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농업 정책, 낙오되고 있는 유럽 연합 
 

-- 세계 4대 농업 생산국(브라질, 중국, 미국 및 유럽 연합)에 대한 농업 생산을 위한 국제 

지원(Global Support to Agricultural Production, SGPA) 인자에서 나온 결과* 
 

(파리 2012년 11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2005~2010년 인구 일 인당 농업 생산을 위한 

국제 지원(SGPA)[1]이 중국, 브라질 및 미국(각각 130, 60 및 40%)에서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 연합에서는 가까스로 2005년[2]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차트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ultivu.com/mnr/58650-

momagri에서 조회할 수 있다. 
 

현 CAP 예산 유지에 관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유럽이 2005년부터 다른 주요 농업 

생산국들과 반대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유럽과 달리 다른 주요 농업 생산국들은 

자국 국민을 위해 식량 보안을 지키고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2010 SGPA 인자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1천630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이며, 중국(1천540억 달러), 유럽 연합(1천10억 달러) 및 브라질(380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농업 생산 가치 퍼센트 측면에서 볼 때도 농업 지원이 48%를 기록한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유럽 연합과 브라질(둘 다 24%)과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수치는 제외하고 보더라도 정책 분석 결과만 봐도 브라질과 미국 간에서 유사점이 보인다. 브라질과 

미국은 경쟁력과 국내 수요 자극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브라질은 바이오 연료(브라질 SGPA 중 42%)를 개발하기 위해 직접적인 시장 개입, 예비 정책 및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은 보험 기제와 상당한 국내 식량 원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불, 경기 조정 지불을 

보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최저 가격 보장(2010년 밀: $258/톤, 쌀: $291/톤), 직접 소득 

지원, 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물론 세금 면제를 포함하는 간섭주의와 농업 생산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유럽 연합은 녹색화 기준과 더불어 생산이 분리된 지원 시스템을 농업 정책 초석으로 

만들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왔다. 유럽 연합은 낮은 지원과 부적합성 때문에 낙오되고 있으며, 이 상황은 계획된 

CAP 개혁 때문에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1. 국가 통화 단위. 
 

2. 불변 유로, 유럽 연합에서는 농업 생산을 위한 국제 지원이 3% 감소했다. 
 

차트 1: 인구 일 인당 SGPA 비교: 유럽 연합, 미국, 브라질, 중국, 2005-2010, 국가 통화 

단위. 
 



차트 2: SGPA 비교: 유럽 연합, 미국, 브라질, 중국, 2005-2010, 십억 달러 단위. 
 

차트 3: 국가별 농업 생산 SGPA 비교, 유럽 연합, 미국, 브라질, 중국, 2005-2010, % 단위. 
 

모든 차트는 http://www.multivu.com/mnr/58650-momag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