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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림재정의 성과 문제는 오랫동안 농정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정 성과가 미흡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의 과다투입을 경계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생산과 소득

의 장기 정체, 농촌의 인구 감소와 활력 저하 등 농업·농촌 문제의 지속은 

이러한 현상론적 인식을 뒷받침했고, 부적절한 투자와 자원낭비 사례들은 

비판론을 강화시켰다.

농림재정의 성과를 판단하는 현상론적 인식은 농업·농촌의 특성과 정책 

여건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시장개방의 충격으로 생산과 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정책 전환의 피해부문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현상적인 지표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사업의 성과와 영향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농림재정 규

모의 적절성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자본의 축적, 농

림재정과 농업생산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총량적인 관점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량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

업부문별 성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의 발

굴을 위해 사례 사업부문을 선정하고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목적과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농림재정 성과의 종합평가

는 일회성 연구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통

한 연구, 지속적인 연구로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여러 면에

서 욕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나, 이 분야 연구를 촉진하

고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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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재정 규모는 예산 기준으로 2001년 11.3조 원에서 

2012년 18.1조 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록 예산 비중은 2000년대 들

어 꾸준한 하락추세로 2001년의 8.3%에서 2012년 5.6%로 2.7%p 감소하였지

만 절대금액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투입 대비 산출 측면에서 농림어업부문의 실질성장률이 1%대에 머

무르고 있는 데다 변동 폭도 커서 과다 재정투입이 과다하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여전히 농업·농촌의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 

경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 속에서, 재정의 

적정투입과 그 효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첫째, 농업부문 재정

투융자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국제비교 지표를 이용하였다. 둘째, 농업

부문 재정투융자 총량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분석방법을 적

용하였다. 셋째, 분야별 재정투융자 성과평가를 위하여 각 분야와 관련 있는 

개괄적 성과평가 및 쟁점을 도출하였고 투입, 산출, 결과지표를 이용한 심층

성과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업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농업부문 

예산의 비중, GDP 비중 대비 예산비중 수치를 주로 이용하지만, 이 지표는 

단편적이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값이 불안정하다. 이 지표를 이용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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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농업부문의 생산 효율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 분석 시 

생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논의에서 그렇지 않

았다. GDP와 큰 관련이 없는 복지, 식품영양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제외하

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정하지 않은 값과 비교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투융자의 성과로서 농업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총요소생산

성을 타 산업과 비교한 결과 농업부문의 총산출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기여

율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이 1980년대 34.58,

1990년대 43.32, 2000년대 123.21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요소투입이 성장

을 견인하는 일반적인 한국의 경제성장의 형태와는 달리 요소투입 이외의 

면에서 농업부문의 투자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슷한 맥

락에서 외국에 비해 한국은 자본축적당 생산성(1.94)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수치 역시 자본축적 이외의 구조조정, 시장효율화 등을 통

해 생산을 증가시켜 온 것을 반영하고 있다.

재정규모에 대한 논의에서 투자가 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로 자본

축적 총량이 아직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농업의 현재 생산성을 미

래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표 분석 결과는 정부의 재정투자만의 효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지표를 재정투융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

는 근거를 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 투입 총량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ECM 모형을 이

용하여 계량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원 투입 시 2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 지출승수 하락폭이 큰 것은 수입개방 확

대, 고령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지출확대로 인한 성장효과만을 기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농촌개발, 수출확대, 소득보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농촌개발확대, 복지예산 증가 등 정부가 강조

하는 정책방향이 농업생산과 멀어지고 있으므로 이제 성장효과만을 농림재

정 전체의 성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v

분야별 성과평가에서 소득보전·경영안정 분야는 정부의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화 목표는 상당기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생산기반 분야는 정부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조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개선과 농촌개발·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정

책추진을 평가하는 단기평가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지만 세부목표별로 부진한 

부분이 있었다. 체질강화 측면은 심층 성과 분석결과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

한 점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이 강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수치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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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Fiscal
Investment and Loan in the Agricultural Sector

Research Background
In the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fiscal investment of 2012 ex-
panded 1.5 times more than 2001. The budget increased to KRW 18.1 tril-
lion (5.6%) in 2012 from KRW 11.3 trillion (8.3%) in 2001. Its proportion 
has continuously decreased in the 2000s. However, the absolute amount has 
grown, which causes controversial issues about the proper size. On the one 
hand, the real growth rate in the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is 
quite fluctuating and remains at 1%, triggering criticism over the excessive 
budget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inion if the govern-
ment reduces fiscal investment,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lose their power 
to overcome difficulties. With these debat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per size of fiscal investment and its effect.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three methods are applied. First, an index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is provided in order to decide the proper size of fiscal invest-
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Second, the econometric method is used for 
analyzing effects of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in the sector. Third, on 
the individual categories’ fiscal investment, the general performance review 
is provided and issues related to each category are drawn. For the 
“strengthening agriculture” category, the in-depth performance review is 
presented using input, output, and outcome indices.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Several indices are used to decide the proper budget size in the agriculture 
sector, such as the sector’s proportion in the total budget and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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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 against the proportion of GDP. Those simple indices are not ap-
propriate since it can exaggerate results. When the budget is adjusted ex-
cept the one for Rural Welfare and Food and Nutrition related projects, it 
is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less invests in the agriculture sector 
than Japan and spends similarly to the United States that invests much in 
nutritional food supplements.

To measure the agriculture competitiveness,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is used as an index. As a result, TFP contribution toward total out-
put is much higher in the agriculture sector than in other industries. In par-
ticular, TFP contribution increased from 34.58 in the 1980s to 43.32 in the 
1990s and rose to 123.21 in the 2000s. In the same vein, when it comes 
to its accumulation of capital, Korea has significantly higher productivity 
(1.94) than other countries. This also reflects that agricultural production 
has expanded thanks to restructuring and improved market efficiency, not 
just capital accumulation. These indices have the limit in that the perform-
ances do not result from only fiscal investment. 

The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ECM model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total fiscal input. According to the result, 
an input of KRW 1 leads to more than KRW 2 of positive effect on 
average. A large decrease has been witnes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In the environment that imports increase dramatically and the rural 
society is aged seriously, the government not just expects a growth effect 
of expanded spending but takes into account various facets including im-
proved welfare, development in agricultural areas, export expansion, and 
income preservation. 
In chapter 4 and 5,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icies for “income preserva-
tion and management stability” were implemented as planned. However, it 
seems to be hard to succeed in stabilizing the farm-household income. 
Furthermore, the government’s performance needs to be adjusted. In “retail 
improvement” and “rural area development” categories, the short-term man-
agement was well carried out. In the category of “strengthening agriculture”, 
the performance was generally good according to output-outcome indices.

Researchers: Mee-bok Kim, Seong-Jae Park, Ji-Eun Lim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mb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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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재정 규모는 예산 기준으로 외청과 기금포함 2001년 

11.3조 원에서 2012년 18.1조 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규모로만 보면 

국가전체 예산 대비 5.6%이다(2012년). 2000년대에는 꾸준한 하락추세를 보

여 2001년의 8.3%에서 2.7%p 하락한 것이다. 기금1을 제외하면 2012년 12.9

조 원은 2001년 8조 원에 비해 절대액이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5.9%에서 

4.0%로 하락하였다. 비록 비중은 하락하고 있지만 절대금액은 증가하고 있

기 때문에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재정투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과거 UR 타결 이후에 

는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고 42조 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조기 완료하

는 등 지출확대 기조가 계속되었다. 또한 쌀시장의 추가개방과 적극적인 

FTA의 협상추진 등으로 농업분야의 개방 폭과 속도가 더욱 확대되는 등의 

대외여건 변화와 규모화, 전업화 정책 진행과정에서 양극화 심화 및 경영위

험이 증가하는 대내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에 농업·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 쌀소득보전기금, FTA 이행기

금,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기금 등.



2 서론

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원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농업에의 투자를 확

대하였다.

자료: 2001~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1-1. 연도별 농림수산부문 예산과 국가 예산 대비 비율

적지 않은 투융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림업 생산은 43조 원(어업을 

포함하면 51조 원)으로 2011년 대비 명목성장률은 -0.7%에 불과하다. 농업부

문의 총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2.41%만을 차지하고 있다. 실질성장률 면에

서도 국내총생산은 1990년 이래로 평균 5%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에 농림어업부문의 실질성장률은 그 변동폭이 크고, 1990년대 중반과 2004년 

평균 이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1%대의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수익률이 낮은 농림투융자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정 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는 주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등에 있어 농업부문이 희생

하였다는 점, 투자수익률 측면뿐 아니라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



서론  3

자료: KOSIS.

그림 1-2. 농림업 생산규모와 성장률

단위: 억 원, %

다는 점에서 농림 재정투융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렇듯 농업에 대한 절대적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감축요구가 계속되

고 있다. 예산 비중 면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국내총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은 것을 이유로 수익 대비 과다 재정투입에 대

한 비판도 있었다. 농림어업 GDP 비중 대비 농림어업 재정규모 비중 수치를 

상대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어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

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달한 것으

로 보고 있다(NABO 2011; 서세욱 2012).

한편으로 여전히 농업·농촌의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 경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 속

에서, 재정의 적정투입과 그 효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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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이다. 농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농업투자의 총량 효과 분석은 적정

규모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더불어 후속 논의에 대한 화두가 될 수 있다.

또한 효율적 재정분배를 위해서는 총량성과평가뿐 아니라 세부성과평가가 

중요하다. 농식품 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쌀 생산농가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조조정 방향의 검토, 재원배분

의 재검토, 소비량에 맞춘 작목별 재배면적의 조정 등의 과제가 검토되어 왔

다. 또한 제3차 중장기 투융자 계획인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연도 2013

년에 이르러 개선과제를 고려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기도 하다. 총량적 성

과평가뿐 아니라 새로운 예산 편성 방향 설정에 앞서 개별정책성과를 검토

하고 성과평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성과평가를 위해 기존의 연구는 산업별 투융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검토하였고(서세욱 2012), 각 부처의 재정융자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성과지표 검토를 통해 예산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김태규 

2012). 하지만 개별 사업, 주요 목표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 왔지만, 회계적

인 현황을 설명하거나 정책목표 달성여부만을 평가하는 데 그쳤고 재정투융

자 규모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는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충분함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기존 정부의 정책성과평가는 다수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거나 ‘농업·농촌종

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맞추어 산출물 지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예산계획

서상의 농업·농촌 부문 중 세부부문별 성과지표(편의상 대분류 성과지표라 

부름)를 정리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분류(농업체질

강화,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개발·복지증진, 양곡관리·농산물유통, 농업생

산기반조성) 성과지표를 검토, 개발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

분류 성과지표의 경우 부문별 예산투입 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늘어난 농업분야의 예산이 농정의 방향과 비교하

여 그 규모가 어떠한지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왔는지 실태를 분석

하는 것이다. 총량측면에서 재정투융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서론  5

제시하고 그 외 농업·농촌분야의 재정투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성과평가

를 통해 그 효과가 제고되었는지 점검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국내의 농업부문 재정투융자에 대한 종합 평가 연구

기존 재정투융자 성과평가에서는 산업별로 주요 평가지표를 선정, 그 지표

들의 시계열 추세를 분석하였다. 평가지표는 공통적으로 품목의 규모화 정

도, 농가소득증대, 생산성 향상, 유통효율화 정도와 산업별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김용택 외(2003)의 연구는 농림투융자가 거시경제에 미친 효과 즉, 1990년도 

이후의 집중적인 재정투입 순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0년 국가예산

의 9.5% 비중이 유지되는 농업재정투자규모를 비교군으로 하여 실제 가파른 

상승세였던 재정투자와 비교하였다. 이 증가분이 농림투자, GDP 증대, 물가하

락, 고용증가, 농업생산성 향상에 미친 순효과를 계측하였다. 하지만 유기적인 

거시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형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성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농업생산성 향상 

성과분석에 초점을 두고 농업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 및 농업투자 내의 이질성

을 반영하여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시뮬레이션하고자 하였다.

이태호 외(2011)의 연구는 농정을 중간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

하여 농업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한 후 평가지표를 개발, 성과를 평가하

였다. 농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일제강점기부터 2011년까지 중요

한 농업정책을 정리하고 외국의 농업정책 사례를 자세히 정리하여 우리 농

정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였다. 설정된 농정 목표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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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분류(농가소득·경영안정, 농산물 유통개선, 양곡관리, 농업체질강화,

농업생산기반확충, 농촌개발·복지증진)하고 이에 대한 평가지표를 선정, 평

가하였다. 각 부문의 예산 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는 각 부문 예산 지출

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계량지표 중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예를 들면 농가소득·경영안정 분야는 

농가부채율, 유통개선 분야는 농가소득률, 양곡관리 분야는 식량용 쌀 초과

생산량 등으로 정하였다. 이 연구는 개선과제에 대한 제시가 매우 풍부한 

것이 특징인데 각 부문별로 종합평가를 내린 후(양호 4, 보통 2) 각각에 대

한 정책제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평가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그 지표가 목표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자 한다.

서세욱(2012)의 연구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 연도인 2013년에 이르

러 ‘농업·농촌종합대책’이 당초 수립하였던 비전과 성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

하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의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였다. 그간의 1~3차 중장기 투융자 계획과 비교하

며 정책 목표별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 유형을 크게 농업, 농업인, 농촌으로 나누고 더욱 세분화된 

주요 정책목표 즉, 쌀 전업농 육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등 다양한 농가소

득원 확충, 농촌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농업인 대책으로 구분하였다. 성과

기준으로 목표, 현황 및 달성가능성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정책목표 자체를 

성과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도달해야 하는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2 예를 들면 2004년 쌀 전업농 육성 정책목표를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 호를 2013년까지 육성하여 전체 쌀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

로 하고 이를 성과지표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과도한 정부의 농업지출이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13년의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성과기준으로 삼았다.

‘비전 2030’,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 , 농업·농촌 기본

계획 보완(2007)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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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의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농가소득 추이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서술하며 개선 과제로 구조조정방향의 재검토, 재원배분 재검

토, 환경성을 고려한 탈독성화, 감량화 정책실시, 작목별 재배면적의 적정 수

준으로의 조정을 제시하였다.

2.2.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효과 분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정책 결정자들은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 실제로 농업부문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투융

자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최근 농산물 가격과 농지 이용

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종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농업 R&D에 대한 재정투입 효과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Evenson 2001; Alston et al. 2000a, 2000b; Alston 2001). Alston et al(2000a) 연

구에서 292개 사례의 메타 분석 결과 R&D 투자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감소하

는 일은 없으며 이러한 점은 선진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R&D 공공투자의 수익률의 중간값(median)은 25%(2.5~562%)

인데 기존 연구에서 이보다 적은 추정치는 4개뿐이었다. 태국의 경우 내부수

익률은 30%로 추정되었는데(Suphannachart and Warr 2011) 태국의 작물 생산 

연구에 투자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효과

는 0.07, 단기효과는 0.16으로 분석되었다. 우간다의 경우 내부수익률은 8~36%

로 추정되었다(Benin et al. 2011). 정부 주도의 규모 있는 연구 서비스에 대한 

투자비용 대비 효과 즉, benefit-cost ratio는 1.3~2.7로 밝혀졌다. 호주의 경우 

Sheng et al.(2011) 연구에서 R&D 투자는 28%의 수익률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 자본의 호주에 대한 R&D 투자효과를 컨트롤하고 ARIMA,

ECM 모형을 사용하여 평균 효과뿐 아니라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모형, 시차변수설

정(lag profile), 국내·국외 효과를 분리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Shan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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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 2006). 강력한 계량분석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자가 노력하고 있

는데 예를 들어 기간은 35년으로 2차함수(quadratic)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Mullen and Cox 1995, 1996).

농업에 대한 재정 투자 성과로 계측할 수 있는 다른 측면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국민 건강과 영양이 증진되었다는 점이다. 즉, 자가섭취를 위한 생

산 증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양질의 농산물 접근성 확대, 품질 향상

으로 인해 시장경쟁력 있는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 제고가 그 내용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비용-효율(cost-effectiveness)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Meenakshi et al. 2010; Stein et al. 2008; IFPRI 2011). 예를 들면 생합성영양

(biofortifi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와 아연과 철이 함유된 밀과 쌀을 섭취

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DALYs(Disability-adjusted life year)로 추정하거나 내

부수익률을 구하였다.

농업 R&D 재정투자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농업 전체 재정투자에 관한 효

과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농업투자의 이질성

(heterogeneity)의 고려가 매우 중요한 전제라는 것을 밝혔고 이질성을 컨트롤

하지 못할 경우 재정투자의 총액이 국민 경제의 성장 혹은 농촌 지역의 빈곤

율과 직결되는 결과는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Mogues et al. 2012). 10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Easterly and Rebelo(1993)는 교육, 주택 등 인프라 구

축, 교통·통신에의 투자에 비해 농업투자가 GDP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

였다. 70여 개국을 대상으로 Solow-Swan model을 이용한 Milbourne, Otto, and

Voss(2003)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Mogues(2011)의 에티오피아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농촌지역의 소득이 

상승하고 따라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단순히 농업 GDP, 전체 GDP에 미치는 농업 재정투융자의 효과를 발견하

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농업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과 기

간, 변수를 찾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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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3.1. 연구방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국제비교를 할 수 있는 지

표를 사용하였다. 둘째,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총량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셋째, 부문별 재정투융자 성과평가를 위

하여 각 부문과 관련 있는 직관적인 성과평가 및 쟁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

해 투입, 산출, 결과지표를 이용한 심층성과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3.2. 연구내용 

제1장 서론에서는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규모 확대에 대한 기존 논의와 더

불어 적정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

별 사업평가 이외의 총량적, 분야별 성과평가가 필요함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농업 재정투융자에 대한 적정규모 논의를 위해 그 판단 기준

을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표를 예산비중, 생산성으로 구분

하여 국제비교를 하였다.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두 가지 분석방법을 제

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총량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농업

부문 정부지출승수를 구하였다. 분야별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으로는 투입-산

출-결과지표로 구분하여 결과를 종합하는 것인데 제4장에서 각 분야별 투입

현황과 예산편성방향, 개괄적으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고 체질강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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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제5장에서 심층분석방법을 제시,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 결과의 

시사점을 요약·종합하였다.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또한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성과평

가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단

위사업 이하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성과평가에서 필요한 경우에

만 언급하고 있고 분석대상을 농림예산 전체로 보았기 때문에 집행부분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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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적정규모에 대

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론적인 모형을 통

해 적정규모 판단 기준이 매우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을 보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과 더불어 재정투융자 현황, 현재 적

정규모 판단을 위해 인용되고 있는 지표를 소개하고 우리 농업의 성과를 대

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농업 재정투융자의 효과와 정책평가

1.1. 수입개방 효과와 정책 수단

1.1.1. 정태모형으로 본 효과

이론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 인해 수입이 ce1만큼 증가(국내공급

은 S0 → S1)하고 국내 생산은 q0에서 qd1으로, 가격은 p0에서 p1으로 낮아지게 

된다. 생산자잉여는 p0e0b에서 p1cb로 줄어들고 소비자잉여는 ae0p0에서 ae1p1

으로 증가하여 사회 전체 후생은 △e0e1c만큼 증가한다. 소비자가 늘어난 소

비자잉여 중 줄어든 생산자잉여만큼을 생산자에게 돌려준다 해도 전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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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기준1>

SUBF ≥ ⊿PSUP

SUBF: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 ⊿PSUP: 생산자잉여 감소

후생은 늘어나기 때문에 정책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생산자는 줄어든 

생산자잉여만큼 보상받을 수 없다면 정책전환을 반대할 것이다.

그림 2-1. 수입개방으로 인한 효과

e1

qd1 q0

Q

D

S1

S0

P

a

O

g

b

p1

e0

q1

c
p0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게 직접보조를 주어 

종전의 소득과 같게 해주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다. 정책평가 기준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이상을 농가에 보조(생산자 입장)할 수 있는가이다.

이 정책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단순명료하지만 정책집행에 현실적인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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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따를 수 있다.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보조에 대한 정

서적 거부감과 과다한 행정비용 등이 걸림돌이 된다. 품목에 따라서는 개방

과 관계없는 소득증가 등의 효과에 의해 수요증대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보조의 기간(정책전환의 적응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등

의 논란이 발생한다.

1.1.2. 동태적으로 본 정책 효과

동태적인 관점에서 수입개방으로 비교열위인 농업부문이 위축되면 생산자

인 농업인 중 경쟁력을 잃은 농업인은 탈농하여 비농업부문으로 직업을 옮

길 것이다. 남은 농가는 탈농자가 남긴 자원을 활용하여 규모를 키우고, 새

로운 기술과 시설로 영농을 하여 종전과 같거나 더 많은 소득을 달성하는 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반면 탈농자는 비농업부문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늘어난 소비자잉여의 일부를 향유하게 된다. 즉 영농을 지속하든 탈농을 하

든 정책전환(수입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회복할 수 있게 되면 균형을 이

루게 된다.

이때 정책평가 기준은 구조조정기간을 거친 후 생애소득이 개방 전과 같

으면 정책을 수용(생산자 입장)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개별농가의 관점에

서 보는 기준으로 개념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평가에서 활용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정책평가기준2>

Yi
t0 ≤ δY

i
t1 + (1-δ)Yi

t2

Yi
t0: 개방 전 농가 i의 기대생애소득 

Yi
t1: 개방 후 조정기간 농가 i의 기대소득 

Yi
t2: 개방 후 조정기간이 지난 후 농가 i의 기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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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입개방 대응 재정투융자 확대의 효과

수입개방 피해대책으로 재정투융자를 확대( khqd2q’d2)하여 국내 생산이 증

가할 경우(국내 생산 공급곡선이 S0 → Sd2), 국내총공급곡선은 S1 → S2로 이

동하고 가격은 p0 → p2, 국내 총공급량은 q0 → q2, 국내생산은 q0 → qd2로 이

동하게 된다. 농업 재정투융자 확대로 생산자잉여는 p0e0b → p2hi로 변화하

고, 소비자잉여는 ae0p0 → ae2p2로 p0e0e2p2만큼 증가한다.

그림 2-2. 수입개방과 함께 농업투융자를 확대할 때의 정책 효과

h

S0 Sd2
S1 S2

D

Q

P

O

j

g

i

b

p2

p0

a

e0

e1

e2

qd2 q0 q2

c
k

q’d2

p1

이 때 정책평가 기준은 강한 기준과 약한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강한 기

준에 따르면 재정투입으로 개방 전 생산자잉여 수준을 회복하면서 재정투입

액은 생산자잉여 증가와 소비자잉여 증가분을 합한 것보다 작을 때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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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기준4(약한 기준)>

(⊿PSUP12 + ⊿CSUP12) ≥ GINA

성공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기준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기준

이다. 개방을 했음에도 재정정책으로 종전과 같은 생산자잉여를 가져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개별농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정책평가기준 2처럼 

정책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 등이 반영되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2000년대 초까지도 이 기준으로 정책성공을 재단하려는 경우가 많았지만 

구조조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 상태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책평가기준3(강한 기준)>

(PSUPo ≤ PSUP2) and (⊿PSUP12 + ⊿CSUP12) ≥ GINA)

PSUPo: 개방 전 생산자잉여(▽p0e0b),

PSUP2: 개방 대응 재정투융자 후 생산자잉여(▽p2hi)

⊿PSUP12: 재정투융자로 인한 생산자잉여 순증가분(▽p2hi - ▽p1cb)

⊿CSUP12: 재정투융자로 인한 소비자잉여 순증가분(▱ p1e1p2e2)

GINA: 농식품 재정투융자액( khqd2q’d2)

약한 정책평가 기준에 따르면 재정투입액이 생산자잉여 증가와 소비자잉

여 증가분을 합한 것보다 작을 때 정책을 성공으로 평가한다. 이 기준은 사

회전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와 생산자 

간 그 잉여의 배분 정도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다. 피해를 본 생산자의 피

해보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 과거 농업재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했으나 생산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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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사점

편익비교에서 재정투융자정책의 총체적인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피해

자의 피해보전이 되었느냐의 여부 외에도 산업의 구조조정효과, 기술진보 

등 여러 요소가 추가될 수 있다. 즉, 성공여부의 평가가 개념적으로는 단순

한 비교이지만, 그 편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고 서로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총량평가는 총재정투입액의 적정성 여부, 정책방향의 전

환 필요성 판단 등에 도움을 주지만 평가결과가 자료, 평가방법, 관점, 시기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논란의 여지가 컸다. 따라서 총량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이 폭넓게 형성되어 이제까지 실제 정책적 수요는 오히려 재정효

율성과 관련한 부분적, 미시적 평가 연구에 집중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총량적 측면, 세부부문별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농업재정

재정사업 자율평가(단년도 평가)

중기재정 운용계획

점검․이행평가

거시적인 장기성과 평가

재정운용 수정을 위한 전면 평가

주: 실선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성과평가, 점선은 초기단계이거나 비정기적, 미수행 

성과평가.

그림 2-3. 농업재정 성과 평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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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재정투융자 현황3

2.1.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추이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농식품분야의 재정지출 규모는 2001년 9.6조 원에서 

2011년 14.4조 원으로 1.5배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2000년대 

중반까지 등락을 거듭했지만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산

자료의 특성상 구제역 등 외부충격이 있었던 해의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성과평가를 위하여 5개의 주요 분야(소득, 생산기반, 유통, 농촌, 체

질강화)로 나누어 재정투융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각 분야는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2000년부터의 결산서 프로그램을 분류한 것이다. 2001년 생산기반,

유통, 소득, 축산(체질강화)이 주요 투융자 분야였고, 2011년에는 체질강화,

농촌, 생산기반, 유통 등의 분야에 고루 지출되었다.

5개의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질강화 분야는 경쟁력제고,

친환경농업육성, 식품산업진흥, 축산업진흥, 인력육성,4 R&D5 관련 투자를 

포함한다. 농촌 분야에는 지역농업육성, 농어업복지증진,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촌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이 포함되었다. 생산기반 분

야에는 농지은행, 영농규모화, 농업생산기반확충, 생산기반조성, 기계화가 포

함된다. 소득 분야에는 농가경영안정, 쌀농가소득보전, 농가소득안정 및 부

3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는 결산서 지출금액을 사용하였다.
4 인력 분야에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농수산 인력양성을 포함된다.
5 R&D 분야에는 농식품기술개발정책, 종자관리, 기술개발 및 정보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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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1~2011.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그림 2-4. 농식품분야 재정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담경감이 포함되었다. 유통 분야에는 양곡관리,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효

율화, 생산 및 유통개선, 양곡기금 및 비료농약계정이 포함된다.

체질강화 분야의 재정투융자는 2004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전

체에서 2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과수·축산·식량 및 원예 경쟁력 제고, 해

외농업개발 분야에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친환경비료, 친환경농업인프

라, 농작물피해방지, 광역친환경농업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분야의 사업이다.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농식품 수출촉진,

식품산업기반조성, 식품안전 및 규격, 농식품 안전 정보관리,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등의 단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촌 분야의 재정투융자는 2005년 이래 급속히 증가하여 2007~2011년에는 

전체에서 9.8~11.1%를 차지하고 있다. 2001~2004년까지는 농촌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관련 사업이 농촌 분야의 프로그램이었고 투자 금액은 848억 

원에서 3,16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농촌복지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2006~2007년 농촌지역개발복지증진, 지역농업육성 프로그램으로 7,739억 원,

1조 85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도농교류활성화 프로그램이 추가

되고,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직불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경영안정 분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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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1~2005년 개별기금결산자료에 사업별 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

금운용계획서 상의 세출예산으로 자료를 대체하였다. 단, 축발기금은 결산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1~2011.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그림 2-5. 농업부문 부문별 재정투융자 현황

동하면서 조정이 되어 농어업복지증진,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프

로그램으로 2008년 약 1.2조에서 2011년 1.6조 가량 집행되었다.

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재정투융자는 농업생산성과 직결된 분야로 2000년대

에도 꾸준히 투자되어 왔지만, 그 비중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28.2%

→18.8%). 2005년도까지는 생산기반조성, 기계화 프로그램과 농지기금의 영

농규모화, 농지조성사업 프로그램으로 2.4조 원에서 3.1조 원 가량 투자되었

다. 2006년 이후 농업생산기반확충, 농지은행, 영농규모화 사업을 통해 2.2조

원에서 2.7조 원 가량 투자되었다.

소득보전·경영안정 분야 재정투융자 비중은 2001년 12.3%에서 2006년 

31%로 높아졌다가 점차 낮아져서 2011년 15.5%이다. 현재 농가경영안정 프

로그램에서 직불금을 포함한 재해보험, 농기계임대 등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었다. 2005년까지는 농가부담경감지원 프로그

램으로 부채대책이 대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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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선 분야 재정투융자 비중은 2001년 52.3%에서 2011년 23.6%로 하

락하였고 대부분 기간에 걸쳐 30%를 웃도는 등 전체 투융자에서 큰 부분

을 차지한다. 양곡관리 부분은 이 부문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2. 불용

농식품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3,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332억 원

(59.0%) 감소하였다. 이월, 불용액의 감소는 구제역 및 AI 관련 보상금, 태풍

피해 재해대책비 등 불용예산 재원을 이전용, 이월최소화 노력 등으로 대폭 

줄인 결과이다. 하지만 2012회계연도 결산에서 불용액은 1조 2,000억 원 수

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특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부문의 

미집행, FTA 이행기금 전출금, 쌀소득보전기금의 미집행 등이 크게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또한 불용액 비율이 2000년대 전체 평균은 1.1%였던 타 부처

에 비해 3~5%를 넘나드는 등 불용비율이 높았다. 2011년 결산에서는 예산을 

증액한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쌀값 상승으로 인해 492억 원의 불용이 발

생하였지만 논소득기반다양화 신규사업은 쌀 재고 부족으로 사업초기 400ha

에서 50ha로 줄이는 등 정책혼란이 있었다. 그 외에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200억 원), FTA 보완대책, 밭직불제, 경영회생자금지원 등의 사업

의 집행률이 부진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다.

사실 회계와 회계, 회계 내 계정, 회계와 기금사이의 전입·전출 등 농림수산

식품분야의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한 문제는 전체적인 재정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정부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농식품

부는 2012년 기준 전체 65개의 기금 중 8개의 기금을 운용하여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6 복잡한 재정구조 속에서는 수

요예측의 정확성,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불용액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6 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재정을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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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불용액 예산현액 불용비율 불용액 예산현액 불용비율

2012 12,772 9,490 221,933 4.3% 3,282 73,596 4.5%

2011 3,700 1,574 170,437 0.9% 2,126 71,223 3.0%

2010 9,032 6,257 176,533 3.5% 2,774 98,409 2.8%

2009 13,308 8,887 164,504 5.4% 4,422 67,026 6.6%

2008 14,561 6,745 144,147 4.7% 7,816 59,121 13.2%

2007 13,183 6,163 159,578 3.9% 7,020 69,612 10.1%

2006 3,596 1,578 174,293 0.9% 2,018 89,519 2.3%

2005 11,332 5,768 163,040 3.5% 5,564 63,109 8.8%

2004 12,119 7,837 157,221 5.0% 4,282 72,461 5.9%

2003 6,709 2,415 150,088 1.6% 4,294 75,010 5.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2003~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표 2-1. 농림수산식품부 연도별 불용액과 불용비율

단위: 억 원

자료: 재무부. 1980~1993. 결산개요(통계편)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재정경제원. 1994~1996. 결산개요(통계편)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재정경제부. 1997~2006. 결산개요(통계편)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획재정부. 2007~2009. 결산개요(통계편)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그림 2-6. 연도별 불용비율 추이

단위: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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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융자

2000년대 들어서 ‘농업부문 투융자 사업의 제도 개선’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는 ‘효율적(전략적) 재원배분’을 강조하였다. 또

한 2010년 이후 ‘보조금 개편, 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정’이 예산 편

성의 기본방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렇듯 재정사업의 효율성 강화는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로 융자액의 변동이 있다거나 사업별로 집

행방식의 변동이 있어보이지는 않고 있다. 전체 융자액은 2011년 기준 2조 

8,000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7.6%에 해당한다. 2000년대 융자액의 하락추

세는 그리 크지 않지만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비중의 하락 추세는 더욱 가

파른 것이다. 하지만 재정효율성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나 재원이 충분한 

분야는 과감히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금융기관이나 시장이 잘 발

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하방식(금융기관 융자)7이나 직접융자방식이 정부

의 정책목표를 더욱 잘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상원 2009). 현재의 직접

융자와 대하방식은 수혜자에게 융자되는 모든 자금을 정부가 직접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은 크지만, 한번 큰 자금이 마련되

면 이후에는, 지난 기의 원금상환으로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

인 자금소요는 적다. 반면에 이차보전방식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출되므

로, 동태적으로 본다면 총소요자금은 방식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자금의 관리·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7 대하방식은 금융기관에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은 특정 지원 

대상자에게 정해진 조건에 따라 융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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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무부. 1980~1993. 결산개요(통계편)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재정경제원. 1994~1996. 결산개요(통계편)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재정경제부. 1997~2006. 결산개요(통계편)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획재정부. 2007~2009. 결산개요(통계편)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그림 2-7. 농림수산식품 분야 융자액 비중 추이

단위: 백만 원

　 2000 2003 2005 2009 2011 2012

농특
회계

구조개선계정 1,029,113 434,374 346,253 55,169 59,200 127,221

농특세계정 210,686 93,353 23,460 18,000 12,687 24,458

재특회계　 98,960 270,240 318,740 - - -

에특회계 - - - - 15,870 32,462

농안기금 1,573,886 1,693,812 1,381,519 1,341,339 1,348,654 1,466,501

농지기금　 243,722 312,060 395,937 442,230 590,793 627,360

수산기금　 - 56,128 470,093 481,805 403,042 516,988

FTA기금　 - - 52,596 144,545 169,768 227,629

축발기금　 361,819 346,322 375,629 323,275 220,281 267,495

합계 3,518,186 3,206,289 3,364,227 2,806,364 2,820,295 3,290,11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2000, 2003, 2005.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표 2-2.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원별 융자 현황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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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투융자 판단지표와 농업경쟁력

농업부문의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농업부문의 예산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지

표로 예산비중, GDP 비중 대비 예산비중을, 농업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총요소생산성, 농업자본축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농업예산비중8

농업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가장 일반적으로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 예산의 비중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농업부문 예산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미국과 일본은 감소 추세에

서 최근 약간 증가한 모습이다. 하지만 단순 예산 비중의 국제 비교는 각국

의 경제구조의 차이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비중 차이를 반영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06 ’10 ’11 ’06 ’10 ’11 ’06 ’10 ’06 ’10 ’11

농업부문예산/
국가전체예산

6.7 5.9 5.7 2.7 2.4 3.7 6.5 5.9 3.6 2.5 2.5

주: 한국 농업부문 예산은 외청포함한 농림수산부문 예산 적용.

자료: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수정 인용.

표 2-3. 국가별 농업부문 예산 비중변화

단위: %

8 원칙적으로 농업·농촌 부문의 예산을 의미하나 편의상 농업부문 예산으로 통칭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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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2009

GDP 비중(A) 2.80 1.40 1.40 0.86

예산비중(B) 5.93 2.90 3.10 6.30

B/A 2.12 2.07 2.21 7.33

2010　

GDP 비중(A) 2.60 1.40 1.00 1.10

예산비중(B) 5.89 2.60 3.60 5.90

B/A 2.27 1.86 3.60 5.36

2011

GDP 비중(A) 2.70 1.16 1.09 1.30

예산비중(B) 5.71 2.40 3.74 6.19

B/A 2.11 2.07 3.43 4.76

주: 1) 2009~2010년 비중은 OECD, agriculture in GDP(%) 자료를 인용. 2011년

은 CIA factbook GDP by sector 인용.

2) 한국의 농업예산비중은 외청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이다.

자료: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www.oecd.org>.

세계농업 제141호 p.27~53.

표 2-4. 국민경제 비중 대비 재정규모 비중

단위: %

이에 각국의 경제구조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림어업 GDP 비중 대비 

농림어업 재정규모비중 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농림어업이 국민경제에 기여

하는 정도에 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을 본다는 의

미가 있었다. 상대비교에서 한국의 수치가 선진국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아 

재정규모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NABO 2011; 서세욱 2012). 농림수

산식품분야의 재정규모 비중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을 상대비

교 해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 2.6, 일본 2.1, 미국 2.59, 독일 5.4, 영국 1.6,

프랑스 2.4이다(서세욱 2012).

농림어업 GDP 비중 대비 농림어업 재정규모 비중 수치를 2009~2011년으

로 업데이트한 결과 2010~2011년 사이 한국은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10의 경우 독일과 마찬가지로 

9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 2008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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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수준의 상대비교 수치가 나타났다. 소농 중심의 한국농업의 모델

로 볼 수 있는 스위스는 직불금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비교 수치는 

우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2-4>.

농림어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한 상대비교 수치에서 산출변

수로 사용된 자료는 농업 GDP이다. 따라서 산출물인 GDP와 직접 관련이 없

는 복지, 식품영양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외하여 조정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한국의 경우 최근 농촌복지, 농촌개발과 관련한 예산의 증

가로 각 연도 예산비중에서 1%p 이상씩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비교 수치

(B/A)가 약 0.6%p 내외로 낮아졌다. 미국은 식품영양보조 예산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다. 일본은 최근 농업예

산을 다시 증가시키는 추세였기 때문에 2011년 기준 한국보다 높은 조정상

대비교 수치를 나타내고, 미국 역시 예산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확인 가

능하다. 스위스의 경우 조정된 예산비중에서도 타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대

비교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한국의 상대비교 수치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은 사실이지만, 추세의 방향이 국가에 따라 다르고 국가별로 특정 외부효과

가 있었던 연도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특정연도의 수치를 비교하여 재정

규모 전체를 판단하는 것, 즉 나라에 따라 농업의 발전 정도와 자본의 축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예산비중만으로 재정규모의 적절성을 판

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농업예산 비중에 비해 GDP 비중은 해당 국가의 농업분야 경기를 반영하게 

되므로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상대비교 결과가 다

소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10 스위스는 1996년 헌법을 개정하여 농업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

산 활동과 결합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였

다(이정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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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2009

GDP 비중(A)* 2.80 1.40 1.40 0.86

예산비중(B)** 4.36 1.77 1.49 6.05

B/A 1.56 1.26 1.06 7.03

2010　

GDP 비중(A) 2.60 1.40 1.00 1.10

예산비중(B) 4.24 1.95 1.62 5.90

B/A 1.63 1.39 1.62 5.36

2011

GDP 비중(A) 2.70 1.16 1.09 1.30

예산비중(B) 4.04 1.90 1.67 5.66

B/A 1.50 1.63 1.53 4.35

주: 1) 2009~2010년 비중은 OECD, agriculture in GDP(%) 자료를 인용. 2011년은 

CIA factbook GDP by sector 인용.

2) 예산비중은 각국의 농업예산에서 GDP와 관련된 예산만으로 조정하였음. 미국

은 농촌개발, 식품영양보조 한국은 농촌복지와 식품업, 일본은 공공사업비, 스

위스는 기본향상(basic improvement)을 제외한 것임.

자료: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www.oecd.org>.

표 2-5. 국민경제 비중 대비 조정재정규모 비중

단위: %

3.2. 농업경쟁력 판단 지표

3.2.1.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영세소농구조의 우리 농업의 활로로 기술진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우리 농업의 특성상 정부의 재정투입 기여

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업부문 재정투입의 과다 여부에 대

한 논쟁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

업투자 성과인 농업경쟁력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이란 노동과 자본 등 총요소투

입의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이는 산출증가율을 요소투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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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단위:%)

A/B
농림어업(A) 전산업(B)

이탈리아 2.81 0.17 16.53

벨기에 1.16 0.11 10.55

덴마크 1.88 0.28 6.71

EU10 1.97 0.34 5.79

독일 2.34 0.43 5.44

미국 2.01 0.4 5.03

한국 1.16 0.25 4.64

네덜란드 0.82 0.19 4.32

오스트리아 1.67 0.42 3.98

프랑스 2 0.52 3.85

영국 0.95 0.36 2.64

일본 0.28 0.17 1.65

핀란드 1.35 0.84 1.61

스페인 1.63 -0.02 -81.5

평균 1.573 0.315 4.984

주: 1) 국가별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집계(aggregation) 시 30개 개별업종의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함.

2) EU10은 위 표에서 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10개국을 포함함.

3) 네덜란드의 분석기간은 1988∼2005년임.

자료: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2011). <표 V-6> 및 <부표 115>. 한국생산성본부.

표 2-6. 국가별 농림어업 및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평균증가율(1981～2005년)

한 기여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에 의해 

측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성 측정은 측정의 용이성으로 인해 노동생

산성 또는 자본생산성 등 단일요소생산성을 이용한다. 즉, 산출을 노동투입 

또는 자본투입으로 나눈 개념인 (평균)노동생산성, (평균)자본생산성을 말한

다. 하지만 단일요소생산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

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두 단일요소가 각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

라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흔히 설명되지 않은 잔차,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의 측정, 지식의 진보 또는 기술진보지수로 일컬어진다. 즉, 한 경제에 

이용되는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의 투입량이 전기에 비해서 2배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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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산출량도 정확히 2배가 되었다면 총요소생산성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투입이 2배가 되었을 때 산출량이 2.3배 증가했다면 산출량

과 투입량의 잔차 0.3만큼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한 것이 된다(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2012). 기술진보로 대변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구조개선, 구조조

정, 제도의 발전 모두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된 생산성 향상은 생산함수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이동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로 해석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

성이 하나의 실용적인 개념으로 정립되고 측정되기 시작한 것은 Solow(1957),

Kendrick(1961) 이후이다. 타 산업과의 총요소생산성 비교 또는 전 산업 총요

소생산성 대비 농업 총요소생산성의 비중지표를 통해 우리 농업부문의 효율

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전 산업 대비 농업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는 농

업경쟁력비교로 통상적으로 해석된다.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64로 타

국에 비해 중간값(median) 정도이다. 농림어업 분야의 총요소생산성 평균증

가율에서 한국은 1.16으로 이보다 낮은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일본 정도로 

타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 평균증가율 역시 0.25

로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기간별·부문별 총요소생산성의 산출기여율11을 보면 전 기간에 걸

쳐 농림어업 부문 총요소생산성 산출기여율이 높고 특히 2000년대 초반의 

기여율이 매우 높아져서 2000년대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산출기

여율이 매우 높은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여전히 기술 및 경영혁신 등을 포

함하는 생산의 효율성 증가보다는 요소투입 의존도가 높다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업부문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11 총요소생산성의 산출기여율=총요소생산성증가율/총산출증가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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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2011), 한국생산성본부.

그림 2-8. 기간별 부문별 총요소생산성의 산출기여율(한국)

결론적으로 농업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낮지 않은 총요소생산성을 유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출기여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기술진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간 생산기반정비, 규모화를 위

한 구조조정 관련 투자, 농업부문 기술개발 투자, 인력육성을 위한 예산투자

의 효과가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농가 및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민간의 자본 투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예산투입에 기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산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Sheng et al. 2011; Suphannachart and Warr 2011; Chand

et al. 2012).12

3.2.2. 자본스톡

재정투자 금액, 비중 지표는 모두 1년간 정부의 노력에 의해 농업에 흘러들

12 농업부문 재정투융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한 선행연

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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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투융자 자금의 양을 비교하는 것일 뿐, 농림수산업에 축적되어 있는 

자본13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축적된 자본(stock), 즉 농

업 인프라는 농업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스톡은 농업투자성

과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투융자의 적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

가 간의 연간 투자액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투자되어 있는 총

량, 즉 자본축적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자본

스톡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제적 비교의 의의를 살리는 차원에서 많은 국가

들의 자료를 동일 수준과 기준에서 작성된 FAO 자료14를 이용하였다.

주요국의 농업자본축적량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975년에 62억 8,600

만 달러에서 2007년 173억 100만 달러로 2.75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

지, 기계화 부분만을 포함하면 1975년 26억 2,400만 달러에서 2007년 98억 

6,600만 달러로 3.75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일본은 1.84배 증가하였다. 미국

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의 경우 자본스톡 증가속도로 미루어 볼 때 자본축적

량이 어느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1975년에 비해 0.98배(스위

스), 0.93배(영국), 0.96배(미국), 0.89(프랑스), 0.61(독일)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농업자본스톡 총량은 FAO가 자료를 제공하는 206

개국 중 55위 정도이다. 농업규모를 감안하면 농업인구 1인당 자본은 80위,

농지 1ha당 자본은 5위이다. 농지평가액을 제외하면, 전체 자본스톡은 41위,

농업인구 1인당 자본은 66위, 1ha당 자본은 4위이다.

13 여기서 자본은 농가가 소유한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연령과 교육수

준), 사회간접자본(인터넷, 농산물 유통시설 등 생산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학

교, 병원 등 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자본(농업·농촌·농민의 신뢰 

수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4 FAOSTAT에서 제공하는 농업자본스톡(agricultural capital stock: ACS)은 토지개

량(land development), 축산-고정자산·재고(livestock-fixed asset·inventory), 기계

(machinery&equipment), 농작물(plantation crops), 축산구조물(structures for live-

stock)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체 자본축적량 측정치는 토지, 축산, 기계화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달러로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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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STAT.

그림 2-9. 우리나라의 농업자본스톡(stock)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FAOSTAT.

그림 2-10. 주요국의 농업자본스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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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재정투융자는 농업자본축적량과 양의 관계에 있고(FAO 2009),

농업부문 생산성은 정부의 재정투자(R&D 분야, 비 R&D 분야)에 영향을 받

기 때문에(Fan and Saurkar; IFPRI) 농업부문 자본축적량이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재정투융자의 성과, 농업경쟁력을 판단하는 지

표로 자본스톡당 농업생산성을 계산하였다. 즉, 자본스톡의 총량 비교와 더

불어 비슷한 규모의 축적량이 얼만큼의 성과를 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이용하여 국제비교한 것이다.

<표 2-7>은 주요국에 대해 자본스톡당 농업생산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한

국은 1.94로 전 세계 평균 0.39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며 비교 대상국 중 1위

이다. 한국과 비슷한 농업규모의 국가의 GDP/ACS 결과는 <그림 2-11>과 같

다. 대부분의 국가가 1 이하이다. 과잉투자로 인한 비효율논란이 있는 일본

을 제외하고서라도 비슷한 농업구조인 스위스의 경우에도 0.73에 불과하다.

인프라 구축 면에서 아직 발전단계인 중국보다도 높은 생산성은 주목할 만

하다.

한국의 자본축적당 생산성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은 총요소생산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정투입의 성과로서 농업경쟁력이 높다는 것뿐 아니라 그간의 

시장효율화, 구조조정,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등 농업환경 전반을 개선시키

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성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위스 중국 World

GDP/ACS 1.9440 0.2888 0.3622 0.4256 0.7302 0.8855 0.3960

주: GDP/ACS=농업GDP/자본스톡, ACS(Agricultural Capital Stock) 농업자본스톡.

자료: FAOSTAT.

표 2-7. 주요국의 농업자본스톡당 생산성(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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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ACS

GDP

자료: FAOSTAT.

그림 2-11. 주요국의 농업 GDP와 자본스톡 대비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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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제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농업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지

표로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 예산의 비중을 이용하기도 하

고 농림어업 GDP 비중 대비 농림어업 재정규모 비중의 비교를 이용하기도 

한다. 단순한 예산 비중의 국제 비교로는 각국의 경제구조의 차이 및 국민경

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비중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GDP 비중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농업의 발전 정도와 자본의 축적 정도가 다르기 때문

에 특정 연도의 예산 비중 혹은 상대비교 같은 단순한 수치로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과거 45조 원 투융자, 119조 원 

투융자 계획에 대해 비판이 있었던 농업부문 예산 성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하여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재정투자 성과 분석을 위한 계량분석에서 김용택 외(2003)는 농림예

산지출이 품목별 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를 고정효과추정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품목별로 동일한 투자의 한계효과를 가정하

였는데 추정결과 투융자변수와 생산성 증가율 변수 간의 탄력도가 0.04로 나

타나 농림예산을 1조 원 추가 지출하면 생산성은 약 4%가 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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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 손민규(2013)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성장에 미친 영향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1986~2011년 중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을 시기별로 

추정한 결과 지출 확대 직후 GDP 성장률이 약 3~4분기 동안 유의하게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재량적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지출승수는 평균 0.63이라고 분석하

였는데 정부가 100원을 쓰면 GDP가 63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Sheng et al.(2011)의 연구에서 호주 R&D 투자는 28%의 

수익률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외국 자본의 호주에 대한 R&D 투자효과

를 조정한 것이고 ARIMA, ECM 모형을 사용하여 평균 효과뿐 아니라 장단

기 효과를 구분하였다.

이외 농업 전체 재정투자에 관한 효과 분석 연구에서도 농업투자의 이질

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이고 이질성을 컨트롤하지 못

할 경우 재정투자의 총액이 국민 경제의 성장 혹은 농촌 지역의 빈곤율과 직

결되는 결과는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Mogues et al. 2012). 100개국을 대상으

로 한 분석에서 Easterly and Rebelo(1993)는 교육, 주택 등 인프라 구축, 교통·

통신에의 투자에 비해 농업투자가 GDP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하였다.

70여 개국을 대상으로 Solow-Swan model을 이용한 Milbourne, Otto, and

Voss(2003)의 연구의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Mogues(2011)의 에티오피

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농촌지역의 소득

이 올라감을 밝혔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순히 농업 GDP, 전체 GDP에 미치는 재정투융자 효과는 발견하기 어려

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과 기간, 변

수를 찾는 분석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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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및 자료

2.1. 모형

우리나라 재정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세입내세출’

원칙에 의거하여 경기동행적으로 운용된 측면이 강하였으나, 90년대 외환위

기를 계기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형수 

2009).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투입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주요국을 대상으로 재정승수 관련 연구가 다시

금 주목받고 있다(Coenen et al. 2012).

실제로 재정지출 확대의 성장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지출승

수를 이용한 분석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지출승수는 재량적 정부지

출(ΔG)에 대한 GDP 변화분(ΔY)의 비율로 정의되며 재정지출 1원 추가 확대

에 따른 GDP 증감액으로 해석 가능하다. 비록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있어서

는 재정정책이 경기동행적인지, 최근 경기 대응면이 강화된 것인지 밝힌 연

구는 없는 등 선행연구가 부족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출승수를 통해 정부

의 농업투자 성과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경제이론에 바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인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의한 방법과 비구조모형(nonstructural model)인 시계열모

형에 의한 방법이 있다. 구조모형(거시계량경제모형)은 특정한 경제이론에 

바탕해서 경제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 예측을 

수행하고 비구조모형(시계열모형)은 특정한 경제이론보다는 자기상관관계

(autocorrelation) 등 주로 경제변수의 과거 행태에 근거해서 해당변수의 미래

값을 예측한다. 대표적인 시계열모형으로는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모형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Box and Jenkins)과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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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Model: VAR; Sims) 등이 있다.

우리나라 지출 승수를 추정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구조적 VAR(structured

VAR) 접근법을 적용하였는데, 분석기간과 분석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최진호 외 2013).15 최진호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구조적 VAR

대신 TVP-SVAR를 이용하여 시기별 지출 승수를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VAR 모형 대신 ECM을 이용하여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고

자 한다. 시계열자료의 경우 시간 순서에 따라 자료가 정렬되므로 과거자료

가 현재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전통적인 OLS 추정치의 기

본전체를 위반하게 되므로 OLS 추정치의 편이가 있게 된다. 또한 시계열 자

료의 평균과 분산 등(time-dependent moments)이 시간에 따라 증가되는 불안

정적(nonstationary)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Dickey-Fuller 검정을 통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을 점검하고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을 통해 평균적인 효과를 분석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ECM(error

correction model)을 적용하였다. 단순히 전기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통해 내

생성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과거의 정보가 단지 한 기(one-time) 동안에만 

그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장기적 균형관계(long-run relationship)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ECM이 필요하다.16 추정을 위해 Engle and Granger(1987)

15 허석균(2007)은 1980~1990년대 한국은행 국고대차대조표 시계열 자료를 이용

하여 시산한 단기 지출승수가 대개 0.4 이하의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 김배근(2011)은 2000년대를 대상으로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면서 수준 

VAR(level VAR) 모형을 통해 시산한 단기 지출승수가 지출항목별로 0.5~2.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16 대부분의 시계열은 추세를 갖고 있어 시계열을 일차 또는 그 이상의 차분을 통

하여 시계열을 정상화한 후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차분은 원자료가 갖고 있는 

장기적 특성을 잃는 단점이 있다. Engle과 Granger(1987)는 개별 시계열이 비정

상계열(또는 불안정계열)로 추세변동이 있더라도 이들 시계열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관계를 갖도록 하는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이 존재한다면 

이 선형결합은 안정시계열이 되며, 이들 시계열은 공적분(cointegration)관계에 

있다고 하였다(문권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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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wo step ECM을 적용하였다.

Engle-Granger two step ECM을 이용하면 단위근을 가진 종속변수와 설명변

수 사이에 공적분(cointegrating) 관계가 있을 때 잔차의 독립·동일분포(i.i.d)를 

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편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식(1) 추정치

로부터 구한 잔차를 이용하여 식(2)를 추정하는 것인데 이 때 장기효과는 

에 의해서 조정된  이고 단기효과는 ′ ′이다.

ln   lnln  식(1)

 ′  ′′ 식(2)

 ln  식(3)

2.2. 자료

농업 GDP와 정부지출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GDP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변수를 다른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R&D 투자, 인적자본, 농가교역조건을 제시하였고 국가 전체 지출

승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기국면, 재정건전성, 수입의존도, 가계부채,

정부투자지출 비중이다.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로는, 실질 농업생산액17, 실질 농업부문 지출액,

관찰되지 않은 인적자원을 대변하는 교육 변수는 전체 농업경영주 중 고등

17 산출의 경우 총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 논란이 있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간투입물 사용량을 배제한 채 

부가가치가 노동 및 자본과 같은 본원적 생산요소에 의해서만 생산된다고 가

정한다. 하지만 중간투입물과 부가가치 간에 존재하는 분리성은 생산기술에 관

하여 매우 강한 가정을 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농업의 경우 비료나 농약과 같

이 농업 이외의 투입물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부가가치

를 이용한 산출량 집계는 문제가 있다(김용택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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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 자본스톡, 자본투입증가율, 노

동투입증가율, 음식료품 구입지출, 농가교역조건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의 기간은 1970~2012년이다.

변수명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농업생산액(억 원) 41 258,180 68,182 141,103 367,988

농업지출액(억 원) 43 73,950 60,948 524 169,961

농가교역조건 43 118.7 12.4 91.8 134.5

자본투입증가율(%) 40 2.50 2.73 0.18 10.34

노동투입증가율(%) 40 -1.10 2.28 -7.8 3.74

음식료품소비(천 원) 43 2,044 1,266 143 4,215

자본스톡(백만 달러) 33 11,193 3,930 6,100 17,301

토지자본스톡(백만 달러) 33 2,339 133 2,099 2,502

교육 41 15.0% 8.4% 4.7% 34.5%

표 3-1. 주요변수 요약

3. 분석결과

3.1. 불안정적 자료(non-stationary data)

농업생산액과 정부지출은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두 자료 모두 불안정적이

며, 이 둘의 공적분 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 ADF 검정결과 두 시계열 모두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고 두 시계열 간 회귀분석 잔

차를 검정한 결과 공적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두 시계

열은 단위근이 존재하고 공적분 관계에 있다. 두 시계열은 경기동행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스템 방정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농업생산액에 미치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

액을 종속변수로 정부지출액을 독립변수로 보았다.



농업 재정투융자 총량성과평가  41

11
.8

12
12
.2

12
.4

12
.6

12
.8

ln
ou
tp
ut
20
00

1970 1980 1990 2000 2010
year

6
8

10
12

ln
re
al
pi
nv
e1

1970 1980 1990 2000 2010
year

주: 실질농업생산액(Inoutput2000)과 정부지출액(Inrealpinve1)에 로그를 취한 자료임.

그림 3-1. 농업생산액과 정부지출액 시계열 추이

지출증가율 농업생산액

그림 3-2. 농업생산액과 농림업지출액의 경기동행성

단위: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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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ngle-Granger two step ECM

종속변수는 농업생산액(lnoutput2000), 설명변수는 정부지출액(lnrealpinve1),

자본투입증가율(growth_input_k), 노동투입증가율(growth_input_l), 교육(lnedu2),

소비(lncon), 교역조건(lnagtot)이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의 농업생산액에 대한 

단기효과는 0.1207로 나타났다. 즉,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이 1% 증가할 때 농

업생산액은 0.12%증가한다는 것이다. 오차수정계수(error correction coefficient)

는 -0.7815로 당기의 단기효과가 장기적인 균형값으로 78%의 속도로 돌아간

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ECM 방법이 적절하다면 유의한 오차수정계수값이 -1

과 0사이에 있어야 한다. 자본투입에서는 자본투입증가율이 1%p 증가 시 농

업생산액 0.0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자본스톡, 교역조건, 노동투

입, 교육, 소비 변수는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정부지출의 농업생산액에 대한 장기효과는 0.116118로 단기효과에 비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지출 1%가 증가할 때 농림업생

산액이 0.1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정부지출이 16조  

원이고, 농업생산액이 43조 원 가량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이 1조 원 증가

하면 약 3,117억 원의 생산액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

로는 정부지출 1% 증가할 때 농림업생산액이 0.12% 증가하므로 정부지출

이 1조 원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약 3,225억 원의 생산액 증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18 E/G two step ECM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장기관계를 말해주는 계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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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lnoutput2000

D.lnrealpinve1 0.1207***

(0.0327)

D.lnland 0.3426

(0.8014)

D.growth_input_k 0.0121**

(0.0044)

D.growth_input_l -0.0006

(0.0030)

D.lnedu2 0.0160

(2.0769)

D.lncon -0.0762

(0.1309)

D.lnagtot -0.3190

(0.1987)

L.ehat -0.7815***

(0.2012)

Constant 0.0143

(0.1001)

Observations 32

R-squared 0.6206
주: ( ) 안은 표준편차.

*** p<0.01, ** p<0.05, * p<0.1

표 3-2. 분석결과: Engle-Granger two step ECM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재정지출의 효과는 1%p 상승 시 GDP 성장률이 당

기에 약 0.03~0.15%p 상승하는 등 재정의 성장효과가 약 4분기 동안 지속된 

뒤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최진호 외 2013). 같은 연구에서 재정

지출의 성장효과는 2000년대 들어서 약화되는 모습이 뚜렷하다는 것을 밝혔

는데 2000년 이전에는 재정지출 1원 추가확대 시 GDP가 같은 분기 중 0.76

원 늘어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GDP 증가폭이 당기 0.27원에 그쳐 재정지

출의 성장효과가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업의 경우에도 단기효과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역산하면 농업부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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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를 구할 수 있다. 1970년부터 2011년 평균적으로 정부지출 1원 추가확

대 시 농림업생산액은 2.04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 비해 

현재 실질 농림업생산액은 두 배 조금 넘게 증가한 것이지만 실질지출액은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승수의 시계열 편차는 매우 클 수밖에 없

다. 1970년대 초반에는 1원 투자 시 5원 이상의 효과를 얻었지만, 1980년대

에는 0.6~2원, 1990년대 개방을 계기로 크게 감소하여서 0.26원대까지 하락

하였다가 1995년부터 현재까지 0.2~0.3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큰 폭 하락은 생산 측면에서 외부충격이 매우 컸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에의 투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반등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의 평균 지출승수는 

6원, 1980년대는 1.2원, 1990년대는 0.4원, 2000년대의 평균 지출승수는 0.28

원이다.

현재 기준으로 농업에 1조 원을 투자했을 때 3,000억 원만이 성장효과로 직

접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농업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최근의 지출승수 하락세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2000년 이후에는 단기승수가 0.27로 낮은 편이

고(최진호 외 2013) 농업부문의 지출승수는 이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여

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수입증가로 국내지출이 모두 성장효과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복지강화 등에 집중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증가로 인하여 농업에의 투자가 모두 생산 증

가효과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농촌개발, 소득안정 등

의 분배, 삶의 질 측면에 투자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액 증가효과가 

점차 낮아졌다. 2000년대 들어서 지출승수가 낮아진 것이다. 또한 농업뿐 아

니라 농업관련사업의 비중이 매우 커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반영한다

면 실제 지출승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생산기반정비 분야에

의 지출과 축산을 제외한 생산액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의 지출승수는 2원 

이상의 값을 보였다(김미복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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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정투융자 사업분야별 성과평가 제4장

제3장에서 농업부문 재정투입에 대해 총량적인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과거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향후 재정투융자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성과가 좋았는지, 어떤 분야가 부족

했는지에 대한 분야별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농업분야의 재정

투융자를 5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분야별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고 개별 사업의 특성이 고려되는 엄밀

한 성과평가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인 성과평가만을 다루고 

있다. 분석틀 적용 및 심층사례분석의 일환으로 농업체질강화 분야에 대한 

성과평가는 제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 성과평가 분석틀과 자료 

일반적으로 기업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정부 등 공공

부문은 산출(output) 또는 결과(result)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아서 전통적으로 투입(input)에 중점을 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영선 외 

2004, 38). 즉 재정투입이 합법적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확산된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공공부문

의 개혁은 정부도 기업처럼 절차나 규칙이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된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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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바뀌었다.

정부부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result-oriented

management)에서 성과관리는 공공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의 설정과 이를 조

직 전체와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연계시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Politt 2002; 고영선 외 2004, 39에서 재인용). 고

영선 외(2004)는 이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성과관리의 개념은 일반적인 재정성과평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투입, 과

정, 산출, 결과의 단계별 지표분석을 통한 성과분석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OECD/DAC

Performance Budgeting: linking funding and results(IMF)). 성과관리에서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재는 척도로서 성과지표가 중요하다. 성과지표는 사업의 

추진과정과 그 사업의 영향으로 초래된 결과에 이르기까지 투입 과정 산
출 결과의 각 단계별지표로 분류된다. 투입(input)은 사업수행에 사용된 예

산, 인력, 기타자원을 말하며, 과정을 보는 활동(activities)은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행한 업무를, 산출(output)은 투입과 활동의 결과로 생산

된 재화 및 용역을, 결과(result)는 산출이 사업대상 또는 경제·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말한다(고영선 외 2004, 69).19

재정사업의 평가수단의 하나인 성과감독(performance monitoring)은 성과

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목표치 또는 기대치와 비교한

다. 이를 위해 임무 및 목적선언문 작성 전략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성과지표 설정 등 일련의 단계적 작업을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정부는 성과관리체계에서 이를 활용하여 부처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

다. 성과감독은 일상적으로 수집되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평가에 비해 용이하나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영향

19 결과를 outcome으로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성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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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성과관리의 또 다른 수단인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는 특정사업의 

중요한 제반 측면과 그 가치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하여, 정책목

적 달성에 대한 사업의 기여도, 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 사업평가는 성과감독의 단점인 사업성과의 인과관

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 영향도를 계측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정보, 인력 등 자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 또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단

점이 있다.

성과감독이든 사업평가이든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자료와 

정보, 시간이 요구된다. 성과감독은 사업추진의 점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평가의 관점과 지표의 선정이 단기적인 데 치우친다. 사업의 중장기적인 산

출이나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사업평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

업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는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

다. 정책방향 설정과 과제 발굴 같은 분석 작업을 할 경우 이 두 개의 중간에 

위치하는 평가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함으로써, 세세한 것

에 얽매이지 않고 큰 줄기를 찾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성과분석을 시도한다.

분석대상은 농정의 핵심 사업부문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생산기반정비,

유통개선, 농촌개발 등 4개 부문으로 하였다. 농업정책의 중심인 경쟁력 강

화와 체질개선 부문은 다음 5장에서 개별 사업단위별로 구체적인 성과분석

을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별 사업단위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해야 하

는 사업평가의 방법은 시도하지 않기로 한다. 요컨대 여기서 분석하고자 하

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업평가가 아닌 사업부문의 성과에 대한 검토·

분석이다.

분석틀은 사업의 목적(goal), 전략(strategy), 투입(inputs), 산출(outputs) 및 결

과(outcome)의 흐름을 파악하여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관점이 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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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분야별 성과지표 분석틀

업목적은 대상 사업부문별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다. 사업

목적과 전략 분석은 사업부문별 분석의 도입부인 정책분석에서 다룰 것이다.

투입은 사업에 지출된 재정투입으로, 산출은 사업의 실적으로 파악하고 결

과는 사업의 궁극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보고자 한다. 재정투입은 해당 사업

부문의 주요 사업 또는 사업그룹의 재정지출로 측정되며, 지출규모와 사업

별 배분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성과평가는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① 집행 수준, ② 목표 달성도, ③ 정책

수단의 유효성(효율성, 적합도, 효과성), ④ 종합의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집행수준은 당초의 계획을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보는 것으로서 평

가지표로는 계획 대비 재정의 집행률을 활용할 것이다. 목표달성도와 정책

수단의 유효성 평가의 지표는 각 사업부문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종합은 사업의 목적과 전략, 재정투입(inputs), 목표

달성도(outputs or outcomes), 정책수단의 유효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

하여 평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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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의 분류는 분류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의 분야  사업부문  단위사업의 3단계 구분법

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업분야는 농업·농촌 재정투융자사업을, 사업 부문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생산기반, 유통개선, 농촌개발, 농업체질개선 등 단위

사업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단위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배수개선사업 등 

개별사업을 칭하는 것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결산 자료는 사업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5단계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으

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이나 119조 원 투융자사업 분류에서

는 사업분야  부문 또는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3단계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사업의 분류 방법에 대한 특별한 논의 없이 분석

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였다(박성재 외 2007b; 박성재 외 2006b; 김용택 외 

1997).

본 분석에서 이용된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119조 원 투융자사업 자료

이며, 보조적으로 정부의 성과평가결과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0년 이후를 중심 분석 대상기간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의 기

간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2. 농정전략과 농업재정 편성 방향의 변화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융자 정책은 정책환경변화와 정부의 

국정철학에 영향을 받아 변해왔다. 농산물시장개방을 전제로 구조개선과 경

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던 김영삼정부(문민정부)는 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

비 등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중대농 중심의 규모화·전문화를 위

해 농가를 선택적으로 지원하였다. 1992～1998년의 42조 원 투융자계획과 

1995～2004년의 15조 원 농어촌특별세사업이 계획되어 집행되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 규모화·전문화, 첨단시설과 기술농업 지향의 투융자 확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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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고 부채증가와 상환부담의 가중을 가져와, 이 부담

을 이기지 못한 다수의 농가가 도산위기에 몰렸다.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농가부채 위기의 극복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재원을 배정하였

다. 1998년부터 2003년에 걸쳐 연이어 부채대책을 실시하여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재정배분은 2000

년대 후반까지도 영향을 받았는데, 2008년의 경우 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안

정부문 지출의 75.5%가 부채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정부 시절 추진해온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소수 엘

리트 중심의 지원정책이었다고 반성하고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유지와 유

통혁신,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정(농소정)을 강조하였다. 전 정부의 제1차 투

융자계획에 이어 6년(1999～2003) 동안 45조 원 투융자계획을 세워 집행하였

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농가부채 문제로 인한 시기적 상황에 따른 재원배분

의 특징을 제외한다면 재정운용 면에서의 농정 전략은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었고, 사업부문별 재원배분의 변화도 크지 않았다.

노무현정부(참여정부)는 지지부진한 도하라운드 진행 상황을 뛰어넘을 개

방전략으로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에 대

응한 농업·농촌분야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였다. 2004년부터 10년(2004~2013)

동안 119조 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은 한편으로는 FTA 등 개방속

도를 높인 데 따른 보상과 경쟁력 강화 투자를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촌인구의 유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었다. 농

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예산을 2014년까지 농림예산의 22%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대책에 22조 원을 투입하겠

다고 하였다. 119조 원 투융자 중 농촌부문에 투입되는 자금의 비중은 2004

년 8.8%(집행액 기준)에서 2008년 15.3%로 높아졌다. 농업 중심의 산업정책 

일변도에서 지역정책으로서의 농촌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정책의 분화와 균형

을 조정하는 시기였다 할 수 있다.20

이명박정부(MB정부)는 지속적인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장기침체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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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농업과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분야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활로를 

열어갈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식품산업을 주원료를 공급하는 농

업과 연계시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수출지향적 규모화된 농업

의 육성, 새로운 수요로 성장이 기대되는 말산업, 반려동물, 곤충사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였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 및 지역개

발 중심의 농촌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한편 그동안의 농

업·농촌투융자의 집행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보조금 개편과 유사사업 통·폐합과 같은 재원배분의 효율

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한 통

화공급의 증가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

한 재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구분 정책사업 기본 방향

2000～2003 농가경영안정, 농업경쟁력 제고, 유통효율화

2004～2008

농업·농촌종합대책

농업: 체질개선, 농업인: 직불제 확충 및 경영안정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충 및 지역개발

2009～2012

효율적 재원배분(보조금개편, 유사사업 통·폐합)

성장동력(식품산업 등)

수급안정, 한미 FTA 보완 등 현안 중점

2013 전략적 재정지원

자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각 연도. 농림수산식품부.

표 4-1. 정책사업 기본방향의 변화(2000～2013년)

박근혜정부는 2013년 농정의 기본방향을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

20 농정기조를 ‘튼튼한 체질을 지닌 산업으로서의 농어업, 다양한 산업 입지와 풍

요로운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어촌 지역의 개발, 도시에 못지않은 수준으로의 농

어민 복지향상’(농어촌발전위원회 1994, 14)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1994년 농어

촌발전위원회의 주장에 근접한 재정배분의 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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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 실현에 두고 이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

부의 국정운영의 화두인 복지정책의 확대와 재정소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

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강조됨으로써 MB정부의 재정운용 효율화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 분야별 성과평가

3.1. 소득보전·경영안정

3.1.1. 정책의 개념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개념은 정책변화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그

림에서 C→C'), 일정 수준 이하의 빈곤가구 지원을 의미하는 소득안전망(B),

재해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소득의 단기변동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변동

완화(A)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다(박성재 외 2006a). WTO 체제 이전에는 농

가의 소득지지를 위한 가격지지가 중심 정책이었으나 이후로는 소득보전정

책으로 전환하였고 대신에 소득변동 완화 등 리스크관리 정책의 비중을 높

여왔다. 하지만 소득보전 분야 중 소득안전망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지 

않다.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분야의 정책사업은 분류기관 또는 분류자에 따라 사

업범위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119조 원 투융자집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에서는 ‘경영 및 소득안정 강화’라는 명

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수급 및 가격안정,

경영안정 강화, 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확충, 수입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 5개 사업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에는 쌀소득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의 사업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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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수급 및 가격안정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채소수급안정제, 채소계

약재배안정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안정 강화는 재해보험, 가축공

제, 경영회생, 부채대책 이차보전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조건불리 및 

경관확충은 조건불리지역 지원과 경관보전직불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입피

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은 과원폐업지원(한미FTA), 과실류소득보전직불(한

미FTA)을 포함하고 있다.

A

B

C

C'

소

득

빈
곤
선

자료: 박성재 외(2006a).

그림 4-2. 소득안정정책의 개념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정책은 소득이 발생한 이후의 농가경제 상태를 기준

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지원수준 등을 판단하고, 정책의 집행을 통해 안정적

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증대정책은 이와는 달리 생

산을 늘리거나 수익성을 제고시켜 기존의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하

는 것이므로 생산단계에 대한 정책이다. 따라서 소득증대정책과 소득보전정

책은 구분되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증대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소

득보전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안정성의 문제도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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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정책(안전망정책)의 문제는 분배정책이기도 하지만 소득증대가 순

조롭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은 2000년대 이전에

는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한 소득의 증대로 소득불안정 및 경영불안정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간접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

기간 소득정체가 이어지면서 불안정 상태를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서는 불

안정 농가를 직접 선별하여 지원하는 직접지원 전략을 강화가 필요한 것으

로 인식되었다. 여러 가지 명목의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확대, 경영회생지

원제도의 도입, 재해보험의 확대 등의 정책이 도입되거나 확대되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걸친 부채대책 역시 과거의 대책과 달리 

농가별 상황을 감안한 선별지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었

다.21

3.1.2. 재정 투입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 분야의 재정투입액은 2004년 1조 4,653억 원에

서 2011년 3조 2,041억 원으로 2.2배 증가하였다. 주요 사업부문은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와 ‘경영안정 강화’로 이 두 부문의 사업비 비중은 2004년 전

체 사업비의  86.3%, 2011년에는 74.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수급 및 경

영안정’ 부문으로 사업비 비중은 2009년 11.7%, 2010년 21.9%, 2011년 22.9%

로 증가하였다. ‘조건불리 및 경관확충’은 2%대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수입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은 2009년 이후 집행액이 없었다.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 분야의 재정투입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시

기별로 주요 부문이 달라졌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농가

부채가 주요 정책 이슈였다22.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서 

21 농가의 재정상태와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여유 있는 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원칙과는 거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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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4-3. 소득보전·경영안정 분야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이 분야의 재정투입이 크게 늘었다. 쌀가격의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변동직불금(변동직불금)이 가격변화에 따라 변동하

면서 전체 재정투입액의 변동이 커졌다. 2010년부터는 물가정책 강화와 함

께 ‘수급 및 가격안정’ 부문의 재정투입이 눈에 뜨이게 증가하였다.

가격안정부문은 2004년 1,664억 원에서 2009년 2,094억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시켜왔으나 물가안정을 국정목표로 삼은 2010년에는 6,391억 원으로 전

년 대비 3배 이상을 증가시켰다. 2010년 예산증가의 주요인은 농산물비축사

업의 도입인데 재정지출액이 4,381억 원에 달했다. 농산물비축사업은 단 2년

(2010, 2011)의 누계만으로도 2004~2011년의 가격안정부문 재정지출 누계의 

22 1998년 이후 정책자금 등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많아지자 매년 부채대책을 추가하면서 부채부담 완화와 경영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다. 2003년 농가부채대책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책금융

과 상호금융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율 인하 등으로 농가부채대책은 정리되었

다. 2004년 경영안정 강화분야의 84.9%가 부채대책자금의 이차보전과 경영회생

을 위한 지원자였다. 이후에 점차 낮아지기는 했으나 2008년에도 75.5%를 차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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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임업경쟁력 제고 및 소

득증대사업으로 누계 기준으로 21.7%를 차지하였고, 세 번째가 채소수급안

정사업으로 14.7%를 차지하였다.

3.1.3. 성과평가

① 집행수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분야의 투융자 이행실적은 주요 5개 

분야에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2004∼2011년의 계획 대비 집행률은 

82.2%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부문이 76.9%의 집행률을 

기록한 것이 주요인이다. 수입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은 집행률이 23.1%

에 불과하였다. 경영안정 강화 부문과 조건불리 및 경관확충 부문도 각각 

87.1%와 88.9%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다만 수급 및 가격안정 부문은 

121.0%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이는 2009년 이후 정부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지만 소득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물가정책

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가 성과목표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성과평가에서는 정책추진이 계획대

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2년 성과평가의 경우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5개의 전략목

표와 18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성과평가는 각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여 측정한다.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부문은 전

략목표 Ⅳ(농어업 경영혁신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화에 기

여)의 4개 성과목표와 9개 성과지표를 평가하였는데, 2012년도 전략목표 Ⅳ

의 농업부문은 모두 100% 이상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3. 이 같은 결

과는 중장기투융자계획인 119조 원 계획의 집행실적과는 상이한 것인데, 이

는 단기점검평가(정부의 성과목표관리평가)와 중장기평가의 성격차이를 반

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3 평가결과는 부록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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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률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76.9

수급 및 가격 안정 121.0

경영안정 강화 87.1

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확충 88.9

수입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23.1

계 8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4-2.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 분야 계획 대비 집행률(2004∼2011년)

단위: %

② 목표달성도: 산출지표의 관점으로 보면 계획 대비 재정의 투입비율(집

행률)을 기준으로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성과평가에서는 당

년의 예산 대비 집행 수준의 관점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평가

하였으나, 중장기 목표에 대비해서 보면 80%대의 낮은 집행 수준을 보였다.

당년 예산은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년의 집행

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각 사업별로는 그 성과에 차이가 있다.

소득변동의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정책(쌀소득변동직불제)은 상당한 성

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지만 2005년 

직불제를 시행한 이후 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4-4>에서 보듯

이 1992∼2000년의 농업소득 변동성(증가율의 표준편차)은 0.156에서 2000∼

2010년에는 0.097로 감소하였다. 농가가 수취한 쌀가격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의 시행으로 목표가격을 거의 하한가격으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쌀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2010년에도 직불금을 수령하여 농가가 받은 가격은 

목표가격의 99.3%를 기록하는 등 목표가격 수준에서 안정되었다(박동규 

2012).

경영안정 강화의 측면에서는 재해보험과 가축공제 등의 정책이 확대시행

되었고 정책의 효과도 나타났다. 1990년대 말의 부채대책, 2006년 도입한 농

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 지원 등 경영안정 프로그램도 상당한 성과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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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SIS 재구성.

그림 4-4. 농업소득 추이와 증가율

단위: 원, %

것으로 평가된다. 부채문제는 200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중요 현안이 되지 못

하고 있으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 436억 원 지원에

서 2010년 3,883억 원의 농지를 매입하여 6,936억 원의 부채를 지원하였다(김

홍상 외 2011).

소득변동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지원이 효과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농가소득의 장기 침체와 소득불평등도의 심화는 농정 전체에 

대한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4.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농가소

득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화 목표는 상당기간 달성하기 어려울 듯하다. 소득

과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였다 해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4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2008년 0.405에서 2011년 0.42로 증가하였다(이병훈 외 

2012).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농가는 2007년 10.9%에서 2011년 23.7%

로 늘었고, 최저생계비 미달 농가 중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는 64.1%를 

차지하였다(박준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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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가소득은 명목상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

거하고 실질농가소득으로 보면 2005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도 농외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농가소득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전업농의 경우도 명목 농업소득은 1992년 890

만 원에서 2011년 1,130만 원으로 불과 26%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득문제의 발생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우리 농업

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단기적

으로 이를 반전시키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이정환 2012; 박준기 

2013; 박성재 외 2007a).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득보전 정책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전환에 따른 피해 정도와 소득보전의 수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직접지불금이 농

림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2.9%까지 높여서, 한·미 FTA 등의 개방 확대

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계획에 크게 미

치지 못한 예산운용은 현재의 소득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다.

③ 정책수단의 유효성: 노무현정부가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후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정책에서 주요 정책수단은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경

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등이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정책전환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거나 생산 활동의 결과로 얻은 소득 감소 또는 경영

실패의 불안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정책효율성도 높고,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었으며, 그동안의 운영에서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증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소득과 경영안정 정책이 정책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의 개선을 놓고 오랫동안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소득의 

안정보다는 저성장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 할 것이다.

농업의 규모화·전문화 정책이 농가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집중 지원을 받은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은 개선되었다.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전문농가를 경영주의 연령층별로 구분하여 도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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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구의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전문농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상회하였다<그림 4-5>. 이 같은 현상은 농가의 표

본 수가 적은 경영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전문농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계열상으로도 안정적으로 높았다.

자료: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그림 4-5. 경영주 연령별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비교

단위: 천 원

이상과 같은 결과는 경영 약자인 소농 또는 고령농가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동안 집중 지원한 농

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으나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약자 그룹의 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

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것이 전반적인 농정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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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 농가의 소득 정체 또는 저소득의 문제는 시장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농업인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약화와 경영능력 

상실에도 원인이 있다. 또한 고소득 작목에 특화하거나 경영규모를 키워 수

익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농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들

의 성과는 그동안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정책의 성과이기도 하

다. 농가소득 문제의 하나인 양극화에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의 성공이

라는 복합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문제, 특히 소득문제는 정책적인 약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소득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농업소득이 적자인 농가는 2006년 8.2%

에서 2010년 16.0%로 그 비중이 거의 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현상

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기하겠다는 정책목표

의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부분적으

로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개방의 영향과 교역조건 악화 등 시장여건 변

화의 충격을 이겨내지는 못하였다. 재정투입의 직접적인 결과인 산출지표를 

살펴보면 재해보험, 직불제 등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들이 효과를 발휘

하여 소득의 불안정성은 다소 완화가 되었다. 농업소득의 변동도 여러 가지 

정책사업으로 인해 변동성 자체는 완화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

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농가는 일부 상층농에 한정되어 있고 대다수의 농

가는 정체 또는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농가소득문제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 농가노령화와 함께 저소득 빈곤농가의 증가로 농가 내

에서의 양극화 심화는 농촌지역사회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유인이 되고 있다.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이 커져야 하나 아

직 가입률과 품목 수 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농가부채의 누적으로 인

한 경영위기 농가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농지은행사업이 효과를 거두

어 지원농가의 대부분이 안정화되었지만 이것이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

제도 만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물의 가격변동성이 크고 또 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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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경영효율화를 유인하는 작용도 있지만, 시장가격보다 소득이 더 크게 

변동하는 것은 문제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가 시장위험과 경영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의 검토

가 필요하다.

3.2. 농업생산기반정비

3.2.1. 생산기반정비 정책의 전환

생산기반정비사업은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조성·정비, 가뭄·수

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 홍수 시 재해

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시설의 설치·관리를 하는 사업(농림수산식품부 업무자

료, 김정호 외 2011, 23쪽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농어촌정비법(일부개

정 2011.4.14) 은 5가지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농어촌용수, 경지 및 배수, 농지개발, 농업단

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 농업용수 수질 오염방지 및 개선, 농지의 토양개

선, 기타 농지개발 및 이용 등을 정비사업의 범위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

산편성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사업분류를 할 때는 생산기반정비사업부문에 

농업기계화, 영농규모화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하

고 있다. 여기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분류(119조 원 투융자사업의 분류

체계)에 따라 농업기계화, 영농규모화 및 농지은행사업을 포괄하여 본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식량부족 시대인 1970년대까지는 농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진 정책사업이었다. 농정의 최우선 목표가 증산에 있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전략이 생산기반정비사업이었다. 토지생산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토지개량, 농업용수 및 관배수 시설 구축, 농업기계화를 위한 

농지정비 등이 추진되었다25. 쌀자급을 이룬 1980년대부터는 농업노동력 감

소를 대체할 농업기계화사업이 확대되었고, 이를 위한 경지정리의 확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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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쌀소비의 감소와 재고 누적의 전

망, 이에 따른 논면적의 유휴화 예상 등은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정책 우선순

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점검단(2006)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점검·평가하고 ‘농

업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고, 농가소득·경영안정 및 농촌복

지·지역개발 지원분야를 확대’하는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을 건의하였다. 이

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쌀 중심의 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을 위한 생산기반의 확대, 초지, 원예·과수단지 등 복합농업공간 조성 

등으로의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다. 간척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지원되었고, 재해대비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재해취약 농업기반 

시설 개보수·보강에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높였다.

협의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영농규모화, 농업기계화사업 

역시 여건이 변하면서 재정투입에 변화가 있었다. 전업농의 규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영농규모화사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적극적으로 추

진되었다. 이후 추진력이 약화되었으나, 부실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이 확대되면서 2008년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쌀농업 

위주의 농기계화는 2000년대 초에 정책목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었

고, 이후 신규 수요도 감소하고 재정지원도 줄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농

가부채의 부담 감소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농기계사업

의 재정지출이 다시 늘었다.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정책목적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자연재해의 방지로 안

전한 생산 및 농촌생활을 위한 보호에 있다. 토양의 개량과 관배수 등 농업

용수의 개발은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지정리와 교환분합을 통한농지

의 집단화는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증진에 기여한다. 농업용수의 

25 농업생산기반사업은 1960년대에는 토지개량사업, 1970년대에는 농지개량사업

으로 불리다 1990년대 이후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김정호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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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조절을 위한 댐, 저수지, 보 등 관개 및 배수시설은 홍수, 조수 범람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주로 쌀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쌀

소비의 감소와 공급과잉의 우려가 커지고, 밭농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전략은 밭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 및 시설

관리 중심으로 바뀌어 왔다. 이와 같은 중점 목표사업과 투자전략의 전환은 경

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예산(기금) 중점 편성 방향

2000년대

초반

▪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분야는 지원을 축소(경지정리, 농업기계화)

▪ 재해예방·완공위주의 기반정비 강화로 투자효율성 제고

▪ 농업생산성 제고와 재해대비 투자 확충

▪ 쌀 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재해대비 기반정비사업의 투자 확대

2000년대

중반

▪농업생산기반조성·양곡관리 지원은 축소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채무상환 등 비사업성 예산은 축소 편성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안전관리 및 마무리위주로 투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표 4-3. 생산기반정비 분야 예산(기금) 중점 편성 방향

3.2.2. 재정 투입

생산기반에 대한 재정투입은 2004년 2조 5,160억 원에서 2005년 2조 6,348

억 원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1년 1조 8,455억 

원이 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119조 원 투융자사업 자료). 2005년 대비 

2011년의 집행액은 30.2% 감소한 것이다. 사업별로는 생산기반정비가 31.8%,

영농규모화 28.9%, 농업기계화 14.4% 감소했다. 생산기반정비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이 감소한 반면 타 부문 사업의 재정투입은 증가하여서 생산기반정

비부문이 전체 재정투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2.3%에서 2011년 

11.8%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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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정비부문의 사업별 재원투입비율의 변화를 보면 2004년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78.6%에서 2011년 73.5%로 5.1%p 감소했고, 농업기계화는 8.2%

에서 7.2%로 감소했으며, 영농규모화는 13.2%에서 19.3%로 6.1%p 증가했다.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도입 및 확대가 영농규모화사업의 비중 증

가에 영향을 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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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업기계화

영농규모화

생산기반정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4-6. 생산기반정비 사업별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3.2.3. 성과 평가

① 집행수준: 정부는 생산기반의 정비는 최종 정비목표 수준에 근접한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의 비중을 크게 낮추었으며,

투입규모도 감소시켰다. 이 같은 정책방향의 전환은 암묵적으로 과거의 생

산기반투자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소비를 초과하는 쌀 생산과 재고누적의 문

제는 주로 쌀생산을 위해 추진해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지속적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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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의 명분을 주기 어렵게 하였다.26

생산기반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경지정리율은 64.7%,

배수개선율 66%, 수리불안전답률 19.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68%를 달

성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정

비 가능한 목표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실제로 경지정리율이 60%에 이른 

2000년대 이후에는 사업 실적은 크게 늘지 않았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2007

년 90%에 이른 이후 꾸준히 91.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농기계의 보유대수

도 추가적인 증가가 거의 없다.

② 목표달성도: 생산기반정비의 산출지표는 생산성 지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경지정리, 관배수 개선, 기계화 등으로 자본에 의한 노동대체가 현

저히 진행되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지자본의 축적으로 토지생산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노동집약도(영농시간/경지면적)는 1990년 10a당 126.69시간

에서 2000년 89.21시간, 2012년 78.11시간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토지생산

성은 1990년 10a당 62만 4,000원에서 2012년 129만 6,000원으로 2.1배,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4,932원에서 1만 7,000원으로 3.4배 증가하였다. 다만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의 향상 정도가 크게 둔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책수단의 유효성: 생산기반정비사업에 속하는 개별사업은 목적이 분

명하고 추진방법이나 전략적인 면에서도 크게 문제시될 것은 없다. 대부분

의 사업이 토목 관계 사업이어서 다른 정책사업과는 달리 기술적으로 명확

히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기반정비사업이 지

향하는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성과를 유도해 

내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의 여지가 있다.

26 이태호 외(2011)는 2014년에 약 6만 ha의 논을 쌀 재배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

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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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정비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생산기반정비 투

자는 쌀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생산비의 절감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계에 의한 노동대체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서 그 효과를 

대부분 흡수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생산기반투자

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개선 확대에 

그치지 않고 농가의 조직화, 농지의 교환분합, 경영의 규모화 등 복합적인 제

도개선과 경영능력의 향상이 함께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쌀생산비 구조와 비교해보면 그 차

이점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규모별 쌀생산비를 보면 5ha 수준까

지는 생산비가 감소하나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즉 규모

의 경제가 5ha에서 소진되고 그 이후는 비경제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온 규모화정책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가설적이긴 하지만 5ha 이상의 규모에서 규모의 비경

제가 나타나는 것은 이들 농가가 대형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나 기계의 

작업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만큼 경영면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농기계의 과잉투자일 수 있다.27 유사한 조건에 있는 일본 농가의 경우는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7 2012년 생산비의 경우 3.0~5.0ha 농가의 생산비에 비해 10ha 이상 농가의 생산

비는 2만 원 많았다. 생산비의 비목 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토지용

역비로 10ha 이상 농가에서 5만 원이 더 많았고, 다음이 농구비로 1.5만 원이 많

아서 두 비목의 합계는 6.5만 원이 많아서 총생산비 차이 2만 원의 3배가 넘었다.



70 농업 재정투융자 사업분야별 성과평가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990 2000 2010 2012 

자본집약도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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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13. 쌀생산비조사.

農林水産省. 2012. 米及び麥類の生産費 大臣官房統計部 .

그림 4-8. 경영규모별 쌀생산비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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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 생산기반정비사업은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사업부문이나 그 

성과 역시 확실하였다. 지속적인 투자로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높였고, 생산

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쌀 생산을 위한 기반

정비에 재원을 집중하여 가치가 높아지는 밭농업은 여전히 생산기반이 취약

하여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

건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지출의 규모를 조정한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김정호 외 2011; 박석두 외 2010; 김정부 외 1998)에도 귀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쌀의 초과공급 문제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쌀농업 중심의 

생산기반투자 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생산기반투자는 다른 요소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구온난화의 문제와 기상이변 등 자연재

해가 빈발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작부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정비의 필

요성, 노후화된 저수지, 댐 등의 농업용수시설 및 관배수 시설에 대한 보강

투자 등의 시급성을 볼 때 현재의 재정지출은 너무 작다는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농업생산기반투자를 1990년대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생산기반의 정비 수준이 선진국과의 차이가 여

전히 존재하고,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빈발 등 대재해 가능성이 높아가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재정지출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논의 경우 10년 빈도 한발에 견딜 수 있는 수리답 비중이 아직 50%에 불

과하고, 농업용수의 58%를 공급하는 저수지 중 50년 이상된 것이 68%를 넘

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는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데도 수십 년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김홍상 2013).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생

산기반정비사업은 쌀농업에서 원예·과수·축산 등 다양화된 고부가가치 농업,

농촌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등의 영향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재정투입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연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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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통개선

3.3.1. 유통개선 정책

유통개선 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서비

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한다. 유통정책 사

업은 산지유통, 도매시장, 소비지 유통, 물류부문으로 나누어 집행된다. 정책

의 기본방향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공정거래 확립,

물류혁신,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한 경쟁촉진 등에 두었다.

산지유통조직의 육성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하

고, 산지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와 공동계산제로 선진유통 모델을 정착시키

고자 하였다. 2000년대 들어 농협이 연합사업단을 조직하여 시·군, 시·도단

위의 유통조직 규모화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2005)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시설확충을 지

원하였다. 산지유통조직의 전문화와 규모화는 대규모 산지유통시설(APC,

RPC, LPC)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이명박정부는 시·군단위 유통회사를 설

립하여 지자체가 산지유통의 중심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1990년대 유통정책의 중심은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공정거래의 정착과 유

통효율화에 두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 일정 기간 

안정적인 가격과 물량의 공급을 원하는 대량수요의 증가 등 유통환경이 변

하면서 도매시장 정책은 시장도매인제, 정가수의매매제도 등 거래유형의 다

양화가 시도되고, 노후화된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가 추진되었다.

소매유통 단계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을 통해 

물류기능의 혁신과 거래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물류효율화를 위

한 공동선별비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저온유통시설 지원 등을 확대

하고 있다. 혁신을 위한 규격화와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물류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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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금) 중점 편성 방향

2000년대

초반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지원

▪농산물 유통개혁의 내실화와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개혁

2000년대

중반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및 소비기반 확충

▪농산물 유통, 쌀수급안정 등 내실화

▪유통 H/W 내실화

2000년대

후반

▪계약재배 및 비축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 시스템 강화

▪산지 및 소비지 유통 효율화, 직거래 활성화 지속 추진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목 경쟁력 제고

▪FTA 개방 확대에 대응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유통구조개선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표 4-4. 유통개선 분야 예산(기금) 중점 편성 방향

화를 도모하고 있다.

역대정부는 유통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

히 유통단계의 축소 필요성과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심한 가격변동성의 해소

문제는 여전히 핵심과제로 남아 있다. 직거래의 활성화와 수급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고 정책사업이 추진되었다.

3.3.2. 재정 투입

농산물 유통개선은 산지유통조직의 전문화·규모화, 물류효율화, 도매시장

제도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다.28 산지유통조직의 전문

화·규모화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산종합처리

장(LPC) 등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산지의 유통전문조직 육성(조합공동

28 여기서의 유통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119조원 투융자 자료(2012)의 사

업분류 중에서 단위 3-3으로 분류된 사업만을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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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인, 공동계산조직, 브랜드화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류효율화

를 위해서는 공동선별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에 대한 지원, 저온유통시설 

지원 등 시설과 물류표준화의 소프트웨어 강화를 통해 물류의 신속한 흐름

과 품질고급화를 지향하였다. 한편 소비지 유통개선은 도매시장의 거래유형

을 다양화(시장도매인제 도입, 정가수의매매 도입 등)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명령제의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

생협력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재정투입을 증가시켰다.

유통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은 2004년 4,749억 원에서 2010년 1조 484억 원

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9,230억 원으로 감소했다. 2004~2011

년 누적 집행액은 6조 1,437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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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지소비지상생협력사업

유통사업부문 계

그림 4-9. 유통개선·가격안정 분야 지출액 추이(양곡관리 포함)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산지유통전문조직활성화사업은 유통개선사업 중 가장 큰 사업으로 2004~

20011년 누적 집행액의 56.2%를 이 사업이 차지하였다. 나머지 사업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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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소규모로 2004~2011년에 총 44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집행된 사업은 농식품산지소비지 상생협력사업으로 누적

집행액의 9.7%를 차지하였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신규사업으로서 

유통개선정책의 초점이 산지 중심에서 소비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큰 사업은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으로 

누적집행액 기준 5.4%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RPC 시설보완(2.7%), 소비지

유통활성화(2.6%), 가축계열화(2.4%), 농산물산지유통센터(2.3%), 축산물가

공시설지원(2.3%) 등이 시행되었다.

3.3.3. 성과 평가

① 집행수준: 119조 원 투융자사업에서 유통개선사업은 계획 대비 집행률

이 109.8%로 계획치를 초과하였으며, 전체 투융자의 집행률 106.7%보다 높

았다. 개별사업별로는 계획 대비 집행률의 차이가 매우 컸다. 중장기사업이

니만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한 개별 사업의 조정이 있었고, 신규 또는 추가사

업이 더해지면서 개별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수준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단기적으로 정책의 집행을 평가하는 정부의 성과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정부의 성과평가는 유통개선부문을 전략목표Ⅱ(식품산

업의 선진화와 농식품 유통효율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충)의 성과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성과지표로 2010~2012년에는 산지유통조직의 평균매출

액 증가율을 이용하였는데, 2011년 매출액증가율은 277.0%이었으나 2012년

에는 94.7%로 급락하여 변동이 심하였다. 2012년 평가에는 산지유통조직의 

평균매출액을 신규 지표로 도입하여 평가하였는데, 목표 달성률은 100.0%였

다. 정부의 단기 성과평가에서 유통개선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② 목표달성도: 유통개선사업의 집행은 앞서 본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

아 보이나 궁극적인 유통정책의 목표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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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역대정부에서 모두 유통혁신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던 것이 그 

반증이다. 새정부에서도 농산물 유통개선은 대표적인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유통개선사업에 속한 다양한 단위사업 중 산지유통활성화를 목표로 지원

한 산지유통개선정책은 유통전문조직의 육성과 이들 조직의 성장 면에서 상

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산지유통활성화, 수급안정, 산지유통센

터(APC) 등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된 산지유통조직이 취급하는 농산물은 생

산량 대비 6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황의식 외 2012). 역점사업으로 지원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지원조직이 취급한 금액은 2004년 2조 9,000억 원에

서 2010년 5조 6,000억 원으로 92.5%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조직이 공동계

산방식으로 취급한 금액의 비율은 2004년 13.7%에서 2011년 38.3%로 증가하

였다. 산지유통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해 유통효율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

대된 APC 수는 2011년 330개소로 늘었고, 이들 APC를 통해 주요 원예농산

물이 수집, 분류, 포장되는 비중이 2005년 9.5%에서 2011년 17.9%로 증가하

였다.

산지유통의 성과에 비해 도매시장은 성과가 부진하다. 도매시장은 시설 낙

후와 경쟁여건의 변화로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은 1994~2011년 393만 8,000톤에서 679만 7,000톤으로 2배 이상 늘었으나 최

근 물량이 감소하였다. 청과물시장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점유비는 50%

내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소매업체의 대형화, 기업적 소매업체의 산지 직거

래가 확대되면서 도매시장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황의

식 외 2012). 전체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비교적 거래

량이 안정적인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량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전체 도매시장

의 거래물량 중에서 공영도매시장의 비중이 78.6%에서 95.8%로 높아졌다.

물류효율화 측면은 개선되는 속도는 빠르나 발전 정도가 낮아서 선진수준

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규격에 맞춘 

농산물의 출하율은 1998년 17.1%에서 2012년 80.5%로 증가하였다. 도매시장

에서의 하역기계화율은 2003년 14.0%에서 2012년 36.3%로 증가하였다. 수송,

적재 등 유통비용 절감 목적의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은 1992년 35개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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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2년 124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물류효율화(물류비 중 운송, 하역, 감

모, 청소 등 소모성 물류비의 비중) 지표는 1998년 67.4%에서 2007년 기준 

45.9%로 감소하여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저온유통물량은 

2011년 현재 20%에 불과한 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된다.

유통효율화를 위한 재정투융자의 사회후생 증대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황의식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주요 원예농산물 14개 품목(배

추, 수박, 오이, 참외, 사과, 배 등)에 대한 1997~2010년 동안의 재정투융자는 

연평균 유통비용을 1kg당 2.7원 감소시켰으며, 이를 사회후생 증가액으로 환

산하면 연간 253억 원의 순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③ 정책수단의 유효성: 분산된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효과적

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지유통의 현대

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산지유통조직의 전문화와 규모화 전략은 적

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투자의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하지만 산지유통시설의 저조한 가동률, 조직화의 미흡으로 효율적인 수

준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

도매시장은 시설 배치가 끝난 이후 오랫동안 시장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김정호 외 2012). 시설의 낙후와 함께 거래제도(경매

제, 시장도매인제 등)의 비효율성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점유율

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물류효율화의 현대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전반적인 물류현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④ 종합: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사업부문별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

으나 전반적인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유통환

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유통구조개선의 속도가 느린 측면이 있기 때문

으로 평가된다(김정호 외 2012, 202). 산지유통의 경우 시설의 규모화에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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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있으나 가동률의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에서 미흡하며, 생산자의 조직

화 수준은 더 뒤처져 있다. 물류부문의 낙후성, 시장거래제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의 불확실성과 시장운영의 보수성 등이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을 약화시키고 있다.

3.4. 농촌개발·복지증진

3.4.1. 농촌정책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촌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농업부문 중심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농촌의 지역경제와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지면서 지역개발정책, 복지정책의 강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

다. 정부는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농정비전으로 설정

하고,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의 정책분야를 구분하여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재정의 산업 간·부문 간 이익조정자 역할을 강

화를 천명하였다(농림부 2004). 2004년에 공포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삶의질법) 은 정부의 농촌정책 전

환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촌정책에 대한 재정배분 비율을 크

게 높였다. 삶의질법 을 통해 범정부적 농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

형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교육·의료 등 기초인프

라 확충,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천명하였다.

농촌은 인구의 감소 및 과소화, 노령화, 지역경제의 침체와 생산기반의 약

화, 정주 환경의 불리함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대응한 정책으로 정

주공간, 복지, 교육·의료, 지역경제분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전형적이었

으나, 중앙정부 중심적 계획과 재정배분, 여러 부처가 상호 연계나 협조 없

이 독자적인 농촌사업 집행으로 중복과 낭비가 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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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질법 에 의한 농촌정책의 집행은 농촌정책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

앙정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고, 중앙정부사업의 지자체로의 이양과 포괄

보조금제도의 도입은 농촌정책에서 두드러진 전략의 전환이었다.

3.4.2. 재정 투입

농촌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재정투입은 2005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시

행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이 추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농촌지역

에 대한 예산편성의 방향은 2000년대 초에는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원 개발 지원 등에 두었으나 정책 비중은 여전히 낮았다. 농촌의 노령화

와 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는 정도는 

낮았다.

예산(기금) 중점 편성 방향

2000년대

초반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개선과 농촌투자

유치를 촉진

▪농업농촌의 문화 및 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2000년대

중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투자확대

▪복지인프라 및 지역개발 중점지원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원 확충 적극 지원

2000년대

후반

◆ 농어촌 지역활성화 및 농어업인 복지 지원 내실화

▪농어촌 정주,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농어업인 복지, 교육지원 내실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 지원

▪농어촌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복지기반 조성 지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표 4-5. 농촌개발·복지증진 분야 예산(기금) 중점 편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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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문 재정지출은 2004년 6,852억 원이었으나 2005년 9,140억 원으로 

33.4%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2조 356억 원으로 2004년 대비 197.1%가 

증가하였다. 농촌부문에 투입된 재정이 총투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

년 8.8%에서 2011년 13.9%로 상승하였다. 2004~2011년 투입액 누계로 보면 

농촌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13.3%이었다.

농촌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의 증가속도는 2010년 감소로 전화했다 2011년 

증가시켰으나 재정지출규모는 2009년 대비 6.9% 증가에 그쳤다. 농촌자원산

업화와 기초생활환경에 대한 투융자가 크게 줄었다.

재정투입 실적을 계획과 대비해보면 119조 원 투융자계획에서 농촌부문은 

2004~2011년의 8년 동안 총 12조 4,18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집

행된 금액은 96.5%로 미달하였다. 이는 총투융자의 계획대비 집행률 99.6%

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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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산업화 면마을단위 종합개발 농촌기초생활 환경

교육여건개선 복지여건개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4-10. 농촌개발·복지증진 분야의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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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 및 복지부문 중 복지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 농촌기초생활환경,

면단위종합개발사업, 농촌자원산업화 등 5개의 소부문별로 보면 농촌기초생

활환경과 면·마을단위종합개발이 각각 3조 5,679억 원, 3조 3,672억 원이 투

입되어 이 두 분야가 전체의 55.8%를 차지하였다. 복지여건 개선은 세 번째

로 총 2조 8,021억 원이 투입되었고, 농촌자원산업화에는 2조 1,646억 원이 

투입되었다. 교육부문은 총 5,169억 원이 가장 작게 투입되었으며 그 비중도 

농촌부문의 4.2%에 그쳤다.

3.4.3. 성과 평가

① 집행수준: 정부의 성과관리체계에서 농어촌부문은 전략목표 Ⅴ ‘농어촌

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지원 확대와 제도 정비,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자원의 산업

화, 재해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효율적 농지관리 등 3개의 성과

목표와 이의 달성도 측정을 위한 4개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측정 평가하였

다. 2012년의 성과관리평가의 경우 관련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초과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29.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업의 진척도를 점검·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단기평가(정부의 성과관리평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온다. 농촌부문 정책은 

상대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고,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 원 투융자계획)은 농촌분야가 계획 대비 집행률

이 가장 낮아 산출지표의 평가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계획 대비 집행률이 

특히 낮은 부문은 교육여건 개선과 복지여건개선, 농촌산업 활성화 분야였

다. 교육여건 개선은 재정투입규모가 가장 작았지만 2008년까지는 계획을 

29 정부의 성과관리평가에서는 생산기반정비부문을 농촌부문에 포함시켜 평가하

여 이 연구의 사업분류체계와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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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00%를 집행했으나 이후 급격히 집행률이 떨어졌다.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교육여건이 정책목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정투입 수준

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다.

농촌복지의 문제가 크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농촌복지부문에 대한 재

정투입 역시 계획보다 집행률이 크게 낮아졌다. 복지여건 개선의 3대 사업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과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는 계획보다 더 많은 지원

을 하였지만 농어민 연금 지원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집행률 92.9%).

이 부문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업기간 중에 정책지표가 이미 목표 수준을 

달성함으로써 계획하였던 사업비를 더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 주

요 이유로 작용한다(박대식 외 2011).

지역개발 분야의 투융자 이행 수준은 목표에 근접하였으나 농촌자원 산업

화는 부진하였다. 면·마을단위종합개발은 총 3조 3,672억 원이 투입되어 계

획 대비 집행률은 100.8%였으나, 농촌기초생활환경은 3조 5,261억 원 98.4%

로 계획에 미달하였다. 반면 농촌자원 산업화는 집행률이 92.2%로 부진한 편

이었는데 이는 가장 큰 사업인 농촌활력증진사업이 87.7%의 부진한 집행률

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사

업 중 집행률이 가장 낮은 사업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집행률이 

63.0%에 그쳤다.

② 목표달성도: 정책수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할 때 정책목표인 국민건강보

험료 50%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50% 등은 달성하였다. 하지만 지원 대

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여 지원대상자가 계획 당시보다 크게 줄어듦으로

써 더 이상 예산투입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대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인 실무집행이었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박대식 외 

2011). 농촌의 복지정책 추진에서 기준과 규칙에 따른 결과라는 정당화가 있

으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한

다면 농촌복지부문의 집행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특히나 농촌의 침

체와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 확대 등에 비추어 복지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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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의 분야별 집행률(2004～2011년)

단위: %

기되고 있는 가운데 계획된 예산마저도 소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책의 

허점이 노출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농촌의 생활인프라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도시와의 지역격차는 

여전하다. 농촌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1999년 25.1%에서 2011년 59.1%

로 높아졌으나 도시 지역(99.4%), 읍 지역30(91.4%)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

준이다. 농촌지역 의료기관 수는 1999년 2,948개소에서 2007년 6,857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1년에는 5,034개소가 되었다. 농촌

지역의 분포비율로 보면 2003년 12.5%, 2007년 13.0%, 2011년 8.6%로 역시 

증가 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은 2002년 3,155

개소에서 2011년 8,030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면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은 같은 기간에 27%에서 44%로 개선

되었다.

30 마을 상수도 급수인구는 제외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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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수단의 유효성: 농촌정책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지원 확대, 향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과 면에서 미

흡하였다는 비판이 많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수단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기대한 만큼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농촌정주공간에 대한 정책은 전통적으로 마을단위 또는 몇 개의 마을을 

묶은 권역단위 개발 등으로 시도되었으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김정호 외 2012; 박시현 2011). 또 정책의 목표와 비

전이 설정된 경우라도 농촌 현장에까지 미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

았고, 포괄보조금 같은 새로운 시도도 지역의 역량 미달로 효과를 보지 못하

고 있다. 이 같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투자에 상응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④ 종합: 농촌의 생활인프라와 각종 문화시설 등 하드웨어의 개선은 재정

투입에 비례하여 확대되고 개선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과잉투자가 지적되

고 있고, 한편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인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려는 재정투융자의 효과는 상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송미령 2013).

그러나 내실 면에서는 문제가 적지 않다. 농촌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가 높아졌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역 주도의 주택·도로 등 정주여건 

종합정비 및 거점지역 기능 강화가 이루어졌다. 노후·불량 주택 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수질 안전성 확

보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삶터로서 기초 생활기반 정

비 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농촌의 인구 과소화와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태이다(성주인, 채종현 2012). 최근 농촌의 인구 감소세는 약화되고 있으나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 수가 2005년에 2,048개(5.7%)에서 2010년 총 3,091

개로 전체 농어촌 마을(3만 6,496개)의 8.5%를 증가하였다. 5년간 1,000개 이

상이 증가한 것이다. 농가가 1~9호, 10~19호에 불과한 행정구역의 수는 같은 

기간에 각각 약 1,000개, 2000개 정도 증가하였다. 삶의 조건이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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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외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이 삶의 터로서 매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문제의 또 다른 측면이 저소득화·빈곤화의 추세이다. 고령화, 농산물

가격조건의 불리(생산물가격에 비해 경영비의 증가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족에 의한 보호의식의 퇴색 등으로 저소득 농가의 증가와 

절대빈곤 이하의 저소득층 노령농가의 노후복지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

는 2000년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정책이슈로 계속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담의 요인 외에도 

정책의 합리성과 효과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의 절대빈곤가구비율은 7.39%이나 농어촌은 15.28%(서울 5.34%, 중소

도시 6.78%)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률

은 전국은 49.1%인 데 반해 농촌은 28.3%에 불과(서울 57.7%, 중소도시,

47.5%)해서 더 못살고도 덜 지원받는 양상이다(박대식 외 2011).

국민연금도 농업인에게는 기댈만한 것이 못된다. 농업인은 소득이 낮기 때

문에 국민연금에 소득을 낮추어 신고했고 그에 따라 향후 받게 될 기대연금

도 작을 수밖에 없다. 농업인 평균 신고소득은 월 95만 2,000원(2011.12)인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113만 7,000원으로 농업인보다 19.4%

높았다.

농촌지역의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저소득의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논의된 것이 직불제다. 그중 대부분의 농업인이 경영하는 쌀소득직불제를 개

편하여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주장이 있다. 지금의 쌀직불제가 면적과 연

계되어 대농에게 보조가 많이 가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보조를 주는 방식으로 저소득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태

호 2011). 하지만 쌀직불제는 쌀가격 지지의 대체 정책이지 취약계층의 소득

보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소득문제 해결을 위해 

쌀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견해(박동규 2012; 이정환 

2011)가 지배적이다. 사회안전망의 문제는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쌀

직불금의 문제는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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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사업의 평가에 있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의 성과평가

를 통해 재정투자 효과가 제고되었는지 점검하는 데 있다. 연구의 범위상 

제5장에서는 모든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사례분석의 형태로 농업

체질강화의 한 분야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다. 농업체질강화 분야는 

농업부문 재정투융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함양하는 

것이고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성과지표를 검토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이 장에서는 친환경농업, 품목 경

쟁력 제고, 식품산업육성, R&D, 인력육성, 축산업 체질강화를 포함하는 농

업체질강화 분야의 재정투입, 산출지표, 결과지표 추이에 대하여 논의한다.

정책사업의 층위가 시기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고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어 

17개 사업으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지표의 경우 일부는 농림수산식품부31

성과보고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차용하였으며, 일부는 해당 

사업 분류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3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2012년도까지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

품부) 표기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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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농업체질강화 재정 지출 및 비중

단위: 억 원

1. 체질강화분야 재정 지출 추이

농업체질강화 성과평가를 위해 1995~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결산보고서

를 바탕으로 체질강화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출액을 추려보았다. 체질강화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 경쟁력 제고 관련 사업,

식품산업육성에 관련된 사업, 기술개발 및 정보화 등 R&D 관련 사업, 인력

육성 관련 사업, 축산업진흥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었고, 여기에 과거 농림

정책 중 생산 및 유통개선, 소득안정 분야에서 체질강화에 해당되는 사업도 

포함시켜 지출액 자료를 작성하였다.

2011년 기준 체질강화 지출액은 4.27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가 증가하였

다. 이는 구제역 관련 지출로 가축방역 사업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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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축방역 사업 지출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준이다. 1995년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고, 전체 농업지출액 대비 비중은 9.9%에서 

17% 정도 증가하였다.

농업체질강화 분야의 세부부문인 친환경농업, 품목 경쟁력 제고, 식품산업

육성, R&D, 인력육성, 축산업 체질강화 가운데 친환경농업부문에는 광특회

계의 토양환경보전사업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까지 꾸준히 500억~800억 원 수준이 투자되었고 2007년 친환경비료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다. 2007년 1,359

억 원(6.65%)에서 2011년 3,530억 원(10.14%)으로 비중이 늘었다.32

경쟁력 제고 부문은 영농규모화사업이 이 부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1990

년대 이전부터 꾸준히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영농규모화를 제외하

면 2004년 이후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을 중심으로 품목 

경쟁력을 위한 지출이 주요 내용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등에 대한 투자, 폐업지원 지출, 기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동

조합 합병,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었다. 이 지출은 2004년 

4,506억 원(22.33%)에서 2011년 6,918억 원(24.11%)으로 증가했고, 영농규모

화사업 지출은 2005년 4,769억 원, 2011년 1,611억 원으로 줄었다.

식품산업 부문은 농산물 수출 촉진 사업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로 한식

세계화, 지역특화식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식품산업 기반조성, 식품안

전 및 규격화, 지역 전략 식품산업 등에 투자는 2009년 이후 700억~1,000억 

원 수준이고,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정책도 강조되면서 2011년 5,000억 원 가

까이 지출되었다. 1995년 330억 원(3.21%)에서 2011년 6,110억 원(21.29%)으

로 지출규모가 증대되었다.

농식품기술개발, 품질관리, 방역검역·수의과학연구, 종자관리, 정보화 관련 

투자는 R&D 관련 투자로 보았다. 특히 정보화 부문의 투자는 농지관리정보

32 2011년의 경우 구제역 관련 가축방역에 1조 원 이상의 금액이 지출되었기 때

문에 전체 체질강화 지출의 추세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였다.



90 사업분야별 심층평가 사례: 체질강화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축산업

인력

R&D

식품

품목경쟁력

친환경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자료에서 재구성.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그림 5-2. 농업체질강화 세부분야별 지출액

단위: 억 원

화, 품질관리정보화, 수의과학정보화, 식물검역정보화, 종자원정보화, 농업정

보서비스(2006년 이전) 등을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25억 원에서 

270억 원 가까이 투자되어 왔다. 전통적인 농식품 기술개발 분야의 투자는 

강조되어 왔지만 1996년 800억 원에서 2011년 1,500억 원으로 늘어 크게 확

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출이다. 참고로 1995년 지출은 378억 원(3.67%),

2011년에는 3,001억 원(10.46%) 규모였다.

인력부문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부문으로,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꾸준한 지출이 있

었다. 현재는 농어업경영체육성등의 사업이 각 회계별로 창업후계농어업인

육성, 경영컨설팅,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경영체등록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수

행되고 있는데 그 금액은 크지 않다. 인력육성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출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업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투자이다. 1995년 4,000억 원(38.8%)에서 2011년 1,360억 원(4.74%)으로 지출

액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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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체질강화는 현대화·전문화 등 축산업 진흥을 통해 우리 농업의 체

질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사업분야이다. 축발기금에서 유통개선,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사육기반 확충 등의 사업에 매년 3,000억 원 이상 지출이 되어 왔

다. 구체적인 지출액을 보면 1995년 4,672억 원(38.8%)에서 2011년 8,398억 

원(29.27%)으로 증가하였다.33

2. 체질강화분야 성과평가

2.1. 분석틀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성하였다.

2011년 결산 기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지표를 구성하기에는 각 프로그램의 

레벨이 맞지 않아 프로그램, 단위사업을 모두 고려하여 총 17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였다(<표 5-1> 참조). 각 사업에 지출된 금액을 투입지표로, 각 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지표로 선정하였다. 결과지표의 경우 사

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여러 개의 사업이 하나의 결과지표를 가질 수 있

도록 허용하였다.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는 2010년과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성과보고서에서 

관련 관리과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선별하여 차용하되, 일부 사업의 산

출지표와 결과지표는 정책의 목표를 고려하여 연구진이 별도로 선정하였다.

즉,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과제 성과지표가 <표 5-1>에 분류되어 있는 

사업의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표로 변경하

였다.

33 가축방역을 포함하면 2조 2,419억 원(52.48%).



92 사업분야별 심층평가 사례: 체질강화

예를 들면 산출지표 중 식량 및 원예경쟁력 제고 사업의 정부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딸기 국산품종 점유율, 국

산품종점유율인데 이러한 지표는 ‘식량 및 원예경쟁력 제고’라는 단위사업

의 성과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식량작물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주요채소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산출지표로 보았다. 경영체육성 사업에서도 기존 

성과보고서에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서 ‘컨설팅 전후 

농가소득 증가율’, ‘인턴이수자 중 후계농사업 참여자의 영농정착률’ 등과 

같은 여러 지표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산출과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성과지

표이고 경영체육성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산출과 결과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산출지표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육성 인원’을, 결과

지표로 ‘품목별 전업농 비중’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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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산출지표 결과지표

1 친환경농자재지원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율

(%)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중(%)*

2 과수경쟁력제고 주요과실단위면적당 생산량증가율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율(%)

3
식량 및 원예

경쟁력제고

주요식량작물단위면적당

생산량증가율(%)*

주요채소단위면적당

생산량증가율(%)*

자급률(%)*

4 직접피해지원 피해보전비율(%) 　

5 농지규모화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실적

(달성비율)*

사업대상농가

쌀생산액비중*

6 식품산업육성 식품업체당 평균매출액 증가율(%)

식품부가가치*7
식품안전 및

규격

HACCP 지정비율(%), GAP 인증

농산물생산비중(%), 농산물이력등록

농가비율(%)

8 농산물 수출촉진 농식품 수출액

9 농식품기술개발 국내특허출원/등록실적(건)
한국농업 R&D

투자효율성*
10 농업농촌정보화 관측평가보고서 정보화만족도*

11 종자관리 품종보호출원 건수(건)

12 검역·검사 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 불합격 비율
전염병발생증가율

(%)

13 교육 농수산대학 누적 졸업생*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농가소득

평균 소득률*

14 경영체육성 후계농업인 육성 인원* 품목별전업농비중*

15

축산 경쟁력제고 　

생산액 증가 추이*

(P, Q 분리해서분석)

생산성제고,

생산비절감

축종별생산성지표

(MSY, 조사료자급률)

품질강화
축종별품질강화지표

(축종별 1등급 출현율)

16 위생방역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실적

17 친환경축산 가축분뇨 자원화율(%)

주: *표는 농림수산식품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성과지표

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제시되었음.

표 5-1. 농업체질강화 사업별 지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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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과평가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2.1. 성과평가 결과 요약

<표 5-1>의 성과지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였다. 성과보고서에서 사용하

고 있는 지표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해당 성과지표

의 달성률을 작성하고 있어서 이를 목표 여부의 판단근거로 사용하였다. 그

러나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지표의 경우 목표 달성 여부를 전년 대비 지표수

치의 증가 여부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2011년에는 종합적으로 체질강화분야의 성과가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있음’ 이상은 총 11개의 지표 5/1134(산출지표 

9/19, 결과지표 6/10), ‘성과미흡’은 3/11(산출지표 10/19, 결과지표 4/10), 산출

과결과지표의 결과가 다르게 나와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은 3/11로 나타났다.

지표에 대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산출지표의 결과가 오히려 ‘성과있음’보

다 ‘성과미흡’이 많은 반면 체질강화와 연결되는 결과지표가 좋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에도 역시 대체적으로 체질강화분야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성과있음’ 이상은 총 4/10(산출지표 10/18, 결과지표 7/9), ‘성과미흡’은 

1/10(산출지표 8/18, 2/9), 산출과 결과지표의 결과가 다르게 나와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은 5/10 이다. 2007년에도 산출지표의 성과는 좋지 않았다. 결과

지표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두 지표를 함께 고려한 종합평가에서는 오히

려 뚜렷하게 결과가 좋았거나 뚜렷하게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

려운 항목이 더욱 많았다.

산출지표가 대체적으로 낮은 이유는 정부의 성과지표 목표가 일관적으로 

34 총 11개의 지표 중 5개의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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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치를 고려한 목표라기보다는 매우 높게 설정된 중장기 목표에서 역산된 

목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과거 3개년도 증가분의 평균과 같이 

과거 정보를 포함하여 설정하면 재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목표치를 

달성하게 된다.

결과지표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

로 수행된 사업이 성과를 발휘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의 체질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산출지표와 결과지표의 성과가 달라 판단하기 어려

운 ‘◆’를 (+)로 해석할 경우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오히려 체질강화 성과

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제역 등 외부충격과 4대강 사업 예산으로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업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종합

1 친환경농자재지원 8.4% △ △ △
2 과수경쟁력제고 3.6% △ ◉ ○
3 식량 및 원예 경쟁력제고 5.7% ○ △ ◆

4 직접피해지원 0.0% △ △
5 농지규모화 5.6% △ ○ ◆

6 식품산업육성 5.4% ○
○ ○7 식품안전 및 규격 2.3% ○

8 농산물 수출촉진 15.5% ◉
9 농식품기술개발 5.5% △

○ ○10 농업농촌정보화 0.9% ○
11 종자관리 1.2% ◉
12 검역·검사 1.0% △ ○ ○
13 교육 0.6% ○ △ ◆

14 경영체육성 4.7% ○ ○ ○

15

축산 경쟁력제고 7.7% △

△ △
생산성제고, 생산비절감 △
품질강화 △

16 위생방역 14.0% △
17 친환경축산 6.4% ○
주: 1) ◉목표초과달성, ○목표달성(성과있음), △목표미달(미흡), ◆ 목표달성과 미흡 중간

2) 경영체육성 산출지표는 2009년 대비 2010년 값 기준임.

표 5-2. 농업체질강화 성과평가 요약(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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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종합

1 친환경농자재지원 6.7% △ ○ ◆

2 과수경쟁력제고 5.0% ○ ○ ○
3 식량 및 원예 경쟁력제고 0.2% ○ △ ◆

4 직접피해지원 2.8% △ △
5 농지규모화 16.8% △ ○ ◆

6 식품산업육성 6.7% ○
○ ○7 식품안전 및 규격 1.1% ○

8 농산물 수출촉진 17.4% △
9 농식품기술개발 3.1% △

△ ◆10 농업농촌정보화 1.5% ○
11 종자관리 1.2% ◉
12 검역·검사 1.1% △ ○ ◆

13 교육2) 0%

14 경영체육성 2.9% ◉ ○ ○

15

축산 경쟁력제고 20.5% △

○ ○

생산성제고, 생산비절감 △
품질강화 ○

16 위생방역 5.9% ◉
17 친환경축산 4.3% ○
주: 1) ◉: 목표초과달성, ○: 목표달성(성과있음), △: 목표미달(미흡), ◆: 목표달성과 

미흡 중간

2) 교육사업은 2007년에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였음.

3) 생산성제고, 생산비절감 사업 산출지표,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결과지표는 2008

년 값 기준임.

표 5-3. 농업체질강화 성과평가 요약(2007년 기준)

2.2.2. 시사점

농업투융자 분야별 심층평가사례로 체질강화분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

표 및 목표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투자가 이루어진 후 투자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인 총량적 측면의 

성과평가와는 달리 분야별 성과평가 심층평가를 통해서는 사전적으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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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목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현재 정부는 성과평가를 각 관리과제별로 복수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

다(<부표 2>〜<부표 6> 참조). 각 사업의 성격이 복합적인 것이 다수이고, 사

업의 집행, 추진 정도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있는 산출지표인 경우 재정

자율평가 이후 결과지표 성격의 성과지표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기 때

문이다. 이 경우 성과지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질강화 분야를 구성하는 사업을 추려

내고 사업을 대표하는 산출, 결과지표를 각각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목표치 역시 성과지표 성격에 따라 공격적인 목

표가 바람직한 지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결과지표의 경우 전년 대비 획기적

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산출지표의 경우 예산

투입에 따라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목표치, 과거성과를 고

려한 목표치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지표의 경우 장기적인 목표

를 설정하고 이에 얼마나 근접하였는가가 당해연도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이 될 수 있다.

각 분야별 성과평가는 단일한 지표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사업

의 성과를 고려하여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질강화분야의 심층

평가사례에서는 개별 사업의 성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산출지표의 성과

보다 결과지표의 성과가 오히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인 목표

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 결과지표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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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별 사업 성과평가35

2.3.1. 친환경농자재 지원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투자를 최근 확대하

였다. 친환경농업 투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는데 2000년

대 중반부터 친환경비료, 친환경농업인프라, 광역인프라구축 사업을 중심으

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친환경농자재지원에는 친환경

비료공급, 녹비작물종자대뿐 아니라 병충해방제를 위해 천적보급 등이 포함

된다. 2011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대한 투자는 전체 체질강화 투자액의 

5.6%(가축방역 부분을 조정 시 8.4%)를 차지한다.

연도 1996 1997 1999 2000 2001 2003 2004 2006 2009 2010 2011

지출액 44 526 802 678 732 530 460 719 2,247 3,148 2,43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4. 친환경농자재 지원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친환경농자재 지원 정책은 친환경비료를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함으

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의 여러 단위사업 가운데 ‘친환경 비료’사업 비중이 2011년 친환경농

35 사업의 목표는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성과보고서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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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육성 프로그램 지출액의 80% 가까이로 증대된 만큼, 사업의 산출지표로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율을 설정하였다. 산식은 ‘(금년도 단위면

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 전년도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전년도 단위

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100’이다. 이는 농식품부 성과보고서에서도 사용하

고 있는 지표로서 전년대비 금년의 화학비료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작은 값

을 가진다.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면 ‘성과있음’으로 보았다.

산출지표의 경우 지출액에 비례하여 사업성과가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2011년도에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을 5% 감축(변화율 -5%)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실적은 6.9%로 목표치에 미달하였다. 반면 전년도인 2010년에는 

-5% 목표에 실적은 –12.7%로 초과 달성률을 보였다.

참고로 2007년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에서 화학비료 사용량 목표치는 320kg

/ha였지만, 실제 사용량은 340kg/ha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6년 화

학비료 사용량은 257kg/ha로 전기 대비 32% 감소하였다. 2005년 화학비료 보

조가 완전 폐지됨에 따른 일시적 사전 구매로 총사용량이 72만 2,000톤까지 

증가하였다가 2006년에는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2007년 이후에는 친환경비

료 사업으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 감소세가 안정적이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사용량 690 678 747 722 477 631 570 500 423 447

ha당 사용량 342 350 385 376 257 340 311 267 233 249

자료: 통계청. 농약 및 화학비료사용량(원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친환경농

업과,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공업비료협회).

표 5-5. 화학비료 사용량 추이

단위: 천 톤, kg

나. 결과지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농업환경 보전·유지와 안전농

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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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결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친환경인증 

농가 및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다소 주춤하였는

데, 대체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과 2011년만을 따로 보

면 2007년에는 전년 대비 생산비중이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다소 하락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성과있음’, 하락한 경우 ‘성과미흡’

으로 보았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365 461 798 1,128 1,786 2,188 2,358 2,216 1,852 1,498

전체농산물 대비
비중

2.1 2.5 4.4 6.2 9.7 11.9 12.2 12 10.6 9.6

자료: 통계청. 친환경농산물 생산추이(원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표 5-6.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증가

단위: 천 톤, %

2.3.2. 과수경쟁력 제고

FTA에 대비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과원규모

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실브랜드육성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과거 과수산업육성항의 과수농가

소득안정 사업은 직접피해지원으로 분류하였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실제 지출된 

금액은 전체 체질강화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2011년 

비중이 2.4%(조정 시 3.6%)로 2007년 5.8%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675 1,189 1,283 1,203 976 1,100 1,167 1,04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7.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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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출지표

과수경쟁력 제고 정책의 목표는 외국산 과실과 경쟁 가능한 산업을 위해 

고품질 생산유통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데 있다. 고품질 과실 생산·유통을 계

열화하는 유통규모화와 시장교섭력 제고,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실브랜

드 계열화, 우량묘목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산출지표는 사업 실적에 해당하는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로 보았다. 생산량은 기준연도인 2004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산

식은 ‘{(당해연도 주요과실 10a당 평균수량/기준연도(2004년) 주요과실 10a당 

평균수량)/기준연도(2004년) 주요과실 10a당 평균수량}×100’이며, 여기서 주

요과실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5개 품목이다. 기준연도보다 모두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성과있음’으로 보았다.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준연도 대비 생산량 증가율 13.7 20.9 21.0 1.1 0.6

주: 1) 기준연도는 2004년임.

2) 증가율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표 5-8.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기준연도 대비 증가율

단위: %

나. 결과지표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은 개방화에 대응,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안전 과

실을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적정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 선도농을 육성하여 규모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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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된 경영체로 만들어 과수전업농(1.5㏊ 이상) 생산량 비중을 높임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결과지표는 과수전업농의 

생산량 비율을 고려하였다. 전체 과실생산량 대비 과수전업농 과실생산량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목표치인 47%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2008년에도 목표인 44%를 달성하였다.

2008 2009 2010 2011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율 44.2 46.8 48.4 47.6

자료: 대한민국 정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표 5-9.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율

단위: %

2.3.3. 식량 및 원예경쟁력 제고

이 사업은 FTA/DDA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량 및 원예 부문의 경쟁력 제

고에 목적이 있다. 식량분야의 자율 수급조절, 종자보급 체계가 취약한 원예 

특작 종자의 원활한 공급, 수출잠재력이 높은 작물의 원예전문단지 및 수출

전문단지 규모화 등을 추진하여 국내산업의 육성과 소비시장의 안정화를 도

모하고 수출기반 조성을 꾀하였다.

2009년도부터 FTA 기금에서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지원(화훼종묘보급시

설, 딸기원묘 증식시설,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우량묘 증식시설 등)이 추진

되었다. 농특회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

성, 동식물 자원 산업화 지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일환으로 벼를 재배한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

배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논 소득기반 구축을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타작물재배 기술지도가 이루어졌다.

2011년 식량 및 원예경쟁력 제고 지출액은 전체 체질강화 지출 대비 3.8%

(조정 시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큰 폭의 증가는 논소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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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식량 및 원예경쟁력 제고 40 35 477 433 1,62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10. 식량 및 원예경쟁력 제고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2006〜2007 증가율 2010〜2011 증가율

주요 식량작물 10a당 생산량 증가율 0.6 1.7

주요 채소류 10a당 생산량 증가율 10.0 4.7

주: 주요 식량작물은 맥류, 두류, 서류, 잡곡이며, 주요 채소류는 김장배추, 김장무,

고추, 마늘, 양파 값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에서 재구성.

표 5-11.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단위: %

반 다양화 사업의 영향이다. 2009년부터 FTA 기금에서 지출된 식량 및 원예

경쟁력 분야 지출은 매년 약 400억 원 규모였다.

가. 산출지표

2010년 대비 2011년 식량 및 원예경쟁력 제고 부문의 예산 집행률은 증가하

였다(2010년 58.9%→2011년 113.8%). 이 분야 해당 품목은 감자, 쌀, 화훼, 채소 

등인데, 농식품부에서는 성과평가 시 무·배추 국내채종비율, 논 소득기반 다양

화에 따른 쌀 생산 감축비율, 국산품종 점유율 등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산출지표로는 과수경쟁력제고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식량작물 단위면적

당 생산량 증가율과 주요 채소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평균을 사용하였

다. 2011년에는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으나 생산량 증가 측면에서는 2007년에 

오히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년 대비 증가율은 3.2%,

2007년 증가율은 5.3%로 모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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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지표

결과지표로는 주요식량 및 채소류의 자급률을 사용하였다. 주요식량 및 

채소류 자급률의 전년 대비 증가율 평균을 살펴본 결과, 2011년에는 전년대

비 8% 하락하였고, 2007년에는 5.2% 하락하였다. 식량 및 원예경쟁력을 키

우고 생산량을 증대, 자급률을 높이기에는 사업 및 지출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농식품부 성과보고서에서는 ‘식량 및 원예 경쟁력제

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

출 증가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지표의 2011년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은 

332.3%나 되지만 경쟁력 제고라는 개념 전체를 포괄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

우며 현실적으로 원예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2006 2007 2010 2011
2006〜2007
증가율

2010〜2011
증가율

식량자급률
서류 98.5 98.3 88.4 96.5

-8.3 -16.4
두류 14.1 11.8 11.0 7.6

채소자급률 채소류 92.2 90.2 90.1 90.4 -2.2 0.3

자료: 식품수급표 2011 . 주요식품 자급률표(pp.228-229) 재구성.

표 5-12. 식량 및 채소류 자급률

단위: %

2.3.4. 직접피해 지원

직접피해지원은 FTA 협상 체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폐업 희망농가에 폐업보상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

력을 유지시키려는 사업이다. 관련 사업으로 피해보전직불뿐 아니라 2004년

부터 지속되어 온 폐업지원 사업이 있다. 폐업지원은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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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품목을 지원대상 품목으로 사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는 피해지원의 발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출액이 전혀 없었

다. 체질강화 분야에서 직접피해지원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 

0%, 2006년 기준 3%였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246 530 667 564 727 0 0 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13. 피해지원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모두 예산집행률을 산출지표로 하여 집행률 증감

에 따라 농산물 수입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다.

2004년 FTA 기금에 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소득보전직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다. 폐업지원은 FTA

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폐원신청이 증가하여 예산 대비 105.7% 집행률을 보

였다. 2007년에는 폐업지원 신청자 DB 관리, 연차별 계획에 따른 지원 등으

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집행률은 93.7%로 감소하였다. 2011

년에는 한·미 FTA 비준 지연 및 한·EU FTA 발동요건 미충족으로 피해보전

제도가 운용되지 않았다.

피해보전 관련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몇 년째 집행이 없다는 사실에서 정

부의 정책디자인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분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06 사업분야별 심층평가 사례: 체질강화

2.3.5. 농지규모화

농지규모화 사업의 목적은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 지원을 통한 규모

화·집단화된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4년의 쌀 전업농육성종합대책에 따라 2013년까지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 호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규모 2.5～4ha 농가

를 우선 지원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3,000억 원 정도를 꾸준히 지출하였고 

2006년 4,7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1년 

기준 1,611억 원 지출하였다. 체질강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출액 비중은 

2006년 19.5%에서 2011년 3.8%(조정 시 5.6%)로 하락하였다.

연도 1996 1998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2011

지출액 3,365 3,598 2,433 2,686 3,120 3,092 4,769 4,341 3,400 2,117 1,61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14. 농지규모화 지출액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2013년까지 전업농 7만 호 육성 목표를 산출지표로 하였다. 산출지표인 

전업농가의 경영규모(h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호당 경영규모가 1995

년에 2.5ha였던 것이 2004년에는 3.9ha, 2008년에 4.8ha로 1995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5.4ha(38만 ha/7만 호)로 증가하였다. 이 지표

는 농지규모화 현황을 보여주는 산출지표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농지규모화 목표는 6ha이므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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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쌀전업농 평균 ha 4.4 4.6 4.8 5 5.2 5.4

생산면적비중 31 32 34 38 40 44

자료: 통계청.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중. (원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규모화사업 효과

분석 자료)

표 5-15. 쌀전업농 평균 재배면적과 생산비중 추이

단위: ha, %

나. 결과지표

경영규모 확대에 따라 쌀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규모화

된 전업농이 쌀 생산비 절감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업농을 많이 육성하는 것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이다. 따라서 결과지표는 규모화된 전업농이 담당하

고 있는 경영면적 비중으로 보았고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중은 전체 벼 재배면적 대비 쌀 전업농 경영면

적의 비율로 구해진다.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중은 2004년 28%에서 2008년 

36%, 2011년 43%로 증가하였다. 이 지표에 의하면 농지규모화 사업이 전업

농 육성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6.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 식생활의 질적 향상과 농어업의 신성장동력

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식품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전략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 천일염, 전통발효식품 등 전략품목 육성, 첨단 수산물 가공산

업, 수산벤처기업 육성으로 수산물 품질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있다.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관심을 두고 산업으로서 식품을 육성하기 위

한 투자를 확대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체질강화 전체 지출액 대비 식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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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육성 지출액 비중은 2006년 기준 0.8%에서 2011년 기준 3.6%(조정 시 

5.4%)로 크게 증가하였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174 1,366 243 733 1,242 1,55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16. 식품산업육성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식품제조업의 성장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매출액 대

비 2006년 매출액은 1.6% 증가였으나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4.7%, 2010년

에는 24.0%로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음식료품
제조업

36,081 43,668 44,381 48,149 55,212 60,771 75,365

자료: 통계청. 음식료품제조업 매출액 추이.

표 5-17. 식품제조업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원

2.3.7. 식품안전 및 규격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킴

으로써 소비촉진 및 고품질 식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

이다. 주로 국제수준의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식생활의 질적 향상,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를 통해 축산식품 

위생·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품질 축산식품 생

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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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은 2009년 

이후로 보인다. 이 때 식품안전 지출이 2배 이상 확대되었다. 2006년 이전에

는 유통개선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인증 항목이 존재하였고 약 100억 원대

의 예산이 꾸준히 지출되었다. 2011년 기준 지출액은 653억 원으로 체질강화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5%였다. 2009년 투자를 확대하기 이전인 

2006년에는 이 비중이 0.9%로 더욱 낮았다.

구분 1996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33 161 199 313 306 474 504 65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18. 식품안전 및 규격화에 대한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식품안전 및 규격에 대한 산출지표로 각 인증제의 평균 목표달성률을 구

하였다. 2011년 HACCP 지정비율 6.4%(97% 목표달성), GAP 인증 농산물비

중 5.9%(118%), 농산물이력농가비율 8.1%(101%)의 전체 평균은 6.8%로 목표 

대비 105.3%의 달성률을 보였다. 2006년 이전에는 농산물품질인증, 축산물 

HACCP 인증지원 사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축산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축산물 HACC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

고 노력하였다. 인증사업이 확대되면서 GAP 인증 농가 또한 2006년 3,659농

가에서 2007년 1만 6,769농가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평균목표치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성과있음’으로 보았고 2007년에도 인증농가가 증가하였

으므로 ‘성과있다’고 보았다.

2.3.8. 농식품수출 촉진

한식 세계화 추진과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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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연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한 사업이다.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 농가를 적극 육성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

고 및 농업생산 기반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해외시장 개척,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 등 2000년 이전에도 수출 촉진

을 위한 사업이 존재하였지만,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식품 수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한식세계화사업이 포함되면서 수출에 대한 투

자가 확대되었다. 1996년에 불과 662억 원이었던 수출에의 투자가 2000년대 

들어서 농안기금 지출이 2,000억 원대로 확대되면서 2003년에 4,736억 원으로 

최대 지출액을 나타냈으며,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추세이다. 농식품수출촉

진사업비는 2011년 기준 전체 체질강화 지출의 10.4%(조정 시 15.5%)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 비하면 오히려 비중이 줄었다.

구분 1996 2001 2006 2007 2010 2011

지출액 662 2,077 3,470 3,523 4,100 4,43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19. 농식품 수출촉진 관련 지출액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농림식품수출액은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53억 

달러로 목표 대비 120%를 달성하였다. 특히 최근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

이고 있는데, 투자금액이 컸던 2003년, 2004년에는 5% 이하였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다. 2011년 수출액은 31.9% 증가하였다.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던 2007년, 2011년 모두 ‘성과있음’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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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SIS.

그림 5-3. 농식품 수출촉진 지출액과 수출액 추이

단위: 억 원, 백만 달러

나. 결과지표

식품산업에의 투자는 결국 전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

로 보고 결과지표로는 부가가치 증가율을 선정하였다. 음식료품제조업의 총

부가가치는 상승 추세이지만 산출 대비 총부가가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이래 식품산업 육성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총산출이 증가하였

지만 부가가치 확대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9,623 10,478 11,547 11,251 11,280 11,762 12,360 13,070 13,176 14,199

총산출 대비 비중 0.177 0.179 0.184 0.179 0.178 0.176 0.161 0.157 0.157 0.152

자료: KOSIS.

표 5-20. 식품산업 산출액과 부가가치액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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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농식품 기술 개발36

농식품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식품분야의 에너지 및 비용절감을 

통해 녹색성장을 유도하고 농식품 R&D 혁신을 실현하고자 한 사업이다.

농식품 기술개발 분야의 투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정보화, 종자관리, 수

의과학, 검역·검사 R&D로 세분화되어 지출되었는데, 각각의 세분야별로 보

면 투입이 미흡하였다. 2011년도 이 사업이 체질강화 부문 예산 중 3.7%(조

정 시 5.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4.5%와 비교하면 이 부문 예산

은 큰 변화 없이 농림사업 예산의 일정부분을 차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국가전체 정책방향에서 기술개발 분야가 강조되어 온 것에 비하

면 지출 증가세가 낮은 편으로 보인다.

구분 1996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801 532 1,000 630 568 1,069 1,271 1,58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21. 농식품 기술개발 지출액

단위: 억 원

36 관리과제의 목적(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대한민국정부)

* 농림수산식품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R&D 기반 확충

-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로 산업화 촉진

- 미래 유망 식품 개발에 필요한 식품산업 원천·응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식

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농림수산식품 분야 고부가가치 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히트상품 생산과 이를 

통한 신소득원 창출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기술개발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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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출지표

농식품기술개발의 산출지표는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이다. 2011년 

목표대비 달성률은 95.4%로 목표에 미달하였다. 2011년 국내특허 출원건

수는 318건으로 목표였던 275건보다 많았으며, 등록건수는 95건으로 목표

인 126건보다 낮았다. 특허등록의 경우 매년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여 활용

가치 대비 비용이 높아 실적이 저조한 추세였기 때문에 전체 산출지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국내특허 출원건수는 166건, 등록건수는 

117건이었다. 농식품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전의 성과지표는 

현재와 다른 농림기술개발 이전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산출지표의 목표

치는 임의로 2011년 목표보다 20% 낮게 설정하였다. 이 경우 목표달성률

은 96%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농식품부 성과보고서에 제시되는 성과지표

의 목표달성률은 계획했던 정책의 목표치 도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만 실질적으로 수치 자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 2007년, 2011년 모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성과가 미

흡한 것으로 보았다.

2.3.10. 농업·농촌정보화

농업정보환경지원, 농지관리정보화, 농림행정정보화, 농업관측 사업을 포

함하는 농업·농촌정보화 분야는 2006년 이전에는 농업관측사업, 농업정보서

비스 사업으로 투자되었다. 정보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7년부터 농업

정보환경지원(정보화)37에 투자가 확대되었다. 2011년의 농업·농촌정보화 지

출액이 전체 체질강화 지출 대비 0.6%(조정 시 0.9%), 2006년에는 0.5%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37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인정보화교육, 농업정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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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6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25 101 112 227 214 274 272 27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각 연도 자료에서 재구성.

표 5-22. 농업·농촌정보화 지출액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대표적인 산출지표로 관측정보 활용도(이용률)와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

사가 있다. 농업관측정보 피제공자 이용률은 2011년 기준 85.5%로 목표를 달

성하였고, 이용자 대상 만족도는 71%로 나타났는데 이 만족도는 과거에도 

60~70% 정도를 보이던 지표이다. 다소 증가하긴 하였으나 산출지표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다른 지표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나 

이용률 기준으로 2007년, 2011년 모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만족도 66.9 71.4 69.5 70.9 67.6 71.0 63.3

이용률 77 78 87.4 80.0 84.9 85.5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내부자료.

표 5-23. 관측정보 이용자 대상만족도

단위: %

2.3.11. 종자 관리38

종자 관리 사업은 고품질 보급종의 확대 생산·공급으로 농산물의 품질경

38 종자개발 부문은 농식품기술개발에 포함된다. 종자개발에 있어서 로열티 대응 

및 수출지향형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수출전용 품종

개발, 현지 적응시험 등)과 종자 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해외 박람

회 참여, 적극적인마케팅 활동 등)이 있었던 결과, 2011년도 해외종자 수출액

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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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벼·보리·콩·옥수수·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원원종·원종 생산지원 및 종자 정선 시설의 현대화 

등이 이루어졌다. 쌀 시장 개방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응한 국가 경

쟁력 확보를 위해 벼, 청보리 등 고품질의 정부 보급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는 것 또한 주요한 목적이었다.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강화와 품종 육성

을 위한 육종가 지원 등으로 종자산업의 확대·발전을 꾀하였다.

종자관리 분야 지출액은 2011년 기준 체질강화 지출의 0.8%(조정 시 1.2%)

였다. 2006년에는 0.5%였으나 종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지출이 증

가하였다.

구분 1996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4 126 111 247 300 234 338 33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24. 종자관리 지출액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산출지표로는 품종보호 출원 건수를 통해 종자관리에 대한 성과를 파악한

다. 2006〜2010년 5개년 평균 출원 품종수(507건)의 110%를 목표치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는 557건, 실적은 587건이었다.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지난 4개년 평균 416건의 110%를 

목표치로 하면 목표는 461건, 실적은 528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구분 작물 수 합계 2002까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품종보호
출원

114 3,420 1,213 463 262 533 421 528 490 547 574 587

자료: 국립종자원. 품종보호출원 통계.

표 5-25. 품종보호출원 건수 추이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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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R&D 결과지표

R&D 투자의 결과지표로 R&D 투자의 투자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이주량

(2010)에 따르면 농업의 1인당 생산성과 국토이용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상

당 기간 높은 투자가 지속되어 인당 자본장비율이 높거나 R&D 지출 비중이 

커 기술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본투자

가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R&D 지출도 경쟁력

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이주량 2010).

R&D 투자가 명목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R&D의 투자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 주요 10개국39의 연평균 효율성 중에서 8위를 차지

하였다. 2011년 이 비율은 0.046로 2007년의 0.026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보

아 농업 R&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부가가치 역시 1990

년대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2011년 투자효율성은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

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2007년의 투자효율

성은 전년 대비 기준이 없고 수치가 낮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3.13. 검역·검사

검역·검사 부문은 수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강화를 통한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방지 및 WTO/SPS, FTA 확대에 따라 해외 가축전염병 및 위해 

수입축산물의 사전차단 및 예방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검역 통상 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동·축산물 수입 위험 평가 강화’, ‘동물질병 연구, 동물용의약품 국

가검정 실시 및 분석, 동물 검역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보, 동물 검역 기

술 강화 연구, 식물 검역 기능 강화’ 등이 있다.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39 덴마크,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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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됨에 따라 위험국 입국노선에 대하여 

검역탐지견 운영과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여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유

입 방지 및 효율적인 국경검역 업무 수행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

해축산물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입수하여 회수하고 정밀검사 강화(5회 연속

검사), 수출선적 중단, 수거검사 등의 긴급조치도 시행되었다. 검역·검사 지

출액의 체질강화 전체 지출 대비 비중은 2011년 기준 0.7%(조정 시 1.0%),

2006년 기준 0.8%으로 나타났다.

구분 1996 2001 2006 2007 2008 2008 2010 2011

지출액 109 179 176 229 231 256 275 29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26. 검역·검사 관련 지출액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과거 불합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

고 전산시스템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밀검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위해축산물

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하는데 기여하는 성과지표를 채택하였다. 전체 동·축산물 검역·검사 건수 대비 

전체 동·축산물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로 계산되는 수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불합격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1년에는 30%의 불합격비율, 2007년에는 

26%의 불합격비율을 보였다. 2007년, 2011년 모두 목표보다 낮은 수치였다.

구분
2007 2011

불합격 전체 불합격 전체

동물 9 7,608 6 10,029

축산물 34,770 126,109 51,572 161,164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통계

표 5-27. 수입 동·축산물 불합격비율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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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지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질병 예방 및 동식품 검

역·검사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지표로 주요 가축전염병 감소율(%)을 

선택하였다. 이 지표는 ‘(당해연도발생건수-최근 3년간 평균발생건수)/(최근 

3년간 평균발생건수)×100’으로 계산된 것이다. 2011년 목표는 35%였으나 실

적은 34.8%로 나타나 달성률 99%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2007년 목표는 28%

였으나40 실적은 9.4%로 달성률 33%를 보여 목표 대비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2.3.14. 교육

인력육성 분야 지출은 1990년대 이전부터 후계농업인육성사업 등의 형태

로 지속되어 오다가 2007년부터 농업인력과 법인경영체를 포괄하는 농업경

영체 육성사업으로 형태가 전환되었다. 이 분야는 농업경영체 육성의 하나

로 지원되는 지출을 제외한 농업연수, 농수산인력 양성 지출을 포함하고 있

다.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운영, 농업연수원 교육경비 지원, 한국농수산대학 

정보화 교육 등에 지출되었으며,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여 농수산업 CEO

양성, 역량 있는 공무원 육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대학 교육운영뿐 아니라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교육경비와 시설

관리 등에 소요된 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207억 원이었다. 이는 체질강화 

예산 대비 1% 미만의 비율이다.

40 35%에서 20% 정도 낮춘 목표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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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9 2010 2011

지출액 33 189 207

주: 농어업경영체육성의 일환으로 지출되는 교육 관련 지출은 제외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28. 교육 관련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인력육성이라는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산출지표 설정은 쉽지 않지만 한국

농수산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한 농수산업 인력의 누적을 이 사업의 산

출로 보았다.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총 2,55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87.7%가 농업인에 종사(2,123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졸업생 

누적 수는 2,066명, 2010년에는 2,287명이었다.

또한 2007년 축산학과 분과(대가축, 중소가축), 2010년 수산양식학과(입학

정원 30명), 2013년 산림조경학과(입학정원 30명), 말산업학과(입합정원 30

명)가 신설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결과지표

교육 관련 지출은 농업연수보다는 주로 한국농수산대학 운영 및 정보화 

교육에 주로 투입되므로 결과지표를 전국농가평균소득 대비 졸업생 농가 평

균 소득 비율인 ‘졸업생 농가 평균 소득률’로 설정하였다. 농가 평균 소득은 

2008년에 일반농가 소득에 비해 222%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2011년에는 목

표치인 240%에 도달하지 못한 203%에 그쳤다. 그러나 2011년도 졸업생 평

균소득은 6,516만 원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

났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성과보고서). 2008년 자료로 보면(2007년 자료는 

없음) 목표를 초과하였지만 2011년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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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실적 222 242 236 203

목표 190 230 236 240

달성률 116.8 105.2 102.5 84.6

주: 졸업생에는 축산농가도 포함하여 조사. 수산분야는 졸업생 배출 시 조사 예정.

자료: 대한민국 정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표 5-29.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농가 평균 소득률(%)

2.3.15. 경영체 육성

농업경영체 육성은 농업인력 고령화, 대내외 시장개방 확대 등의 여건 변

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인

력 유입대책, 교육·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되며, 실습 중심의 현장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농업인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까지 ‘인력육성’ 항목으로 농업인후계자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농

소정협력사업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등이 추진

되다가 2007년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관련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경영체 육성 부문 지출은 2000년대 후반 들어 1,000억 원 대 규모를 유지

하고 있는데,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 출자 금액이 2011년에 전년 대비 5.5배 

증가한 반면(2010년 90억 원→ 2011년 500억 원), ‘전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부문 지출은 감소하였다. 전문 농어업경영체육성 부문의 세부사업으로는 창

업 후계농어업인 육성,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연도 199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4,258 2,168 596 649 1,194 1,485 1,36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30. 경영체 육성 지출액 추이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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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0 2005 2010

과수

사과 7.7 9.0 12.3 14.8

배 7.8 7.0 8.4 11.4

포도 25.9 1.7 1.8 2.5

복숭아 0.4 0.6 1.2 2.1

단감 1.4 1.6 1.8 3.0

가축
한육우 0.5 1.8 3.7 9.1

돼지 2.2 9.8 25.2 37.2

주: 품목별 전업농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

(사과, 배, 포도: 1.5ha 이상, 복숭아, 단감: 2ha 이상, 한육우: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업총조사.

표 5-32. 전업농 비율

가. 산출지표

경영체육성부문의 산출지표로 1981년 시작된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육성

인원을 설정하였다. 육성인원은 2005년 1,050명, 2010년 1,559명으로 집계되

었다.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합계 ’81～’04 ’05 ’06 ’07 ’08 ’09 ’10

육성인원 130,073 123,329 1,050 1,044 1,507 1,705 1,435 1,559

지원금액 2,683,748 2,287,630 80,000 70,000 83,000 88,000 88,000 88,000

1인평균 19.8 - 76.2 67.0 55.1 51.6 61.3 56.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원출처: 농촌정책국 경영인력과).

표 5-31. 후계농업인육성사업

단위: 명, 백만 원

나. 결과지표

농업경영체 육성에 따라 기대하는 효과로 전문성을 가진 품목별 전업농 

비중의 증가를 고려하였다. 주요 과수 및 가축의 전업농 비율은 포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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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1995년 대비 상승하였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쌀의 경

우 2013년까지 정예 쌀 전업농 육성 목표를 7만 호로 설정하고 있는데, 2012

년까지 쌀 전업농 현원은 6만 5,432호로 나타났다.

연도 ’95〜’05 ’06 ’07 ’08 ’09 ’10 ’11 ’12 계 취소인원 현원

계 96,606 1,417 1,664 2,570 1,456 1,800 1,425 1,211 108,149 42,717 65,4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원출처: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표 5-33. 쌀 전업농 육성현황

단위: 호

2.3.16. 축산 경쟁력 제고(생산성제고, 생산비 절감, 품질강화)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기자재 구입비 지원, 우수 송아지 생

산 지원을 통한 품질고급화, 우량 종축관리, 모 가축의 경제능력 검정을 통

한 국내산 우수 종자 가축 선발 보급, 축산농가 소득원 개발(우수 마필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친환경 축산 및 가축 위생·방역에 지출된 금액 외의 축산업 관련 제반 투

입 금액으로 살펴본 지출액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축사 시설현대화가 일정 

궤도에 오름에 따라 지원 규모가 유지 또는 축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항목이 별도로 

구성되고 위생·방역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항목 구분상 축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의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축산 기술 보급 관련 지

출은 2007년 278억 원에서 2011년 492억 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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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4,690 3,940 4,763 3,891 2,735 2,21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34. 축산 경쟁력 제고 지출액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생산성제고, 생산비 절감 관련)

축산 분야의 생산성 향상 지표로 모돈당 연간 출하두수(MSY)를, 생산비 

절감 산출지표로 조사료 자급률을 살펴보았다. 양돈 농가의 경우 시설현대

화와 질병관리를 통해 이유 후 폐사율을 낮추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정

부의 시설현대화자금을 통해 이미 많은 농가들이 생산시설을 개·보수하여서 

양돈 농가의 MSY는 1995년 12.4두에서 2012년 15.6두로 높아졌지만 목표치

가 있는 해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은 해에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므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았다.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연간모돈
두당출하두
수(MSY)

실적 12.4 15.3 14.2 13.4 14.2 15.2 16 14.5

목표 - - - - 14 15 16 16.5

달성률 - - - - 101.4 101.3 94.4 87.9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9~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표 5-35. 양돈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추이

수입사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사료비를 절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조사료 자급률을 생산

비 절감 관련 사업의 산출지표로 활용하였다. 조사료 자급률은 조사료 총공

급량 대비 국내산 조사료 공급량의 비율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조사료 자

급률을 90%까지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

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는 목표에 미달되었고 2008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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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실적 84 83.1 83.2 82.1 81.3 84 82 83

목표 - - - - 78.7 82 84 86

달성률 - - - - 103.3 102.4 97.6 96.5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9~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2011년 이전-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07.10.) “뛰는 사료가격, 조사료 생산

확대로 돌파”.

표 5-36. 조사료 자급률

단위: %

나. 산출지표(품질강화 관련)

축산 품질강화와 관련된 산출지표는 축종별 등급판정 두수 대비 1등급이

상 두수인 1등급 출현율을 사용하였다.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표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1998년 15%에서 2011년 62.4%로 증

가하였다. 2009년 이후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연도 1998 1999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실적 15.3 18.8 24.8 29.8 44.5 50.9 54.0 56.7 63.1 62.4

목표 - - - - - - - 55.6 58 60

달성 - - - - - - - 102 108.8 104

자료: 대한민국 정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KOSIS.

표 5-37.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단위: %

2010년 돼지 1등급 이상 출현율의 목표 달성률은 100.1%로 실적이 목표치

를 상회하였으나, 2011년 돼지 판정두수는 1,081만 8,691두, 1등급 및 1+등급 

출현두수는 745만 3,199두로 1등급 이상 출현율 목표치인 74.5%에 못 미쳤

다. 한우와 양돈의 2011년 성과지표 부진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품질 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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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등급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돼지 등급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성과보고서).

한우의 품질강화 측면에서는 2007년, 2011년 모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

이지만 돼지의 경우는 목표에 조금 미달하였다. 그러나 전년 대비 성장이 있

는 경우 성과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돼지도체
1등급 이상
출현율

실적 64.1 66.9 72.3 73.6 68.9

목표 - - - 73.5 74.5

달성률 - - - 100.1 92.5
자료: 대한민국 정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표 5-38. 돼지 도체 1등급 이상 출현율

단위: %

2.3.17. 위생·방역(축산)

축산 위생·방역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높여 국산 축

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 축산물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자체 안전성 검사 재료비 및 검사장비 지원 등으

로 이루어진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또는 확산 차단으로 축산농가의 경제

적 손실을 줄이고, 축산물 수출 촉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와 가축 방역에 지출된 금액은 2011년 1조 8,375억 원에 

이른다. 구제역 관련 지출로 인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2011년 전체 체질강화 예산의 43%를 차지하였다. 2006년에는 지출액 2,251

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0.1%가 이 분야로 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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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2,251 1,390 1,817 1,604 4,349 18,37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39. 위생방역 지출액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위생방역의 산출지표는 성과보고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요 가축법정전염

병 발생 건수를 이용하였다. 가축 방역에 투입되는 금액이 높은 점과 전염병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다. 2009년 목표치는 

2008년 실적인 2,592건 대비 80% 수준인 2,056건이었으며, 발생 실적은 1,430

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2011년에는 발생건수가 목표치를 초과하여 

93.4%의 달성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2007년에는 전년대비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요 가축
법정전염병
발생건수

목표 - - - - 2,056 1,337 869

실적 4,296 6,585 3,591 2,592 1,430 1,083 926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9~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2005~2008.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구제역, 소 브루

셀라병, 돼지열병, 닭/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닭 뉴캣슬병 발생건수).

표 5-40. 주요 가축 법정전염병 발생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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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친환경 축산

가축분뇨 자원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을 육성

하고자 하는 분야이다.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

하고 축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고자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

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등이 이루어진다.

친환경 축산 관련 투입이 2011년 체질강화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였다(조정 시 6.4%). 2005년에는 친환경 축산 직불로 43억 원이 지출되

었으며 2008년부터는 꾸준히 1,000억 원 이상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소 

및 유통센터, 융자의 형태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

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에 지출되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출액 43 322 867 1,359 1,759 1,932 1,83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표 5-41. 친환경 축산 관련 지출액

단위: 억 원

가. 산출지표

가축분뇨의 퇴비·액비로의 자원화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자원

순환농업 활성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의 성과보고서에서도 사용

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친환경 축산 산출지표로 택하였다. 이 비율

은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으로, 2011년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목표치와 비슷한 87.5%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82%) 이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결과이다. 2007년, 2011년 모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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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가축분뇨
자원화율

목표 - 84.0 85.0 86.0 87.5

실적 82.0 84.3 85.6 86.0 87.6

달성률 - 100.4 100.7 100.2 100.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자료에서 재구성.

대한민국 정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표 5-42. 가축분뇨 자원화율

단위: %

2.3.19. 축산 결과지표

축산업의 성과는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산출지표에서 축산물안전, 경쟁력 제고,

친환경 축산 분야를 나누어서 살펴본 바 결과지표에서는 축산업 생산의 증

가가 단순히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얻는 결과인지(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자

부담), 질 좋은 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액 증가인지(소비자부담),

P와 Q 모두 증가하여 전반적인 사회후생을 증대시킨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고자 한다.

<그림 5-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2000년대 이전에는 가격의 상승하락폭이 매우 컸다. 이는 소비자, 생산자에

게 모두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축산물 고급화 전략, 이

력제 등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축산생산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산분야는 2011년에 구제역 여파로 

인해 크게 위축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 가격(P)이 상승하고 공급량(사육마릿

수, Q)도 증가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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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0(2009~2011 평균) 축산업 생산지수는 100,

2005 농가판매가격지수 100.

자료: 생산지수 - KOSIS.

사육마릿수 – KOSIS(가축동향조사), 농림부 1988년 주요통계 .

그림 5-4. 축산분야의 P와 Q

단위: 마리, 지수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종합평가 제6장

1. 요약 

농업부문 재정투융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

지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투융자의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농업부문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

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용

되고 있는 예산비중, 농림어업 GDP 비중 대비 농림어업 예산비중뿐 아니라 

농업부문 재정투입의 성과지표로 총요소생산성, 자본축적생산성을 제시하였

다. 단편적인 비중의 비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불안정한 값을 확대해석

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총요소생산성, 자본축적생산성과 같은 농업경쟁력 

지표들은 이 성과가 재정투입만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농업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 예산의 비중을 주로 이용하지만, 단순 예산비

중의 국제 비교는 각국의 경제구조의 차이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

어업 비중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2009~2011년 농림어업

GDP 비중 대비 농림어업 재정규모비중 수치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비중이 

약간 축소되었고 일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경우 독일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상대비교 수치가 나타났는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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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중심의 한국농업의 모델로 볼 수 있는 스위스는 직불금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비교 수치가 우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농림어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한 상대비교에서 GDP와 큰 관

련이 없는 복지, 식품영양과 관련한 사업을 제외하여 예산을 조정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낮아 조정되기 전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고,

식품영양보조에 예산을 크게 투입하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예산의 규모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개별 국가의 추세가 다르고 

특정 연도에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

한 지표의 비교는 결과가 다소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

를 통해 전체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농업예산 비중에 비해 GDP 비중은 해당 국가의 

농업분야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이 있었다. 하지만, 서세욱

(2012)이 밝힌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까지 상대비교 수치가 외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재정 운용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2)에서도 현재 우리의 자본

축적량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본 축적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41

재정투융자의 성과로서 농업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총요소생산성

을 타 산업과 비교한 경우 농업부문의 총산출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기여율

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특히 1980년대 34.58, 1990년대 43.32, 2000년대 

123.21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요소투입이 성장을 견인하는 일반적인 한국

의 경제성장의 형태와는 달리 요소투입 이외의 효과 면에서 농업부문의 투

자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연구

개발활동,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경제여건의 변화, 대외개방으로 

인한 선진생산기술 도입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41 2003년의 농업자본량이 1980년 농업자본량의 257%에 달한다. 이것은 FAO가 당

시 조사한 184개국 중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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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질서 등 기초환경의 혁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국가재

정운용계획 2005). 우리 농업에서는 특히 영농규모화, 전업농육성 등 정부재

정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농업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낮지 않은 총요소생산성을 유지하

고 있고 산출기여율 면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투입 이외의 

기술진보 등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간 생산기반정

비, 규모화를 위한 구조조정 관련 투자, 농업부문 기술개발 투자, 인력육성을 

위한 예산투자의 효과가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가 및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민간의 자본 투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

업부문 예산투입에 기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산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외국에 비해 한국은 자본축적당 생산성지표(1.94)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 역시 자본축적 이외 구조조정, 시장효

율화 등을 통해 생산을 증가시켜 온 것을 반영하고 있다. 재정규모에 대한 

논의에서 투자가 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로 자본축적 총량이 아직 높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농업의 현재 생산성을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총량은 생산기반과 연결되고 식량자급률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

대적인 투자액을 축소하기보다는 단위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만큼의 자본총량을 불과 3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축적하였기 때문에 증

가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집행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농업부문의 재정투융자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총량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ECM 분석결과, 정부지출을 1% 늘렸을 때 농업생산액은 

단기적으로 0.12%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0.1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출승수의 시계열 추이에서 1970년대 초반에는 1원 투자 시 5원 이상의 

효과를 얻었지만, 1980년대에는 0.6~2원, 1990년대 개방을 계기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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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 0.26원대까지 하락하였다가 1995년부터 현재까지 0.2~0.3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큰 폭 하락은 생산 측면의 외

부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90년대 중반부터 농업에의 투

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반등효과가 있었다.

농업부문 지출액의 성장효과가 낮아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전체 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농업에의 투자가 모두 생산성 증가효과로 반영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성장위주 정책보다는 농촌개발, 소득안정 등의 

분배, 삶의 질 측면에 투자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액 증가효과가 점차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분야별로 개괄적인 성과평가(집행수준, 목표달성도, 정책수단의 유

효성, 종합)를 진행하고 체질강화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성과평가를 통해 재정

투입의 분배 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을 모색하였다.

소득보전·경영안정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계획대

로 진행되었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개방의 영향과 교역조

건 악화 등 시장여건 변화의 충격을 이겨내지는 못하였다. 또한 농가소득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나 직불제 시행 이후 안정화 추세가 뚜렷하다는 성과는 

있다. 하지만 도농 간의 소득격차, 농가노령화와 함께 저소득 빈곤농가의 증

가로 농가 내에서의 양극화 심화는 농촌지역사회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요인

이 되고 있다.

생산기반 성과평가에서 생산기반정비사업은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사업 

부문이나 그 성과 역시 확실하였다. 지속적인 투자로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높

였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쌀의 초과공급 문제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쌀농업 중심의 생산기반투자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

서도, 생산기반투자는 다른 요소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에도 일리가 있

다 하겠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쌀농업에서 원

예·과수·축산 등 다양화된 고부가가치 농업, 농촌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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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후변화 등의 영향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재정투

입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통개선 성과평가에서 정책추진 정도를 평가하는 단기평가(정부의 성과

관리평가)는 연도별로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산지유통활성화를 목표로 

지원한 산지유통개선정책은 유통전문조직의 육성과 이들 조직의 성장 면에

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도매시장은 최근 시설 낙후와 경

쟁여건의 변화로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물류효율화는 부분적인 성과가 가시

화되고 있으나 발전 정도가 낮은 것이 문제이고 유통효율화를 위한 재정투

융자의 사회후생 증대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즉,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사업부문별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면

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개발·복지증진 측면에서 농촌의 생활인프라와 각종 문화시설 등 하드

웨어의 개선은 재정투입에 비례하여 확대되고 개선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과잉투자가 지적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인 시설이 활용되

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재정투융자의 효과는 상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실 면에서는 농촌의 인구 과소화와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태

이고 농업인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도 있다. 도시와의 지역격차가 여전하고 

농촌의 저소득화·빈곤화 관련 정책 부분에서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농업체질강화에는 생산기반정비에 대한 투자, 유통개선에 대

한 투자 등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 예산 기준으로 좁은 

의미의 체질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1년 기준 체질강화 지출액은 4.27조 

원으로 1995년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고, 전체 농업지출액 대비 비

중은 9.9%에서 17.9% 정도로 증가하였다. 2011년, 2007년에는 종합적으로 체

질강화분야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표에 대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산출지표의 결과가 오히려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질강화와 연결되는 결과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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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좋았다. 산출지표의 성과는 정부의 성과지표 목표가 과거치를 고려

한 산출목표라기보다는 중장기 목표에서 역산된 결과적 성격의 목표이기 때

문이다. 결과지표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행된 사업이 성과를 발휘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의 체질은 강화

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

력은 상당부분 향상된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업, 농림기술개발 등 예산편

성 방향에서 강조되어 온 것보다 투자가 미흡한 부분, 그리고 체질강화분야

의 성과가 식품과 축산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종합평가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규모는 1995년 이후 증가폭을 확대하면서 2012년 예

산기준 18.1조 원, 결산기준 17.4조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5.5%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불용처리로 비효율성에 

대한 예산 당국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 타 부처에 비해 융자 비율이 높기 때

문에 융자금까지 포함한 예산 규모는 실제적인 투자에 비해 과다 계상되기

도 한다. 재정투융자 현황에 있어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전체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이다.

GDP가 산출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투입대비 산출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근거는 GDP 비중 대비 예산비중의 상대비교였지만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대비교 수치는 경기변동성에 의해 과장된 결과를 보일 수 있었다. 실

제로 산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출로 수치를 조정하였을 때에는 상대비교 

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농업부문 재정투융자의 성과인 농업경

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제시된 농업 총요소생산성, 자본축적생산성을 검토

한 결과 오히려 우리 농업은 타 산업, 외국과 비교해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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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지표는 지표의 결과가 정부의 재정투자만의 효과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지표를 재정투융자의 적정규

모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재정 투입 총량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계량분

석이 필요하다. EC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원 투입 시 

2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수입개방 확대, 고령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지출확대

가 성장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농촌개발, 소득보전 등의 다양

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농촌개발확대, 복지예산 증가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르면 이제 성장효과만을 전체 농림재정의 성과로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전체 농림재정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각 분야의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각 분야별 성과평가를 단일지표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사업의 

성과를 종합할 수 있도록 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여 종합하는 방식을 제시

하였다. 체질강화 분야는 정부의 성과관리 목표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이 강화되었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수치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결과

이다. 향후 정부의 올바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목표설정, 지표설정 단계에

서부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농업부문 재정투융자의 성과를 결론짓고 앞으로의 정책방

향에 대해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국제비교가 가능한 단일지표,

총량성과분석, 분야별성과분석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분야 재정투융자의 성

과를 점검해 봄으로써 정부의 성과관리체계에 도움이 되고 재정규모 논의에 

근거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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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2010 2011 2012

목표1: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지표1-1: 농수축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 106.3 127.1

목표2: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지표2-1: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100.3 102.8 102.7

목표3: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한 품질고

급화와 브랜드화 추진

지표3-1: 채소·화훼브랜드 유통비중

3-2: 과실류 공동브랜드 유통비중

3-3: 쌀 브랜드 유통비중

3-4: 축산 브랜드(소) 유통비중

3-5: 축산 브랜드(돼지) 유통비중

-

-

-

-

-

-

-

-

-

-

100.0

100.0

102.0

112.9

126.2

목표4: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 및 원활한 행정관리

를 통한 농어업 개선

지표4-1: 농·수·축산업·식품산업 중요성 인식도 - 107.1 108.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부표 1. 전략목표 Ⅳ : 농어업 경영혁신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 의 성과평가 결과(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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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농가경영
안정

2003～2011

농어업재해보험 구조개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품목 수

쌀소득변동직불 쌀기금 •농가소득 지지율(%)

농어업재해보험재
보험금 재해보험

재해대책 구조개선

재채대책지원 구조개선 •재해대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이차보전 일반,
구조개선

(농업자금이차보전)
•집행실적 비율(%)
•농축산경영자금 영농적기 지원율
•RPC 벼 매입비중
•농업노동투하시간 절감 비율
•농업종합자금 연체율
•불량주택 정비율

농특회계관리 구조개선 •농특회계관리 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일수
비율(%)

적자보전 일반

농업기계장비 구조개선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천 호)
•농기계 이용율(일)

농가소득보전 구조개선 •쌀소득 고정직불 신청 대비 적격 비율
(%)

농업종합자금
(융자) 구조개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산지유통종합자금)
•주요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처리비중
(%)(축산경영종합자금)
•한우 브랜드 연간 출하물량(평균두수)
•돼지 브랜드 연간 출하물량(평균두수)
•축산계열화 비율(양돈/양계)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임업인의 소득액 증가율
(식품외식종합자금)
•시설현대화 지원 업체수(개소 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업체수
(개소 수)
•외식업체육성 지원 업체수(개소 수)
•가공원료매입 지원 업체당 평균 매출액
증가(%)

•지원자금 연체 비율, 경영실태

농업신용보증지원 구조개선 •농업신용보증지원 대위변제율(%)

농가소득
보전
2006～
2008

쌀소득고정직불 구조개선 •쌀소득 고정직불 신청 대비 적격 비율
(%)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 수 비율(%)
•이탈농 지지율(%)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율(%)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기타소득보전 구조개선

부표 2. 소득보전·경영안정 분야 단위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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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농가부담
경감지원
2001～
2005

부채대책등이차보전 일반

차관사업이차보전 일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일반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
•수혜자 만족도

수리시설유지관리지원 일반

비료판매가격차손보전 일반

재해대책생계비지원 일반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재특
•자금대출률(%)
•적시지원율(%)
•호당 대출금액(천 원)

농업인재해공제 일반

농가도우미지원 일반

농작물재해보험 일반 •재해보험 가입률(주지표)
•가입품목 증가 수(부지표)

여성농업인관리센터
운영지원

일반

경영이양직접지불 구조개선 •경영이양 목표면적 달성률(%)(경영이
양면적 ha)

친환경농업직접지불 구조개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비율(%)

논농업직접지불 구조개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구조개선 •이탈농 지지율(%)
•정주농비율(%)

소득보전직불제 구조개선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생산조정제 구조개선

주: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분류는 2001~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회계연도 결산보고

서 를 참고한 것이며, 각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참고자료에서 발췌하

여 정리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 2011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

김태규(2012), <표 27>. (원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도 성과계획서 ).

김영록(2011), <부록 2>.

황의식 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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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농업
생산기반
확충

2006～2011

재해예방 구조개선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액
•방조제개보수완료지역 염해피해액
•상습침수 농경지 감소율(%)
•방조제개보수율(%)
•수리안전답 제고율(%)

수리시설개·보수 구조개선

•재해예방률(%)
•용수절감률(%)
•수리시설개보수실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율(%)

대단위농업시설정
비

구조개선
•사업추진율(서산)(%)
•사업추진율(아산)(%)
•사업추진율(영산강)(%)

농촌공사시설
관리

일반
•수리시설 이용자 만족도(%)
•수리시설 활용도(%)

농업시설개선 구조개선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률(%)
•농업용수 수질개선 추진율(%)
•물관리 자동화율(%)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추진율(%)
•물관리시스템 활용도(천 건)
•시스템 DB 구축도(만 건)
•시험포 정화효율(%)

농어업기반정비 광특
•밭기반정비율(%)
•지방어항 완공률(%)

농어업기반정비 광특

대단위농업개발 농지
•간척농지 조성률(%)
•간척농지 이용률(%)

대단위농업개발 구조개선

•개발농지 활용 실적(ha)
•활용농지 쌀생산량 증대(톤)
•농직발 진척률
•농지 정비 면적(ha)
•사업만족도(%)

다목적농촌용수
개발

구조개선

•농촌용수개발 사업추진율(%)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추진율(%)
•수리안전답률(%)
•쌀 생산량
•수도노동력 투하 시간

농지은행
2006～2011

농지은행(융자) 농지

•지원농사의순자산액연평균증가율(%)
•쌀전업농육성대상자호당경영면적(ha)
•농지연금농가가입률(%)
•환매준비농가 비율(%)

생산기반
조성

밭기반정비 구조개선

부표 3. 생산기반정비 분야 사업과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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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2000～200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구조개선
•주민만족도(%)
•농로포장 투자효과

배수개선 구조개선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액
(과거 균특)
•상습침수 농지 감소율(%)

수리시설개·보수 구조개선

물관리자동화사업 구조개선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준공지구수(지구, 주지표)
•물관리자동화율(%, 부지표)

대규모용수개발 구조개선

중규모용수개발 구조개선
•수리안전답률
•사업추진율
•재정투입률(%)

일반용수개발 구조개선
(농업용수관리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추진율(%)

금강Ⅱ지구농업
개발

구조개선

미호천Ⅱ지구농업
개발

구조개선

홍보지구농업개발 구조개선

영산강지구농업
개발Ⅲ-1

구조개선

대단위농업개발
채무상환

구조개선

영산강지구농업
개발Ⅲ-2

구조개선

영산강Ⅳ지구농업
개발

구조개선

새만금방조제축조 구조개선

농업생산기반종합
정비

구조개선
•목표대비 추진율(%)
•달성

농업기반공사출자 일반

농지관리기금지원 일반

기계화
2000～2006

농기계구입자금지원 구조개선
•벼농사 기계화율(%)
•밭농사 기계화율(%)

농기계사후관리지원 구조개선
•사용연수(년)
•A/S종합실태평가 민원 발생(건)
•농기계 수리 봉사(천 대)

농기계차관환차손 구조개선

농기계생산지원 구조개선
•벼농사 기계화율(%)
•밭농사 기계화율(%)
•농기자재 수출실적(백만 달러)



144 부록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영농
규모화

2000～2006

농지매매사업 농지
(농지매입·비축사업)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주지표)
•쌀전업농 호당경영 면적(ha, 부지표)

농지임대차사업 농지

농지교환분할사업 농지

농지조성
사업

2000～2006

서남해안간척사업 농지
•간척농지 조성률(%, 주지표)
•간척농지 공정률(%, 부지표)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농지
•농지 조성 면적(ha)
•사업만족도(%)

유휴지개발사업 농지
주: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분류는 2001~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결산보고서 를 참고

한 것이며, 각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참고자료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 2011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

김태규(2012) <표 27>. (원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도 성과계획서 ).

김영록(201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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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양곡관리
(양곡생산유
통지원)
2001～2011

양곡매입 및 관리 양특

양곡유통지원 구조개선
•RPC 벼 매입비중(%)
•RPC벼저장능력(%)
•노동시간절감비율(%)

미곡종합처리장지원 구조개선
•벼 유통량대비 RPC 저장능력(%)
•벼 유통량대비 RPC 처리능력(%)

농업기계화 구조개선

채무상환 양특

비료농약적자보전 일반 •비료계정 적자액 상환(억원)

화학비교지원 일반

양곡수급관리
2005～2008

양곡매입 양특

조작관리 양특

쌀소비촉진홍보 양특

채무상환 양특

농산물
가격안정및
유통효율화
2006～2011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

일반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농안

•비축농산물비축률(%)
•원예품목자조금단체생산점유비율
(%)

•농산물 연간 가격진폭률(%)
•유통협약·명령발령에 대한 가격
기준(%)

농산물유통개선 구조개선
•소모성 물류비 비중(%)
•농산물표준규격출하율(%)
•판·구매자 유치(업체수)

농산물유통개선 에특
•연간에너지절감량(천 TOE)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증가율(%)

농산물유통개선 농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
화사업공정률(%)

•친환경농산물유통시장규모증가
율(%)

•물류비지원업체수출실적(백만 달러)
•농식품 시설현대화업체 지원 수
(개소 수)
•친환경농산물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APC주요원예상품취급비중(%)

농산물유통개선 광특

•주요 원예농산물 취급비중(%)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제주도 APC 농산물 처리물량
증가율(%)

부표 4. 유통개선·가격안정 분야 단위사업과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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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농산물유통개선 광특

산지유통활성화 농안
•사업대상 경영체 채소·화훼류
매출액(억 원)

소비지유통활성화 농안
•소비지업체 직거래 비중(%)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천 톤)

농식품표준화 구조개선 •농식품표준규격 제·개정건수(누계)

농산물소비촉진 구조개선
•신선농산물 수출실적(백만 달러)
•원예전문단지 수출실적(백만 달러)

농산물안정성

•농산물 정밀분석 목표향상률(%)
•원산지표시이행률(%)
GMO 표시제 인지도(%)
•GAP 인증 농산물생산비중(%)
•농산물이력등록농가비율(%)

농산물가격
안정 및
유통효율화
(융자)
2001～2011

농산물유통개선 농안

산지유통활성화 농안

•사업대상경영체의매출액(억 원)
•최근 5년간평균채소류가격진폭
률(%)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처리비중
(%)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
조직 매출액 성장률(%)

민간가격안정 농안
•계약재배비율(%)
•이력관리인삼유통물량비율(%)

소비지유통활성화 농안
•공영도매시장거래물량(천 톤)
•aT화훼공판장경매실적(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
2006～2008

농산물비축지원 농안

농산물출하조절 농안

농산물수출촉진 농안
•농식품 수출액(억 달러)
•국내 외식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종자수급관리 농안

농산물
가격안정
(융자)
2006～2008

농산물수출촉진 농안

민간가격안정지원 농안

인삼산업지원 농안

생산및
유통개선
2001～2005

원예유통부문재해복구 구조개선

과실검은마름병등방제 구조개선

고품질우량종자개발 구조개선

마늘경젱력제고지원 구조개선

종자관리사업지원 구조개선

원원종및원종생산 구조개선 •종자생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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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토양개량사업 구조개선

친환경농업육성지원 구조개선

식량생산부문재해복구 구조개선

가축방역 구조개선
•주요 가축전염병 감소율(%)
•동물판매업 등록률(%)
•진단액 공급가축 전염병수(종)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구조개선

축산부문재해복구 구조개선

축산물검사 구조개선

미곡종합처리장지원 구조개선

농촌가공산업육성 구조개선

농업정보통신환경개선 구조개선

농수산물종합유통
센타건설

구조개선

유통관측 및
정보체계구축

구조개선

(농업관측)
•농업관측정보 피제공자 이용률
제고(%)
•농업관측정보 활용도
•농업관측정보 제공실적

농산물물류표준화 구조개선

농산물규격출하 구조개선

농산물품질관리 구조개선
•업무처리시간 절감률(%)
•전자민원신청률(%)

김치종합센터조성 구조개선

농축산물판매촉진 구조개선

농산물해외시장개척 구조개선

화훼수출단지조성 구조개선

재해대책융자금 구조개선

•전체재해대책품목중추가품목
비율(%)
•농어업재해복구확정시기단축률
(%)

협동조합합병지원 구조개선

지역특화사업 구조개선
(특화품목육성사업)
•사업집중도

인삼검사장설치 구조개선 •인삼검사소 안전성 검사 실적

낙농차관환차손 일반

농안기금지원 일반

양곡기금및
비료농약
계정

2001～2005

양곡증권정리기금지원 일반

비료계정적자보전 일반

농약계정적자보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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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축산업진흥
(축발)
2001～2011

축산물수급관리 축발

•낙농진흥회원유잉여율(%)
•학교 우유 급식률(%)
•주요 축종(한우,낙농,양돈) 자조금
만족도(%)
•낙농체험목장이용자수(천 명)

주: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분류는 2001~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결산보고서 를 참고

한 것이며, 각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참고자료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

김태규(2012) <표 27>. (원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도 성과계획서 ).

김영록(201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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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농어업
복지증진
2006～2011

농어업복지증진(농
어민건강보험료지원)

구조개선

•농업인재해공제 가입률(%)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고객만족도
(%)
•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농어업인세대별건강보험료부담경감률

취약농가인력지원 구조개선 •수혜자 만족도

농업인재해공제 구조개선
•안전공제 가입률(당해연도 가입건수
/농림업경제활동인구)

농촌출신대학생학비
지원(융자)

구조개선 •수혜자 만족도

영유아양육지원 구조개선 •농어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율(%)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구조개선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농촌주택개선운용
사업

구조개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주택 정비(%)
•주민만족도

농촌지역
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2008～2011

농촌(마을)지역개발 구조개선

도농교류활성화 구조개선

농촌지역개발 균특

(농특)
•농촌마을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만족도(%)
•농촌마을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률(%)
•사업착수지구비율(%)(저수지수변개발)
•누적집행률(%)(저수지수변개발)
•농어촌뉴타운분양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균특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개소)
•상수도 보급기여율
•수질검사율

농촌활력증진
균특,
구조개선

•주민교육(만 명)
•향토자원 개발건수
•사업집중도(지원예산/특화사업개소(품목) 수)

농공단지조성 균특 •농공단지 현지인 취업률(%)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광특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 지원
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일자리 증가율(%)

일반농산어촌개발 광특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주민만족도(%)
•전원마을도시민 등 유치비율(%)
•신규인구 유입목표 달성률(%)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광특

부표 5. 농촌분야 사업과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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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광특

국제농업박람회 광특 •사업추진율(%)

어업기반구축
(제주특행기관)

광특

도농교류
활성화
2008

농업인의 날 행사 일반 •농업인의날행사농업인단체참여수(개소)

도농교류활성화지원 구조개선
•포탈이용자 만족도(%)
•체험마을방문객수 증가율(%)
•인적역량강화 교육 만족도(%)

도시민농촌유치원 구조개선 •사업추진 진도, 목표 달성률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균특
•사업추진율(%, 누계)
•재정집행률(%)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균특
•체험마을 방문객 수(천 명)
•체험마을 매출액(억 원)

지역농업육성
2006～2009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

균특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농촌소득원
개발

2001～2005

농공단지조성
균특,
구조개선

녹색농촌체험활동
균특,
구조개선

도농교류센터운영 구조개선

생활환경개선
2001～2005

농촌마을종합개발
균특,
구조개선

•수혜가구 목표 달성률(%)
•권역주민 만족도(%)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구조개선 •사업시행 면 수/건수

농촌생활용수개발 구조개선

폐비닐수거비지원 구조개선 •폐비닐 수거율(%)

주: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분류는 2001~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결산보고서 를 참고

한 것이며, 각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참고자료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 2011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 각 연도.

김태규(2012) <표 27>. (원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도 성과계획서 ).

김영록(201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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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친환경
분야

친환경농업
육성

1996～2011

친환경비료 일반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율
(%)

친환경농업인프라 구조개선

•생물적방제면적비율(%)
•녹비작물계획대비실재배면적비율(%)
•민간인증기관인증농가비중(%)
•총사업비대비누적투자액(%)
•천적활용농산물생산비중(%)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단지내인증면적증가율(%)

농작물피해방지 구조개선 •병해충방제효과율(%)

광역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

광특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인증면적증가율(%)

경쟁력
분야

경쟁력
제고

(기금, 융자)
2004～2011

과수경쟁력제고 FTA

•주요과실단위면적당생산량증가율(%)
•과수전업농증가율(%)
•고품질과실브랜드유통비중비율(%)
(융자)
•과수전업농생산량비율(%)
•과실우량묘목점유율(%)

해외농업개발 농지
•주요수입곡물의해외생산유통물량
확보율(%)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만족도

축산경쟁력제고 FTA

•한우 1등급 이상출현율(%)
•연간모돈두당출하두수(MSY)
•일당증체량(육계)
•두당산유량(ℓ/년)
•가축(돼지)폐사율(%)

식량및원예
경쟁력제고

FTA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 증가율(물량
및금액)(%)
•국산품종점유율(%)

경쟁력제고
2004～2011

직접피해지원 FTA •피해보전비율(%)

경쟁력제고 구조개선 •국내채종비율(무, 배추)(%)

과수경쟁력제고 FTA 　

경쟁력제고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지정·고시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만족도(%)

축산경쟁력제고 FTA 　

식량및원예
경쟁력제고

FTA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증가율(%)
•딸기국산품종점유율(%)

부표 6. 체질강화 분야 사업과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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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식품

식품산업육성
1995～2011

식품산업기반조성 구조개선
•우수교육과정비율(%)
•컨설팅전후의매출액증가율(%)

식품산업육성 구조개선

•전통발효식품출고액(백억원)
•막걸리출고액(백억원)
•식품통계DB 정보활용도증가율(%)
•농식품시설현대화업체매출액증가율(%)
•천일염의수출실적(천달러)

식품안전및규격 구조개선
•국가인증농식품에대한소비자인지도(%)
•HACCP 지정후사후관리(건)

농산물수출촉진 농안 •자금지원업체수출실적(백만달러)

농식품안전정보
관리

구조개선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광특 •클러스터특화품목매출액증가율(%)

식품산업육성 농안
•전통주만족도조사(%)
•전통발효식품전체생산액(백억원)
•식품통계DB연간누적이용건수(건)

식품산업육성
(융자)

1995～2011　

농식품수출촉진 농안 •자금지원업체수출실적(백만달러)

식품산업육성 농안 　

R&D
분야

지역농업육성
1997～2008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

광특 　

농식품기술
개발정책연구
2007～2011

농식품기술개발 구조개선 　

방사선
육종기반구축

일반
•설계완료성과물
•센터설립공정률(%)

농산물
품질관리
2007～2011

농산물안정성관리 구조개선 　

원산지GMO관리 구조개선 　

농업통계조사 구조개선 　

품질관리정보화(정
보화)

구조개선

가축방역검역
및

수의과학연구
1995～2011

가축방역검역 일반

•가축질병혈청검사및병성감정대상
가축전염병수(종)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 집중
관리(%)
•위해축산물적발실적(건)

수의과학정보화 일반 　

수의과학(R&D) 일반
•정책및표준기술활용(%)
•SCI 논문게재실적



부록  153

구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세항) 회계/기금 성과지표

•유효기술지도실적(건)
•인수공통질병진단기술개발실적(건)

종자관리
2007～2011

종자원인건비 일반 　
종자원기본경비 일반 　

종자관리 구조개선

•수매종자정선처리물량(천톤)
•벼종자갱신율(%)
•품종보호출원건수(건)
•씨감자생산량(톤)
•원원종·원종생산량(제주, kg)

종자원정보화 구조개선
•품종보호등전자출원율(%)
•업무처리시간절감률(%)

생산및유통
개선

1995～2006

농업관측사업,
농업정보서비스

구조개선 　

농산물품질인증등 구조개선 　
종자관리 구조개선 　

고품질우량종자
(식량)

구조개선 　

기술개발및
정보화
1995～2006

정책연구개발사업 구조개선 　

농림기술관리센타 구조개선

(농림기술개발)
•기술실시계약실적(건)
•국내특허출원/등록실적(건)
•SCI논문게재실적(건)
•사업(정책) 및현장적용과제수

북한농업연구지원 구조개선 　
농어통계조사 구조개선 　
농업생산기반및
용수개발

구조개선 　

해외농업투자환경
조사

구조개선 　

농림지식관리
시스템구축

구조개선 　

농촌용수물
관리정보화

구조개선 　

농업벤처육성 구조개선 　
신지식농업포탈
사이트

　 　

전통식품 codex
규격화

　 　

행정정보화 　
•주요수입곡물지식포털이용자만족도
•EA 성수도

인력
분야

농어업경영체
육성

전문농어업
경영체육성

구조개선
•후계농업경영인증가율(%)
•귀농·귀촌농가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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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1

•컨설팅전후농가소득증가율(%)
•농산업인턴의영농창업률(%)
•농식품투자펀드결성수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쌀기금
•농업마이스터대학이수율(%)
•쌀전업농교육훈련만족도(%)

농식품전문투자
펀드출자

재해보험 　

농수산인력
양성

2009～2011

한국농수산대학교
육운영

구조개선
•수혜자만족도(%)(재학생+졸업생)
•졸업생농가평균소득률(%)

한국농수산대학
정보화교육

일반,
구조개선

•정보교육만족도(%)
•업무효율성향상도(%)
•정보화교육효과성(%)

인력육성
1995～2006

농업인후계자육성 일반
•후계농영농 규모, 농업생산 변화,
농가재정, 영농규모화, 농업조수입,
농업소득, 농가부채

농업인교육훈련 구조개선 　

농소정협력사업
지원

구조개선
•경영개선실적(%)
•연체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구조개선 •컨설팅전후의소득(매출액)증가율(%)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구조개선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

구조개선 　

축산업
경쟁력
분야

축산업진흥
2001～2011

축산물수급관리 축발 　

축산기술보급 축발

•젖소산유량(kg/두/년)
•한우 1등급 출현율(%)
•돼지산자수(두)
•닭산란지수

축산업경쟁력
제고

축발
•한우거세우출하월령(개월)
•마필사육농가수익증가율(%)
•존치도축장비율(’08 대비)(%)

친환경축산 축발
•조사료지급률(%)
•조사료재배면적(천 ha)
•퇴·액비 사용량(천톤)

친환경축산지원 구조개선
•가축분뇨자원화율(%)
•가축분뇨해양배출량(만톤)

축산물위생안전성 축발
•쇠고기이력제미이행업소비율
(식육포장처리업소(가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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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제소비자등만족도(%)
•식육중잔류물질검사건수
•HACCP 지정, 사후관리건수

축산물위생안전성 구조개선 •잔류물질검사중규제검사비율(%)

가축방역 일반
•주요가축전염병발생감소율(%)
•뉴캣슬병예방접종률(%)
•동물판매업등록률(%)

가축방역 구조개선 　

가축방역 축발
•소브루셀라병감염률(%)
•돼지열병발생감소율(%)

축산업진흥
(축발,융자)
2001～2011

축산기술보급 축발
•젖소산유량(㎏/두/년)
•한우 1등급 출현율(%)
•돼지산자수

말산업활성화 축발 　

축산업경쟁력제고 축발

•한우브랜드연간출하물량(평균두수)
•돼지브랜드연간출하물량(평균두수)
•사료가격안정(원/㎏이내변동)
•승마장수익증가율(%)

친환경축산 축발 　

(축산)생산및
유통개선
1995～2006

시도가축방역등
축산업진흥

구조개선

(축산)농가소득
안정및
부담경감
1995～2006

친환경축산직불 구조개선

주: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분류는 1996~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결산보고서 를 참

고한 것이며, 각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참고자료에서 발췌하여 정리

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

김태규(2012) <표 27>. (원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1회계연도 성과보

고서(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도 성과계획서 ).

김영록(2011) <부록 2>.

마상진, 박대식, 김강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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