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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UR 이후 실질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및 농가계층 간에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농가소득문제

가 대두되었다. 더욱이 쌀 협상 타결, FTA 체결 확대, DDA 농업협

상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 확대될 예정인데, 이 경우 농가소

득이 악화되고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동안 농가소득문제가 농정의 현안과제 으나 농가소득안정과 

경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소극적이고도 산발적으로 도입⋅시행되

어 농가소득안전망체계가 미처 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

황에 농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안전망체계를 확립하

고자 하는 이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안전망의 개념 정립, 농가소득의 변화실태 

분석, 기존 농가소득보전대책들에 대한 평가, 선진국들의 농가소득

보전대책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농가소득보전대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규모의 추정, 농가소득안전망체계 수립에 필요한 보완대책의 제

시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도 전략적인 농가소득안전망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 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 현지조사와 설문조사 및 자문 등을 통

하여 협조해 주신 농업인 및 농정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

리며,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농가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길 기대한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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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가소득보전대책은 품목별․기능별 개별정책 특징을 지닌 반면,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는 개별 정책프로그램들을 연계시킨 종합적 농

가지원대책의 성격을 지닌다. 

  농가소득의 정체나 불안정은 주로 농업소득의 감소나 불안정에 기

인하고 있으며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은 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다. 현재 농업노동의 고령화와 농촌 산업구조의 특징을 볼 때 농외

소득을 증대시킬 기회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농

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초래되는 농업소득 감소는 농가로 직접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보전대책의 확대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이 정체하는 이유는 교역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이지만 농

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은 경 비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경 비 중에서도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농업소

득을 안정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경 규모별로 보면 대농은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문제인 반면, 

세농은 낮은 농업소득과 불평등성 심화가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대규모 농가에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주는 농가소득보전대책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적절하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보완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로 과수부문은 2000년부터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가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한 부문이며, 축산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하

여 소득수준이 높으나, 불안정과 불평등 또한 높기 때문에 기능별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축산물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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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술수준 및 경 능력 차이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정망체계의 일차적인 정책대상은 최저생

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와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

들이다. 2002년의 경우 이들 농가들의 비중은 각각 12.7%와 28.0%

에 달하며, 이들 농가들에 대해서 각각 최저생계비 수준을 충당하거

나 일시적 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규모의 소득을 지지하기 위해

서는 약 7,087억원과 1조 361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최저생계

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나 일시적 경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

의 특징은 60대 이상의 고령농가들의 비율이 높고, 미작이나 채소농

가가 많으며 경 규모가 세한 농가들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적절

한 사회보장대책이 병행되거나 농가소득안전망체계에 이러한 경

조건을 지닌 농가들을 고려한 보완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의 농정개혁과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시사점은 첫째, 목표 중심의 정책을 통해 소득안전망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과 둘째, 품목별 대책에서 농가의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DDA 농업협상

이 국내농업보조 운용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허용보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블루박스 정책을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루박스 정책은 무역왜곡보조를 허용보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 고정면적

과 단수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생산효과가 크지 않아 유리하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생산증대 효과를 

가지며,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이라도 적으나마 생산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직접소득이전 규모가 커지면 생

산효과에 대하여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보전과 농가경 안정으로 배정

된 금액은 각각 2조 5,450억원과 4조 3,650억원이다. 이는 WTO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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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 향후 시장개방 시나리오와 국내 보조가능규모를 감안하고 농

가경제통계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소득보전대책 수립시 소요

재정규모를 고려할 경우,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는 총재정지원규모라기보다는 농가소

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전망체계 내의 여러 사업들이나 분야들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운 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

계하고 운 하는가 하는 것이다.

  농가소득안전망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방안은 개별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을 연계시켜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패키지화하는 연계방안이다. 둘째 방안은 EU

와 같이 농가를 중심으로 여러 소득보전대책들을 하나의 소득안전

망체계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성공여부는 여러 소득보전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 경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있는지 여부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

와 같은 모니터링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는 아직 이런 행정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행정체계 내에서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 체계를 전담하는 기구

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대책을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가등록제, 간이경 장부의 유지, 경

자문관의 운 , 농지이용과 소유에 관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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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ablishment of Farm Income Compensation 
Programs and Farm Safety Net

With a focus on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stabilization of farm management and farm household incom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ways to compensate for lower farm 
income and to establish the farm safety net under the growing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The farm safety net means the integrated farm income 
support policy whose goals are to support farms with the farm 
household incomes lower than the minimum level and to help 
farms get out of the financial woes.

There are two policy alternatives to design the farm safety 
net. First alternative is to establish the system linking several 
agricultural policies to compensate lower income earning farm 
households. Second one is to establish the single farm support 
program, which is similar to the single farm program of the EU 
(European Union).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farm safety net through the target-oriented farm policies, 
and the farm income compensation program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have made the single farm program get mature.

The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move from the agricultural subsidy, which distorts 
the agricultural trade, to the agricultural aid, which is allowed by 
the WTO system, and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the 
blue-box-type agricultural policies, which compensate for lower 
farm incomes. 

The basic directions to design the farm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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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program and the farm safety net are as follows:
1) the rules suggested by the WTO system should be observed;
2) the goals of farm policies should be fulfilled consistently;
3) target groups for the farm safety net should be properly 

selected;
4) the limitation of public finance should be considered; and
5) the farm income compensation programs should be imple- 

mented step by step.
In order to stabilize the farm safety net,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system composed of key elements, such as goals, 
supporting groups, supporting conditions and methods, substantial 
farm supports, time, and the monitoring & evaluation system.

Researchers: Yong-Taek Kim, Song-Su Lim, Joon-Kee Park, 
and Han-pil Moon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 songsu@krei.re.kr,
jkpark@krei.re.kr, hanpil@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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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UR 이후 실질 농가소득이 정체되면서 농가소득 문제가 농정의 주

요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농가소득의 절대수준 악화뿐만 아니라 

갈수록 도농간⋅농가계층간 농가소득의 불균형과 불안정성이 심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잘 들

어난다. 먼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호당 실질 농가소득은 11.5%

나 감소하 고, 최상위 20% 농가와 최하위 20% 농가 간 소득 격차

도 5.5배에서 7.1배로 확대되었으며, UR 타결 당시 비슷한 수준이었

던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이 2002년에 73% 수준까지 

하락하 다. 또한 농업소득의 불안정이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연결

되면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농가소득의 절대 수준, 불균형, 불안정성 측면에서 모

두 악화되어 온 농가소득 문제는 농가부채 문제로 귀결되었고, DDA 

농업협상과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될 경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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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

대될 경우 국제시장의 농산물 수급불균형이 곧바로 국내시장의 농

산물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농가소득의 악화와 불안

정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IMF 경제위기 이후, 농가소득문제가 심각한 농정현안과제

로 대두되었음에도 농정이 소극적⋅산발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소득

문제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UR 타결 이후 수매제도, 직접지불

제, 재해보험, 긴급재해지원, 기타 부채대책이나 송아지가격안정제 

등과 같은 농가소득보전성 대책들이 필요시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농가경 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지 못하

으며, 선진국에서 농정 전환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가소득보전대책

들이 농정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도입⋅시행되었다기보다 직접지불제

를 중심으로 기능별로 단기적⋅병렬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특히 거

의 매년 이루어지는 농가부채 대책은 악화되고 있는 농가소득문제

를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온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비농업부문을 중심으로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위한 재정지원

에 대하여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보완

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에게 농업부문은 항상 정치 논리로 재정지원

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세

소농을 유지시켜 농업구조조정이 저해된다든지, 농업인과 도시의 빈

곤 세 계층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킨다든지, 아직 농가

소득이나 경 관련 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통계수집과 운 체계가 

미흡하다든지, 농업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가계자금과 같은 소모성 

자금화 될 수 있다든지, 소득보전대책이 늘어나면서 농가들의 도덕

적 해이가 확산된다든지 등이 비농업부문에서 제기하는 대표적인 

반론들이다.

  현재 정책 당국은 본격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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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개발이 미흡한 상

태이다. 최근 119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개발, 농가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170여개 농림사업이 계

획되어 있지만,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

득안전망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도입단계인 직접지불제를 20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쌀 협상에 대한 국내대책의 일환으로 ‘쌀 농가 소

득안정대책’을 제시하 는데, 이는 목표가격으로 80kg 쌀 한가마당 

17만원 수준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 80%를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를 통해 보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논농업직

불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에만 혜택을 부여함으로

써 전체 농가소득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

고 있다. 이렇듯 개별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이 정책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산발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기존 대책들과 상충되거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

를 비추어 볼 때 전체 농정체계 하에서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

득안전망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제시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현안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농정체계에서 농가소득보전대책 또는 농가소득안정

대책들이 어떻게 운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농정프로그램에서도 농가소득보전적 프로그램

이 다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다른 정책(목표)프로그램과 혼재되

어 있어 정책목표별 프로그램과 재정지원규모 등이 불명확한 상태

이다. 또한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의 시행 상에 나타난 문제와 수요자

인 농업인들에 대한 의향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단순히 확대․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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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그동안 제안되었던 농가소득보전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소득안정계정 도입(서종혁 등 1996, 황

연수 1999, 오내원 등 2001), 목표소득직불제(이정환 등 2003), 수입

보험제(김태균 2001) 등을 농가소득안전망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

서 재검토하고, 품목별․경 체별 소득보전대책 또한 전체 안전상체

계 내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농가소득보전 또는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규모는 얼마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단순히 선거공약에서 

제시된 농가소득보전 규모가 그대로 재정지원규모로 적용되는 사례

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대상그룹을 확실히 선정한 후에, 이

들 대상그룹들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및 행정기반 조성 방안 

등을 잘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농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면서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

되었지만, 실제로 다양한 유형별(품목별⋅규모별⋅연령별⋅원천별) 

농가소득 실태분석과 원인 규명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 다. 즉, 농

가유형별 실태분석이 없이 평균 추세를 바탕으로 직접지불제를 비

롯한 다양한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성

격을 지닌 농가들을 효과적으로 소득보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수립할 시 농가소득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원인규명을 기초로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

득안정망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직접지불과 같은 소득보전대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농업협상에

서도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중심으로 농정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작

용하 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소득보전대책은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 경기변동 대응보조(counter cyclical payment), 고

정 직접지불제도(fixed direct payment) 등이 있으며, EU는 개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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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생산과 연계된 면적(또는 사육두수)기준 직접지불, 단일 직접

지불(single farm payment)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농업

소득안정(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CAIS)제도를, 일

본은 품목별 경 안정대책, 조건불리직불제 등을 도입하 다. 따라

서 이제 이들 선진 외국들의 관련 제도들이 우리나라 농가소득보전

대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맞게 도

입할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가 필요한 단계이다.

  농가소득보전과 농가소득안전망체계의 구축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경 의 지속성과 농가보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기

여하여 농가경제를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농업의 안정성장을 가능하

도록 한다. 즉 농가가 불확실한 경 환경으로 인하여 위험회피적 의

사결정을 자주 하게 되면 농가의 투자규모가 축소되고, 지나친 다각

경 을 유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국제협상이나 국내의 농정 전환이란 차원에

서, 미시적으로는 농가의 경 과 소득안정 차원에서 농가소득보전대

책을 마련하고 소득안전망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의 하나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시기에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목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대비하여 농가소득안전망의 개념을 정립하고,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와의 차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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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UR 이후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와 변동 요인 등을 분석하고 

시장개방 시나리오에 따라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지를 전

망한다.

  셋째,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계측하고, 직접지불제

를 비롯하여 그동안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여러 농가소

득보전대책을 평가하고, 아울러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농가소득

보전정책이 우리나라 농가소득보전대책이나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구축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한다.

  넷째, DDA 농업협상이 국내농업보조의 운 에 어떤 제약을 줄 것

인지를 정리하고, 여러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

한 재정규모를 추정해 보며,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체

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농가소득변동 실태 및 전망 관련 연구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는 다수가 

있으므로 주제별로 선행연구를 분류하여 검토하 다. 먼저 농가소득 

변화실태 및 전망 관련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종혁 등(1996)은 농림부의 농가경제통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품

목별 농업조수익의 변동을 분석하여 농가소득불안정 정도를 추정하

다. 또한, 오내원(2001; 2002)은 연도별 농가경제통계분석과 농가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농가단위의 농업소득 변화를 분석하고 품목

별 가격은 조수입의 변이계수 분석을 통하여 농가별 소득불안정 정

도와 소득불안정의 원인을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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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식과 문한필(2003)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하락하 는지를 파악하고, 연령별⋅소득원천별⋅규모별(표준

농규모)⋅부채규모별로 농가소득변동을 분석하 다. 이는 1998년부

터 2002년까지 5개년 농가경제통계 원자료(2,348호 농가)를 이용하

는데, 소득의 변동은 평균과 분산을 활용하고, 소득의 불평등은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8-02

년 동안 명목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는 23.9%에 이르는 

반면, 연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8.9%에 달했다. 또한 농

업소득변동이 농가소득변동보다 더 크고,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

수록 소득감소율이 더 크며, 경 규모가 크고 고령농가일수록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하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정환 등(2003)은 KREI-ASMO를 이용하여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로 전체 농가소득과 품목별의 농업소득을 전망하 다. 선진국으로 

적용될 경우, 2010까지 쌀 소득은 1.3~1.4조원, 고추 소득은 3,200~ 

4,500억원, 마늘 소득은 120~56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표소득 직불제를 도입하면, 개도국의 경우 품목별 소득보전액

(2010)은 쌀 5,720억원, 고추 995억원, 마늘 125억원, 사과 880억원 

등이며, 선진국의 경우는 쌀 3조 1,275억원, 고추 3,273억원, 마늘 

567억원, 사과 1,243억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김병률(2003)은 

KREI- COSMO 모형을 이용하여, DDA 협상 이후의 품목별 파급효

과를 계측하 으며, 품목별 생산액과 경 비를 추정하고 품목별(마

늘, 양파) 소득을 산출하 다. UR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놓고, 개도

국 지위 유지 여부, 관세감축률 수준, TRQ 증량 수준에 따라 추가적

으로 4개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DDA 협상의 파급효과를 분석하

다. 이밖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은 개도국 지위 유지여부와 

관세감축과 상한 설정 여부, TRQ 증량, SSG 적용 등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2013년도 쌀 소득을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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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가소득 악화와 불안정 관련 연구

  Luther Tweeten(1989)은 농가문제는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에 있다

고 지적하면서, 소득불안정의 원인으로 경기변동, 가격변동, 농산품

의 주기적 변동, 국내외 농업정책(수출입정책, 환경규제, 농산물가격

과 생산조정) 등을 제시하 다.

  오내원(2001)은 농가소득의 불안정 요인으로 농업경 요인(산업적 

위험, 농업정책과 관련제도의 변화, 일반거시경제의 변화), 시장개방

의 확대, 농업경 의 전문화⋅상업화⋅자본화 등을 지적했다.

3.3. 농가소득보전정책 평가 연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보전 대책으로는 

직불제와 작물보험을 들 수 있으며, 두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서 상당수 이루어졌다. 

  김명환 등(1994)은 부족분제도와 생산비 보조의 효과를 비교 분석

한 결과, 쌀의 경우 생산비 보조방식보다 부족분제도가 사회적 후생

을 증대시키므로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이정환 등(1995)은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직접지

불제를 실시하는 기본 방향과 예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우선 도입

할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지원정책을 제시하 다.

  서종혁 등(1996)은 노령농가 조기은퇴 지원, 소득안정화 지원 등

과 함께 쌀농가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을 검토하 고 쌀의 경우 수매

제도개편과 구조조정과 상충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연수(1999)는 소득안정정책으로 가격지지정책, 작물보험, 재해보

상제도 등을 제시하고, 우리 농업에는 품목별 소득안정정책보다 농가

소득안정계정과 같은 경 체 소득안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정환 등(2003)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의 하나로 최저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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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경 안정지원을 들고, 시장개방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쌀, 고추, 마늘, 사과 등의 주요 품목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하는 목

표소득 직불제 도입을 제안하 다.

  김명환 등(2003)은 쌀 시장의 개방 정도를 MMA와 관세상당치 수

준에 따라 3개 시나리오로 설정한 뒤 대안별(경 이양, 논농업, 소득

보전, 생산조정제)로 직불제의 효과를 계측하 다.

  김용택(2003)은 직불제를 평가하고 직불제는 이해당사간에 합의가 

미흡하고, 직불제 시행에 있어 방향성과 우선순위설정에 혼란, 지

역․품목간의 형평성 문제, 직불제간 정책목표의 상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동규 등(2004)은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직불제들을 평가하고, 

직불제 정비방안, 향후 도입되어야 할 직불제(생산중립 직불제, 메뉴

방식의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

역 직불 등)를 제시하 다.

  농작물보험과 관련해서 이중웅 등(1980; 1982)은 그 필요성을 논

의하고 수도작을 중심으로 농작물보험의 가능성을 모색하 다. 최경

환(1991; 2001), 정명채(1993; 1996) 또한 작물보험의 필요성을 역설

하면서 과수, 축산 등을 대상으로 작물보험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다른 작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 다. 

  주요 선진국의 소득보전대책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선진국들

의 소득보전대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선진국의 농정 

수단은 가격보조 → 부족불 지불 → 비연계 지불 또는 감축대상 보

조 → 블루박스 → 허용보조(그린박스)의 형태로 전환되어 왔으며, 

소득보조의 확충은 가격 및 생산보조의 감축에 대한 보상, 취약지역 

농가의 소득보전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비연계 지불은 EU 및 캐나다와 같은 농가(경 체) 단위의 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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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치와 미국 및 일본과 같은 품목별 소득보전 조치로 구분되며, 

농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조를 받는다’는 비판을 피하는 

방편으로 환경보호, 식품안전 등의 공공서비스를 보조의 상호준수

(cross compliance) 요건과 결부시키고 있다.

  블루박스 형태의 소득보조의 종류는 다양하고 이행에 따른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엄청난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WTO 체제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 하지만 완전

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4. 선행연구의 시사점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득보전대책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로 향후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초래되는 농업소득의 감소

를 보전하는 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지난 10년간(1차 시장개방) 농

가소득이 어떻게 변화했고 변화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입한 농가경  및 소득안정대책

들의 성과(또는 효과분석)에 대한 실증분석이 미흡하다. 반면, 미국

이나 EU 등은 소득보전대책들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보전대책(직불제 등)을 설계할 때는 

과거 소득보전대책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외 사례가 중점

적인 참고사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1차 시장개방시기(UR 이후 10년)에 가격지지정

책과 구조정책을 시행하면서 왜 농가소득 문제(농정 실패)가 야기되

었는지 그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넷째, 점차 기능별, 품목별로 다양한 직불제가 제안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향후 농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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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지도 모호한 상태이다.

  다섯째, 그동안 시행되었던 다양한 농가소득안정대책들에 대한 정

책수혜자(농업인)와 일선 정책시행 담당자들이 느끼는 시행상의 문

제와 보완책 등을 조사․검토하여 시정․반 하는 정책 모니터링 

과정이 부족하 다.

  여섯째, 향후 시장개방의 확대 및 선진국 농정경험 등을 돌아볼 

때, 소득보전대책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정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부족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 확립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야기되는 소득감소

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소득보전대책

들의 시행 경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소득보전대책

들을 검토․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구성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의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의 개념을 살펴보고, 농가소득안전망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

다. 제 3장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농가경제통계를 주

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의 수준(level), 분포(distribution), 불안정성

(variation) 등을 중심으로 농형태별, 규모별, 경 주연령별, 소득원

천별 농가소득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시장개방 시나리오 하의 농가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전망한 후에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 다. 



12

제 4장에서는 국내 농가소득보전대책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

으며, 농정담당자 및 정책수혜자의 의향조사 결과를 정리하 다. 

또한 외국의 주요 농가소득보전대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농가소

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여기에서는 먼저 WTO 농업협상과 국내농업보조 정책의 운  방향

을 살펴보고, 소득안전망 체계 수립시 요구되는 소요 재정규모를 추

정하 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를 설계하고, 행정운  및 농가소득 파악 체계의 확립 

방안을 제시하 다.

5. 연구 방법

  농가소득 실태분석은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를 주로 이용하 다. 

기초 자료의 경우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거나 농가경제통계

(1990-2002)의 주요 소득지표들을 실질화하여 제시하 으며, 1998년

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농가소득 변동은 각 연도별로 3,000여 농가

를 조사한 농가경제통계의 표본자료를 활용하 다. 특히 동일한 농

가의 소득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개년 동안 모두 조

사된 2,348 농가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분석하 다. 

  농가 유형별 실태는 원천별,1 품목별,2 농규모별,3 경 주 연령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실질농가소득의 수준은 변화수준 또

 1 농가소득의 원천으로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등이 있음.

 2 품목의 유형으로 미곡, 과수, 채소, 축산, 기타 등을 구분하 음.

 3 농규모는 표준 농규모로 전환한 것을 사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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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화율로, 농가소득의 불평등은 지니계수,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 등의 지표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은 변이계수

(표준편차/평균×100)를 활용하여 파악하 다. 나아가 엔트로피

(Generalized Entropy: GE) 지수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불평등 정도

를 소득원천별, 농가특성별로 요인 분해하 다. 

  시장개방이 확대된 후 예상되는 농가소득의 전망은 개방 시나리

오를 설정하여 KREI-ASMO 모형을 통해 전체 소득액과 품목별 소

득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기존 농가소득보전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문헌을 고찰하

으며, 농업관련 공무원 및 관련조직(농업기반공사, 농협, 농업기술센

터 등)의 실무자, 정책대상 농가들에 대한 의향 조사를 실시하 다. 

아울러 정책수단들의 효과분석은 비교정태분석을 사용하 다.

  또한, 선진국의 농가소득보전정책을 검토하여 도입 타당성이나 시

사점을 파악하 으며, 연구협의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전

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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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의 개념과 효과

1. 관련 개념 정립

1.1. 사회보장과 경제보장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의미는 어떠한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을 경제현상 

내지 경제문제로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사

회정책의 한 부문으로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이다. 또 법률학적인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이란 국

가의 책임으로 국민의 생활상의 각종 장해를 제거하여 인간다운 생

활환경의 형성과 국민의 생존 내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적인 법제도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의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면서 경제보장(Economic 

Security), 소득보장(Income Security) 등으로 압축하여 통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사회보장은 학문적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

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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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본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의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1942)라는 이른바 `비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선언하고 국민

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국민이 생활위험에 직면했을 경

우 일정한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보장을 사회보장이라고 정의하 다. 

즉, 비버리지(Beveridge)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

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 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

보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다. 이와 같은 비버리지의 사회보장 정

의는 소득보장에만 좁게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다.

  1945년 프랑스 사회보장계획의 중심인물이었던 라로끄(Pierre 

Laroque)는 사회보장을 “근로자 대중에 대한 생활수단의 지속적인 

보장이며 적어도 일정 수준의 최저생활 보장이다. 나아가서는 국민

적인 연대 책임 하에 전체 사회에 의한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

장이다“라고 보다 광의적으로 정의⋅해석하 다. 그는 또한 사회보

장의 대상은 전국민을 포괄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는 

사회보장에 있어 융합되고 통일되어야 하고, 완전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의료정책, 소득재분배정책 등의 3자가 통합되어 상

호 접한 연관성을 지닐 때 진정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

하 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84년 사회보장 입문(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에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질병․부상․출산․실업․노령․

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될 경

제적, 사회적 고난에 대처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마련해 

주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조처”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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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ILO는 사회보장을 소득의 일시적 중단 내지 구적 상

실에 대비하는 소득보장과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보

장 및 피부양 아동들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중요시함으로써 사

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모든 개인의 생활이 보장되고 또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1950년 일본 사회보장심의회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질병․부상․

분만․사망․노령․실업 기타 곤궁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의 방법 

또는 직접적인 공적 부담으로 경제적 보장의 길을 강구하고, 생활이 

빈곤한 자에 대하여는 사회부조에 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생활을 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규정하 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일본의 사회보장 경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협의의 사회복지, 공중위생 등의 4가지를 사회보장의 축

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보호조

처”라고 정의하고 있다.4

  지금까지 소개한 사회보장의 다양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보장을 통한 최저생활의 보장, 소득재분배 효과,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 경제보장(Economic 

Security)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보장은 음식, 의류, 주택, 의료, 

 4 1995년 새롭게 공포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

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

되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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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수품 등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확

신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행복감으로 정의되며 소득 유지와 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경제적 

불안정(Economic Insecurity)의 원인으로는 가계부양자의 조기사망, 

노령화, 건강약화, 실업,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 물가수준의 변화, 자

연재해, 이혼, 알콜중독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사회보장 내지는 경제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

는 준공공기관이 관리 운 하는 공적 대책과 민간기관이 관리․운

하는 사적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퇴직준비금, 사회수당 등이고, 후자는 상호부조협회, 고용주

책임제도,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인 공적 대책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

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먼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정형화된 

사회적 사고(노령․폐질․사망․상병․출산․실업․산업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

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는 국가가 자력으로 생계를 위할 수 없는 이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일종의 구빈제도로써 사회구성원이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이며 

재원은 조세로 조달하기 때문에 사회부조 또는 국가부조라고도 한

다.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보훈사

업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는 특정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부녀자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는 경제보장(Economic Security)을 주 내용

으로 하는데 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적 보장뿐만 아니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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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원호, 육성 및 갱생을 위한 비경제적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의 개념은 지나치게 소득보장과 최저수준의 관

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의 

개념 대신에 생활보장의 개념으로 대치되어야 하며, 최저의 개념 대

신에 평등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오늘날 

사회생활의 위험․사고․욕구는 비경제적인 교육․의료․주택․문

화 등의 결핍에서 상당 부분 초래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도 절대

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 즉 불평등에 의하여 무너지는 측면이 있

는 만큼 향후 사회보장의 개념은 ‘소득보장’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 ‘최저수준’에서 ‘최적수준’으로 확대․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사회안전망과 경제안전망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

간의 상호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실업, 재해 등으로 위험에 처한 국

민이 기초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장치로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의미한

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선 이하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

고, 이미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 기초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에서 벗

어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이다. 나아가 경제적 보장을 넘어 사회구

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통상적

으로 1차적 사회안전망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통상적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을 통해 실업이나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

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공적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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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안전망의 보완적 장치로서 긴급보호제도나 일시적 구호사

업을 3차 안전망으로 구분한다.5

  경제안전망(Economic Safety Net)은 사회구성원 전체나 일부(sub- 

group)에게 최소한의 소득이나 소비, 또는 임금수준 등을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경제안전망은 소득 손실, 신용 제한, 또는 자연 재

해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사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

이다. 특히 경제안전망을 구축하기 하기위해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

한의 수준(minimum standard of living)”이라는 개념설정이 선결되어

야 하며, 이는 빈곤선(poverty line)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다.

  경제안전망은 또한 소득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감소에 대한 구

성원들의 위험회피적인 선호를 내포하고 있는 정책수단이다. 소득안

전망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거는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불확실하고, 위험 회피적일 경우 소득안전망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대하게 된다는 이론(Harsanyi 1955; Vickrey 

1960; Rawls 1971)이나 미래 소득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소득안전망을 선호한다는 이론(Buchanan & Tullock, 

1962)들이 대표적인 관련이론들이다. 또 다른 관련 이론들로는 사람

들의 효용이 자신과 타인 소비에 의존한다면, 모든 구성원의 최소생

계수준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선호된다(Thurow 1971)는 것과 경제안

전망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개인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의 

감소이다(Haveman 1985)라는 이론들이다.

 5실업자에 대한 3차 안전망으로는 실업급여 비수급자 및 실업급여 소

진자 등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직업훈련, 실업자 대부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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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가소득안전망(Farm Income Safety Net)

  1980년대 말부터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농업부문에 안전망(Safety 

Net)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농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전통적인 농업정책수단들을 농가소득안전망 자체로 인식하 다. 즉 

농가소득안전망을 농민에 대한 경제보장의 일환으로 인식한 것이다. 

미국은 시장에 노출된 농가들의 시장적응과 경기 완충역할, 재해긴

급구조 차원으로 농가소득안전망과 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하 으며, 

2002년 농업기본법에서는 2002-2007년간 451억 달러 투입하여 농가

소득안전망(Farm Income safety net)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작물재해보험 또는 농가소득보장형 보험을, 

미국과 EU는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를, 일본은 도작(稻作)경 안정

제도 및 재해 지원융자제도를 도입하 다.

  WTO체제 하에서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출은 허용대상 보조(Geeen 

box)로 분류된다. WTO협정문에는 감축면제의 하나로 `소득보험이나 소

득안정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Annex 2; 7항).6

  이렇듯 농가소득안전망은 농가경 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새로

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농민의 위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원의 효

율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농가소득안전망은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

고 자의적인 보조(Subsidy) 확대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인 면이 포

 6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s(소득보험 및 소득

안전망 계획) : 대상자는 농업에서 얻는 소득 중 이전 3년 또는 이전 

5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익 또는 순소득 기

준으로 30%를 초과하여 손실을 입은 농가, 보상수준은 수혜년도의 생

산자 소득손실의 70% 미만이며, 생산자는 동일 년도에 총소득 손실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자연재해보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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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농가소득안전망이 필요한 이유는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단기에 

비탄력적이며, 날씨, 환율, 경기순환 등의 요인에 따라 농산물의 가

격과 농가소득이 크게 변동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소

득안전망이란 가격과 소득에 미치는 음(-)의 향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안전망을 통해 가격

이나 소득을 지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농가소득지지 

외에도 농가소득안전망은 농가경  불안의 완화 및 해소, 농가부채

의 심화 억제, 그리고 차입금의 증대에 대응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

의 효과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농가소득안전망과 농가소득보전대책과는 개념상 어

떤 차이가 있는가.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정립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

개발 결과들이 서로 모호해지므로 먼저 이들 두 정책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농가소득보전대책은 품목별로 특정 농산물의 소득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하거나, 기능별로 농업이 담당하는 다원적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 대책으로 정

의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보전대책은 직접지불제나 농업재해보

험 등과 같이 품목별⋅기능별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개별정

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은 농

산물가격, 수량, 면적, 수입의 조정을 통하여 시행된다. 이렇게 농가

소득보전대책은 품목별, 기능별 개별정책 특징을 지니고 있어 종종 

다른 개별정책목표와 상충되거나 정책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 않

을 때는 정책 운 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는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를 

원상⋅회복시키거나, 최저 농가소득지지선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는 

농가들의 소득을 지지해 주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며, 개별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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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정책프로그램을 

연계시킨 종합적 농가지원대책의 성격을 지닌다. 즉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란 개별 정책프로그램들을 연계시켜 종합적인 농업정책체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여러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을 통합하여 농가단위

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

산물 가격지지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득보전직불제 및 긴급재해

보상제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미국의 농가소득안정체계를 들 수 있

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재 캐나다에서 시행중인 농가소

득안정계정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는 종합적인 

정책프로그램이므로 농가경 안정과 위험관리에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농가경 과 농가소득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

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농가소

표 2-1.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 안전망 차이

농가소득보전대책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목표

▪ 특정 농산물의 소득감소분의

   일정 보전

▪ 다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추가비용 보전 

▪ 일시적 경 위기 농가의 

   원상 복귀

▪ 최저소득이하 농가의 소득 

   향상 

정책

수단

▪ 개별정책

  - 직접지불제

  - 농업수입보험

▪ 소득보전을 위한 농산물 가격,

   수량, 면적, 수입 등을 조정

▪ 개별정책과 제도의 연계체계

  - 통합적 정책(package)

▪ 농가당 지원 포함 

  - 농가소득안정계정 등

▪ 직접 소득 지원 포함

주요

특징

▪ 농가경 안정과 위험관리의 

   한계

  - 개별정책목표의 상충, 정책

    운 체계의 비효율성 개재

▪ 농가경 안정과 위험관리에 

   효과

▪ 농가당 최저소득 지지선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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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안전망체계는 종합적 정책패키지로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프로그

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 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지지하는 최

저소득 지지선을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안전망 체

계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최저농가소득지지선을 제시하고 일시적 

경 위기로 인하여 이 최저농가소득지지선 이하로 떨어진 농가를 

정책적으로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이 소득지지선 이하에

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농가를 정책을 통하여 최저소득지지선 이상

의 소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농가소득보전대책

과 농가소득안전망의 개념 차이를 요약한 것이 <표 2-1>이다. 

2.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

2.1. 부분균형에 의한 효과분석 

  농가소득안전망을 통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농산물 

수요의 감소로부터 농가(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막는 

것이다. 이를 편의상 제1단계 효과로 분류한다<그림 2-1>.

  <그림 2-1>은 어떤 변화 요인에 따라 수요곡선이 D0에서 D1로 감

소했다고 가정한 것이다. 소득안전망이 없는 경우 시장 균형점은 초

기의 A에서 B로 이동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 가격수준이 Ps인 소득

안전망이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생산자는 균형점인 qb보다 높은 qs1

을 생산하고 시장 균형가격인 Pb보다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곧 생산자의 수입 규모는 □0PbBqb에서 □0PsCqs1로 늘어난다. 

이때에 소비자 가격은 당초의 시장 균형가격인 Pb보다 낮은 Pm1로 

낮아져 소비자의 후생은 □PbBxPm1만큼 순증하게 된다. 한편 소득안

전망 정책에 소요되는 정부의 지출은 □PsCxPm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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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반적인 농가소득안전망의 1단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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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가소득안전망의 2단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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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안전망의 제2단계 효과는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소득안전망 조치의 도입에 따라 가격하락의 위험이 어느 정도 

제거된 경우 농가의 생산수준이 늘어남으로써 나타나는 공급 증대

를 말한다.

  농가소득안전망 조치로 농가 수취가격이 Ps로 보장되면 생산자

는 공급을 늘리는 반응을 나타내므로 공급곡선이 S0에서 S1로 이동

하게 된다. 이때 농산물 가격은 Ps로 같지만 생산량이 qs2로 늘어남

으로써 생산자의 수입은 □0PsDqs2로 더욱 커지게 된다. 공급이 늘

면 소비자 가격은 Pm1에서 Pm2로 더욱 하락함으로써 후생 증대가 

나타난다. 반면에 정부의 지출은 생산량 증대와 가격하락으로 인해 

□PsDyPm2로 확대된다.

  농가소득안전망 조치에 따른 1단계 효과와 2단계 효과를 종합적

으로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부분균형 분석에 따르면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이 도입되면 농산물 가격지지효과가 나타나고, 이와 연

계된 가격하락 위험의 제거는 농가의 생산 의사결정에 향을 미쳐 

추가적인 생산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농산물 가격이나, 농업생

산과 관련된 농가의 의사결정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농가소득안

전망 수단도 있는데, 이는 보통 가격 및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

접 지불의 형태를 지닌다.

표 2-2.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종합)

구   분 초기 균형점 A 균형점 B 제1단계 제2단계

생산량 qa qb qs1 qs2
생산자 가격 pa pb ps ps
소비자 가격 pa pb pm1 pm2
농가 수입 □0paAqa □0pbBqb □0psCqs1 □0psDqs2
정부 지출 0 0 □pm1psCx □pm2psDy

주 1) <그림 1>과 <그림 2>에 근거함.

2) 초기 균형과 균형점 B는 안전망이 작동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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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량모형에 의한 효과분석 

  농가소득안전망 체계가 주는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주된 목적은 소득안전망 정책이 가격 

또는 생산에 어느 정도로 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안전망 정책이 1998-2000년의 생산에 미친 향

은 <표 2-3>에서와 같이 모두 1~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효과가 가장 낮은 조치는 WTO 규범상 허용보조(green box)에 속하

는 AMTA 지불인 반면에 생산 효과가 큰 것은 일부 보험 보조로 나

타났다. 가격보조에 속하는 융자제도의 생산 효과도 직접 지불의 경

우보다 높게 산출됐다. 이와 같은 생산량 확대는 비탄력적인 수요곡

선 아래 총수입을 30~150억 달러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됐고, 특히 

융자제도 아래 보조의 경우 그 1/3 수준이 감소하는 수입에 의해 상

쇄된 것으로 제시됐다(Orden 2001).

표 2-3.  미국의 안전망 정책이 생산에 미친 효과, 1998-2000년 기준

안전망 정책 계측된 생산 효과(%)

비연계 직접지불(AMTA) 0.15∼0.25

작물 및 총수입 보험 보조 0.28∼4.10

융자제도(loan rate) 0.68∼1.38

합       계 1.11∼5.73

농가의 수입 손실*

(억 달러)

단기 49.3∼254.6

중기 14.2∼73.8

장기 0.0∼0.0

주:농가의 수입 손실은 {추가 생산량*(1+1/E)*총 농업 판매액 평균}으로 산출

되며, E는 총 조정 탄성치(수요 탄성치와 공급 탄성치의 합)를 나타냄

(Tweeten 2002).

자료: Westcott and Young(2000), Orde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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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2001)는 정책분석모형(PEM)을 근거로 보조 정책별 정책효

과를 계측했는데,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조정책의 생산 및 무역효

과와 소득이전 효율 사이에는 역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보조

에 의한 생산 및 무역 효과가 크면 보조에 의한 소득이전 효율은 작

다는 것이다.

  <표 2-4>는 생산과 무역 및 세계 시장가격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정책은 투입재 보조인 반면에 향이 가장 작은 것은 과거 기준

에 근거한 직접 지불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OECD의 PEM 모형을 통해 정책별 보조수준이 5% 증가할 때 납

세자와 소비자의 추가비용 1달러가 분배되는 결과를 추정하면 <표 

2-5>와 같다. 곧 면적 기준 직접지불과 과거 기준 직접지불의 경제

손실(deadweight loss)은 각각 -0.09달러와 -0.03달러로 낮게 산출됐

다. 반면에 투입재 보조의 경우 경제손실이 -0.36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면적 및 과거기준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이전 효율이

표 2-4.  보조 정책의 효과 순위

순위

( 향 정도)
생산 효과 무역 효과 세계가격 효과 전이 비효율

높음 투입재 보조 투입재 보조 투입재 보조 투입재 보조

중간
산출물 보조 가격 보조 가격 보조 가격 보조

가격 보조 산출물 보조 산출물 보조 산출물 보조

낮음
면적기준 보조 면적기준 보조 면적기준 보조 면적기준 보조

과거기준 보조 과거기준 보조 과거기준 보조 과거기준 보조

주 1) OECD의 PEM 모형에 따른 계측 결과이며, 대상국은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스위스, 미국이며, 대상 품목은 , 잡곡, 유지종자, 쌀 등으로 6

개국의 생산자 보조 측정치(PSE)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 것임. 

2) 면적기준 직접지불은 주로 EU가 사용하는 블루박스(blue box) 조치로써 

생산을 전제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생산요건이 없는 과거기준 직접지

불과 구별됨.

자료: OECD(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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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결과이다.

  이 연구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면적 및 과거기준 직접지

불에 의한 혜택 대부분이 농가가 소유한 토지에 집적된다는 사실이

다. 왜냐하면 면적 및 과거기준 직접 지불에 의한 이른바 자본화

(capitalization) 정도는 각각 0.86달러와 0.95달러로 높게 계측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 지불이 높은 임차료의 형태로 귀결됨을 뜻한다. 

보조 정책의 자본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OECD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예를 들면, Adams et al.(2001)과 Fargher(2002)는 보조가 고정자

본인 농지에 자본화됨으로써 부재지주의 몫이 상승한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Roberts et al.(2003)은 미국의 경우 직접지불 1달러가 농지 

임차료를 34~41센트 증가시킨다는 계측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Ryan et al.(2001)은 미국의 직접지불(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FC) 대부분이 임차료 상승 과정을 통해 임차농에서 지주로 전이된

다는 결과를 제시했다.7 이런 실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생산과 분

리된 직접지불이라고 보조가 고정자본(농지)에 연계되어 부재지주의 

몫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5.  보조 정책의 경제효과 분포

정책

납세자와 소비자 총비용의 추가 1달러에 대한 이익과 손실

납세자 소비자
농가 투입재 

공급자

경제손실

(DWL)소유토지 기타

가격 보조 -0.28 -0.72 0.34 0.16 0.23 -0.27

투입재 보조 -1.17 0.17 0.24 0.09 0.31 -0.36

산출물 보조 -1.12 0.12 0.45 0.15 0.18 -0.21

면적기준 직불 -1.02 0.02 0.86 0.02 0.02 -0.09

과거기준 직불 -1.01 0.01 0.95 0.01 0.01 -0.03

자료: OECD(2001).

 7미국에서 임차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에 이르기 때문에 임차농이

나 새롭게 농지를 구입한 농가의 경우 정책보조의 절반 정도를 상승

하는 임차료나 농지가격으로 인해 상실하고 있다(Tweet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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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가소득변화의 실태와 전망

  제 3장에서는 지난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농가소득이 어떻

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농가소득이 변한 원인을 규명한 후

에 쌀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면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전망해 본다. 이미 제 1장 선행연

구의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직접지불제를 비롯하여 농

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면서 많은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하지 못하 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소득변화의 실태와 농

가소득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의 규명 및 향후 농가소득의 전망을 실

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농가소득변화의 실태

1.1. 분석 자료

  농가소득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의 농가경제통계 표본자료를 활용하 다. 농가경제통계는 매 5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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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본이 바뀌는데 최근의 표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40

호의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농가 성격과 통계자료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5년간으

로 한정하 다. 특히, 농가 성격과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5년 동안에 표본에서 누락되었거나 교체된 농가들을 

제외시키고 동일한 표본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 2,348 농가들에 대한 

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를 구축⋅분석하 다. 

  이들 농가경제통계의 표본농가 자료에서 조사된 주요 변수와 항

목들로는 농가의 인구학적 변수(경 주 연령, 가구원수), 농가의 수

입 및 지출변수(농가소득, 경 비, 가계비 등), 농가의 경 실태변수

( 농형태, 경지규모, 자산, 부채, 전․겸업 여부 등) 등이 있으며, 농

가소득의 변화 실태를 보다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농가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 다. 제3장에서 적용한 농가의 유형은 경 주의 연

령별, 소득의 원천별(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품목별(미곡, 과

수, 채소, 축산, 기타), 농규모별(표준 농규모)8 등이다. 그리고 농

가소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을 100으로 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 다. 

  이들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들의 특징을 유형별로 구분한 것이 

<표 3-1>이다. 1998년도에 표본농가 수는 3,012호이었지만 일부 농

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어 2002년도에 표본농가 수는 3,080호이었

다. 표본농가의 특징을 유형별로 본다면, 품목별로는 미작농가가 절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채소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기타농가의 순이었다. 미작농가와 채소 농가가 

전체 농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갈수록 60대의 

 8농업용 고정자산을 경작면적으로 환산한 것임. 자세한 것은 (황의식,

문한필 2003) 연구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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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2년에는 60대 이상이 47% 가량을 차지

하 으며, 50대까지를 포함하면 50대 이상이 전체의 74% 가량을 차

지하 다. 농규모별로 보면, 1ha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2ha 미만을 볼 때는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갈수록 3ha 이상의 농가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2. 농가소득 변화실태의 분석 방법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1) 농가소득의 절대수준(level)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2) 농

표 3-1.  농가경제통계(1998-2002) 표본자료의 성격
단위: 호, %

1998 1999 2000 2001 2002

표본농가 3,012 3,033 3,029 3,042 3,080

미작농가 1,609 (53.4) 1,632 (53.9) 1,646 (54.4) 1,686 (55.5) 1,596 (51.8)

채소농가 618 (20.5) 621 (20.5) 565 (18.7) 578 (19.0) 600 (19.5)

과수농가 337 (11.2) 352 (11.6) 354 (11.7) 345 (11.4) 374 (12.1)

축산농가 182 (6.0) 174 (5.8) 197 (6.5) 164 (5.4) 256 (8.3)

기타농가 266 (8.8) 247 (8.2) 264 (8.7) 266 (8.8) 254 (8.3)

30대 이하 223 (7.4) 272 (9.0) 248 (8.2) 215 (7.1) 186 (6.0)

40대 655 (21.8) 655 (21.7) 616 (20.4) 609 (20.0) 616 (20.0)

50대 899 (29.9) 898 (29.7) 908 (30.0) 854 (28.1) 820 (26.6)

60대 이상 1,235 (41.0) 1,201 (39.7) 1,254 (41.4) 1,361 (44.8) 1,458 (47.3)

1ha 미만 1,108 (36.8) 1,089 (36.0) 1,073 (35.5) 1,110 (36.5) 1,123 (36.5)

1∼2ha 1,049 (34.8) 1,036 (34.2) 1,020 (33.7) 986 (32.4) 1,001 (32.5)

2∼3ha 485 (16.1) 501 (16.6) 502 (16.6) 496 (16.3) 479 (15.6)

3∼5ha 295 (9.8) 314 (10.4) 326 (10.8) 334 (11.0) 355 (11.5)

5ha 이상 75 (2.5) 86 (2.8) 105 (3.5) 113 (3.7) 122 (4.0)

자료:농가경제조사통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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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득의 변동 폭(variation)은 어느 정도 바뀌는지, (3) 농가계층간 

농가소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distribution)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우선, 농가소득(실질)의 절대수준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는 농

가소득의 변화수준 또는 변화율로 파악할 수 있으며, 농가소득의 불

안정성은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 × 100)로 파악할 수 있으며, 농가

소득의 불평등은 Gini 계수,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 

등의 지표로 파악할 수 있다9. 한편, 농가소득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기 위하여 변화 정도를 요인 분해하 는

데, 소득원천별로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등으로 요인 분해

하 으며, 농가 특성별로는 경 주의 연령별 분해 혹은 학력집단별 

요인분해 등으로 요인분해 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확

립방안이므로 이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우선 품목별로 외부여건에 

따라 경 위기를 겪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농가입장에서 

최저소득 수준 이하의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여기서 관련 선행연구들이 없는 관계로 농가의 최저소득수준

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2004.3.5)에 의거 작성된 가구별 최

저생계비 수준을 농가단위에서도 얻어야 하는 최저소득수준이라고 

가정하 다. <표 3-2>의 도시가구별 최저생계비 수준은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15,000가구) 및 저소득가구(1,500가구)를 대상으로 일

반가구 및 저소득가구의 소득, 재산, 지출상태를 조사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때 표준 가구를 4인 가구(부 36세, 모 33세, 자녀 7세 5세

로 구성)로 정하고 가구 균등화 지수를 도출하여 최저 생계비 수준을 

도출한다. 2002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3인 가구의 최저생계

 9이들 지표에 대한 정의와 자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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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786,827원이었다. 이때 가구 인원을 3인 기준으로 택한 것은 

2002년도에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가 거의 3인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가가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가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국제

규범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가지원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

선 WTO 규정 부속서 2조 7항에 의하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

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3개년 평균 총수익 또는 순소득의 30%를 초

과하여 손실을 입은 농가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오내원(2001) 연구

에 의하면 농업소득의 변동을 30% 이내에서 안정시키면 농가들이 

가계비 지출을 충족시키는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 다.10 따라

서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는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소득

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농가로 정의하 다.

표 3-2.  연도별⋅가구별 최저생계비(월) 수준
단위: 원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률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3.0%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3.5%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3.5%

자료:보건복지부, 각 연도.

10 이 연구 결과는 1993년부터 1997년의 5년간 농가경제통계 표본 농가

를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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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가소득변화의 실태분석

  농가소득의 변화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의 

분포가 어떤 형태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농가소득

의 분포가 어떤 형태를 지니는지를 이해하면 농가소득의 평균값이

나 아니면 최저생계비 수준이나 가계비지출 수준 등이 전체 분포에

서 어떤 위치를 지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들의 1998년과 

2002년도 농가소득분포를 압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들을 

보면 1998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분포들이 보이고 있는 특징으로는 첫째, 대체로 종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

로 표본수가 일정 수를 넘어서면 정규분포 형태를 갖는다는 것과 같

은 것이다. 둘째, 농가소득의 중간 값이 평균값보다 왼쪽에 위치하

고 있어 농가소득 분포가 좌우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치우

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형태는 일부 고소득 농가들로 인하여 평

균값이 전체 표본농가들의 평균값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평균값보다는 오히려 중간 값이 전체 표본농가들의 대표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의 경우 현재 농가소득으

로 제시되고 있는 값 2,431만원(평균 값)보다는 적은 2천 15만원이 

표본 농가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대표하는 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1998년도와 2002년도의 저소득 농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의 농가소득을 얻은 농가의 비중은 각각 15.3%와 

15.7%이며, 가계비지출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 비중은 각각 46.1와 

44.4%에 달한다.11

11 저소득 농가비율은 5년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부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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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표본농가의 농가소득 분포도, 1998
단위: 만원

그림 3-2.  표본농가의 농가소득 분포도, 2002
단위: 만원

소득
(백만원)

가계비지출
1,827

중간값
2,015

최저생계비
941

평균
2,431

도수(호) 단위: 만원

가계비지출
1,653

중간값
1,765

최저생계비
883

평균
2,053

소득
(백만원)

도수(호)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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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표본농가의 농업소득 분포도, 1998
단위: 만원

그림 3-4.  표본농가의 농업소득 분포도, 2002
단위: 만원

소득
(백만원)

중간값
715

평균
958

도수(호)

평균
30%
370

소득
(백만원)

중간값
702

평균
1,113

도수(호)

평균
30%
348

단위: 만원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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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과 <그림 3-4>는 표본농가의 농업소득 분포를 나타내

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농가소득의 분포보다는 더 왼쪽으로 치우

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농업소득의 경우, 농가소득의 경우보다 

더 평균값이 표본농가들의 대표 값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1998년과 2002년에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

(당해연도의 농업소득이 지난 5개년 평균농업소득의 30% 이하로 떨

어진 농가)의 비중은 각각 30%와 28%에 달하 다.

  이처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분포도를 통하여 농업소득과 농가

소득의 평균값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

한 농가들의 경우 빈곤계층에 속하는 비중과 일시적으로나 자주 경

위기를 겪는 농가들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1.3.1. 농가소득의 절대수준(Level) 변화

  1990년대 중반 이후 명목 농가소득은 약간 증가하 으나, 실질 농

가소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995년 이후에 실질 농업소득의 연평균 감소율은 0.8%인 반면, 

표 3-3.  농가경제 주요지표의 변화 추이
단위: 지수(1995=100)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가부채 가계비

1995 100.0 100.0 100.0 100.0

1996 102.8  99.6 123.3 110.9

1997 100.5  90.9 132.5 107.6

1998  83.5  76.0 164.8  98.8

1999  92.8  91.5 183.4 105.0

2000  97.0  95.4 202.1 111.6

2001  98.1  96.3 198.9 111.7

2002  98.7  94.7 191.0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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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농가소득의 연평균 감소율은 0.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농

가소득의 52∼53%를 차지하는 농외소득은 연평균 2.2%씩 증가하여 

농외소득의 증가율로 인하여 농가소득의 감소율이 농업소득의 감소

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의 지출 측면을 살펴보면 

농가의 가계비 지출은 연평균 0.9%씩 증가하는 반면, 농가부채는 매

년 9.2%씩 증가하 다. 이런 추세를 볼 때, 갈수록 농가소득으로 농

가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경 규모별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ha 미만의 세농과 5ha를 초과하는 대농 간에 

농업소득은 10배 이상의 차이이지만, 농가소득은 단지 2.3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1ha 미만 농가와 5ha 초과하는 농가간의 농

업소득 비율은 1998년 789.6에서 2002년 1007.6으로 크게 높아졌지

만 이들 농가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8년 238.8에서 2002년 225.4

로 약간 떨어진 정도이다. 이는 2002년의 경우는 1998년에 비하여 

세농과 대농 간에 농가소득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농업소

득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3-4.  경 규모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추이

1ha 미만 1∼2ha 2∼3ha 3∼5ha 5ha 초과

농가소득

1998 100.0 120.6 146.6 176.8  238.8

1999 100.0 117.1 153.0 194.5  231.9

2000 100.0 119.6 150.9 186.5  202.8

2001 100.0 118.4 144.7 178.9  237.0

2002 100.0 121.8 145.1 184.6  225.4

농업소득

1998 100.0 263.5 445.6 595.3  789.6

1999 100.0 259.0 464.3 665.1  837.6

2000 100.0 305.2 473.9 715.8  784.1

2001 100.0 285.2 444.4 676.9  971.7

2002 100.0 316.4 532.1 768.2 1007.6

주:표에 나와 있는 소득 수치는 1ha 미만을 100으로 한 지수임.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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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표 3-4>에 따르면 세농의 주요 소득원은 농외소득인 반

면, 2ha 이상 농가의 주 소득원은 농업소득이며, 1ha 미만의 세농

과 5ha 초과의 대농 간에 농가소득의 차이를 완화시켜 준 것은 농외

소득과 이전소득이었다.

표 3-5.  경 주 연령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화 추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농가소득

1998 100.0 103.0 115.7 81.3

1999 107.7 104.9 108.6 78.9

2000 104.0 105.6 111.7 78.7

2001 110.0 105.2 108.4 76.3

2002 100.9 111.0 113.7 74.4

농업소득

1998  93.8 115.4 116.3 74.5

1999 107.8 116.9 103.4 72.0

2000 111.5 113.7 103.5 71.2

2001 112.5 114.6 105.0 67.9

2002  88.0 131.8 113.7 66.5

주:각 연도별 평균농가소득 및 평균농업소득 = 100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표 3-6.  농형태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화 추이

미 곡 채 소 과 수 축 산 기 타

농가소득

1998 100.0 100.0 100.0 100.0 100.0

1999 107.8 100.8 101.3 131.4 108.4

2000 108.5 105.1  99.5 138.4 103.9

2001 112.0 107.4  98.0 132.6 100.8

2002 106.6 113.3 102.9 136.7 112.8

농업소득

1998 100.0 100.0 100.0 100.0 100.0

1999 115.0  99.1 104.6 153.5 111.8

2000 118.1 106.3  94.5 158.3  98.3

2001 121.8 106.0  88.7 140.2  86.0

2002 105.4 105.4  92.6 157.7 102.1

자료: 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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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농가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5>와 같이 갈수록 60

대 이상의 연령계층은 농가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농업소득이 낮아지는 연령계층은 30대와 60대이었다.

  농형태별로 농가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농업소득이나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농형태는 축산이었

으며, 다음으로는 채소농가이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저하되

는 농가는 과수농가들이었다. 과수를 제외한 다른 농형태에서 농

업소득(명목)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 으나, 과수는 2000년부터 

최근 3년간 농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

의 비중은 <표 3-7>과 같이 산출되었다. 즉 매년 최저생계비도 충당

하지 못하는 농가는 전체 표본농가의 12.1%에서부터 14.3%까지 이

표 3-7.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농가의 비중, 1998-02
단위: 호, %

1998 1999 2000 2001 2002

농가수
(비중)

324
(13.8)

305
(13.0)

285
(12.1)

298
(12.7)

335
(14.3)

표 3-8.  5년간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 횟수
단위: 호, %

횟수 농가수 비중 누적비중 비고

없음 1,571 66.9 66.9

1년 371 15.8 82.7

2년 189 8.1 90.8

3년 113 4.8 95.6 빈곤계층(9.2)

4년 61 2.6 98.2

5년 43 1.8 100.0 최빈곤 계층

계 2,348 100.0

주: 5년간 표본의 교체 없이 지속된 농가(2,348호)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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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매년 최저생계비 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를 사회보

장의 대상이 되는 농가로 본다면, 사회보장대상이 되는 농가들의 비

중은 대략 전체 농가의 13%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3-8>에서와 같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3년 

이상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 농가의 비중은 9.2% 이었

으며, 5년간 계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농가소득을 얻는 농가의 

비중도 1.8%나 되었다. 

  매년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갈수록 미작과 채소 재배농가의 비중이, 표준 농규모로

는 1ha 미만 농가의 비중이, 연령대로는 60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

다<부표 2-1~2-5>. 1998년에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들

에서 미작과 채소농가의 비중이 각각 52.5%, 19.8%이었으나 2002년

에는 각각 55.2%, 21.2%로 늘어났으며, 1ha 미만 농가의 비중은 

1998년에 56.2%에서 2002년에 62.4%로 늘어났다. 그리고 60대 이상 

농가의 비중도 1998년에 55.6%에서 2002년에 71.0%로 크게 늘어났다.

1.3.2. 농가소득의 변동(Variability)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부터 농외소득이나 이

전소득은 안정성이 높아진 반면, 농업소득은 불안정성이 더욱 심해

졌다. 결국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농업소득의 불

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표 3-9.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원천별) 추이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1998
1999
2000
2001
2002

75.7 
73.3 
70.5 
76.4 
80.7 

113.5 
116.4
110.4 
136.1 
143.2 

131.6 
133.4 
132.9 
129.3 
129.6 

189.7
168.4
161.9
143.6
150.3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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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을 원천별로 살펴보면, 경 비 중에서 재료

비, 노무비, 농업용 이자 항목의 불안정이 높았다<표 3-10>.

  유형별로 농업소득이나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살펴보면 첫째,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는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

되었으며 농업소득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반면, 50대는 불

안정이 완화되고 있다.

표 3-10.  농업소득 원천별 불안정도 추이

농업

소득

농업

조수입

경    비

재료비 노무비 임차료 이자액 기타경비

1998

1999

2000

2001

2002

113.5 

116.5 

110.4 

136.1

143.2 

106.1

112.6

105.7

123.6

116.7

235.3

256.5

250.9

256.3

276.3

223.8

256.8

249.5

261.5

251.0

160.9

150.8

154.7

156.1

158.2

239.2

251.3

267.7

236.0

259.6

159.0

157.5

148.1

150.1

155.1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표 3-11.  연령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불안정성 추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농가소득

1998  67.8  61.2  82.3  70.8

1999  72.9  64.6  66.7  81.6

2000  80.4  61.9  64.1  73.7

2001 120.8  65.0  64.6  70.8

2002 103.6  73.4  74.0  76.2

농업소득

1998 119.8 109.6 111.0 103.0

1999 132.5 107.4 107.4 116.9

2000 130.9 103.8 106.1  97.2

2001 247.4 122.8 105.8  97.2

2002 237.2 129.9 131.1 118.1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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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농규모별로 보면, 1ha 미만 농가와 5ha를 초과하는 농가의 

농가소득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 규모에 상관없이 갈수

록 불안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소득의 경우, 

1ha 미만 농가의 농업소득이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표 3-12>.

  셋째, 농형태별로 보면 축산부문에 있어 농업소득이나 농가소득

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기타(화훼, 특작)작목의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3-13>. 

  한편, 이미 앞에서 정의했듯이 일시적으로 농업경 위기를 겪는 

농가를 당해연도의 농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하로 

떨어지는 농가로 정한다면 일시적으로 농업경 의 위기를 겪었던 

농가의 비중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전체 표본농가의 

21.5%부터 30.0%까지 이르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농업경 위기를 겪는 농가는 대략 전체 농가의 24%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3-15>에서와 같이 1998년 이후 5년간 중 농업소

표 3-12.  농규모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불안정성 추이

1ha 미만 1∼2ha 2∼3ha 3∼5ha 5ha 초과

농가소득

1998  77.8  77.8 60.6 63.6  51.5

1999  78.2  67.2 55.1 58.0  73.8

2000  77.1  63.1 58.8 55.5  70.4

2001  75.7  60.0 60.9 56.1 103.9

2002  82.3  72.2 61.8 68.1  91.6

농업소득

1998 136.5  75.0 79.1 77.6  61.3

1999 138.5  77.2 65.2 80.1  74.7

2000 158.1  80.3 62.8 68.0  72.7

2001 133.2  78.3 77.8 71.0 134.1

2002 149.1 101.5 89.4 91.3 117.5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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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농형태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불안정성 추이

미곡 채소 과수 축산 기타

농가소득

1998  74.9  73.2  67.6  78.8  88.6

1999  69.9  66.7  67.7  90.7  85.0

2000  68.1  63.5  68.9  82.3  76.1

2001  66.9  67.6  69.2 134.3  85.4

2002  69.8  72.6  76.9 116.2  86.1

농업소득

1998  97.2  96.8  93.4 152.3 137.6

1999 100.6 108.3  91.2 146.9 132.0

2000  92.8 102.1 105.7 139.4 116.1

2001 103.4 109.0 122.4 266.4 140.3

2002 112.3 118.8 130.0 196.1 133.0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표 3-14.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5년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농가
단위: 호, %

1998 1999 2000 2001 2002

농가수

(비중)

705

(30.0)

505

(21.5)

456

(19.4)

469

(20.0)

657

(28.0)

표 3-15.  농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횟수
단위: 호, %

횟수 농가수 비중 누적비중 비고

1 962  41.0  41.0

2 616  26.2  67.2

3 193   8.2  75.4 가장 불안정농가

0 577  24.6 100.0

합계 2,3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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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하로 떨어지는 회수가 1회 이

상 되는 농가의 비중은 75.4%이었으며, 단 한해만 30% 이하로 떨어

지는 농가는 41.0%이었고, 3년 이상을 30% 이하로 떨어지는 농가의 

비중도 8.2%나 되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농업경 위기를 겪는 농가들의 특징은 미작과 

채소 재배농가의 비중이, 표준 농규모로는 2ha 이하 농가의 비중

이, 연령대로는 60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부표 Ⅱ-6~10>. 1998

년과 2002년 사이에 경 위기를 겪는 농가 중에 미작과 채소농가의 

비중은 1998년에 각각 55.2%, 19.0%에서 2002년에 각각 51.6%, 

19.8%로 변하 으며 1ha 미만의 농가의 비중은 19998년에 36.9%에

서 2002년에 43.4%로 늘어났고 60대 이상 농가의 비중도 1998년에 

30.4%에서 2002년에 50.4%로 크게 늘어났다.

1.3.3. 농가소득의 분포(Distribution)

  시간이 지날수록 비농업부문과 농업부문간 뿐만 아니라 농업 내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비농업부

문과 농업부문의 소득 격차를 살펴보면, 도농간의 소득비율은

1994년에 99.5%이었던 것이 1998년에 80.1%로 떨어졌으며 2002년에

는 73.0%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농업내의 계층간의 소득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내부에 상위 20% 대비 하위 20%의 소

득 비율은 1998년에 13.8%이었던 것이 2002년에 11.2%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 5년간 하위 20% 농가는 소득이 연평균 1.7% 감소한 반

면, 그 외 농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6>.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엔트로피 계수

를 비교해 보더라도 비농업부문과 농업부문, 농업내부에서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로 농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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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평등도를 계측해 보면 1998년 0.4793이었던 것이 2002년에 

0.5332로 높아졌으며, 엔트로피 지수로 농업소득의 불평등 도를 산출

한 것을 보더라도 1998년에 0.4956이었던 것이 2002년에 0.6122로 높

아져 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농가 간에 농업소득

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 간에 농가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농가소득의 불평등도가 더 악화되는 원인은 농업소득의 불평

등이 심해지는데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해해 보면 2002년의 경우 농업소득이 가장 높게 향을 미치고 있었

으며, 다음으로 사업외소득, 이전수입, 겸업소득 순서이다. 이전수입

의 상대적 기여도가 낮아진 이유는 직접지불 등 공적보조가 확대되

면서 농가 간 이전수입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업소득이나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농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

펴보면, 첫째 연령별로 볼 때, 30대는 2001년부터 농업소득의 불평

등이 심화되어 농가소득의 불평등이 크게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규모별로 볼 때 1ha 미만 농가의 농가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볼 때는 축산과 기타(화훼와 특작) 등의 

농가들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소득계층별 농가소득현황
단위: 천원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증감율

하위 20%(A)  5,886  5,819  5,999  5,854  5,503 -1.7

20∼40 12,373 12,954 13,540 13,304 13,069  1.4

40∼60 17,807 18,829 19,542 19,471 19,027  1.7

60∼80 24,697 26,546 27,010 27,455 27,468  2.7

상위 20%(B) 42,526 46,337 45,767 46,834 49,070  3.6

A/B 13.8 12.6 13.1 12.5 11.2 -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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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농가소득 원천별 불평등도 추이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지니계수

1998 0.3439 0.4793 0.5592 0.6195

1999 0.3524 0.4885 0.5790 0.6212

2000 0.3380 0.4818 0.5662 0.6041

2001 0.3461 0.4905 0.5627 0.5632

2002 0.3651 0.5332 0.5721 0.5663

엔트로피

( GE( 0))

1998 0.2145 0.4956 0.8525 0.7560

1999 0.2286 0.4949 0.9525 0.7640

2000 0.2059 0.4987 0.8891 0.7160

2001 0.2184 0.5126 0.8574 0.5987

2002 0.2429 0.6122 0.9158 0.5995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1.3.4. 최저 소득지지가 필요한 농가와 경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한 재정규모의 추정

  앞 절에서는 최저 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들과 일시적으

로 경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비중을 산출해 보았다. <표 

3-18>의 A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최저생계비도 얻지 못한 농가

들의 평균 농가소득을 보여준다. 연도별 최저 생계비수준에서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달하는 농가들의 평균 농가소득을 빼면 최

저생계비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원자료로부터 산출한 최저생계비 미달 농가의 비중을 전체 농가호

수에 적용하면 대체로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최저생계비도 충당하

지 못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최저생계비 미달 농가호

수에 최저생계비 수준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곱하면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해야 할 총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걸쳐 연도별 필요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6,305억원부터 

7,416억원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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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하여 일시적 경  위기를 겪

는 농가들의 비중을 구하고, 농가들의 해당 연도의 농업소득이 5개

년 평균농업소득의 30% 이하로 떨어지는 농가들을 3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규모를 추정하여 이들 금액에다 이들 농가들

의 수를 곱하면 연도별로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들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에 따

라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규모는 <표 3-19>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180억원에서 1조 

4,301억원까지 이른다. 

표 3-18.  최저생계 미충당 농가를 위한 소요 재정규모 추정

A
최저생계비
미달 농가
평균농가소득
(천원)

B
최저생계비
(천원)

C
=B-A
(천원)

D
구성비
(%)

E
농가호수

(천호)

F
대상
총농가
=C×D
(천호)

소요
재정
규모
(억원)

1998 5,018 8,326 3,308 13.8 1,413 195 6,450 

1999 5,082 8,591 3,509 13.0 1,382 180 6,305 

2000 4,890 8,857 3,966 12.1 1,383 167 6,638 

2001 5,001 9,123 4,121 12.7 1,354 172 7,087 

2002 5,390 9,442 4,052 14.3 1,280 183 7,416

표 3-19.  일시적 경 위기 농가 대상을 위한 소요 재정규모 추정

A
일시적

경 위기 농가
평균농업소득
(천원)

B
대상농가 5개년
평균농업소득의
70% 수준
(천원)

C
=B-A
(천원)

D
구성비
(%)

E
농가호수

(천호)

F
대상
총농가
=C×D
(천호)

소요
재정
규모
(억원)

1998 4,234 7,608 3,374 30.0 1,413 424 14,301 

1999 3,733 6,911 3,178 21.5 1,382 297  9,443 

2000 3,052 6,074 3,022 19.4 1,383 268  8,108 

2001 2,450 5,865 3,415 20.0 1,354 271  9,247 

2002 2,574 5,465 2,891 28.0 1,280 358 1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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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소득문제의 원인
12 

  실질농가소득이 하락하는 원인은 원천별로 보면 농업소득의 정체

가 직접적 원인이나, 상대적으로 보면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이 증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업소득의 하락과 정체가 실질농

가소득을 하락시킨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농업이란 산업 특성 때

문에 농업소득이 하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수요와 소득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농산

물수요가 감소하여 결국 이것이 농가소득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

이다. 이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트레이드 (Tread Mill) 이론이 있다. 

이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농산물공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점차 농

산물가격이 하락하나, 농산물 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에 소비 증가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아 농산물 판매수입이 감소한다는 이론이

다. 이 트레이드  이론에 따르면 농가는 이런 추세를 극복하기 위

해서 끊임없이 농업기술개발을 이루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2004)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지난 1991년부

터 2002년까지 농가소득(명목)이 연평균 2%밖에 증가하지 못한 이

유가 쌀, 쇠고기, 마늘, 양파 등 9개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탄력성

이 -0.4545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 다. 특히 쌀의 가격탄력성을 

-0.31, 소득탄력도를 -0.20으로 계측하여 앞으로 쌀 농가의 소득감소

가 더욱 문제될 것으로 예측하 다.

12 앞 절의 실태 분석에서 이용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실질 

농가소득의 정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나 원자료에는 정책과 

가격에 관하여 제약이 있어 선행연구와 이론연구 결과를 적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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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이론으로는 자산고정이론(Asset Fixed Theory)이 있다. 자

산고정이론이란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자산 또는 자원들은 유동성과 

이동성이 결여되어 이들 자원 사용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불되

지 않으며, 그 결과 이들 자산을 이용하는 농가들의 농업소득 정체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싼 농기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제 잔존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거나 아니면 아예 거

래조차 되지 않는 상태가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같은 자산고정이론

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소득격

차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는 비농업부문과 농업부

문의 생산성 격차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렇게 농업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농업부문의 실

질소득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근본 원인을 들 수 있는 것은 농산물 수입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불안정해지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확대되는 농림투융자는 오히려 농산물 공급 증가를 

가져와 이는 다시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귀결되고 결국 농업소득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즉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투융

자 자금으로 농업투자가 증대되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서 농산

물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이것이 농가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이다. 1995년도 불변가격으로 전체 농산물 판매가격은 1990년도에 

109.0 이었으나 2001년도에 105.3으로 하락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한 연구결과(김용택 등 2003)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1년간 농림재

정지출 증가로 인하여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0.8, 소비자물가지수는 

11.6 하락시킨 것으로 계측하 다. 

  세 번째 근본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책대응 문제이다. 농산

물 수입개방과 농림투융자 확대로 농산물가격과 농업소득이 하락하

고 있음에도 농가소득의 하락 수준을 보완할 농정목표와 정책수단



51

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 다는 것이다. UR 타결 이후 농정목표가 농

업의 경쟁력 강화로 주어지면서 많은 농림사업들이 주로 산업경쟁

력 강화에만 치중하 으며, 정책목표로서 농가소득 목표지지수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득이전효율성이 낮은 정책수단인 가격

지지정책 또는 투입재 보조정책이 주로 활용되었고, 그 결과 농업소

득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되어 왔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결국 실질농가소득이 정체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네 번째 근본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IMF를 계기로 고유가와 

농자재 가격인상 및 차입금 이자부담 증가하여 농업경 비가 크게 

상승하 으며 그 결과 농산물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의 농가교역조건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 116.3이었던 것

이 2002년도에 101.0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여러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농정에 있어서 가장 시급

한 현안과제로 농가소득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농가소득의 문제가 

농가부채의 누증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면서 농가소득의 문제가 개방

화⋅국제화 시대에 농정개혁 또는 농정전환에 대한 평가와 농가⋅

농업⋅농촌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두되었다. 그

동안 농가소득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

다 단기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다보니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으

며 악화되는 농가소득을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연례행사처

럼 농가부채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15회의 

농가부채대책이 시행한 경험은 농가소득문제가 얼마나 임시방편적

으로 대응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농가소득문제

를 농가부채의 연기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다보니 일부 부채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 으며 농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다. 더욱이 갈수록 농가부채로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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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한해만 부채대책예산이 4,532억원으로 전체 농림부 예산의 

5.3%를 차지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현상은 농가소득 문제가 농가

부채 누증으로 연계되고 이는 다시 농가의 상환능력 및 농가의 확대

재생산 저하로 나타나면서 농업발전의 저해로 귀결되었으며 결국은 

국민경제와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와 같은 현상은 다른 말로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누증의 악순환 고

리’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가소득 전망13

3.1. 시장개방 시나리오

  쌀 협상을 포함한 WTO/DDA 농업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위한 금년 쌀 협상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서 향후 시장개방 시기와 폭을 예측하여 농가소득과 주요품목의 피

해 규모를 전망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

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성 있는 개방시나리오

를 설정한 후 KREI-ASMO 모형을 이용하여 쌀 및 주요 품목의 장

기 전망치들을 산출하 다<표 3-20>.

  시장개방 시나리오는 개도국 대우와 선진국 대우의 2가지로 설정

하 다. 개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 이행기간은 2008-2017년까지

10년이며, 관세감축율은 특별품목(쌀)은 5%, 민감품목(고추, 마늘, 

양파, 유제품)은 15%, 일반품목(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제외)는 30%

로 가정하 으며, TRQ 증량은 특별품목은 1999-01년 평균소비량 기

준 5%, 민감품목은 6.6%로 설정하 다.

13 시나리오별 농가소득을 전망해 준 김배성 박사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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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 이행기간은 2008-2012년까지 

5년이며, 쌀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며, 관세감축률은 민감품목(쌀, 

고추, 마늘, 양파, 유제품)은 25%, 일반품목(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제외)은 45%로 가정하 으며, TRQ 증량은 민감품목에 대하여 

1999-01년 평균소비량 기준 8.0%로 설정하 다. 

표 3-20.  시장개방 시나리오(개도국 대우 및 선진국 대우)

분류 이행기간
관세
감축률

TRQ 증량 품  목

개도국
대우

특별
10년 

(2008-2017)
5%

5%
(1999-01평균소비량)

쌀

민감
10년 

(2008-2017)
15% 6.6%

고추, 마늘, 양파, 
유제품

일반
10년 

(2008-2017)
30% 증량면제

특별품목과 
민간품목 이외품목

선진국
대우

민감
5년 

(2008-2012)
25%

8.0%
(1999-01평균소비량)

쌀, 고추, 마늘, 
양파, 유제품

일반
5년 

(2008-2012)
45% 증량면제

민간품목 이외 
품목

주:쌀 및 기타 품목 시장 추가개방 시점은 2008년(2006년 협상타결)으로 가정.

표 3-21.  주요 거시변수의 가정 및 전망치 

총인구
실질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환율

시장평균

GDP

디플레이터

단위 천명 % % 원/US$ 1995=100

2003(실측) 47,925 2.85 3.52 1197.8 116.08 

2004 48,199 4.90 3.68 1157.7 119.98 

2007 48,948 5.30 3.00 1157.7 132.24 

2010 49,594 5.40 3.00 1157.7 144.99 

2013 50,107 5.30 3.00 1157.7 159.06 

주 1)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이고, 2005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전망치

(2004. 11.)이고, 2007년 이후는 OECD전망치 이용.

2) 환율은 2004. 1.-2004. 10. 시장평균 환율(실측치)과 11-12월 1140원으로 

가정한 연평균.

3) GDP 디플레이터는 KREI-ASMO 도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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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단수는 2004-2016년 추세단수를 적용하 으며, 쌀 대북지원은 

2004-2007년 100천톤, 2004-2007년 추가지원 물량 및 이후 연도는 

외국산에서 지원을 가정하 다. 또한 2006년부터 공공비축제 실시

(600만석) 및 2006년도 주정용 5만톤, 대북추가지원 30만톤 등 특별

처분을 가정하 다. 과일의 경우 사과, 배, 감귤, 복숭아 등 일부  품

목에 대한 식물검역 조치는 2012년 이후 해제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별로 연도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그리고 

2003년 대비 2013년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 기준 피해규모를 전망하

다.

3.2. 전망 결과

  시장개방 이전(2005-2007년)의 농업소득(경상)은 연평균 2.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농가소득도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추가적인 시장개방(시나리

오) 이후에 악화되어 농업소득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연평

균 1.3%씩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연

평균 0.8%씩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2.  시나리오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전망
단위: 만원, 경상

개도국 대우 선진국 대우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가소득 농업소득

2003 2,659 1,057 2,659 1,057

2004 2,844 1,187 2,844 1,187

2007 3,105 1,178 3,105 1,178

2010 3,518 1,273 3,441 1,183

2013 3,926 1,274 3,812 1,124

연평균
증가율

3.9 1.9 3.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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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가소득(경상)은 시장개방 이후에도 연평균 3.9%씩 증가하

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업소득 정체(혹은 감소)

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품목별 소득 피해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보

면, 쌀 생산액은 2003년 대비 2013년에 개도국 대우를 받는 경우는 

2조 5천억원,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경우는 3조 2천억원의 피해가 나

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고추는 같은 기간에 5,080억∼5,590억원 

정도 감소하고, 마늘은 850억∼1,37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양파는 

480억∼71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과일의 경우 사과는 1,360억∼1,640억원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배는 10억∼330억원 정도의 소득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3.  주요 품목별 소득 피해규모 전망, 2003년 대비 2013년
단위: 10억원, 실질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합계

개도국 대우 -2,483 -508  -85 -48 -136  -1 -3,261

선진국 대우 -3,189 -559 -137 -71 -164 -33 -4,153

4. 시사점

  1997년 이후부터 농가소득안정과 경 안정을 위하여 농정에 직접

지불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하

지만, 지난 10년간 농가소득의 변화는 농가소득의 절대수준 저하,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의 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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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지만, 농정대응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농정대응

의 문제는 지난 경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보완대책

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악화되는 추세

를 완화 또는 반전시킬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인 농가소득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이 검토⋅제기

되었지만, 실제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시

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대안의 기초 자료로서 농가소

득의 실태 분석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농가소득의 실태 분석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는 정책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소득(실질) 수준이 감소하고, 농가소

득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쌀 

협상과 DDA 협상,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이와 같은 추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농가소득 문

제가 악화되면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

민경제와 정치⋅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될 것

이다.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지난 한⋅칠레 FTA

의 국회비준에서 농업계와 비농업계가 갈등하면서 경제⋅정치⋅사

회 전체가 혼란을 겪었던 사례이다.

  (2) 실질농가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한 이유는 산업의 특성, 수입확

대효과, 정책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유형별 농가소득 

실태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적절한 농가소득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농가소득안전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농산물시장개방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향은 개도국으로 분류

되느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크게 차

이가 난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57

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은 향후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쌀, 고추,  사과, 마늘, 양

파, 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쌀은 쌀 협상 타결 이

후 쌀 농가의 큰 소득손실이 예상되므로 일차적으로 농가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액은 농가에 지원

해야 할 소득보전대책에 필요한 재정지원규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농가소득보전대책으로 필요한 재정규모는 대략 2,013년에 3조 

2,610억원에서 4조 1,530억원이 될 것이며 이는 2,013년 농림투융자

규모인 14조 8,907억원의 22%에서 28%를 차지하는 규모가 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10년 후에는 최소한 농림투융자규모의 25% 

내외가 농가소득보전대책분야에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그 동안 실질농가소득이나 농업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되었다

고는 하지만 이 값 자체도 과대평가된 수치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농가소득이나 농업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종 형태의 분포가 왼쪽

으로 치우쳐 있어 평균값을 대표 값으로 이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

다. 오히려 평균값보다 300만원 정도 낮은 중간 값(median)이 보다 

표본의 정확한 대표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결과는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되

기도 한다.

  (6) 2002년의 경우 최저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중이 

전체 표본 농가의 12.7%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전체 농가에 적용하

면 17만 2천 농가 정도가 사회보장대상 농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12.7% 농가들의 평균 농가소득이 5백만원이므로 이들 농가들

이 정책 지원을 통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충당하려면 약 7,416억원

의 재정지원 규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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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2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당해연도 농

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낮은 농가)는 28.0% 정

도이므로 약 35만 7천 농가가 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정망체계의 

일차적인 정책목표가 되며, 이들 28%들 농가들의 평균 농업소득은 

2,574천원이므로 이들 농가들을 5개년 평균농업소득수준까지 지지하

기 위해서는 1조 361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8)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나 일시적 경 위기를 겪

고 있는 농가들의 특징은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농가들의 비율이 높

고, 미작이나 채소농가가 많으며 경 규모가 세한 농가들의 비중

이 높다. 일반적으로 소득보전대책은 대규모 전업농가에 더 많은 효

과를 가져다주므로 소득보전대책만으로 현재 농가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며 적절한 사회보장대책이 병행되거나 아니면 농가소득

안전망체계에 세 고령의 미작농가나 채소 농가를 고려한 보완적 

소득보전대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9) 농가소득의 불안정은 주로 농업소득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

으며 농업소득의 불안정은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으로 완화되고 있었

다. 이와 같은 사실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곧바로 국

내시장에 전달되면서 농가는 농산물시장에서 소득감소의 문제를 해

결했다기보다 농외소득이나 이전수입 증대 등으로 소득감소의 충격

을 완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농업노동의 고령화와 농촌의 

산업구조의 특징을 볼 때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기회가 높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가로 소득이전을 직접하는 소득보전대책의 확

대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14

  (10) 대농은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문제인 반면, 세농은 낮은 

14 소득보전대책은 공적보조로 이전수입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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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과 불평등성 심화가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대규모 농가에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주는 농가소득보전대책에서는 소득의 불안정

성을 적절하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보완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품목별 소득보전직불제를 마련할 때 품목별로 목표가격

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최저지지가격도 설정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소득안전망체계에서는 연령과 농규모를 고려한 즉 60대 이상의 

세소농을 배려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11) 과수부문은 2000년부터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가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한 부문이며, 축산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으나, 불안정과 불평등이 높은 부문이므로 품목별 소

득보전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는 

등과 같은 기능별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축산물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농가 간의 기술수준 및 경 능력 차이를 줄여주어 농

가소득의 불안정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12) 농가소득이 정체하는 이유는 교역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이지

만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은 경 비의 불안정에 기인

하고 있다. 특히 경 비 중에서도 농약, 비료비 등 자재비, 노임, 농

업용이자 등의 불안정이 농업소득의 불안정에 심화시키는 요인이므

로 이들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농업소득을 안정시키는 간

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13) 갈수록 경 규모에 상관없이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

는 추세이며, 특히 1ha 미만과 5ha 초과 농가들의 농가소득의 불안

정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품목별 소득보전대책마련 이외에

도 신축적인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나 농가 단

위의 여러 보완책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14) 농업소득의 불평등이 농가소득의 불평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

이므로 농가소득의 불평등은 농업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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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갈수록 30대의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불안정성과 불평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미래 농업을 담당할 이

들 30대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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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소득안정망 대책 평가

1. 추진체계 평가 

1.1. 재정투입 실적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농가

인구가 급속히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저하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성 변동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정 정도를 완화

시키고자 가격정책의 정비, 재해보상 및 재해․소득보험제도의 도

입, 직불제의 확충, 경 체 단위의 소득 지원 등 다양한 소득보전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농가소득보전대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는 종합적인 농가소득안전망 체계가 설계․시행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국내외 시장 및 생산여건 변화

에 따른 급격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은 품목별, 기능별 중심의 소

득보전대책으로 대응해 온 반면, 세농 및 고령농가에 대한 소득안

전망 부문은 농가 단위를 대상으로 대응하는 이원적 지원체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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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별 농가소득보전대책

들을 중점으로 재정투입 실적을 살펴보고,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 상

의 문제점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직불제가 도입된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농가소득보전대책이 수

립되기 시작하 으며, 현재는 농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농림예산 중 농가소득보전정책 예산비중을 보면, 1997년에는 

0.2%에 불과하 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논농업직불

제가 도입된 2001년에는 3.4%로 확대되었고, 2003년에는 논농업직

불제 지원규모 확대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7.6%

까지 확대되었다. 

표 4-1.  농가소득보전 관련예산의 투입 추이
단위: 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추경)
계

직접

지불

경 이양 315 241 223 117 59 17 43 1,015

친환경농업 - - 57 57 57 30 30 231

논 농 업 - - - - 2,105 3,929 4,809 10,843

쌀소득보전 - - - - - - 500 500

쌀생산조정제 - - - - - - 810 810

계 315 241 280 174 2,221 3,976 6,192 13,399

농작물재해보험 - - - - 46 89 130 265

재 해 공 제 78 72 72 72 72 72 80 518

학자금 지원 208 199 178 151 152 119 177 1,184

부적지감귤정비 6 6 4 5 18 18 27 84

마늘작목전환 - - - - - - 77 77

합    계(A) 607 518 534 402 2,509 4,274 6,683 15,527

농림예산(B) 79,996 70,067 62,418 61,312 60,968 65,491 65,328 465,580

A/B(%) 0.8 0.7 0.9 0.7 4.1 6.5 10.2 3.3

주 1. 회계간, 기금간 내부거래 지출을 제외한 일반지출예산임.

2. 간접적 소득보전대책인 농가부채대책, 의료비지원, 연금지원은 제외하

고 산출한 것임.

자료: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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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다양한 농가소득보전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재정투입실적

도 확대되었으나 소득보전대책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직불제에 집

중되어 있으며, 특히 소득보전대책 예산에서 논농업직불제에 의한 

지원비중이 7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다양

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논농업직불제 중심의 지원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추진체계 평가

  농가소득보전, 재해지원, 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체계를 보면, 첫째, 추진체계가 복

잡하여 사업추진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직불제, 재해보험, 

부채대책,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등 다양한 농가소득 지원정

책들을 농림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담

당하고 있어 정책 추진 상의 혼선 초래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로 농림부를 중심으로 수

행되고 있는데 농림부 내에서도 사업을 총괄하는 시스템 없이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추진상의 비효율이 

존재한다. 공무원 조사결과에서도 농가소득 안정 정책의 효율적 수

행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농가소득보전 정책 정비’의 

필요성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담당부서 불일치에 따른 사

업추진의 어려움이다. 중앙부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부서

에서 농가소득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도, 시군, 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이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해 효율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셋째, 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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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농가지원 사업들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혜농가의 농현황(재배면적, 생산량 등) 및 경 실태에 대하여 객

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

야 한다. 그러나 현행 농가 지원사업 체계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

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연계성 부족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농가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림 4-1.  현행 농가소득 지원사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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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정부 및 시군 주요정책 담당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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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소득보전정책 평가

2.1. 직접지불제

2.1.1. 평  가

  시장개방의 확대와 수요 정체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은 정체 또는 하락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지지 또는 농외소득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있

으나 WTO 규정이나 농촌인구 및 산업구조 측면을 감안할 때 대내

외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997

년 경 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정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대폭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시행된 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째, UR 협상 이후 농업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보다는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직불제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현재는 7종의 다양한 직불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

니 농업정책과 직불제 도입목적 간 혹은 직불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직불제를 큰 폭으로 확충할 경우 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농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세․

고령농의 탈농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경 이양직불제를 

도입하 으나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함으로써 세농의 탈농을 억제

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직불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직불제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철저한 모

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



66

요하다. 그러나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논의 형상유지는 농업기반공

사,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는 등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추진상의 비효율이 

존재한다. 또한 면적기준 직불제 뿐만 아니라 농가기준의 소득안정

계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경작현

황, 수입․지출에 대한 경 정보 등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

어야 하나 DB화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생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셋째, 직불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직불제는 조건없

는 무상보조라는 인식이 농업인 사이에 확산됨에 따라 직불보조금 

수령에 따르는 이행조건의 적극적인 준수 의지와 경 여건 개선에 

대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경

관 유지 등과 같은 농업부문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로서의 직불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부족하다.

  넷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담당부서의 불일치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협조체계 구축과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직불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

2.1.2. 개선과제

  직불제가 농업정책간의 상충 없이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정

과 환경농업,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직불제 확대라는 정책목표

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불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직불제 관련 추진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WTO 규정 등 국제규범과의 합치 문제를 면 하게 검

토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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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제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불제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불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

여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환경 가치에 대한 재평가 향으로 직불제가 대폭 확충

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 사업추진체계로는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불제 업무의 효과적인 관리

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행정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국의 경우 2001년에 농촌자금지원청(Rural 

Payments Agency: RPA)을 설치하여 직불제 관련 업무 및 모니터링

을 총괄하고 있으며, 미국은 농업지원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과 모니

터링을 위하여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을 설치하여 

직불제 등 농가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공무원 조사결과 직불

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각종 직불제 

정비’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담인력 확보’도 41.5%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농가지원을 총괄하는 행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불제 수

혜대상 농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행정관

리시스템은 직불제 수혜대상 농가의 준수요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의 기초 자료로 작성하여 관리․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면적기준 뿐만 아니라 농가단위 기준의 소득안정계

정 등 다양한 직불제 및 소득안정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

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DB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불제를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구축된 자료에 대한 정리․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 및 정보처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농가조사 결

과에서도 직불제의 시급한 개선과제로 ‘지원 금액이 적다’는 응답 

다음으로 ‘제도의 일원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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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농가의 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가등록제의 도입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의 미흡으로 농가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경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인력

과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농가별 경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2. 농작물 재해보험

2.2.1. 평 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농가경  및 소득의 안전장치 구축을 목

적으로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4

년 현재에는 과수 6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

부의 지원현황을 보면, 실시 첫해부터 정부가 운 비에 대하여 80%

까지 보조하고 있으며, 농가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재

해보험 대상 과일의 면적기준 가입률은 평균 15.2%(2003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까지의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첫째, 시범사업 및 품목 확대 

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고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품목별 

특성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둘째, 보험료가 과중하여 농가의 자발적 가입률이 낮다. 이에 따

라 실시 첫해에는 가입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 무리하게 가입

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 으나 2003년 현재도 면적 기준 15.2%에 

머물러 있다. 

  셋째,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급속한 확대이다. 사과와 배의 시범사

업도 제대로 정책되지 못한 상태에서 4개 과수품목이 추가됨으로써 

보험업무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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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재해보험 가입단위를 농가 → 필지 → 과수원 단위로 변경

함으로써 역선택(농가별, 필지별) 발생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섯째,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농가의 이해가 부족하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표준수확량,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보상 범위, 

자기부담률 등 복잡한 보험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

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여섯째, 효과적인 재해보험 실시를 위한 정보 등 관련 자료가 절

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객관

적이고 공인할 수 있는 표준 수확량 산출자료도 부족하며, 손해평가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사례의 참고/기준자료도 절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이 빈번하게 조정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

  일곱째, 공정한 손해평가의 한계이다. 농작물에 대한 전문 손해평

가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및 객관성 또

한 미흡하며, 손해평가 기준 및 기술도 미비한 상태이다. 공무원 조

사결과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으로 ‘피해에 대한 평가의 한

계’가 32.1%로 가장 높게 지적되었다. 

  여덟째, 위험분산체계가 부족하다. 2년 연속 태풍 ｢루사｣(2002)와 

｢매미｣(2003)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 으나 거대손실(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안정 상태

에 있다.

2.2.2. 개선과제

  농산물 시장의 수입개방 확대와 농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농산

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잦은 재해로 인한 생산성 하락으로 

야기되는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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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현행 농업부문의 보험제도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위

해서는 첫째,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하여 작목별 재해보험 

성립가능성 검토, 작목별 우선순위 설정 및 확대를 위한 충분한 준

비작업 등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농작

물뿐만 아니라 유리온실 및 하우스와 같은 고가의 농업용 시설에 대

한 보험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방

안으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 적정수준의 보험료 산정, 보험대

상재해의 확대, 무사고 환급제 도입, 농업인의 재해보험에 대한 인

식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손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품목별 

재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향

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할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평가 기준

을 사전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상재해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 대처할 수 있는 위험분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통상재해 수준을 넘는 초이상피해에 

대한 보험책임의 상당 부분을 국내․외 재보험사에 의존하고 있으

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소득(수입)보험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가의 소득불안정 요인은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성 감소보다

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

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입보험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준비작

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RA(Revenue Assurance), IP(Income 

Protection) 및 CRC(Crop Revenue Coverage) 등이 있으며, 캐나다는 

NISA(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일본은 수입보험제도(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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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수 부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조사 결과에서도 수입보험

이 도입될 경우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농가와 ‘보상수준과 보험료

를 고려하여 가입하겠다’는 농가 비중이 88.3%로 높게 나타나 보상

수준과 보험료 수준이 적절하다면 다수의 농가가 수입보험에 가입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농가부채대책 

2.3.1. 평가

  농가부채는 상업농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80년대 이후 꾸준

히 증가하여 고질적인 농업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농가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어가부담경감대책으로 1980년대에 7회, 1998년부터

는 거의 매년 농가부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농가

부채문제의 해결 전망은 어둡다.

  지금까지의 농가부채대책은 목표, 수단, 메카니즘 작동의 실패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아직도 그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채

대책을 평가해 보면, 첫째, 정황논리에 의존한 수시대책이었다. 부채

문제로 경 위기에 처한 농가를 즉시 발견하여 회생을 위한 지원하

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농가가 부채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책을 강구하

는 수시대책이었다. 

  둘째, 이해당사자의 방관 하에 중앙정부 의존적인 대책이었다. 대

출해준 금융기관과 농가 도산의 향을 직접 받는 지역의 자치단체

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부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는 중

앙정부의 대책에 의존하 다. 

  셋째, 부채대책의 목표의식이 불명확하 다. 소득보전 대책인지 

단기적 금융대책인지가 불명확한 채로 지원되었다. 

  넷째, 농가의 회생의지가 미약하 다. 많은 농가들이 부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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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는데 그치고, 이를 계기로 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

력에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다섯째, 경 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약하 다. 연

체상태에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논리로 접근함으

로써 경 위기에 처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거의 무차별적인 부채대책이 지

속되고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 농협, 채무자,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그다지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즉, 

농협은 많은 채권을 정책자금으로 대체함으로써 건전채권이 되고, 

수익성이 개선되며, 엄격한 심사에 따른 지역사회 내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지역경제에 긍정

적 효과를 도모할 있다. 한편 채무자인 농가는 소득보조 효과를 누

릴 수 있으며, 재정 관련 부처는 부채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차

보전 등 일부에 불과하나 원금 전체를 내세워 크게 생색을 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대가로 소득분배의 왜곡, 금융질

서 왜곡, 농가의 회생의지와 경쟁력 약화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나

타날 수 있으며,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인식해

야 한다.

2.3.2. 개선 과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기술혁신에 따른 농산물 공급과잉시대로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농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농가의 부실화가 확

산되고 있다. 이에 부실농가의 농지 방매는 농가자산가치 하락, 농

촌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건전한 농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전염을 막기 위한 농가부채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농가부채대책은 첫째,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과 같은 부채구조 재조정 대책보다는 부채와 자산을 축소하는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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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재조정 대책 위주로 접근하여야 한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공급

과잉시대에는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 및 상

환기간 연장 등의 부채구조 재조정 정책은 농가부채문제를 순연시

킬 뿐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비용최소화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모든 농

가를 대상으로 부채대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재무적 압박을 받고 있

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상상환 농가와 형평성 유

지를 위하여 자산매각, 경 구조 개선 등 지원농가의 자구노력을 부

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협약(MOU)을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가가 발생하면 신속히 개입하여 부

실규모의 확대를 방지하고, 부채문제의 전염도 방지하여 사회적 비

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협과 지자

체도 채권 건전화와 지역경제 안정화 등 농가 못지않은 농가부채대

책의 수혜자이므로 이에 상응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협은 농가의 경

상태 파악과 경 개선계획 자문을 통해 지도금융체제를 확립하여

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경제 상황 모니터링, 정보 분석 전달, 자금조

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농가경 안정화 노력에 참여하여야 한다. 

  넷째, 농가 부채대책과 직불제 등 소득보조정책의 연계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확실한 소득보조정책이 없는 한 농가는 지금과 같은 

부채대책이라도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부채규모가 소액이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세소농에 대해서는 소득보조 및 복지정책프로

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농가부채문제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농가의 자산

을 매입하여 주는 자산유동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실농가

가 부채 상환을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담보가치도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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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으로 자산유동화 대책을 농가부채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4. 노령농가 소득보장정책

2.4.1. 평가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제도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제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수당 등에 의한 공공부

조, 둘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셋

째, 기업의 법정퇴직금제도, 개인연금제도 및 각종 저축․보험 등 

사적 소득보장제도가 있다. 한편 농업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령 

은퇴농 소득보조정책은 1997년에 도입된 경 이양직불제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에 대하여 평가해 보면, 첫째, 연금보험료 국고 

보조 지원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행 정액 보조 방식은 소득을 가능한 하향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방식으로 농업인의 건전한 연금 가입을 해칠 우려가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지원기준을 경지면적으로 하

고 있는데,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 상존, 농업경 주의 노령화에 따른 휴경 등으로 농지 

소유가 곧바로 소득으로 직결된다는 기본 전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농축산물표준소득

자료집(농촌진흥청 발간)”은 중상위 기술 수준을 가진 선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세농의 소득산정 자료로는 맞지 않는 한

계가 있다.

  셋째, 경 이양직불제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단가가 비현실적이

며, 보조금 단가 산정 방식도 고령을 감안한 자가노력비의 차감과 

소득차액의 일부만 인정하는 등 이중차감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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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 이양직불제 사업대상농지가 논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노동

력 투입량이 많아 유휴화가 심한 밭에 대해서는 보조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2.4.2. 개선 과제

  현재 노령농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급여수준은 최저 생활

을 위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 노령농은 가

족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도시 노인

과의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령농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중심이 되는 소득보장 정책이 중

요하다. 

  농업인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민연

금 보험료 보조 확대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건전한 연금 가입을 유

도하기 위해 현행 정액보조 방식을 정율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의 재원이 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징수시한 종료 이후 국고보조 유지를 위한 신규 재원

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측면에서 현행 주택 및 농지 소유 기

준의 철폐 등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수급대상 선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가소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를 통해 선진 농가뿐만 아니라 빈곤농가의 소득실태도 정확하게 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 이양직불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 단가 인상

과 매매․장기 임대자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시금 외에 연금방식 도입 및 노후연금 등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보

조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 이양 대상 농지에 

밭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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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 계측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 이후 다양한 소득보전대책을 도입해 왔

다. 대표적인 정책들을 나열하면, 1997년에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경 이양직접지불, 1999년에 환경규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직접지불, 2001년에 논 농업의 다원적 기

능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논농업직접지불, 

2002년에 쌀의 수급 불균형과 DDA 협상이후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

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 등이 있다. 물론 모든 

형태의 직접지불을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

이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

책도 시장실패로 인한 농가의 소득 상실분을 보상하기 위함이라는 

폭넓은 측면에서 소득안전망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대체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직접지불에 의한 

생산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성명환 등(2003)은 OECD 정책평가 모형인 PEM을 기초로 쌀 모형

을 개발해 직접지불의 효과를 계측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지불

의 규모를 1,630원에서 각각 3%와 5% 늘렸으나 쌀 수급에 미치는 

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과 비연계된 

직접지불 자체의 특성이라고 해석됐다.

  직접 지불의 형태별 효과를 계측한 김배성․김명환(2003)의 연구

는 경 이양직접지불이 재배면적에 미치는 향이 적고 그 효과도 

단기간에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반면에 논농업직접지불의 

경우 어느 정도의 생산 효과가 추정됐는데, 2003년 기준으로 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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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이 0.96ha에서 1.00ha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국가 전체의 거시자료를 기초한 분석

이다. 또 다른 관심 사항은 과연 농가 수준에서 농가소득안전망 정

책에 의한 생산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농가 수

준의 자료를 활용해 정책에 따른 생산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3.1. 분석 자료의 특성

  모형 계측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표본자료로

써 1998-2002년(5년)에 같은 표본 농가 2,348호를 대상으로 구축된 

균형 패널(balanced panel)이다. 이 패널자료에서 모형 추정에 실제로 

사용된 것은 농업 조수입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표본농가인데, 모두 1,280호이다.

  자료에서 직접 지불과 같은 정책지원을 포함하는 변수는 ‘공적보

조’밖에 없다. 공적보조는 직접 지불뿐만 아니라 세민 생활보조, 

학비보조, 노인교통수당 등 농가가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일

체의 보조를 포함한다. 비록 공적보조가 농업소득 보전을 목표로 삼

는 직접 지불만을 나타내지 않지만, 폭넓은 의미의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변수들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  주요 변수의 통계량

분류 논 면적(평) 경작면적(평) 공적 보조(원) 연령(세)

평균 2,737 4,589 671,773 58

표준편차 3,384 4,079 2,812,46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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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형의 설정 및 추정 결과

  공적보조의 생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식(1)과 같은 회귀

함수식을 설정했다.

(1) AP = f(AP-i, PMT, AGE)

                ․AP = 논 면적(평) 

                ․PMT= 공적 보조(원)

                ․AGE= 경 주 연령(세)

  표본자료에 농가당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논 면적을 생

산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농가당 논 면적이 

종속변수로 설정됐다. 공적보조는 직접지불을 포함하는 일체의 정부 

보조로써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을 대표한다. 공적보조가 생산 효과를 

나타낸다면 추정된 변수 PMT의 계수는 양(+)일 것이다. 경 주의 

연령과 면적 사이에 함수 관계는 양(+)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젊

은 농업인일수록 생산 규모가 클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한다. 물론 

어느 연령대 이상(예: 40대)에서만 연령과 생산규모 사이에 역관계

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20~30대의 젊

은 층이 상당한 생산 규모를 갖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본농가의 평균 연령이 58세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본의 상당 부

분이 역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2001년부터 논농업직접지불이 시행되면서 2001년에 공적보조의 

규모는 2000년 대비 97%나 증가했고, 2002년에도 전년 대비 28%가 

늘었다. 이러한 추이를 감안할 때 농가가 직접지불과 같은 공적보조

를 구적인 보조정책으로 인식하면서 보조가 쌀 생산과 관련된 의

사결정 과정에 본격적으로 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는 2002년부터

라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생산효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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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 면적으로 설정했다.

  회귀분석을 통해 log-log 형태로 추정된 함수식의 결과는 식(2)와 

같다.

(2) log(AP) = -0.06 + 1.12*log(AP-1) - 0.15*log(AP-2) + 0.03*log(PMT)

     (-0.66) (13.59)***      (-1.87)*        (2.93)***

․Adj. R
2
 = 0.92, Log likelihood = -4.72, F-statistic = 2849.75

․***와 **은 각각 1%와 5%, *은 10% 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함수식의 추정에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EViews 4.1이고, 샘플 수

는 전체 1,280개 가운데 715개 다. 추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은 화이트(White) 방식으로 수정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기대한 것과 일치했다. 먼저 공적보조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산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

나 생산효과에 대한 공적보조의 탄성치는 0.03으로 비탄력적이다. 

곧 공적보조의 규모가 1% 늘어나면 논 재배면적은 0.03% 증가한다

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비탄력적인 탄성치는 공적보조가 논에 대한 

보조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소득안전망 정책을 포함하기 때문일 것

이다. 또한 고정자산으로써 논의 고정성(fixity)과 물리적인 특성을 

반 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의 논 면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로 추정된 것도 고

정자산인 논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 설명변수는 양(+)

의 계수로 추정됐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종 추정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3) log(AT)= - 0.63 + 1.15*log(AT-1) - 0.19*log(AT-2) + 0.01*log(PMT) - 0.12*log(AGE)

          (2.41)** (14.73)***    (-2.40)**       (1.85)*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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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 R
2
 = 0.94, Log likelihood = -0.88, F-statistic = 3074.04

․***와 **은 각각 1%와 5%, *은 10% 선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AT=전체 경작 면적(평).

   생산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논 면적 대신에 농가의 전체 경

작면적을 사용해 함수식을 추정하면 식(3)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분석 결과 경작 면적에 대한 공적보조의 탄성치는 논 면적 탄성

치의 1/3 수준인 0.01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보조의 주된 요소인 논

농업 직접 지불이 밭보다는 논에 더 큰 생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과 경작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추정됐

다. 이는 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가 필요한 밭의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작면적은 논과 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회귀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보조정책은 생산증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둘째, 그린박스형 직접 지불 곧 농업생산이나 가격과 비연계된 공

적보조라도 작지만 생산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다.15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그린박스형 직접 지불이라도 목

표 중심의 정책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파급 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엄격한 정책 요건이

나 이행에 관한 감시 등을 포함한다. 또한 어느 한계수준을 넘어선 

큰 폭의 보조규모 확대는 작지 않은 생산효과를 나타낼 위험이 있다

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5 선행연구와 같이 비연계 직접지불이 가격이나 생산보조의 경우보다 

생산효과가 작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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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국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4.1. 주요 정책개혁의 내용과 특징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련의 농정개혁

을 통해 농가의 소득보전 대책들을 확충해 오고 있다. 미국은 2002

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을 통해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농가가 겪는 

소득위험을 완화하려고 직접 지불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설정

한 목표가격으로 농가의 소득안전성을 높이는 조치이다. 목표가격은 

전통적인 시장지지 정책인 융자제도(loan program) 또는 시장가격, 

그리고 이른바 고정지불(fixed direct payment: FDP)과 변동지불

(counter-cyclical payment: CCP)과 같은 직접 지불을 통해 보장된다. 

고정지불은 기준면적과 기준단수를 기초로 가격과 상관없이 지불되

므로 WTO 규정상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되는 반면에 변동지불

은 고정지불처럼 기준면적과 기준단수에 근거하지만 시장가격의 수

준에 따라 발동 여부와 지급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

(amber box)이다.

  EU는 각각 1992년, 1999년, 2003년에 농정(CAP) 개혁을 추진하면

서 농업 경쟁력 향상과 예산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농업 경쟁

력을 높이려고 역내 가격지지 수준을 인하하고 이로 인한 소득 감소

를 직접 지불 방식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보상지불(compensatory 

payment) 또는 면적기준 지불(area aid)을 도입했다. 과잉생산으로 인

한 재고누적을 방지하려고 생산을 제한하는 의무 휴경도 부과했는

데, 이에 따라 보상지불은 WTO 규범상 생산제한 아래 직접 지불

(blue box)로 분류된다. 직접 지불은 농가의 소득을 직접 목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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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므로 정책의 효율이 높다. 또한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사이의 격

차를 줄이고 휴경에 의한 과잉생산을 완화함으로 수출보조를 줄이

게 되었다.

  2003년 CAP 개혁은 가격지지 수준을 더욱 인하하는 한편 농가(경

체)를 기준으로 한 단일지불(single farm payment)을 도입했다. 단

일지불은 농가가 받던 다양한 직접 지불을 기준 연도(2000∼2002년)

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나로 통합해 지급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이

고, 더욱 투명하며 생산 중립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는 2003년 농정개혁을 통해 1997년부터 도입했던 소득안전

망(Net Income Safety Net: NISA)을 폐지하고 농업소득안정제도

(Canadian Agricultural Inocme Stabilization: CAIS)를 신설했다. CAIS

는 NISA와 마찬가지로 농가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계좌에 적립하

고 농업소득이 하락할 경우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나, 재해보상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CAIS는 농업소득의 감

소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치인데, 특히 특정 작물과 관계없

이 모든 농가의 농업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앞선 농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가는 자기 선택에 의해 농업소득의 최소 

70%에서 최대 92%까지 보호받게 된다. CAIS는 농가의 소득감소 분

의 70% 이상을 보전하는 조치이므로 WTO 규범상 허용보조가 아니

라 감축대상보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특히 벼 재배 농가의 소득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가

로부터 갹출과 국가의 교부금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쌀 가격의 하락 

정도에 따라 기금에서 일정액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

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의 보전은 변동지불(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격

차의 50%)과 고정지불(300엔/60kg)로 이루어진다. 이 대책은 한도수

량(430만 톤)과 생산조정의 요건을 부과된 것이므로 WTO 규범상 

블루박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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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책 시사점

  주요 선진국의 농정개혁과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중심의 정책을 통해 소득안전망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 생산, 농업 투입재 보조에서 소득을 직접 목표

로 삼는 직접 지불 중심으로 농정 수단이 전환되고 있다. 정책으로 

인한 경제손실(deadweight loss)은 투입재 보조, 가격보조, 산출물 보

조, 면적기준 직접 지불, 과거기준 직접 지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는 OECD의 실증분석 결과도 선진국들이 왜 농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불을 확충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OECD 2001).

  둘째, 품목별 대책에서 농가의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EU의 단일지

불과 1997-2002년에 시행된 캐나다의 NISA 및 2003년부터의 CAIS

는 정부의 정책이 품목 중심에서 농가(경 체)의 소득 중심으로 전

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격, 생산, 투입재 보조와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 목표화된 직접 지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메뉴 방식의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시행되어 정책의 효율성과 정 도는 높아지

고 있으나, 집행과 감독 및 평가 등에 농가와 정부 모두에게 과다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고 있다.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

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목표화된 정책을 추

구할수록 또는 정책의 정 도를 높일수록 거래비용은 증가할 수밖

에 없다. 

  또한 무역자유화와 농정개혁이 촉진되면서 시장으로부터 보호된 

품목이 거의 사라지면서 개별 품목보다는 시장변동으로 인한 농가

의 소득위험을 줄이는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EU의 

경우 많은 품목에 대한 지원이 단일지불로 통합되고 있으며,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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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격제도의 대상 품목도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셋째, WTO 규범이 정책의 생산 중립성과 녹색화(greening)를 촉진

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 규범은 무역을 왜곡하는 가격이나 수출

보조를 제한하는 반면에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는 생산 

비연계 소득지원, 보험, 재해구호, 지역발전, 환경보전 등의 정책은 

허용보조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농정 수단을 감축

대상 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생산 비연계 소득지

원의 경우 생산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의 실적(기준면적과 기

준단수)을 기초로 한 지불방식을 채택하면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

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감축대상 보조를 블루박스 조치로 전환하면서 

농업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다.

  또한 그린박스 규정에 따라 보험과 같은 시장수단에 정부의 보조

가 더해지고, 지역개발이나 환경 등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 정

책적인 처방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소득안전망의 범위와 규모가 모

두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린박스 

정책은 농가의 경 위험을 감소시키는 보험효과(insurance effect), 부

의 효과(wealth effect)를 창출함으로써 투자증대를 유인하는 것, 보조

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앞으로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 

등을 통해 생산증대와 무역왜곡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소득안전망 정책은 일반적으로 농가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장수단의 채택을 저해하고 국내시장에서 가격전달을 제한함으로

써 국제가격의 변동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브라질이 미국의 면화보조가 WTO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제소한 사건에서 WTO 패널은 미국의 비연계 소득지원(고정지불)이 

대상 농지에서 채소나 과실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고 있으므로 생산과 비연계된 조치가 아니라고 판결했다(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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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패널의 판정에 대해 미국은 상소했으나, 만약 패널의 결정이 

상소기관에 의해 확정될 경우 그린박스 정책의 기준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하개발의제(DDA) 농업협상은 그린박스 정책의 기준을 재

검토하고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생산 비연계 소

득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험효과와 기대

효과에 따른 생산증대 유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지원에 관해서는 시장수단에 기초한 제도를 개발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OECD 

2002). DDA 농업협상의 결과로 그린박스 규정이 새롭게 설정된다면 

선진국의 농정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가의 소득안전망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이미 해결하

고 농정 수단을 가격보조에서 소득보조로 꾸준히 전환해 오고 있다. 

따라서 소득지원 정책의 도입은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의 충분조

건이 된다. 또한 농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불리지역(LFA)

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이나 환경 상태가 취약한 지

역에서 시행되는 농업환경조치(AEMs) 등도 구조조정의 제약과 관계

없이 농가의 소득확충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소득지원 정책

은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득안전망 정책과 구

조조정 정책이 함께 시행되더라도 두 정책의 목표 사이에 상충 가능

성은 상존한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해 효과를 최소화하면

서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소득지원 중심의 농정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여전히 가격보조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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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가격보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격보

조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가격보조 정책에 

대한 농가의 선호와 전통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정치권의 선택 때문

이지만, 농가의 소득지원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

려는 의도도 내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점진적이고 실질적이며 

지역 특수성에 알맞은 농정개혁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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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확립방안

1. DDA 농업협상과 국내 농업보조의 운용 방향

1.1. UR 농업협정 하의 국내 보조정책 유형

  UR 농업협정에 따르면 국내보조는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생

산제한 하의 직접 지불(blue box),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DT), 허용보조(green box) 등으로 분류된다.

  감축대상 보조는 가격과 생산에 향을 미침으로써 무역을 왜곡

하는 보조로 분류되며 그 규모는 AMS(aggregate measure of support)

로 산출된다(농업협정 6조). 현재 34개 회원국이 AMS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행기간에 선진국은 1986-88년의 기준수준에서 

20%, 개도국은 13.3% 감축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휴경과 같은 생산제한 조치 아래 시행되는 직접 지불

이다. 미국이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시행하다가 1996년에 폐지했던 

부족불 지불(deficiency payment)과 EU의 면적기준 보조(area aid) 또

는 보상지불(compensatory payment)이 이에 해당한다. 블루박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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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1) 고정된 면적과 단수 기준(면적기준 보조 또는 보상지불), 2) 

기준 생산수준의 85% 대상(부족불 지불), 3) 고정된 사육두수 등이

다. 이 조치는 가격이나 생산과 연계되어 있으나, 휴경을 전제하고 

있으며,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전환하는 농정개혁 과정에서 중요

한 농정 수단이란 측면에서 감축의무에서 면제받았다. 현재 이 조치

를 활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EU, 노르웨이, 일본 등이다.

  최소 허용보조는 무역을 왜곡하지만 그 보조 규모가 작아 AMS 

산출에서 제외된 보조이다. 이 조치는 품목특정 보조와 품목 불특정 

보조로 나뉘는데, 전자의 상한은 선진국의 경우 해당 품목 농업생산

액의 5%(개도국 10%)이고 후자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5%(개도국 

10%)이다. 최소 허용보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표 5-1.  그린박스 조치의 구성 

분    류 항      목

정부 서비스 프로그램

일반서비스

공공재고 비축

국내 식량지원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소득 지원

생산 비연계 소득지원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자연재해로부터 구호 지원

구조조정

생산자 은퇴 지원

자원 은퇴 지원

투자 지원

지역, 환경, 기타

환경 프로그램

지역지원

기타 직접지불

자료: WTO (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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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는 1) 투자보조, 2) 저소득 또는 자원이 빈약

한 농가에 대한 농업 투입재 보조, 3) 불법 마약작물 재배로부터 다

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 등으로 구성된다. 이 조치는 AMS 산출

에 포함되지 않는 면제보조이면서 지원 상한이 없다.

  허용보조는 공공재정으로 지원하되 생산자에게 가격보조 효과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준이 적용된 조치이다. 기본적인 기

준이외에도 조치별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허용보조는 크게 

정부의 서비스 프로그램,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로 구분된다.

  허용보조의 규모 상한은 없다. 정부의 재정에 근거하므로 재정 능

력을 갖춘 선진국들이 허용보조를 주로 사용한다. 감축대상 보조인 

가격보조 중심에서 농가소득을 겨냥한 직접 지불 중심으로 농정개

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의 농업보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1.2.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활용 실태

  1995-2000년에 우리나라가 사용한 국내보조를 조치별로 분류하면 

<표 5-2>와 같다. 먼저 AMS의 경우 우리나라는 허용된 수준(양허 

AMS)에서 연평균 90% 정도를 활용(현행 AMS)하고 있다. 사용한 

AMS의 평균 97%가 쌀 수매자금이다. 쌀 이외에도 AMS에 속하는 

품목특정 보조 대상은 보리, 옥수수, 누에고치 등이다. 우리나라는 

블루박스 조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소 허용보조는 우리나라가 연평균 5,135억 원 정도 사용하는 중

요한 항목이다. 최소 허용보조는 채소, 과실, 축산 등의 품목 특정보

조와 농자재 및 보험지원 등 품목 불특정 보조로 구성된다. 우리나

라가 사용하는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는 주로 임업 관련 보조와 포장

재와 같은 투입재 보조 등이다.

  허용보조는 국내보조 전체의 68%에 이르는 최대 보조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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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보조 조치 가운데 관개사업 등의 하부구조 개선 및 생산 가공시

설 등의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보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

도 부채대책 및 연금보험 등 생산중립 직접 지불, 연구사업, 환경 프

로그램, 공공비축, 재해구호 등이 비중이 크다.

  2000년에 국내보조 총액은 7조 3,253억 원으로 전체 농림업 생산

액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3. 유형별 국내보조 정책 운 의 전망

  2004년 8월 1일에 WTO 일반이사회는 DDA 농업협상의 기본 골

격(framework)에 합의했다. 이를 기초로 현재 세부원칙(modalities)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빨라야 2005년 12월에 세부원칙 

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세부원칙은 국내보조의 감

축률과 감축방식 및 이행기간 등을 제시할 것이다.

  기본 골격과 지금까지 협상되어 온 내용을 근거로 국내보조에 대

해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MS는 최종 허용수준을 기준으로

표 5-2.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사용 추이
단위: 억원

허용 

AMS

사용 

AMS

블루

박스

최소 

허용보조

S&D 

박스
그린박스 수출보조

국내보조

합계

1995 21,826 20,754 - 2,822 204 39,902 12 63,682 

1996 21,056 19,674 - 3,438 309 51,829 24 75,250 

1997 20,287 19,400 - 6,553 378 57,962 30 84,293 

1998 19,517 15,628 - 7,836 415 53,607 36 77,486 

1999 18,748 15,519 - 4,865 621 54,566 149 75,571 

2000 17,978 16,909 - 5,297 506 50,541 191 73,252 

주: 2000년 자료가 가장 최근의 WTO 통보실적임.

자료: WTO (http://www.wto.org).



91

40∼60% 선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최종 허용수

준이 2004년에 1조 4,900억원이므로 최종 이행연도의 AMS 상한은 

5,960∼8,940억원이 될 것이다. 품목별로 AMS 상한이 설정될 것이

므로 쌀에만 사용할 수 있는 AMS는 전체의 평균 97% 또는 5,781∼

8,672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처럼 큰 폭의 AMS 감축은 쌀 

수매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도 수매

량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의 수매정책을 허용보조에 속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한

다면 쌀에 책정된 AMS 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이다. 왜냐하면 쌀에 설정된 AMS는 다른 품목을 지원하는데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블루박스는 과거 기준연도 평균 농업생산액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연도를 1998-2000년으로 가정하면 사용 가능 규모는 1조 

6,135억원으로 지금의 허용 AMS 수준보다 높게 된다. 이러한 블루

박스 규모는 큰 폭의 AMS 감축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은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의무 면제

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에 적용될 최소 허용보조는 감

축될 가능성이 크다.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률을 50%로 가정할 때, 

개도국과 선진국의 조건 아래 최대 사용 가능한 보조 규모는 각각 

1조 6,135억원과 8,068억원이 된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AMS와 최소 허용보조 및 블루

박스 등 왜곡적인 보조의 총액에 별도의 감축공식이 적용된다는 점

이다. 세부원칙은 일단 이행 첫해의 보조 총액이 허용된 규모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보조 총액 규제는 감

축률에 따라서 개별적인 보조 감축보다 더 큰 구속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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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는 현재의 방식대로 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 지위 아래 우리나라가 이 조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면 조

치의 특성상 지금과 같은 500∼60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용보조는 무역효과와 생산 효과가 없거나 미미해야 한다는 본

래 취지에 맞도록 그 기준이 재검토되고 명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생산중립 소득지원, 소득보험과 소득안전망, 자연재해로부터 구호지

원, 구조조정, 환경 프로그램 등의 기준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 허용보조에도 보조규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자는 일부 회원

국의 주장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1.4. 국내보조의 사용가능 규모에 관한 전망

  DDA 농업협상 결과에 관한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농업협

정의 이행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국내보조의 규모를 유형별로 정리

하면 <표 5-3>과 같다. 

  2004년에 상한이 설정되지 않은 블루박스와 허용보조를 제외한 

표 5-3.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사용가능 규모에 관한 전망치
단위: 억원

보조 유형
2004년 허용 

수준

최종 이행연도

최소치 최대치

(a)AMS 14,900 5,960 8,940

(b)블루박스 - 16,135 16,135

(c)최소 허용보조 32,270 8,068 16,135

(d)개도국 특별우대 조치 500 500 600

(e)허용보조 - - -

합   계(a+b+c+d) 47,670 30,663 41,810

주 1) 2004년 기준으로 블루박스의 상한은 없음.

2) 최소 허용보조는 최대 사용가능 한도를 나타냄.

3)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는 1999-2000년 사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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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의 사용가능 총액은 4조 7670억원으로 산출된다. 농업협정

의 최종 이행연도의 국내보조의 총액은 상한이 새롭게 설정된 블루

박스를 합쳐 최소 3조 663억원 또는 최대 4조 1810억원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만약 무역왜곡 보조 총액에 대한 감축 폭이 개별 보조

감축 폭보다 크다면 국내보조 총액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1.5. 국내 농업 보조정책에 주는 시사점

  국내보조와 관련 DDA 농업협상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

은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허용보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다. 특히 AMS가 큰 폭으로 감축된다면 쌀 수매제의 실효가 떨어

질 수밖에 없다. 만약 앞으로 수매제가 폐지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쌀과 연계된 품목 특정 AMS를 활용할 여지

가 생긴다. 이와 같이 확보된 쌀 AMS는 쌀 농가소득안정방안 의 

틀 안에서 제시된 ‘변동직불’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동규 2004).

  또한 블루박스를 사용한 실적이 없던 회원국도 앞으로 이 조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과 농업생산액의 5%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

의 보조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블루박스 정책을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을 왜곡하는 보

조를 허용보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블루박스는 구조조정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일 수 있다. 또한 블루박스는 고정

된 면적과 단수를 기준으로 시행되므로 생산효과도 작다.   

  DDA 농업협상에서 블루박스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된 후, 이미 

제안된 쌀 농가소득안정방안 에서 ‘변동직불’을 블루박스 기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변동직불은 농가가 시장에서 

수취하는 가격에다 허용보조 형태의 고정직불을 더한 수준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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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다 낮을 때 발동되되, 과거의 기준 생산량의 8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기본 골격이 제시한 블루박스의 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는, 지금의 농업협정과 같이 휴경을 전제로 하되, 고정되고 변치 않

는 면적과 단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 또는 부족불 지불

(deficiency payment) 아래 고정되고 변치 않는 생산량의 85%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의무 휴경률 10%를 적용하면

서 시행하는 EU의 면적기준 지불에 해당하고, 후자는 미국이 1996

년에 폐지한 부족불 지불이다.

  둘째는, 휴경과 같은 생산제한 프로그램 대신에 생산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 조치이다. 생산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

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될 것

이지만, 현재로선 미국이 2002년 농업법에서 도입한 목표가격제 아

래 ‘변동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이 이러한 기준에 근접

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CCP는 가격과 연동해서 발동되지만 생산규

모와 관계없다. 그러나 CCP가 생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박스 요건에 완전히 부합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블루박스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생산조

정제와 연계한 현행 방식과, 기본 골격이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생

산 중립형 방식의 적용 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면 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소득안전망체계의 확립을 위한 소요 재정규모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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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

안전망체계의 구축은 종전의 가격지지정책이나 투입재 보조정책과 

달리 순수 재정에 의한 소득지지이므로 사업별 재정규모의 추정은 

정책이나 사업 시행에 필수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농림부문에서 새로운 신규 정책들을 개발⋅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규모를 추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국가재정운 계획의 한 분야를 이루는 농림 재정운 계

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농림재정운 계획은 과거 1982년도부

터 운 해온 중장기 재정운 계획과는 달리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

계획의 기본 틀로 활용된다. 이 농림재정운 계획은 119조 농업⋅

농촌 투융자계획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즉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 계획에서 농업과 농촌에 필요한 50.5조원

을 반 하여 작성되었다. 둘째, 신규 정책에 속하는 개별사업들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다. 앞의 농림재정운 계획이 재

정 공급적인 측면이라면, 개별사업들의 소요예산을 추정하는 것은 

재정수요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사업의 소요예산

을 추정할 수 있다면 재정공급 가능규모로부터 투자우선순위에 따

른 개별사업별 재정규모의 조정이 가능하다. 셋째, 농림부문은 지속

적인 시장개방의 확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시장개방 하에서 농가

소득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그 피해액을 계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앞의 제 3장에서 실현가능한 개방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품목

별 피해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넷째, 바로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WTO/DDA 농업협상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가

용 농업보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상기 4가지 변수 중에서 현재 2008년까지 농림재정운 계획이 확

정되어 있고, 제 3장과 앞의 5장 1절에서 각각 개방 시나리오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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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규모와 WTO 농업협상에 따른 국내농업보조운용규모를 추정한 바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개별 사업별 소요 재정

규모의 추정이다. 일반적으로 개별사업별로 소요 예산을 추정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재정운 계획에서 정해진 상한선(ceiling)을 기본 

전제로 하여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야별(시책별, 정책별, 사업

별) 재정규모를 책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개별사업별로 예상되는 소

요 재정규모를 추정한 후 이를 합계하여 정책별, 시책별 소요 재정

규모를 추정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관련 이론모형을 설정한 후 각 

변수(사업)들의 파라메터를 추정하여 이를 기본으로 모형에서 시책

별, 정책별, 사업별 향후 소요규모를 추정하는 방안이다. 이들 세 가

지 방안들은 최종 사업별 소요규모를 정하기 전에 한번씩은 검토해 

볼만한 방안들이다. 그럼에도 실제 재정운 에 있어서는 첫 번째 방

안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에서 도

출된 재정규모가 재정규모의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어쩔 수 없이 상

한규모에 따라 재정규모를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

적인 측면인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은 투자우선순위의 설정이나 각 

사업별 재정배분비율을 정할 때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지만 현실적

으로 최종 규모결정에 있어 첫 번째 방안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따

라서 이번 절에서는 첫 번째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별 재정규모

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농업⋅농촌 분야 재정운 계획(2004-2008년)   

  다음 <표 5-4>는 이미 확정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농

업⋅농촌 재정운 계획에서 농가소득안정분야로 책정된 투융자계획

이다. 이 투융자계획은 향후 5년간 농가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

과 관련된 예산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2004부터 2008년까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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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투융자계획 규모는 총 50조 5000억원이며 나머지 68조 5000억

원은 201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농림재정 증가율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농

림재정 증가율보다 높은 7.8%이다. 그리하여 2004년의 8조 8000억

원의 규모가 2008년에는 10조 900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2004년의 투자우선순위는 부채대책 및 이차보전의 비중, 논농업직

불금,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순서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논농업직불

금, 부채대책 및 이차보전,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순서로 바뀔 예정이

다. 또한 2007년부터는 부채대책 및 이차보전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

중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표 5-4.  농가소득안정 분야 투융자계획, 2004-08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 이양직불금 141 286 546 757 966

논농업직불금 4,810 4,969 5,119 5,272 5,430

농작물재해보험 448 535 615 671 691

건강보험료지원 537 666 1,092 1,151 1,213

부채대책 및 이차보전 5,844 8,752 8,175 5,708 5,207

쌀소득보전직불금 955 966 4,304 4,596 4,808

기타 12,715 17,449 20,388 24,148 25,335

합계 25,450 33,623 40,239 42,303 43,650

주 1) 어업과 어촌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

2) 당초 재정운용계획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

지만, 소득보전이나 소득안전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제외시킴.

자료:대한민국 정부(2004), ｢2004-2008년 국가재정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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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위한 

소요 재정규모 추정

  아래 <표 5-5>는 이제까지 여러 시각에서 추정한 소득보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요약한 것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시나리

오별로 농업소득의 감소액은 2013년에 개도국 기준으로 3조 2,810억

원에서 선진국 기준으로 4조 1,5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2008년에 책정된 개별사업별 재정소요액의 합계를 넘어선 규모이므

로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 체계와 관련된 예산의 비중을 계획

보다 크게 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WTO 협정에 따라 운

할 수 있는 국내보조규모도 3조 663억원∼4조 1810억원으로 예상

되고 있어,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대외적으로 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별로 예상되는 재정규모를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으나, 정책

표 5-5.  주요 대안별 소득보전대책 소요 재정규모(예상치)
단위: 억원

소요재정규모 비고

(1) 농림재정운 계획
2조 5,450억원(2004)

∼4조 3,650억원(2008)

투자우선순위(2008): 논

농업직불금, 부채대책 

및 이차보전, 쌀소득보

전직불금

(2) 시장개방시나리오별  

피해규모액 

3조 2,810억원(개도국)

∼4조 1,530억원(선진국)

투자우선순위(2013): 쌀, 

고추, 사과, 마늘, 양파, 배

(3) WTO 협상에 따른 

국내보조가능규모

3조 663억원(최소)

∼4조 1,810억원(최대)
Blue box 유형 지원 확대

(4) 1998-2002년간 

   농가소득보전대책규모

8,108억원

∼1조 4,301억원

사회보상대상그룹 지원액:

6,305억원∼7,4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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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재정 총규모보다는 다양한 소득

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전망 관련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운 의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를 확립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여러 대안 별로 추정된 소득보전대책 재정규모를 살펴

보았는데, 농림재정운 계획의 재정 규모가 비록 어업과 어촌 부문

을 포함하 다고 하지만,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피해규모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6 다만, DDA 농업협상

에 따른 국내보조규모가 농림재정운 계획보다 작은 규모라면 DDA 

농업협상에 따른 국내농업보조규모가 운  가능한 최대의 재정지원

규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의 경우 전체 농림투융자규모에서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소득안전망체계 구축으로 최대 4조 1,530억원

을 배정해야 한다. 이 지원금액은 2013년에 농림투융자 금액으로 계

획되어 있는 14조 8,907억원의 27.9%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119

조 투융자계획에 따르면, 직불예산이 10년간 24조원 수준으로 반

되었으며, 2013년에 농림투융자금액 대비 직불예산은 23%로 농가소

득 중 직불금은 10%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직불제 이외에 기

타 여러 소득보전이나 농가소득안정대책 등을 고려하면 농가소득보

전대책이나 소득안전망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정 확보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가소득보전대책이나 농가소득안전

망 체계에서는 재정지원규모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보다 사업별, 분

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농가소득보전체계를 얼

마나 효율적으로 운 하느냐가 앞으로 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16 그러나 품목별 deminis로 설정된 총액과 보조가 필요한 품목과는 불일

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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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 체계의 설계

3.1. 기본 방향의 설정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설계를 위한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첫째, WTO 규범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

망 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WTO 규범과의 합치성). 국제화 시대에 

있어 우리나라 농정도 WTO 체제와 부합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수립도 이에 준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 규범이 확정된 이후

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농가소득보전대책

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농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안정망 체계를 구축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정

망체계의 근거의 명확성). 농가소득보전대책은 급격한 외부여건 변

화(시장개방)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를 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이란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소득보전대책은 주로 품

목별 대책이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과 같은 개별 정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농가소득안전망체계는 개별 대책들

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관련사업이나 정책들을 패키지화

하거나 아니면 농가를 대상으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야 한다.

  셋째, 이들 농가소득보전대책이나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구축은 농

정목표와의 일치되어야 한다(농정목표와 일치성). 농가소득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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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전체 농정목표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농가소득보전대책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농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 강화가 제한된다면 이

는 주요 농정목표 간에 상충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

가소득보전대책이나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매카니즘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업구조조정과 조화되도록 

추진하며 농업구조조정과 상충되는 부작용은 적절한 대책들을 마련

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계농가가 유연하게 탈농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

도적 인세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보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책 대상을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정책대상선정의 적

합성). 현재 전업농이 농업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훨씬 크

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소득보전대책의 일차 대상그룹은 전업농으로 

정해져야 하나, 일반 농가를 제외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므

로 일반 농가도 수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소득보전대책을 

설계할 때는 일차적으로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큰 품목들의 농가들

을 중심으로 설계하여야 할 것이며,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는 일시적

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들과 최저소득수준 이하의 농가들에게 

최저소득수준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가소득보전대책이나 농가소득안전망 체계가 충분한 정

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지, 관련 제도는 제대

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정책집행의 가능

성). 소득보전대책의 성공여부는 농가의 경 정보 및 소득관련정보

가 효과적으로 수집되는 한편, 이를 정확히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체

계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성과

는 농가소득 관련정보의 수집⋅점검⋅평가체계 및 행정운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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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현재 직불제 등을 비롯하여 여러 소득보전대책들이 도입

단계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책들이 일시에 확대되

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평가를 거쳐 확대되어야 한다(단계적인 정책 

시행). 예를 들면, 직불제의 경우, 현재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우선순

위, 지역⋅품목간 형평성, 정책의 상충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

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관련 대책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먼저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적절히 통합⋅정비한 

후, 정비된 직불제와 관련 제도를 연계시키고 최종적으로 농가를 대

상으로 한 단일 직불제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곱째, 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전망 체계는 재정지원 방식이므

로 재정제약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재정 제약과의 부합성). 따

라서 총 농림재정규모의 제약 범위 내에서 관련 시책별, 정책별, 개

별사업별의 지원규모가 정해져야 한다. 특히, 갈수록 비농업부문을 

포함하여 부문별⋅분야별 재정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므로 필요한 

재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대책들이 주는 예상 효과를 

잘 제시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 질 것이다. 

3.2.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정망 체계의 구성요소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정망 체계를 설계할 때 이들 대책

과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성요소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대책별 구체적인 정책목표이다. 둘째, 농가소

득보전을 해야 할 대상그룹이 경작자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등을 

정하는 지원대상이다. 셋째, 예상되는 소득감소를 기준년도 목표가

격의 어느 수준까지 지지할 것인지와 같은 소득보전수준을 정해야 

한다. 또한 소득지지에서 지주와 임차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소득보전이나 소득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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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기준년도의 면적, 단수, 수량, 수입, 소득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정하는 지원방법이다. 다섯째, 소득보전대

상에 따라 얼마동안 지원하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정

하는 지원규모와 지원기간이다. 여섯째, 이들 농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안전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규모

를 추정하는 소요 재정규모의 추정이다. 일곱째, 이들 농가소득안전

망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와 직결되어 있는 행정기반 구축과 관

련 정보수집 및 점검⋅평가체계이다. 여덟째, 모든 정책이나 제도들

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적절히 조

정,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책들이 필요한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분

하여 각각의 대책과 체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3.3.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설계

  농가소득보전대책은 품목별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거

나, 아니면 시장에서 가격으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다원적 기능들

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품목별⋅기능별 소득보전

대책이다. 특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에서의 소득보전방식은 크게 직

접지불제 방식과 보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을 직접지불제 방식으로 운 하는 경우에 이

미 여러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품목별로 감소하는 농업소득은 AMS와 블루 

박스 형태의 소득보전직불제 및 허용보조에 해당하는 고정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고정직불제는 시장가격의 변동과 

무관하며, 변동직불제는 시장가격과 연동한다. 그리하여 소득보전을 

위하여 직불제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시장과 완전 연계되지 않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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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농가소득보전대책(직접지불 형태)

자료: 박동규 등. 2004.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직불제 방식에서는 먼저 목표가격

수준이 고정직불과 시장가격을 합한 것보다 높을 경우 소득보전규

모는 목표가격수준에서 고정직불과 시장가격을 합한 것을 뺀 것만

큼의 규모가 된다. 이때 고정직불과 시장가격을 합한 것이 목표가격

보다 높을 경우, 소득보전직불제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고정직불

제만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을 간략히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5-1>이다. <그림 5-1>은 먼저 목표가격

으로 소득안정목표를 정하고 난 후에 소득안정목표와 당해연도 가

격과의 차이를 고정직불제과 소득보전직불제로 보전하는 방식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5-1>과 같은 방식으로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할 경우, 

먼저 소득지지 수준을 어떤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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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의 경우 특정 작목 재배농가의 당해연도 실

제가격이 기준년도 목표가격보다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하락

분의 일정비율17을 보전하며, 이때 기준가격은 과거 3개년 또는 5개

년 같이 고정된 일정기간 동안의 농가수취가격 평균을 적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현재 쌀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할 쌀소득보전직불

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 할 계획이다. 다만 쌀소득보전직불제

가 다른 소득보전대책(직불제)과 다소 다른 것은 소득지지선(목표가

격)은 있으나, 가격지지선(최저가격지지)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농가소득보전수준의 결정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

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방식은 기준년도 가격에서 연간 ⍺%

씩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준년도 가격×(1－n년×⍺%) 방식을 

택하는 것이며, 사전에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방식은 이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는 변동 기준년도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기조에

서는 농가의 경 위험을 줄여주는 유인책으로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이다. 

  만약 2010년의 경우 주요 품목별로 소득보전직불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시장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품목별 피해액을 기준으로 

주요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추정한 후에 이를 

다시 품목별로 AMS 방식, 블루박스 방식, 최소허용 방식으로 배분

한다. 예를 들어 쌀 협상과 DDA 농업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개

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쌀의 피해규모는 5,720억원으로 예상

되며 이는 AMS 방식에서 허용된 보조로 지원하고, 고추와 사과의 

피해액을 합친 1,875억원은 블루박스 방식으로 지원하며, 마늘과 기타 

작목의 피해액을 합친 5,125억원은 최소허용보조로 지원하는 것이다.

17 일본은 80%, 미국은 85%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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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소득보전을 보험방식으로 할 경우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

부가 보전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보험의 

도입을 감안해야 한다. 

  이외에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품목별 소득

지지목표로 인하여 해당 품목이 과잉생산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과잉생산에 대비하여 조

치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는 첫째, 일본의 과수경 안정대책에서 

적용하는 바와 같이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에서 최저보전가격을 설정

하고 농가수취가격이 최저보전가격을 하회할 경우 하회한 부분은 

소득보전하지 않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쌀 생산

조정제도와 같이 모든 생산농가에 휴경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때는 생산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정면적과 단수

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설계할 때 또 고려할 사항은 재원분담주체를 

누구로 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농가소득보전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분담하는지(분담주체)에 따라 (1) 중앙정부, (2)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또는 생산자단

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분담주체별로 분담비율은 시

장개방피해의 예상 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쌀은 중앙정부가 100% 부담한다든지, 마늘 등과 

같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들은 지방자치단체가 25%, 

생산자가 25% 등으로 분담을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필요한 행정인

프라를 갖추고 있고 소득관련 자료를 수집, 점검,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행정인프라와 관련 정보

의 관리운  및 점검 평가하는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 면

적을 중심으로 간접적 소득지지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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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농가소득 및 경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잘 수집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다음 절

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3.4. 농가소득안전망 체계의 설계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로 필요한 개별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을 종합적

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패키화 하는 방안(연계 방안)이

다. 둘째, 농가를 중심으로 기존의 소득보전대책이나 새로이 필요한 

소득보전대책을 하나로 통합(통합 방식)하여 농가 중심의 단일 소득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때 개별 소득보전대책에는 품

목별⋅기능별 소득보전대책뿐만 아니라, 작물보험이나 수입보험 등

과 같은 농업보험 및 재해보상 및 농업인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지원 

등과 같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소득지지

효과를 얻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먼저 연계방식으로 농가소득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 농가

소득지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에게는 (5개

년 평균농업소득－당해 년도의 농업소득)×30%를 지원하고, 농가소

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농가는 (최저생계비－당해연도 농가소득)을 

지원하며, 소득이 불안정한 농가는 기준소득 대비 70% 수준을 지원

하도록 한다. 이미 제 3장에서 논의했듯이 일시적 경 위기 농가란 

당해 년도의 농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낮은 농

가를 의미하고, 이때 최저소득수준이란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충당하

는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기준소득은 극단치가 주는 향을 

피하기 위하여 과거 5개년 농가소득의 올림픽 평균으로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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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 경 위기를 겪는 농가들의 감

소하는 농업소득은 AMS, 최소허용보조, Blue Box 등의 허용범위 내

에서 보전하기로 하고,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는 사회

보장 차원에서 소득을 지지하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통합방식을 적용하여 농가단위로 단일의 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 먼저 이런 단일의 소득안전망 체계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단일의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를 구축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첫째, 농가는 농

산물 가격과 수량 변동에 동시에 대처가 가능하다. 둘째, 소득 자료

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는 전담기구들의 행정비용과 농가들의 도

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은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소득안정 효과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소득관련정

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

른 대책들보다 정부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며, 농가의 기준 조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런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도 여러 품목별, 기능별 소득보전대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미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소득안정계정을 시행 중인 

캐나다를 제외하고도 EU는 2005년부터 농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그린박스형 단일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을 시행할 예정이며, 

일본도 다양한 품목별 경 안정대책들을 단일직불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계획상으로 2007년부터 우리나라도 농가소득안

정계정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그 시행은 농가소득과 경 관련 정보

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전제조건

이므로 이 전제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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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기준 소득과 보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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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농가분담 정부분담

자료:이명헌 등(2004), 농업소득 안정계정의 도입방안.

  <그림 5-2>는 단일의 농가안전망체계의 한 방안으로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소득안정계정과 같은 방식을 우리나라도 도입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득지표로 농업소득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조

수입이나 농가소득(또는 품목별 소득)으로 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즉 어떤 소득지표를 활용할 것인지를 면 하게 검토해야 한

다. 이외에도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범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소

득 변동의 폭은 얼마로 정할 것인지, 농민의 기여금(각출) 부담의사

와 능력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농가소득안정망 체

계 이외에도 어떤 소득보전대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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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는 농가소득보

전대책, 농가재해보험, 농업재해보상, 기타 사회보장적 성격의 농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킨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이에 포함되는 개별 소득보전대책들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4. 행정운 체계 및 농가소득 파악체계의 확립 방안

  현재 소득보전대책의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의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아직 소득보전대책을 확충할 기반을 갖

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직불제를 시행 또는 모니터

링 하는 기관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들어나 있다. 

예를 들면,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농업기반공사는 논의 형상유지, 농

업기술센터는 토양검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잔류농약검사만을 모니

터링 함으로써 모니터링이 비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세 고령농가들이 많아 원천적으로 모

니터링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들의 농정조직이 축소되어가는 마당에 구체적인 소득이나 경  통

계자료를 수집, 모니터링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 일수도 있

다. 더욱이 현재 농가별 경작현황, 경  및 소득에 관련된 통계 테이

타 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보전대책을 확충하는 것

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속화시키며,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전망 체계의 성공

적인 시행과 바람직한 정책효과는 관련 통계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는지 여부와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

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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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구축되기 위해

서 어떤 제도적 장치나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4.1. 행정운 체계의 확립

  일반적으로 소득보전대책과 관련된 행정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준년도의 대상 필지와 대상자 유무 확인 계약

업무, 시행년도 대상자의 자격 변화와 작물식부 조사, 실 경작자 조

사, 농지소유와 임대차 변동 상황 조사, 농업인 관리(농업인 규정) 

등이다. 그리고 행정인프라 구축에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현행 행정체계에서 전산화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둘째, 현재 행정체계 내에서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체계와 관련

된 행정 및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를 설립하거나, 셋째, 농가소득보전대책과 관련 기획업무와 집행업

무를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중심이 된 외국의 농업회의소

와 같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 등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이며 이

런 상태에서 늘어나는 각종 소득보전대책의 시행과 모니터링에 따

르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농가 단위의 소득보전대책

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중심이 된 농업회의소 같은 것을 설립하여 이를 운 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바람직한 방안은 

국가기관 내에서(예를 들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농가소득보전 대책

의 전담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등)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시행하고 모니

터링 하는 기구를 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의 Rural Payment 

Agency(RPA)나 미국의 Farm Service Agency(FSA)와 같은 독립된 전

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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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점검⋅평가체계의 수립

  농가소득보전대책은 재정이 납세자로부터 생산자로 이전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와 요건 및 점검⋅평가 체계 수립이 필요하

다. 이런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농가소득보전대책 운 의 효율성

과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비용 측면에

서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농가소득보전대책의 

확대와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수립은 성립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은 반대급부로 많은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을 초래하므로 모니터링 체계 수립에 많은 준비

와 예산이 소요된다. 즉 복잡한 관련서류의 작성, 자료 준비, 감사 대

응 등 정책조치의 신청 및 이행에 많은 인원과 비용이 초래되고, 관

련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하는 관리지역 사무소의 운 이 필요하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농가경  및 농가소득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체

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보완적으로 뒷받침해 줄 제도로서는 농가

등록제를 시행하고, 간이 경  장부를 유지하며, 소득보전신청과 관

련 업무에 자문관을 지정하거나, 농지 이용 및 소유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EU가 운 하는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점검⋅

평가 체계를 수립⋅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도,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소득보전조치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수혜농가의 일정 비율(예: 5%)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하

여 실사를 시행한다든지, 민간컨설팅업체는 농가경 에 관한 자문서

비스와 함께 소득보전 관련 문제를 정기적으로 자문하도록 하고 이

때 민간컨설팅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수

혜농가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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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정비 방안

  이번 절에서는 현재 다양한 직불제가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기능들의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보다 농가

소득보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 하거나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를 구축하려면 현행 직불제 체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효

율적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3>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직불제를 정비해가는 방안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직접지불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조정 및 소득안

정 그리고 환경농업․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확대

가 요구되는 농정의 핵심이다. 직접지불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소득보전, 품목별 지원, 구조조정 및 공익적 기능 등 다양한 형

태로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하여 1단계에서는 효율적 체계 구

축에 필요한 기본적 정비 및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에서는 중장기

적으로 통합․단순화하며, 시행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는 장기적으로 농가단위의 소득보전방안

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및 

쌀 협상으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되고, 농업생산 비중이 큰 쌀에 한

해서는 단기적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쌀이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쌀 이외의 작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농가단위의 소득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논의 형상유지, 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등 환경 계획에 따른 직불제이므로 소득보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생산과 가격에 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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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체제정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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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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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계정 친환경 직불

조
건
불
리
직
불

경영이양연금

자료:농경연, ｢직불제 중장기확충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2004 및 박동규, ｢직

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 연구｣, 2004 참조.

방식인 생산 중립적 직불제(고정)로 개편하여 실질적 소득보전 장치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밭 간의 형평성 문제와 원예품목

에 대한 보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기존의 논농업직불

제 대상농지의 확대뿐만 아니라 밭에 대한 직불제도 1단계에서 새

롭게 도입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생산중립직불제와 연계하여 전업농의 가격위

험에 대응한 소득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가격변동으로 인한 경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전업농가에 대

하여 보전비율을 확대하는 등 농가의 위험수준에 따른 보전수준 차

등화가 가능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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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전을 위한 품목별 소득보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DDA 협

상 이후 관세감축으로 양념채소류 등 일부 밭작물에 대한 피해가 예

상되므로 1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품목별 소득보전장치(계약재배안정

화사업)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변동과 하락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투자

가 많은 전업농의 경우 2단계에서는 소득안전망 확충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품목별 직불제는 AMS 감축, 소득보전효과 

지속성 여부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

불제와 같은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곧바로 농가단위의 

소득안정 직불제를 도입하기에는 정확한 경 체 단위의 소득파악의 

한계와 WTO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효성 있는 소

득보전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농가단위의 소득파

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및 경 장부 기장제도 정비와 품목별 직불제

의 소득안정계정으로의 통합을 위한 검토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직불제인 친환경직불제는 현재는 농

약사용 수준만을 단일기준으로 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친환경축산직불제

는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도 감축, 분뇨자원화를 조건으로 지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친환경직불제는 수질정화, 토양보전 등 다

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하도록 1단계에서는 메뉴방식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상수원보고구역, 국공립보호구역 등 환경

보전 목적으로 농업활동이 규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규제지역 

직불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포함한 모든 친환경 성격의 직불제를 메뉴에 포함시

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현재 직불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공동사업을 유도하는 등 소득보조와 지역개발사업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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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되어 있는데 농촌 고령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마을공동

기금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소득보조 성격으로 명확하게 정

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고, 농촌관광을 비

롯한 농촌지역 마케팅의 기본요소인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되

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관작물 식재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단식 논 등 다양한 농업경관을 선정기준으로 하

고 있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직불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2단계에서는 

친환경직불제의 세부 프로그램화 하여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로는 경 이양직불제

와 생산조정제를 들 수 있다. 경 이양직불제는 63∼69세의 고령농

업인이 농지를 매도 및 임대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낮은 

보조금 단가로 인해 고령농의 농은퇴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어서 

경 이양 촉진수단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 이양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 단가를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방식도 분할 지급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의 규모제한 및 지급액 상한 폐지, 경 이양 

연령제한의 폐지 등을 통해 농지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은퇴농 중심에서 은퇴농 중심의 경 이양 대책으로 전환하여

야 할 것이다.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균형의 조기 회복과 WTO 쌀협상 시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2003-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쌀 시장개방을 전제할 경우 생산조정은 무의미하며, 쌀 소득안정방

안의 일환으로 논농업직불제를 생산중립적인 고정형 직불제로 개편

하면서 휴경농지에 대한 직불금도 지급하게 되므로 이중 지원의 결

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시한 종료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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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직불제를 정비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아감으로써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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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UR 이후 실질 농가소득이 정체되면서 농가소득 문제가 농정의 주

요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농가소득의 절대수준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농간⋅농가계층간 농가소득의 불균형과 불안정성이 갈수

록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DDA 농업협상과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전

망이다.

  그동안 농가소득문제가 심각해졌는데도 농정이 소극적⋅산발적으

로 대응하여 농가소득문제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농정 전환으로서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이 도입⋅시행되었으나 우리나

라는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기능별로 단기적⋅병렬적으로 시행되

어 왔다. 또한 비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농가소득보전대책에 

대한 반론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비판에 처해 있는 입장이다. 최근 쌀 협상의 후속대책으로 쌀 

농가의 소득안정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직불제가 미처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형편

이다. 특히 농가소득보전대책 이외에도 농가소득안전망이란 개념이 

도입되어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농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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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전대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태

이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국제협상이나 국내의 농정 전환이란 차

원에서, 미시적으로는 농가의 경 과 소득안정 차원에서 농가소득보

전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안전망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농정현안과제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 연구는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시기에 농

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목

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대비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의 개념을 정립하고,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

계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UR 이후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와 변

동 요인 등을 분석하고 시장개방 시나리오에 따라 농가소득이 어떻

게 변화할 것이지를 전망한다. 셋째,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를 실증

적으로 계측하고, 직접지불제를 비롯하여 그동안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여러 농가소득보전대책을 평가한다. 아울러 선진국들

이 시행하고 있는 농가소득보전정책이 우리나라 농가소득보전대책

이나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구축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도출

한다. 넷째, DDA 농업협상이 국내농업보조의 운 에 어떤 제약을 

줄 것인지를 정리하고, 여러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규모를 추정해 보며,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

망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관련 문헌연구를 통하여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

계와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 두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농가소득보전대책은 품목별로 특정 농산물의 소득감

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하거나, 기능별로 농업이 담당하는 다원적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 대책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농가소득보전대책은 직접지불제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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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해보험 등과 같이 품목별⋅기능별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개별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기능별 개별정책 특징을 

지닌 농가소득보전대책은 종종 다른 개별정책목표와 상충되거나 정

책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반면,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는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를 원상⋅회복시키거나, 최

저 농가소득지지선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는 농가들의 소득을 지지

해 주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며, 개별정책으로 농가소득안전망을 형

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정책프로그램을 연계시킨 종합적 농

가지원대책의 성격을 지닌다. 즉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란 개별 정책

프로그램들을 연계시켜 종합적인 농업정책체계를 형성하거나 아니

면 여러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을 통합하여 농가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를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살펴

본 결과 부분균형분석의 경우 농가소득안전망 체계가 구축되면, 농

산물 가격지지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지지 효과

가 있게 된다. 계량분석에 의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조정책의 생

산 및 무역 효과와 소득이전 효율사이에는 역관계가 성립되며, 과거 

기준에 근거한 직불제가 생산과 무역 및 세계시장가격에 가장 작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면적 및 과거 기준 직접지

불에 대한 혜택의 대부분이 농가가 소유한 토지에 집적된다는 것으

로 규명하 다. 이처럼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직불제라고 하더

라도 생산에는 어느 정도 향을 주고 또한 지주에게로 혜택이 돌아

가는 부정적인 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가소득 변화실태를 농가경제통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변화 실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책적 시사

점을 얻었다.

  첫째, 농가소득의 정체나 불안정은 주로 농업소득의 감소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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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기인하고 있으며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은 이를 어느 정도 완화

시키고 있다. 이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곧바로 국내시

장에 전달되면서 농가는 농산물시장에서 소득감소의 문제를 해결했

다기보다 농외소득이나 이전수입 증대로 충격을 완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농업노동의 고령화와 농촌 산업구조의 특징을 볼 때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기회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

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초래되는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가로 소득이전을 직접하는 소득보전대책의 확대로 완화시킬 필요

가 있다. 

  둘째, 농가소득이 정체하는 이유는 교역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이지

만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은 경 비의 불안정에 기인

하고 있다. 특히 경 비 중에서도 농약, 비료비 등 자재비, 노임, 농

업용 이자 등의 불안정이 주된 요인이므로 이들 농자재 가격을 안정

시키는 것이 농업소득을 안정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경 규모별로 보면 대농은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문제인 

반면, 세농은 낮은 농업소득과 불평등성 심화가 보다 심각한 문제

이다. 대규모 농가에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주는 농가소득보전대책에

서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적절하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보완장치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품목별 소득보전직불제를 마련할 때 

품목별로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최저지지가격도 설정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소득안전망체계에서는 연령과 농규모를 고려한 

즉 60대 이상의 세소농을 배려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품목별로 과수부문은 2000년부터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

므로 농가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한 부문이며, 축산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으나, 불안정과 불평등 또한 높기 때문에 품목

별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

이는 등과 같은 기능별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축산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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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안정화시키고 농가 간 기술수준 및 경 능력 차이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2002년의 경우 최저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와 일

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당해연도 농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

업소득보다 30% 이상 낮은 농가)의 비중은 각각 12.7%와 28.0%에 

달한다. 이들 농가는 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정망체계의 일차적인 

정책대상이 되며, 각각 최저생계비 수준을 충당하거나 5개년 평균농

업소득수준까지 지지하기 위해서는 약 7,416억원과 1조 361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나 일시적 경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특징은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농가들의 비율이 

높고, 미작이나 채소농가가 많으며 경 규모가 세한 농가들의 비

중이 높다. 일반적으로 소득보전대책은 대규모 전업농가에 더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므로 소득보전대책만으로 현재 농가들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없으며 적절한 사회보장대책이 병행되거나 아니면 농가소

득안전망체계에 세 고령의 미작농가나 채소농가를 고려한 보완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농가경제조사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를 계측한 결과, 농업보조정책은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

으며,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이라도 적으나마 생산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직접소득이전 규모가 커지면 생

산효과에 대하여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농정개혁과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중심의 정책을 통해 소득안전망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품목별 대책에서 농가의 소득 전체를 대상으

로 한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부터 도입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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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의 단일지불과 1997-2002년에 시행된 캐나다의 NISA 및 2003

년부터의 CAIS는 정부의 정책이 품목 중심에서 농가(경 체)의 소

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격, 생산, 투입재 보조와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 목표화된 직접 지불 방식으로 전환되면

서 메뉴 방식의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시행되어 정책의 효율성과 

정 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집행과 감독 및 평가 등에 농가와 정부 

모두에게 과다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무역자유화와 농정개혁이 촉진되면서 시장으로부터 보호된 품목이 

거의 사라지면서 개별 품목보다는 시장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위험을 줄이는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다. 

  DDA 농업협상이 국내농업보조 운용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허용보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블루박스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들도 블루박스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루박스 정책은 무역 왜곡 보조를 허용

보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유용

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블루박스 정책은 고정면적과 

단수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생산효과가 작은 유리한 점이 있다. 블

루박스 기준으로는 휴경을 전제로 하는 방식과 휴경방식 대신에 생

산과 연계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는 조치 등과 같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농가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규모를 추정하는 방안으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는 농림재정운 계획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별 재정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현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보전과 농가경 안

정으로 배정된 금액은 2조 5,450억원(2004년)부터 4조 3,650억원

(2008년)이다. 둘째, 시장개방 시나리오에 따라 농업부문이 받을 피

해액을 계측하고 이 피해액만큼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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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규모를 필요한 재정규모로 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2013년에 개도국 지위의 경우에 3조 2,810억원이, 선진국 지위의 경

우 4조 1,530억원의 재정규모가 요구된다. 셋째, WTO 협상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보조가능규모를 재정지원규모로 정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소 3조 663억원부터 4조 1,810억원까지 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실제 농가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보전대책에 필요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지원액은 8,108억원

부터 1조 4,301억원까지 이었다. 현재 2013년까지 농림재정 증가율

과 농가소득안정부문에 배정되는 비율을 고려해 볼 때 농가소득보

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

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중요

한 정책과제는 총재정지원규모라기보다는 농가소득보전대책이나 소

득안전망체계 내의 여러 사업들이나 분야들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

게 설정하고 또 운 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 하는

가 하는 것이다.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체계를 설계하는 기본방향으

로는 첫째, WTO 규범과 일치해야 한다. 둘째, 이런 체계를 왜 만들

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전체 농

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정책목표 대상을 보다 적

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다섯째, 이들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있는지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

다. 여섯째, 관련 대책들이 일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알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재정의 제약 범위 내에

서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 등이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전망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구

체적인 정책목표, 지원대상, 지원조건, 소득지지방법, 소득지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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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원기간, 소요 재정규모의 추정, 행정기반 구축과 필요한 경

과 소득정보를 수집,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등이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설계하는 것은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인지 아

니면 기능별 소득보전대책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먼저  품목별 소득

보전대책은 여러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품목별 소득감소분은 AMS, 

블루박스 형태의 변동직불제와 허용보조 형태의 고정직불제로 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가소득보전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으

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준년도 가격에서 연간 일정 비율씩을 

감축하는 방식이나 이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한편, 품목별 소득보전을 보험으로 하는 방식도 있으며 이

때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며, 민간 참여를 도모하기 위

하여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재원

분담은 품목별로 시장개방피해규모의 과다에 따라 중앙정부만,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아니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가소득안전망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방안은 개별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을 연계시켜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패키지화하는 연계방안이다. 둘째 방안은 EU

와 같이 농가를 중심으로 여러 소득보전대책들을 하나의 소득안전

망체계로 통합하는 통합방식이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성공여부는 여러 소득보전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 경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있는지 여부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

와 같은 모니터링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는 아직 이런 행정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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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현행 행정체계 내에서 별

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외국의 농업회의소와 같은 농업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소득보전대

책의 당위성이나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관련 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행정체계 내에서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 

체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점검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하

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과 경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외에도 농가

등록제, 간이경 장부의 유지, 경 자문관의 운 , 농지이용과 소유

에 관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양한 직불제가 혼재되어 산발적으로 시행되면서 비효율성

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이들 직불제들이 잘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점차 농가를 중심으로 단일의 직불제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직불제를 정비하는 방안으로는 논농업직불제는 생산

중립직불제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일단 소득보전직불제로 전환한 

다음 다시 소득보전직불제를 품목별 소득보전대책과 함께 농가소득

안정계정으로 통합시키고, 생산조정제는 한시적으로만 운 하며, 경

이양직불제는 경 이양연금으로 전환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

는 기능별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직불)는 우선 메뉴식으로 개편한 후 친환경직불과 조건불리

직불로 운 한다 등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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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불평등도 분석 방법

1. GE 계열 지표의 일반적 함수형태

GE(α) = 
1

α
2
-α

 [ 1n ∑
n

i=1(
y i
μ )

α

-1]

  여기서 α= 0인 경우 l'Hopital의 정리를 사용하면 다음 식과 같이 

대수편차평균(MLD)과 동일함.18 즉,

GE(0) = 
1
n ∑

n

i=1
log

μ
y i
 = MLD

  한편 α= 2이면 GE(2)는 변이계수자승(Squared Coefficient 

Variation: SCV)의 절반이 됨. 즉,

GE(2) = 
1
2 [
1
n ∑

n

i=1(
y i
μ )

2

-1]= 1
2
SCV

18 GE 함수에서 주로 사용되는 α값은 0, 1, 2이다. α=0이면 저소득 계

층의 소득변화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지고, α=0이면 모든 소득분포

에 고르게 비중이 주어지며, α=2이면 고소득 계층의 소득변화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128

  만약 α= 1-ε ( α < 1)이면, GE( 1-ε)은 Atkinson 계열의 지표들

과 같은 순서를 유지하게 됨.19 즉,

GE(1-ε) = 
1

ε
2
-ε

 [ (1-A ε)
1-ε
 -1]

2.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S f를 소득원천 f가 전체불평등도에 미치는 절대적인 기여분이라

고 할 때 전체 불평등도는 다음과 같이 소득원천별 기여분의 합계임.

GE(2) = ∑
f
 Sf

   S f를 전체불평등도 GE(2)로 나누면 상대적 기여도인 s f를 다음 

식과 같음. 

s f = 
Sf

GE(2)
      s.t.  ∑

f
s f = 1

  s f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Shorrocks(1982)의 방식을 

적용하면 s f는 기별소득원천 y f를 전체 소득 y에 회귀분석한 회귀

계수로 다음 식과 같음.20 

19 Atkinson 지수는 사회후생함수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tkinson 지수에서 파리미터 ε는 그 사회구성

원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ε값이 

클수록 그 사회구성원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거부감 또는 소득평등

에 대한 관심이 큼을 나타낸다.

At = 1-[ 1n  ∑i (
y i
μ )

1-ε

]
1/( 1-ε)

단, ε ≠ 1, ε >  0
20 Shorrocks의 방법은 index 형태와 분석배열에 neutral한 모형으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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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f = 
cov(y f, y)

var(y)
      단, s f = △y f△y

 + ui

  S f는 다음 식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다. 

Sf = s f⋅GE(2) = ρ f⋅χ f GE(2)⋅GE(2) f

단, ρ f : 소득원천 y f와 전체소득 y의 상관계수
    χ f : 소득원천 y f의 전체소득 y에 대한 비율(≡μ f/μ)

3. 가구 특성별 요인분해

  가구특성별 요인분해는 모집단을 인구학적 속성을 기준으로 세분

하여 전체 불평등도를 집단간 불평등도와 집단내 불평등도로 분석

하는데 유용하다.

  전체 불평등도(GE(0))는 다음 식과 같이 집단간 불평등도와 집단

내 불평등도로 분해됨.

GE(0) = ∑
k
v k GE(0) k + ∑

k
v k log ( 1λ k )

단,GE(0) k : k집단의 소득불평등도
        v k : k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nk/n)
        λ k : k집단 평균소득의 모집단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μ k/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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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  경 규모별 농업소득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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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부도 1-2.  농형태별 농업소득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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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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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3.  농가소득 원천별 불평등지도 변화(Gini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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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부표 1-1.  농가소득 원천별 불평등도 요인분해

상대적기여도

s f (%)  

절대적기여도

S f
GE(2) f

평균(만원)

μ, μ f  

1998

농가소득 100.0 0.2718 0.2718 2,095

 농업소득  38.1 0.1036 0.6019  935

 겸업소득   4.8 0.0130 4.5666  122

 사업외소득  26.6 0.0723 1.1041  591

 이전수입  30.4 0.0827 1.8024  445

2002

농가소득 100.0 0.2875 0.2875 2,326

 농업소득  51.0 0.1465 0.8780 1,015

 겸업소득   7.7 0.0222 5.1940  159

 사업외소득  23.6 0.0678 1.0013  680

 이전수입  17.7 0.0510 1.1242  472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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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농업소득 원천별 불평등도 요인분해

상대적기여도

s f (%)  

절대적기여도

S f
GE(2) f

평균(만원)

μ, μ f  

1998

농업조수입 - - 0.5626 1,737

경 비 100.0 1.0356 1.0356  821

  재료비  60.8 0.6293 2.7692  343

  노무비   4.8 0.0501 2.5054   56

  임차료   5.7 0.0592 1.2950  125

  농업용이자   8.2 0.0848 2.8614   68

  기타경비  20.5 0.2122 1.2642  229

2002

농업조수입 - - 0.6813 1,827

경 비 100.0 1.1210 1.1210  842

  재료비  59.1 0.6620 3.8159  310

  노무비   7.1 0.0796 3.1511   63

  임차료   6.6 0.0745 1.2509  148

  농업용이자   4.8 0.0539 3.3696   49

  기타경비  22.4 0.2508 1.2029  272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부표 1-3.  경 주 연령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불안정도 추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농가소득

1998  67.8  61.2  82.3  70.8

1999  72.9  64.6  66.7  81.6

2000  80.4  61.9  64.1  73.7

2001 120.8  65.0  64.6  70.8

2002 103.6  73.4  74.0  76.2

농업소득

1998 119.8 109.6 111.0 103.0

1999 132.5 107.4 107.4 116.9

2000 130.9 103.8 106.1  97.2

2001 247.4 122.8 105.8  97.2

2002 237.2 129.9 131.1 118.1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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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경 주 연령별)

전    체

불평등도

( GE(0))

집단 k비중

( v k  )

집단내 

불평등도

( GE( 0) k)

집단간

불평등도

( log (1/λ k))

평균소득

(만원)

1998

30대 0.072 0.1913 -0.0593 2,223

40대 0.215 0.1724 -0.0671 2,240

50대 0.299 0.2058 -0.1647 2,470

60대 0.413 0.2172  0.1940 1,725

전체 0.2145 0.2023  0.0122 2,095

2002

30대 0.059 0.2416 -0.1334 2,658

40대 0.198 0.2112 -0.1795 2,783

50대 0.267 0.2145 -0.1839 2,796

60대 0.476 0.2273  0.2396 1,830

전체 0.2429 0.2215  0.0214 2,326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부표 1-5.  농업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경 주 연령별)

전    체

불평등도

( GE( 0))

집단 k비중

( v k  )

집단내 

불평등도

( GE(0) k)

집단간

불평등도

( log (1/λ k))

평균소득

(만원)

1998

30대 0.069 0.4804 -0.0858 1,088

40대 0.214 0.5584 -0.1923 1,210

50대 0.299 0.4478 -0.1737 1,188

60대 0.418 0.4373  0.2991  740

전체 0.4956 0.4693  0.0262  999

1998

30대 0.058 0.7643 -0.1146 1,234

40대 0.192 0.6645 -0.3790 1,608

50대 0.271 0.5981 -0.1638 1,296

60대 0.479 0.4823  0.3569  770

전체 0.6122 0.5650  0.0472 1,101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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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규모별)

전    체

불평등도

( GE( 0))

집단 k비중

( v k  )

집단내 

불평등도

( GE( 0) k)

집단간

불평등도

( log (1/λ k))

평균소득

(만원)

1998

5ha이상 0.025 0.2654 -0.6279 3,925

3∼5ha 0.095 0.1205 -0.3804 3,064

2∼3ha 0.161 0.1540 -0.1550 2,446

1∼2ha 0.349 0.1774  0.0462 2,000

1ha미만 0.369 0.2267  0.2343 1,657

전체 0.2145 0.1887  0.0258 2,095

2002

5ha이상 0.039 0.1876 -0.6351 4,390

3∼5ha 0.115 0.1738 -0.3584 3,329

2∼3ha 0.155 0.1576 -0.1211 2,625

1∼2ha 0.326 0.1968  0.0620 2,186

1ha미만 0.366 0.2618  0.2614 1,791

전체 0.2429 0.2115  0.0314 2,326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부표 1-7.  농업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규모별)

전    체

불평등도

( GE(0))

집단 k비중

( v k  )

집단내 

불평등도

( GE( 0) k)

집단간

불평등도

( log (1/λ k))

평균소득

(만원)

1998

5ha이상 0.026 0.2726 -0.9854 2,675

3∼5ha 0.098 0.1743 -0.7647 2,145

2∼3ha 0.164 0.2173 -0.4412 1,552

1∼2ha 0.356 0.2547  0.0826  919

1ha미만 0.356 0.4179  0.9562  384

전체 0.4956 0.2992  0.1964  999

2002

5ha이상 0.040 0.2166 -1.1012 3,310

3∼5ha 0.120 0.3090 -0.7342 2,293

2∼3ha 0.160 0.2617 -0.3692 1,592

1∼2ha 0.334 0.2955  0.1439  953

1ha미만 0.346 0.4839  1.1629  344

전체 0.6122 0.3536  0.2585 1,101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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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형태별)

전    체
불평등도
( GE( 0))

집단 
k비중

( v k  )

집단내 
불평등도

( GE(0) k)

집단간
불평등도

( log (1/λ k))

평균소득
(만원)

1998

미작 0.538 0.1992  0.0426 2,007

채소 0.204 0.1936  0.0324 2,028

과일 0.112 0.2271 -0.1611 2,461

축산 0.058 0.2733 -0.0213 2,140

기타 0.088 0.2738 -0.0891 2,290

전체 0.2145 0.2120  0.0025 2,095

2002

미작 0.522 0.2122  0.0841 2,138

채소 0.195 0.2453  0.0196 2,281

과일 0.120 0.2486 -0.0989 2,568

축산 0.081 0.2928 -0.2458 2,974

기타 0.081 0.3052 -0.1243 2,634

전체 0.2429 0.2371  0.0058 2,326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부표 1-9.  농업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형태별)

전    체
불평등도
( GE( 0))

집단 
k비중

( v k  )

집단내 
불평등도

( GE(0) k)

집단간
불평등도

( log (1/λ k))

평균소득
(만원)

1998

미작 0.550 0.3966  0.2492  778

채소 0.202 0.5102 -0.0824 1,084

과일 0.112 0.4535 -0.3638 1,437

축산 0.052 0.6530 -0.2502 1,282

기타 0.084 0.6636 -0.3893 1,474

전체 0.4956 0.4617  0.0339  999

2002

미작 0.540 0.4791  0.2990  816

채소 0.188 0.6995 -0.0708 1,181

과일 0.117 0.5303 -0.2768 1,451

축산 0.080 0.7963 -0.5077 1,828

기타 0.075 0.6695 -0.3888 1,624

전체 0.6122 0.5661  0.0461 1,101

자료:농가경제 원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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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및 일시적 경 위기 농가 분석

1. 농가소득과 최저생계비

    (각년도 표본농가 조사)

부표 2-1.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농가, 1998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170 52.5 1ha 미만 182 56.2 40세 미만  34 10.5

채소  64 19.8 1∼2ha  95 29.3 40대  56 17.3

과일  32  9.9 2∼3ha  30  9.3 50대  54 16.7

축산  30  9.3 3∼5ha  14  4.3 60세 이상 180 55.6 

기타  28  8.6 5ha 초과   3  0.9 합계 : 324 농가 (13.8)

부표 2-2 .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농가, 1999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160 52.5 1ha 미만 183 60.0 40세 미만  21  6.9 

채소  72 23.6 1∼2ha  88 28.9 40대  46 15.1 

과일  35 11.5 2∼3ha  16  5.3 50대  62 20.3 

축산  15  4.9 3∼5ha  12  3.9 60세 이상 176 57.7 

기타  23  7.5 5ha 초과   6  2.0 합계 : 305 농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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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농가, 2000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151 53.0 1ha 미만 176 61.8 40세 미만  14  4.9 

채소  65 22.8 1∼2ha  73 25.6 40대  42 14.7 

과일  33 11.6 2∼3ha  16  5.6 50대  54 19.0 

축산  14  4.9 3∼5ha  10  3.5 60세 이상 175 61.4 

기타  22  7.7 5ha 초과  10  3.5 합계 : 285 농가 (12.1)

부표 2-4.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농가, 2001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170 57.1 1ha 미만 181 60.7 40세 미만   8  2.7 

채소  53 17.8 1∼2ha  69 23.2 40대  35 11.7 

과일  28  9.4 2∼3ha  21  7.1 50대  59 19.8 

축산  24  8.1 3∼5ha  18  6.0 60세 이상 196 65.8 

기타  23  7.7 5ha 초과   9  3.0 합계 : 298 농가 (12.7)

부표 2-5.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농가, 2002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185 55.2 1ha 미만 209 62.4 40세 미만   8  2.4 

채소 71 21.2 1∼2ha  85 25.4 40대  40 11.9 

과일 36 10.8 2∼3ha  19  5.7 50대  49 14.6 

축산 21  6.3 3∼5ha  16  4.8 60세 이상 238 71.0 

기타 22  6.6 5ha 초과   6  1.8 합계 : 335 농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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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농업소득과 5개년 평균농업소득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계된 2,348 농가 조사)

부표 2-6.  1998년 농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작은 농가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389 55.2 1ha 미만 260 36.9 40세 미만  79 11.2 

채소 134 19.0 1∼2ha 248 35.2 40대 189 26.8 

과일  75 10.6 2∼3ha 108 15.3 50대 223 31.6 

축산  59  8.4 3∼5ha  72 10.2 60세 이상 214 30.4 

기타  48  6.8 5ha 초과  17  2.4 합계 : 705 농가 (30.0)

부표 2-7.  1999년 농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작은 농가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239 47.3 1ha 미만 172 34.1 40세 미만  40  7.9 

채소 117 23.2 1∼2ha 184 36.4 40대 130 25.7 

과일  71 14.1 2∼3ha  82 16.2 50대 176 34.9 

축산  36  7.1 3∼5ha  51 10.1 60세 이상 159 31.5 

기타  42  8.3 5ha 초과  16  3.2 합계 : 505 농가 (21.5)

부표 2-8.  2000년 농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작은 농가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203 44.5 1ha 미만 194 42.5 40세 미만  36  7.9 

채소 111 24.3 1∼2ha 134 29.4 40대 118 25.9 

과일  77 16.9 2∼3ha  71 15.6 50대 146 32.0 

축산  28  6.1 3∼5ha  42  9.2 60세 이상 156 34.2 

기타  37  8.1 5ha 초과  15  3.3 합계 : 456 농가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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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9.  2001년 농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작은 농가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195 41.6 1ha 미만 212 45.2 40세 미만  29  6.2 

채소  95 20.3 1∼2ha 116 24.7 40대 106 22.6 

과일  80 17.1 2∼3ha  68 14.5 50대 133 28.4 

축산  43  9.2 3∼5ha  55 11.7 60세 이상 201 42.9 

기타  56 11.9 5ha 초과  18  3.8 합계 : 469 농가 (20.0)

부표 2-10.  2002년 농업소득이 5개년 평균농업소득보다 30% 이상 작은 농가

농형태별 표준 농규모별 연령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구분 농가 구성비

미작 339 51.6 1ha 미만 285 43.4 40세 미만  32  4.9 

채소 130 19.8 1∼2ha 191 29.1 40대 129 19.6 

과일  95 14.5 2∼3ha  91 13.9 50대 165 25.1 

축산  38  5.8 3∼5ha  74 11.3 60세 이상 331 50.4 

기타  55  8.4 5ha 초과  16 2.4 합계 : 657 농가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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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농가의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분포

부표 2-11.  표본농가의 농가소득 구간별 구성비, 1998-2002

최저

생계비

이하농가

최저생계비

∼

평균가계비

지출이하

평균가계

비지출∼

중간값

이하

중간값∼

평균

농가소득

이하

평균

농가소득 

상회농가

1998

농가 462 926 118 280 1,226 

구성비 15.3 30.7 3.9 9.3 40.7 

누적도수 462 1,388 1,506 1,786 3,012 

누적비 15.3 46.1 50.0 59.3 100.0 

1999

농가 463 901 149 305 1,208 

구성비 15.3 29.8 4.9 10.1 39.9 

누적도수 463 1,364 1,513 1,818 3,026 

누적비 15.3 45.1 50.0 60.1 100.0 

2000

농가 416 974 123 266 1,247 

구성비 13.8 32.2 4.1 8.8 41.2 

누적도수 416 1,390 1,513 1,779 3,026 

누적비 13.8 45.9 50.0 58.8 100.0 

2001

농가 448 939 133 267 1,252 

구성비 14.7 30.9 4.4 8.8 41.2 

누적도수 448 1,387 1,520 1,787 3,039 

누적비 14.7 45.6 50.0 58.8 100.0 

2002

농가 482 886 172 331 1,209 

구성비 15.7 28.8 5.6 10.8 39.3 

누적도수 482 1,368 1,540 1,871 3,080 

누적비 15.7 44.4 50.0 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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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2.  연도별 표본농가의 가계비지출/최저생계비 비율별 분포

농가 구성비 누적도수 누적비

1998

1.0이하 437 14.5 437 14.5 

1.0∼1.2 288 9.6 725 24.1 

1.2초과 2,287 75.9 3,012 100.0 

1999

1.0이하 483 16.0 483 16.0 

1.0∼1.2 240 7.9 723 23.9 

1.2초과 2,303 76.1 3,026 100.0 

2000

1.0이하 447 14.8 447 14.8 

1.0∼1.2 274 9.1 721 23.8 

1.2초과 2,305 76.2 3,026 100.0 

2001

1.0이하 489 16.1 489 16.1 

1.0∼1.2 259 8.5 748 24.6 

1.2초과 2,291 75.4 3,039 100.0 

2002

1.0이하 572 18.6 572 18.6 

1.0∼1.2 291 9.5 863 28.0 

1.2초과 2,217 72.0 3,080 100.0 

부표 2-13.  농가소득/최저생계비 비율별 분포(Panel data)

농가 구성비 누적도수 누적비

1998

0.5 이하 72 3.1 72 3.1 

0.5∼1.0 252 10.7 324 13.8 

1.0 초과 2,024 86.2 2,348 100.0 

1999

0.5 이하 89 3.8 89 3.8 

0.5∼1.0 216 9.2 305 13.0 

1.0 초과 2,043 87.0 2,348 100.0 

2000

0.5 이하 75 3.2 75 3.2 

0.5∼1.0 210 8.9 285 12.1 

1.0 초과 2,063 87.9 2,348 100.0 

2001

0.5 이하 76 3.2 76 3.2 

0.5∼1.0 222 9.5 298 12.7 

1.0 초과 2,050 87.3 2,348 100.0 

2002

0.5 이하 85 3.6 85 3.6 

0.5∼1.0 250 10.7 335 14.3 

1.0 초과 2,013 85.7 2,3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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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1.  1999년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 농가소득 분포도
단위: 만원

부도 2-2.  2000년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 농가소득 분포도
단위: 만원

가계비지출
1,730

중간값
1,865

최저생계비
859

평균
2,194

소득
(백만원)

도수(호) 단위: 만원

가계비지출
1,820

중간값
1,951

최저생계비
886

평균
2,237

소득
(백만원)

도수(호)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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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3.  2001년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 농가소득 분포도
단위: 만원

부도 2-4.  표본농가 1999년 농업소득 분포도(panel data)
단위: 만원

가계비지출
1,859

중간값
2,014

최저생계비
912

평균
2,336

소득
(백만원)

도수(호) 단위: 만원

단위: 만원
중간값
778

평균
30%
430

평균
1,078

소득
(백만원)

도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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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5.  표본농가 2000년 농업소득 분포도(panel data)
단위: 만원

부도 2-6.  표본농가 2001년 농업소득 분포도(panel data)
단위: 만원

단위: 만원

단위: 만원

중간값
800

평균
30%
424

평균
1,078

소득
(백만원)

도수(호)

중간값
814

평균
30%
427

평균
1,101

소득
(백만원)

도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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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농가 및 공무원 조사결과

1. 농가조사 결과

  KREI 현지통신원 609명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변동 요인, 현행 농

가소득 보전 정책에 대한 평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추가적 정책 

부표 3-1.  조사대상 농가 개요

경 주 연령 농가수(비중) 학  력 농가수(비중)

39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무응답

  3( 0.5)

 96(15.8)

146(24.0)

250(41.1)

111(18.2)

  3( 0.5)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무응답

  1( 0.2)

 87(14.3)

188(30.9)

267(43.8)

 61(10.0)

  5( 0.8)

연평균 소득 농가수(비중) 농규모 농가수(비중)

1천만원미만

1∼2천만원

2∼3천만원

3∼4천만원

4∼5천만원

5천만원이상

모름/무응답

173(28.4)

220(36.1)

129(21.2)

 50( 8.2)

 21( 3.4)

 11( 1.8)

  5( 0.8)

0.5ha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ha 이상

모름/무응답

 44( 7.3)

132(21.7)

145(23.8)

109(17.9)

 86(14.1)

 89(14.6)

  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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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대상 농가의 특성을 보면, 연령

별로는 60대가 41.1%로 가장 많고, 50대 24.0%, 70대 18.2% 등이었

으며, 학력은 고졸이 43.8%로 가장 많고, 중졸 30.9%, 국졸 14.3%, 

대졸 10.0% 등이었다.

  연평균소득은 1∼2천만원이 36.1%로 가장 많고, 1천만원 미만이 

28.4%, 2∼3천만원은 21.2% 등으로 나타나 2천만원 미만 농가 비중

이 64.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농규모는 1.5ha 미만이 

52.8%를 차지하 다.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조수입 감소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가격폭락’

이 47.1%로 가장 높았고, ‘자연재해’ 37.5%, ‘병충해’ 8.8% 등으로 나

타났다. 이는 농가들이 자연재해로 의한 생산량 감소로 발생한 수입 

감소보다 가격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을 보여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소득이 감소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소득감소분이 대부분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고 응답한 농가가 51.3%로 가장 높았으며, 

‘가계비 지출 축소’ 37.7%, ‘기존 저축으로 해결’이 19.8% 등으로 나

타났으며, ‘보험 혹은 공제’에 의한 해결은 1.2%에 불과하 다. 이는 

한편으로는 농가들이 소득감소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이나 

저축 등에 대한 사전준비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한정되어 있고, 농가가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과수와 축산 일부로 품목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한 조사

에서는 ‘가격안정정책 확대’가 48.5%로 가장 높았고, ‘직불제 확대’

는 26.1%, ‘보험제도 확대’는 18.4%로 나타났으며, ‘정책보다는 시장

에 맞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2%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

는 농가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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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농가 중 직접직불제 지원을 받은 농가의 비중은 76.0%

다.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현행 직불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농가 비중이 81.0%인 반면, 

‘매우만족’ 및 ‘만족’이라고 응답한 농가 비중은 19.0%로 나타나 현

행 직접직불제에 대하여 대다수의 농가가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부표 3-2.  농업조수입 감소원인 및 소득감소 대처 방법

조수입 감소 원인 소득감소 대처 방법

항  목 비 중 항  목 비 중

가격폭락 47.1 부채증가 51.3

자연재해 37.5 가계비 지출 축소 27.7

병충해  8.8 기존 저축으로 해결 19.8

관리소홀  3.2 보험 혹은 공제  1.2

기타  3.4

부표 3-3.  경 상의 어려움을 주는 요인
단위: %

가격 변동 생산량 변동 가격 및 생산량 별 문제없음

46.6 9.0 43.6 0.8

부표 3-4.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항        목 비 중

가격안정정책 확대

직불제의 확대

보험제도 확대

정책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조수입 안정을 위한 소득보험

48.5

26.1

21.4

 3.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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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직불제에 대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농가에 대하여 그 이

유를 조사한 결과 ‘지원금액 적음’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76.1%로 나

타났으며, ‘지원대상범위가 좁다’고 응답한 농가는 18.4%로 나타나 

다수의 농가들이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

기하고 있었다.

  가격하락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불안에 대한 위험회피의 수

단으로 농작물에 대하여 수입보험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입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농가와 ‘보상수준과 보험료를 

고려하여 가입’하겠다는 농가 비중이 88.3%로 대다수의 농가가 수

입보험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수준과 보험료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농가가 

수입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표 3-5.  현행 직불제도에 대한 만족도(농가)
단위: %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1.8 17.2 61.6 19.4

부표 3-6.  현행 직불제도의 불만족 이유 및 개선과제
단위: %

불만족

이  유

지원금액 적음
지원대상

범위 좁음
지원절차 복잡 기  타

76.1 18.4 3.3 2.2

시급한 

개선과제

지원금액 확대 제도 일원화
지원절차

간소화
홍보강화

73.5 11.0 8.1 7.5



149

  농가소득 불안정의 보완 수단의 하나로 농가가 스스로 자금을 조

성하여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인 자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

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가비중이 54.7%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필요 없음’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12.4%에 불과하 다. 다만 자조금

의 개념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농가도 32.8%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7. 수입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입여부
단위: %

반드시 가입
보상수준, 보험료 고려 

가입여부 결정
가입하지 않음

18.2 70.1 11.7

부표 3-8.  자조금을 통한 가격안정사업의 필요성
단위: %

반드시 필요 필요 없음 잘 모름

54.7 12.4 32.8

2. 공무원 조사 결과

  시군 자치단체의 농정관련 담당자 44명을 대상으로 농가경제 현

황, 각종 소득보전정책에 대한 평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의 

특성을 보면, 농업관련 정책 담당 경력은 평균 4년 7개월 정도이며, 

농업소득보전 정책 담당 경력은 3년 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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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에 대한 조사

에서 ‘농가소득 보전정책 정비’가 41.9%로 가장 높았고, ‘농산물 가

격안정’이 30.2%, ‘농산물유통시스템 개선’이 20.9%, ‘농업인 복지정

책 확대’가 7.0%로 나타나 일선 공무원들은 농가소득보전 관련 정책

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농가소득안정 관련 정책에 대한 공무원평가

를 실시하 다. 우선 직불제 성과에 대하여 ‘성공적’이라는 응답은 

23.3%,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은 27.9%로 다소 부정적으로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성공적’이거나 ‘성공적’이라는 응답은 17.0%인 반면, ‘성공적

이지 못하다’는 응답은 56.2%로 높게 나타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

하여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부표 3-9.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단위: %

농가소득

보전정책정비
농산물 가격안정

농산물유통

시스템 개선

농업인 

복지정책 확대

41.9 30.2 20.9 7.0

부표 3-10.  현행 직불제도에 대한 평가(공무원)
단위: %

매우

성공적
성공적 보  통

성공적이지 

못함
잘못됨

직접직불제 0.0 23.3 48.8 27.9 0.0

재해보험 2.4 14.6 26.8 56.2 0.0

수급안정사업 2.6  5.3 50.0 39.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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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류수급안정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성공적’이거나 ‘매우 성

공적’이라는 응답은 7.9%에 불과한 반면, ‘성공적이지 못함’과 ‘매우 

잘못’되었다는 응답은 42.1%로 높게 나타나 수급안정사업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현행 직불제도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상실된 소득수준 보전에 미흡’하다는 응답이 76.2%로 압도적이었으

며, ‘지원절차가 까다롭다’는 응답이 14.3%, ‘농가의 관심부족’ 및 

‘소득상실분 평가 한계’가 각각 4.8%로 조사되어 현행 직불제에 대

하여 농가가 제기한 지원수준의 확대 필요성과 공무원의 평가가 동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각종 

직불제도의 정비’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 확보’

도 41.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산프로그램 확충’이 7.3%,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도 4.9%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입장에서 다양한 직불제를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함

에 따른 업무추진 체계 및 추진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효과적인 직불제 관리의 어려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평가의 한계’가 32.1%로 가장 높았고, ‘보험료가 높음’이 21.4%, ‘대

상품목 제한’과 ‘농가의 관심부족’이 각각 14.3%로 나타났다. 

부표 3-11.  직불제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그 이유
단위: %

상실된 소득수준 

보전에 미흡

지원절차가 

까다로움
농가의 관심 부족

소득 상실분 

평가한계

76.2 14.3 4.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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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2.  현행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단위: %

각종 직불제 정비 전담인력 확보
전산프로그램 

확충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46.3 41.5 7.3 4.9

부표 3-13.  현행 작물재해보험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
단위: %

피해에 대한 

평가의 한계

보험료가

너무 높음

대상품목이 

제한적임

농가의 

관심 부족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농가인지도 

낮음

32.1 21.4 14.3 14.3 10.7 7.1

부표 3-14.  현행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
단위: %

정보제공 부족
농가의 

계약불이행
홍보부족

지원절차

까다로움

농가의 

관심부족

32.1 21.4 14.3 14.3 10.7

부표 3-15.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행 우선순위
단위: %

1순위 2순위

직불제 69.8 11.6

수급안정사업 16.3 32.6

농업인연금제  9.3 11.6

학자금지원  2.3  0.0

농가부채대책  2.3 27.9

재해보험  0.0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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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에 대하여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

는 이유로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이 32.1%로 

가장 높았고, ‘농가의 계약불이행’이 21.4%로 나타나 농가에도 상당

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 으며, ‘홍보부족’과 ‘지원절차가 까

다롭다’는 응답도 각각 14.3%로 나타났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수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1순위로는 ‘직불제’가 69.8%로 가장 높았으며, ‘수급안정사업’이 

16.3%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수급안정사업’이 32.6%로 가장 높고, 

‘농가부채대책’이 27.9%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은 농가의 

소득안정화 정책으로는 직불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농산물 수급안정사업과 농가부채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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