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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품목별로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장해 주는 수

입보험은 2012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3년 제1차 도상연습 진행 중에 있다.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향후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되어 우리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

으로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수입보험이 도입된다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

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수입보험은 수확량만 고려하는 재해보험과 달리 가격도 동시에 고

려해야 하므로 더 많은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고 시행 시 고려사항이 많으므

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품목별 수입보

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과 우리 농업은 처한 입장과 제도적인 인프라가 

상이하므로 그대로 답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 농업이 처

한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써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

성과 전제조건 및 도입방향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수입보험 도상연습 및 시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은 물

론 향후 우리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아울러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정책담당

자, 보험업계, 농협 담당자 및 농업인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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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기상이변과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변동폭이 커

짐에 따라 우리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영안

정제도는 제한적인 품목과 조건하에서 가격하락을 보장하거나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므로 종합적인 경영안정 수단으로는 미흡하다. 이러

한 상황에서 농가단위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 검토하였던 소득안정직

불제가 도상연습 결과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품목별 수입을 

보장해 주는 수입보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수입보험이 농가 소득안정과 사회적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

이라는 데는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수확량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야하는 수입보험의 성격상 도입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수입보험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입

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도입 여건, 도입 방안, 도입 시 고려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책제언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써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 전

제조건 및 여건, 기대효과, 농가수요, 대상품목, 해외사례, 도입방향 및 과제

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 진행에 앞서 문헌조사와 자료검토를 실

시하였으며 농협손보와 농식품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하였

다. 수입보험의 농가 수입안정 효과와 사회적 후생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량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입보험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농가 설문조사와 해외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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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

여 반영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여건을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전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나 도입 및 설계방식, 도입시기 등을 여

건에 맞게 조정할 경우 도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울

러 수입보험 도입으로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품목에 따라 5~40%가량 감소(수

입안정)하고 사회적 편익이 5개 도상연습 품목 총 275억 원 발생(사회적 비

용을 차감한 순 편익은 52억 원)하였으며 농가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농가가 

수입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으

로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향후 도입방향과 과제로 다음의 8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수

입보험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행기반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

도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보험통계 DB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설계 단계부터 우리 실정과 수요자인 농가의 수요를 고려한 

보험상품 구조와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직불제 등 기존 소득안정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다섯

째, 수입보험은 재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손해평가도 복잡할 것이 예

상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손해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입보

험이나 가격보험의 경우 가격변동의 우연성 확보가 부족하므로 민영보험사

와 국가 간 공정한 위험분산체계 확립이 재해보험의 경우보다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수입보험은 재해보험에 비해 정부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소요예산 추정을 통하여 도입품목 및 보장범위

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보험은 도상연습과 시법사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품목별, 대상농가별, 보장수준별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

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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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Revenue
Insurance for Farm Management Stabilization

Background of Research 
As the volatility of quantity and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increases 
due to irregular weather events and the expansion of market openness, 
Korean farmers face management uncertainty increasingly. Our current 
management stabilization policy is not sufficient because it covers either 
price fall conditionally only for limited items or quantity los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Furthermore, direct payment for income stabilization con-
sidered for several years could not be introduced. All of these motivated 
us to start to consider revenue insurance.

There have been various opinions on the possibility and timing of 
introduction of revenue insurance while most people agree that revenue in-
surance could contribute to farm income stabilization and increase social 
welfare.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pilot program 
of revenue insurance in 2015 based on the result of two years of tabletop 
exercises. Therefore, at this stage we need to review the conditions, plan, 
and consideration for introducing revenue insurance to find policy 
implications.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revenue insuranc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desired effects, farmers' need, proper items,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plans and challenges.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materials, collected and analyzed the insurance data, conducted 
farm surveys and econometric analysis, and considered all possible ideas 
suggested in seminars, meetings, and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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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found that all conditions for introducing revenue insurance are not 
fully satisfied but there could be possible ways to introduce it in our 
circumstances. We also found that revenue insurance will stabilize farm in-
come by reducing the income volatility by 5~40% and increase social ben-
efits by 27.5 billion won. In addition, many of the survey participants are 
interested in the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the positive effect will be 
maximized if we introduce the program smoothly at the possible level.

This study provides eight suggestions for introducing revenue 
insurance. First of all, a reasonable foundation considering our farm and 
market condition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development of an ac-
curate and systematic insurance database is indispensable. Third, farmer's 
need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from the stage of system design. 
Fourth, the revenue insurance needs to be related to current farm manage-
ment stabilization programs without overlapping or conflicts. Fifth, a loss 
adjustment measure better than in crop insurance should be prepared for 
the complicated revenue insurance. Sixth, government subsidy in the re-
insurance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in crop insurance because the con-
tingency of price volatility would not be guaranteed. Seventh, revenue in-
surance requires more governmental budget so that the items and coverage 
level should be determined under the budget constraints. Finally, the pro-
gram should be introduced following a phased road map based on the re-
sult of tabletop exercises and pilot programs.

Researchers: Wonho Chung, Kyung-Hwan Choi, Ji-Eun Lim, 
Yoon-Jong Kim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wch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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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 배경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수확량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사과와 배 두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013년 현재 40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가의 경영안정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보험이 농가의 종합적인 경영안정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전해 주는 현행 재해보험에 추가적으로 가

격변동으로 인한 수입(또는 소득)감소까지 보전해 주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

기되어 왔다.

현재 가격하락을 보전하는 소득안정 프로그램으로 쌀변동직불과 FTA 피

해보전직불이 있으나 쌀변동직불은 쌀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FTA 피해보

전직불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

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격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 미흡하다.

2007년 6월 한·미 FTA 피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수입(또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이 발표되었으나 

2010∼2012년간 3차례 도상연습 결과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안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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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밭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시행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입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 5개 품목(포

도, 양파, 콩, 배추, 시설오이)을 대상으로 도상연습1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농가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과 캐나다이다. 미국의 경우 품목별 수입보험이 1996년 도입된 이후 취급 규

모가 점차 확대되어 2002년 재해보험을 추월하였으며 현재는 전체 농작물보

험의 약 75%를 차지하며 농가의 주요 경영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품목별 수입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가 단위로 일정 수

준의 기준이윤을 보장해 주는 계정방식인 농업투자계정(AgriInvest)과 농업소

득안정계정(AgriStability)을 운영하고 있다.

1.2. 연구 필요성

수입보험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확

량과 가격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수입보험의 성격상 재해보험보다 더 많

은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고 시행 시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품목별 수입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은 미국에 불과하며 미국과 우리 농가가 처한 입장과 제도적인 인프

라가 상이하므로 미국 수입보험의 도입환경과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수입보험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도상

연습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입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도입 여건, 도입 방안, 도입 

1 포도, 양파, 콩, 시설오이는 수입보험을, 배추는 가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도상연습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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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려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제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써 수입보험과 가격보험2의 도입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도입방향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는 수입보험에 대한 농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수입보험의 도

입을 위한 전제조건 및 시행기반과 도입품목 및 도입방안 등을 검토한다.

수입보험 도입 여부 및 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농가의 의향이 가장 중

요하므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가의 관심 여부, 관심 품목, 보험 구조, 가입

방식 및 보장방식, 보험료 지불의사 등을 파악하여 보험설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수입보험을 운영 중인 미국 제도의 검토와 함께 일본이 아직 수

입보험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수입보험 도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3.1. 선행연구 검토

수입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수입보험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도입방

2 가격보험은 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도입하며 수입보험의 특정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언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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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도입의 선결조건 및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의 연

구는 1990년 이후부터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는 2001년 재해보험 도입 이후 선진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2010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입보험 연구가 진행되었다.

3.1.1. 수입보험 도입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수입보험에 관한 국내 연구는 김태균(2001)이 재해보험과 비교하여 수입

보험의 기대효과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태균(2001)은 사

과 생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수입보험에 대한 선호가 재해보험보

다 높고, 수입보험이 재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자들의 후생을 더 크

게 증가시키며 정책적 효율성도 더 높은 것을 보였다.

최경환 등(2010)은 품목별 표본농가(사과 172농가, 배 131농가, 복숭아 134

농가, 포도 172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농가들

은 생산량 변동보다는 가격 변동을 더 큰 위험으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이

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수입보험 또는 가격보험이 도입되어 현행 재해보험

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불안정한
출하가격

병충해 기상재해
인건비
상승

영농자금
부족

판로확보 합계

사과 25.4 4.3 17.6 46.1 1.6 5.1 100.0

배 37.7 8.4 12.0 36.1 2.1 3.7 100.0

복숭아 31.1 11.0 17.7 29.7 2.4 8.1 100.0

포도 34.8 6.9 19.7 30.5 1.7 6.4 100.0

평균 31.8 7.4 17.0 36.0 1.9 5.8 100.0

자료: 최경환, 채광석, 윤병석(2010).

표 1-1. 농가의 영농활동 중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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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2011)은 미국 농작물보험의 발전과정에서 수입보험이 도입·확대되

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 농작물보험이 농가 경영안정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위험은 물론 가격위험도 보장하는 수입보험의 도입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작물보험 운영경험이 길지 않고 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한 우리 실정에서 당장 수입보험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선행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박동규 등(2013)은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으로 (i)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필요성 증대, (ii)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 보완, (iii)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수입보험의 기대효과로 농가의 수입안정, 사회적 후생 증대, 농업경

쟁력 제고 등을 보였다.

수입보험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해외 연구로 Turvey(1992)는 농업수

입의 불확실성 리스크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 증가, 가격 하락 및 소비자 

잉여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Hennessy 등(1997)은 수입보험제도가 부족불제

(deficiency payment program)와 같은 직불제에 비해 농가지원에 훨씬 효과적

인데 이는 농가수입이 감소하여 지원에 따른 한계효용이 높은 경우에만 보

험금이 지급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보험이 부족불제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 데 비용이 1/4 정도만 소요됨을 모의실험을 통해 보

여주었다.

3.1.2. 수입보험 도입방안

수입보험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는 농식품부가 수입보험

을 정책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것을 결정한 2012년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

다. 그 이전에는 재해보험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서 수입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가정하여 참고적으로 다루는 수준의 

연구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김태균 등(2002)은 재해보험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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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과 보험료 절감 차원에서 개별보험 대신 지역보

험의 형태로 설계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재해보

험뿐만 아니라 수입보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수입보험 설계 시에도 동

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개발원(2007)은 농작물보험의 운영을 위해 통계자료의 확보가 절대적

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관련 통계 주관 조직이 없음을 지적하

였다. 또한 미국, 일본과 같이 신규 도입품목 후보에 대해 최소 3~5년 이상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재해보험에 비해 보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수입

보험의 도입을 검토하는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경환(2011)도 미국의 작물수입보험 실태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면

서 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수입보험 도입 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입자인 농업인이 이

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동규 등(2013)은 보험개발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3년 도상연습을 위

한 구체적인 수입보험 도입방향, 설계방안, 상품구조, 보험료 시산 및 소요 

재정액 등을 제시하였다. 도상연습 대상품목은 재해보험의 종합위험방식 대

상품목 중 계약규모, 가격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포도, 양파, 배추, 시설오이,

콩 등 5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보험료 시산 및 소요재정 추정은 개별 수확량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전체 수확량 자료를 이용하는 그룹(전체)보험의 도입

을 가정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보다 정확한 추정이 요구된다.

수입보험의 경우 향후 가격변화를 예측하여 가격위험을 보험료에 적절하

게 반영하는 것이 설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관련 선행연

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Stokes(2000)는 수입보험이 옵션상품의 하나인 이색

풋옵션과 유사한 구조이므로 옵션가격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수입보험료를 산

정하였다. Goodwin 등(2000)은 조건부 이분산성(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을 이용하여 가격에 대한 통계분포를 추정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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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입보험 도입의 선결조건 및 고려사항

수입보험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재해보험과 연계하여 비

교적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황인섭(1999)은 캐나다가 1991년에 수입보험

인 GRIP을 도입하였다가 1996년에 폐지한 사례를 들며 농가에게 현실적으

로 도움이 되는 기준수입 설정, 정부 소요재정의 정확한 추산, WTO협정에 

부합하는 상품설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태균 등(2003), 이경룡 등(2007), 최경환 등(2010), 유지호(2011)는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에서 농가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함을 로짓모형 등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역선택 개선방안으로 김태균 외(2003)는 가입 단위를 필지(과수

원) 단위에서 농가단위로 전환, 지역보험 또는 의무보험 형태로 가입 등을,

이경룡 등(2007)은 개별할인할증제도 확대와 고위험 가입자 집중관리 등을,

최경환 등(2010)은 보험요율 적용 시 할인·할증의 세분화를, 유지호(2011)는 

스크리닝과 시그널링을 통한 정확한 실수확량 파악과 보험요율 변수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수입보험도 역선택 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설계 시부터 재해보험의 역선택 개선방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최경환(2011)은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제도의 

도입과 상응하는 대우가 필요하며 수입보험을 포함한 농작물보험이 여타 농

가경영 안정 정책들과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동규 등(2013)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검

토하여 수입보험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i)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의 선정, (ii)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운영 가능한 보

험구조의 설계, (iii)안정적인 위험분산체계의 구축, (iv)기존정책 및 WTO협

정과의 합치성, (v)정확한 재정소요액 추정을 통한 정책의 집행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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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수입보험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

가의 실제적인 수요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

은 수입보험 도입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김태균(2001)이 재해보험과 비교하여 수입보험에 대한 가입 및 지불의

사금액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농가가 선호하는 보험구

조, 보장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5개 도

상연습 품목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입보험 및 가격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

용까지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실제적인 필요를 파악하

여 수입(가격)보험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수입보험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

들이 수입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배경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우리 농업과 처한 현실이 유사한 일본

이 수입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가 수입보험 도

입을 검토하는 데 간과하고 있는 요인이 있는지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수입보험 도

입의 전제조건 및 도입여건에 대한 우려와 고려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

면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13년 수입보험 도상연습계

획에 포함된 수입보험의 구조와 운영방식이 실제 농가에 어느 정도 효과적

이고 적용 가능한지 농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주요 쟁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진국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

여, 국내 전문가, 정책 담당자,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기초로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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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과 방법

4.1. 연구내용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전제조건과 도

입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내용을 8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연

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입보험의 의의 및 기본구조를 소개하고 도입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또한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3가지와 각 전제조건에 대한 

국내 도입여건 및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농가수입안정 효과와 사

회적 후생증대 효과를 수리적으로 분석하였다. 농가수입안정 효과는 수입보

험 가입에 따른 변동계수 하락을 의미하며,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는 생산자 

후생 및 소비자 후생 추정을 통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입보험 대상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선정결과를 제시

하였다. 정책적 중요도, 농가의 가입 가능성, 생산액 및 가격 변동성을 고려

하여 수입보험, 가격보험 각각에 대하여 20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도상연습 5개 품목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위험관리, 수

입보험 및 가격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수입보험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과 일본의 수입보험 

관련 동향을 다루었다.

제7장은 수입보험 도입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제8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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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방법

본 연구 진행에 앞서 문헌조사와 자료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를 수집

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농가 설문조사, 계량분석, 해외사례 조사, 전

문가 의견수렴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통계 데이터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기관인 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입(가격)보험에 대

한 농가의 의사를 물었다. 조사 대상은 KREI 통신원, 리포터, 관측센터 표본

농가이다. 수입보험 도상연습 설명회에서도 토론을 통해 농가 의견을 청취

하였다. 계량분석으로는 수입보험의 농가 수입 안정 효과와 수입보험의 사

회적 후생 효과를 측정하였다. 해외에서의 수입보험 도입 논의와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미국에 대해서

는 문헌으로 조사하였다.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책임

자가 수입보험 관련 진행사항과 연구 중간결과를 설명하고 정부, 학계, 보험

업계의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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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보험 개요

1.1. 수입보험 의의

수입보험은 품목별로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생산자의 조수입

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손해보험이다. 가격변동

과 수량변동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어느 한 변수의 변동만을 고려하는 가격

보험이나 수량(재해)보험과 달리 농업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다.

1.2. 추진경과

수입보험은 한·미 FTA 국내 피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해 온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가 도상연습 결과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되어 2012년에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도입검토를 결정하고 

TF를 구성하여 2013년 도상연습을 실시하기까지 수입보험에 대한 검토는 대

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수입보험 도입 관련 추진경과는 <표 2-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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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추진사항 비고

2012.6.31
수입보험 도입 의견수렴 위한
농식품부 정책조정심의회 개최

2012.7～
수입보험 도입방안 검토 T/F
운영

․참여자: 농식품부, KREI, 보험개
발원, NH농협손보 등 7개 보험사

2012.9～
2013.2

수입보험 상품설계 등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

․연구수행자: KREI

2012.11.27
수입보험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참석자: 생산자단체, 농업인, 학계,
언론계, 보험사, 정책담당자

2013.3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 추
진계획 마련

2013.3～
2014.2

2013년 제1차 수입보험 도상연
습 실시

․대상농가: 40개 지역 약 800농가
․대상품목: 포도, 콩, 양파, 시설오
이(이상 수입보험), 배추(가격보험)

2013.9∼
2014.3

2014년 제2차 수입보험 도상연
습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연구수행자: KREI

표 2-1. 수입보험 도입 관련 추진경과

1.3. 수입보험 기본구조

수입보험의 기본구조는 가입방식, 설계방식, 보험금 지급액 산정방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입보험의 가입방식은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개별농가가 품목 단위로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수입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

보험에 가격특약을 추가하는 방식 또는 별도의 수입보험 상품으로 설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액은 개별농가별 보장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이며 보장수입은 

(개별농가의 기준수입) × (보장률)로 결정된다. 여기서 기준수입은 (개별농가

의 기준생산량) × (기준가격)이고 실제수입은 (개별농가의 수확기 실제생산

량) × (실제가격)이다. 또한 기준생산량은 직전 5년간 개별농가 생산량의 평

균,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도매시장가격의 평균, 보장률은 재해보험과 동일

한 70∼85% 등을 적용할 수 있다(그림 2-1 참조).

우리나라 농가들이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매년 농가별 수입의 파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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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입

(기준수입×보장률=)

그림 2-1. 수입보험의 기본 구조

하여 수입보험 지급액 산정도 신고한 수입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농가별 수입의 산정을 농가

별 생산량과 도매시장가격을 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입보험 설계는 개별농가의 수입을 얼마나 실제수입

에 가까우면서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4. 2013년 수입보험 도상연습 개요

2013년 수입보험 도상연습은 각 대상품목의 생육 및 재배기간을 고려하여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간 진행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이며 이 가운데 배추는 가격보험, 나머지 네 개 품목은 

수입보험 대상품목에 해당된다. 도상연습의 대상농가는 5개 품목의 주산지 

중심으로 결정하였는데 총 40개 지역의 약 800농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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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대상조합 및
농가선정

조합/농가
계약체결

손해평가인
교육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출

도상연습
결과 정리

2013년 3월
포도,양파
시설오이

포도
양파
시설오이

포도
양파

4월

5월

6월

7월 콩 양파

8월 콩 콩 양파

9월 고랭지배추 고랭지배추 시설오이

10월
포도
콩

시설오이

11월 가을배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포도
콩

12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2014년 1월 가을배추

2월 도상연습 총정리 및 시범사업 운영안 마련

자료: 농협손보 내부자료

표 2-2. 2013년 도상연습 추진 일정

보험구분 품목명 검토 내용

수입보험

포도
- 현재 종합위험방식(수확감소보장)의 재해보험으로 운영되
고 있어 수입보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타 과수
에 비해 착과수 조사가 편리하여 도상연습대상에 포함

콩, 양파
- 현재 종합위험방식의 수확감소보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
는 품목으로 밭작물 중 가입 규모가 크고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도상연습대상에 포함

시설오이
- 오이는 재해보험의 생산비보장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
는 품목으로 기준가격 설정이 용이하며 농협 계통출하율
이 높아 수입자료 확보도 용이

가격보험 배추
- 현재 재해보험이 도입되어 있지 않고 가격변동성이 크며,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커 보험화가 용이하지 않은 품목으
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

자료: 박동규 등(2013), p.182.

표 2-3. 2013년 도상연습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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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도상연습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입보험 구조는 표준형 외에 제도 도

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수확기가격 반영,

수확기 가격 미반영, 재해 미발생 시 수확량 확인 생략 등 네 가지이다. 1차 

도상연습에서는 이 네 가지 구조에 기초하여 보험금, 농가소득 안정 효과 등

을  검토하고 필요 시 2차 도상연습에서 추가적인 구조를 검토대상에 포함

시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① 표준형

표준형은 실제수입(·)이 예정수입( · )에 미달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이다3. 여기서 는 직전 5년간 도매시장가격의 올림픽 평균4, 는 

당해연도 도매시장가격, 는 개별농가의 직전 5년간 수확량의 올림픽 평균,

는 개별농가의 당해연도 실제 수확량이다. 즉, 이 수입보험의 보험금 지급

액은 ․ - ․가 된다.

② 수확기가격 반영

수확기가격 반영 구조는 표준형 구조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문제

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표준형 구조 적용 시 예정가격( )이 높은 

품목에 가입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시 예정가격보다 실제가격

이 높을 경우 예정수입을  ·가 아닌  ·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다. 즉, 이 수입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은 max( , )․ - ․가 된다.

③ 수확기가격 미반영

예정수입은 ․를 유지하되 재해발생으로 수확량은 하락하였으나 가격

이 폭등하여 실제수입 증가로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경우 실제수입을 ․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파벳 기호의 대문자는 전국단위를, 소문자는 농가단위를 

의미한다.
4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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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로 전환하는 방식을 뜻한다. 즉, 이 수입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은 ․ - min( , )․가 된다.

④ 재해 미발생 시 수확량 확인 생략

수입보험은 재해 미발생 시에도 모든 농가의 수확량 확인을 통해 실제수

입을 산출하여 보험료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므로 상당한 행정비용

이 예상된다. 따라서 재해 미발생 시에는 실제수확량() 확인을 생략하고 대

체(proxy)수확량인 ․△를 적용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재해 미 

발생 시 개별 농가의 실제수확량()을 단순히 평년수확량( )으로 대체할 경

우 생산왜곡에 따른 가격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험금 과다지급이 우려되므로 

개별농가의 평년수확량( )에 전국단위 단수증가분(△)을 반영한다. 즉, 재

해 미발생 시 이 수입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은 ․ - ․(․(1+△ ))가 

된다.

2. 도입 필요성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 어떠한 농가경영안정 프

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입 필요성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현황 파악을 통하여 현재의 프로그램들

이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보장범위 등을 알 수 있으며 수입(가격)보험이 어

떠한 방식으로 현행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 모색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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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현황

2.1.1. 직불제를 통하여 소득지지와 소득안정 도모

소득지지를 위한 직불제로 쌀고정직불과 밭직불이 있다. 쌀고정직불은 논

면적 기준으로 단가(80만원/ha)를 설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쌀농가의 소득을 

지지한다. 밭직불은 증산이나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

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 밭작물에 대하여 밭면적기준으로 지급한다(40

만원/ha).

쌀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은 가격변동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소득안

정을 도모한다. 쌀변동직불은 쌀목표가격(188,000원/80kg)5을 설정하여 당해

년도 수확기 평균쌀값과 차액의 85%를 고정직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발생한 밭작물과 축산물에 대하여 당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 올

림픽 평균가격의 90%) 미만이 될 경우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차이의 9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추가적으로 공익형직불(친환경, 경관보전, 조건불리)과 구조조정직불(경영

이양, 폐업지원)을 통하여 해당되는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친환경농

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며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7만 원을, 밭의 경우 ha

당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4만 원이다. 경관보전직불제

는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한하여 지급한다(경관작물 170만 원/ha, 준경관작물 

100만 원/ha). 조건불리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농지 및 초지의 경작·관리자

에게 논·밭·원은 50원/m2, 초지는 25원/m2을 지급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65

∼70세의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지속한 농업인이 경영이양을 신청할 경우 

연 300만 원/ha(2ha 한도)을 지급하며, 폐업지원은 피해보전직불 대상자가 폐

5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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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원을 신청할 경우 직전 5년간 올림픽평균 순수익의 3년치를 지급한다.

2.1.2.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손실로부터 보호

농작물재해보험6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농가에게 보험의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현재 사과, 배 등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수준은 가입금액의 70%, 80%, 85%(벼만 해당) 중에서 농가가 선

택 가능하다.

2.1.3. 산지유통종합자금의 제한적 지원

산지유통조직(과실, 노지채소, 시설채소)과 출하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안정대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가격안정대 사업

은 계약가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하는 가격을 계약가로 고정시켜주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노지채소에만 집중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2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7

2.2.1. 기상이변과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경영 불확실성 증대

1990년 이후 주요 품목의 경영지표별 불안정성을 변이계수8를 이용하여 

6 농작물재해보험 외에 가축공제와 풍수해보험도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도상연습 

중인 수입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농작물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므

로 축산물과 건물에 대한 논의는 제외함.
7 본 절은 정원호(2013.9.4)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함.
8 변이계수는 불안정성 또는 변동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많이 이용되며 대

상기간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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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생산성(단수)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가격과 조수입의 불

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의 가격 및 조수입 불안정성이 여타 

품목들에 비해 크게 높았다.

구 분 단 수 경영비 가 격 조수입
쌀 저 저 저 저

채 소
고 추 중 중 고 중
마 늘 저 중 고 고
양 파 저 중 고 고

과 수
사 과 저 저 중 중
배 중 중 중 중
포 도 저 중 중 고

축 산
한육우 저 중 중 중
비육돈 저 중 중 중

주: 변이계수가 0.1 이하는 ‘저’, 0.1-0.3은 ‘중’, 0.3 이상은 ‘고’로 구분함.

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2-4. 주요 품목의 지표별 불안정성(1990～2011)

경영지표의 불안정성을 시계열로 보면 가격지표는 물론 비교적 안정적인 

단수의 경우에도 1990년 이후 변이계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2-2. 주요 품목별 가격의 변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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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KOSIS 농작물생산조사(쌀은 정곡기준),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일당 증체량).

그림 2-3. 주요 품목별 단수의 변이계수

시장개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내 농산물가격과 생산량은 음(-)

의 관계를 보이므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 감소의 일

정 부분을 회복하는 자연 헤지(natural hedge)가 가능하나, 시장개방이 확대되

면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어 자연 헤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이 지속될수록 수입보험에 대한 필요

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2. 가격과 생산량 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정 보장 프로그램 부재

현재 재해에 따른 생산량 변동을 보장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어느 정

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 조수입은 농산물 가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제외하고는 가격하락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경영안정 프로그램이 여타 

품목에는 없다. 특히 한·중 FTA를 앞두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밭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가격 또는 수입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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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촌진흥청. 2002~2011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그림 2-4. 주요 품목별 가격과 조수입 추이

물론 밭작물을 위한 가격안정정책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

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가격이 기준

가격의 90% 아래로 하락한 밭작물과 축산물에 대하여 차액의 90%를 지급하

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발동기준이 까다로워 도입 이후 2013년 처음으

로 한우 및 송아지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되었고 지급 규모(한우 1만3,545원/

마리, 송아지 5만7,343원/마리)도 크지 않아 과연 농가소득 안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만을 보장하므로 국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에는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은 산지유통조직과 출하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

격안정대사업(계약가의 ±20% 범위 변동 시 계약가로 고정)을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노지채소에 집중되어 있고 보장범위도 제한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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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밭작물에 대한 수입안정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

는 대단히 미흡하다.

구 분
생산량 변동

비보장 보장

가격 변동

비보장

- 재해구호
- 공익형직불: 쌀고정, 밭, 친환
경, 경관보전, 조건불리

- 구조조정직불: 경영이양, 폐업
지원

- 재해보험: 농작물, 가축

보장

- 쌀변동직불
- FTA피해보전직불
-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 가격보험(검토 중)

- 수입보험(검토 중)

표 2-5.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현황

2.2.3.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시행의 어려움

한·미 FTA 피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가 세 차례의 도상연습 결과 도입이 어려운 점도 수입보험 도입 필요

성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다음 세 가지 이유

를 근거로 도입 검토를 중단하였다.

첫째, 현행 쌀변동직불제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통합할 경우 전체 

농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가 중 직불금 수급농가 수가 감소하

여 기존 쌀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개별농가에 대한 소득파악이 가능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실제소득

이 아닌 표준소득 또는 표준조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안정직불제를 운영하기

로 한 당초 계획은 표준소득의 대표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농가소득 안정방안이 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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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득안정직불금액 산정 시 필요한 농가경영정보(식부면적, 사육두수 

등)의 정확성 결여와 현장 확인을 위한 과다한 행정비용은 농가단위 소득안

정직불제에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농가 소득안정제도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제를 수입보험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품목별로 도

입이 가능하고 가입 규모 및 수입 파악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수입보험이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유사

한 효과를 가져 오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한·EU

간 FTA에 이어 한·중 FTA 체결과 TPP 참여도 검토하고 있는 현 국내 상황

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직불제와 유사하게 농가의 

수입(또는 소득)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 또

한 수입보험 도입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3. 수입보험 도입 전제조건 및 여건9

3.1. 도입 전제조건

3.1.1. 보험사고의 우연성

재해보험, 수입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손

해를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우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보험사고

의 우연성이 결여될 경우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지므로 보험시장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 본 절은 박동규 등(2013)을 보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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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보장수입 및 실제수입의 객관적 확인 가능

수입보험은 농가의 실제수입이 보장수입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보장

해 주는 보험이므로 보장수입과 실제수입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농가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하여 보장수입과 실제수입의 객관적 파악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농작물 재배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수입의 간접적 파악을 위하여 최소한 농가별 생산량 및 가격에 대한 객

관적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3.1.3. 보험인수 심의 및 요율산출을 위한 정보 축적

농가별로 보험인수 심의, 적정 보험가입금액 설정, 요율산출 등을 위해서

는 농가단위의 세부정보(과거 생산량 및 가격)가 축적되어 보험회사가 계약

심사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가별 세부정보의 이용을 통한 공정한 계

약심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 농가의 가입이 집중되는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2. 도입 여건

3.2.1. 보험사고의 우연성 불충분

수입변동의 두 가지 요인인 생산량과 가격변동 중 생산량 변동은 자연재

해에 기인하므로 우연성이 확보된 반면, 가격변동의 경우 우연성이 확보되

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농작물에 대한 선물시장이 존재한다면 미래가격이 

시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됨을 의미하며 이는 가격변동의 우연성을 증

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돈육을 제외한 여타 농축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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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돈육선물의 경우도 거래량이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정부의 가격정책에 의해 영

향을 받으므로 가격변동의 우연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격변동의 우연성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보험인 수입보

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정부의 가격정책 결과로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민영보험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수입

보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격변동성에 대한 우연성이 확보될 때까지 민

영보험사는 최소한의 위험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책보험을 설계할 필요

가 있다.

3.2.2. 보장수입 및 실제수입 산출의 객관성 확보 부족

농가별 보장수입 및 실제수입 산출을 위해서는 개별농가에 대한 정확한 

판매가격과 생산량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영농일지나 경영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농협 등 객

관적 판매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출하하는 농가가 일부에 불과

한 실정에서 농판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수입

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해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농가의 생

산량을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사량을 감안할 때 재해발생 시

만 생산량 조사를 하는 재해보험에 비해 생산량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별농가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객관적인 

기준가격 확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도매시장 가격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단, 도매시장 가격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 농가별로 상

이한 등급 또는 품종을 재배함을 감안하여 어느 시기와 어떤 품종 또는 품질

의 가격정보를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량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조사가 가능하나 수입보험의 특성을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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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정확한 농가단위 생산량 측정을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를 반영한 보험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재해보험과 동일하게 재

해가 발생할 경우만 생산량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 미발생 시에는 농가별 평

년 생산량에 전국단위 단수변화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생산량 현지조

사를 대체함으로써 손해평가 건수가 줄어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수입보험에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재해보

험 손해평가 시스템을 수입보험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2.3. 보험인수 심의 및 요율산출을 위한 과거 정보 부족

정책성보험인 경우 인수심의를 통하여 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으나 가입자

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입조건

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위험 가입 농가에 대한 가입 규모 제한이나 보험

요율의 할인/할증 등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가입농가별 과거 생산

량 및 판매가격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는 농가별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재해보험 가입농가들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해

에 한해서는 생산량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기타 연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농판가격 정보는 모든 연도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수

심의 및 요율산출을 위해 과거 농가단위 자료를 활용하기는 현 시점에서 가

능하지 않으며 표준생산량과 도매시장가격 자료 등 개별자료가 아닌 전체자

료를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수입보험을 도입한다고 한다면 인수심의 및 요율산정을 가입

농가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과거 재해보험 가

입농가의 경우 재해발생 연도는 개별 생산량 자료를, 기타 연도는 농진청에

서 제공하는 표준생산량 자료를 이용하여 심사한다. 과거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의 경우 일단은 과거 모든 연도에 대해 표준생산량을 적용하여 심사한

다. 과거 생산량 자료가 없는 연도에 대해 표준생산량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수입보험 도입 후 매년 실제생산량 자료가 축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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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별 실제생산량을 반영하는 운영방식으로 개선될 것이

다. 판매가격의 경우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농가별 판매가격의 적용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가격의 과거 자료를 이용함이 

현 시점에서 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수입보험 도입 첫 해에는 모든 

농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수입을 보장하는 그룹보험 형태로 제공되고 해가 

지나감에 따라 점차 개별농가의 생산량 차이를 반영하는 개별 수입보험 방

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본 장에서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및 여건을 살펴본 결과 현 시점

에서 3가지 전제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도입방식, 설계방식, 도입시기 등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경우 

도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건은 수입보험 도입에 따

른 기대효과에 달려있다. 즉,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커서 이러한 

도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현 시점에

서 가능한 수준에서 도입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장은 수입보험의 기대효과를 다각적으로 분

석하였다.

성립조건 여건 도입방향

◦ 보험사고의 우연성 ◦ 가격변동의 우연성 불충분
- 농작물 선물시장 부재
- 정부 가격정책 영향

◦ 정부역할 확대
- 민영보험사는 당분간
최소한의 위험만 부담

◦ 보장수입 및 실제수입의 객
관적 확인 가능

◦ 농판가격 확인 어려움
◦ 모든 농가의 생산량 자료 조사
어려움

◦ 농판가격 대신 도매시장
가격정보 이용

◦ 재해 미발생 시는 생산량
조사를생략하는방식적용

◦ 인수심의 및 요율산출 위한
농가별 과거 세부정보(판매
가격, 생산량 등) 축적

◦ 과거 농판가격정보 확인 불가능
◦ 과거 농가단위 생산량정보의 제
한적 확인만 가능

◦ 과거 도매시장 가격정보
활용

◦ 처음에는 과거 표준생산
량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실제생산량 자료가 축적
됨에 따라 점차적 반영

표 2-6. 수입보험 성립조건, 여건 및 도입방향





수입보험 기대 효과 제3장

1. 농가 수입 안정 효과10

수입보험 도입에 대한 검토의 첫 단계로 제2장에서 도입 필요성과 도입 

전제조건 및 국내여건을 살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수입보험 도입이 개별 농

가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수

입보험의 기대효과 분석은 수입보험 도입 여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근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 추정

을 통하여 수입보험에 대한 재정투입 효과를 살펴보고 품목별 재정 소요금

액도 추산해 볼 수 있다.

수입보험의 첫 번째 기대효과로 농가 수입 안정 효과를 들 수 있다. 수입

보험은 품목별로 생산량 변동이나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가입 농가가 계약  

시 약정한 보장수입에 실제수입이 미달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장

수입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수입보험 가입을 통

하여 수입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1>은 수입보험에 가입한 사과재배 농가가 수확기에 다양한 상황 

하에서 보장수입 8,500원/평(기준수입 10,000원/평의 85% 보장률 선택)을 유

지함으로써 수입 안정 효과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사례 ①~③은 보험가입 농

가가 가격 하락 또는 생산량 하락으로 실제수입이 보장수입에 미달할 경우 

10 본 장은 박동규 등(2013)의 제7장 2절을 재편성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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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입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수입 변동

보험금 수령을 통하여 보장수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④는 실

제수입이 보장수입을 초과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없다.

수입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수입 안정 효과를 재해보험 가입효과와 비교

하기 위하여 <그림 3-2>는 동일한 사과농가가 수입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재

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의 수입 변동을 보여 준다. 재해보험은 기준수확량(100

개/평)의 85%인 85개/평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며 실제수확량이 평당 85개에 

미달할 경우 그 차이에 기준가격(100원/개)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한다. 재해보험은 가격변동을 보장해 주지 못하므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보험가입 농가의 수입이 대단히 불안정하다.

사례 ①은 올해 태풍 발생으로 국내 사과 수확량이 평당 50개로 감소했음

에도 불구하고 사과 수입물량 증가로 개당 가격이 평년의 100원보다 20원 

하락한 80원인 경우이다.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실제수입 4,000원(=80원×50개

/평)에다 재해보험금 3,500원(=100원×(85개-50개)/평)을 수령하여도 수입보험 

보장수입인 8,500원/평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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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수입 변동

사례 ②는 올해 국내외 모두 사과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로 국내 사과 수확

량은 평당 40개로 감소하고 해외로부터 수입물량도 감소하여 개당 가격이 

15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 경우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실제수입 6,000원(=150

원×40개/평)에다 재해보험금 4,500원(=100원×(85개-40개)/평)을 수령하여 총 

수입은 평당 10,500원으로 수입보험 보장수입을 초과한다.

사례 ③은 풍년으로 사과 수확량이 평당 120개로 증가하여 사과 가격이 

개당 50원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재해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실제수입

이 수입보험 보장수입(8,500원/평)에 크게 못 미치는 6,000원인 경우이다.

사례 ④는 올해 수확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여 수입보험에 가입하든 

재해보험에 가입하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이다.

<표 3-1>은 수입보험 가입농가의 수입안정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013년 수입보험 대상품목 중 양파, 오이, 포도(수입보험) 및 배추(가

격보험)의 평균 경작면적 재배농가가 2005~2011년간 수입(가격)보험에 가입

했을 경우와 미가입 경우의 총수입과 변동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평균농가



수입보험 기대 효과32

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가입 시와 비교하여 7년간 총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수입변동계수는 하락하여 수입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보험가입 농가의 

총수입 증가는 정부의 보험료 보조 50%에 기인하므로 만약 정부의 보험료 

보조가 없다면 보험료 산정의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 농가수입의 변화가 없

고 변동계수만 하락(수입안정)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품목
경작면적
(m2)

7년 총수입(단위: 천 원, %) 7년 수입변동계수(단위: %)

미가입 가입 변화율 미가입 가입 변화율

양파 3,891 111,452 113,510 1.9 27.1 21.3 -21.5

오이 2,225 151,470 152,287 0.5 9.7 9.2 -5.1

포도 3,110 66,930 71,267 6.5 28.0 16.9 -39.7

배추 5,500 55,798 73,428 31.6 54.3 39.3 -27.5

주: 1) 양파, 포도, 배추는 보장률 85%를, 오이는 90%를 선택하였다는 가정하에 산출함.

2) 변동계수는 7년간 수입의 표준편차/평균임.

3) 보험료 정부보조는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50%를 가정함.

표 3-1. 평균농가의수입(가격)보험가입과미가입경우의총수입과변동계수비교

<그림 3-3>은 상기 평균농가의 보험 가입에 따른 수입 안정 효과를 그래

프로 보여주기 위해 7년간(2005~2011년) 보험 가입 시와 미가입 시 수입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양파, 포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보험은 수입상

승 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수입하락 시에 수입 감소분을 줄여줌으로써 수입

안정에 기여한다. 오이는 2005년 이후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수입보

험이 거의 발동되지 않은 반면, 가격하락 폭이 큰 배추의 경우 가격보험을 

통한 농가 수입안정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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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수입(가격)보험 가입과 미가입 경우의 수입 비교

2. 사회적 후생 효과

수입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통해 생산자 후생을 증대시키며, 이에 따

른 생산증대 및 가격하락 시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

회적 후생 증대는 정부의 지원(보험료 50% 보조) 즉, 사회적 비용인 세금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순편익

을 산출함으로써 수입보험의 기대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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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사회적 순편익을 재해보험의 순편익과 비교함으로써 수입보험이 재

해보험에 비해 얼마나 추가적인 사회적 후생 증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였다.

2.1. 생산자 후생

수입보험 도입으로 인한 생산자 후생 증가는 수입보험에 가입한 생산자의 

위험감소에 따른 수입안정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 후생의 증가를 산출

하기 위하여 생산자의 위험 감소분을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

의 경제적 가치는 위험관리지표로 많이 사용하는 확실성 등가수입(Certainty

Equivalent Revenue: CE)11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확실성 등가수입(CE)은 

생산자의 위험회피정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생산자의 위험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효용함수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생산자의 효용함수는 위험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power 효용함수를 

이용하였다. power 효용함수는 수입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되 효용의 

증가 폭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며 생산자의 위험회피정도에 따라 위험의 

감소가 효용의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므로 생산자의 위험성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U(Y) =

 

여기서 U(Y)는 수입(Y)의 power 효용함수이고, 는 위험회피정도로서 =0

이면 위험중립 또는 위험에 무관심, =1이면 위험에 대단히 민감함을 의미

11 확실성 등가수입(CE)이란 위험가중수입을 의미하며 위험 있는 수입 흐름에 대

하여 그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보다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

면 그와 맞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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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는 수입보험 가입 농가의 다양한 위험성향을 감안하여 위험회

피정도()를 0.3, 0.5, 0.7의 세 가지 가정하에서 생산자 후생을 산출하였다.

생산자의 효용함수를 power 효용함수로 가정할 때 확실성 등가수입(CE)은 

식 (1)에 기대치를 취하여 Y에 대하여 정리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2)   

생산자가 수입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가입할 경우에 비해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확실성 등가수입(CE)을 계산할 때보다 큰 위험 분을 차감

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생산자의 확실성 등가수입(CE)

은 가입한 생산자의 CE보다 적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입보험 가입으로 위험

이 감소함에 따른 생산자 후생의 증가는 수입보험 가입 시 확실성 등가수입

(CE)에서 수입보험 미가입 시 확실성 등가수입(CE)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

할 수 있다.

<표 3-2>는 2013년 수입(가격)보험 도상연습 대상품목에 대하여 2012년에 

수입보험이 도입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보험에 가입한 생산자들의 후생 

증가액을 추정한 표이다12. 현행 재해보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추정하기 위

하여 수입보험은 2012년 예정수입(2007~2011년 실제수입의 올림픽평균)의 

85%를 보장하고, 수입보험 가입률과 재해보험 가입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다. 배추는 가격보험 대상품목으로서 2012년 예정가격(2007~2011년 실제

가격의 올림픽평균)의 85%를 보장하며,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2012

12 본 표는 다양한 위험회피지수(=0.3, 0.5, 0.7)를 적용한 결과를 모두 보여 주

고 있으나 이후로는 위험회피지수(=0.5)를 적용한 결과에만 국한하여 논의
하기로 한다. 수입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미가입 농가들에 비해 위험회피도

가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최소 보험가입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들이므

로 여타 농가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 절대위험회피도는 낮은 성향(권오상,

2002)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중간 수준의 위험회피지수인 =0.5를 가정하여 
이후의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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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재해보험 전체 가입률인 13.7%를 가격보험 가입률로 가정하였다. 수입보

험 요율은 과거 농가단위 수확량 자료가 부족하므로 국가단위 수확량 자료

와 현행 재해보험 요율을 이용하여 실제 농가단위 수확량 분포에 가깝도록 

통계분포를 생성하여 추정하였다13.

품목
가입생산자의
예정수입

보험요율 보험가입률
생산자 후생
증가액

배추 50,550 14.05 13.7

1,924(=0.3)
3,453(=0.5)
5,175(=0.7)

양파 23,790 6.33 2.6

255(=0.3)
443(=0.5)
644(=0.7)

시설오이 6,756 5.37 1.4

31(=0.3)
51(=0.5)
71(=0.7)

포도 32,949 14.92 7.2

606(=0.3)
1,017(=0.5)
1,428(=0.7)

콩 47,918 8.29 13.4

272(=0.3)
458(=0.5)
646(=0.7)

계
3,088(=0.3)
5,422(=0.5)
7,964(=0.7)

주: 1) 수입(가격)보험의 보장률 85%를 적용하여 보험요율과 생산자 후생 증가액을 산

출하였다.

2) 각 품목에 대한 보험가입률은 해당 품목의 2012년 재해보험 가입률과 동일하다

고 가정하고, 재해보험이 도입되지 않은 배추의 경우 2012년 재해보험 전체 가

입률을 적용하였다.

표 3-2. 2012년 수입(가격)보험 가입으로 인한 생산자 후생 증가액 추정치

단위: 백만 원, %

13 수입보험요율과 생산자 후생 추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부록 1>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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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품목 생산자들의 수입(가격)보험 가입으로 인한 생산자 후생 증가액은 

총 31억 원(=0.3)∼80억 원(=0.7)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19억 

원∼52억 원)와 포도(6억 원∼14억 원)의 생산자 후생 증가 폭이 커서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 도입 시 가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는 수입

보험과 재해보험의 농가 가입률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나 실제

로는 수입(가격)보험의 가입률이 재해보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

입(가격)보험 도입에 따른 생산자 후생 증가액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

입보험 가입으로 인한 생산자 후생 증가액을 현행 재해보험 가입으로 인한 

생산자 후생 증가액과 비교하여 수입보험이 재해보험에 비해 얼마나 더 농

가수입안정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수입보험 도입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표 3-3>은 5개 도상연습품목 생산자들이 2012년에 재해보험에 가입함으

로써 얻게 되는 생산자 후생 증가액이 총 12억 원(=0.5 가정 시)으로 수입

보험 가입 시보다 42억 원 낮은 증가액을 보인다. 수입보험의 경우 재해보험

이 보장해 주는 수확량뿐 아니라 가격까지도 보장해 주므로 생산자 후생 증

가액이 더 큰 것은 당연하다. 가격보험 도입 대상인 배추의 경우 가격보험의 

생산자 후생 증가액이 재해보험의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은 배추의 가격 변동

성이 수확량 변동성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
가입생산자의
예정수확량

보험요율 보험가입률
생산자후생
증가액

배추 334.8 3.26 13.7 328

양파 34.6 3.59 2.6 326

시설오이 4.6 2.98 1.4 22

포도 23.2 12.80 7.2 331

콩 16.8 6.61 13.4 235

계 1,242

주: 1) 5개 품목 모두 보장률 85%를 적용하여 추정함.

2) 위험회피지수()는 0.5라고 가정함.

표 3-3. 2012년 재해보험 가입으로 인한 생산자 후생 증가액 추정치

단위: 백만 톤,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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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자 후생

수입보험 도입 시 수입하락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여 생산자 후생이 증가

하면 해당 농산물 품목의 생산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Turvey, 1992). 특히 

위험감소가 큰 품목일수록 생산 촉진 효과가 클 것이다. 여타 조건이 동일하

다면 생산량 증가는 가격하락을 가져오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자 후생

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표 3-4>는 1990~2011년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5개 도상연습 품목의 

도매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정한 결과이다.

구 분
도매시장가격

배추 양파 시설오이 포도 콩

상수항 870.6* -1,295.4*** -287.6* 629.8** -270.3

배추 생산량 -1.71**

양파 생산량 -0.90**

시설오이 생산량 0.09

포도 생산량 -0.64*

콩 생산량 -0.53**

전년도 배추 시장가격 0.80***

전년도 양파 시장가격 0.38*

전년도 시설오이 시장가격 0.55**

전년도 포도 시장가격 0.31

전년도 콩 시장가격 0.54***

양배추 생산량 0.63

마늘 생산량 1.12*

당근 생산량 0.23

딸기 생산량 0.40

시간변수(연도) -111.1* 170.5*** 37.5* -81.5* 37.3

결정계수(R2) 0.65 0.67 0.67 0.50 0.91

주: 1) 선형로그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2) *** 1% 통계적 유의수준, ** 5% 통계적 유의수준, * 10% 통계적 유의수준.

표 3-4. 도매시장가격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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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오이를 제외한 4개 품목의 경우 예상한 바와 같이 생산량이 시장가격

에 음(-)의 효과를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배추는 생산량이 1% 증가

함에 따라 가격은 1.71% 감소하는 매우 탄력적인 효과를 보였다. 양파, 포도,

콩의 경우 생산량이 1%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각각 0.90%, 0.64%, 0.53% 감소

하였다.

<표 3-4>에서 추정한 생산량 1% 증가 시 가격 하락률을 기초로 소비자 후

생의 증가를 <그림 3-4>와 같이 산출하였다. 농작물의 공급곡선(S)은 동일한 

재배년도에 한해서는 완전 비탄력에 가까우므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수

직선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2012년에 수입보험 도입으로 양파 공급량이 

Q에서 Qʹ로 1%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P에서 Pʹ로 0.9% 감소하면 소비자 후

생(잉여)만 증가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후생의 변화는 없다14.

수입(가격)보험 도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규모는 제5장의 농가 설문조사 결

과(수입보험의 경우 <표 5-32>와 <표 5-33>, 가격보험의 경우 <표 5-37>)를 

활용하였다. 예컨대 배추의 경우 가격보험 가입률(13.7%) × 수확량 확대 농

가비율(7.3%) × 수확량 확대규모 평균(30.3%)을 계산하면 전체 배추 생산량

의 0.3%가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양파, 오이, 포도, 콩에 대해 보험 가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 규모를 산출하면 각각 0.1%, 0.1%, 0.1%, 0.6%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입(가격)보험이 도입되면 가입률이 재해보험 가입률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량 증가 규모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4 양파 공급량이 1% 증가하고 가격이 0.9% 감소함에 따른 생산자 수입의 증가를 

생산자 후생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동시에 동일 금액의 소비자 지출 증가

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를 의미하여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변화가 없으므

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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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양파 수확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표 3-5>는 생산량과 시장가격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시설

오이를 제외한 4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가격)보험을 도입하였을 경우 증산으

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4개 도상연습 품목

에 대하여 2012년에 수입(가격)보험 도입으로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다면 

소비자 후생은 총 42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품목
예정생산량
(백만 톤)

예정가격
(원/kg)

생산량변동
(백만 톤)

가격변동
(원/kg)

소비자 후생
증가액(백만 원)

배추 2,444 150.99 7.3 -0.77 1,896

양파 1,332 715.68 1.3 -0.64 859

포도 322 1,475.52 0.3 -0.94 305

콩 125 2,902.63 0.8 -9.23 1,161

계 4,221

주: 1) 시설오이의 경우 생산량 증가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2) 예정생산량과 예정가격은 각각 2007~2011년 실제생산량과 실제 도매시장가격

의 올림픽평균을 이용하였다.

표 3-5. 2012년 수입(가격)보험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액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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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입보험의 비용 편익 분석

지금까지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생산자 후생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추

정하였으며 이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입보험의 비용 편익 분석을 통

하여 수입보험이 가입농가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

지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수입보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현

재 운영되고 있는 재해보험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수입보험이 재해보험에 

비해 얼마나 더 사회적 후생 증가에 기여하는지 확인하였다.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농가가 지불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가지불 보험료는 순보험료(위험보험

료와 손해평가비의 합)의 50%이며 정부 재정지원은 위험보험료 지원, 손해

평가비 지원, 그리고 민영보험사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위험보험료 지

원은 <표 3-2>에서 시산한 보험요율(위험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손해평가비는 위험보험료의 10.3%로 책정되며 50%는 농가가 부

담하고 나머지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사 운영비는 영업보험료(순보험

료와 보험사 운영비의 합)의 15%로 책정되며 보험사 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표 3-6>은 도상연습 대상 5개 품목에 대하여 2012년에 수입보험을 도입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이다. 5개 품목 전체 편익의 합

은 275억 원으로 비용의 합인 223억 원보다 약 52억 원 많으며 품목이 확대

될수록 순편익(편익-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5개 품목의 생

산액(2.7조원)이 전체 농작물 생산액(쌀 제외 18.3조원) 대비 약 15%를 차지

함을 감안할 때 수입보험 가입품목을 쌀을 제외한 전체 농작물로 확대할 경

우 대략 347억 원의 순편익 증가(여타 품목의 수입변동성이 도상연습 5개 품

목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가 기대된다.

5개 품목 중 시설오이와 포도를 제외한 3개 품목의 경우 수입(가격)보험 

도입으로 인한 국가 전체적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설오이의 사회적 편익이 비용에 못 미치는 이유는 <표 3-4>에서 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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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비용 편익

농가지불
보험료

정부재정지원
비용계

농가수취
보험금

사회적후생
편익계위험

보험료
손해
평가비

보험사
운영비

생산자
후생

소비자
후생

배추 3,550 3,550 - 1,253 8,353 7,100 3,453 1,896 12,449

양파 830 753 78 293 1,954 1,505 443 859 2,807

시설
오이

200 181 19 71 471 363 51 - 414

포도 2,711 2,458 253 957 6,379 4,916 1,017 305 6,238

콩 2,192 1,987 205 774 5,157 3,974 458 1,161 5,593

계 22,314 27,501

주: 1)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순보험료의 50%를 가정함.

2) 생산자 후생은 위험회피정도() 0.5를 가정한 추정치임.

3) 배추는 가격보험이므로 수확량 조사가 필요 없어 손해평가비를 산출하지 않음.

4) 시설오이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후생을 산출하지 않음.

표 3-6. 2012년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단위: 백만 원

이 오이의 생산량 증가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후생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은 데 있다.

포도의 경우는 위험보험료가 14.92%로 여타 품목에 비해 대단히 높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손해평가비와 보험사 운영비 비용이 큰 데

서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생산자 후생 증대(10억 

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을 재해보험 가입률을 적용하고 설문조사에 의거하

여 생산량 증가폭을 추정함에 따라 가격하락 폭과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

가액이 저평가된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상기 5개 품목에 대해 수입보험이 아닌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전체 편익의 합은 158억 원인 반면 전체 비용의 합은 134억 

원으로서 순편익이 24억 원으로 나타났다(표 3-7). <표 3-2>와 <표 3-3>에서 

생산자 후생만을 비교했을 때 수입보험이 재해보험보다 42억원 높게 나타난 

데 이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수입보험 도입으로 인한 순편익이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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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비해 28억 원 높게 나타남에 따라 수입보험이 농업 종사자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유리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5개 품목의 생산

액이 전체 농작물 생산액 대비 15%임을 감안하여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약 160억 원의 순편익 증가가 기대되나 수입보험 도

입에 따른 순편익 증가분보다는 약 187억 원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보험과 재해보험 도입 시 생산량 증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증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보험 도입으로 농가의 수입이 어떤 상황하에서도 보장된다면 농

가들은 재해보험보다 수입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고 더 많은 규모의 생산을 

늘려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보험 도입 시 예상되는 소

비자 후생의 증가는 현행 재해보험의 경우보다 클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수

입보험과 재해보험 간 사회적 순편익 증가분의 차이도 본 연구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2012년 재해보험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단위: 백만 원

품목

비용 편익

농가지불
보험료

정부재정지원
비용계

농가수취
보험금

사회적후생
편익계위험

보험료
손해
평가비

보험사
운영비

생산자
후생

소비자
후생

배추 908 824 85 321 2,138 1,647 328 1,896 3,871

양파 490 444 46 173 1,154 889 326 859 2,073

시설오이 110 99 10 39 258 199 22 - 220

포도 2,418 2,192 226 853 5,690 4,385 331 305 5,020

콩 1,779 1,613 166 628 4,186 3,222 235 1,161 4,619

계 13,426 15,803

주: 1)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순보험료의 50%를 가정함.

2) 생산자후생은 위험회피정도() 0.5를 가정한 추정치임.

3) 시설오이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후생을 산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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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보험의 한계

수입보험은 가입농가의 수입을 안정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편익을 증

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 시 몇 가

지 한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첫째, 농가의 수입이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개별 수확량과 도매시

장가격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데서 오는 수입 보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특히 농가판매가격을 적용하지 못하고 도매시장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저품질 고위험 농가들의 가입이 증가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 이

는 가입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수입보험에 가입하여 수입변동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으므로 가입

농가는 생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생산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수입보험은 재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고 운영비용이 더 많이 소

요되며 가입률도 높을 것이 예상되어 정부 소요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도입 초창기에 가격의 우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손실의 상당 부

분을 정부가 재보험을 통하여 인수하도록 민영보험사들의 요구가 지속될 것

이다. 이는 정부의 소요예산 증가와 함께 재보험구조를 둘러싼 정부와 민영

보험사 간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사항들은 이미 예상되고 있으므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해결

이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우려사항이나 한계상황이 발생할 

경우이다. 그러므로 수입보험의 도입은 서두르지 말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를 가정하여 예상되는 우려사항에 대해 도상연습과 시범사업을 통하여 충분

히 검토한 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 제도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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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

본 장에서는 수입(가격)보험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수입보험 및 가격보험 도입에 바람직한 품목을 선정한다. 본 장

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제1차 도상연습에 포함된 5개 품목이 어

느 정도 적절한지 그리고 2014년 시행 예정인 제2차 도상연습에 어떠한 품

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은 수입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대상품목 선정기준으로 정책적 중요도, 농가의 가입 가능성, 생산액 

및 가격 변동성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9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① 정책적 중요도

국가적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일수록 생산농가 수와 

생산 규모가 크며 이러한 품목에 대한 보험 도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

키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 수,

생산량, 생산액, 재배면적 등 4개 지표를 이 항목의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② 농가의 가입 가능성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농가 수와 생산 규모가 크더라도 다수의 영세농들로 

구성된 품목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보험가입률이 저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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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농가의 가입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농가의 가입 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호당 생산액, 0.1ha(재해보험의 최저가입기준) 이상 농가 비율,

재해보험 가입률 등 3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③ 생산액 및 가격 변동성

수입보험은 생산액 변동성이 큰 품목이, 가격보험은 가격 변동성이 큰 품

목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액 변이계수와 가격 변이계수를 수입

보험과 가격보험의 평가지표로 각각 선정하였다.

검토대상 품목은 주요 농작물 100개 품목 중 상기 3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항목당 최소 1개 지표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57개 품목

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토대상 품목들은 각 작물 유형에 걸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2012년 재해보험 대상품목 35개 중 복분자와 오디는 생산액 

자료가 없으므로 가격보험 검토대상에만 포함하였고, 차는 가격 자료가 없

으므로 수입보험 검토대상에만 포함하였다.

2012년 재해보험 대상 작물 구분

특정위험 종합위험 대상 아님 식량 과실 채소 시설 기타

5 30 22 7 10 12 17 11

주: ‘기타’는 특용, 약용, 전매, 양잠, 임산물 등을 포함.

표 4-1. 검토대상 품목(57개) 구분

2. 선정방식

상기 선정기준에서 설정한 3개 항목 9개 지표를 이용한 선정절차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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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7개 품목에 대하여 9개 지표별로 순위를 부여한다.

② 각 품목에 대하여 3개 항목별로 평균 순위를 산출한다.

예) 양파의 “정책적 중요도” 항목의 지표인 농가 수, 생산량, 생산액, 재

배면적 순위는 각각 13위, 4위, 13위, 14위이므로 “정책적 중요도”

항목의 평균 순위는 4개 지표의 평균인 11위가 된다.

③ 각 품목에 대하여 전체 평균 순위를 산출한다. 3개 항목 중 변동성 항

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책적 중요도, 가입 가능성,

변동성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30%, 30%, 40%로 부여하여 전체 평균 순

위를 산출하였다.

예) 양파의 경우 정책적 중요도, 가입 가능성, 생산액 변동성 항목의 평

균 순위는 각각 11위, 25위, 23위이므로 전체 평균 순위는 20위

(=(11×0.3)+(25×0.3)+(23×0.4))이다.

④ 전체 평균 순위가 높은 순으로 20개 품목을 선정한다.

3. 선정결과

3.1. 수입보험 대상 품목

대상품목은 전체 평균 순위가 높은 순으로 20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20개 

품목은 떫은감, 감귤, 겉/쌀보리, 시설토마토, 오미자, 파, 인삼, 시설파프리카,

매실, 고구마, 사과, 양파, 콩, 포도, 수박, 시설풋고추, 당근, 들깨, 배, 양배추 

순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품목의 대다수인 14개 품목은 2012년 재해보험 대

상품목(특정위험 4개, 종합위험 10개)이며, 각 작물 유형에 걸쳐 비교적 골고

루 분포되어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수입보험 도상연습 대상 4개 품목 

중 양파(12위), 콩(13위), 포도(14위)는 20개 품목에 포함되었다. 반면 시설오

이(46위)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생산액(수입) 변동성 순위가 55위로 낮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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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구분

품목
재해보험 정책파급효과 가입가능성 생산액변동성 전체

순위
대상 보장방식 30%* 30%* 40%* 100%

식량

겉/쌀보리 × 26.3 1.0 14.0 13.8 3

고구마 ○ 종합 12.3 41.7 5.0 18.2 10

콩 ○ 종합 10.0 30.0 21.0 20.4 13

과실

떫은감 ○ 특정 16.3 18.0 3.0 11.5 1

감귤 ○ 특정 10.3 15.0 15.0 13.6 2

매실 ○ 종합 26.3 27.0 4.0 17.6 9

사과 ○ 특정 7.8 9.0 33.0 18.2 11

포도 ○ 종합 14.0 16.7 30.0 21.2 14

배 ○ 특정 19.0 13.3 34.0 23.3 19

채소

파 × 18.8 33.0 2.0 16.3 6

양파 ○ 종합 11.0 25.3 23.0 20.1 12

수박 ○ 종합 40.0 13.5 13.0 21.3 15

당근 × 37.8 23.5 10.0 22.4 17

양배추 × 30.5 14.5 25.0 23.5 20

시설

토마토 ○ 종합 20.5 15.0 9.0 14.3 4

파프리카 ○ 종합 27.0 16.0 11.0 17.3 8

풋고추 ○ 종합 22.8 27.3 17.0 21.8 16

기타

오미자 × 38.0 11.5 1.0 15.3 5

인삼 ○ 종합 21.5 11.7 16.0 16.4 7

들깨 × 23.0 42.5 7.0 22.5 18

주: (*)표는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임.

표 4-2. 수입보험 대상품목 선정결과

단위: 순위

서 기인한다.

수입보험 선정품목(10위권 내)의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지표별 순위

는 <부록 2>를 참조할 수 있다.

① 떫은감은 생산액 변동성(3위)과 재해보험 가입률(4위)이 가격 변동성

(50위)에 비해 대단히 높다. 따라서 가격보험보다는 수입보험 또는 재해보험

에 적합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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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귤은 정책파급효과(생산량 6위, 생산액 4위, 재배면적 10위)와 가입가

능성(0.1ha 이상 농가 비율 5위) 순위가 높으며 생산액 변동성도 비교적 높은 

15위 수준이다.

③ 겉/쌀보리는 재배면적(7위)과 가입가능성(0.1ha 이상 농가비율 1위)이 

매우 높은 품목이다. 생산액 변동성(14위)에 비해 가격 변동성(55위)이 매우 

낮으므로 가격보험보다는 수입보험에 적합한 품목이다.

④ 시설토마토는 생산액(7위), 호당 생산액(6위), 생산액 변동성(9위)이 모

두 높으므로 수입보험에 적합한 품목으로 보인다.

⑤ 오미자는 정책파급효과(농가 수 48위, 생산액 21위, 재배면적 45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액 변동성이 1위, 호당 생산액이 4위인 것이 수

입보험 대상품목 5위에 오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⑥ 파는 생산액 변동성이 2위로 매우 높아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수입안

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호당 생산액(52위)이 낮으므로 가입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다소 의문이다.

⑦ 인삼은 전체 생산액 순위가 3위이며 가입 가능성 항목(호당 생산액 3

위, 0.1ha 이상 농가 비율 9위)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생산액 변동성(16위)에 

비해 가격 변동성(54위)이 매우 낮으므로 가격보험보다는 수입보험에 적합

한 품목으로 보인다.

⑧ 시설파프리카는 생산액 변동성이 11위로 비교적 높은 반면 전체 생산

액 순위(27위)와 가입 가능성(재해보험 가입률 35개 품목 중 16위)은 중간 수

준에 불과하였다.

⑨ 매실은 생산액 변동성이 4위로 매우 높은 반면 여타 지표들의 순위는 

중간 정도에 머물렀다.

⑩ 고구마는 정책파급효과(농가수 4위, 재배면적 8위)와 생산액 변동성(5

위)은 큰 반면, 가입 가능성 항목(호당 생산액 44위, 0.1ha 이상 농가비율 46

위, 재해보험 가입률 35위)이 상당히 낮으므로 농가의 가입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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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구분

품목
재해보험 정책파급효과 가입가능성 가격변동성 전체

순위
대상 보장방식 20%* 40%* 40%* 100%

식량

콩 ○ 종합 10.0 30.0 10.0 16.0 6

고구마 ○ 종합 12.3 41.7 5.0 18.2 9

감자 ○ 종합 11.3 35.0 19.0 21.5 17

과실

사과 ○ 특정 7.8 9.0 18.0 12.2 2

감귤 ○ 특정 10.3 15.0 23.0 16.8 7

배 ○ 특정 19.0 13.3 30.0 21.7 18

채소

양파 ○ 종합 11.0 25.3 2.0 11.7 1

배추 × 5.5 40.0 3.0 14.9 3

마늘 ○ 종합 10.5 28.3 9.0 15.3 5

무 × 12.3 41.0 7.0 18.8 10

양배추 × 30.5 14.5 16.0 19.9 12

파 × 18.8 33.0 13.0 20.7 14

시설

딸기 ○ 종합 22.0 16.0 14.0 17.0 8

토마토 ○ 종합 20.5 15.0 22.0 19.5 11

상추 × 31.3 22.0 11.0 20.4 13

배추 × 34.8 31.5 3.0 21.1 15

오이 ○ 종합 26.3 14.7 27.0 23.1 19

수박 ○ 종합 17.0 17.3 35.0 24.3 20

기타
복분자 ○ 종합 31.0 18.0 1.0 15.1 4

밤 ○ 종합 23.5 20.3 20.0 21.2 16

주: (*)표는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임.

표 4-3. 가격보험 대상품목 선정결과
(단위: 순위)

수입보험 도입대상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해 볼 때 떫은 감, 감귤, 겉/쌀보

리, 시설토마토, 인삼 등이 여타 품목에 비해 도입효과가 크고 농가의 가입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3.2. 가격보험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전체 평균 순위가 높은 순으로 20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20개 

품목은 양파, 사과, 배추, 복분자, 마늘, 콩, 감귤, 시설딸기, 고구마, 무, 시설

토마토, 양배추, 시설상추, 파, 시설배추, 밤, 감자, 배, 시설오이, 시설수박의 

순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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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험 대상품목에는 수입보험 대상품목 20개에 포함되지 못한 배추, 복

분자, 마늘, 시설딸기, 무, 시설상추, 시설배추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이들 

품목의 높은 가격 변동성 지표 순위에서 기인한다. 반면, 수입보험 대상품목으

로 선정되었던 겉/쌀보리, 떫은감, 수박, 오미자, 인삼, 시설파프리카, 포도, 시

설풋고추 등은 낮은 가격 변동성 순위(각각 55위, 50위, 35위, 33위, 54위, 53위,

38위, 37위)로 인하여 가격보험 대상 20개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가격보험 도상연습 대상품목은 배추(3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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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 설문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수입보험의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농

업인의 의사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다. 정책당국과 보험사업자가 아무리 

명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보험제도를 설계하였다 하

더라도 실수요자인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가입에 불편함을 느낀다

면 가입률이 저조할 것이고 이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해보험의 경우 최초 설계 시 농가수요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가입률 저조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 검

토 시점부터 도입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

어서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수입보험 도상연습 품목을 경작하는 농가들을 대상으

로 수입(가격)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

가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입보험의 도입을 염두

에 두고 구체적으로 설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현 시점에서 농가 설

문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가급적 상세하게 보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 도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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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부수(부)

　 조사 회수 회수율(%)

포도 412 81 19.7

콩 564 84 14.9

양파 355 62 17.5

시설오이 409 44 10.8

배추 658 55 8.4

전 체 2,398 326 13.6

표 5-1. 품목별 분석 대상

1.2. 조사 개요와 기본 현황

1.2.1. 조사 개요

설문조사지는 수입보험 및 가격보험 도상연습 대상 5개 품목별로 구성되

었다. 5개 품목별 설문조사를 연구원 통신원, 리포터, 관측 품목 농가 대상으

로 총 2,398부를 우편 배포하여 총 326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13.6%).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농가에게는 수입보험, 배추(고랭지배추, 가을배추) 농가

에게는 가격보험 도입을 가정하고 우편 설문조사 시행한 결과, 품목별로 배

추 55부, 시설오이 44부, 콩 84부, 양파 62부, 포도 8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율이 13.6%로 저조한 이유는 수입보험에 대한 농가의 관심 및 이해도

가 아직은 부족한 것과 설문조사 문항들이 농가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품목별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아 본 설문조

사 결과가 해당 품목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들이 연구원 통신원 중

에서도 어느 정도 식견을 요구하는 보험 관련 설문에 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문조사 결과는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인적사항, 농업위험관리에 대한 설문, 수입보험 관련 

세부 의향 조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 인적사항은 기본사항

(나이, 성별)과 품목 기본 현황(재배면적, 면적당 수확량, 평년 판매액,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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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변동)을 포함한다. 위험관리 조사 항목으로는 영농 시 애로사항, 농작물재

해보험 가입 경험 및 만족도, 수입변동위험 관리방안, 수입보험 관심 여부 

및 지불의사금액 등을 조사하였다. 수입보험 관련 세부조사를 위하여 수입

(가격)보험에 관심이 있는 또는 없는 이유, 수확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유지될 때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의견(수입보험 특성 이해

에 관한 문항), 재해가 없을 시 수확량 조사를 생략하고 평년 수확량을 적용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선호하는 보장 수준, 기준가격 수준, 수입(가격)보험 보

험료 추가 지불의사(재해보험 대비), 보험가입 후 수확량 변동 의향 등을 질

문하였다.

1.2.2. 응답자 인적사항과 품목 기본 현황

포도, 콩, 시설오이, 배추 품목의 응답자 평균 연령은 만 60세 전후였으며,

그중 양파 농가가 가장 고령인 평균 64.6세로 나타났다. 다섯 개 품목 모두 

응답자의 88%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20년 이상의 해당 품목 농사 경력자이며, 10년 미만 

경력자는 3~10%에 그쳤다. 포도, 양파, 시설오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재배 

농가가 많았으며 콩의 경우 응답자의 20% 이상이 재배면적 10,000평 이상이

었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평균(세) 61.6 59.3 64.6 59.8 62.3
30대 1 (1.2) 0 (0.0) 0 (0.0) 0 (0.0) 0 (0.0)
40대 3 (3.7) 12 (14.3) 2 (3.2) 5 (11.4) 4 (7.3)
50대 29 (35.8) 29 (34.5) 11 (17.7) 15 (34.1) 13 (23.6)
60대 37 (45.7) 32 (38.1) 31 (50.0) 16 (36.4) 18 (32.7)
70대 9 (11.1) 6 (7.1) 17 (27.4) 3 (6.8) 12 (21.8)
80대 0 (0.0) 1 (1.2) 1 (1.6) 1 (2.3) 0 (0.0)
결측 2 (2.5) 4 (4.8) 0 (0.0) 4 (9.1) 8 (14.5)
합 81 (100.0) 84 (100.0) 62 (100.0) 44 (100.0) 55 (100.0)

주: ( ) 안의 수치는 품목별 합계에 대한 비율(%).

표 5-2. 조사응답자 - 연령(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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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남성 75 (92.6) 74 (88.1) 62 (100.0) 39 (88.6) 48 (87.3)

여성 4 (4.9) 5 (6.0) 1 (0.0) 1 (2.3) 1 (1.8)

결측 2 (2.5) 5 (6.0) 0 (0.0) 4 (9.1) 6 (10.9)

합 81 (100.0) 84 (100.0) 62 (100.0) 44 (100.0) 55 (100.0)

표 5-3. 조사응답자 - 성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평균(년) 24.9 25.4 28.2 21.5 29.6

5년 미만 2 (2.5) 0 (0.0) 0 (0.0) 2 (4.5) 0 (0.0)

5～10년 미만 2 (2.5) 10 (11.9) 2 (3.2) 2 (4.5) 2 (3.6)

10～20년 미만 19 (23.5) 19 (22.6) 15 (24.2) 13 (29.5) 7 (12.7)

20～30년 미만 29 (35.8) 17 (20.2) 9 (14.5) 11 (25.0) 9 (16.4)

30년 이상 27 (33.3) 33 (39.3) 35 (56.5) 11 (25.0) 28 (50.9)

결측 2 (2.5) 5 (6.0) 1 (1.6) 5 (11.4) 9 (16.4)

합 81 (100.0) 72 (100.0) 62 (100.0) 44 (100.0) 55 (100.0)

표 5-4. 조사응답자 - 농사연수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평균(평) 2,239 8,031 3,284 1,219 5,097

중간값 2,000 3,000 2,000 900 2,000

1000평 미만 7(8.6) 14(16.7) 17 (27.4) 21(47.7) 10(18.2)

1000～2000평 미만 30(37.0) 13(15.5) 12(19.4) 13(29.5) 13(23.6)

2000～3000평 미만 22(27.2) 9 (10.7) 14(22.6) 5(11.4) 5 (9.1)

3000～4000평 미만 11(13.6) 10(11.9) 5 (8.1) 1(2.3) 4 (7.3)

4000～5000평 미만 5(6.2) 3 (3.6) 6 (9.7) 0(0.0) 2 (3.6)

5000～10000평 미만 4(4.9) 13(15.5) 4 (6.5) 1(2.3) 6 (10.9)

10000평 이상 0(0.0) 17(20.2) 3 (4.8) 0(0.0) 7 (12.7)

결측 2(2.5) 5 (6.0) 1 (1.6) 3(6.8) 8 (14.5)

합 81(100.0) 72(100.0) 62(100.0) 44(100.0) 48(100.0)

표 5-5. 조사응답자 -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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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의 경우 300평당 수확량은 평균 2.3톤이었으며, kg당 평균 3,500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3,000～5,000원 사이에서 kg당 가격

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수 품질에 따라 판매 가격 차이가 큰 것으

로 보인다. 평년 판매액 평균은 3,68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응답자의 38.3%

가 1,000～3,000만원의 매출 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또

는 7,000원 이상인 극단치(outlier) 다섯 개를 제외하더라도 kg당 판매가격 최

저값과 최고값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포도라 하더라도 품

종(거봉, 캠벨, 델라웨어 등)이 다양하여 가격이 상이한데 이에 대한 구분 없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판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수입보험의 기준수입 설정을 위한 가격지표를 결정할 

때 가급적 품종 및 품질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하여 농가별 판매가격의 차이

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00평당 수확량(kg) 판매가격(원/kg) 평년 판매액(만원)

평균 2,301 평균 3,578 평균 3,680

500kg 미만 2 (2.5) 1000원 미만 1 (1.2) 500만원 미만 1 (1.2)

500～1000kg 미만 3 (3.7) 1000～2000원 미만 2 (2.5) 500～1000만원미만 2 (2.5)

1000～1500kg 미만 6 (7.4) 2000～3000원 미만 26 (32.1) 1000～3000만원미만 31 (38.3)

1500～2000kg 미만 14 (17.3) 3000～5000원 미만 32 (39.5) 3000～5000만원미만 22 (27.2)

2000～2500kg 미만 15 (18.5) 5000～7000원 미만 16 (19.8) 5000～1억원 미만 17 (21.0)

2500～3000kg 미만 2 (2.5) 7000원 이상 2 (2.5) 1억원 이상 3 (3.7)

3000kg 이상 10 (12.3)

결측 29 (35.8) 결측 2 (2.5) 결측 5 (6.2)

합 81 (100.0) 합 81 (100.0) 합 81 (100.0)

표 5-6. 포도 조사응답자 – 300평당 수확량, kg당 판매가, 평년 판매액

콩의 경우 300평당 수확량 평균 205kg, 판매가는 평균 5,553원/kg으로 조사

되었다. 평년 판매액 평균은 약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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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평당 수확량(kg) 판매가격(원/kg) 평년 판매액(만원)

평균 205 평균 5,553 평균 1,689

50kg 미만 1 (1.2) 3000원 미만 4 (4.8) 500만원 미만 30 (35.7)

50～100kg 미만 5 (6.0) 3000～5000원 미만 15 (17.9) 500～1000만원 미만 12 (14.3)

100～150kg 미만 6 (7.1) 5000～6000원 미만 31 (36.9) 1000～3000만원미만 19 (22.6)

150～200kg 미만 19 (22.6) 6000～7000원 미만 15 (17.9) 3000～5000만원미만 9 (10.7)

200～300kg 미만 25 (29.8) 7000～10000원 미만 6 (7.1) 5000～1억원 미만 5 (6.0)

300～500kg 미만 5 (6.0) 10000원 이상 4 (4.8) 1억원 이상 1 (1.2)

500kg 이상 11 (13.1) - - - -

결측 12 (14.3) 결측 9 (10.7) 결측 8 (9.5)

합 81 (100.0) 합 84 (100.0) 합 84 (100.0)

표 5-7. 콩 조사응답자 – 300평당 수확량, kg당 판매가, 평년 판매액

양파는 평당 25kg 정도를 수확하며, kg당 판매가는 657원(20kg 망당 13,000

원 가량)이었음. 평년 판매액은 2,828만 원이었다.

평당 수확량(kg) 판매가격(원/kg) 평년 판매액(만원)

평균 25 평균 657 평균 2,828

5kg 미만 0 (0.0) 100원 미만 1 (1.6) 500만원 미만 7 (11.3)

5～10kg 미만 0 (0.0) 100～500원 미만 14 (22.6) 500～1000만원미만 12 (19.4)

10～15kg 미만 1 (1.6) 500～700원 미만 35 (56.5) 1000～3000만원미만 18 (29.0)

15～20kg 미만 1 (1.6) 700～1000원 미만 6 (9.7) 3000～5000만원미만 14 (22.6)

20～25kg 미만 16 (25.8) 1000～2000원 미만 1 (1.6) 5000～1억원 미만 4 (6.5)

25～30kg 미만 10 (16.1) 2000원 이상 3 (4.8) 1억원 이상 4 (6.5)

30～35kg 미만 12 (19.4) - - - -

35kg 이상 2 (3.2) - - - -

결측 20 (32.3) 결측 2 (3.2) 결측 3 (4.8)

합 62 (100.0) 합 62 (100.0) 합 62 (100.0)

표 5-8. 양파 조사응답자 – 평당 수확량, kg당 판매가, 평년 판매액

시설오이의 경우 평당 수확량 33kg, kg당 판매가 평균 1,271원, 평년 판매

액 5,313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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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수확량(kg) 판매가격(원/kg) 평년 판매액(만원)

평균 33 평균 1,271 평균 5,313

5kg 미만 1 (2.3) 500원 미만 0 (0.0) 500만원 미만 2 (4.5)

5～10kg 미만 4 (9.1) 500～700원 미만 3 (6.8) 500～1000만원 미만 1 (2.3)

10～15kg 미만 4 (9.1) 700～1000원 미만 4 (9.1) 1000～3000만원 미만 9 (20.5)

15～20kg 미만 3 (6.8) 1000～1500원 미만 10 (22.7) 3000～5000만원 미만 11 (25.0)

20～25kg 미만 3 (6.8) 1500～2000원 미만 7 (15.9) 5000～1억원 미만 12 (27.3)

25～30kg 미만 4 (9.1) 2000원 이상 2 (4.5) 1억원 이상 6 (13.6)

30～35kg 미만 6 (13.6) - - - -

35～40kg 미만 2 (4.5) - - - -

40～45kg 미만 0 (0.0) - - - -

45～50kg 미만 2 (4.5) - - - -

50kg 이상 8 (18.2) - - - -

결측 7 (15.9) 결측 18 (40.9) 결측 3 (6.8)

합 44 (100.0) 합 44 (100.0) 합 44 (100.0)

표 5-9. 시설오이 조사응답자 – 평당 수확량, kg당 판매가, 평년 판매액

300평당 배추 수확량은 평균 7,625kg, 300평당 판매가는 139만원, 평년 판

매액은 2,93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300평당 수확량(kg) 300평당 판매가(원) 평년 판매액(만원)

평균 7,625 평균 1,394,330 평균 2,938

3000kg 미만 5(9.1) 100만원 미만 11 (20.0) 500만원 미만 12 (21.8)

3000～5000kg 미만 1(1.8) 100～150만원미만 11 (20.0) 500～1000만원 미만 9 (16.4)

5000～7000kg 미만 4(7.3) 150～200만원미만 9 (16.4) 1000～3000만원 미만 12 (21.8)

7000～10000kg 미만 11(20.0) 200～300만원미만 10 (18.2) 　300만원 이상 5 (9.1)

10000～13000 미만 5(9.1) 　300만원 이상 3 (5.5) 5000～1억원 미만 3 (5.5)

13000～15000kg미만 0(0.0) - - 1억원 이상 3 (5.5)

15000kg 이상 2(3.6) - - - -

결측 27(49.1) 결측 11 (20.0) 결측 11 (20.0)

합 55(100.0) 합 55 (100.0) 합 55 (100.0)

표 5-10. 배추 조사응답자 – 300평당 수확량, 300평당 판매가, 평년 판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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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재해가 없을 경우의 수확량 변동 정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

가 있었다. 배추의 경우 여전히 수확량 변동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34.5%). 포도의 경우 70% 이상이 약간 변동이 있다고 응답하

였고 10% 미만의 응답자가 여전히 변동이 심하며, 17%의 응답자는 거의 변

동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콩과 양파의 경우 21% 정도의 응답자가 여전히 수

확량 변동이 심하다고 생각하였는데, 비슷한 수의 응답자는 거의 변동이 없

다고 생각하여 농가들 간 수확량 변동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량 추세에 대해서는 포도 응답자가 감소 추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70.4%로 눈에 띄게 높았다. 양파와 배추의 경우 수확량 추세에 큰 변동이 없

다는 응답이 60% 내외로 나타났고, 이 비율은 콩과 시설오이 대상 조사에서

는 45% 내외로 집계되었다.

거의 변동
없다

약간 변동
있다

여전히 변동이
심하다

결측 합

포도 14 (17.3) 57 (70.4) 8 (9.9) 2 (2.5) 81 (100.0)

콩 14 (16.7) 46 (54.8) 18 (21.4) 6 (7.1) 84 (100.0)

양파 14 (22.6) 34 (54.8) 13 (21.0) 1 (1.6) 62 (100.0)

시설오이 9 (20.5) 26 (59.1) 6 (13.6) 3 (6.8) 44 (100.0)

배추 11 (20.0) 16 (29.1) 19 (34.5) 9 (16.4) 55 (100.0)

표 5-11. 조사응답자 – 수확량 변동

증가 추세 감소 추세 큰 변동 없다 결측 합

포도 14 (17.3) 57 (70.4) 8 (9.9) 2 (2.5) 81 (100.0)

콩 8 (5.0) 31 (36.9) 39 (46.4) 6 (7.1) 84 (100.0)

양파 14 (22.6) 8 (12.9) 39 (62.9) 1 (1.6) 62 (100.0)

시설오이 4 (9.1) 17 (38.6) 20 (45.5) 3 (6.8) 44 (100.0)

배추 0 (0.0) 14 (25.5) 32 (58.2) 9 (16.4) 55 (100.0)

표 5-12. 조사응답자 – 수확량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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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2.1. 위험관리 측면 응답 분석

해당 품목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품목 공통

으로 ‘인건비 상승 및 일손 부족’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양파는 이 비

율이 48%에 달했다. 포도의 경우 기상재해, 가격 불안정이 애로사항이라는 

응답도 많았던 반면, 시설오이와 배추의 경우 기상재해보다는 가격 불안정

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되었다. 중복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중복 응답을 포함한 집계도 응답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농 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수입보험 및 가격보험 도

입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설오이와 배추의 

경우 가격불안정이 기상재해보다 훨씬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점은 재해보

험보다 가격보험이 이들 농가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반면 포도와 콩의 경

우 가격불안정과 기상재해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큰 애로사항에 지목되었다.

이는 이들 농가에게 재해보험과 가격보험이 비슷하게 도움이 되며 나아가 

종합적 위험관리 수단인 수입보험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병충해 2.5 2.4 1.6 4.5 1.8

기상재해 27.2 21.4 3.2 6.8 5.5

인건비 상승/일손 부족 25.9 36.9 48.4 31.8 29.1

영농자금 부족 1.2 0.0 0.0 2.3 0.0

가격 불안정 24.7 17.9 25.8 34.1 36.4

판로 확보 1.2 1.2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결측 0.0 0.0 0.0 0.0 1.8

(중복 응답) 17.3 0.0 21.0 20.5 25.5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13.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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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배추를 제외한 네 개 품목 경작자에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경

험 여부를 물었다. 포도 재해보험 가입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콩(30.9%), 양파(24.2%) 순이었다. 시설오이는 재해보

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77.3%에 달했다. 과거에 가입한 적이 있

으나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율 역시 포도(12.3%), 콩(10.7%), 시설오

이(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5-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포

도와 콩 재배농가가 기상재해를 애로사항으로 답변하였으며 시설오이 농가

의 7%만이 기상재해를 지목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가입 27.2 20.2 22.6 6.8

미가입 59.3 64.3 71.0 77.3

과거 가입, 현재 미가입 12.3 10.7 1.6 9.1

결측 1.2 4.8 4.8 6.8

합 100.0 100.0 100.0 100.0

표 5-14. 재해보험 가입 경험
단위: %

재해보험 만족도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높은 포도와 콩에서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양파와 시설오이는 보통 혹은 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매우 만족 0.0 1.2 1.6 2.3

만족 6.2 6.0 8.1 4.5

보통 17.3 21.4 32.3 31.8

불만족 27.2 29.8 22.6 18.2

매우 불만족 12.3 8.3 4.8 2.3

결측 37.0 33.3 30.6 40.9

합 100.0 100.0 100.0 100.0

표 5-15. 재해보험 만족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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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

가 있었다. 포도와 콩의 경우 ‘불공정한 손해평가 결과’가 그 이유로 지목되

었다. 양파는 ‘영농 규모가 작아서’라는 응답이, 시설오이는 ‘필요성을 못 느

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포도 응답자 40% 이상이 ‘불공정한 손해평가 

결과’(23.5%) 혹은 ‘보험료 부담’(19.5%)이 재해보험 미가입 이유라고 응답하

였다. 콩은 ‘불공정한 손해평가 결과’(21.4%)가 가장 높고 ‘보장범위가 낮아

서’, ‘영농 규모가 작아서’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양파는 대체로 다양

한 이유가 응답되었는데 ‘영농 규모가 작아서’(21%), ‘재해로 인한 피해가 별

로 없음’(16.1) 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보장 범위’, ‘불공정한 손해평

가 결과’가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미가입 이유 기타 의견으로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 해당 

작물 보험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보험에 대한 신뢰성이나 복잡성을 

지적한 응답도 있었다. 콩의 경우 ‘소득 작목으로 생각지 않고 자가소비 정

도 경작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해보험의 미가입 이유는 수입보험에도 동

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특히 공정한 손해평가와 합리적인 보장범위의 설정

은 농업보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11.1 8.3 11.3 18.2

재해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어서 12.3 10.7 16.1 13.6

영농규모가 작아서 7.4 13.1 21.0 9.1

보장 범위(70%, 80%)가 너무 낮아서 2.5 14.3 14.5 4.5

보험료가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 19.8 8.3 1.6 13.6

손해평가 결과가 불공정해서 23.5 21.4 14.5 13.6

가입 시기가 안 되어서 3.7 1.2 4.8 6.8

기타 3.7 9.5 8.1 9.1

결측 13.6 7.1 6.5 9.1

(중복 응답) 2.5 6.0 1.6 2.3

합 100.0 100.0 100.0 100.0

표 5-16. 재해보험 미가입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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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입(판매액)이 안정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포도와 시설오이는 비

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30%를 넘지 않았다. 응답자의 

70~80% 정도가 해당 작목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안정적으로 유지 28.4 19.0 14.5 27.3 7.3

불안정적 70.4 76.2 79.0 68.2 78.2

결측 22.2 4.8 6.5 4.5 14.5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17.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
단위: %

농가들이 농업 수입 안정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품종 재배를 통

한 위험 분산으로 나타났다. 포도, 콩, 양파는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활용’과 

‘재해대책 활용’ 응답도 높게 집계되었다.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시설오이(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40.9%), 포도(33.4%), 양파(27.4%),

콩(2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직거래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시설오이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를 한다는 응답도 세 건 있었다. 농

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은 1∼3순위 응답을 모두 합하여도 양파

(22.6%)를 제외하고는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

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보험에 대한 농가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업 수입의 불안정 요인으로 수확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 중 선택하도

록 한 질문에서는 수확량 불안정보다 가격 불안정을 꼽는 응답 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았다. 특히 양파, 배추의 경우 가격 불안정 응답자가 80% 이상이

었다. 양파와 배추는 제4장에서 선정한 가격보험 대상품목에서 각각 1위와 

3위에 오른 품목들이다. 이는 수입보험 또는 가격보험의 도입 필요성을 뒷

받침하는 문항으로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보험만으로는 충분치 않

으며 가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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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위한
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합계

특별한방법을이용하지않음 17.3 6.2 9.9 33.4

다품종재배를통한위험분산 19.8 12.3 2.5 34.6

재해대책(방재시설, 재해에 강한
품종선택등) 활용

8.6 21.0 7.4 37.0

농작물재해보험가입 4.9 3.7 7.4 16.0

정부로부터각종직불금수령 3.7 7.4 7.4 18.5

산지유통인과의포전거래(밭떼기) 2.5 6.2 4.9 13.6

농협을통한계약재배활용 17.3 9.9 12.3 39.5

기타 3.7 2.5 4.9 11.1

결측 22.2 30.9 43.2 -

불안정
요인

수확량불안정 14.8

가격불안정 64.2

기타 8.6

결측 8.6

(중복응답) 3.7

표 5-18. 포도-농업 수입 안정적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불안정 요인

단위: %

안정 위한
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합계

특별한방법을이용하지않음 9.5 6.0 6.0 21.5

다품종재배를통한위험분산 25.0 10.7 10.7 46.4

재해대책(방재시설, 재해에강한
품종선택등) 활용

9.5 16.7 6.0 32.2

농작물재해보험가입 2.4 7.1 3.6 13.1

정부로부터각종직불금수령 2.4 13.1 6.0 21.5

산지유통인과의포전거래(밭떼기) 4.8 1.2 7.1 13.1

농협을통한계약재배활용 14.3 8.3 19.0 41.6

기타 2.4 3.6 3.6 9.6

결측 29.8 33.3 38.1 -

불안정
요인

수확량불안정 15.5

가격불안정 69.0

기타 7.1

결측 4.8

(중복응답) 3.6

표 5-19. 콩 -농업 수입 안정적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불안정 요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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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위한
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합계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음 19.4 3.2 4.8 27.4

다품종 재배를 통한 위험 분산 22.6 17.7 1.6 41.9

재해대책(방재시설, 재해에 강한
품종 선택 등) 활용

9.7 16.1 8.1 33.9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4.8 6.5 11.3 22.6

정부로부터 각종 직불금 수령 0.0 17.7 9.7 27.4

산지유통인과의 포전거래(밭떼기) 3.2 4.8 12.9 20.9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활용 19.4 12.9 19.4 51.7

기타 1.6 0.0 4.8 6.4

결측 19.4 21.0 27.4 -

불안정
요인

수확량 불안정 6.5

가격 불안정 82.3

기타 1.6

결측 6.5

(중복 응답) 3.2

표 5-20. 양파 - 농업 수입 안정적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불안정 요인

단위: %

안정 위한
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합계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음 31.8 2.3 6.8 40.9

다품종 재배를 통한 위험 분산 11.4 15.9 6.8 34.1

재해대책(방재시설, 재해에 강한
품종 선택 등) 활용

11.4 15.9 4.5 31.8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3 2.3 4.5 9.1

정부로부터 각종 직불금 수령 0.0 4.5 9.1 13.6

산지유통인과의 포전거래(밭떼기) 0.0 4.5 2.3 6.8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활용 6.8 9.1 6.8 22.7

기타 6.8 0.0 9.1 15.9

결측 29.5 45.5 50.0 -

불안정
요인

수확량 불안정 2.3

가격 불안정 77.3

기타 4.5

결측 15.9

(중복 응답) 0.0

표 5-21. 시설오이 - 농업수입안정적유지를위해사용하는방법과불안정요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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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위한
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합계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음 12.7 5.5 5.5 23.7

다품종 재배를 통한 위험 분산 20.0 12.7 9.1 41.8

재해대책(방재시설, 재해에 강한
품종 선택 등) 활용

9.1 21.8 9.1 40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0.0 1.8 9.1 10.9

정부로부터 각종 직불금 수령 25.5 18.2 14.5 58.2

산지유통인과의 포전거래(밭떼기) 9.1 9.1 9.1 27.3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활용 1.8 0.0 1.8 3.6

기타 0.0 0.0 0.0 0.0

결측 21.8 30.9 41.8 -

불안정
요인

수확량 불안정 1.8

가격 불안정 89.1

기타 0.0

결측 9.1

(중복 응답) 0.0

표 5-22. 배추 - 농업 수입 안정적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불안정 요인

단위: %

영농일지 혹은 경영장부를 작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포도 

농가의 경우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응답, 개략적으로 기록한다는 응답, 중요

한 사항만 기록한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나머지 네 개 품목의 

경우 중요한 사항만 기록하고 있다는 응답이 32~57%였다. 자세하게 기록하

고 있다는 농가는 17~34%에 그쳤으며 배추의 경우 일지나 장부를 전혀 작성

하고 있지 않은 비율도 9.1%로 나타나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농 정

보 축적이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농가 소

득세를 부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농가 판매수입에 대한 객관적 입증은 불

가능하므로 계통출하 품목 농가에 대해서만 수입보험을 도입하거나 생산량

과 가격을 별도로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농가수입을 추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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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33.3 14.3 17.7 22.7 20.0

개략적으로기록하고있다 33.3 35.7 22.6 25.0 21.8

중요한 사항만 기록하고
있다

32.1 42.9 56.5 45.5 45.5

전혀 작성하고 있지않다 1.2 3.6 1.6 2.3 9.1

결측 0.0 3.6 1.6 4.5 3.6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23. 영농일지/경영장부 작성

단위: %

수입(가격)보험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56~69%가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

다. 이 비율은 배추, 콩, 양파, 시설오이, 포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추는 

가격 불안정성이 영농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던 품목이다. 수입

보험은 수확기에 수확량 변동이나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수입

(판매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조사 문항에 명시하였음에도 상당수 농가들이 관심을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최경환(2003)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험 확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와 실제 본인 가입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

로 보험이 실시(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 의사를 파악한 결과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관심 있다 56.8 64.3 61.3 59.1 69.1

관심 없다 32.1 23.8 21.0 29.5 21.8

결측 11.1 11.9 17.7 11.4 9.1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24. 수입보험(가격보험) 관심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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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보장수준 80%, 평년 수입 1,000만 원 가정)에 가입할 경우 지불

의사 보험료를 직접 기술하도록 한 문항에 대해서는 10만～50만 원 사이로 

답변한 응답자가 23～39%로 가장 많았다. 포도, 양파, 시설오이는 중앙값이 

30만 원, 콩은 20만 원, 배추는 15만 원이었다. 연 보험료 납부 의향이 2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4%에 달하였다. 보장금액이 800만 원인 

보험이라고 가정했음을 감안할 때 4～14% 가운데 상당수는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응답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평균값보다는 중앙

값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총 보험료의 25%(중앙정부 50%, 지자체 

25% 지원)임을 감안하면 농가 설문조사의 보험료 지불의향에 기초하여 산출

한 총 보험료의 중앙값은 포도, 양파, 시설오이의 경우 12%(평년수입 대비),

콩은 8%, 배추는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산한 수입(가격)보험료(표 3-2 참조)인 포도 14.92%, 양파 6.33%, 시설오이 

5.37%, 콩 8.29%, 배추 14.05%와 비교할 때 주관식으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

고 큰 괴리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대다수 농가들이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해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보험료 

자체는 농가의 수입보험 가입에 큰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중앙값(만 원) 30 20 30 30 15

10만 원 미만 7.4 8.3 12.9 6.8 20.0

10～50만 원 미만 29.6 39.3 37.1 31.8 23.6

50～100만 원 미만 13.6 8.3 11.3 18.2 9.1

200～500만 원 미만 9.9 6.0 4.8 4.5 7.3

500만 원 이상 3.7 2.4 6.5 0.0 5.5

결측 35.8 35.7 27.4 38.6 34.5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25. 수입보험(가격보험) 보험료 납부 가능 금액

(보장수준 80%, 연 수입 1,000만 원 가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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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입보험 관련 응답 분석

본 절은 수입보험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한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보다 세부

적인 수입보험 관련 설문들에 대한 응답을 분석 정리한다. 수입보험에 관심

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의 대폭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

났다(25～36%). 그 다음으로는 ‘수입이 안정되면 매년 작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수확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불확실한 국내

외 상황하에서 농가가 농업수입에 대한 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

으로 수입보험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입보험이 

제 기능을 할 경우 수입 안정을 위한 농가의 작물 변경이 줄어들고 농산물 

공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변동성 완화 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수입이 안정되므로 매년 작물을 변경
할 필요가 없기 때문

14.8 15.5 17.7 15.9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하여
대폭적인 수입 감소가 발생한 때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

25.9 35.7 32.3 25.0

수확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

14.8 13.1 17.7 18.2

수확량의 매년 변동이 작아 가격저하
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

3.7 2.4 3.2 2.3

기타 1.2 3.6 0.0 0.0

결측 38.3 28.6 29.0 38.6

(중복 응답) 1.2 1.2 0.0 0.0

합 100.0 100.0 100.0 100.0

표 5-26. 수입보험에 관심이 있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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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전혀 문제가 없다 7.4 6.0 1.6 6.8

수입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므로
어쩔 수 없다

23.5 28.6 43.5 20.5

수입보장보험이라고 하지만 도입
할 때 검토할 점이 있다

32.1 39.3 25.8 36.4

기타 0.0 0.0 3.2 4.5

결측 37.0 26.2 25.8 31.8

합 100.0 100.0 100.0 100.0

수입보험은 재해보험과 달리 수확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상승으로 전체 

수입에 큰 변동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양파를 제외한 세 개 품목에서 ‘도

입 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혀 문제가 없거나 어쩔 수 없다’는 응

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양파의 경우 이를 수입보험의 고유 특성

으로 인정한 응답자가 4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농가에서 수입보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여 판단하는지는 제도 도입 여부 

및 성공적 운영에 대단히 중요하다. 제도가 만들어져도 수요자인 농가가 충

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수입보험의 특성 및 구조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필요 시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보험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27. 수확량이 감소해도 수입보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 대한 의견

단위: %

수입보험의 경우 재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농가에 대해 손해평

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노력이 운영상 장애가 되므로 재해 

미발생 시는 손해평가를 생략하고 평년수확량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포도와 콩 응답자의 약 40%는 평년 수확량을 적

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어쩔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양파나 

시설오이의 경우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정확한 수확량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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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산출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상당수가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서는 재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수확량 조사를 통한 수입 산출이 중

요하다고 답변한 점은 현행 재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 시 보험사에 대한 손

해평가 불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한 가

입자의 신뢰확보는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수입보험에서도 중요한 선결과제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전혀문제가없다 8.6 6.0 4.8 9.1

모든 농가에 대한 수확량 확인이 현실적
으로어려우므로어쩔수없다

32.1 33.3 22.6 20.5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정확한 수확
량조사를통한수입산출을해야한다

21.0 32.1 46.8 40.9

기타 1.2 2.4 0.0 0.0

결측 37.0 26.2 25.8 29.5

합 100.0 100.0 100.0 100.0

표 5-28. 수입보험 보험금 산출 시 평년 수확량 적용에 대한 의견

단위: %

기준수입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보장률은 농가가 수입보험 가입 시 선택

할 수 있다. 희망하는 보장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보장률이 높아질수록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70%보다는 

80% 이상을 선호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90% 이상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

고(배추, 시설 오이, 양파, 포도 일부) 일부 50% 이하로 응답한 경우(콩과 포

도 응답자 일부)도 있었다. 배추, 양파, 시설오이 등 가격하락 위험을 우려하

는 품목의 재배농가들이 보다 높은 보장수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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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70% 8.6 10.7 21.0 9.1

80% 24.7 36.9 37.1 31.8

85% 21.0 20.2 9.7 20.5

기타 2.5 2.4 4.8 4.5

결측 43.2 29.8 27.4 34.1

합 100.0 100.0 100.0 100.0

표 5-29. 수입보험 실시할 경우 희망하는 보장수준

단위: %

수입보험 기준가격의 산출에 사용될 표준가격의 적정수준은 평균적으로 

kg당 판매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포도, 양파,

시설오이). 단, 콩은 선호하는 적정 표준가격이 판매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

로 조사되었다.

<표 5-6>∼<표 5-9>에서 보고한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농가의 kg당 평

균 판매가격은 각각 3,578원, 5,553원, 657원, 1,271원이었다. <표 5-30>에서 

수입보험 기준수입을 산출하기 위해 농가가 선호하는 적정 표준가격은 판매

가 대비 포도는 15.3% 높게, 콩은 3.7% 낮게, 양파는 4.7% 높게, 그리고 시설

오이는 무려 32.2%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농가들이 답변한 판매가격 수준이 실제가격보다 높으

므로 수입보험 기준수입 설정에 적용해야 하는 표준가격이 얼마 수준이어

야 한다는 설문결과는 큰 의미는 없다. 단지 농가는 수입보험 기준수입 설

정에 있어 최소한 최근 판매한 평균가격 이상을 표준가격으로 적용받기를 

선호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수입보험 설계 시 이러한 농가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높은 표준가격 적용을 통하여 보장받고

자 하는 기준수입이 올라간다면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주지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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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콩

평균(원) 4,126.7 평균(원) 5,349.9

중앙값(원) 4,000 중앙값(원) 5,500

1000원 미만 1 (1.2) 3000원 미만 7 (8.3)

1000～2000원 미만 0 (0.0) 3000～5000원 미만 7 (8.3)

2000～3000원 미만 8 (9.9) 5000～6000원 미만 14 (16.7)

3000～5000원 미만 23 (28.4) 6000～7000원 미만 16 (19.0)

5000～7000원 미만 10 (12.3) 7000～10000원 미만 5 (6.0)

7000원 이상 3 (3.7) 10000원 이상 2 (2.4)

결측 36 (44.4) 결측 33 (39.3)

합 81 (100.0) 합 84 (100.0)

양파 시설오이

평균(원) 687.8 평균(원) 1,680

중앙값(원) 600 중앙값(원) 1,500

100원 미만 0 (0.0) 100원 미만 0 (0.0)

100～500원 미만 4 (6.5) 100～500원 미만 0 (0.0)

500～700원 미만 26 (41.9) 500～700원 미만 0 (0.0)

700～1000원 미만 5 (8.1) 700～1000원 미만 0 (0.0)

1000～2000원 미만 3 (4.8) 1000～2000원 미만 12 (27.3)

2000원 이상 1 (1.6) 2000원 이상 6 (13.6)

결측 23 (37.1) 결측 26 (59.1)

합 62 (100.0) 합 40 (100.0)

표 5-30. 수입보험 기준수입 산출기준 표준가격 수준(kg당 가격)

단위: %

재해보험과 비교하여 수입보험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확량만 보장해 주는 재해보험의 연간보험료가 1,000평당 10만 원이라고 

할 때 수입보험 보험료가 12만 원이라면 둘 중 어느 보험에 가입하겠는지에 

대해 의사를 물었다.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의 가격 격차를 2만 원부터 시작하

여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늘리면서 의사를 조사하였다. 유효응

답자15 중 수입보험 보험료가 2만 원 높을 때 수입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밝힌 

15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관측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1) 가격 격차에 따

라 선호가 뒤바뀐 경우 제외(가령, 두 보험의 보험금 차이가 2만 원일 때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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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72～83%였는데, 이 비율은 보험료 격차 6만 원일 때 42～60%, 10만 

원일 때 31～50%로 낮아졌다. 포도의 경우 수입보험 보험료가 가격보험의 

두 배가 되더라도 수입보험을 선택하겠다는 농가 비율이 응답자의 50%나 되

었는데 이는 포도가 대부분 재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수입보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시사한다.

수입보험가격

선택보험종류
12만원 14만원 16만원 18만원 20만원

포도

재해보험 선택 16.7 29.3 42.1 51.4 50.0

수입보험 선택 83.3 70.7 57.9 48.6 5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콩

재해보험 선택 23.5 37.8 58.1 65.9 69.0

수입보험 선택 76.5 62.2 41.9 34.1 3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양파

재해보험 선택 23.7 33.3 42.9 57.6 61.8

수입보험 선택 76.3 66.7 57.1 42.4 38.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오이

재해보험 선택 28.0 36.4 40.0 55.0 57.1

수입보험 선택 72.0 63.6 60.0 45.0 42.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응답자 중 선택 비율임.

표 5-31. 수입보험 보험료에 따른 가입 의사(재해보험 10만원/1,000평·년 가정)

단위: 건

농가들은 수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수확량을 늘리기보다는 대체로 동일하

게 유지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확량 증가 폭도 콩

을 제외하면 평균 20% 미만이었고, 줄이겠다는 답변도 소수 있었다. 콩의 경

입보험을 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가 격차가 4만 원일 때는 재해보험을, 6만 원

일 때는 다시 수입보험을 택하겠다고 응답한 일관성 없는 관측치 제외), 2) 가

격격차가 작을 때는 재해보험을 선택하고 오히려 수입보험이 재해보험보다 더 

비싸지면 수입보험을 택하겠다는 관측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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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80～100% 증가 의향을 보인 답이 네 건 있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수입보

험을 도입하더라도 생산이 확대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생산왜곡 현상은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도입 시에는 충분히 발생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생산과잉이거나 수입보험 도입으로 생산 과잉이 우

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입 규모를 제한하거나 아예 대상품목에서 제외하

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늘리겠다 7.4 13.1 11.3 9.1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54.3 60.7 62.9 56.8

줄이겠다 0.0 2.4 4.8 4.5

결측 38.3 23.8 21.0 29.5

합 100.0 100.0 100.0 100.0

표 5-32. 수입보험 가입 후 수확량 증감 의향

단위: %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평균 18.4 34.4 19.5 17.2

10% 미만 1.2 2.4 3.2 2.3

10～20% 미만 4.9 7.1 4.8 2.3

20～30% 미만 2.5 4.8 8.1 6.8

30～50% 미만 3.7 4.8 4.8 2.3

50% 이상 0.0 8.3 1.6 0.0

결측 87.7 72.6 77.4 86.4

합 100.0 100.0 100.0 100.0

표 5-33. 수입보험 가입 후 수확량 증가 정도 의향

단위: %

다음에는 수입보험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관심이 없는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지불될 보험금 예상의 어려움과 보험회사의 공정한 지

급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20～32%). 그러나 수입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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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방안이 확정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성실하고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신뢰감을 확보하면 수입보험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은 자연스럽게 높아

질 것이다.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설정되는 기준수입으로는 충분한 수입이 확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

9.9 8.3 6.5 9.1

수확량의 감소가 발생해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보험금이 줄어들거
나지불되지않을가능성이크기때문

4.9 7.1 1.6 13.6

수확량 변동이 가격 변동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충분하기 때문

1.2 1.2 1.6 2.3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불될 보
험금의 금액을 예상하기도 어렵고 보험회사가
공정하게지급해준다고믿기어려워서

22.2 20.2 32.3 25.0

기타 2.5 3.6 3.2 2.3

결측 59.3 57.1 54.8 47.7

(중복 응답) 0.0 2.4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표 5-34. 수입보험에 관심이 없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2.3. 가격보험 관련 응답 분석

가격보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배추(고랭지, 가을) 경작자 55명만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배추 경작자들은 가격보험 보험금 지급 산출

에 사용될 적정 표준가격으로 평균 141만 원(300평당)이라 응답하였으며, 이

는 판매가 평균인 139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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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원) 1,412,670

중앙값(원) 1,500,000

100만 원 미만 9 (16.4)

100～150만 원 미만 4 (7.3)

150～200만 원 미만 6 (10.9)

200～300만 원 미만 7 (12.7)

300만 원 이상 4 (7.3)

결측 25 (45.5)

합 55 (100.0)

표 5-35. 가격보험 보험금 지급 산출에 사용될 표준가격 수준(300평당)

단위: 건, %

재해보험과 비교하여 가격보험료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1000평당 

가격보험의 보험료가 재해보험보다 2만 원 높을 경우, 유효응답자 중 90%

이상이 가격보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격차가 두 배로 확대되

더라도 70%에 가까운 농업인들이 여전히 가격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표 5-22>에서 배추 응답자의 89.1%가 수입 불안정 요인으로 수

확량 불안정이 아닌 가격 불안정을 지목한 것과 함께 배추농가의 가격보험

에 대한 선호가 대단히 강함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가격보험보험료

선택보험종류
12만원 14만원 16만원 18만원 20만원

재해보험 선택 8.3 14.7 25.8 29.0 31.3

가격보험 선택 91.7 85.3 74.2 71.0 68.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36. 가격보험보험료에따른가입의사(재해보험 10만원/1,000평·년 가정)

단위: %

가격보험에 가입하면 수확량을 늘리겠다는 응답자는 7.3%에 불과했으며 증

가 정도도 평균 30.3%로 나타났으나 생산왜곡에 대한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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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겠다 4 (7.3) 평균 30.3%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39 (70.9) 10% 미만 0 (0.0)

줄이겠다 0 (0.0) 10～20% 미만 7 (12.7)

- - 20～30% 미만 1 (1.8)

- - 30～50% 미만 4 (7.3)

- - 50% 이상 5 (9.1)

결측 12 (21.8) 결측 38 (69.1)

합 55 (100.0) 합 55 (100.0)

표 5-37. 가격보험 가입 후 수확량 증감 여부와 증가 정도

단위: 건(%)

생산왜곡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면

적(또는 생산량)을 제한할 경우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최소 보장 면적(또는 

생산량)을 질문하였다. 이 문항의 중앙값은 생산면적의 8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2.7%가 80～90%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농가가 선호하는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생산면적(또는 생산량)에 대하여 가격을 보장할 경

우 생산량 급증에 따른 가격폭락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적정 생산량 규모 이

하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가입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균(%) 73.1

중앙값(%) 80.0

50% 미만 2 (3.6)

50～60% 미만 8 (14.5)

60～70% 미만 1 (1.8)

70～80% 미만 6 (10.9)

80～90% 미만 18 (32.7)

90% 이상 7 (12.7)

결측 13 (23.6)

합 55 (100.0)

표 5-38. 생산면적(또는 생산량) 대비 최소 가격보장면적 수준 의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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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험에 관심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배추 품목 역시 ‘수입 감소 시 가

격보험에서 지급받을 보험금액을 예상하기도 어렵고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지급해 준다고 믿기 어려워서’를 꼽았다(14.5%). 그 외에 가격보험의 유용성

은 알지만 별도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9.1%, 현재도 판매가격이 안

정적이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이 5.5%였다. 보통 판매가격이 도매시

장가격보다 높아 가격보험 기준가격이 도매시장가라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3.6%를 차지했다.

현재에도 밭떼기거래,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
되므로 별도로 가격보장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5.5

보통 도매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가격보장보험이 도매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

3.6

가격보장보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별도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까지 가입할 여유가 없으므로

9.1

수입 감소 시 가격보장보험에서 지급받을 보험금액을 예상하기도 어렵고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지급해 준다고 믿기 어려워서

14.5

기타 1.8

결측 61.8

(중복 응답) 3.6

합 100.0

표 5-39. 가격보험에 관심이 없는 가장 큰 이유(배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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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16

1.1. 수입보험 개요

미국은 다양한 수입보험을 통하여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가

의 호응이 대단히 높아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보험은 1996년 

도입 이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수량보험은 감소하여 2002년부터

는 수량보험보다 수입보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작물 연도부터는 기존의 다양한 농가단위 수입보험들 즉, 소득보

장(Income Protection: IP), 작물수입보장(Crop Revenue Coverage: CRC), 수

입보증(Revenue Assurance: RA) 등을 통합하여 Combo Policy라는 통합프

로그램하에서 수입보장(Revenue Protection: RP)이라는 상품을 도입하였다.

RP외에 과거수입보장(Actual Revenue History: ARH), 단체위험소득보호

(Group Risk Income Protection: GRIP) 등 추가적인 수입보험 상품들이 제

공되고 있으나 RP에 비해 거래 규모가 미미하다.

16 본 절은 박동규 등(2013)의 미국 수입보험 운영 현황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

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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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1년은 추정치.

자료: Barbara M. Leach. USDA/RMA. 2011. (최경환 2011에서 인용).

그림 6-1. 작물보험 유형별 성장 추이(보험금액 기준): 1996∼2011년

단위: billion dollar.

1.2. 수입보험 유형

1.2.1. 수입보장(Revenue Protection: RP)

대상작물은 옥수수, 대두, 밀, 면화, 수수, 보리, 쌀, 카놀라, 해바라기 등 객

관적인 가격자료를 선물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요작물이다. 기준가격의 

결정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RP’는 선물 시장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높은 것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며, ‘RP with Harvest Price

Exclusion’은 선물 시장 가격만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다.

RP는 실제수입이 보장수입에 미달할 때 발동되며 실제수입은 ‘해당품목에 

대한 농가의 실적단수×수확기 시장가격’, 보장수입은 ‘농가의 과거평균단수

×Max(시카고선물시장가격, 수확기시장가격)×보장비율(50~85%)’로 산출한다.

여기서 시카고선물시장가격은 2월에 거래되는 해당 품목의 시카고선물시

장가격(콩의 경우 11월물, 옥수수의 경우 12월물 등)의 일일 결제가격 평균

을 이용하며, 매년 3월 10일에 평균가격이 공표되므로 식부 전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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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시장가격은 10월에 거래되는 11월물 콩, 12월물 옥수수 등의 일일 결

제가격의 평균이 되며, 2월에 결정된 선물시장가격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농가의 과거평균단수(Actual Production History: APH)는 여러 규칙에 따라 

산출된다. 각 가입자는 APH를 설정할 면적과 생산량을 입증하도록 요구되

며 각각의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최소 4년, 최대 10년의 경험자료를 가져야 

한다. 또한 ‘APH 작물년도’는 작물이 식부되지 않았거나 혹은 보험 대상 원

인에 의해 식부 불능이 된 연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옥수수 토지구획에 콩이 

식부되고 옥수수가 식부되지 않을 때, 가입자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0(zero) 면적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APH 데이터베이스는 10년 연속 작물년

도까지 포함하며, 10년 이상이면 사라진다.

예) 농가 A의 옥수수 APH는 180부셀/에이커이고, 가입 당시 결정된 옥수

수(12월물) 선물시장가격은 $6/부셀이었으며, 이 농가는 RP 보장비율 

80%를 선택하였다. 수확기에 이 농가의 실적단수는 140부셀/에이커,

옥수수 시장가격은 $7/부셀이 되었다.

=> 농가 A의 보장수입은 $1,008/에이커(=180부셀/에이커×$7/부셀

×80%), 실제수입은 $980/에이커(=140부셀/에이커×$7/부셀)가 

된다. 따라서 수확기에 농가 A가 수취하는 RP 보험금은 $28/에

이커(=$1,008/에이커-$980/에이커)가 된다.

RP with Harvest Price Exclusion의 발동요건은 ‘(해당품목에 대한 농가의 실

적단수×수확기 시장가격)<보장수입’이며 보장수입은 ‘농가의 과거평균단수×

시카고선물시장가격×보장비율(50～85%)’이 된다. 시카고선물시장가격, 수확

기 시장가격, 농가의 과거평균단수(APH)의 산출은 RP에서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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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농가 A의 옥수수 APH는 180부셀/에이커이고, 가입 당시 결정된 옥

수수(12월물) 선물시장가격은 $6/부셀이었으며, 이 농가는 RP with

HPE보장비율 80%를 선택하였다. 수확기에 이 농가의 실적단수는 

140부셀/에이커, 옥수수 시장가격은 $7/부셀이 되었다.

=> 농가 A의 보장수입은 $864/에이커(=180부셀/에이커×$6/부셀

×80%), 실제수입은 $980/에이커(=140부셀/에이커×$7/부셀)가 된

다. 이 농가는 실제수입이 보장수입을 상회하므로 RP with HPE

보험금 수령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2.2. 과거수입보장(Actual Revenue History: ARH)

선물시장과 같은 공식적이고 집중된 가격 확인 메커니즘이 미흡한 작물

(체리, 시트러스(오렌지와 그래이프프루트), 딸기 등)에 대하여 수입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ARH 보험설계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과거수량보장(Actual

Production History: APH)과 유사하며, 가장 주요한 차이는 생산자의 과거수량

의 평균을 보장하는 대신 과거수입의 평균을 보장하는 것이다. ‘농가의 당해 

실제수입<보장수입’일 때 발동되며 보장수입은 ‘농가의 과거평균수입(ARH)×

보장비율(50~85%)’로 산출된다.

과거평균수입(ARH)은 농가에 의해 보고된 최소 4개년(연속으로) 최고 10

년의 에이커당 수입금액의 평균을 적용한다. 각 농가는 수입의 정확성을 입

증하기 위하여 식부면적, 수확량, 판매량, 판매가격 및 판매수입에 대한 정보

와 함께 입증자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각 농가가 제출한 수입자료 중 

신뢰할 만한 수입자료의 수가 4년 연속년도에 미달할 경우 불신(不信) 연도의 

수입자료는 USDA RMA에서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는 수입자료(Transitional

revenue or T-revenue라 명함)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조정수입(Adjusted T-revenue)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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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제출한 모든 연간수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연도의 

조정수입은 해당 연도 T-revenue의 65%를 적용한다. 농가제출 연간수입 중 1

개 연도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하지 않은 3개 연도의 조정수입은 해당

연도 T-revenue의 80%를 적용한다. 그리고 농가제출 연간수입 중 2개 연도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하지 않은 2개 연도의 조정수입은 해당연도 

T-revenue의 90%를 적용하며, 농가제출 연간수입 중 3개 연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하지 않은 1개 연도의 조정수입은 T-revenue의 100%를 적용한

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모든 연도의 조정수입은 해당연도 T-revenue의 100%

를 적용한다.

1.2.3. 단체위험소득보호(Group Risk Income Protection: GRIP)

RP, ARH 등이 농가단위 수입을 기준으로 개별농가의 수입을 보장하는 상

품인 반면 GRIP는 지역(카운티)단위 수입을 기준으로 개별농가의 수입을 보

장하는 것이다. 대상작물로는 옥수수, 대두, 밀, 면화, 수수 등 시카고 선물시

장 거래품목이 있다. GRIP는 지역단위 수입을 해당 작물의 지역 수확량

(USDA NASS 카운티 수확량 자료 이용)에 시장가격을 곱함으로써 산정한다.

기준가격의 결정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GRIP’은 선

물 시장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GRIP with Harvest Price

Option’은 선물시장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높은 것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GRIP의 발동기준과 보장수입의 산출은 RP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과거평

균단수 및 실적단수를 결정할 때 개별 가입자의 단수가 아닌 카운티의 단수

를 이용한다는 것과 보장수준을 RP보다 높은 70~90% 범위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품목에 대한 카운티 실적단수×수확기 시장가격)<보장수입’

일 때 발동될 수 있으며, 보장수입은 ‘카운티 과거평균단수×Max(시카고선물

시장가격, 수확기 시장가격)×보장비율(70~90%)’이 된다. 시카고선물시장가격

과 수확기 시장가격의 산출은 RP에서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은 개별 생산자의 작물 수입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개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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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단위 면적당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카운티 수입이 목표 수입 이하로 감

소하지 않는다면 GRIP하에서 지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보험

은 작물 생산량이 지역 평균 수확량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일정 수준의 수

입 유지를 원하는 생산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GRIP의 장점은 개별보험 프로그램들보다 서류 작성이 단순하고 향후 보

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도 간편하므로 운영비용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데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카운티 수입을 기초로 하므로 개

별 농가의 손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형
거래계약수
(건)

보험금액
($백만)

비중
(보험금액기준)

RP 1,241,264 82,075 92.9%

RP w/Harvest Price Exclusion 30,699 3,002 3.4%

ARH 2,340 414 0.5%

GRIP 1,363 255 0.3%

GRIP w/Harvest Price Option 11,829 2,608 3.0%

계 1,287,495 88,354

표 6-1. 미국 수입보험의 유형별 거래규모(보험금액 기준): 2012년

자료: USDA RMA

1.3. 시사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수입보험 제도가 우리나라가 도입을 검토

하고 있는 수입보험 방식과 유사하므로 미국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모색

하고 이를 우리나라 수입보험 도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양국 농업환경, 정책 및 제도, 보험 인프라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사점을 활

용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의 수입보험이 2002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2012년 현재 가입

금액 기준으로 전체 작물보험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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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다수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으로서 농가단위 수확량 조사가 용이

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입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확량 조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부터, 그리고 가입대상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농부터 고려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에서 주로 거래되는 RP의 대상품목은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선

물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옥수수, 대두, 밀 등의 식량작물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수입보험 대상품목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시장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선물시

장 가격과 유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지표를 모색하고 가격예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수입보험 운영 보험사들이 선물시

장을 수입보험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가격제공 역할 외에 추가적으로 어떻

게 활용하고 있는지(예컨대 수입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선물시장을 

이용한 헤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책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사업자는 물

론 가입자인 농가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강

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수확량 조

사를 농가별로 일일이 실시하지 않고 농가가 자기 책임하에 문서로 보고하

고 허위보고 시 징역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

해보험의 가입률이 증대되고 수입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직접적인 통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입보험 도입검토와 함께 재해보험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국은 수입보험 도입 이전에 재해보험이 안정적

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품 제공의 일환으로 수입보험을 도

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체계, 위험분산체계 등 수입보

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영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수입보험의 

도입시기 및 속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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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2.1. 수입보험 검토경과

일본은 약 10년 전에 WTO 대응을 위한 농가소득안전망으로서 미국의 수

입보험과 캐나다의 계정방식을 검토한 바 있으나 직불제 방식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17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2011

년에 호별소득보상제도18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수입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개략적인 이유는 농가의 개별수입을 정

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과 미국과 같은 농작물 선물시장이 없으므로 시

장가격의 예측이 어렵다는 데 있었다. 또한 일본은 미국보다는 EU의 주요 

정책인 직불제를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있으며 농가수입안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도 큰 것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수입보험에 대하여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한 적은 없었으

며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 해외사례연구에 국한하여 검토한 정도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당 차원에서 수입보험을 신규

취농 배증계획의 하나로 명시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회에서도 수입보험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TPP

17 2007년부터 시행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품목단위에서 경영단위로 전

환한 정책으로서 대상농가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로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보전방식은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를 개선하는 고정지불과 조수입변동 영향

을 완화하는 변동지불의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18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종전의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서 판매농가 전체를 대상으

로 확대한 제도로서, 2010년에 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1년에 쌀,

맥류, 대두 등 주요작물과 잡곡, 유지작물, 사료작물 등 기타 작물에 전면 도입

하였다. 지불방식은 기본지불(목표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 보전)과 가산지불(특

정활동 추진 시 지불)로 구성되며, 기본지불은 다시 고정지불과 변동지불로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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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앞두고 농가소득에 대한 우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입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농촌 소득배증목표 10개년(2011~2020) 전략>

1. 식량자급률 식료자급률의 유지 향상

2. 일본형 직접지불제도의 창설

3. 영농후계자 이용면적 8할 계획(효율적 영농체제 창설)

4. 경작포기지 해소계획(경작포기지 대책)

5. 강한 농촌의 기반 만들기(농업농촌정비사업 추진)

6. 신규취농 배증계획(다양한 후계자 육성): 농업공제의 현행 제도를 토대

로 하여 새로운 수입보험의 도입을 추진함과 더불어 가입자에 대한 

환원조치의 충실에 의해 공제가입을 촉진

7. 농업의 고수익화를 기술로 지원(연구개발의 추진)

2.2. 수입보험 관련 일본의 (사)전국농업공제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2.2.1. 조사개요

일본의 (사)전국농업공제협회(NOSAI)는 새로운 보험적 수법의 검토를 목

적으로 2009년 11월∼2010년 1월 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

사는 미·맥·대두 생산이 많은 도현(道縣)과 과수 주산 현(縣) 등 21도현의 

3,057호를 대상으로 직원의 면접청취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본의 농업구조

와 처한 상황은 우리와 유사하므로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입

보험 도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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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조사결과

본 설문조사에서는 작물단위형 수입보험과 경영단위형 수입보험 둘 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작물단위형은 우리나라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품

목별 수입보험이며 경영단위형 수입보험은 품목과 상관없이 농가 전체의 수

입을 보장해 주는 형태의 수입보험이다.

작물단위형 수입보험에 대한 흥미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① 흥미가 있

다 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은 60% 이상이었다. ① 흥미가 있다 고 응답한 

농가의 경영형태별 비율은 과수경영 이 67.4%(403호), 북해도전작경영 이 

68.6% (151호)로, 미 맥 대두경영 의 57.7%(1,293호)에 비해 10% 정도 높

았다.

단위: 호, %

미·맥·대두경영 과수경영 북해도전작경영 소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① 흥미가 있다 1,293 57.7 403 67.4 151 68.6 1,847 60.4

② 흥미가 없다 368 16.4 84 14.0 18 8.2 470 15.4

③ 분간이 어렵다 571 25.5 111 18.6 51 23.2 733 24.0

무응답 7 0.3 0 0.0 0 0.0 7 0.2

합계 2,239 100.0 598 100.0 220 100.0 3,057 100.0

표 6-2. 작물단위형 수입보험에 대한 흥미에 대하여

작물단위형 수입보험에 흥미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응답이 많았던 

것은 ②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저하하는 대폭적인 수입감소가 발생한 

때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627호, 33.9%)이었지만, ③ 수확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저하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528호,

28.6%)와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제5장에서 우리나라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표 5-26 참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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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호, %)

미·맥·대두경영 과수경영 북해도전작경영 소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①매년 작물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

328 25.4 80 19.9 38 25.2 446 24.1

②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저하하는 대폭적인 수입감소
에 대응할 수 있어서

479 37.0 89 22.1 59 39.1 627 33.9

③수확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저하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어서

298 23.0 193 47.9 37 24.5 528 28.6

④수확량의 매년 변동이 작아
가격저하에 대한 보상에 관
심이 있기 때문

143 11.1 35 8.7 17 11.3 195 10.6

⑤기타 5 0.4 4 1.0 0 0.0 9 0.5

품목별로 다른 응답 2 0.0 1 0.2 0 0.0 1 0.1

무응답 40 3.1 1 0.2 0 0.0 41 2.2

합계 1,293 100.0 403 100.0 151 100.0 1,847 100.0

표 6-3. 작물단위형 수입보험에 흥미를 갖는 이유

작물단위형 수입보험에 흥미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② 수확량 감

소가 발생해도 가격 다음으로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혹은 지불되지 않을 가

능성이 있기 때문 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모든 경영형태에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과수경영 에서는 ③ 수확량의 매년 변동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농업공제로 충분하기 때문 의 비율(20호, 23.8%)이 ②와 거의 동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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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호, %

미·맥·대두경영 과수경영 북해도전작경영 소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①설정되는기준수입으로는충
분한 수입이 확보될 수 있
을지 알 수 없어서

55 14.9 14 16.7 4 22.2 73 15.5

②수확량 감소가 발생해도 가
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에
는 큰 변화가 없어서 보험
금이 감액되거나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108 29.3 19 22.6 7 38.9 134 28.5

③수확량의 매년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농업
공제로 충분하기 때문

54 14.7 20 23.8 5 27.8 79 16.8

④보험금의 지불시기가 익년
(과수는 익년 봄)이 될지
도 모르기 때문

23 6.3 4 4.8 1 5.6 28 6

⑤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르
기 때문에 지불될 보험금
의 금액이 예상하기 어렵
기 때문

70 19.0 10 11.9 0 0.0 80 17.0

⑥기타 39 10.6 14 16.7 1 5.6 54 11.5

무응답 19 5.2 3 3.6 0 0.0 22 4.7

합계 368 100.0 84 100.0 18 100.0 470 100.0

표 6-4. 작물단위형 수입보험에 흥미를 갖지 않은 이유

작물단위형 수입보험에 흥미가 있다 고 응답한 농가에게 작물단위형 수

입보험이 가지는 2가지 특징에 대하여 ① 수입보험인 이상 전혀 문제가 없

다 ～ ④ 기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수확량의 감소가 발생해도, 가격

상승에 의해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혹은 지불되지 않는다 는 것에 대해서는 

① 수입보험인 이상 전혀 문제가 없다 또는 ② 수입보험인 이상 어쩔 수 

없다 고 응답한 농가가 약 70%였다.

이는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설문조사 응답자의 27.3∼45.1%가 전

혀 문제가 없거나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한 비율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본의 오랜 농업공제제도 운영경험에 의하여 농가들의 

수입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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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호, %

미·맥·대두경영 과수경영 북해도전작경영 소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①수입보험인 이상
전혀 문제가 없다

171 13.2 76 18.9 18 11.9 265 14.3

②수입보험인 이상
어쩔 수 없다

709 54.8 238 59.1 84 55.6 1,031 55.8

③ 수입보험이라고
하지만 가입할 때
검토할 점이 있다

356 27.5 73 18.1 45 29.8 474 25.7

④기타 6 0.4 5 1.2 1 0.7 12 1.6

품목별로 다른 응답 0 0.0 1 0.2 0 0.0 1 0.1

무응답 51 3.9 10 2.5 3 2.0 64 3.5

합계 1,293 100.0 403 100.0 151 100.0 1,847 100.0

표 6-5. “수확량의 감소가 발생해도, 가격상승에 의해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혹은 지불되지 않는다” 것에 대하여

수확 시의 판매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서는 보험금의 지불시기가 익년도

가 될 가능성 에 대해서는, ① 전혀 문제가 없다 또는 ② 어쩔 수 없다

의 응답이 대략 절반이지만, 한편으로 ③ 가입할 때 검토할 점이 있다 도 

40%나 되었다.

단위: 호, %

미·맥·대두경영 과수경영 북해도전작경영 소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①전혀 문제가 없다 63 4.9 54 13.4 5 3.3 122 6.6

②어쩔 수 없다 571 44.2 240 59.6 49 32.5 860 46.6

③가입할 때 검토할
점이 있다

574 44.4 98 24.3 85 56.3 757 41.0

④기타 41 3.2 8 2 11 7.3 60 3.2

무응답 44 3.4 3 0.7 1 0.7 48 2.6

합계 1,293 100.0 403 100.0 151 100.0 1,847 100.0

표 6-6. “수확 시의 판매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서는 보험금의 지불시기가

익년도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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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영단위형 수입보험에 대한 흥미에 대해서는 ② 흥미가 없다 고 응

답한 농가의 비율이 36.5%(1,116호)로 약간 높으며, ① 흥미가 있다 와 ③

분간하기 어렵다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단위: 호, %

미·맥·대두경영 과수경영 북해도전작경영 소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①흥미가 있다 607 27.1 213 35.6 93 42.3 913 29.9

②흥미가 없다 862 38.5 197 32.9 57 25.9 1,116 36.5

③분간하기 어
렵다

750 33.5 188 31.4 70 31.8 1,008 33.0

무응답 20 0.9 0 0 0 0.0 20 0.7

합계 2,239 100.0 598 100 220 100.0 3,057 100.0

표 6-7. 경영단위형 수입보험에 대한 흥미에 대하여

경영단위형 수입보험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① 매년의 경영전체로 본 농

업수입의 변동이 작아지기 때문 이 60% 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에 ④ 수확

량의 매년의 변동이 작아, 가격저하에 의한 수입감소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 이 약 30%로 나타났다.

단위: 호, %

미·맥·대두경영 과수경영 북해도전작경영 소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①매년의 경영전체로 본 농업
수입의변동이작아지기때문

342 56.3 136 63.8 60 64.5 538 58.9

②보상비율의 인상이 이루
어져서

42 6.9 16 7.5 11 11.8 69 7.6

③보험료의인하가이루어져서 37 6.1 11 5.2 4 4.3 52 5.7

④수확량의 매년의 변동이
작아, 가격저하에 의한
수입감소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

176 29.0 49 23 18 19.4 243 26.6

⑤기타 4 0.7 1 0.5 0 0.0 5 0.5
무응답 6 1.0 0 0.0 0 0.0 6 0.7
합계 607 100.0 213 100.0 93 100.0 913 100.0

표 6-8. 경영단위형 수입보험에 흥미를 갖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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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단위형 수입보험에 흥미를 갖지 않는 이유는 ② 작물(樹種)별 수입 

증가와 감소가 작물 간에 상쇄되어 보험금 지불기회가 적어지기 때문 의 비

율이 30% 정도이며, 어떠한 경영형태라도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단위: 호, %

미·맥·대두경영 과수경영 북해도전작경영 소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①설정되는 기준수입에
의해서는 충분한 농
업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

95 11.0 26 13.2 9 15.8 130 11.6

②작물(樹種)별 수입 증
가와 감소가 작물간에
상쇄되어, 보험금 지불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

234 27.1 56 28.4 19 33.3 309 27.7

③작물(樹種)별로 수지
계획을 세워두어, 작
물별 보상 편이 바람
직하기 때문

155 18.0 29 14.7 14 24.6 198 17.7

④특정 작물(樹種)로부터
의 수입의 비율이 매우
커, 작물(樹種)별 보상의
편이 바람직하기 때문

164 19.0 37 18.8 5 8.8 206 18.5

⑤미·맥·대두(과수) 이외
의 작물(樹種)로부터
의 수입의 비율이 커,
그 부분의 보상이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

54 6.3 5 2.5 0 0.0 59 5.3

⑥수확량의 매년의 변동
이 크기 때문에, 현재
의 농업공제로 충분하
기때문

61 7.1 19 9.6 5 8.8 85 7.6

⑦보험금의 지불시기가
다음해(과수에 대해서
는 다음 해 봄 등)로
될지도 모르기 때문

30 3.5 1 0.5 4 7.0 35 3.1

⑧기타 47 5.5 16 8.1 0 0.0 63 5.6

무응답 22 2.6 8 4.1 1 1.8 31 2.8

합계 862 100.0 197 100.0 57 100.0 1116 100.0

표 6-9. ‘경영단위형 수입보험’에 흥미를 갖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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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별 수입의 증가, 감소는 상쇄되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불기회가 작물

단위형에 비해 작아진다 는 것에 대해서는 ① 수입보험인 이상, 전혀 문제

가 없다 또는 ② 수입보험인 이상, 어쩔 수 없다 를 선택한 비율이 70% 정

도로 나타났다.

단위: 호, %

미·맥·대두경영 과수경영 북해도전작경영 소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①수입보험인 이상, 전
혀 문제가 없다

75 12.4 35 16.4 9 9.7 119 13.0

②수입보험인 이상, 어
쩔 수 없다

324 53.4 127 59.6 43 46.2 494 54.1

③가입할 때 검토해 볼
점

194 32.0 50 23.5 40 43.0 284 31.1

④기타 3 0.5 0 0 0 0.0 3 0.3

무응답 11 1.8 1 0.5 1 1.1 13 1.4

합계 607 100.0 213 100.0 93 100.0 913 100.0

표 6-10. 지불기회가 작물단위형에 비해 작아지는 것

2.3. 시사점

수입보험에 대한 일본 NOSAI의 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농가가 수확량과 가격 양방이 저하하는 대폭적인 수입감

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물단위형 수입보험에 관심을 보였다. 수입보험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나라 농가들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일본의 오랜 공제

조합 운영 경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수입보험이 제대로만 설계되고 공정하게 운

영된다면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것이 기대된다. 결국 양

국의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관건은 농가단위 수입과 농산물 기준가격의 객

관성 확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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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제도적 시행기반 구축

수입보험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보다 복잡하고 

선진화된 수입보험의 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는 향후 구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재해보

험의 경우에도 근거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

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한계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

오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보험 또는 가격보험의 법적·제도적 시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

저 제2장에서 논의한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국내 여건을 신중하

게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도입시기와 도입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수입보험의 경우 개별 농가의 수입정보가 확보되어야 공정

한 보험운영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작물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농가단위 수확량과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을지 여부와 이에 대한 시행 기반 검토 및 준비작업이 이루어져

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연계하는 방안

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현행 재해보험의 법·제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재해보험 운영의 

경험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

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존 재해보험 법·제도의 범위하에서 수입보험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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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감안하여 운영기반을 확대해 나갈 때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보험운영이 가능하다. 통계관리,

손해평가, 위험분산체계 등 재해보험과 공유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

하고 추가적으로 법·제도의 확충이 요구되는 부분은 충분한 도상연습을 통

해 확인하여 대책 마련이 이루어진 후에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보험통계 DB 구축

보험사업 운영의 성패는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보험통계의 확보에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입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보험통계의 

DB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확한 소득(수입)자료의 수집이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에서 간접적으로 농가별 수입 파악이 가능한 농가단위 

수확량과 판매가격 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확량 자료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해보험도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피해조사를 통하여 농가

의 수확량 자료를 입수하므로 과거 농가단위 자료가 완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격자료에 대해서도 농가가 정확한 기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

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농가판매가격의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수입보험의 도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보

험통계 DB 구축방안과 중장기적인 통계 DB 구축방안을 구분하여 진행할 필

요가 있다. 단기적인 수확량 데이터 구축방안으로는 우선 재해보험에서 축

적해 놓은 과거 표준수확량 및 농가별 평년수확량 자료와 재해 시 보고한 감

수량 또는 수확기 실제 수확량 자료를 기반으로 수입보험 운영 시 추가될 실

제수확량이 일관성 있게 축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재해유무에 관계없이 매년 농가별 실제수확량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계약 시 조사 내용에 전년도 수확량을 의무적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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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등 통계수집 및 관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격자료의 경

우 거래 규모가 크고 객관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한 1개 도매시장의 다양한 

시계열 자료를 품종/품질별로 관리하되 추가적인 도매시장 가격정보도 동시

에 축적하여 도매시장 간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로 지정된 

(사)농어업재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 및 지역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농가단위 보험 DB를 구축해야 한다.

농가단위 수확량 및 가격정보와 함께 재해·기상 통계, 손해평가 통계 등 관

련 자료를 총괄적으로 수집·활용함으로써 향후 수확량 및 가격 예측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상품 설계

수입보험이 우리 농가의 소득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장기

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

하고 실수요자인 농가의 수요를 고려한 보험상품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도상연습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의 농가단위 수입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보험금, 농가 소득안정 효과, 재정소요액, 운영가능성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 운영 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 상품 설계 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계통출하 농가비율이 높은 시

설오이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별 판매수입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

하므로 이를 이용한 단순하면서도 농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수입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 농가단위 수확량과 판매가격 자료가 완전하게 확

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입보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단위 수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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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설계·운영하면서 농가단위 실제 수확량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농가

단위 수입보험으로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보험 또는 가격보험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다

양한 상품설계를 위한 체계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설립을 검

토하고 있는 농업보험전담기관이 대상품목 선정 및 상품검증·승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보험개발원, 민영보험사,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

이 보험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적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제도 도입 시는 물론 추가적인 

품목선정 또는 프로그램 도입 시 4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독립된 전

문가에 의해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도입여부를 결정함을 참고해

야 한다.

4. 기존 프로그램과의 관계 정립

현행 소득안정형 프로그램(쌀변동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산지유통

종합자금지원), 재해구호, 재해보험 등의 역할과 보장범위를 신중히 검토하

여 수입(가격)보험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부 프로그램의 보장범위가 수입보험과 중복될 경우 기존 프로

그램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입보험금 산정 시 농가수입에 포함시킴으로

써 수입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 재해보험과 수

입보험은 농가가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택일하도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확량 하락에 대한 보상을 중복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실

제 발생한 손해액 이하를 보장해야 한다는 손해보험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수입보험이 도입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거나 수입보

험 중심으로 경영안정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수입보험은 

도입검토 단계로서 점진적 도입단계를 거쳐 문제점 시정 및 제도보완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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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므로 정착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1996

년 수입보험 도입 이후 기존 직불제와 병행 운영하였으며 수입보험이 안착

된 최근에야 2012년 농업법에서 수입보험 중심의 직불제 개편방안을 논의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최근 쌀정책 추진의 대내외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쌀변동직불제와 쌀수입보험의 역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입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수입보험(재해보험 포함) 중심으로 소득안정형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구호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농가 소득·경영 안정의 틀이라고 판단된다.

5. 손해평가체계 확립

효율적이고 공정한 손해평가체계의 구축은 현행 재해보험에서도 주요 제

도 개선과제로 검토되고 있으며 수입보험의 경우 재해보험에 비해 보장범위

가 넓고 손해평가도 복잡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손해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손해평가는 보험 손해율 안정 및 손해평가비용 절

감을 통해 전체 보험 운영비 및 정부예산 절감과 직결되므로 수입보험 도입

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 가능한 수입보험의 손해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가급적 재해보험

의 손해평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해보험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상연습에서 검토하고 있는 재해 미발생 시 손

해평가를 생략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손해평가 방안을 감안한 다양한 수입

보험 구조와 운영방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손해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원보험사(농협손보), 지역농협, 재해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평가사들 모두가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한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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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6. 위험분산체계 확립

수입보험의 경우 생산량 변동은 자연재해에 기인하므로 우연성이 확보된 

반면 가격 변동은 정부의 가격정책 등 인위적인 개입소지가 크므로 우연성

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 발생 시 민영보험사와 정부 간 공정

한 위험분산체계의 확립이 재해보험보다 중요하다.

재해보험의 현 위험분산체계는 손해율 180%까지는 민영보험사들이 부담

하고 180%를 초과하는 대규모 손해에 대하여 국가재보험이 인수하는 구조

인데 2012년 거대 재해로 인하여 민영보험사들이 국가부담 손해범위를 

15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연적인 자연재해에 

기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민간과 국가 간 손실 분담에 대한 이견이 큼을 감안

할 때 우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가격)보험에 대한 손실 분담에 대해서

는 더욱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따라서 손해율 구간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도 국가와 민간

이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수입보험이 안정

될 때까지 민영보험사는 최소한의 위험만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수입보험의 도입 초기에는 위험의 시간적 분산을 위하여 보험 가입자(농

가)가 장기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입·탈퇴 규정에 포함시

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을 수령 후 다음 해에 

많은 농민이 탈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퇴할 경우 일정기간(예컨대 3년)

전에 미리 통지할 것과, 탈퇴 후 재가입 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만하다.

아울러 현재 재해보험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재보험 개선방안을 수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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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및 가격보험 도입까지 고려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

입보험과 가격보험을 통합하여 국가재보험을 운영할 경우 수확량과 가격 위

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보다 복잡한 구조의 위험

분산체계 구축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조율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

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7. 정부 소요예산 추정

수입보험은 재해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고 농가가입률 증가에 따른 정

부 보조금 증가가 예상되므로 품목별로 정부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하여 

운영 가능한 품목 및 보장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품목별로 생산액 조사,

보험요율 시산, 수입보험 가입률 추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조건(보장률, 정부

보조율 등)하에서 소요 예산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보험은 품목별로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추정한 소요 예산을 기초로 품목별 도입 여부 및 보장범위를 결정

하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8.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수입(가격)보험은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 시와 운영 시 고려할 사항

이 많으므로 충분한 도상연습과 시범사업을 기초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도상연습을 수행하

고 201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필요 시 추가적인 

도상연습을 통하여 우려사항이 완전히 해결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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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과 시범사업에서 검토한 품목이 도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입을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최소 3년을 수행 후 본

사업 도입여부를 검토하되 외부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검증절차 참조).

수입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

두하고 도상연습 결과, 소요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 가능한 품목부

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쌀의 경우 정책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모든 품

목에 대하여 수입보험이 안착된 후에야 도입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올해 도상연습에서 가격보험 대상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는 

배추, 한우와 같은 가격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왜곡에 따른 가격폭락 위

험 등이 우려되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 분석 후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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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입감소를 보장해 주는 수입

보험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3년 제1

차 도상연습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밭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대책이 필요하며 수입보험

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데는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수입보험의 도입가능성 및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

고 있다. 본 연구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수입보험 및 가격보험

의 도입 필요성, 기대효과, 전제조건 및 여건, 농가수요, 대상품목, 도입방향 

및 과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상이변과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우리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쌀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가격하락을 보장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

므로 종합적인 경영안정 수단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량과 가격을 

동시에 보장하는 수입보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입보험 

도상연습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보험의 농가 소득안정효과와 사회적 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입보험 도입으로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품목에 따라 5∼

40% 가량 감소(수입안정)하고 사회적 편익은 총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차감한 사회적 순편익은 약 52억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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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행 재해보험 운영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 이는 수입보험 도입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장수입 

및 실제수입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보험인수 심의 및 요율산출을 위

한 과거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검토 결과 이러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못함을 확인하

였으나 수입보험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입보

험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대안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 가능한 다음

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국내 농산물 선물시장이 부재하고 농산물 

가격이 정부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가격변동의 우연성이 확보되

지 못하는 점은 수입보험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상당 부분의 위험인수를 통

하여 민영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가에 대한 수입 파악이 투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입보험을 운영하기 위

해서는 수확량과 판매가격을 별도로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농가 수입을 파악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도매시장 가격을, 수확량은 

농가단위 수확량 자료를 이용하되 도입 초기에는 과거 농가단위 수확량 자료

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준수확량을 이용하여 그룹보험 형식의 수입보

험으로 운영하다가 실제생산량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개별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수입보험 설계 및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시설오이 등 계통출하 비율이 높은 품목의 경

우 객관적인 수입확인이 가능하므로 수확량 조사 없이 보장수입과 실제수입

을 비교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대농의 비중이 높은 품목이 수확량 조사가 용

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수입보험의 수요자인 농가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보험 구조 등 구

체적인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농가들

이 수입(가격)보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보험에 대해서도 어느 정

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지불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배추, 양파 등 가격변동이 큰 품목의 농가들이 가격보험 또는 수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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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컸다. 반면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한 농가의 신뢰확보는 기존

의 재해보험은 물론 수입보험에서도 중요한 선결과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적절한 수입보험 대상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정책적 중요도, 농가의 가입 

가능성, 생산액 및 가격변동성 등 3개 항목 9개 지표를 선정하여 수입보험과 

가격보험 대상품목을 각각 20개씩 선정하였다. 그 결과 수입보험 대상품목은 

떫은감, 감귤, 겉/쌀보리, 시설토마토, 오미자, 파, 인삼, 시설파프리카, 매실,

고구마, 사과, 양파, 콩, 포도, 수박, 시설풋고추, 당근, 들깨, 배, 양배추 순으

로, 가격보험 대상품목은 양파, 사과, 배추, 복분자, 마늘, 콩, 감귤, 시설딸기,

고구마, 무, 시설토마토, 양배추, 시설상추, 파, 시설배추, 밤, 감자, 배, 시설오

이, 시설수박의 순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계량적인 지표만 

활용한 품목선정이므로 향후 농가, 보험사업자, 품목전문가, 정책당국자와의 

협의를 통한 정성적인 평가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검토하고 있는 수입보험 구조가 미국의 품목별 수입보험과 유사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양국 농업환경, 정책 

및 제도, 보험 인프라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사점을 활용하여야 한다. 비록 미

국의 수입보험이 2002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가입자의 대

다수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으로서 농가단위 수확량 조사가 용이함으

로써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에 수입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

는 수확량 조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부터, 그리고 가입대상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농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수입보험 

대상품목은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작물이므로 선물시장이 없는 우리나

라 상황에서 이를 대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미

국은 정책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사업자는 물론 가입자인 농

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법적 제재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미국은 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 수입보험을 도입했음을 감

안하여 수입보험 검토 시 재해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병행하여 

수입보험의 도입 시기 및 속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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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입방향과 과제로 다음의 8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법적·제도적 

시행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전제

조건과 국내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도입시

기와 도입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보험통계 DB 구

축이 시급하다. 셋째, 설계단계부터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하여 실수요자인 농

가의 수요를 고려한 보험상품 구조와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직불

제 등 기존 소득안정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명확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입보험은 재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고 손

해평가도 복잡할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손해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입보험이나 가격보험의 경우 가격변동의 우연성 확보가 부족

하므로 민영보험사와 국가 간 공정한 위험분산체계의 확립이 재해보험의 경

우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수입보험은 재해보험에 비해 

정부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소요예산 추정을 통하여 도

입품목 및 보장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보험은 도상연습과 시

범사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품목별, 대상농가별, 보장수준별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수입보험은 2012년에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T/F 및 연구용역을 거쳐 

2013년 제1차 도상연습을 실시하기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수입보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크고 국내외 시급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도입에 대한 빠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보험의 복잡한 구조

와 국내 시행기반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

울러 수입보험이 도입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거나 수입

보험 중심으로 경영안정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고려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

정한 도상연습 및 시범사업 시행과 선진국 운영사례를 참조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때 수입보험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

단된다.



부록 1

수입보험 요율 및 생산자 후생 추정 방법 및 절차

1. 수입보험 요율 추정

가. 기본가정

○ 보험료 추정의 기본원칙은 수지상등의 원칙 즉, 특정한 수입 분포 가정 

하에서 민영보험사가 수취한 보험료 합계와 지급한 보험금 합계가 동일

하도록 산출

○ 현재 농가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재해보험 요율이 공정하고 이 요율에다 

가격추가보장 요율을 추가한 요율이 적정한 수입보험 요율이라고 가정

- 현재 개별농가의 수확량 자료가 없으므로 재해보험 요율을 개별농가의 

수확량 분포를 반영한 공정요율이라고 가정

○ 농가가 선택하는 보장률은 85%

나. 데이터

○ 1990∼2011년까지의 4개 품목(포도, 콩, 양파, 오이) 수확량과 가격자료 

이용

- 자료원: 수확량은 통계청, 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추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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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협손보로부터 재해보험 요율 정보(보장률 80%) 수집

- 포도(12.13%), 콩(6.53%), 양파(3.17%), 오이(2.63%)

- 본 연구는 보장률 85%를 가정하였고 수확량 분포를 감안하여 포도

(12.80%), 콩(6.61%), 양파(3.59%), 오이(2.98%)로 소폭 상향

② 가격추가보장 요율은 박동규 등(2013, p.208)에서 추정한 요율(예정내 실

제생산량 반영, 보장률 80%) 이용

- 포도(1.34%), 콩(1.46%), 양파(2.49%), 오이(1.35%)

- 본 연구는 보장률 85%를 가정하였고 가격 분포를 감안하여 포도(2.12%),

콩(1.68%), 양파(2.74%), 오이(2.98%)로 소폭 상향

③ 재해보험 요율(수확량 보장)과 가격추가보장 요율(가격 보장)을 합산한 

요율이 수입보험 요율

- 포도(14.92%), 콩(8.29%), 양파(6.33%), 오이(5.37%)

2. 생산자 후생 추정

가. 기본가정

○ 2012년에 수입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가정하에 생산자 후생을 추정

- 2012년에 가입하는 수입보험의 기준수입은 2007∼2011년 수입의 올림픽

평균이 됨

○ 수입보험 가입률은 재해보험 가입률과 동일하다고 가정

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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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2011년까지의 4개 품목(포도, 콩, 양파, 오이) 수확량과 가격자료 

이용

- 자료원: 수확량은 통계청, 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추정절차

① 1995∼2011년 기간의 전국단위 실제수입(=매년의 전국 수확량×도매시장

가격 평균)과 기준수입(직전 5년간 실제수입의 올림픽평균) 간 수입편차

(=기준수입÷실제수입) 산출

② 산출한 수입편차(경험치)를 기초로 가장 적합한 수입편차 분포를 추정한 

결과 지수분포로 결정

- 추정한 수입보험료를 이용하여 전국단위 수입편차분포를 농가단위 수입

편차분포로 조정

③ 추정한 지수분포에 기초하여 5,000회의 수입편차 난수 생성

④ 2012년 기준수입에 5,000회의 수입편차 난수를 곱하여 5,000회의 실제수

입 난수를 생성

⑤ 2012년 보장수입(기준수입의 85%)과 5,000회의 실제수입 난수를 이용하

면 5,000회의 보험금 분포를 생성할 수 있음

- 보험금은 Max(보장수입-실제수입, 0)로 계산

⑥ 결과적으로 5,000회의 보험가입 농가의 수입(실제수입+보험금-보험료)

과 미가입 농가의 수입(실제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확실성등가수입

(CE) 산식을 이용하여 생산자 후생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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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입보험 도입품목과 가격보험 도입품목 세부지표 순위

작물
구분

품목

정책적 중요도 가입 가능성 변동성

농가수 생산량 생산액
재배
면적

호당
생산액

0.1ha
이상
농가비율

재해
보험
가입율

생산액
변동성

식량

겉/쌀보리 27 34 37 7 　 1 　 14

고구마 4 17 20 8 44 46 35 5

콩 2 26 10 2 43 36 11 21

과실

떫은감 14 18 15 18 26 24 4 3

감귤 21 6 4 10 13 5 27 15

매실 18 　 36 25 41 28 12 4

사과 16 3 8 4 16 10 1 33

포도 17 14 12 13 19 13 18 30

배 25 13 23 15 22 16 2 34

채소

파 15 11 32 17 52 14 　 2

양파 13 4 13 14 28 26 22 23

수박 46 29 44 41 24 3 　 13

당근 45 28 35 43 15 32 　 10

양배추 41 9 40 32 25 4 　 25

시설

토마토 35 10 7 30 6 18 21 9

파프리카 　 　 27 　 　 　 16 11

풋고추 22 20 22 27 27 31 24 17

기타

오미자 48 　 21 45 4 19 　 1

인삼 32 39 3 12 3 9 23 16

들깨 7 38 28 19 46 39 　 7

부표 1. 수입보험 도입품목 세부지표 순위

단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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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구분

품목

정책적 중요도 가입 가능성 변동성

농가수 생산량 생산액
재배
면적

호당
생산액

0.1ha
이상
농가비율

재해
보험
가입율

가격
변동성

식량

콩 2 26 10 2 43 36 11 10

고구마 4 17 20 8 44 46 35 5

감자 5 7 24 9 47 45 13 19

과실

사과 16 3 8 4 16 10 1 18

감귤 21 6 4 10 13 5 27 23

배 25 13 23 15 22 16 2 30

채소

양파 13 4 13 14 28 26 22 2

배추 6 2 9 5 40 40 　 3

마늘 8 12 11 11 36 17 32 9

무 11 5 17 16 38 44 　 7

양배추 41 9 40 32 25 4 　 16

파 15 11 32 17 52 14 　 13

시설

딸기 31 24 5 28 5 12 31 14

토마토 35 10 7 30 6 18 21 22

상추 37 27 30 31 17 27 　 11

배추 39 19 43 38 33 30 　 3

오이 38 15 16 36 11 7 26 27

수박 30 8 6 24 10 8 34 35

기타
복분자 36 　 18 39 12 22 20 1

밤 28 31 29 6 30 2 29 20

부표 2. 가격보험 도입품목 세부지표 순위

단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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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가격)보장보험에 대한 의견 조사 
(조사기간: 2013. 8. 29～9. 12)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영농활동에 종사하시느
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농사도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농가는 각종 재해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수입 불안정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수입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농업수
입보장보험 또는 농업가격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하면서 올해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상연
습(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배추는 농업가격보장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입(판매액)이 일정수
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보험이며, 농업가격보장보험은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와 내년 예정된 농업수입(가격)보장보험 도상연습을 통하
여 농업수입(가격)보장보험이 유용한 농가경영안정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
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수입(가격)보장보험이 되어
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할 필
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선생님께 농업수입(가격)보장보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사일로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선생님의 거리낌 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별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
우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해드린 회신봉투에 넣어 9월 12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문의: 농업발전연구부 임지은 연구원 (전화: 02-3299-4133, 팩스: 02-960-0163)

통신원번호 또는 리포터번호 R

성명 ( ) / 전화 ( )

부록 3

수입보장보험 농가조사표 예시: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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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응답자 인적사항

1. 나이 : 만 ( )세

2. 성별 : ( )

①남성             ②여성      

* 본 설문조사는 선생님께서 경작하시는 포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3. 선생님은 이 농사를 지으신 지 올해로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총 ( )년

4. 올해 이 작목의 재배면적은 얼마입니까? ( )평

5. 별다른 재해가 없으면 10아르(300평)당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kg 또는 ( )상자/가마(상자/가마당 ________kg)

6. 최근 5년간 판매하신 가격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십니까?

(kg당, 상자 당 가격 중 택일)

▷ [ 1kg당 ___________원 ] 또는 [ 5kg상자당 ______________원 ] 또는 

[ ___kg상자 당 _____________원 ]

7. 별다른 재해가 없으면 포도에 대한 선생님 농가의 평년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

까? ( )만원

8. 별다른 재해가 없으면 이 작목의 매년 수확량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①거의 변동 없다       ②약간 변동 있다     ③여전히 변동이 심하다

9. 최근 5년간 이 작목에 대한 선생님의 수확량 추세는 어떻습니까?

①증가추세             ②감소추세           ③큰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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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업위험관리에 대한 설문

1. 농사를 지으시면서 선생님에게 가장 큰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병충해          ②기상재해          ③인건비상승 또는 일손부족

④영농자금 부족   ⑤가격 불안정       ⑥판로확보 

⑦기타: ( )

2. 선생님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예  → 2-1번으로        ②아니오  → 2-2번으로

③과거에 가입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  → 2-2번으로  

2-1. 선생님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2-2. 가입한 적이 없거나 지금은 가입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 )

①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재해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다

③영농규모가 작아서

④보장범위(70%, 80%)가 너무 낮다

⑤보험료가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⑥손해평가결과가 불공정해서

⑦가입시기가 안 되어서

⑧기타: ( )

3. 선생님의 농업 수입(판매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예  → 3-1번으로        ②아니오  → 3-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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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업 수입 안정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

②다품종 재배를 통한 위험 분산

③재해대책(방재시설, 재해에 강한 품종 선택 등) 활용

④농작물재해보험 가입

⑤정부로부터 각종 직불금 수령

⑥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제도 활용

⑦기타: ( )

3-2. 농업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수확량 불안정     ②가격 불안정     ③기타: ( )

4. 영농일지나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①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②개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③중요한 사항만 기록하고 있다     ④전혀 작성하고 있지 않다

5. 선생님이 재배하시는 작목에 대해 수확기 수입(판매액)을 보장해 주는 수입보

장보험이 도입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입보장보험은 수확기에 수확량 변동

이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수입(판매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서 

보험료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예  →설문 답변 계속 ②아니오  →Ⅳ로 이동 (7쪽)

6. 만일 선생님께서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이 작목을 경작하시면서 평년 수입(판매

액)이 1,000만원인데 재해발생이나 가격하락 등과 무관하게 연간 800만원까지 



부 록118

수입을 보장해 주는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보장수준 80%인 

경우), 선생님은 얼마의 보험료를 지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료 납부 가능금액 ( )만원

Ⅲ. 수입보장보험에 관심이 있는 농가에 대한 설문(위 5번 질문에 “① 예” 라

고 답변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1. 선생님께서 수입보장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수입이 안정되므로 매년 작물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

②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하여 대폭적인 수입 감소가 발생한 때에 대

응할 수 있기 때문

③수확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

기 때문

④수확량의 매년 변동이 작아 가격저하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⑤기타: ( )

2. 수입보장보험에 가입 시 수확량의 감소가 발생해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에

는 큰 변화가 없어서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지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전혀 문제가 없다

②수입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므로 어쩔 수 없다

③수입보장보험이라고 하지만 도입할 때 검토할 점이 있다

④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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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험금 산출을 위하여 모

든 농가의 실제 수확량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를 생략하고 평년 

수확량을 적용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전혀 문제가 없다

②모든 농가에 대한 수확량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어쩔 수 없다

③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정확한 수확량 조사를 통한 수입 산출을 해야 

한다

④기타: ( )

4. 수입보장보험을 실시할 경우 보장수준(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평년 수입을 기

준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최고수준)은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 )

※보장수준이 높아질수록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수준은 평년 수확량 

기준 70%, 80%, 85%(벼만 해당)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70% ② 80% ③ 85% ④기타: ( )%

5. 수입보장보험에 적용되어 수입 기준의 산출에 사용될 표준가격은 어느 정도 수

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kg당, 상자당 가격 중 택일)

▷ [ 1kg당 ___________원 ] 또는 [ 5kg상자당______________원 ] 또는 

[ 5kg상자당 _____________원 ]

6. 선생님께서 경작하시는 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 중 하나

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확량만 보장해 주는 재해보

험의 연간 보험료가 1,000평당 10만 원이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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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입보장보험의 보험료가 12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수입보험      

6-2. 수입보장보험의 보험료가 14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수입보험      

6-3. 수입보장보험의 보험료가 16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수입보험      

6-4. 수입보장보험의 보험료가 18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수입보험      

6-5. 수입보장보험의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수입보험      

7. 선생님께서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수입보장보험 가입 후 수확량을 가입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 )

①늘리겠다 → 7-1번으로 ②동일하게 유지하겠다           

③줄이겠다

7-1. 수확량을 늘리신다면 가입 전에 비해 몇 퍼센트 정도 늘리실 의향이 있

으십니까? ( )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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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입보장보험에 관심이 없는 농가에 대한 설문(Ⅱ. 5번 질문에 “②아니오” 라

고 답변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1. 현재 경작하고 계신 작물에 대한 수입보장보험에 관심이 없으신 가장 큰이유

는 무엇입니까? ( )

①설정되는 기준수입으로는 충분한 수입이 확보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

②수확량의 감소가 발생해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③수확량 변동이 가격 변동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충

분하기 때문

④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불될 보험금액을 예상하기도 어렵

고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지급해 준다고 믿기 어려워서

⑤기타: ( )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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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응답자 인적사항

1. 나이 : 만 ( )세

2. 성별 : ( )

① 남성             ② 여성      

* 본 설문조사는 선생님께서 경작하시는 배추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3. 선생님은 어떤 배추를 주로 재배하십니까?

① 고랭지배추       ② 가을배추       ③ 봄배추       ④ 월동배추

4. 선생님은 이 농사를 지으신 지 올해로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총 ( )년

5. 올해 이 작목의 재배면적은 얼마입니까? ( )평

6. 별다른 재해가 없으면 10아르(300평)당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kg 또는 ( )망(망당 ________kg)

7. 최근 5년간 판매하신 가격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십니까?

▷ 10아르(300평)당 ( )원

8. 별다른 재해가 없으면배추에 대한 선생님 농가의 평년 판매액은 얼마나 됩

니까? ( )만원

부록 4

가격보장보험 농가조사표 예시: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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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다른 재해가 없으면이 작목의 매년 수확량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①거의 변동 없다       ②약간 변동 있다     ③여전히 변동이 심하다

10. 최근 5년간 이 작목에 대한 선생님의 수확량 추세는 어떻습니까?

① 증가추세             ② 감소추세           ③ 큰 변동 없다

Ⅱ. 농업위험관리에 대한 설문

1. 농사를 지으시면서 선생님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 병충해          ② 기상재해          ③ 인건비상승 또는 일손부족

④ 영농자금 부족   ⑤ 가격 불안정       ⑥ 판로확보 

⑦ 기타: ( )

2. 선생님의 농업 수입(판매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예  → 2-1번으로        ② 아니오  → 2-2번으로

2-1. 농업 수입 안정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

② 다품종 재배를 통한 위험 분산

③ 재해대책(방재시설, 재해에 강한 품종 선택 등) 활용

④ 정부로부터 각종 직불금 수령

⑤ 산지유통인과의 포전거래(밭떼기) 이용

⑥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활용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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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수확량 불안정    ②가격 불안정    ③기타: ( )

3. 영농일지나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 )

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② 개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③ 중요한 사항만 기록하고 있다     ④ 전혀 작성하고 있지 않다

4. 선생님이 재배하시는 작목에 대해 수확기 가격을 평년 가격(과거 5개년 도매

가격 평균)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가격보장보험이 도입된다고 가정하겠습니

다. 이 보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

① 예  → 설문 답변 계속 ② 아니오  → Ⅳ로 이동 (6쪽)

5. 만일 선생님께서 가격보장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이 작목을 경작하시면서 평년 

수입(판매액)이 1,000만원인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간 800만원까지 보장

해 주는 가격보장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보장수준 80%인 경우),

선생님은 얼마의 보험료를 지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험료 납부 가능금액 ( )만원

Ⅲ. 가격보장보험에 관심이 있는 농가에 대한 설문(위 4번 질문에 “① 예”

라고 답변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1. 가격보장보험을 실시할 경우 보장수준(가격이 감소하였을 때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최고수준)은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 )

※ 보장수준이 높아질수록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

시어 답변해 주십시오.

① 70% ② 80% ③ 85%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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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보장보험에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산출에 사용될 표준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아르(300평)당 ( )원

3. 선생님께서 경작하시는 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격보장보험 중 하

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수확량만 보

장해 주는 재해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1,000평당 10만 원이라고 할 때,

3-1. 가격보장보험의 보험료가 12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가격보험      

3-2. 가격보장보험의 보험료가 14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가격보험      

3-3. 가격보장보험의 보험료가 16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가격보험      

3-4. 가격보장보험의 보험료가 18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가격보험      

3-5. 가격보장보험의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어느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

①재해보험             ②가격보험      

4. 선생님께서 가격보장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

면 선생님께서는 가격보장보험 가입 후 수확량을 가입 전과 비교하여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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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늘리겠다 → 4-1번으로 ②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③ 줄이겠다

4-1. 수확량을 늘리신다면 가입 전에 비해 몇 퍼센트 정도 늘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퍼센트

5. 가격보장보험에 가입한 후 상당수 농가가 수확량을 큰 폭으로 늘릴 경우 배

추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면적(또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동의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5-1. 가격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면적(또는 생산량)을 제한하더라도 

농가에게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면적(또는 생산량)

에 대해서는 가격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산면적(또는 생산량)의 ( ) 퍼센트

Ⅳ. 가격보장보험에 관심이 없는 농가에 대한 설문(Ⅱ. 4번 질문에 “② 아니오”

라고 답변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1. 현재 경작하고 계신 작물에 대한 가격보장보험에 관심이 없으신 가장 큰이

유는 무엇입니까? ( )

①현재에도 밭떼기거래,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

되므로 별도로 가격보장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②보통 도매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가격보장보험이 도매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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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격보장보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별도로 보험료를 지불하면

서까지 가입할 여유가 없으므로

④수입 감소 시 가격보장보험에서 지급받을 보험금액을 예상하기도 어렵

고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지급해 준다고 믿기 어려워서

⑤ 기타: ( )

※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128

참고 문헌

권오상. 2002. “쌀재배 농가의 위험회피도 계량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3

권 제3호:77-90.

김태곤, 채광석, 허주녕. 2011.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균. 2008. “농작물재해보험과 가격안정 정책간의 연계.” 농작물재해보

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간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김태균, 박준형, 조재환. 2003.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에서의 역선택 가능

성.”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0권 제4호:561-578.

김태균, 김재한. 2002. “작물재해보험의 지역별 보험요율 결정: 지역보험의 

도입 가능성 검토.” 농업경제연구 제43권 제2호:17-34.

김태균. 2001.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에 대한 생산자선호 및 후생효과 비교.”

농업경제연구 제42권 제2호:33-49.

박동규, 김미복, 정원호, 김창호. 2013. 밭농업 직불제 운용평가 및 농가소

득보전 프로그램 개선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개발원. 2007.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를 위한 통계축적방안 . 보험

개발원

유지호. 2011. “자연재해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의 존재와 원인에 대한 실증연

구.” 리스크 관리연구 .

이경룡, 유지호. 2007. “한국 농작물보험시장의 역선택 실증.” 보험학회지

제77집:141-176.

정원호. 2013.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KREI 농정포

커스 제3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원호. 2013. “농작물수입보험의 사회적 후생효과 분석.” 2013 하계 농업경

제학회 학술대회(2013. 7. 4-5).

정원호. 2013. “농업경영안정제도의 대안 수입보험-성립조건과 전망.” 2013

농업·농촌의 길(2013. 9. 4).

정원호. 2013. “농업수입보험의 성립조건 및 과제.” 2013 희망포럼(2013. 10. 2).



참고 문헌 129

최경환. 2003.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최경환, 김용렬. 2008.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책간의 효율적 연

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채광석, 윤병석. 2010.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최경환. 2011. 미국의 작물수입보험 실태와 시사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인섭. 1999. “농가의 소득보장과 농업수입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산업경

제연구 제12권 제2호: 293-317.

Chung, Wonho. 2011. “Evaluating Weather Derivatives and Crop Insurance for

Farm Production Risk Management in Southern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h.D. Dissertation.

Coble and Dismukes. 2008. “Distributional and Risk Reduction Effects of

Commodity Revenue Program Desig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30:543-553.

Goodwin, Roberts, and Cobles. 2000. “Measurement of Price Risk in Revenue

Insurance: Implications of Distributional Assumption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Vol.25(1):195-214.

Hennessy, Babcock, and Hayes. 1997. “Budgetary and Producer Welfare Effects

of Revenue Insuranc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79:1024-1034.

Miranda, M.J. 1991. “Area-Yield Crop Insurance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73:233-242.

Stokes, J.R. 2000. “A Derivative Security Approach to Setting Crop Revenue

Coverage Insurance Premium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Vol.25(1):159-176.

Turvey, C.G. 1992. “An Economic Anaysis of Alternative Farm Revenue

Insurance Policies.”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40:403-426.





연구보고 R690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2.

발  행 2013.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전화 02-739-3911~5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544-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4.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수입보험 도입 필요성 및 전제조건
	1. 수입보험 개요
	2. 도입 필요성
	3. 수입보험 도입 전제조건 및 여건

	제4장 수입보험 기대 효과
	1. 농가 수입 안정 효과
	2. 사회적 후생 효과
	3. 수입보험의 한계

	제4장 수입보험 대상 품목 선정
	1. 선정기준
	2. 선정방식
	3. 선정결과

	제5장 농가의 수입보험 수요 분석
	1. 농가 설문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제6장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제7장 도입 방향과 과제
	1. 법적·제도적 시행기반 구축
	2. 보험통계 DB 구축
	3. 상품 설계
	4. 기존 프로그램과의 관계 정립
	5. 손해평가체계 확립
	6. 위험분산체계 확립
	7. 정부 소요예산 추정
	8.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록1 수입보험 요율 및 생산자 후생 추정 방법 및 절차
	부록2 수입보험 도입품목과 가격보험 도입품목 세부지표 순위
	부록3 수입보장보험 농가조사표 예시: 포도
	부록4 가격보장보험 농가조사표 예시: 배추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