 코밋사

스(Rizos Komitsas) 시장의 말이다. 그는 이 지역 시민들을 위해 물의 안전

성에 대한 지침과 조언을 만들어 왔다.

변화하는 농촌 경관

이 마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테살리아 반도의 저지대 평야가 나온다. 

이곳은 시선이 닿는 모든 범위 어디에서나 면화를 집약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유럽연합(EU)은 농가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 시작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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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부터 이곳의 면화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났고, 이 결과 그리스는 유럽 

최대 면화 생산국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그리스 농민들은 면화를 재배함

으로써 매년 약 6억 유로(약 9,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폴란드 조류의 생태(Bird Life Poland)라는 단체의 환경론자인 야니스 투

소그라키스(Yannis Tsougrakis)의 발언이다. “테살리아 반도의 농촌 경관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서 콩과 을 재배하 지만 지금은 대

부분이 면화뿐입니다.”

농업용수

이 지역에 발생한 환경적 문제는 단순히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했기 때문

이 아니라 이런 단일 작물화로 야기된 것이기도 하다. “면화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불모지가 되어 버리죠.” 투소

그라키스는 계속 설명한다.

“어떻게 이 지역에 더 많은 용수를 끌어들여서 관개를 좋게 만들지에 대

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아켈루스(Acheloos) 강의 물줄

기를 바꾸어서 용수를 얻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규모

과거에는 농민들이 면화를 제외한 작목 재배에 대한 유인이 거의 없었

다. 그러나 옥스팜(Oxfam, 1942년 국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빈민구호단체

로서 제 2차 세계대전 난민 구호, 르완다 난민 구호 및 기술교육, 창업을 

지원하 고 국 옥스퍼드에 본부를 두고 있고 80개 회원국과 자원봉사자 

2만 8000명에 의해 운 되고 있다.)의 활동에 따라서, 유럽의 면화 재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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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기 시작하 다.

EU 회원국의 확대와 더불어 브뤼셀 EU 본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심사

숙고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으로 유인 동기를 제공하던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그런 지지 정책들을 감축하는 방향으

로 개혁 중이다.

이런 새로운 체계 변화로 인해 농민들은 그들이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가 단위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

농가소득

벌써 몇몇 젊은 농민들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35세인 

세라핌 코티나스(Serafim Kotinas)는 그의 부친이 경 하던 농장이 토지에 

얼마나 해로움을 주는가를 목격한 뒤 유기 농업으로 전환하 다.

유기 농법으로 재배한 커다란 멜론을 따면서 그는 말한다.

“저는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기 농업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철

학적 이유에서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현재 그리스에는 유기 농산물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티나스는 CAP 개혁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줄 지에 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저는 무엇인가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농민

들은 소득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 소득이 면화로부터 나오든 옥수수나 

그 이외 작물에서 나오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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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그러나 그리스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면화를 다른 재배 작물로 바꾸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前)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회원 미칼리스 파파기아니키스(Michalis Papagiannikis)는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는 많은 이익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면화 상인, 제초제 생산자, 기업 대리인 등 여러 사람의 로비 활

동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변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니스카리스의 작은 까페 뒤에서는 수돗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돗물로 고작 걸레로 바닥을 닦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EU의 CAP 개혁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회복

하고 음식점 메뉴에서 오염되지 않은 수돗물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많

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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