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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도구조조정 및 전용자금 투입

2005년 10월 13일 유럽연합(EU)은 포도밭의 구조조정과 전용에 대한 두 

가지 결정을 채택했다. 하나는 와인을 생산하는 회원국에게 2005/06 회계

연도 동안 총 4억 5,000만€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4/2005 회계연도의 최종 자금 분배를 확정지은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농업․농촌개발 집행위원인 Mariann Fischer Boel은 이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도밭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U가 재정을 지원하는 이번 포도밭 

구조조정․전용 프로그램은 포도 생산농가가 이러한 과정을 이행하는 필

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999년 와인 시장의 일반적인 구조 조성에 대한 규제1)에 따라, 회원국들

은 일정 면적의 포도밭에 대해서 구조조정․전용 자금을 매년 수령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시장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품종 전환, 포도밭의 재배치, 포도밭 관리 기술 개선 등의 정

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한 포도밭의 재개발을 

지원 대상이 아니다.

EU집행위원회는 EU 전체 면적 대비 각 회원국의 비중에 따라서 보조금

을 지금하고, 이 과정은 특정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되 객관적인 기준에 

1) 1999년 5월 17일 발효된 Regulation 1493/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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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다. EU 집행위원회가 2005/06 회계연도에 책정한 예산은 4억 5,000

만€ 유로로 고정되었으며, 회원국 별 배정 내역은 <표 1>에 나와 있다. 

지난 5개 회계연도 동안의 보조금은 21억 3,800만€ 고, 각 회원국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각 회원국에 보조금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가용 기금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을 원하는 회원국은 6월 30일 이전에 실질 지출 비용

과 예상 비용을 공시해야 한다. 각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04/05 회계연도의 최종 재정 지급금을 결정했다. 

표 1  회원국 별 포도밭 면적과 지원금 배정 내역
단위: ha, €

회원국

2005/2006 2004/2005

배정 내역 배정 내역

면적 보조금 면적 보조금

오스트리아 1.077 6,574,057 1,275 7,248,066

사이프러스 206 2,378,971 193 2,340,941

체코 526 1,821,677 84 772,352

프랑스 11,380 106,286,269 13,691 108,227,509

독일 1,998 12,468,667 1,975 12,695,680

그리스 1,249 8,574,504 988 7,047,724

헝가리 1,331 10,645,176 1,132 9,054,545

이탈리아 13,874 99,743,891 14,633 103,757,903

룩셈부르크 10 76,000 10 83,200

말타 23 119,973 15 154,474

포르투갈 5,747 44,975,908 7,153 45,588,331

슬로바키아 299 2,490,063 221 799,448

슬로베니아 153 2,336,740 172 2,913,565

스페인 21,131 151,508,106 19,888 149,316,032

계 59,002 450,000,000 61,429 449,999,711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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