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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발전에서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금융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지체된다. 정부가 자금공급에 개입하는 정책금융은 농업의 자본제

약에 의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농업정책금융

의 규모를 보면 농업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 규모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농업정책금융 공급의 외연적 성장뿐 아니라 농업금융에 대

한 수요 또한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장기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비

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서 변화가 없어 농가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기보

다는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농가

고령화, 양극화 등 농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정책금융의 이점 상실, 기술금융시스템에의 요구 등 환경 변화는 농업

부문 정책금융에도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정책금융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시도되었

다. 농업여건의 변화,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을 재정립하고, 규모, 종류, 금리, 전달체계, 부채, 신용보증 등 농업정책금

융과 관련된 주요쟁점별로 현황과 과제를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정책금융에서 그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금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보고서를 마련하였다.

  각 쟁점이 별도의 과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더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나,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하고 

객관적인 정책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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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농업금융은 농업부문 및 농업경영체에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효율

적으로 조달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금공급으로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므로 농업금융시

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농업발전 수준이 달라지기

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은 투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농업금

융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어 내적, 외적 자본

제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여건의 변화와 함께 저금

리기조의 유지라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을 재

정립하고, 새롭게 강화할 부분에 대해 쟁점별로 살펴본 후, 이를 위한 효율

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표분석, 계량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별 쟁점과제에 대해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

하여 일반정책금융과의 비교, 국제비교 등 여러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고, 

농가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였다. 또한 실

제 수요자의 정책금융 이용현황, 향후 투자수요 등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별도의 세부보고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건변화와 발전방안｣을 

구성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현황, 독일·프랑스의 정책금융 사

례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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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시사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한 금융수요 감소와 더불어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역할의 정책

금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농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단순 이자부담 

경감, 부채대책에서 발전한 형태의 농업금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금

융시장환경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정책금융 이자에 대한 

이점(利點)은 감소하고 융복합, 기술금융을 위한 사업성 평가 시스템 등 정

책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금융 전체규모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

율을 비교한 결과 농업정책금융 규모가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부문의 정

책금융의 지원방식은 대출과 보증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금리이점이 있는 

직접대출, 사업성 평가 위주의 보증, 모태펀드 등 농업전문투자로 정책금

융 기능을 가져가고 이차보전사업과 직접대출사업 간 금리 차이를 두는 등 

정책금융 기능별로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기관별·기능별 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종류는 단순화할 필요

가 있다. 대출기관의 역할, 보증기관의 역할, 기금관리기관의 역할을 단순

화하여 재원 및 기관별로 중복사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정

책설계 단계에서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중복사업 혹은 사업별로 차별화되지 않은 지원은 선별(스크리닝)비

용을 높이게 된다.

  넷째, 과거와 같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방식의 부채 대책

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경영위기

에 처한 농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양

한 형태의 부채관련 금융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부문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신보의 전문성을 제

고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기적으로 신용보증을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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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과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통합 정책금융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신보 

업무와 농업정책금융의 직접대출까지 관리하는 통합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효율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조직의 설립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 등은 앞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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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Agricultural 
Finance and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Guarantee Fund (Nongshinbo)

Research Background
  Agricultural finance plays a role to supply the appropriate amount of fi-
nancing when farm households need for. Efficient money supply promotes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ultimately increases income. Therefore 
the level of development varies depending on how efficiently the agricul-
tural financial system works. However, in general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characteristic that agricultural finance may not be working efficiently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liquidity constraints. In this study,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and in farming conditions we re-
define the role of the agricultural public finance and investigate related is-
sue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Method of Research
  In order to carry out research, various methods were employed including 
the financial indicator, econometric analysis. We take advantage of the 
farm economy survey to analyze the financial condition of farmers. In ad-
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utilization of public finance, fu-
ture investment needs and difficulties.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the emphasized role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Guarantee Fund (nongshinbo), a separate de-
tailed report was displayed, tilted “Improving the Policy Measures for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Guarante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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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Changes in the role of agricultural finance is expected. Under the finan-
cial market conditions with slow economic growth and the lowest interest 
rate ever, the benefits of the public finance have reduced. Therefore,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s based on the 
technology became necessary.  Describing the phenomenon on the main 
task of the agricultural public finance, we derive plans for a corresponding 
improvement in the problems presented.
  First, in terms of the scale, the result shows that the total agricultural 
public finance is not excessive yet compared to the nominal GDP growth 
rate. Second, the financing scheme needs to be diversified. The current ag-
ricultural policy related to the finance is simplified by direct loans and 
guarantees. Financial policies should expand to direct loans with interest 
rate advantage, assurance of the feasibility assessment and fund of funds 
specializing in agriculture finance function. The public finance function 
needs to be design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terest rates should be 
different between the interest make-up and direct lending project. Third, the 
role of each institution needs to be simplified. The role of the lender, fund 
managing institution and the guarantee institution should avoid duplication 
of  projects. Overlapping projects in financial scheme increase the screen-
ing costs. Fourth, the uniform policy for farm household’s debt seems un-
necessary any more. It would be better to emphasize farm households that 
need regenerative rather than temporary and uniform debt relief.  Fifth, in 
order to activate the financial technolo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pro-
fessionalism of “nongshinbo” should be enhanced. In a mid term, it would 
be appropriate to support credit guarantees with financial policy.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and nongshinbo credit guarantees.  Sixth, it is time to discuss in-
tegrating agricultural finance institutions. Credit guarantee and direct loans 
can be managed through an integrated institution for efficiency.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that causes social costs should be 
considered in a cautious manner.

Researchers: Kim Mee-bok, Hwang Eui-sik, Lim Ji-eun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12.
E-mail address: mb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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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금융은 농업부문 및 농업경영체에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효율

적으로 조달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해 주어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자금공급으로 농업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자본형성을 확충

함으로써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 농

업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농업발전 수준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1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은 투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농업금융이 효율적으

로 작동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내·외적 자본제한이 크

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

생한 부문이다. 농업투자는 자연조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투자수익성

이 불확실하고, 투자수익성도 장기간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금의 회수기간

이 길어서 자금공급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농업은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하

기 때문에 사적인 투자수익성이 낮아 투자수준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보

1 네덜란드에서는 농가가 대규모 유리온실단지(10∼40ha 수준)를 신축할 경우에 

농업금융기관인 라보뱅크가 첨단온실 투자비의 70% 정도를 장기융자하여 주기 

때문에 농가는 농업생산기반 확대를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첨단유리온실단지

의 조성으로 원예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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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농업의 내·외적 자본제약을 완

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금융에서 정부가 자금공급에 개입하는 정책금융은 자본제약에 의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 즉 시장실패 부분을 보

완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

정책금융의 역할은 경제발전단계와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

해 왔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농가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1950～60년대), 정부의 재정여력이 개선되면서 농가지원의 주요 

수단으로(1970～80년대), 시장개방화 시대에는 농업경쟁력 향상과 구조조

정의 수단(1990년대 이후)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하였다(박성재 2012). 

  농업정책금융2의 규모는 농업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2～2001년에 총 22조 7,095억 원의 정책금

융자금이 농업부문에 공급됨에 따라 정책금융의 규모가 크게 팽창하였다

(이정환 외 2009). 1992～1998년의 42조 원 구조개선사업과 1994～2004년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지원계획에 따라 생산기반투자 확대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책금융도 증가하였다. 특히 농어촌

발전대책이 확정된 1994년 이후 자금 공급이 급격히 늘어났다. 

  농업금융에서 정책금융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외연적 성

장은 정체된 모습이다. 부채대책을 제외한 농업정책자금의 연간 신규 공급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9.3조 원이고, 잔액기준으로는 2013년 기준 25조 

2,464억 원이다. 2001년, 2004년 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 부채가 장

기저리 정책금융자금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정책금융 잔액이 32조 

4,96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정책금융의 규모 확

대 추세는 멈추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부채규모에서도 농업구조개선정책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던 것이 2007년 이후에는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 총 차입

2 농림축산식품분야(2013년 이후)와 농림수산식품분야(2013년 이전)를 포함하지만 

편의상 농업정책금융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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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규모는 2007년 이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농가의 자금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에 따라 농가의 장기적인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농가부채비율이 2000년 초반 이후 계속 감속하여 2013년에는 

7.3%에 불과하다. 이는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규모가 7.3%에 불과한 것으

로 기업회계기준으로 볼 때 매우 건실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지만 농업성장을 위한 농업투자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수

준은 아니다.   

  농가의 차입규모 정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먼저 농업

투자를 축소하고자 하는 고령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가의 차입규모

가 정체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 GDP가 증가함에 따라 총량적으로 농업부

문에 공급되는 자금규모는 증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업부문 고령화보다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농업투자 기피현상

이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농가구입가격 대비 농가판매가격으로 표

시되는 농업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업

여건 속에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3%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농가 입장에서는 자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차입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기준이 강화되고, 금

융기관의 건전성이 약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농가에 대한 자금공급을 기피

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가의 경우 경영장부 미비로 인해 신용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을 기피하게 된다. 농가부

채에서 최근 개인 사채비중이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 것이다.

  농가의 차입규모 정체는 농가의 농업시설 등 농업투자 정체를 의미한다. 

농가의 농업투자 기피 → 농업 성장기반의 약화 → 농업 수익성의 하락 → 

농업투자 수요의 감소 → 농가 차입규모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

성되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순환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기준의 강화에 따른 농업부문

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역

할이 요구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농업투자자금 조달비용을 축소해주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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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농업정책자금에서 금리인하를 위한 이차보전제의 효율화 논의

가 대두되고 있다.3 과거 농업정책금융에서는 공급확대가 강조되었지만 이

와 동시에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단순화, 금융기관

의 선별기능 활용 등을 위한 농업종합자금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FTA 기

금사업에서 보조지원이 확대되면서 선별기능이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이 담당하는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선별기능이 축

소되어 정책금융공급체계가 효율적인지 점검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이 국정과제로 대두되면서 금융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사업성을 중시한 금융공급 즉, 기술

금융의 활성화가 핵심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투자방식의 직접금융 비중

이 확대되고,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활성화가 추

진되고 있다. 이를 위한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등 기

술금융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담보력 중심이 아닌 

사업성, 기술력 평가에 기초한 자금공급을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신규취농 농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된 기술, 연구결과의 실용화 등을 

위한 기술금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은 시중은행의 담보중심의 자

금공급체계에서는 도입되기 어렵다. 농식품전문모태펀드가 도입되었지만 

한계가 있어 기술력,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신보의 역할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농업정책금융에서도 창조농업 실

현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등을 위한 농업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

구되고 있다.

3 현행 정책금융 대출금리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대부분 3%), 금융기관 보전

금리(이차율)는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변동이차보전 방식이다. 시중금리 하락으

로 인하여 정부의 이차보전자금이 적게 소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이차보전

방식은 금융시장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금리하락만큼 농업부문 자금공

급이 확대되지도 않고 재정운용에서는 매년 예산 불용·이월액 반복 발생 등 비

효율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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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농업여건의 변화와 저금리기조의 유지라는 금융환경 변

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강화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 후 이를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농업정책금융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자금수요, 자금

공급 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농업정책금융과 관련된 주요 과제별로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술에 기반한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

과 신용도 부족으로 필요자금조차 대출받기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문제점

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농업정책금융에서 그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농신보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보고서를 마

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금융환경하에서 농업정

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농업정책금

융에 대한 정책자금의 규모, 금리수준, 농가부채문제, 새로운 역할 확대, 

제도개선 등 주요 과제별로 실태분석을 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또한 금융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신용경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로서 효율적인 농신보 역할강화를 위해 관리체제 및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부문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

으로써 시장개방 속에서 미래성장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농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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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농업정책금융 선행연구

2000년대 들어서 금융환경4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정책적인 관심도 적었기 때문에 농업금융에 관한 연구는 많지

가 않았으나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부문 전망이 어두워지며 정책적 관심

이 높아지자 김용택 외(1993), 한두봉 외(199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용택 외(1993)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사업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금융환경변화와 맞물려 대두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5가지 기본원칙 아래 은행금융에 대해서

는 금융자율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상호

금융에 대해서는 지도금융의 강화, 단기자금원으로의 특화, 대형화된 금융

서비스센터로 확대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의지를 잘 반영하는 선별적이고 집중적

인 지원을 담당할 공적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정책금고를 설치하

자고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논의 주제 가운데 

핵심 쟁점사항이 되었는데 농업정책금융의 전담기구 설치문제는 기구설립

의 추가적인 부담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였다(박성재 외 2000).

한두봉 외(1999)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일반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실태를 

분석하면서 농업금융에서 취해야 할 과제들을 적시하였다. 일반금융의 빠

른 구조조정 속도에 비해 농업금융의 구조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

4 이 때의 대표적인 금융환경변화는 금융자율화·금융혁신, 금융기관대형화 및 겸

업화, 금융시장의 통합, 금융의 증권화, 위험관리 및 금융감독의 강화, 예금자보

호제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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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후 예상되는 농업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내용과 선진국 사례를 설명하

고 농업금융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농업경영체, 금융기관, 금융정책으로 나

누어 재무제표의 활용, 재무분석과 금융컨설팅의 활용, 농업금융기관의 경

쟁력, 건전성 제고,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2차 농업금융시장의 도입, 재무

제표의 표준화와 금융정보 수집, 농업금융 감독기관 설립, 농업지원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농업금융 문제를 조망한 연구로서 

박성재 외(2000)는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농업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

금융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금

융산업개혁 방향에 비추어 농업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

정하고 농업금융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자인 상호금융과 중앙회 은행금

융, 회원조합과 중앙회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혁과제를 발굴, 대안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금융의 적정이자율, 적정상환기간, 정책

금융 취급기관의 개방화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농신

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강종만 외(2004)는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농업정책금융이 자금수요 초과

시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농업정

책금융의 취급금융기관 확대방안, 농업정책자금의 개방방안, 관리방법 개

선방안, 적정수수료의 결정 및 이차보전방법의 개선방안, 신용보증제도 개

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정환 외(2009)는 농업정책금융의 전달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우리나

라 농업정책금융의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업정책금융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전달 및 관리체계를 재원조달, 대

출기관, 사업세분화,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책금융의 대출금리 문제

와 신용보증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선진화 방안은 정책금융을 외적자본제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설계주의적 농정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정책금융을 이용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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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책금융의 전달체계를 단순화하여 

대출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대응하여 농업정책

금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박준기 외(2011)는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에서 농업여건 변화에 따

른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이 변하였으며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농업정책자금 현황과 지원체계

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편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농업정책금융의 목적과 영역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농협 신

경분리에 대응한 지원체계 조정,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편

을 요구하며 개별 자금의 농업종합자금화 등을 제안하였다.

2.2. 농신보 등 신용보증에 대한 연구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종합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개선방안 중 

하나는 농신보에 대한 개선인데 농업금융의 부분 연구로 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농신보 연구로는 박성재·황의식(1994)의 농업부문 신용보증제

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신용보증 제도의 이론적 

구명과 농신보 보증배율의 조정, 장기적인 필요기금 규모의 추산, 부분보증

제도의 도입, 보증료율의 가격 기능 강화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하였다. 농업부문의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신용력 제고방

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WTO 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에 대규

모의 자금이 공급될 것이지만 농가의 충분한 신용력 없이는 자금의 효율적

으로 활용되어 정책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다.

농신보를 제외한 다른 일반 보증기금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서근우 외(2003)의 연구는 외환위기라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기

관의 수익원이 ‘대기업’에서 ‘특별보증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으로 변화

하였음을 지적하며, 신용분석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대출일 경우 대규모 

부실과 신용보증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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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특징을 반영한 신용보증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현재 국내 신용보증의 경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시장실패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 등을 적시하였지만 구체적인 개선방

안을 내는 데는 미흡하였다.

임병철 외(2003)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중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보)에 관한 것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하에서 기보의 역할과 장기

비전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업무별 현황 및 평가를 한 후 기보의 미래 전

략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1989년 기보 설립 이후 

역할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거시적 성과분석을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기보

의 보증지원이 전액 은행권의 대출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와 

같이 확대된 은행권의 산업별 대출금이 15년 동안 거시경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통합모형을 사용하여 총량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최근 남주하 외(2013)는 2009년 정책금융공사의 출범으로 경쟁적 환경

이 조성되어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과 발전방안

이 중요하게 된 바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

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모색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책금융시장의 경쟁환경 

파악과 더불어 신용보증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여러 신용보증 성과지

표, 재무성과, 고용성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정책금융지주회사설립 등의 정책금융체계 개편방안을 안별로 비교하여 제

시하였고 신보 발전방안으로는 포트폴리오 재편, 신용보험제도 활성화, 자

산유동화 활성화, 산업평가시스템, 결제지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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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책금융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정책자금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이 필요한데 중

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선행연구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김현욱(2004)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을 

비교하여 수익성 개선 정도가 지원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양호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익성 개선 지표는 총 자산 영업이익률

(Return on Asset: ROA)의 변화를 활용하였으며, 정책자금 지원 여부, 총 

자산 변화, 차입금 의존도의 변화, 경비비율의 변화, 업력 등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현황 DB에서 1998∼2003년 동안 중소

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12개 정부 부처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

을 추천받아 실제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과 그러지 못한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의 개선 정도에 차이

가 있다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자금은 효과적이지 않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강종구 외(2006)는 한국신용평가회사의 DB에 수록된 외부감사 대

상 중소기업의 경영 통계를 활용하였는데 정책지원더미 변수 대신 ‘적정 

대출금리-실제 대출금리’ 또는 ‘실제 대출규모-적정대출규모’로 금융지원 

정도를 측정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해당 중소기업의 자

금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민간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적정 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거나, 적정 대출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된다

는 점에 착안하였다. 정책금융 지원(전기)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당기, 총 

자산수익률 및 총 자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중 대출규모 확대를 통한 지원

은 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도 짧은 업력의 기업일수록 수익성 개

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혁신성이 낮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리 인하를 통한 지원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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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해 

갈 필요성이 있으며, 금리인하보다는 대출규모 확대를 통한 지원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양현봉 외(2007)는 정책자금 운용비용 측정 및 지원성과 실증 분석을 위해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직접적인 지원효과에 해당하는 1차 효과(primary 

benefits, 일종의 보조금 효과)와 정책자금 지원이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효과(secondary benefits)로 구분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정책

자금의 지원 성과와 함께 정책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운용비용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였는데 이렇게 측정된 정책자금 운용비용과 지원성과(1차 성과)를 

비교하여, 비용 회수(cost-recovery)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정책자금 운용비용은 잔액 대비 약 3.2% 수준이고 정책자금 

1차 성과(primary benefits)는 평균 3.6% 정도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설문조

사 방식과 재무제표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추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지원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2차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4,000여 

개 정책자금 지원중소기업의 재무 통계 분석을 통하여 정책자금의 2차 성과

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고,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2001∼

2004년 동안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40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정책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정책금융 지원이 중

소기업의 경영성과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남주하

(2011)는 정책융자가 중소기업의 투자 유동성 제약 완화효과가 있는지 분

석하였다. 투자 최적화 문제를 통해 도출된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적용하였다. 2004년을 기준으로 지원

을 받은 기업의 받기 전 3년, 받은 후 3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과 정책

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투자 유동성 제약이 있었고 정책융자를 통해 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정책융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반대 근거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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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범위  

3.1. 연구방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지표분석, 계량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

료를 분석하였다. 개별 쟁점과제에 대해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

기 위하여 일반정책금융과의 비교, 국제비교 등 여러 근거 자료를 제시하

였고, 농가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였다. 

실제 수요자의 정책금융 이용현황, 향후 투자수요 등 이용실태 파악을 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전업농 단체인 한농연의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등에 참석한 412농가이다. 이들은 농업에의 초기

투자, 향후 투자 면에서 농업정책금융 수요가 타 그룹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전체로 해석을 확대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농가 전체에 대한 분석은 농가경제를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현황, 해외사례조사를 위해 위탁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별도의 자료집으로 구성하였다.

표 1-1.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1. 일반사항과 기본 황 농경력, 농규모, 총 자산 규모, 농업 외 소득 등

2. 농가부채 황

부채규모, 이자부담 , 농신보 보증 이용 규모, 

출자  용도  차입처, 출 거부 경험  이유,

농신보 보증 거  경험, 연체경험  이유 등

3. 향후 투자수요 투자의향 액  분야, 투자자  조달계획

4. 농업정책 융 이용 

실태  의견

출한도  심사 련 만족도, 리  상환기간 

련 만족도, 가장 요한 출 요건, 정부 출제도에 

한 불만사항  개선사항, 농신보 련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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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내용 및 범위

3.2.1. 총괄: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1장 서론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여전히 크지만 외연적 

성장은 정체되었음을 밝히고,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농신보의 역할 강화

와 전문적인 농업금융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장에서는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여러 측면의 환경변화에 대해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금융수요 감소, 양극

화 심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역할의 정책금융 필요성 인식, 전업화 추세에 

따른 정책금융 수요 다양화 등 농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단순한 이자부담 

경감, 부채대책에서 발전한 형태의 농업금융 수요가 존재한다. 또한 금융

시장환경에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정책금융의 상대적인 

이자 이점(利點)은 감소하고 융복합, 기술금융에의 요구에 따른 정책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3장에서 농

업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제별로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규모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을 비교하여 농업정

책금융 규모가 과다한지를 판단하고 종류 측면에서는 중복성, 신규자금수

요(기술금융평가, 신규진입농 창업자금 지원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리

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의 필요성과 정책금리의 인하 효과를 장단기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제도 측면에서는 정책금융관리체계의 비효율성, 이차보전

방식의 비효율성, 종합자금과 같은 융자방식의 품목별·기능별 대출에 대한 

경직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보증에 대해서는 농신보의 운용현황과 이용실

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부채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농가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부채비율이 높

은 고위험 농가에 대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실제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정책금융 이용 실태를 분석

하였다. 농가의 투자처, 차입처, 투자수요, 정책금융 이용경험 및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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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농가의 농업금융 수요 실태를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3.2.2. 세부과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건변화와 발전방안

1장에서는 농신보의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농신보의 목적, 운영체계, 

농신보 기금조성 및 운용, 신보·기보 등 여타 보증기금과의 차이점을 현황

분석을 통해 밝혔다.

2장에서는 농신보의 성과를 농가의 대출금리 인하효과, 신용경색 완화효

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효과로 설명하고 농가조사를 활용하여 농가의 

농신보 이용실태를 평가하였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신보의 쟁점과제를 정리하고자 3장에서 다양

한 측면에서 쟁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농업환경변화는 자금수요에 초점을 

두어 농업의 규모화, 자본집약화, 융복합화, 기술기반농업으로의 전환으로 

정리하고 농업정책환경의 변화는 농업의 6차산업화,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

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주요 쟁점과제는,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강

화, 사업성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으로 농가의 신용경색을 완화, 기술금융

의 강화: 농업실용화재단의 한계, 업무영역확대 검토, 보증료율 등 가격조

건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4장에서는 농신보 역할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3.2.3. 연구범위

이 연구는 변화된 농업환경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점검하여 이에 따

른 농업정책금융의 전반적인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현 단

계의 논의 수준과 대응상태를 정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

업정책금융 전반에 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쟁점 과제별로 주요 시사점

은 도출하였지만, 적정이자율 도출, 모든 정책금융사업에 대한 대출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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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중복성 검토 등 추후 별도의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금리, 종류, 제도, 부채와 관련하여 금리인하의 

필요성 및 효과분석, 정책금융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사례, 종합자금제

도,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활성화 부분은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2장에서는 농업정책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농산물시장개방에 따

른 농업수익성의 악화, 농업구조 측면에서 노령화, 양극화 심화, 금융시장 

변화 등 농업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농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농업부문 정책금융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1. 농업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1.1. 농업구조 변화

1.1.1. 농업수익성 악화로 투자수요 감소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투입재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

서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가 감소할 전망

이다.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실질 농업생산액은 정체상태를 보이

고 있고, 실질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

에서 축산업이 상승하였고, 경종농업은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자금수요는 성장세를 보인 축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업금융의 환경 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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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업생산액 추이(2010년 기 가격)

  자료: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2-2.  농가교역조건과 농업수익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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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교역조건(2010년=100)은 2000년 126.4에서 2013년 105.7로 하락하

였고, 그에 따라 농업소득률은 2000년 47.1%에서 2013년에는 25.6%로 하

락하였다. 농업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호당평균 실질농업소득은 2000년 

1,408만 원에서 2013년에는 971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농가의 수익성 악화는 농업투자에 소극적이게 한다. 농업 수익성은 기존 

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아닌 특히 신규 투자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 신규 

농업금융 수요가 감소하게 한다. 그런데 최근 쌀 관세화의 추진, 한-중 

FTA의 추진 등으로 농업 수익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시장개방의 확대 

→ 농업수익성 악화 → 농가의 투자위축 → 농업 GDP 정체 및 하락 → 농

업성장의 장기침체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농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업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1.1.2. 고령화 심화로 생산 위축

농업부문의 고령화 심화는 농가의 금융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농업금융시

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가경영주의 연령별 구성 변화를 보면,5 영농은퇴 

연령인 70세 이상의 농가비율은 2000년 16.4%에서 2005년 24.5%, 2010년 

30.9%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업을 지속할 60세 이하 농가의 비중은 

2000년 49.0%에서 2005년 41.7%, 2010년에 39.1%로 감소하였다. 이런 추

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에는 70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36.1%로 증가할 

것이고, 60세 이하의 농가비중은 37.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율6은 2013년에 37.3%로 전년(35.6%)에 비해 1.7%p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2.2%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1970년 4.9%에서 2013년 37.3%로 7.6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동안 사회전

5 통계청. 농업총조사.
6 고령화율은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고령화가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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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고령화율은 3.6배 증가하였다. 농가 기준이 아닌 거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농촌인구 고령화율 역시 도시인구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 4.2%에서 2010년 20.9%로 증가한 데 

비해 도시 인구는 2.1%에서 9.2%로 증가하였다.

그림 2-3.  농가인구의 연령별 비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농림어업총조사.

그림 2-4.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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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농가의 자금차입이 감소하는 등 농업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가의 평균 부채액을 보면, 2003년 2,600만 원 수

준에서 2013년 2,700만 원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70대 이상의 

부채액은 2003년 650만 원에서 상승하여 1,000만 원을 넘었다가 2013년 

기준 919만 원에 불과하다. 60대 이상의 평균부채액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부채액이 60대 이하 부채액의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가계용 부채를 제외하고 실제 농업투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농업용 

평균 부채액은 60대 이상 평균은 2013년 기준 660만 원 수준으로 60대 이

하의 21% 수준이다. 60대 이하에서는 2003년 3,400만 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조금 하락하여 2013년 3,100만 원 정도이다. 70대의 농업용 부

채액은 매우 작은 200만～300만 원 수준으로 60세 이전 평균의 7.7%에 불

과하다. 전체 부채액에서 농업용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하락하여 

2003년 51%에서 2013년 27%까지 떨어졌다.

그림 2-5.  연령별 농가부채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22  농업금융의 환경 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그림 2-6.  연령별 부채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농가구조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농가의 경우 부채규모도 상대

적으로 적고, 농업용 부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만큼 농업부문 투

자가 위축될 것이고, 결국 농업금융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농업생산

확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1.1.3. 양극화 심화로 다양한 자금수요 

농가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2009～2012년 농가경제조사 분위

별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구제역 파동 및 이상기후로 인해 농가경제조사 통

계상 1분위 농가의 마이너스 소득농가(축산농가, 채소농가)의 증가로 인해 

2011년, 2012년 1분위 소득이 크게 하락하였다. 소득양극화 정도를 측정하

는 5분위 배율 역시 2011년, 2012년을 제외하고도 9.89(2009년), 12.09(2010년)

로 국가 전체 가계의 소득분배율인 5.5배와 비교하여 크게 높다.7

7 2인 이상 비농가만을 포함하면 전체 가계의 소득분배율은 4배대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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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별 부채액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농가의 부채액은 감소했고 

영세한 농가의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1분위 농가의 부채액이 점차 

상승하여 2009년 2,320만 원에서 2012년 3,180만 원까지 증가하였고, 5분

위 농가의 부채액은 2009년 6,180만 원에 비해 2012년 5,670만 원으로 오

히려 하락하였다. 부채액의 5분위 배율 역시 2009년 2.7배에서 2012년 1.8배

로 하락하였다. 소득분위별 농가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1분위 농가의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5분위 농가의 부채비

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9 2010 2011 2012

1분 (B) 7,547 6,624 1,945 2,811

2분 16,200 16,000 14,600 14,900

3분 24,600 24,800 23,900 23,900

4분 37,000 37,800 37,600 38,000

5분 (A) 74,700 80,100 77,400 80,400

A/B 9.89 12.09 39.79 28.6

표 2-1.  소득분 별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 원, 배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그림 2-7.  소득분 별 부채액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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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보유한 부채를 상환하

기 어려운 상환불능 농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 상환기간 유예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정책금융 수요실태

를 파악하여 부채문제 해결과 자금조달 경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영

세 소농의 경우 가계잉여가 부족하여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영곤 외 2009).

2009 2010 2011 2012

1분 0.124 0.132 0.070 0.139

2분 0.049 0.032 0.088 0.083

3분 0.121 0.168 0.067 0.088

4분 0.159 0.158 0.148 0.157

5분 0.164 0.142 0.125 0.084

표 2-2.  소득분 별 부채비율 추이

주: 평균값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20 이상, -20 이하 20개의 관찰치는 제외.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1.1.4. 전업농 증가와 영세한 자급농가 증가

젊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의 전업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고, 품목별로 

주·부업 여부에 따라 정책금융 수요가 다양해졌다. 농가인구의 감소 추세

에도 불구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핵심농가는 규모화, 전업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3ha 이상 경종농가 비중은 1995년 4.7%에서 2000년 6.3%, 

2005년 7.4%, 2010년 8.2%로 증가하고 있다. 축산전업농의 경우도 젖소 

50두 이상 비중은 2005년 50.6%에서 2010년 66.7%로 증가하였고 돼지 

1,000두 이상 비중도 25.0%에서 43.8%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에서 핵심

농가는 규모화, 전업화가 확대되고 있고, 그들의 영농기반 확대에 따라 부

채규모도 증가하고,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전업농가의 자금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므로 부실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농가유형별로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

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전업농가8의 평균부채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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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1종 겸업농가의 경우 평균 10.34%, 2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9.02%

였다. 전업농가의 부채비율이 겸업농가의 부채비율보다 더 낮고, 2종 겸업

농가가 1종 겸업농가보다 부채비율이 낮다. 겸업하지 않는 경우, 주로 영

세고령 농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업농가의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겸업농가 결과를 살펴보면, 농가소득에서 농업에 의존할수록 부채

가 높았는데 이는 본래 농업이 주수입원이 아닐 확률이 높은 2종 겸업농가

보다 1종 겸업농가가 자금을 더 많이 차입하고 있는 것이다.

  경지규모가 큰 전문농가의 경우 최근 조금 하락하였지만 부채비율이 

17%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대농의 경우 여전히 부실화 위험, 신용경

색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업농가와 부업농가를 비교한 

경우 2009～2010년에는 주업농가의 부채비율이 높았다가 2011～2012년에

는 부업농가의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최근 농외수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면서 이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표 2-3.  주·부업별9 부채비율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

주업
문 0.1746 0.1848 0.1324 0.1595

일반 0.0933 0.0833 0.0635 0.0636

부업 0.1202 0.1219 0.1092 0.1193

자 0.0514 0.0908 0.0872 0.0623

주: 평균값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20 이상, -20 이하 20개의 관찰치는 제외하였다.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8 농가경제통계상의 전·겸업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업농가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업농’은 영농규모 개념이 포함

된 것이고 농가경제통계에서는 이를 주업농 중 전문농가로 구분하고 있다.

농가구분 구 분 기 

업농가 리를 목 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농가 리를 목 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 겸업농가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겸업수입, 사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2종 겸업농가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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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급농가의 부채비율은 2012년 6.2% 수준으로 낮고, 부채액은 다소 증

가하였다. 금융기관차입, 개인차입 모두 증가하였지만 이는 농업용 부채가 

아닌 가계용 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평균 부채액은 1,500만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 1,850만 원 수준이다. 농업용 부채는 총 부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증가율도 미미하지만, 가계용부채의 경우 2009년 

800만 원(비중 54%)에서 2012년 1,100만 원(비중 60%)으로 증가하였다.

2009 2010 2011 2012

총 부채액 14,800 21,000 18,400 18,500

융기 차입 9,728 15,100 13,500 12,300

개인차입 5,079 5,938 4,903 6,202

표 2-4.  자 농가의 차입처별 규모 추이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2009 2010 2011 2012

총 부채액 14,800 21,000 18,400 18,500

농업용부채 1,039 1,692 1,961 1,335

가계용부채 8,046 13,800 11,400 11,100

표 2-5.  자 농가의 부채용도별 규모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9 <주부업별 농가구분>

농가구분 구 분 기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는 농업총수입  수입과 외상 매수입(농축산물 매 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 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문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ha 이상 는 농업총수입  수입과 외상 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일반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수입과 외상 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는 농업총수입  수입과 외상 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에서 농업 외 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 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 에서 농업총수입  수입  외상 매수입

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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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시장 환경변화

1.2.1. 저금리 기조의 지속

금융시장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그림 2-8>. 한국은행(이하 한은) 기준금리는 2008년 이래로 2%대에 

머무르고 있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4년 10월 4분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0%로 내린 상태이다. 기준금리의 하락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는 2013년 4.1%에서 2014년 3.93%으

로 하락하였고,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 역시 4% 이하로 하락하였다. 

  저금리기조의 지속으로 그동안 변화가 없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3% 수준은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농가의 입장

에서는 그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정

책금융의 확대로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성장기반 확충하고자 하는 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저금리 기조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출, 예금

의 유인이 낮아짐에 따라 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대의 새로운 금융 트렌드는 새로운 금융형태에 대한 투자이다. 

2000년대 초반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는 금융자율화·금융혁신,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금융시장의 통합, 위험관리 및 금융감독의 강화 등으로 대

표되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기조가 심화되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

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금융산업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 성장성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기업대출보다는 회수가 용이한 가계대출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

고 있지만, 가계대출10 1000조 원 시대를 맞으며 이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

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0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또는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로 파악한다. 가계신용은 2012년 

1분기 말 기준 약 911조 원이고, 개인부채는 2012년 1분기 말 기준 약 1,107조 원에 

이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보면 2010년 기준 약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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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앙은행 리 추이

주: 한은, 미국 기준금리는 2014년 3/4분기까지의 자료이며, 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는 

2014년 2/4분기까지의 자료이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라 농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요구가 제기되

고 있다. 농업시장개방의 확대 속에서 농업성장기반을 유지를 위해서는 농

업정책자금 금리인하가 요구되고 있다. 금리차이의 이점을 바탕으로 농업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2.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기반 구축

  기존 자금수요만으로는 성장성,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사업성을 중시한 금융공급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

다. 이를 기술금융이라 한다.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실현을 핵심과제로 추

진되면서 기술금융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기술기반 및 사업성 중심의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자 기술평가와 금융을 연계할 수 있는 기술력 평가기관

(TB)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에 의한 직접금융이 확대되

고,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신용평가 인프라(CB)를 구축하면서 개인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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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장이 열리고 투자자본시장을 육성한 경험이 있다. 기술금융, 기술평

가를 구축하여 기술기업이 사업화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과정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신용

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기술평가 기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2-9.  기술 융의 치

  농업부문에서도 담보력 중심이 아닌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자금공급, 신

규인력의 창업농 육성 등을 위한 기술금융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발전을 위

해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용화, 사업화 수준이 낮아 R&D 투

자 효과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도 기술금융을 강화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창조농업 실현과 연계

된 자금공급 확대 등을 위해 농업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기술기반농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취농 농업경영체 육성이 필

요하다. 이러한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요구

되고 있다. 농업경영체들은 일반금융의 담보중심 공급보다는 사업성에 중

점을 둔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창조농업 투자활성

화를 위해서도 농업부문 기술금융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부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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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전문모태펀드에 의한 투자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기술평가신용보증을 더 강화하

여야 한다. 농업부문 신용보증기관인 농신보의 기술보증 역할이 요구되고, 

새로운 창업농을 위한 신용보증이 요구된다. 

1.3 제도변화

1.3.1.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농업금융 역할 약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체제

가 되면서 농업정책금융을 금융지주회사가 담당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정책금융의 자금조달과 대출업무, 신용보증 업무를 주로 농협중

앙회에 의존하여 왔다. NH농협금융지주체제하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한 경

영이 중심이 되어 농업금융의 위치가 약화될 수 있다. 또 이차보전의 정책

자금은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상호금융자금을 이용한 경우가 많다. 따라

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자금 공급 기능을 현재와 같이 농협 중심으로 유지할 경우, 단

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농협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요구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농업금융의 시장실패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같은 농협 

의존적 농업정책금융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정환 외 

2010). 더 나아가서는 상호금융 및 일선농협과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

다. 농업정책금융에서 상호금융자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선조합이 정

책자금을 집행하는 비중이 높다. 농협금융지주와 상호금융의 관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사업구조 개편으로 정책금융 취급기관의 성격의 변화가 

있으므로 기존 농업정책금융에서 맡아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 정책금융 참여자(정부, 농업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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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농신보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농업의 구조변화와 저금리시장 지속이라는 농업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신보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농가의 차입구조 변화로 농업부문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자금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에 차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농업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서는 농신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신보가 신용도

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농업경영체의 자금조달 제약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농신보는 

1987년 사금융부채를 상호금융으로 대체하는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특례보증으로 보완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1998～

2004년의 연이은 부채대책에서도 활용되었다. 농신보는 농업금융에서 금융

소외자에게 신용력을 보완하여주는 전통적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또한 농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기업화가 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신용보

증 대상을 자연인 농가에서 법인으로, 법인의 범위 확대 등 보증대상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자금공급

을 확대시키는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

대상자의 확대, 보증요율의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금융의 특수성을 주로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전문성, 건전성이 중시

되는 최근의 환경 변화는 정책금융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다양한 선진금융기법을 농업금융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동시에 농업의 사업특수성, 자산특수성(고정성)을 평가하는 역할도 필요하

다. 민간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농업부문의 위험성을 제도

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미흡하고, 농업경영체들의 인프라 면에서도 부족하

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32  농업금융의 환경 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농신보의 보증규모는 설립 이후 2013년 잔액기준 57만 건, 9조 4,275억 

원이고 2013년 신규보증액은 17만 건, 4조3,025억 원이다<그림 2-10>. 보

증잔액기준으로 건수는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8.5% 증가하

였고, 신규보증기준으로는 건수는 2.1%, 금액으로는 21.5%가 증가하였다. 

정책금융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던 2000년대 초반까지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신규보증금액, 건수가 정체되어 보증잔액 역시 감소하는 추세였

다. 그에 따라 농신보의 운용배수율(보증잔액/기본자산)이 3.68배로 매우 

낮아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림 2-1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보증추이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협중앙회. 통계요람 2012.
금융위원회(2014. 1. 15).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보도자료. 

1.3.3. FTA 기금사업의 확대와 농업종합자금의 활성화

  한-EU FTA 추진 및 한-미 FTA 추진 등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으로 FTA 

기금이 도입되었다. 피해보완대책뿐만이 아니라 국내보완대책으로 농업경

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원예산업과 축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

설현대화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융

자지원만이 아니라 보조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보조지원에는 지자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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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행정기관이 선정하게 되었다.

  FTA 기금사업의 확대는 농업정책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업종합

자금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업정책금융의 금융선별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2000년대부터 농업종합자금제를 강화하여 왔다.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분리되어 있던 농업정책금융을 종합자금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규모도 사업평가에 결정하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자

도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것을 전문적 평가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이 대상자

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반면 FTA 기금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정책금융 운용방식과는 다른 방식

으로 지원되고 있다. 융자지원만이 아니라 보조지원이 있고, 지원규모도 

보조율에 따라 고정되어 있고, 지원대상자도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체제이다. 특히 FTA 기금사업은 보조지원을 함께하고 있어 융자

지원만 하는 농업종합자금의 선호도를 낮추고 있다. 농업정책금융을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하려는 제도개선 내용들이 점차 후퇴하고, 행정기관의 

역할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

는 농업종합자금제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2. 정책금융 지원방식과 농가의 자금조달

2.1. 농업정책금융의 역할과 지원방식

2.1.1. 정책금융의 역할

  농업금융은 정부가 자금공급에 개입하는 정책금융과 금융시장에서 공급

되는 일반금융으로 크게 구분된다.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즉, 자원배분의 왜곡을 보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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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을 목표로 할 때, 금융시장의 기능 중 실물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자 활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대응 역할이 있는데, 시장이 불안정

하거나 시장위기 시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손상호(2013)에 따르면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금융은 소극적 

역할인데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금융시장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으로 인

한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다. 특정부문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지만 상업금융기관의 사적비용으로 인해 자금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아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외부성을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비대칭성을 완

화하고자 하는 정책금융의 유형은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농업금융이 이

에 포함이 된다. 외부성을 보완하는 것에는 기술개발금융, 모험자본투자가 

포함되고 중장기설비금융, 중장기수출금융, 주택금융, 환경금융 같은 중장

기 금융과 공공저축은행, 우체국 금융 같은 지역금융이 소극적 역할의 정

책금융이다.

  이에 비해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인데 중장

기설비금융, 중장기수출금융, 기술개발금융, 중소기업금융, 농업금융, 지방

정부금융, 자원개발금융 등이다.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과 중복되는 경

우가 많은데 경제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특정 사업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사회적 가치가 사적가치보다 높은 공

공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많이 나타나는 분야이다. 식량 안보기능의 제

공, 안전한 식품의 공급, 자연경관의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 성장이 요구된다. 농업부문 금융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 시장실패가 크게 나타난다. 첫째, 농업부문은 자연재해, 

국제시장 등 외부 위험으로 인하여 농업투자에 대한 미래수익의 불확실성

이 높아 투자가 기피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둘째, 미래수익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농가의 경영능력 평가에 

대해 농가와 금융기관 간 정보의 차이가 있다. 외부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

익실현이 농가의 능력에 따른 것인지 외부요인에 영향 때문인지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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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다. 그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는 미래투자수익을 공유하는 직접금융

이 발달하지 못한다. 농가는 사업성에 따라 자금공급을 요구하지만 금융기

관은 이를 기피하게 된다. 셋째, 농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증명된 경영

정보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없다. 농가의 경영 상태에 대해 농가와 금융기

관 간 신뢰가 부족하게 되어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이러한 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공급이 부

족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농업부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강조된다.

2.1.2.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은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 즉, 시설투자, 농지구입, 

축산규모 등 영농규모 확대와 관련한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실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지원 역할에 

공헌을 하는 정책수단적인 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농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보완 역할, 경제발전의 지원 같은 금융의 실물경제지원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부문이다. 특히 FTA 추진 등으로 농업수익성

이 약화되면서 농업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보완하여 농업성장기반을 유지, 

확충하는 농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전업농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농가설문조사 결

과 향후 5년 내 농업투자를 하는 영농규모 확대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8.6%였다. 다음으로는 ‘영농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21.7%)’, ‘비농업투자

(6.3%)’, ‘농기계 구입(3.4%)’ 순이었다. 이들의 투자의향 금액은 1억～3억 

원 미만에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81.6%가 정부자금을 대출하여 투자금

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부채가 없는 농가의 60% 역시 향후 5년 

내 농업분야에 1억～3억 원 미만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

사대상 농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으로 활발한 영농활동이 기대되는 

경우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고 정책금융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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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규모 
확

농기계 구입
농시설 개·보수 
 화

비농업투자 합계

응답 수 240 12 76 22 350

(%) 68.6 3.4 21.7 6.3 100.0

표 2-6.  향후 5년 내 희망 투자 분야

자료: 농가설문조사.

　
3천만 원 
미만

3천만～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미만

1억～3억 원 
미만

3억～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합계

응답 수 15 33 67 167 42 18 342

(%) 4.4 9.6 19.6 48.8 12.3 5.3 100.0

표 2-7.  향후 5년 내 농업 투자 의향 액

자료: 농가설문조사.

  특히 수도작·전작과 축산의 경우 영농규모 확대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종합자금 실적을 보면 시설자금 지원실적은 농기계자금을 제외하

고서도 2000년 83.1%에서 2013년 7.5%로 크게 감소하여 영농기반 확대를 

위한 자금공급은 상대적으로 낮다. 2000년대 들어 농업에의 투자가 저조한 

것은 부채비율, 농업정책금융 총 규모의 정체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농업인의 정책자금 수요는 높지만, 실적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

성 평가 등 자산규모 이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1.3. 농업정책금융의 지원방식11

  정책금융의 지원방식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저리로 공급

하는 대출(이차보전 포함), 농가가 자금을 차입하는 데 신용을 보증하여 줌

으로써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주는 신용보증, 그리고 직접투자를 하는 모태

펀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대출에는 정부예산 및 기금을 활용하여 직접 

대출하는 방식과 금융기관에 자금을 전대하여 지원하는 전대방식 그리고 

11 김지영·박상원(200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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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공급하고 이차를 보전하는 이차보조

방식이 있다. 저리 정책자금은 지원조건의 이점으로 일반금융을 구축

(crowding out)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정책자금 대출, 신용보증, 그리고 

일반금융이 서로 적합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융자는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대상을 선정한 후 융자하는 것

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할 뿐 아니라 대출업무도 담당하

게 된다. 대상자 선정, 융자규모 등 결정을 정부가 직접할 뿐 아니라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입도 모두 정부의 책임이 된다.

  이차보전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할 때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차

보전 방식은 융자금은 민간자금을 이용하게 되고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이차보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가가 

상환불능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입게 된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민

간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차보조만큼만 예산이 소요되어 정부가 많은 

예산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전대방식(on-lending)은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특정 지원대상자들에게 

대출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시장보다 싼 이자율로 자금을 공급하지만 이 자

금은 정부가 정한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대출할 수 있도록 기관과 계약

을 맺는다. 농가가 상환불능의 상태가 발생하여도 기관은 전대 받은 자금을 

정부에 상환하여야 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입으로 얻는다. 이 방식은 직접

융자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조성해야 하는 예산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신용보증은 지원대상자의 자금 상환 일부를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보증

하는 제도이다. 차입자는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농업부문의 경우에는 

농신보)에 신청을 하고 이 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보증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에 통과한 대상자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보증이 없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출조건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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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가의 자금조달

2.2.1. 정책자금 규모와 의존도

 농업정책금융의 총 잔액은 2013년 기준 34조 6,739억 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하였다. 2001년 대비 31% 감소한 금액이다. 농업정책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규모는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약 9.3조 원이고, 잔

액기준으로는 2013년 기준 25조 2,464억 원이다. 농신보의 보증규모는 

2013년 잔액기준 9조 4,275억 원, 57만 건이고 2013년 신규보증액은 4조

3,025억 원, 17만 건으로 전체 정책금융의 약 27.1%를 차지한다. 농업부문

의 정책금융에서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0% 가까이 상

승하였다가 하락추세였지만 2010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01 2005 2011 2012 2013

출 319,088 308,615 236,946 237,169 252,464

보증
(비 )

186,066

(36.8)

178,088

(36.6)

85,615

(26.5)

86,895

(26.8)

94,275

(27.2)

계 505,154 486,703 322,561 324,064 346,739

표 2-8.  농업정책 융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농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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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농업정책 융 지원규모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지원현황.

  한편 국가전체 정책금융의 총 잔액은 2012년 기준 71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2001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대출규모는 395.3조 원, 보증

규모는 276.9조 원으로 비중은 38.5%이다. 1980년대 금융자율화 이후 정

책금융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보증과 보험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으나 최근 경기하락으로 대출 비중이 늘었다. 일반 정책금융은 보증이

나 보험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정책금융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농업부문은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융규모가 정체되어 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출 2,636,592 2,990,780 3,282,424 3,707,842 3,953,304

투자 642,000 463,220 430,327 493,327 470,482

보증
보험

2,134,242 2,481,827 2,540,385 2,612,628 2,769,257

계 5,412,834 5,935,827 6,253,136 6,813,797 7,193,043

표 2-9.  최근 국가 체 정책 융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손상호(2013: 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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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차입금 총액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을 추정하기 위하여 농가경제

조사를 이용하였다. 농가경제조사에 의해 추산된 농가 총 차입금(25조)과12 

정책금융잔액(23조, 비농가에 공급된 것도 포함)을 비교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차입금에서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0%가량이었지

만, 2000년대 이후에는 98%대로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

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고 지난 5년간 정체되어 있

다. 2000년대 이전에는 자금공급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농가의 차입금 분

포의 양극화가 심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2012년 기준 2,726만 원 정도로 이 중 금융기관차

입은 평균 2,172만 원이다. 2012년 평균농가 기준으로 79.6% 정책금융 의

존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대비 부채액은 크게 늘었지만, 금융

기관 차입금은 증가폭이 축소되어 2000년보다 15%p 하락하고 있다. 2000년 

기준 평균부채액은 2,020만 원, 금융기관차입 1,910만 원으로 94.5%를 차

지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자금차입구조가 악화되어 금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비교하여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은 보증, 보험,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원이 부족한 편이나 여전히 농가입장에서 정책금

융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 대농, 중소규모의 전업농, 겸업농, 고령영세농 

등 농가의 이질화가 심화됨에 따라 현재 정책금융 방식의 유효성을 확보하

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책금융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개별 지원방식

의 역할, 즉 지원방식별로 목표 고객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농가부채총액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총 차입금은 농가부채 중 금융기관차입

금에 당해 연도 농가호수를 곱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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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농업정책 융과 농가총차입

주: 총 차입금은 농가부채 중 금융기관차입 금액과 당해농가수 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자료: 농협중앙회(각 연도). 금융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지원현황.

2.2.2. 농가의 정책금융 이용실태 

  2000년대 이후에도 정책자금 의존도는 높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 정책

금융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정책금융이 정체되어 있다. 농가가 금융시장

을 이용하는 것이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것은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데

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신보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입장에서는 자금차입 시 애로사

항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 담보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높은 이자율, 대출서

류 과다 등 대출조건, 대출절차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총 부채 중 정부자금의 부채비율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한 응답자들 역시 평균 정부자금 비율을 53.5%라고 답하였으며 농협 등

의 민간자금을 이용한 정책금융을 합하면 실제 농가의 정책금융 이용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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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내용 비율

담보 부족 32.5

높은 이자율 26.0

출서류 과다 21.4

가까운 융 기 이 없다 1.8

기타 3.1

모름/무응답 15.2

표 2-10.  융기 에서 자  차입 시 애로사항

단위: 1,300명 대비 %

자료: 농신보(201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표 2-11.  총 부채  정부자  부채 비율

단위: %

구분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부채비율 3 100 53.55 30.06

자료: 농가설문조사(응답자: 114명).



  3장에서는 농업정책금융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6가지로 구분하여 

각 주제별로 현재 쟁점에 대해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규모, 종류, 금리, 제도운영, 신용보증, 농가부채로 크게 구분하

였는데 각 주제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목, 논리전

개, 분석방법 역시 개별적으로 접근하였다.

1. 정책자금 규모의 적정성

1.1. 정책자금 현황

  농업정책자금의 잔액은 2001년 31.9조 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 

23.2조 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점차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25.2조 원

이다. 2001년 및 2004년 부채대책으로 상호금융 부채가 장기저리의 정책금

융자금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2004년 32.4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1990년

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 들어서 정책금융의 확대추세는 멈춘 것으로 보인

다. 이 중 부채대책자금을 제외하면 2001년 21.8조 원에서 2007년 17.3조 

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23.2조 원이다.

  농업정책자금의 신규공급은 2001년 10.6조 원에서 2007년 7.2조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현재 9.3조 원 수준이다. 부채대책자금을 제외하면 2001년 

농업정책금융 쟁점과제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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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 원에서 2005년 5.8조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신규 부채대책

이 거의 없어 2013년 9.3조 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3-1.  농업정책 융 추이(잔액기 )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정책자금 중 2013년 말 기준 정부자금의 비중은 47.9%이고 정부가 이차

를 보조한 민간자금 대출 잔액은 52%를 상회한다. 정부자금 중 농특회계, 

재특회계 자금을 포함하는 특별회계 재원의 비중은 9.7%에 불과하고 기금

(농안, 농지, 축발, FTA)의 비중이 늘어 38.2%를 차지한다. 특히 농안·농지

기금의 융자 사업이 높다. 민간자금 중 부채대책 비중은 15%에 불과한데 

대부분 농협의 자금이며(96.9%), 산림조합, 시중은행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융자 잔액을 구성하는 재원 현황의 추이를 살펴보아도 2000년대 

들어 특별회계의 비중은 점차 낮아졌고 기금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재원이 특별회계인 자금은 2001년 9.9조 원에서 2013년 2.4조 원으

로 감소하여 31%에서 9.7%로 비중이 낮아졌다. 기금자금은 2001년 6.5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증가하고 비중 역시 20.6%에서 38.2%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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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기  
재 원

계 농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어 공사 시 은행

정부자

농특회계 14,194 11,435 2,759 - - -

재특회계 10,297 10,297 - - - -

소 계(a) 24,491 21,732 2,759 - - -

농안기 37,513 29,299 - 8,214 - -

농지기 38,815 3 - - 38,812 -

축발기 13,647 11,978 - - - 1,669

FTA기 6,473 4,539 - 3 1,931 -

소 계(b) 96,448 45,819 - 8,217 40,743 1,669

계(A=a+b) 120,939 67,551 2,759 8,217 40,743 1,669

차 자 (B) 24 24 - - - -

민간자
(이차보 )

정책자 111,738 108,034 2,651 - - 1,053

부채 책 19,763 19,473 290 - - -

계(C) 131,501 127,507 2,941 - - 1,053

합   계(A+B+C) 252,464 195,082 5,700 8,217 40,743 2,722

표 3-1.  농업정책자  지원규모(2013년 말 출잔액 기 )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그림 3-2.  농업정책자  재원별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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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정책금융에서 농업부문의 비중

  2013년 재정융자사업은 17개 부처, 1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대비 2.2% 감소한 27조 6,101억 원이다.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부처

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첨단온실 신축지원(80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1,578억 

원),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503억 원)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5,041억 

원이 증가하였다. 감액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분양주택지원

사업(국민주택기금)으로 이 중 일부를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서 1조 

3,85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융자사업은 국내 정책금융에서 비중이 큰 편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전체의 35% 정도 비중이고 규모 기준으로 국가 전체 

융자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0.5%에서 2012년 11.9%, 2013년 

14%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이차보전사업은 11개 부처, 8개 회계·기금의 26개 세부사업으로 구

성된다. 2012년 대비 27.2% 증가한 6,738억 원이다.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자금이차보전으로 전체 사업의 55.9%(3,768억 

원)를 차지한다.

부처 회계·기 세부사업 2011결산 2012 산 2013 산

재정

융자

체 36개 136개 277,380 276,101 270,153

농림축산식품부

(비 )
6개

48개

(35.3)

29,213

(10.5)

32,800

(11.9)

37,841

(14.0)

이차

보

체 8개 26 5,069 5,296 6,738

농림축산식품부

(비 )
1개

19

(73.0)

3,729

(73.5)

3,565

(67.3)

3,768

(56.1)

표 3-2.  재정융자  이차보 사업 산안

단위: 억 원, %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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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책금융 규모에 대한 판단

  이론적으로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

지만 정책금융이 과다할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경제발전

에 중장기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주체가 개입된 모든 금융의 형태

가 시장기능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면 시장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금

융은 불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의 시장기능이 제한적이

므로 정책금융 보완기능을 통해 실물부문의 금융수요를 지원,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정책금융은 특히 경제발전과 관련한 기능이 강조되어 왔는데 실제로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개발을 목표로 공급되기도 한다. 농산

업은 식량 확보와 관련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서 안정성이 강조되기 때문

에 자연재해 등 리스크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필요했다.

  사실 1990년대 이후에도 상당수 정책금융기관들이 새로 설립되는 등 국

제적으로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모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손상호 2013). 

일반적으로도 정책금융기관의 수는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더 많은데 선진

국으로 갈수록 보다 다양화하고 세분화되는 정책금융의 수요에 대해 정부

가 맞춰줬기 때문이다. 선진국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정책금융기관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중앙집권적이라기보

다 지방분권적 형태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25%이고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평균 60% 이상으로 정책금융의 규모는 매우 큰 편이다.

  정책금융의 규모가 적정한가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전체 정책금융

과 비교하면 국내 정책금융은 잔액기준으로 최근 정체된 농업정책금융과 

달리 매년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양적 거시경제변수와 유사한 모습인 지수

함수 형태이다. 증가율은 1970년대 중반에 60%를 상회하는 등 개발정책에

서 큰 역할을 해 왔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시장개방, 외환위기, 글로벌금

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점차 감소하여 최근 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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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국내정책 융  농업정책 융 추이

단위: 조 원, 십억 원, %

자료: 손상호(2013). 한국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표 Ⅱ-1과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농업정책금융은 잔액기준으로 증가추세가 1990년대 후반 멈추었고 글로

벌금융위기 기간에도 눈에 띄는 증가는 없었지만 부채대책이 있었던 기간

의 증가율이 높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하락하여 2001년, 2004년 부채대

책을 제외하고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정책금융 증가율은 

0.1%, 2013년은 크게 증가하여 6.5%이다.

  총량 면에서 농업부문의 정책금융 적정 공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제시

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의 실물 지원기능을 감안할 때 장기적

으로 ‘정책금융의 평균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금융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을 때에는 최고 46% 이상 증가하는 등 명목농림어업 GDP 증가율을 

앞서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명목 GDP 증가율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게 

형성되고 있다. 2012년 기준 정책금융 증가율은 0.1%, GDP 증가율은 

1.0%이다. 우리나라 전체 정책금융과 명목 GDP를 비교하면 1970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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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9%와 19%, 1980～1990년대에는 평균 17%와 15%, 2000년대 들어

서는 평균 10%와 7%로 정책금융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손상호 2013).

그림 3-4.  농업정책 융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농협중앙회(각 연도). 금융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지원현황. 

  농업부문 명목 GDP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 역시 1990년대 후반까지 지

속적으로 상승하여 151%에 이르렀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2년 기준 

78%이다. 보증을 포함하면 107%이다. 한편 국내 정책금융의 명목 GDP 

비중은 계속 상승하여 현재 50% 이상이다. 국가 전체 명목 GDP가 아니라 

중소기업 기여 분으로 축소하면 10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1990년 

18.7%에서 2000년대 들어서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정책금융의 규모는 농업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다는 점으로 보아 

실물 지원효과 측면에서 아직 성장 여력이 있고, 국내 전체 정책금융과 비

교하면 오히려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점에서 농업부문의 규모가 과다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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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금융 종류의 효율화

2.1. 정책금융의 종류와 다양성 문제

  농업부문 재정융자사업은 사업 수 및 기금 수로 전 부처 중 가장 많으나 

예산액 규모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에 이어 세 번째 이

다. 2014년 기준 재정융자사업은 농특회계에 3개, 농안기금에 12개, 농지

기금에 5개, 축발기금에 9개, FTA기금 4개 사업으로 33개 사업이 있다. 

2011년 38개에 비하면 감소하였다. 이차보전사업은 2014년 예산 기준으로 

정책자금 19개 사업, 부채대책자금 6개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2013년 예

산안 규모는 4,54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이차보전 사업의 67.4%를 차지하

고 있다. 재정효율화를 위해 이차보전 사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사업의 융자조건을 살펴보면 금리는 대부분 3%이지만, 농지거래와 

관련된 사업은 무이자 등 금리가 낮은 편이다. 다양한 사업이 융자 비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사업명 재원 리

융

자

가축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축발기 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발기 3%(민간기업 등 4%)

경 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기 무이자

과원 농규모화사업 FTA기
○과원매매: 2%

○과원임 차: 무이자

농어업에 지이용효율화사업 에특회계 3%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기

○농지매매사업: 2%

○농지장기임 차사업: 무이자

○농지의 교환 는 분리·합병사업: 가격

차액, 환지청산  2%

농지매입_비축사업 농지기 무이자

농 출신 학생학자 융자 농특회계 무이자 융자

사료산업종합지원 축발기
○사료원료구매자 : 4%(생산자단체 3%)

○사료제조시설자 : 4%(생산자단체 3%)

표 3-3.  2014년 농업부문 주요사업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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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재원 리

산림사업종합자 지원 농특회계 사업별로 상이(1.5, 2, 3, 4%)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안기 1～3%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소비

자유

통활

성화

사업 

농산물도매시장 출하 진사업 농안기

○선도 : 1.5%

○결제자 : 4% (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리 인하)

○정가·수의매매지원: 1.5%

공 장(청과) 출하 진 사업 농안기

○선도   결제자 : 3%

   (결제자 은 도매시장평가결과에 따라 

리 인하)

○정가·수의매매지원: 1.5%

화훼유통개선지원 사업 농안기

○선도 : 1.5%

○결제자 : 4%(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른 

리인하 있음)

○운 자 : 4%

농산물 직거래 매취 사업 농안기 3%

식품·외식종합자 사업 농안기 3～4%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축발기 3%

지조성  기반시설 지원 축발기 3%

TMR 가공시설  운 자  지원 축발기 3%

조사료 문생산단지 조성 축발기 -

창업(후계)농업경 인육성사업 
농특회계

(이차보 )
의 

축사시설 화사업 FTA기
○보조포함 방식: 3%

○이차보  방식: 1%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농지기 2%

이

차

보

농축산경 자 지원

공공자  

리기 , 

융기  

자

3%

농업

종합

자

지원

원 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원 축산

가공사업 

등 지원

3%

 - 수출  규모화사업: ( 출취 기  여신

리)-(지원 액별 정부이차보  이율 3.8～ 

2.3%)

 - 운 자 은 리고정/변동 선택가능

농원/농 민박
농원/

농 민박
3%(운 자 은 리고정/변동방식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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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agrix.go.kr/). 20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정책금융의 지원방식은 대출, 보증, 투자 등으로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이 

목표로 하는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의지가 큰 경우에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보증은 상업금융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

식으로 시장친화적이다. 투자는 대출과 달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분참

여 형태의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 활용도가 높고 투자와 융자가 복합된 

투융자 복합지원(메자닌금융) 방식이 가능하다. 농업부문은 통합 정책금융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리대출(간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보증·보험, 투자 방식으로 다양화되기 보다는 이차보전 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다.

  김지영·박상원(2008)은 이론적 모형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비교했는데, 

이차보전방식의 후생이 직접융자, 신용보증, 전대방식의 사회적 후생보다 

높음을 보였다. 사회적 후생은 차입자의 효용, 금융기관의 이윤, 재원조달

사업명 재원 리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사후 리지원

농기계구

입/농기계

생산  

사후 리

지원

 3%

 -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4%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은 리 

고정/변동 선택가능

꿀·녹용가공산업 육성

꿀·녹용

가공산업 

육성

3%(농업경 체가 리 고정/변동 선택가능)

가공산업육성 지원

가공

산업육성 

지원

3%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3%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  지원
융기  

자
0～2%(RPC 경 평과 결과에 따라 차등)

농어 주택개량사업 농 자 3%

농업경 회생자 지원

농 은행, 

상호 융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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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손실을 모두 합한 값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는 이차보전이 가장 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이 동일할 

경우, 차입자의 규모 즉, 수혜자의 수는 직접융자방식과 신용보증방식이 

이차보전방식보다 크며, 전대방식 역시 이차보전방식보다 투자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재정운용 측면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다면 농업부문 정책금융지원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운 계층이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측면,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면 직접대출 및 

보증 기능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 현

행 이차보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정이차방식의 도입뿐 아니라 이

차보전에 적절한 사업, 직접융자에 적절한 사업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2.2. 사업실적

  구체적인 정책자금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말일 기준으로 농업

정책자금의 누적 대출건수는 1,500만 건 이상이었고 대출잔액은 26조 원 

이상이다. 대출건수는 해지된 대출건수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현재 대출잔

액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농협이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도 대출기관 비중은 농협이 79.4%, 농지기금 취급기관인 농어촌

공사가 14.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대출기관인 농협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말일 기준 남아있는 

대출건수는 119만 건 정도이고 대출잔액은 17조 9,000억 원, 평균대출액은 

1,500만 원 수준이다. 융자조건에 따라 평균대출액은 차이가 있는데 농축

산경영자금이 510만 원으로 제일 낮고 농안기금 사업이 6억 8,000만 원으

로 가장 높다. 건수로는 농축산경영자금 사업이 38만 건으로 전체 건수에

서 32%를 차지하고, 농가부채대책 사업이 21%, 농업종합자금사업이 21만 

건으로 17%를 차지한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농업종합자금이 4.2조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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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축발기금, 

농촌주택자금, 농가부채대책이 골고루 13～15% 정도의 비중이다.

출건수 출잔액

농 15,794,767 21,043,138

aT 2,409 821,368

농지기 94,031 3,881,369

주은행 29 56,178

구은행 2 9,300

부산은행 14 10,344

산업은행 51 76,736

외환은행 27 28,123

북은행 4 2,994

산림조합 19,100 570,095

총합계 15,910,434 26,499,644

표 3-4.  농업정책자  출 황(2013년 말 기 ) 

단위: 건,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원자료: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정책과(유통공사 수정); 농지과(농어촌

공사 수정); 농업정책과.

주요사업별 출건수 출잔액 평균 출잔액

농축산경 자 382,967 19,518 0.051

농업종합자 212,471 42,503 0.200

농어 구조개선자 128,263 28,459 0.222

축발기 56,809 25,038 0.441

농안기 662 4,554 6.879

농 주택자 122,578 25,563 0.209

농가부채 책 254,743 25,624 0.101

기타 33,444 8,649 0.259

계 1,191,937 179,608 0.151

표 3-5.  사업별 농업정책자  출건수  잔액 황(2013년 말)

단위: 건, 억 원

자료: 농협 농업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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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금융수요

2.3.1. 기술금융과 같은 새로운 자금수요 대응 미흡

  기술금융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OECD 2006)으로 크게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

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형태로 구분된다.

  최근 금융권은 창조경제 지원과 기술·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대출수

요 창출을 위해 기술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4). 구체

적으로 시중은행은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 전문인력

을 확충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고, 기보는 전문인력 확충과 내부 

평가 모형 개선 등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와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보는 거래 기업 중 기술기업 비중이 확대됨에 따

라 외부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보증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기술금융의 규

모는 2010년 21조 원에서 2013년 25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중소기업대

출 총액 대비 비중도 4.8%에서 5.2%로 높아졌다.

  농업부문에서도 단순히 경지규모가 큰 대농보다 고부가가치 농업, 귀농

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진입농, 후계농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에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경영체들도 담보 중심 공급보다 사업성 중심의 자

금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융공  형태 주체
2010 2013

액 비 액 비

기술평가보증 기술보증기 17.4 80.8 18.9 73.1

소기업기술지원정책자 소기업청 0.56 2.6 0.5 1.9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 출 시 은행 0.47 2.1 0.52 2.0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3.1 1.4 5.9 22.8

합계(A) 21.53 25.82

은행의 소기업 출 총액(B) 447.9 493.2

A/B 4.8% 5.2%

표 3-6.  기술 융규모 변화

단위: 조 원, %

 주: KOSBIR(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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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창업자금과 지원방식의 문제

  2000년대 중반 지가 상승기 이후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크게 떨어졌

지만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전답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지가 상승은 농업부문에서 진

입장벽으로 인식된다.

  신규진입농뿐 아니라 후계농 역시 영농규모화를 도모하여 생산성을 제

고하고 소득률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초기자본금에 대한 부담이 농업부

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진입장벽,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는 후계농 

관련 정책을 직접융자, 이차보전 방식으로 펼쳐 왔다. 이차보전사업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 사업(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5억 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사업(3%. 3/7)으로 50억 원, 귀농귀촌정

착지원자금 사업(3%, 5/10)으로 38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지원내용 및 

조건에서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자금을 융

자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 H-program과 같은 다양한 금융지원방식, 영농·전문경영교육이 

서로 연계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  국 지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e-나라지표 지가동향(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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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H-program

∎ H-program(Herd owning sharemilking: 현재 뉴질랜드 농업에서 50/50

형태의 농장경영이 많은데(땅주인과 가축주인이 다른 경우) H-program 

(Herd owning sharemilking)이라는 소위 50/50 sharemilking이라는 프로

그램 존재

∎ Sharemilking 계약의 유형

① 농지 소유(Herd Owning)

  - 2 당사자 간 계약 체결-상호 합의하에 세부내용은 변경 가능

  - 목장 소유주는 부지, 기반시설, 비료 등을 제공

  - Sharemilker는 소, 노동력, 기기, 연료, 전력을 제공

  - 공유 : 목초지, 질소비료(nitrogen), 첨가제(supplements), 사료, 물

② Sharemilking 관련 기준 

  - Sharemilker는 노동력, 여러 가지 장비, 첨가제와 비료를 제공

  - Sharemilker는 300마리 혹은 이하 수준의 소에 대한 우유 판매액 중 

최소 21%의 순수익을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함(Fonterra 배당금이 포

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2%).

③ 착유(Milking) 계약

  - 중요한 IRD(뉴질랜드 세금납부번호, Inland Revenue Department) 기

준은 착유 계약에 대해 정의

  - 주요 요건은 일반 직원과는 달리 계약 착유업자(Contract milker)는 반

드시 관리 통제와 유연성(flexibility)을 가져야 함. 농장 소유주는 관련 

비용, 원천징수 세금(PAYE, pay as you earn),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

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 계약 착유업자(Contract milker)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이며, 노동력과 여러 가지 장비/도구를 제공

  - 소규모 농장의 경우, 계약 착유업자(Contract milker)는 최소 $1.25/kg 

MS를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높아야 함.

④ 지분 참여(Equity Partnership)

  - 착유업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농장 소유주는 자본제약을 완화할 기회

  - 핵심 고려사항 : 현금 수익 vs 자본 이익, 파트너의 수, 부(이윤) 창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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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금융 금리인하 효과분석

3.1. 금리인하의 필요성

  2장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

조이기 때문에 정책금융에서 금리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은

행 기준금리는 2008년 이래로 2%대에 머무르고 있고 한은 금융통화위원

회는 2014년 4분기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인 2%로 내린 상태이다. 

  한은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역시 하락하게 되고, 실제

로 가계대출 금리는 2013년 4.1%, 2014년 3.93%로 정책 대출금리 3% 수

준은 금리 면에서 이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이차보전 예산이 

감소하는 점, 불용액이 증가하는 점은 농가의 금리혜택 감소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가의 이자부담이 그리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농가의 지급이자액이 2003년 60만 원이었던 것이 점차 감

소하여 2013년 기준 41.5만 원이다. 이는 농가경영비 대비 2%. 농가소득대

비 1.2%로 2003년 이후 점차 낮아진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중, 금

액 측면 모두에서 정체 현상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농업투자수요 저조에 

대해 우려할 만하다.

  평균 농가의 이자부담과는 별도로 경지규모별 지급이자액을 살펴본 결

과, 단순히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지급이자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규모별 농업경영비 내의 지급이자액을 살펴보면 7～10ha 

농가의 이자액이 상승하였고 10ha 이상, 5～7ha 농가의 이자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이 많은 품목, 규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의 지급이자액은 2003년 21만 원에서 2013년 13만 원

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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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농가당 이자지 액  경 비·소득 비 비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그림 3-7.  경지규모별 이자부담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평균 농가의 이자부담 이외에 50대 이하로 연령을 조정할 경우 농가의 

이자부담액은 2013년 기준 평균 150만 원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 평균에 

비하면 이자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이들의 평균표준영농규모는 2.54ha, 평

균부채비율은 0.12, 평균부채액은 4,990만 원, 평균소득은 5,21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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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농가로 여겨진다.

  한편 농가설문조사에 따르면, 연 이자부담금은 300만 원 미만이 37.7%

였으나 15.6%에 해당하는 농가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농가

경제조사 결과보다도 실제 조사대상 농가, 즉 영농 경력 10년 이하, 40대 

농가의 경우 이자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00만 원  
미만

300만～
500만 원 

500만～
1,000만 원

1,000만～
3,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계

응답 수 109 79 56 34 11 289

(%) 37.7% 27.3% 19.4% 11.8% 3.8% 100%

표 3-7.  농가의 연간 이자부담

자료: 농가설문조사.

  평균 농가의 금융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투자가 

저조한 상황과 시중 대출금리가 4%대인 점을 감안하면 하향조정이 필요하

다. 사업마다 다양한 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3% 정책자금 사업이 시중금

리와 연동, 하향 조정되면 0～3% 모든 금리의 하향조정을 고려하게 되는

데 이차보전 대출금리의 하향조정 또는 고정이차보전방식의 도입도 동시

에 가능하다. 여기서 신규대출 적용, 기존잔액에 모두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정책자금은 농특회계, 각종 기금 등 다양한 재원에서 공급되어 전대금리

와 비교하여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3.2. 금리인하의 효과

3.2.1. 정부비용

  농가의 금융부담 완화 및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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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부의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융자사업의 금리를 

25bp13 인하, 50bp 인하, 100bp 인하할 경우와 동시에 고정이차를 3%, 

2.5%, 2%로 유지할 경우 추가 비용을 추정하였다. 기존 잔액 모두에 적용

하였다<표 3-8>.

  정책 금리를 일괄적으로 100bp 즉, 1%p 인하하고 고정이차를 3%로 유

지할 경우에 2,910억 원 가량으로 추가비용이 가장 높았다. 대출금리를 

50bp 인하하고 고정이차 2.5% 수준인 경우는 25bp 인하, 고정이차 3% 수

준과 비용차이가 35억 원에 불과하다. 보전해 주는 고정이차가 줄어들수록 

현재 이차보전 수준이 이미 고정이차 수준에 도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를 100bp할 경우에 현재 이

차보전방식을 유지한다면 2,015억 원이 소요되지만, 고정이차 2%를 유지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2,078억 원이 소요된다. 즉, 약 60억 원의 비용

으로 혜택 농가의 확대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표 3-8.  리인하 추가비용 변화

단위: 백만 원

25bp 50bp 100bp

변 동 50,343 100,758 201,590

고정 3% 139,830 190,246 291,078

고정 2.5% 92,916 143,332 244,164

고정 2.0% 56,561 106,977 207,808

13 bp(basis point), 1bp=0.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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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예시

① 농업정책자금 3조 2,000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경우, 매년 약 

321억 원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효과를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2014.1.)에 따르면 농지규모화사업(잔액기준 1조 6,000억 

원 규모) 및 1조 6,000억 원 규모의 3개 융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금리인하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는 2014년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잔액도 모두 

해당

  ∎  농지규모화 사업은 2%에서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3%에서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3%에서 1%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에서 2.7%(단, 65세 이상 신규지원은 2%)

  ∎  농식품부는 금리인하로 인해 매년 약 321억 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해당 농가 33만 4,000농가에 대해 호당 매년 약 96만 원의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

② 최근의 시중 금리하락 추이를 정책자금 금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

종합자금 중 일부자금(2014년 기준 약 1조 2,000억 원 규모)에 대해 

변동금리 방식을 3월부터 시범 도입

  ∎  농업인이 신규로 대출되는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서 

현행 3%의 고정금리와 시중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변동금리 방식을 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서 정부 지원분

(2%p)을 차감한 수준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며 최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2% 초반대

자료: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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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농가편익: 금융지원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부의 추가비용은 농가의 단기편익이 된다. 정부의 추가예산만큼 농가

의 이자부담은 경감되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득증가 효

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농가의 금융 부담

이 완화되면 농가소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지원을 크게 저금리, 대출규모 확대로 보았다.14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성과에 미치는 국내 연구는 많지 않지만, 최근 중

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종구·정형권

(2006), 김현욱(2005), 배경화(2005) 등이 한국신용평가사자료, 재정자금지

원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두 단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일정 시점에 특정 기업의 적정 대출금리와 적정 대출규모는 해당 농가의 특

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대출기관의 대출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대출금리 변수

는 개별 농가의 대출금리를 알 수 없어 적정지급이자액으로 대체하였다. 

  실제로 적정 대출금리 및 대출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추정식을(식 1) 및 

(식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서   및 는 각각 개별 농가의 지급이

자액 및 대출규모,  는 대출금리 및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번째 특성 

변수이다. 금리,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는 농가의 경영상태라고 판단하

여서 독립변수로 활용한 농가의 금융 변수는 담보력, 수익성, 재무안정성, 

경영안정성, 은행과의 관계, 유동성, 자금수요 등을 활용하였다. 농가경제

조사(2009～2012) 자료를 사용하였다.

14 강종구·정형권(2006)은 정책자금을 통한 금융지원이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금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민간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적정 대출금리에 비

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거나 적정 대출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업의 ‘적정 대출금리–실제 대출금리’의 격차 또는 ‘실제 대출규모

–적정대출규모’의 격차를 금융지원 정도의 척도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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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지급이자 추정식:     
 



                  (식 1)

      적정대출규모 추정식:     
 



                 (식 2)

설명변수 리변수 평균

출 리 지 이자액(원) 627,800

출규모 은행차입액(천 원) 24,100

담보력 유형자산/총 자산 0.70

수익성 ROA 0.08

유동성 순운 자본(천 원) 84,000

재무안정성 부채비율 0.08

경 안정성 총 자산규모(천 원) 387,000

은행과의 장기 계 장기차입 /총 차입 0.64

자 수요 고정자산증가율 0.10

표 3-9.  정 리  출규모 추정식에 사용한 주요 변수

  (식 1)과 (식 2)로부터 도출한   및 을 적정 대출금리 또는 대출규

모로 보고, 실제 차입금리 또는 차입규모간 차이를 이용하여 금융지원 정

도를 반영하는 변수 값( )을 도출하였다.

금리우대정도:  
                                (식 3)

지원규모정도:     
                              (식 4)

  (식 3)과 (식 4)를 통해 추정한 금융지원(이자, 규모)이 농가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는 금리우대정도와 지원규모정도 두 가지로 추

정하였기 때문에 (식 5)는 표 3-10의 모델(1)은 금리우대를 포함한 분석이

고, 모델(2)는 지원규모를 포함한 분석이 된다. 농가의 성과변수로는 농가

소득을 사용하였고,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은 품목

(agritype), 경지규모(byarea)만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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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         
 



                    (식 5)

  농가소득에 금리 측면에서의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적정이자지급액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를 내는 

경우 즉,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농가소득을 높이

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출규모를 확대한 우대는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적정대출규모보다 실제대출금액이 높은 경우에 오히

려 농가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증가한 농가는 경영안정

성, 수익성, 담보력, 유동성 등 농가의 금융지표 수준에 비해 실제 대출금

액이 낮았다. 적정대출규모 이상을 대출받는 것은 농가경제에 있어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의 확대로 농가경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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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분석결과

(1) (2)

VARIABLES hinc hinc

asset_end 0.0789*** 0.0797***

(0.00531) (0.00530)

PS 0.244 -0.104***

(0.356) (0.0197)

2.agritype 8.234e+06* 8.390e+06**

(4.233e+06) (4.219e+06)

3.agritype 5.943e+06** 6.187e+06**

(2.975e+06) (2.966e+06)

4.agritype 5.864e+06 6.050e+06

(5.501e+06) (5.484e+06)

5.agritype 8.975e+06 8.205e+06

(7.590e+06) (7.569e+06)

6.agritype 338,507 807,404

(5.344e+06) (5.329e+06)

7.agritype 2.628e+07*** 2.628e+07***

(3.495e+06) (3.484e+06)

8.agritype 3.727e+07*** 3.697e+07***

(5.476e+06) (5.459e+06)

9.agritype 4.589e+06 4.763e+06

(3.068e+06) (3.058e+06)

2.byarea -1.579e+06 -1.345e+06

(3.758e+06) (3.747e+06)

3.byarea -437,712 -473,833

(4.453e+06) (4.439e+06)

4.byarea 1.276e+06 1.791e+06

(4.924e+06) (4.909e+06)

5.byarea 3.161e+06 3.824e+06

(5.309e+06) (5.294e+06)

6.byarea 6.522e+06 7.341e+06

(5.884e+06) (5.868e+06)

7.byarea 1.802e+07** 1.791e+07**

(7.533e+06) (7.510e+06)

8.byarea 1.908e+07** 1.987e+07**

(9.073e+06) (9.036e+06)

9.byarea 7.453e+06 9.154e+06

(1.211e+07) (1.205e+07)

Constant -6.653e+06 -6.341e+06

(4.733e+06) (4.719e+06)

Observations 7,012 7,012

Number of id 2,362 2,362

R-squared 0.072 0.07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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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4.1. 지원체계의 단순화

  재원의 다양화와 창구개방 방침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체계가 매우 복잡

해졌다. 대출기관은 지역조합, 중앙회 금융지주,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어

촌공사뿐 아니라 대출창구 개방방침에 따라 2004년 시중은행으로 확장되

었다.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는 기능에 따라 기관이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기관별로 재원과 역할부담 정도가 달라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농식품부가 정부 기금을 출연하고, 정책금융 사업을 기획하여 대출기

준을 결정하면 대출기관은 대출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농협의 

경우 보증기능과 대출기능을 함께한다. 농식품부가 기획한 정책사업에 대

해 보증역할을 하고 있는 농신보에 있어 농식품부가 출연한 기금을 농협이 

관리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식 혹은 지원방식

별로 구분·통합하는 방식을 고려,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2. 이차보전 방식의 효율화

4.2.1. 이차보전 사업내역

  이차보전사업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농업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그

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금융기관의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잔액 가중평균금리이며, 지원근거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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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2년까지
투자액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시행
주체

1970년～

계속
101,097억 원

이차보  기 리와 농업자  

출 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지원

정액보조

농업자  

출취  

융기

표 3-11.  이차보  사업내용

  2014년 현재 3,213억 원 예산사업이다. 과거 부채대책의 비중이 높았던 

2005년, 2008년에는 예산이 8,386억 원, 5,552억 원이었고 최근 점차 낮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기준금리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2009년, 2010년에는 불용액이 2,218억 원, 1,717억 원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림 3-8.  농업부문 이차보 사업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내역.

  반면 전체 이차보전 자금 중에서 부채대책을 제외한 정책자금 이차보전 

비중은 2005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9.1%에서 2004년 부

채대책이 반영15된 2005년 19.4%까지 하락했지만, 점차 증가하여 2014년 

15 기지원 정책자금 금리인하(4 → 1.5%) 및 상환연기(5년거치 15년상환) 등 2004

부채대책 소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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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기준 83.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하락함에 따

라 이차보전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있지만 재정운용효율화를 위하여 이차

보전 사업의 종류는 늘리는 추세이다. 이차보전 기준금리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농협중앙회 자금 기준으로 2003년 9.6%에서 2014년 6.39%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3-9.  농업부문 이차보 사업 기 리

주: 2013～2014년은 농협중앙회자금기준금리를 농협기준금리로 사용하였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내역;

      NH농협은행.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2000년대 초반 6개 자금에서 2014년 현재 19개 자

금에 대해서 사업이 수행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농축산경영자금, 재해농

가이자감면, 농기계구입, 재해복구융자금, RPC 운영자금, 농업종합자금이, 

2006년 이후에는 농기계사후관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 협동조합

합병자금이 포함되며, 2010년 이후에는 귀농귀촌정책지원, 사료구매, 긴급

경영안정, 도축가공업체지원 자금이 융자에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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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농업부문 이차보  사업내역  산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14 2013 2012 2008 2005

정책

자

이차

보

농축산경 자 24,360 25,047 39,346 94,673 87,587

재해농가이자감면 5,428 12,257 9,693 1,405 10,405

농기계구입 - - - 12,290 5,167

농기계사후 리 - - - 767 66

재해복구융자 3,285 4,718 4,904 15,390 1,883

RPC운 자 50,141 47,010 48,500 44,708 34,425

농업종합자 106,865 137143 102,896 85,447 22,684

우수후계농업경 인

추가지원자
5,548 7,832 5,485 5,854 1,386

농 주택개량자 19,252 22,958 9,250 2,131 98

동조합합병자 1,692 3,009 7,175 4,545 398

후계농업경 인육성 5,022 4,628 2,175 2,880 566

귀농귀 정책지원자 3,868 3,370 1,136 - -

사료구매자 16,524 5,500 14,323 - -

긴 경 안정자 9,483 6,890 23,110 - -

도축가공업체지원자 4,193 7,983 3,766 - -

축사시설 화자 7,601 13,547 4,193 -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2,535 1,488 - - -

축산경 종합자 998 - - - -

소비지유통활성화 308 - - -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355 - - - -

6차산업창업자 지원 285 - - - -

부채

책

자

이차

보

정책자 상환연기 29,939 37,211 39,703 72,557 103,766

상호 융 체자 1,313 6,377 10,234 121,674 400,604

농업경 개선자 0 9 229 23,027 46,337

연 보증해소자 1,133 1,613 1,899 8,350 10,724

농업경 회생자 3,430 5,525 5,192 10,461 5,763

정책자 체자 16,908 22,688 21,869 40,276 71,715

부채상환인센티 890 1,486 1,477 8,809 20,663

농

구조

개선

조합부실정리자 조달 

상호 융 자보호기

채권 발행이자 지원

- - - - 14,400

합계 321,356 378,289 356,555 555,244 838,6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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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고정이차보전방식의 도입

  상호금융 수신고는 2013년 말잔 기준으로 252조 원인데 상호금융 자금 

등이 풍부한 상황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사업의 일부를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이차보전방식 및 수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 시대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차보전방식

을 현행 변동이차보전방식에서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이차보전사업 집행율은 2009년 60.4%, 2010년 68.2%, 2012년 65.1%

인데 이차율을 고정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시장여건

에 맞게 변동케 하고 예산 집행 시 불용·이월액의 발생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차보전에는 변동이차보전방식과 고정이차보전방식이 존재한다. 현행 

방식인 변동이차보전 방식은 대출금리를 고정하고 이차율(=기준금리-대출

금리)이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이고 고정이차보전 방식은 이차율을 고

정금리로 채택함에 따라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방식이다.

  현행 변동이차보전방식하에서는 농업정책자금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차보전 예산 편성·집행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정이차보전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다. 변동방식하에서는 시장여건에 상관없이 대출금리가 고

정되는데 이로 인해 시장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 같은 변동이 있을 때 정상

적인 시장기능을 통한 농업정책자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시

중금리의 하락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요구 압박이 거세어지고 있으

나 현행 이차보전 체계하에서는 대출금리 변경이 쉽지 않다. 이차보전 예

산 편성에도 정확한 소요액 추산이 어려워 매해 불용·이월액의 발생이 불

가피하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차율을 고정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시장여건에 맞게 변동케 하고 예산 집행 시 불용·이월액의 발생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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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고정이차보 방식과 변동이차보 방식

단위: %

자료: 농협 농업금융부.

※ 독일 농업투자촉진정책(Agrarinvestionsforderungsprogramm: AFP)

   독일은 개별경영체의 농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은 AFP를 통해 단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신용지원과 병행투자로 나뉘는데, 농업신용은 융자금의 이자보조

만 하는 지원방식이고 병행투자는 보조금 및 이자보조를 함께하는 지

원임. 이때 이자보조방식은 고정이차보전방식임.

  ∎  지원 제외 사업 분야: 가축구입, 영농활동 이외의 기계, 목초지의 용도

변경, 생산권리 및 조합지분 획득, 주거물에 대한 투자, 비농업 산업체

에 투자, 농장운영비, 일반적인 농지구입

  ∎  지원자금 종류: ① 농업신용지원은 농업투자에 대해 단순한 심의 절차

를 거쳐 경영체당 최고 €17.500까지 이차를 보조 ② 병행투자지원은 

농업신용지원을 초과하는 농업투자를 위해 경영체당 최고 €10.500～

20.000까지 저리융자와 함께 보조금 지급. 경영체의 친환경농업여부, 

후계농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존재

자료: 정연호 외(1999). 선진국 농업정책금융지원제도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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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종합자금제도 운영

4.3.1. 농업종합자금제도 목적과 경직성

  농업종합자금은 지원방식을 사업별 계획에서 벗어나 농업경영체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자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의 책임은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대해 종합적으

로 심사평가하도록 하였다. 개별 사업단위의 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필요

한 시기에 수시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자금이

다(박준기 외 2011).

  농업종합자금의 규모는 농기계 자금이 통합되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

나 농기계구입자금을 제외하면 정체되어 있었다. 용도별 대출실적을 분석하

면 2000년까지는 시설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1년 이후, 운전자

금의 대출비중이 증가하였다. 신규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기준 시설자금의 비중은 83.1%에서 2013년 4.6%로 크게 감소하였

으나 운전자금의 비중은 2000년 7.5%에서 2013년 56.3%로 크게 증가하였

다. 농가의 종합자금 사용용도는 주로 농기계와 운전자금으로 볼 수 있다.

표 3-13.  농업종합자  출실

단위: 억 원

2000 2002 2005 2009 2013

시설 1,039 696 762 799 614

개·보수 118 500 558 90 48

운 94 4,766 3,339 4,787 7,511

농기계 0 0 3,574 5,374 5,156

수출 0 0 0 0 0

계 1,251 5,962 8,233 11,050 13,329

자료: 박준기 외(2011) 수정인용; 농협은행 농업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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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용도 출 리 상환조건

시설

원 특작, 농 가공

3%

3년 거치 10년 상환

원 특작분야의 철골(유리 는 경질) 

온실
5/10

축산, 농원, 농 민박 5/10

개·보수 3% 5/10

운

인삼식재자
3% 

변동 리

연근별로 3-5년 일시상환

농기계생산원자재 구입 비축자 1년 이내 일시상환

기타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 3% 1/4-7

수출  

규모화

원 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

(자가유통 장 포함), 농 가공
차등

3/10

5/10

표 3-14.  농업종합자  출조건

자료: NH농협은행.

  종합자금제도는 도입 시기의 목적과는 달리 여전히 품목별·기능별로 대

출에 대한 경직성이 높은 편이고 취급기관도 500여 곳의 단위농협에 불과

해 접근성도 낮은 편이다<표 3-14>. 농업종합자금은 단순히 개별사업의 자

금을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기능을 확대하고 있지는 못하다. 여전

히 상당 비중의 정책자금 지원은 품목별 개별 사업단위로 지원되고 있다. 

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정책금융의 16.0%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

지규모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안기금사업, RPC, 단기자금, 농촌주택

개량, 후계자 육성 등 사업특성이 명확하고 규모가 큰 사업을 제외하더라

도 종합자금의 비중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4.3.2. 정책자금 중복 사업과 지원조건의 차이

  한편,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품목별 대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정책

금융은 기존 “종합자금제도 중심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금융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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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향으로 자금이 확대·공급되게 되었다.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2013년 

말까지 누적 지원건수는 50만 건16 가까이 되며, 지원액은 4.2조 원에 이르

지만 종합자금 사업 중 수출 및 규모화사업, 원예특작, 인삼, 축산 등은 

FTA 기금, 축발기금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농업종합자금 중 원예·특작 분야의 대출은 7만 4,000건, 잔액은 3,880억 

원이고 원예특작 시설자금의 대출조건은 금리 3%, 3년 거치 10년 원금 균

분상환이다. 품목대책 중에 FTA 기금 사업으로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중 과

수고품질시설현대화와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이 있다. 2014년 융자예산은 

597억 원이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과원

에 관수시설,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한다. 시설원예품질개선 사

업은 노후화된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증·개축을 지원한다. 지원조건

은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융자조

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대출기관이 사업 타당성과 사업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

정하게 되어 있는 종합자금과는 달리 기금 사업의 확대는 점차 금융의 역

할이 감소하고 지자체의 선별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되어 종합자금제도로 전

환한 의미가 퇴색된다.

1999 2000 2001 2002 2003 2013

지원액 145 1,605 2,422 6,243 4,523 42,503

지원건수 387 7,791 9,475 24,356 16,020 498,569

표 3-15.  농업종합자  출 황

단위: 억 원, 건

자료: 강종만 외(2004: 24) 수정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16 현재 남아 있는 대출건수는 21만 2,4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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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  구분　 건수 출잔액

농기계 269,293 2,104,690

농기계수리 사 235 25,962

수출  규모화 사업 45 54,905

원 특작 74,565 388,035

인삼 34,212 125,027

축산 119,342 1,494,904

기타 877 56,806

계 498,569 4,250,329

표 3-16.  농업종합자  사업별 출 황(2013년 말 기 )

단위: 건,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계정과목 건수 출잔액 출평균 액

생산시설 화 69 130,291 1,888 

시설원 품질개선(융자) 34 106,974 3,146 

축사시설 화 30 396,182 13,206 

기타 67 257,215 36,472

계 200 890,662 54,712

표 3-17.  FTA 기  출 황(2013년 말 기 ): 농

단위: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축산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농업종합자금 중 축산 분야 대출은 11만 

9,000건, 대출 잔액은 1.5조 원 가까이 된다. 축산 시설자금의 대출조건은 

금리 3%,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분상환이다. FTA 기금 축사시설현대화 사

업은 가축폐산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14년 예산은 약 1,95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으로 축사시설은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축산시설은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

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을 말한다. 지원조건은 보

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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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품목별 출 상

원

특작

채소

화훼

- 철골온실, 이 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조직

배양시설 

- 밭정지, 수시설, 반출로개설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

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과수

- 과원조성, 우량품종 갱신 

- 비가림시설, ·배수시설, 지주·덕시설 설치, 개·보수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특작

- 버섯: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온 장고, 종균·배지 

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매장 등 

- 차: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업: 뽕밭조성(묘목 , 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 등), 

양잠산물가공기자재 등 

- 인삼: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 , 우량묘삼생산, 토양개량사

업 등 시설기자재· 농기반 화 사업 

- 기타: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한 시설, 장비 등

축산

- 기반시설: 진입로, 목로, 용수, 기시설 등 

- 사육시설: 축사, 창고, 리사, 자동 이 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자가배합사료 

- 생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까지 축사 신축, 개축, 증축에 한 

출 불가하나 축사내부시설 개·보수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 가능

표 3-18.  농업종합자  품목별 출 상

자료: NH컨설팅(www.nh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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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합 농업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

  장기적으로 농업정책금융의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정

책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1,669

일반회계

111,738

농협중앙회
(관리단)

정책자금

19,763

농협중앙회
(관리단)

부채대책

14,194

농협중앙회
(관리단)

농특회계

10,297

농협중앙회

재특회계

37,513

유통공사

농안기금

6,473

유통공사

FTA기금

13,647

농협중앙회

축발기금

38,815

농어촌공사

농지기금

이
차
보
전

이
차
보
전

출
연

출
연

출
연

출
연

2,722

시중은행

195,082

농협중앙회

5,700

산림조합

8,217

유통공사

40,743

농어촌공사

252,464

농업(법)인

24

차관자금

2,722

195,082

5,700 8,217 40,743

38,812

3

8,214

29,299

3

4,539

1,93111,435

2,7591,053

108,034

2,651

19,473

290
10,297

11,978

그림 3-11.  재 농업정책 융 달체계(2013년 말 잔액 기 )

단위: 억 원

자료: 이정환 외(2010). 농업정책금융 선진화방안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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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농업정책금융은 재원별로 관리 및 관련 금융사업 업무가 여러 기관

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금융의 유효성을 높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농

특회계와 이차보전자금 관리 및 대출업무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협은

행, 농안기금은 유통공사, 농지기금, FTA 기금은 농어촌공사, 공자기금 및 

축발기금은 농협은행 및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다<그림 3-11>.

  재원별로 대출 및 관리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금융 기능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기금별로 구분된 정책금융의 공급채널은 정책금융의 접근성

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중복기능과 상호 경쟁 및 사각지대 발생 등

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5. 농신보 신용보증 현황과 과제17

5.1. 농신보 현황

5.1.1. 농신보 운영현황

  농업부문의 금융공급 부족을 완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이다. 정책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신용보증은 광의의 정책금융에 포함된다. 농신보의 역할은 크게 ‘농림수산

업자 등의 신용력 보완’, ‘금융기관의 대손위험의 해소와 자금고정화 방

지’, ‘농업정책목적의 수행’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18 농신보의 신용보증은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력,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차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제도이다. 또한 농업금융기관에게 최종적인 담보책임을 부

17 이 절은 이 연구의 세부보고서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여건변

화와 발전방안(2014)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18 농신보. 2014 농신보 업무 가이드. p.11.



80  농업정책금융 쟁점과제

담하여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손위험을 해소하여 주고, 대위변제를 통해 

부실화에 따른 대출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림 3-12.  농신보의 신용보증  출 계

  농업부문에서 신용보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농신보이다. 농신

보는 1971년 설립된 이래 1994년 이후에는 농업구조개선정책의 중요한 보

완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위기 때에는 농

어가부채대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만큼 농업부문에 금융

을 공급하는 보완적 정책수단으로서 농신보의 역할은 중요하다. 최근 저금

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업정책금융이 금리면에서 이점이 낮아지고 있어 

신용보증으로 차입여력을 확대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  농신보 보증실태

  농신보 신용보증의 근거가 되는 기본자산은 정부출연금, 금융기관출연금, 

신용보증 대상자에 대한 보증료 수입, 자산의 운용수익 등이다. 농신보는 

기본자산의 20배까지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농신보의 신용보

증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0.38%를 출연한다.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에 따

른 농림수산업자의 부실화에 따른 급격한 대위변제의 확대로 인하여 농신

보 기본자산이 감소하여 기금위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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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보증이 감소하고, 금융기관 출연이 확대되면서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

여 2013년 말에는 2조 4,630억 원에 이르는 기본자산이 형성되어 기금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림 3-13.  농신보 보증 황 추이

단위: 억 원

  신규보증은 부채대책이 추진되던 2001년 전후로 하여 최대 연간 12.4조

원까지 보증하던 것이 농가부실화에 따른 대위변제가 확대되면서 신규보

증조건을 강화하면서 2007년 이후 신규보증규모가 감소하였다. 최근 신규

보증의 감소에 따라 보증잔액도 감소하고 있어 2013년 말 기준으로 9조 

4,275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신규보증이 축소되면서 점차 보증잔

액이 감소하여 운용배수율(보증잔액/기본자산)이 크게 하락하여 2013년 기

준으로는 3.86배 수준에 불과하다. 운용배수율 3.86배는 매우 낮은 수준으

로 신용보증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적정 운용배수율 8∼12배 수

준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농신보가 보수적으로 운

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신보의 신규보증은 2004년 이후 하락하여 정체된 상태에 있다.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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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잔액 비중을 보면, 2001년에 80%까지 점유하던 농업부문의 비중이 

2013년에는 60.3%까지 하락하고 비교적 시설투자가 많았던 축산업 및 수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축산업의 보증비율은 2001년 12.1%에서 

2013년에는 25.1%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규보증에서 정책자금과 일반자금 

신용보증 비율을 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비율

이 63.0%로 정책자금 중심으로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농수산물유통업 합계

1996 84.2 4.6 10.7 0.4 0.0 100.0 (51,797) 

2000 82.4 5.9 10.8 0.8 0.1 100.0 (144,615) 

2005 75.5 9.0 14.5 1.0 0.1 100.0 (178,088) 

2010 68.1 10.2 20.5 1.1 0.1 100.0 (91,446) 

2012 63.9 12.1 22.5 1.3 0.1 100.0 (86,895) 

2013 60.3 13.1 25.1 1.4 0.1 100.0 (94,275) 

표 3-19.  농신보의 산업별 보증잔액 비

단위: %, 억 원

  산업의 생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만 

보면 부가가치액 대비 농신보의 신용보증잔액의 비율을 보면, 2000년에 

78.1%이던 것이 2005년에는 70.0%, 2010년에 35.1%인 것이 2013년에는 

31.6%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 농신보 신용보증은 점차 하락

하고 있어 신규자금유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법인이 중심인 농수산물유통업에 대한 보증비율은 0.1%로 아주 낮

아 농어업 생산자금 중심으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업법인에 대한 

보증 비중은(2013년) 건수로는 0.8%에 불과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9.1%를 

점유하고 있어 법인의 보증규모가 더 크다. 개인보다는 법인의 경우 보증

규모가 더 크다. 2013년 동일인별 평균 보증잔액은 개인이 약 3,400만 원

이고, 법인이 3억 80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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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제 황

  농신보가 신용보증한 대출금 중 상환불능이 되어 금융기관에 농가를 대

신하여 상환한 대위변제액은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에는 연간 5,900억 

원 수준에 이르렀고, 그 결과 농신보의 기본자산 감소로 이어졌다. 2013년

에 대위변제액은 1,354억 원으로 하락하면서 기본자산의 안정화가 이루어

졌다. 2008년에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농어가부채대

책으로 상환연기한 특례보증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였다. 특례보증 대위변

제액은 2008년에 4,217억 원에서 2013년에는 74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농신보의 정상적인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는 2008년에 1,685억 원 수준

이던 것이 2013년에는 613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대위변제율은(대위

변제/보증잔액) 2009년에 일반보증이 3.9%, 특례보증이 3.4%로 전체 3.5%

이던 것이, 2012년에는 각각 1.7%, 1.3%으로 전체가 1.4% 수준으로 안정

되었다.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을 타 신보와 비교하면 2012년 기준으로 농신

보가 1.4%인 반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4%,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3.8%이어서 농신보가 상대적으로 더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이 낮기 때문에 신용보증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운용배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변 제

일 반 1,685 1,002 795 531 469 613

특 례 4,217 2,705 2,445 1,266 786 741

계 5,902 3,707 3,240 1,797 1,255 1,354

   계 58,770 62,477 65,717 67,514 68,769 70,123

표 3-20.  농신보 변제 추이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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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가의 농신보 이용실태

  농가의 정책금융 및 농신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인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신보 이용실적을 보면, 41.5%가 농신보를 이용하고 있고, 농가판매금

액이 많은 전문화된 농가일수록 농신보 이용실적이 많다. 농산물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에서 농신보 이용농가 중에는 신용보증규모가 1억∼3

억 원인 비중이 가장 많다. 농가판매금액의 규모는 농신보 이용 정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판매금액이 증가할수록 1억 원 이상 농신보를 이용

하는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판매금액이 많은 농가가 더 많이 농신

보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3-14.  매 액, 부채규모별 농신보 이용비율  1억 원 이상 이용비율

주 1) 부채규모: ① 없음, ② 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5천만 원, ④ 5천만～1억 원, 

⑤ 1억～3억 원, ⑥ 3억～5억 원, ⑦ 5억 원 이상

2) 판매금액: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3천만 원, ③ 3천만～5천만 원, 

④ 5천만～1억 원, ⑤ 1억～3억 원, ⑥ 3억～5억 원, ⑦ 5억 원 이상

3) 1억 원 이상 이용비율은 농신보 이용자 대비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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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채규모는 농신보 이용정도에 비례하고 있어 부채규모가 큰 농가

일수록 농신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부채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신보 

이용규모도 크다. 부채가 많은 농가일수록 1억 원 이상 농신보를 이용하는 

농가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농가부채 중 정책자금 비중에 따라 농신보 이

용정도에 차이가 있다. 정책자금을 많이 이용하는 농가일수록 농신보 이용

정도가 높아 정책자금과 농신보 간 연계성이 높다. 이는 농신보의 신규보

증에서 정책자금 보증비율이 63%인 것과 일치한다. 

  농신보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용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것

(44.1%)과 다른 담보가 부족한 것(26.4%)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농

신보 이용거절자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한 비중이 

더 높고, 정책자금 이용에 유리하다는 것(11.5%)을 지적하였다. 농신보 보

증 이용에서 신용보증 거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이 10.9%

에 불과하고, 거절당한 경험이 없다는 농가의 비율이 71.0%로 높아 농신보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응답 내용 이용자(1,300명) 거 자(200명)

연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서 44.1 47.0

다른 담보가 없거나 부족해서 26.4 22.0

다른 출보다 출 리가 낮아서 19.6 7.5

정책자  이용 등에 유리해서 - 11.5

개인 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3.6 6.0

기타(무응답) 6.2 2.5

합  계 100.0 100.0

표 3-21.  농신보 보증 신청 이유

단위: %

자료: 농신보(201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재정리.

  농신보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로는 신용평가(사업성 평가강화)가 37.5%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증료율 인하(25.2%), 신용보증 한도인상(21.4%) 

순으로 높다. 부채규모별로 보면, 1,000만～5,000만 원인 농가는 신용평가

방법의 개선(35.0%)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3억∼5억 원인 농가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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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증 한도인상(41.7%)과 보증료율 인하, 정부정책자금 관련 보증기능 강

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채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한

도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신보 이용규모별로 보면,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보증의 경우 신용

평가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보증규모가 큰 1억∼3억 원 사이에서는 

보증한도의 인상과 보증료율의 인하를 요구하였다. 보증한도 인상이 신용

평가기능의 개선과 연계되어 있어 보증한도 인상이 주요한 과제이다.

부채규모
신용평가 방법개선
(사업성 평가 강화)

신용보증 
한도 인상

보증료율 
인하

정부정책자   
련 보증기능 
강화

기타 합계

없음 44.4 15.6 22.2 15.6 2.2 100.0

1천만 원 

미만
35.0 5.0 30.0 30.0 - 100.0

1천만～

5천만 원
41.3 22.5 21.3 15.0 - 100.0

5천만～

1억 원
32.0 18.7 37.3 13.3 - 100.0

1억～3억 원 41.6 24.7 20.2 14.6 - 100.0

3억～5억 원 8.3 41.7 25.0 25.0 - 100.0

5억 원 이상 29.4 35.3 11.8 23.5 - 100.0

합계 37.6 21.6 24.9 16.3 0.3
100.0

(338)

표 3-22.  부채규모별 농신보 개선사항

단위: %

5.3. 농신보의 성과

5.3.1. 농가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

  농신보 신용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농가에게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한다. 신용대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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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농가는 농신보를 이용하면 보증료를 추가로 부

담하므로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않게 되므로 농신보 신용보증을 활용한 농

가는 신용력이 낮아 금리차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예: 신용등급 7∼8등급) 농가는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서는 연리 7% 수준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농신보 신용보증을 이용할 

시 농가는 약 5∼6%의 대출금리로 차입할 수 있다. 부분보증비율이 85%

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농신보 대출이라 할지라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대출담당

자의 면담에 의하면 농신보 신용보증을 활용함으로써 약 1% 이상의 대출

금리 인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농가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1%(=평균신용대출금리 - 농신보 대출금리) - 농신보 신용보증료

율]×보증금액(정책자금 제외)이다.

  농신보의 보증 중 정책자금 보증도 있는데 정책자금은 신용대출, 담보대

출에 관계없이 일정 금리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금리인하효과가 없고, 단지 신용활용의 여력만 증가시키는 신용경색완화 

효과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채대책자금은 제외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신보의 신규신용보증 4조 3,025억 원 중 정책자금 

보증이 63%인 2조 7,204억 원으로 정책자금 취급비중이 높다. 따라서 일

반대출의 이자감축 효과는 [총보증금액 - 정책자금 보증금액]×0.7%(1%금

리편익 - 0.3% 보증료율)로 계산된다. 정책자금 보증비율을 신규보증 비율 

63%로 대리비율로 적용할 경우 일반자금 보증잔액은 2조 9,775억 원이어

서 이자감소 편익이 208억 원 수준에 이른다.  

5.3.2.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 

  농가대출금 중 농업부문의 농업용 대출로 기표되는 규모는 약 42.6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19 농업부문 정책자금의 규모를 보면 2013년 말 

19 농협은행 추정, 농신보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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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25.2조 원이고, 그중 부채대책자금이 2조 원 수준으로 농업정책

자금 규모는 23.2조 원이다. 그러면 부채대책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이 아

닌 대출금은 19.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농업부문 보증잔

액은 농업 및 축산업을 포함한 경우 2013년 말 기준으로 8조 474억 원 수

준이다.

  농신보 신용보증대출이 농업부문 자금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대출금 중 신용보증의 비율은 18.9%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정책금융 

지원규모 23.4조 원과 비교하면 34.7%에 이르고 있다.

  농업부가가치 대비 보증잔액의 비율을 보면, 2013년에 31.6%로 하락하

였다. 농업부문 부가가치 대비 신용보증잔액의 비율은 2001년도에 78.1%

에서 2005년에는 70.0%를 유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31.6%에 불과하다. 농업발전을 위한 농신보의 신용보증 규모가 상대적으

로 축소되고 있고, 그만큼 농업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농신보 보증을 더 

확대하였을 경우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5.3.3. 농업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농신보가 신용보증한 대출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면, 대출금융기관은 그

만큼 건전성이 제고된다. 대위변제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 1조 294억 원으로 최대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2002∼2008년에 5조 1,797억 원의 대위변제를 하여 금

융위기 시 농업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였다.

  농업금융기관의 신규대출금 대비 대위변제의 비율은 건전성 강화의 효과

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농업금융기관의 신규대출금은 예금은행의 농업

부문 대출금과 상호금융기관의 여신을 합산한 대출금의 순 증가액으로 산

출한다. 그 비율의 추이를 보면, 2005년에는 13.22%이고, 2010년에는 

4.35%, 2013년에는 1.81% 수준이다. 금융위기 시기인 2004∼2008년에 신

규대출금 대비 대위변제 비율이 높아 농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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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농업정책 추진

  농신보는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정책적으로 특

정한 목표에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여도 신용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

금공급이 안되고 그에 따라 정책추진성과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

제 때문에 농업정책에서는 농신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대손

보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신보는 농업정책 추진의 보완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보력이 부족한 선도농업인 특례보증, 신규창업농 등에 대한 신용보

증을 확대해주고 있다. 또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자금조

달에 한계가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자금차입규모를 확대하

여 줌으로써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RPC 벼수매자금, 산지

유통조직 원료자금, 첨단유리온실 특례보증 등으로 보증한도를 높여 농업

정책금융 공급확대로 농업정책 추진에 효과를 주었다.

5.4. 농신보의 역할부족과 문제

5.4.1. 농가의 신용경색 대응 미흡

  농업부문은 농지 이외에 담보능력이 낮고, 재무제표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용대출에 의한 금융공급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업과 동일하게 85%의 부분보증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농신보 이용도를 낮

추게 된다.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이 3.83배로 매우 낮은 수준인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농가는 담보부족으로 자

금차입이 정체되어 있는데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잔액도 감소하고 있어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역할

이 미흡하다.

  저금리 시장환경에서 신용보증료 0.3∼0.6%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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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보다는 담보대출을 선호하

게 된다.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도 대위변제 확정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된다. 과거 농신보의 기

금 위기시기에 대위변제 불판정 비율이 높은 경험이 있어 대출담당자가 농

신보 보증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 결과 부분보증비율 85%하에서는 대출

금의 나머지 15%에 대한 신용대출 혹은 추가적인 담보제공 여력이 낮아 

신용보증 이용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완화를 위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의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부문과 차별성이 필요한 

것이 농업부문의 산업적 특성이다. 

  농신보의 사업성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

공급체계의 확립이 미흡하다. 농신보도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식신용조사의 내용을 보면, 보증대상 적정성, 보증금액, 금융거래

의 신뢰도, 사업장의 안정성, 채권보전, 차입규모, 부실 가능성 등으로 한

정되어 있다. 재무수준보다는 사업성은 높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가

에게 신용보증을 하여주기 위해서는 자체 사업성 평가능력을 제고하는 것

이 중요한 과제이다.

5.4.2. 신용보증과 대출기관이 공존하는 구조

  농신보는 신용보증 수요기관인 농협은행과 공존하는 체제로 장기간 발

전하여 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2013년부터는 농협금융지주와 

중앙회 내에 있는 농신보가 분리되어 있지만 소유와 지배구조가 동일하여 

의사결정에서는 연계되어 있다. 또 신용보증기관의 수요자인 상호금융이 

농신보와 같이 중앙회 내에 있어 공존하고 있어 아직도 공존체제라 할 수 

있다. 다른 신용보증기관인 신보와 기보의 경우 독립된 조직이어서 독립적

인 의사결정을 하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관과 대출기관과 신용보증기관이 함께 공존하는 농신

보의 위탁관리체제는 문제가 있다. 공존체제는 농신보가 독립적이기보다는 

금융기관의 대출 안전성 중심에 사업관리의 중점을 두는 문제를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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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된다. 대출의 안전성이 취급금융기관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한 것

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이 공존하는 체제는 이론

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신용보증기관이 수요자의 하나인 대출기관과 공존

하게 되면 신용보증의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는 역할이 

부족하게 된다. 대출기관과 신용보증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역할분담을 하

고, 신용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공존체제는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대출

기관의 위험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농업부문에 있는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이 그만큼 낮아져 농업문제 해결 역할이 부족하게 된다. 이

는 신용보증 이외의 상거래보증 등과 같은 농업부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

른 형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등 업무를 다양화하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20   

5.4.3. 농업법인, 식품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미흡

  농신보 현황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농신보는 주로 자연인 농림수산업자 

중심으로 대출신용보증에 집중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업에 대한 보증비율

이 0.1% 수준이고, 법인에 대한 보증비율도 9.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 총 한도를 총 보증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보증가능한 법인의 범위도 준농어촌지역 이상으로 한정하여 도시지역의 

법인은 제한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산업의 특성상 유통가공법인은 

농어촌지역보다는 수요자가 많은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 지원

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농업부문의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고, 농업발전에 있어서 비농업부문과

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자재

의 도입을 자재산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기반형 농자재산업의 육

20 선행연구에서도 농신보의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관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장종익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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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도매시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확대

되고 있고, 농업의 6차산업화 및 식자재산업 등 식품외식산업과 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보완되지 못하여 정책성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식품산

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자금부족을 지적하고 있다.21 

  따라서 변화하는 농어업구조에 대응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업생산의 보완수단으로서 농어촌지역

에서의 유통가공산업 육성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산업은 수요기반형 

산업이어서 입지적으로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

용보증에서 지역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자재산업에 대한 신용

보증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농자재산업,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가공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5.4.4. 농업정책과 연계성 부족

  농신보의 신용보증은 농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관리

권이 농식품부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어 농업정책과 연계성이 낮다. 현재

도 업무협조관계에 의해 정책공조를 하고 있지만 다양성 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농어업부채대책의 실시 때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등 정책공

조관계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 안

정관리에는 효과적이지만 농업발전위한 정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발

전전략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의 6차산업화 촉진 및 농촌산업화 촉진, 그리고 식품산업 육

성 등 농식품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자금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여 정책성과가 한계가 있다. 미국농업정책에서와 같이 신용보증

정책은 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신용보증정책이 부족함

21 최지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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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창조농업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보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완되지 않고 

있다. 또 채소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사업의 촉진을 추진하지만 산지유

통인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농가손실을 보완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농신보의 신용보증과 농식품부의 정책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보증은 정책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정책개발과 연계가 

필요하다.

5.4.5. 업무의 다양성 부족

  농신보의 업무가 신용보증업무에 한정되어 신보와 기보보다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용은 금전거래 및 상거래의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정보

인데 이 신용이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는 사례가 많다. 상거

래가 위축됨으로써 농업의 산업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신용보증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

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평가를 하고 있지만 금융이 보완되

지 않아 실용화가 촉진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우수기술사업자자금이 마련

되어 있지만 기술보증이 되지 않아 대출실적이 낮다. 기술실용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강화(R&Biz) 등 업무혁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한 지도금융의 강화 등을 통하여 부실화 가능성

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자금공급체계의 개

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영지도,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도금융으로 사

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신보의 대

위변제 가능성을 낮추어 기금의 안정을 가져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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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가부채문제와 과제

6.1. 부채대책 운영 실태와 한계

  그간의 정부부채대책은 1998년 IMF 경제위기, 2007년 전후 농자재 가

격 급등에 의한 농업경영위기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이들은 농

가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획일적 소득보조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고영곤 외 2009).

  2000년대 이후 부채대책자금의 신규공급은 2000년대 중반 1.5조 원대를 

마지막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잔액기준으로도 2000년대 중반에 

12조～13조 원까지 확대되었다가 2013년 말 기준 1.9조 원 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농가부채대책은 금리인하, 상환연기, 저리자

금대체지원, 저리자금신규지원이 대표적이다. 농가경영회생자금, 농지은행

사업 등의 확대뿐 아니라 및 다양한 정부정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그림 3-15.  부채 책자  공 추이

단위: 천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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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책명

주요내용

리인하 상환연기
리자
체지원

리자
신규지원

연 보증
해소지원

2000 농가부채경감조치 ● ● ● ●

2002.0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한 

특별조치법

● ● ● ●

2002.12 동법개정 ● ●

2003.05 동법개정 ● ●

2004.03 동법개정 ● ● ● ●

2005.12 동법개정 ●

표 3-23.  2000년  이후 농가부채 책

자료: 고영곤 외(2009) 수정 인용.

6.2 농가경제의 재무현황 분석

6.2.1. 금융지표 개요와 현황

  과연 새로운 부채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가

의 재무상태(financial status)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2012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가의 금융지표를 분석하였다. 유

동성(liquidity), 지불능력(solvency), 수익성(profitability), 재무효율성(financial 

efficiency)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22

22 FFSC(Farm Financial Standards Council)는 널리 통용되는 금융지표를 정립하였다. 

농가의 금융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동성, 지불능력, 수익성, 금융효율성

을 세우고 이에 대한 대표지표와 위험정도를 구분하는 표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

다(다음 표 참조). 이해를 돕기 위해 FFSC의 지표 설명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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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측면에서는 유동비율(Current ratio)과 운전자본규칙(Working 

capital rule)이 대표지표이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

이고 운전자본규칙은 운전자본을 총지출로 나눈 값이다. 운전자본은 순유

동자산으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이다. 두 지표 모두 2009～

2012년간 중간값, 25백분위값, 75백분위값 모두 점차 상승한 것으로 보아 

농가의 유동성은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능력 측면에서는 부채비율(Debt to asset ratio)이 대표지표이다. 부

채를 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2009～2012년간 점차 낮아져 지불능력이 높

아진다. 전체 농가 중 부채가 없는 농가 약 30%를 제외하면 전체 평균은 

2009년 0.13에서 2012년 0.124로 낮아졌지만 정체되어 있다. 75백분위값 

역시 0.15주위에서 정체되어 있다.

융성과 지표 2009 2010 2011 2012

유동성
유동비율 12.94 15.62 15.07 15.59

운 자본규칙(%) 62 71 166 177

지불능력 부채비율(%) 2 2 1.5 1.2

수익성
ROA(%) 6 6 5.9 5.6

업이익마진(%) 27 26 57.4 57.4

재무효율성 수입 비 지출비율(%) 133 131 190 196

표 3-24.  농가경제 융지표 간값 추이

주: 지표의 특성상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융성과 지표 산식

유동성

Current ratio Total current assets÷Total current liabilities

Working capital-to-expense 
ratio*(%)

Working capital÷Total expenses
* Working capital=Total current assets- 
Total current liabilities

지불능력 Debt-to-asset ratio(%) Total liabilities÷Total assets

수익성

Rate of return on assets(%)
(NFIFO+Farm interest expense-operator 
management fee)÷Average total farm assets

Operating profit margin(%)
NFIFO+Farm interest expense-operator 
management fee)÷Gross Revenue

재무효율성 Operating expense ratio(%) Operating expense÷Gross Revenue

<농가경제 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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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측면에서 대표지표는 ROA(Rate of return on assets)와 영업이익마

진이다. 농가의 금융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이 지표가 

상승하면 재지불능력, 유동성, 지불능력이 모두 개선되게 된다. ROA는 농가

순소득에서 이자비용, 경영관리비용을 조정한 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이

다. 2009～2012년간 ROA는 다소 정체되어 있다. 영업이익마진은 농가순소

득에서 이자비용과 경영관리비용을 조정한 후 이를 총 수입으로 나눈 값이

다. 2009～2012년간 영업이익마진은 총 수입이 감소하며 상승하였다.

  재무효율성 측면에서 대표지표는 수입 대비 지출비율이다. 총 수입 대비 

이자와 감가상각비가 조정된 총 지출 비율인데 농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능력을 사용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1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드

는 비용은 얼마인가를 의미한다. 2009～2012년간 재무효율성 지표는 점차 

나빠졌다. 하지만 25백분위값은 점차 감소하고 75백분위값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무효율성이 계속 나빠진 그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2.2. 금융지표를 이용한 비교

  미국 농가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가중평균값을 계산하

였다. 또한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임계값(critical 

zone)은 금융지표 기준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값을 적용하였다.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비율은 1 이상인 경우, 운전자본규칙은 20% 이하

일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2009년 미국 농가자료에서는 29.6%의 농

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2009년 우리나라 농가경제자료에 따

르면 약 1.8%의 농가만이 고위험군이고 이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

이다. 운전자본규칙 지표로 보면 2009년 12.3%의 농가가 고위험군이었지

만 2011년 이후 급격히 감소, 2012년 3.4%만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지불능력 측면에서 부채비율의 고위험군 기준은 70% 이상이나 우리나

라의 경우 소농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평균 부채비율은 6.5～8.1%로 매우 낮

은 편이다. 실제로 부채가 전혀 없는 농가의 비중이 약 30%이다. 2009년 

기준 미국농가의 약 3.5%가 고위험군이었던 데 반해 우리는 1.6% 농가만



98  농업정책금융 쟁점과제

이 고위험군이었고 이 비중 역시 점차 낮아졌다.

  수익성 측면에서 ROA와 영업이익마진비율을 살펴보면, ROA는 1% 이

하인 경우, 영업이익마진 비율은 10% 이하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구분이 

된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 농가의 약 75%, 71%가 수익성 측면에서 미흡

했지만, 우리의 경우 9.2%, 14.3%의 농가만이 이 그룹에 속한다.

  수익성 측면의 두 지표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ROA 평균값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농가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영

업이익마진비율은 평균값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농가

의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ROA와 영업이익마진 지표의 차이는 자산

으로 나누느냐, 총 수입으로 나누느냐의 차이이다. 즉 평균 자산은 증가했

고 평균총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측면에서 수입 대비 지출비율이 80%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구

분된다. 2009년 미국 농가의 65.2%가 이 그룹에 속하고 우리의 경우 

97.2%가 고위험군이었다. 이 그룹에 속하는 농가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2009～2012년 동안 평균값은 증가하고 90% 이상의 농가가 재무적

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금융지표로 본 농가의 재무 상태는 건전한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임계값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소농 중심의 우리 

농가에 적용 가능한 임계값은 더욱 보수적일 가능성을 감안하면 고위험군

으로 분류되는 농가의 비중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을 평가하는 재무효율성을 제외하면 우리 농가의 재무 상태는 

건전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채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2009～2012년의 추세로 보아 모든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투자 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정책금융 쟁점과제  99

지표 CZ*

미국**

2009 2010 2011 2012
평균값

농가비
(%)

Curratio <1 61.4 29.6
207.9

(1.8)

5614.8

(1.3)

93.08

(0.8)

185.5

(0.8)

Workcaprule

(%)
<20% 222.9

84.9

(12.3)

97.4

(10.3)

226.2

(3.4)

238.3

(3.4)

DAR (%) >70% 8.3 3.5
8.1

(1.6)

7.4

(1.3)

6.7

(1.3)

6.5

(1.3)

ROA (%) <1% -8.2 75.4
8.7

(9.2)

8.5

(11.0)

7.9

(13.4)

7.9

(13.9)

Opermargin 

(%)
<10% -226.1 71.0

28.5

(14.3)

27.7

(15.7)

49.5

(8.8)

47.4

(9.2)

Operexpense 

(%)
>80% 509.7 65.2

136.6

(97.2)

137.0

(97.3)

197.7

(91.1)

198.4

(90.6)

표 3-25.  농가경제 융지표 비교

 * Critical Zone(임계값)

** 2009 ARMSdata(Ahrendsen and Katchova 2012)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6.2.3. 위험농가의 유형별 분석

  농가경제의 금융지표를 살펴본 결과 여러 측면에서 호전되고 있는 추세

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대책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농

가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 농가단위로 보면 대규모 젊은 농가를 중

심으로 과다한 부채, 금융비용의 증가가 우려될 수 있다(고영곤 외 2009).

구분 0% ～40% 40～70% 70%～

2003 23.93 63.71 7.99 4.37

2009 29.68 65.35 3.05 1.92

2013 40.52 54.92 3.03 1.53

표 3-26.  부채비율 구간별 농가 비

단위: %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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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별 농가 수를 살펴보았다. 소농으로 예상되는 부채가 전혀 없는 

농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 40% 미만인 ‘안정’ 그룹의 비

중은 2009년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3년 10%p 가량 하락했다. ‘위험 또는 

부실농가’로 판단되는 부채비율 40% 이상 농가의 비중은 12.36%에서 

4.56%로 크게 감소하였다. 

  위험농가의 비중은 2013년 기준 비록 4.5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특성

은 이질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 부채비율 40% 이상

인 농가그룹을 위험 농가로 보고 이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채비율, 표준

영농규모, 부채액, 자산액 등 평균적으로 볼 때 부채비율이 높은 위험농가

의 평균 영농규모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 농가의 평균연령

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3 2009 2013

부채비율  0.73  0.73  0.90 

표 농규모  0.79  2.03  1.78

부채액  93,100  136,000  183,000

자산액  146,000  239,000  302,000

연령  64  61.9  59.8 

농가소득  23,200  28,000  38,300

농업소득  8,984  7,384  11,500

표 3-27.  연도별 험농가 주요변수 요약

단위: %, ha, 천 원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경지규모로 본 위험농가의 분포에서,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가그룹은 

경지규모 1.5ha 이하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로 소농이었다. 평균 

규모는 증가했기 때문에 양극화를 의심할 수 있다. 추세를 보면, 2003년 

이후 2009년까지 0.5ha 미만 최소규모 농가 비중이 감소하고 7ha 이상의 

대농 비중이 감소하는 등 중간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들의 부채 비율이 높

아졌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최소규모 농가 비중의 증가, 7ha 이상 농가 비

중이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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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규모 2003 2009 2013

0.5ha 미만 65 17.3% 18 14.6% 24 22.4%

0.5～1.0 77 20.5% 30 24.4% 18 16.8%

1.0～1.5 45 12.0% 23 18.7% 17 15.9%

1.5～2.0 36 9.6% 12 9.8% 11 10.3%

2.0～3.0 49 13.0% 16 13.0% 16 15.0%

3.0～5.0 64 17.0% 12 9.8% 11 10.3%

5.0～7.0 22 5.9% 9 7.3% 4 3.7%

7.0～10.0 7 1.9% 2 1.6% 4 3.7%

10ha 이상 11 2.9% 1 0.8% 2 1.9%

계 376 123 107

표 3-28.  경지규모 구간별 농가 비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가그룹의 영농형태는 주로 채소, 겸업, 논벼, 과수, 

축산이다. 특히 2003년 채소, 겸업, 논벼가 가장 높았다가 2013년에는 채소, 겸

업, 과수, 축산 농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논벼 농가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논

벼 농가의 비중은 22.9%에서 7.5%까지 감소하였다. 겸업, 과수 농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축산의 비중이 6.6%에서 11.2%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29.  농형태별 농가 비

농형태 2003 2009 2013

논벼 86 22.9% 13 10.6% 8 7.5%

과수 23 6.1% 14 11.4% 13 12.1%

채소 102 27.1% 41 33.3% 32 29.9%

특작 27 7.2% 4 3.3% 0 0.0%

화훼 16 4.3% 7 5.7% 6 5.6%

작 5 1.3% 6 4.9% 3 2.8%

축산 25 6.6% 10 8.1% 12 11.2%

기타 3 0.8% 1 0.8% 4 3.7%

2종겸업 89 23.7% 27 22.0% 29 27.1%

계 376 123 107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위험농가 중 부채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농가는 크게 2그룹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소규모 부채농가와 중(대)규모 부채농가이다. 소규모 부채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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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영규모와 부채규모 모두 작으나 재무상황이 열악하여 가계부채 부분

을 고려해야 하는 농가이다. 중(대)규모 부채농가는 경영규모와 부채규모 

모두 큰 농가로 영농활동을 영위하면서 자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16.  험농가의 부채액과 표 농규모(좌: 2003년, 우: 2013년)

  소규모(0.5ha 미만) 위험농가의 비중은 2003년 49.4%에서 2009년 8.9%

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 29.9%로 증가하였다. 이들의 평균부채액은 증가

하였고, 가계부채액은 2013년 기준 31.3%를 차지한다. 지급이자액은 300만 

원 수준, 은행의존도23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3 2009 2013

비 49.4 8.9 29.9

부채비율 0.80 0.70 1.46

부채액 63,000 51,100 95,900

가계부채액 - 17,100 30,100

지 이자액 1,041 790 2,961

은행의존도 0.81 0.73 0.96

표 3-30.  소규모 험농가 황

단위: %, ha, 천 원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23 은행의존도=장기차입금/총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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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위험농가의 가계부채비중을 살펴보면,  가계부채비중이 1인 경우 

즉, 부채 전액이 가계부채인 경우가 2013년 기준 소규모 위험농가의 

18.5%를 차지하고 이들 표본은 1,478농가를 대표한다. 소규모 위험농가의 

평균가계부채비중은 2009년 33%, 2013년 38%이다. 

그림 3-17.  소규모 험농가의 가계부채비 (좌: 2009년, 우: 2013년)

  전체 위험농가 중 가계부채비중이 1인 농가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부채

비율은 2009년, 2013년 모두 0.55이지만, 부채액은 4,44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가계부채액은 4,140만 원에서 9,560만 원으로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은 정체되었는데 부채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빚으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소득은 2,920만 원에서 

3,88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점, 평균 연령이 62세에서 59세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평균적인 농가소득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비중이 높은 농가는 부

채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 2013

부채비율 0.557 0.558

부채액 44,400 105,000

가계부채액 41,400 95,600

농가소득 29,200 38,800

농업소득 620 590

표 3-31.  가계부채액 주의 험농가 황

단위: %, 천 원, 세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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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규모이상(3ha 기준) 위험농가의 비중은 2003년 3.4%에서 2013년 

24.2%로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 이들의 평균부채액은 2억 8,000만 원, 

농업부채액은 1억 7,000만 원, 가계부채액은 5,700만 원, 지급이자액은 760만 원

으로 2009년에 비해 규모가 커 은행의존도는 0.87이다. 

  2013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전체 위험농가에서 중규모 이상의 비중은 

24%로 비슷하지만 농가부채 관련 변수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자부담

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 2009 2013

비 3.4 24.3 24.2

표 농규모 4.15 5.52 5.41

부채비율 0.59 0.598 0.591

부채액 227,000 200,000 259,000

농업부채액 - 121,000 160,000

가계부채액 - 44,800 52,300

지 이자액 5,714 2,369 6,194

은행의존도 0.81 0.83 0.87

표 3-32.  규모 이상 험농가 황

단위: %, ha, 천 원

자료: 농가경제조사(http://mdss.kostat.go.kr).

6.3. 농업경영회생자금 활성화

6.3.1. 자금지원 현황과 문제점

  전체 농가에서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위험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

지만 이들 농가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기존의 금리인하, 상환연

기, 저리자금대체지원, 저리자금신규지원 등의 부채대책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농가경영회생자금, 농지은행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지원하여 2013년 3월 말까지 총 지원액은 4,643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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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대출액은 8,300만 원이다. 최근 6년간 평균지원액은 1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신규 지원액은 217억 원으로 연평균 지

원농가는 210농가 내외이다. 2006년 이전은 농가부채대책 일환으로 일괄

지원 성격이 강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원율은 평균 예산(600억 원) 대

비 36.7% 수준이다.

표 3-33.  출잔액(2013년 3월 말 기 )

단위: 억 원, 명, %

기 일
출규모

출잔액
출재원

출 액 수혜자 평균액 농 은행 상호 융 계

ʼ13.3말 4,643 5,614 0.83 1,670 443 1,227 1,6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3-34.  연도별 신규 출 지원 황

단 : 억 원, 농가

연도 2006 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액 3,316 202 144 300 198 264 196 4,620

농가수 4,341 213 165 297 209 226 151 5,602

평균액 0.764 0.948 0.873 1.010 0.947 1.168 1.298 0.8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문제점은 첫째,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매

년 200억～600억 원씩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집행율은 30～40%에 그치고 

있다. 지원실적이 낮다는 것은, 자금에 대한 수요파악이 잘못되어 공급액

이 과다책정되었거나 수요자의 경영개선으로 인해 자금의 불필요성이 높

아져 실제 대상자에 비해 자금지원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일 수 있다. 

둘째, 연체율이 높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말 농업경영회생자금 연체율은 

5.81%로 총 정책자금 연체율 0.95% 대비 6배 이상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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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일

농업경 회생자 타 자  연체율

출잔액
(A)

연체액
(B)

연체율
(B/A)

정책자 상호 융 농 은행

ʼ13.3말 1,670 97 5.81 0.95 4.03 1.34

표 3-35.  농업경 회생자 과 타 자  연체율 비교

단위: 억 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6.3.2. 개선방안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자금의 수요

자를 확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자금의 대상은 법 조항에 따르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 경영안정

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고, 제시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특징에는 주

요 지원 대상자가 ‘농가경영이 어려워져 금융비용 부담조차 어렵고 신용상

태 및 담보여력 등도 열악한 한계농’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한계농’에 해

당하는 농가의 규모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신규대출 및 지원액

을 보면 2012년 기준 151농가가 평균 1억 2,000만 원의 자금을 이용하였다. 

이 금액은 평균 농가총수입으로 보면 경지규모 7ha 이상이거나 규모 있는 

축산 농가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상 농가가 영세농이라기보다는 

유동성 제약을 해결하는 성격의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이 높고 소규모인 농가의 자금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금액에 따라 농신보와 마찬가지로 약식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사업대상인 중규모 이상의 농업인의 자금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

실한 농업경영인의 유동성 제약을 해결하거나, 악성 부채를 해결하는 용도

의 자금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고, 경영을 개선하는데 자금이 유용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대출조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는 자금공급처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계농이 대상일 경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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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신용이 낮고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타 자금보

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금을 지원한 후 이에 대한 컨설팅, 클리

닉 기능이 동반되어야 장기적으로 경영회생이 가능하게 된다. 컨설팅, 클

리닉 기능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3%의 이자 중 부분적으로 자금공급

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자금지원여부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가의 경우 대출절차와 기간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금융의 이용실태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금융

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농가가 평균적 농가보다도 영농규모가 

큰 전업농 농업경영인이어서 표본의 대표성으로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농가그룹이라는 점에서 농업정책금융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는 유용할 것이다. 농가의 농업정책금융 이용실태 및 

의향 파악에 초점을 두어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농업금융 이용상의 장점과 

애로요인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교육시간을 활용하

여 한농연 부설 한국농업연수원 교육담당자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412부를 

회수하였다. 조사 응답자는 신규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농축협임원 경

영능력배양교육 등 7～10월 중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한 농가이며, 신규후

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참석한 농가가 대부분이다. 

  전업농 단체로 볼 수 있는 한농연 회원 가운데 신규후계농업경영인 경영

교육에 참석한 농가는 농업에의 초기투자, 향후 투자 등으로 인해 농업정

책금융 수요가 타 그룹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응

농업정책금융 이용실태조사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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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는 평균연령이 40.4세로 일반적인 농가 평균 연령에 비해 확연히 낮았

고 응답자의 58.3%가 5년 미만의 영농경력을 가졌다. 이 설문조사는 농업

정책금융의 주된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본 편의가 있으므로 평균적인 농가의 상황을 반

영하지 않으며, 해당 설문조사의 내용이 일반적인 농가의 상황이나 의견과

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설문지는 ‘일반사항 및 농가경제 기본현황, 농가부채 현황, 향후 투자수

요, 농업 정책금융 이용 실태 및 의견’ 네 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부록 2 

참조). 이 가운데 일반사항 및 농가경제 기본현황은 4장에 별도로 제시하

지 않고 부록 1에 수록하였다. 

2. 농업금융 이용실태

2.1. 부채규모 분포

  설문조사 대상자의 농가부채는 대체로 농가경제조사 결과의 전체 평균

농가 부채규모보다 높았다. 2013년 농가경제 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평

균 2,736만 3,000원이었는데 반해 본 연구 조사의 농가 평균부채액은 1억 

4,403만 원이었다(응답한 170농가 기준). 

  설문조사 농가 가운데 14%는 부채가 없는 농가이고, 부채 구간별로 보

면, 5,000만 원 미만의 부채가 있는 농가 비율이 31%로 가장 많았다. 부채

규모가 5,000만～1억 원 미만인 농가는 20%, 1억～3억 원 미만은 27%, 3억 

원 이상 부채 보유 농가는 8% 정도였다. 과수 농가 중 부채가 없는 농가의 

비율이 24%로 높았으며, 축산농가는 부채규모가 큰 농가가 많았다. 축산

농가의 50% 이상은 부채규모가 1억 원 이상으로, 경영규모가 큰 형태의 

농업일수록 부채규모가 크다. 채소농가의 65% 이상은 부채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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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형태별 부채규모(수도작, 특용작물/화훼 생략)

단위: %

2.2. 부채규모가 클수록 정책자금 이용 확대

  농가부채 중 정책자금 이용 비율은 부채규모가 클수록 높아 정책자금이 

농가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농형태별

로 보더라도 부채 규모가 큰 축산농가에서 타 영농형태에 비해 정책자금 비

율이 높았다. 부채 중 정책자금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부

채규모가 1억 원 이상일 때 20.3%였으나,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8%로 

낮았다. 반대로 정책자금이 없거나 30% 미만인 농가는 부채가 1억 원 미만

으로 적은 경우에 많았다. 이는 소규모 부채보다는 대규모 부채를 필요로 

할 때 정책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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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부채규모별 정책자  비율 

단위: %

2.3.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가 자금이용의 주요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일반자금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었

다(54.9%). 시중금리의 하락에 대응하여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할 경우 

농업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출거절 경험이 없는 농가 

중 59.8%가 낮은 금리를 정책자금 이용의 이유로 지적하고 있으며, 거치기

간 및 상환기간이 길어서 정책자금을 이용한다는 경우는 33.6%에 그쳤다. 

반면, 전액 대출거절 경험이 있는 농가의 경우 금리가 낮아서 정책자금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40%였고, 일반자금보다 거치 및 상환기간이 길어서 이

용한다는 비율은 46.7%로 높았다. 신용도가 낮은 대출거절 경험이 있는 농

가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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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출거 경험별 정책자  이용 이유

단위: %

2.4. 대출금은 주로 농업투자에 사용

  농가가 차입한 자금은 주로 농업 투자에 사용되었는데, 응답자의 특성인 

젊은 영농후계농가는 농업기반 확대를 위한 자금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젊은 후계농가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룹에서는 대출금을 주로 단기 농

업경영에 사용하고, 부채가 많은 그룹에서는 중장기 농업투자에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적은 그룹에는 단기 농업경영에 사용한 대출금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한 농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채가 1억 

원 미만인 경우 40% 정도가 대출금을 단기 농업경영에 사용했으나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 비율이 25～28% 수준이었다. 반면 중장기 농업투자에 사

용했다는 응답은 부채 1억 원 미만에서 43% 내외였던 반면 부채 1억 원 

이상에서는 60% 정도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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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단기 
농업경

장기 
농업투자

재해피
해복구

농업 
이외의 
사업자

가계비
다른 
부채 
갚기

합계
(빈도)

부채

없음 50.0 45.0 0.0 0.0 5.0 0.0
100.0

(20)

5천만 원 미만 39.6 43.6 0.0 5.9 9.9 1.0
100.0

(101)

5천만～1억 원 
미만

40.8 42.1 0.0 3.9 10.5 2.6
100.0

(76)

1억～3억 원 
미만

25.0 59.6 1.9 2.9 5.8 4.8
100.0

(104)

3억 원 이상 28.6 60.0 0.0 5.7 0.0 5.7
100.0

(35)

합계 34.8 50.0 0.6 4.2 7.4 3.0
100.0

(336)

표 4-1.  부채규모별 출  사용 용도

단위: %

2.5. 주로 지역농협에서 자금 차입

  응답농가의 82.7%는 주로 지역농협에서 필요자금을 대출하였다. 시중은

행을 주로 이용하는 농가는 12.1%에 불과하며,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

용하는 농가는 3.3%, 사채를 주로 이용하는 농가는 1.9%였다. 이러한 대출

금 차입처는 부채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농

가 중에는 주로 지역농협에서 대출한다는 경우가 85% 이상이었다. 부채가 

없거나 적은 농가도 지역농협을 주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77% 정도로 가장 

높았으나, 그 외 차입처 이용 비율이 부채규모가 큰 농가에 비해 높았다. 

부채가 없는 농가는 신협, 새마을금고,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10%에 달

했으며, 부채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시중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16.7%였다. 사채(개인 간 거래)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3.5%로 비교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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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부채규모별 차입처

단위: %

차입처

지역농 시 은행
신 , 새마을 고, 

축은행
사채

합계
(빈도)

부채

없음 76.7 13.3 10.0 0.0
100.0

(30)

5천만 원 미만 77.2 16.7 2.6 3.5
100.0

(114)

5천만～1억 원 
미만

83.5 11.4 3.8 1.3
100.0

(79)

1억～3억 원 미만 88.9 6.5 2.8 1.9
100.0

(108)

3억 원 이상 85.3 14.7 .0 .0
100.0

(34)

합계 82.7 12.1 3.3 1.9
100.0

(365)

2.6.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응답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무리 없이 갚을 수 없을 것이라 응답한 농가

까지 포함하면 80.1%가 상환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 판단된다. 외부 도움 없이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 

농가의 비율은 부채규모가 큰 농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부채규모 1억 

원 미만 농가의 경우 0～2.5%가 외부 도움 없이 상환이 어렵다고 한 반면, 

부채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 비율이 10% 정도로 높았다. 부채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부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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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이용의 애로사항 

3.1. 부채규모가 큰 농가는 대출거절 경험 비율도 높음

  부채 규모가 클수록 대출거절 경험이 있는 농가의 비율이 높았다. 많은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농가일수록 자금이용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채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거절 경험이 없

는 비율이 65.4%였으나, 3억 원 이상인 그룹에서는 이 비율이 42.9%로 감

소하였다. 전액 대출거절 경험 비율로 보면 부채 5,000만 원 미만 그룹에

서 6.5%에 불과하였으나, 부채 3억 원 이상 그룹에서는 14.3%였다. 영농

형태로 보더라도 부채규모가 큰 축산, 특용작물에서 대출거절 경험 비율이 

높았다. 전업농가의 농업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이용 애로요인을 해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4-4.  부채규모별 출거  경험(주요결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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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부채규모별 출거  경험

단위: %

거  경험
없음 일부 액 거 액 거 합계(빈도)

부채

없음 91.3 6.5 2.2 100.0 (46) 

5천만 원 미만 65.4 28.0 6.5 100.0(107)

5천만～1억 원 미만 65.3 32.0 2.7 100.0 (75)

1억～3억 원 미만 51.5 39.8 8.7 100.0(103)

3억 원 이상 42.9 42.9 14.3 100.0 (28)

합계 63.0 30.6 6.4 100.0(359)

3.2. 전액 대출거절 경험자의 저신용 문제

  대출 신청 금액 중 일부를 거절당한 경험자의 경우 67.6%가 담보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 반면 전액 대출거절 경험자는 담보 능력 부족(36.4%)보

다 낮은 신용등급(신용불량)을 대출거절 이유로 응답하였다(40.9%). 이는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등급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며, 신

용력을 보완하는 농신보의 역할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신용부족 문제 때문

에 대출 희망 금액 전액을 대출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자금 차입을 통해 

영농활동을 하려는 농업인에게 신용이 주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농업투

자시설의 경우 투입금액 대비 인정받는 자산가치가 매우 낮은 데다 신용등

급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4-4.  출거  경험별 거  이유

단위: %

출거  이유

기존 부채 
과다

연체 
기록

낮은 신용 등
(신용불량)

담보 능력 
부족

기타 합계(빈도)

출거  

경험

일부 액 

거  경험
11.1 5.6 12.0 67.6 3.7 100.0(108)

액 거  

경험
18.2 0.0 40.9 36.4 4.5 100.0(22)

합계 12.3 4.6 16.9 62.3 3.8 1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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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체경험 농가의 특성

  대출금 연체경험이 있는 농가의 비율은 부채가 많을수록 높아 부채규모가 

큰 농가의 부채관리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부채규모가 5,000만 원 

미만인 농가 중 68.4%가 연체경험이 없었으나, 3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53.3%로 낮아졌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경험이 있는 농가의 비율

은 부채 3억 원 이상 규모에서 1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

체한 농가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업의 특성, 즉 수확기에 

판매소득이 높아진다는 자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연체관리를 해주는 것

이 필요하다. 농가는 매달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연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연체경험이나 상환가능성(2.6절 참조)이 부채규모별로 다른 점으로 볼 때, 

대출 및 보증기관에서는 대출자 및 연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농업정책금융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담보 문제, 기존 부채 과다, 연체 등의 문제를 겪는 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하

고 신용평가 개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부채규모별 출   출이자 연체경험(주요결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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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연체한 이유는 ‘경영비 지출은 많고 판매액은 적

기 때문(51.7%)’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는 연체 기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6개월 이상 장기연체경험자의 경우 

농업 이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문제가 21.4%로 높게 나타나, 일시적 경영

위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규진입농의 경

우 농업부채에 기존 부채 문제가 더해지면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울 수 있

음이 짐작된다.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의 단기연체 이유는 상환 시점을 놓쳤

기 때문인 반면(29.6%), 1～3개월 미만 연체는 보유자산 적시 매각에 실패

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22.2%).  

표 4-5.  출   출이자 연체경험별 연체이유

단위: %

연체이유

경 비지출 
비 
매액이 
어서

보유자산 
시 매각 
실패

기치 못한 
지출(재해,
집안일)

농업 이외 
사업 실패

상환 시  
모르거나 
놓쳐서

합계(빈도)

연

체

경

험

1개월 이내 40.8 7.0 18.3 4.2 29.6 100.0(71)

1～3개월 63.0 22.2 11.1 3.7 0.0 100.0(27)

3～6개월 100.0 0.0 0.0 0.0 0.0 100.0 (8)

6개월 이상 57.1 0.0 14.3 21.4 7.1 100.0(14)

합계 51.7 9.2 15.0 5.8 18.3 100.0(120)

3.4. 농업특성에 부적합한 신용평가 문제

  정책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농가에 부적합한 신용평가(33.6%)’와 ‘보수

적인 담보인정(26.2%)’에 불만이 있다는 지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복잡한 대출절차(18.8%)’, ‘업무담당자 적극성 부족(13.0%)’, 

‘신청 후 대출까지 소요시간(6.9%)’ 순이었다. 

  정책자금에 대한 불만사항은 판매금액, 부채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판

매금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높은 농가 중에서는 보수적인 담보인정(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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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업무담당자의 적극성 부족(31.6%)이나 복잡한 대출절차(21.1%)를 문

제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부채가 3억 원 이상인 농가들 중 

21.9%가 업무담당자 적극성 부족을 가장 큰 불만이라고 응답하여, 부채가 

1억 원 미만인 경우(11.1～11.8%)에 비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부채가 많은 농가가 대출기관 담당자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담보인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정책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희망하는 만큼의 정부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

제로 농가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위해 정부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출불만

담보 
인정 
보수

농가에 
부 합한 
신용평가

업무
담당자 
극성 
부족

복잡한 
출 차

신청 후 
출까지 
소요시간

기타 합계

매

액

3천만 원 

미만
27.6 30.9 14.5 19.1 5.3 2.6 100.0(152)

3천만～

1억 원 미만
28.0 33.9 9.3 19.5 8.5 0.8 100.0(118)

1억～3억 원 

미만
27.5 37.3 17.6 11.8 5.9 0.0 100.0 (51)

3억 원 이상 10.5 31.6 31.6 21.1 0.0 5.3 100.0 (19)

부채

없음 22.6 37.7 13.2 17.0 9.4 0.0 100.0 (53)

5천만 원 

미만
24.8 37.6 11.1 20.5 6.0 0.0 100.0(117)

5천만～

1억 원 미만
26.3 30.3 11.8 21.1 7.9 2.6 100.0 (76)

1억～3억 원 

미만
30.0 31.0 13.0 18.0 7.0 1.0 100.0(100)

3억 원 이상 25.0 28.1 21.9 12.5 3.1 9.4 100.0 (32)

합계 26.2 33.6 13.0 18.8 6.9 1.6 100.0(378)

표 4-6.  매 액별 부채규모별 정부자  출제도 불만사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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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농업투자 의향 및 개선요구사항

4.1. 투자의향은 영농규모 확대 중심

  향후 5년 내 투자희망 분야는 영농형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수도

작, 축산농가의 70% 이상이 영농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며 시설 개·보

수에 투자하겠다는 농가는 13.7%에 그쳤다. 반면, 채소, 과수, 특용작물 및 

화훼 농가는 60% 내외가 영농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시설 

개·보수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비율이 30% 가량으로 높았다. 농업의 미래

수익성 전망에 따라 농업투자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표 4-7.  농형태별 향후 5년 내 투자분야

단위: %

투자분야

농규모 
확

농기계 구입시설 개·보수비농업 투자 합계(빈도)

농

형

태

수도작 76.2 4.2 13.7 6.0 100.0(168)

과수 61.4 5.3 28.1 5.3 100.0 (57)

채소 60.3 2.7 31.5 5.5 100.0 (73)

축산 70.2 5.3 21.1 3.5 100.0 (57)

특용작물, 화훼 59.8 3.4 29.9 6.9 100.0 (87)

합계 67.2 3.9 22.7 6.1 100.0(409)

4.2. 투자의향금액은 1억～3억 원 규모에 집중

  농업투자를 1억～3억 원 미만으로 하겠다는 농가는 50% 수준이었다. 투

자의향금액은 대체로 농산물 판매금액이 높은 농가일수록, 자산규모가 큰 

그룹일수록 높았다. 규모화된 농가일수록 농업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출 전액 거절 경험이 있는 농가의 경우 

투자의향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업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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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위한 대출

에 있어서 적시에 적합한 종류의 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상환 가능성에 따라 투자의향이 위축되었는

지 살펴보고자 대출금 상환가능성별 투자의향금액을 보았는데, 상환 가능

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투자의향금액이 현저하

게 낮지는 않았다. 농업투자의 경우 타 분야보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필요한 수준까지 투자를 지속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출거 경험별 향후 5년 내 투자의향 액

단위: %

4.3. 향후 투자자금 조달 시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

  농가가 농업투자를 할 때 농업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향후 정책자금 대출로 농업투자자금을 마련하겠

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지원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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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석한 농업인들이라는 응답자 특성 때문이기도 하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에 대한 방향을 보여준다. 정책자금 

확대가 농업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8.  투자계획 자  마련 방법

민간자 정책자
자체 
여유자

자산처분 사채 합계

빈도 16 341 57 4 2 420

비율(%) 3.8 81.2 13.6 1.0 0.5 100.0

표 4-9.  정책자  비율별 정부 공 자 의 최소 필요 비율에 한 의견

최소필요비율(%) 응답자 수

정책자  비율

없음 77.19 98

30% 미만 75.46 120

30～70% 미만 79.74 77

70% 이상 86.15 48

합계 78.41 343

  농업인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출처로는 크게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

과 정부 정책자금 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부 공급자금

이 최소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정부 공급자금이 

최소 80%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농가의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를 현재 정책자금 의존도별로 나누어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책자금 비율에 따라 응답 결과가 유의하게 달라졌다.24 정책자금 

비율이 70% 이상인 그룹에서는 정책자금이 없는 그룹에 비해 평균 약 

10%p 높게 정부공급자금의 최소 필요비율을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정책자금 대출로 초기 농업투자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

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정책자금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 5%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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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 능력 중시 자금지원 선호

  대출기관이 정책자금을 농가에 대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

로 농가들은 사업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현행 대출평가 시 

사업성 평가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부채규모별로 보면, 부채가 없는 농가는 지원사업의 내용

과 종류를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36.2%), 부채

가 3억 원 이상인 농가의 경우 대출금 및 대출이자의 성실납부 여부를 중

요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1.3%). 대출거절 경험이 없는 응

답자는 사업능력 다음으로 ‘지원사업 내용 및 종류’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

적한 반면, 대출거절 경험이 있는 경우 ‘성실 납부 이력’을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7～31.8%였다. 

표 4-10.  부채규모별 출기 이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한 의견

단위: %

출 시 고려

담보력
( 농규모 
등)

출   
이자 
성실납부 
이력

지원사업 
내용  
종류

농업인의 
사업능력

기타 합계(빈도)

부채

없음 13.8 19.0 36.2 31.0 0.0 100.0 (58)

5천만 원 

미만
14.7 22.4 24.1 38.8 0.0 100.0(116)

5천만～

1억 원 미만
17.1 20.7 28.0 34.1 0.0 100.0 (82)

1억～3억 원 

미만
13.8 23.9 27.5 33.9 0.9 100.0(109)

3억 원 이상 25.0 31.3 15.6 28.1 0.0 100.0 (32)

합계 15.6 22.7 27.0 34.5 0.3 10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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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원활한 자금조달 위해 금리인하와 거치·상환기간 연장 요구

  농가가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

장 중요한 것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리인하 혹은 상환 및 거치기간 연장

을 응답한 농가가 약 62%였다. ‘대출금리 인하(34.2%)’, ‘거치 및 상환기간

의 연장(28.0%)’ 다음으로는 ‘담보보다는 신용/사업성 평가 위주의 대출

(16.0%)’,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11.1%)’, ‘자금 공급 규모 확대(8.6%)’, 

‘영세농 고령농 위주의 제도 보완(1.2%)’,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1.0%)’ 

순으로 응답하였다.25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농업기반 유

지를 위한 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농업정책자금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 판매금액 규모별로 보면, 판매금액 1억 원 미만인 농가들이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한 비율이 높았다. 판매금액 1억 원 이상인 

농가들 중에서는 ‘신용 및 사업성 평가의 위주 대출’, ‘자금규모 확대’를 

응답한 경우도 30% 이상이었다. 규모화된 농가에서는 자금이용의 접근성

을 높여주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요구하고 있다.

  농업투자의향 규모별로 보면, 투자의향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한 비율이 높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 

35% 이상이 신용/사업성 평가 위주 대출과 자금규모 확대를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자금이용 규모가 적은 농가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

는 것에 관심이 많은 반면 투자규모가 큰 농가는 금융비용보다는 자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25 그러나 정책제언을 위한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

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신규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참석한 농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

해, 응답자 특성으로 인해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보다 ‘영세농, 

고령농 위주의 제도 보완’을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실태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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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매 액별, 투자의향 액별 정책자  출제도 개선사항 의견

단위: %

개선사항(다 )

출
리 
인하

거치
상환
기간 
연장

자
규모 
확

취  
융
기  
확

농신보 
보증
한도 
확

신용/
사업성 
평가 
주 
출

세농, 
고령농 
주의 
제도 
보완

합계
(빈도)

매

액

3천만 원 미만 34.2 30.4 7.5 0.0 11.2 15.5 1.2
100.0

(161)

3천만～1억 원 

미만
36.7 28.1 7.0 1.6 10.9 14.8 0.8

100.0

(128)

1억～3억 원 

미만
30.2 24.5 15.1 0.0 11.3 18.9 0.0

100.0

(53)

3억 원 이상 25.0 15.0 10.0 5.0 10.0 25.0 10.0
100.0

(20)

투자

의향

액

5천만 원 미만 37.8 31.1 4.4 0.0 6.7 20.0 0.0
100.0

(45)

5천만～1억 원 

미만
38.3 35.8 3.7 4.9 7.4 7.4 2.5

100.0

(81)

1억～3억 원 

미만
34.0 24.4 11.0 0.0 11.5 17.7 1.4

100.0

(209)

3억 원 이상 27.8 27.8 9.7 0.0 16.7 18.1 0.0
100.0

(72)

합계 34.2 28.0 8.6 1.0 11.1 16.0 1.2
100.0

(407)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자금이용을 원활히 하려면 농업소득

에 대한 회계기록의 작성, 농업소득세 등 확증자료의 구비 등이 먼저 이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업도 농업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를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성 평가에 의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금융기관만으로는 위험부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신보의 신용보증에

서 사업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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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출거 경험별 출기 이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단위: %





1. 개선방향

  농업정책금융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성장을 촉진하도

록 농업정책금융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농업구조가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성장을 유지하여야 하고, 저금리

의 금융시장 도래에 따라 농업정책금융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정책금융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을 위한 기본 방향은 크게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정책금융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 수

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 정책금융 규모는 정책금융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데 농업정책금융 규모

가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의 실물성장 지원기능 측면에서 

보면, 농업정책금융의 규모는 아직 성장 여력이 있다. 국내 전체 정책금융

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정책금융의 규모 

확대가 오히려 더 요구된다.

  둘째, 저금리 기조에서 농업정책금융이 농업부문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금융의 금리인하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고금리시대의 

금리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농업정책금융이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

이 상실되고 있다. 정책금융지원에 따른 필요한 조건의 충족 및 관리비용

까지 고려하면 금리 면에서 장점이 없다. 한-중 FTA의 추진 등 농산물시

농업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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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방의 확대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는 환경에서 농업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금융의 금리인하가 더욱 요구된다. 

  셋째,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부문의 정

책금융 지원방식은 대출과 보증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정부의 재정운용효

율화 추세에 따라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민간자금

을 활용하는 만큼 대출심사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정책효과는 정부자금을 

활용하는 것보다 부족할 수 있다. 사업대상에 대한 유효성을 높여 본래의 

정책효과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할 수 있는 것이다. 금리 면에서 유

리한 점이 있는 직접대출, 사업성 평가 위주의 신용보증, 모태펀드 등 농업

전문투자로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고 이차보전사업과 직접대출사업 간 

금리 차이를 두는 등 정책금융 기능별로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업정책금융의 각 기관별, 기능별 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종류

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기관의 역할, 보증기관의 역할, 농안기금 등 

기금관리기관의 역할을 단순화하여 재원별·기관별로 중복사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 사업대상자 기준을 정부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정하더라도 실제 대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출기관이 선별심사(screening)

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고유의 정책효과를 내기 

어렵다. 정책설계 단계에서 사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별로 차별화되지 않은 지원은 선별비

용을 높이게 한다. 

  다섯째, 과거와 같은 방식의 일률적인 부채 대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농가경제의 금융지표를 살펴본 결과 유동성, 지불능력, 

수익성,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호전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고 오히려 

과소 투자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부채비율이 높은 고위

험 농가들이 존재하지만, 농가의 규모 및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접

근이 필요하다. 일시적, 일률적인 부채경감보다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활

성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게 보다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농가회

생지원 금융프로그램을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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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농신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

고 있고,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신보는 담보능력

이 낮아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한 정책 대상 농업인에게 신용을 보증해 줌

으로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으로 농업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신보의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신용보증을 정책금융과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과 농신보 신용보증 지

원을 차별화하여 구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장기적으로는 농업정책금융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통

합하는 농업정책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농업정책금융의 복잡한 전달체

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을 종합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농신보 업무와 농업정책금융의 직접대출까지 

관리하는 통합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효율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정

부조직의 설립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 관할권이 농식품부만이 아

닌 금융위원회 및 해양수산부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책관리권을 설정하기

가 어렵다는 점 등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과제이다.

2. 농업정책금융 효율화 방안

2.1.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2.1.1. 정책금융의 역할정립

  대출금리가 높았던 시기에는 저금리 정책자금에 대한 유인이 높아 자금

의 초과수요현상이 심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저금리

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였다. 정책자금은 예금금리보다 낮은 자금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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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자금을 융자하여주고 있으므로 소득보조 기

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현재 농협기준 농업정책자금 대출건수는 119만 건 

이상으로 모든 농가가 정책자금을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정책금융의 금리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전체 정

책금융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조 기능을 하던 자금의 경우 기

존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금융방식을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

고, 저금리 이점보다는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이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지원의 목표 그룹을 금

리혜택, 담보부족 보완, 투자로 구분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직접

대출은 금리혜택이 필요한 그룹에, 신용보증은 사업성 평가 위주로 신규진

입농, 후계농, 기술금융의 자금지원에, 투자는 민간금융과 협조하여 전문화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농업정책금융에서 소득보조

의 기능, 저리융자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확

대, 투자지원 방식 등의 정책수단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1.2. 농업정책금융 금리인하

다양한 형태의 FTA 추진 등으로 농업성장동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또 농가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투자가 위축되면서 농

업생산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신규농업투자의 위축으로 인하여 농가의 자

금수요가 정체되고, 부채규모도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금리의 인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중대출금리가 4%대 이하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

업정책자금의 금리는 과거 고금리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정책금융의 소득

보조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농업투

자를 하였을 때는 사용내역에 대한 신고의무 등 다른 관리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경영종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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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책자금의 수요가 감소하여 불용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정책금융이 당분간 농업생산동력을 확충하는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현재 3%인 지원금리를 2% 이하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금융의 이자부담 보조 효과를 활용하여 농업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와 인하폭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저금리 혜택이 필요한 사업대상을 구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 정책금융사업 간 중복성 조정

  한-미, 한-EU FTA 추진 등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

양한 형태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마련되면서 정책사업이 새롭게 확대되어 정

책금융 종류가 늘어나고 품목별로 세분화되었다. 농업정책금융 대출현황 자

료에 의하면 약 122개 과목으로 자금지원 사업의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FTA 대책에 따른 새로운 사업은 사업마다 금리수준, 보조금 비율, 지방

비 및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 동일 사업 내에서도 참여주체에 따라 금리와 

보조금 비율이 다르다. 과거 농업정책금융을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단순화

하고, 보조지원을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한 정책금융지원체계 

개편에서 다시 전환되었다. 보조지원으로 대상자 선정도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담당한 경우가 많아졌다. 그에 따라 대출기관은 과도한 대출

절차를 유지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어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

아지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관리감독비용이 상당하다.

  농업정책자금의 대표적 사업인 농업경영종합자금은 여전히 품목별 대출

대상이 정해져 있어 FTA 기금, 축발기금의 품목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종

합자금은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활용하여 농업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하였

으나 다른 정책사업과의 경합으로 인해 현재 자금의 활용이 정체되어 있

다. 지자체의 심사능력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품목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134  농업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정부 입장에서 정책금융방식의 사업들은 직접융자, 이차보전 등 지원방식

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수요자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지원자금별로 차이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원 대

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마다 지원조건이 다르고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사업 간

의 통합, 엄격한 차별성을 두는 등의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농가

를 대상으로 정책사업 간 경합이 발생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2.2. 고위험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다양화

2.2.1. 농축산경영자금 등 영세자금 정비 필요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의 단기자금경색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

한 자금으로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1960년대 공급이 시작된 자금이다. 대출

조건은 연 3%, 기간은 1년 이내 단기자금이다. 대출한도는 과거 일반 및 전

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은 농가당 1,500만 원, 농업법인은 3,000만 원, 

축산경영자금은 1,000만 원이 한도였으나 현재 농축산경영자금은 1,000만 원

이다.

  2013년 신규대출건수는 38만 2,000건으로 농협이 취급하는 정책자금 건

수의 32.1%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10% 남짓한 비중이다. 2013년 대출잔

액은 1.98조 원으로 11%를 차지하지만 누적건수로는 1,000만 건이 넘고 전

체 누적 건수의 66%를 상회하는 등 대출기관의 업무 부담이 높은 자금이다.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금리 3%에 대한 조정뿐 아니라 사업대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전업농의 경영자금은 종합자금의 운전자금으로 유도하

고, 농축산경영자금은 고령영세농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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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출잔액

축산경 자 362,758 114,552 

재해 책경 자 136,916 153,136 

농업경 자  2,159,458 1,613,459 

일반농업경 자  5,567,865 1,714 

문농업경 자  1,850,741 1,560 

원 작물자 445,640 100,727 

계 10,523,378(66.7%) 1,985,148(11.0%)

농  계 15,766,833 17,976,091

표 5-1.  농축산경 자  사업별 출 황

단위: 건,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2.2.2. 경영회생자금 활용을 통한 부채문제 해결

3장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험농가의 부채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위험 농가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의 완화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여주고, 충

분한 기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위험농가를 회생하는 대책이 마

련되어야 과거와 같은 대규모 농가부채대책 요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건실한 농업활동 중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급

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3%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매년 200억～600억 

원 씩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집행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 누적 실적

에 따르면 1인당 평균대출액은 8,300만 원이고 2012년 기준 151농가에 

196억 원이 투자되었다. 연체율은 높으나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높기 때

문에 대출기관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영

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복잡한 절차를 거치에 되어 있다.

  위험농가의 유형이 구분되는 만큼 경영회생자금 역시 단기소액자금과 1억 

원 이상의 자금 수요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대출조건, 절차를 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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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자금공급처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

다. 한계농이 대상일 경우 대상자들이 신용이 낮고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

기 때문에 연체율이 타 자금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 자금을 지원한 후 

이에 대한 컨설팅, 클리닉 기능이 동반되어야 장기적으로 경영회생이 가능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경영회생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연체율이 낮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컨설팅, 클리닉 기능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3%의 

이자 중 부분적으로 자금공급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체율을 낮추

고, 부실채권을 줄이는 것은 대출기관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유인이 된다.

2.3. 정책금융은 담보중심에서 사업성 중심 지원 강화 필요

  이제까지 농업정책금융은 보조금과 함께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

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 농가경제조사통계를 이용한 부채비율 등 금융지표를 분석해보면, 오

히려 규모 있는 농가의 금융활동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

지면적 3ha 이상 전문농가의 부채액은 2009년 5,130만 원에서 2012년 4,630만 

원까지 하락하였다. 금융기관 차입액은 2009년 4,250만 원에서 2012년 3,930만 원

으로 하락하였다. 금융기관 차입비중은 80～85%에서 정체되어 있다. 농업용 

부채액은 2009년 3,770만 원에서 3,35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규모 있는 건전한 농가들의 자본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사

업성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그룹은 미국 FSA 사례와 같이 향후 정책자금을 

졸업하고 일반 상업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준기 외 2011).

  농업경영활동이 활발한 농업경영체의 자본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

영체의 매출액, 소득의 정확한 자료 구축이 담보되어야 한다. 자료부족으

로 사업성 평가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에 대한 회계정립, 농

업회계장부 작성 등 사전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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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융복합화, 기술금융의 확대로 사업성 평가가 강조될 전망에서 규

모 있는 건전한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은 반드시 금융컨설팅을 동반할 필요

가 있다.

2.4. 농업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2.4.1. 농업부문 기술금융 실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

지 못하는 기업에게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다. 농업부문 기술혁신과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 기술금융을 강화하여야 한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ICT 융복합형 농업 등 기술기반형 

농업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창조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R&D 투자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실용화하는 데 금융지원이 원활

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부문에서의 기술금융으로는 농신보의 기술신용보증과 농업기술실용

화재단의 사업화 지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농식품전문모태펀드의 지원

이 있다. 농신보가 신용보증으로 기술금융을 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

는 것으로는 창업농에 대한 보증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평가에서 우대하는 정도이다. 청장년 창

업우대보증으로는 보증비율을 90%로 인상하고, 보증료율을 0.1%로 인하

하는 수준이고, 농어민후계자 자금에 대해 특례보증하는 것이다. 농식품우

수기술사업자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는 보증심사 시 최고 2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에는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은 미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술보증지원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금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서 우수기술사업로 선정 평가된 중소기업 및 농업법인에 대해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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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자금이다.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우수기술, 신기술농업기계, 이노

비즈, 정부의 신제품, 신기술 인증업체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5년)로 운전자금을 농협은행이 대출하는 자금이다. 매

년 1,000억 원의 지원규모를 책정하였으나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대출을 받

지 못하여 지원실적이 약 30% 수준으로 성과가 낮다.

  농식품부문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농식품전문모태펀드에 

의한 투자지원이다.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규모는 2014년에 총 790억 원이

다. 벤처기업으로 육성된 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인 Agriseed 자금도 있다. 

그러나 모태펀드는 성숙단계에 있는 기술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

어 한계가 있다.

2.4.2. 농업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먼저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평가모형 개발 및 기업의 기술력을 평

가하는 것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하여 활용하는 기술력평가에 평가모형을 정

립하는 것이다. 이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핵심

과제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기관(Technology Bureau: 

TB)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

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농식품부문 기술가치평가모형을 개발(TF 

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으

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타 기관, 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개발자 등이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할 경우 기술가치평가에 소요

되는 자금을 보조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기술가치평가는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해야 하므로 평가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농식품분야 기술가치연계 신용보증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현재 농신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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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기업으로 평가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에서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농신보가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된 농업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부분보증비율을 현재 85%인 비율을 90∼100%로 인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료율(0.7∼1.4%)도 최대한 낮추어 유리하게 신용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기업은 담보능력이 낮기 때문에 부분보증비

율이 높으면 신용대출부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술보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농신보에 농식품전문 기술신용보증계정을 마련하는 것이 한 방안

이다. 농신보는 다른 일반보증을 기반을 하고 있으면서 우대보증방식으로 

기술보증을 실시하는 수준이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 기술가치연계 신

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

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현재는 농신보는 정부출연 없이 

금융기관만 출연으로만 유지하고 있어 위험이 높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이 추진되

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구분계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다섯째, 농식품 분야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투자+출연) 도입

하여야 할 것이다. 농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되어 사업화 자금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우수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과 통합된 사업은 부족

하다.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추가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시제품개발 및 

시장테스트 자금) 등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

드투자(투자)와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IPET) 연구개발자금의 지원(출연)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하는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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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26

2.5.1. 기본방향 

  농신보가 어떤 유형의 농가에 보다 집중하여 지원하여야 하는가는 농신

보의 정책적 목표를 나타낸다. 이를 위해 농가를 담보력(신용력)과 개별 농

가의 사업성 수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신보는 <그림 5-1>과 

같이 사업성(정책목표)은 높으나 담보능력이 낮아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 줌으로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업

성이 높은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농업의 경

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업성 (정책목표)

높음(H) 낮음(L)

담보능력
(신용력)

높음(H) 정책 융 역 융시장 역

낮음(L) 농신보 역 퇴출 역

그림 5-1.  농신보의 정책  상농가의 유형

  농업부문은 중소기업부문과 달리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경영상태에 대

한 신용평가 자료가 부족하므로 정책금융과 신용보증이 서로 연계되어 지

원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히 창업농 육성, 첨단유리온실단지의 조성 등 정

책추진에 있어서 신용보증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신보의 경

우에는 중기적으로 정책금융과 함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과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

다. 그렇지만 정책금융 지원과 신용보증의 지원이라는 이중혜택의 문제를 

26 이 절은 이 연구의 세부보고서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여건변

화와 발전방안(2014)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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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농신보가 강화하여야 할 향후 역할의 기본방향은 첫째, 농업부문의 수익

성이 악화되고, 경영기록 재무제표의 부재로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

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농가의 차입규모가 정체된 것은 농업 수익성 악

화와 고령화로 농업투자가 정체되기 때문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발

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여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농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증대상자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농업생산에서 농업의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농

업의 6차산업화 및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금융공급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보다 농업법인과 식품산업에 대한 보증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발전에 필요한 신용보증으로 보증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유통, 가공기업과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하

고, 계약재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상품거래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

되고 있다. 또 기술 실용화,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등 창조농업 실

현을 위한 기술보증제도의 강화 등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신용보증이 중요한 농정의 한 수단이므로 농업정책과 연계성을 강

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 보조, 융

자 이외에 신용보증을 정책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농신보를 관리하는 

금융위와의 정책적 공조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신보의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위

탁관리체제로는 업무혁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정책금융과 농신보의 신용보증이 역할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기조에서는 정책금융이 큰 이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신보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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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개선과제

가.  부분보증비율의 인상  

  농신보는 신보 및 기보와 같이 85%의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농

가의 신용경색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27 부분보증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

출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부실화 우려 때문에 농신보 신용보증 대출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신용경색완화 효과가 낮다.

  농신보는 대위변제율이 낮은 등 비교적 건전하게 신용보증이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농가 개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높여서 신용경색을 완화하

는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농업인 개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

을 현재 85%에서 90%로 인상하고, 농어업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중

소기업과 같은 비율은 현재 85%를 유지하도록 한다. 비농어업부문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 80%는 85%로 일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전액보증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보다 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농가의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보증 

대상을 보증규모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가가 자금을 차입하는 데 

애로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적합하다. 

나.  탁보증의 변제 승인조건을 명확히 설정

  부분보증비율을 높여도 신용보증이 부실화되었을 때 대위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경색 개선효과가 낮다. 과거 농신보 기금 위기 때 

대위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으로 현재 대출담당자가 위탁보

증의 농신보 신용보증을 기피하고 있다. 위탁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승인조

건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위현재는 3천만 원 이하의 신용보증에 대해서 전액보증을 실시하고 

27 현재는 3천만 원 이하의 신용보증에 대해서 전액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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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변제 판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출자의 책임부분

을 명확히 함으로써 취급기피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반드시 검토되어

야 할 사항은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요소에 대해서

는 농신보가 신용보증 승인 시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대출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3. 업무영역의 다양화

가.  보증 상자의 범  확

  농업법인의 증가와 같은 농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강화 등으로 신용보증 대상자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총 보증규모의 20%로 한정한 

것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에 대한 총 보증한도를 50% 정도로 확

대하는 것이 적합하다.

  현재 유통가공기업에 대한 보증은 준농어촌지역 소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유통가공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식

품기업 및 농산물 유통기업은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많이 분포하

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국산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나.  보증연계투자제도 도입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여도 사업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신용보증을 회수할 경우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술

금융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일정한 대출지원보다는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투자지원이 적합한 지원방식이다. 농신보의 보증연계투자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과 함께 투자지원을 하는 것이 한 방안이고, 신용

보증한 대출금의 만료 시점이 되었지만 아직도 사업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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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평가하여 신용보증한 것을 출자, 전환사채매입 등의 투자를 하는 것으

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다.  매출채권보험 등 신용보증보험제도의 도입

  농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이 실행되느냐에 따라 농가가 손실을 많이 보게 되고 농업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즉, 농가가 산지유통인 및 가공기업과 계약재배, 시설이용 등 장기 임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이 실현되지 않으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농신보도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보와 같이 

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의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계약거래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 경제사업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시설설치 이행보증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경 지도 기능의 강화

  보증규모가 큰 농어가 및 농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으로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금융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업무의 기능

을 강화하여야 한다. 단순히 자금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컨설팅으로 사업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지도금융이라 한다. 

  농신보의 신용보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금융에 대한 체계적

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신용보증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경제

발전 및 농업구조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용보증 수요는 어느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신보의 역할강화와 보증지원의 효과

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업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145

2.5.4.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결정체계의 개선

  농신보는 농어업발전을 위한 신용보증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정책수

단이지만 정책관리부처가 금융위원회로 되어 있다. 농신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 금융시장의 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총괄관리하

고 있다. 농업부문의 신용보증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신보의 관리를 농

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농신보의 정책

결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전

문성이 높지만 농업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

하다.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낮아 제도개선에 소극적일 수 있다. 신용보증이 효과적인 정책수단

의 하나이므로 농업정책과 신용보증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농신보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더라도 신용보증의 

정책수단을 농업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정책적 협조체계를 보다 명시적,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창조농

업실현을 위한 농업부문 기술보증역할의 강화를 위해서는 신용보증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등 정책적 

협조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신용보증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의 농신

보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정책적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야 업무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5.5.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가.  농신보 리체제 개선의 필요성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이 3.83배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고, 

농업구조의 변화, 식품산업 육성과 같은 정책추진 등의 여건변화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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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신보의 위탁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이다. 

  농신보의 위탁관리체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의

사결정구조에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신보 역할강화를 위한 의

사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산업발전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기술보증의 도입, 상거래보험

의 개발 등 다양한 신용보증업무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의

사결정의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업혁신에 따른 기금안정의 위험

을 고려하는 것이 낮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직원의 전문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다른 부서와의 순

환보직으로 되어 있어 그만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낮다. 농신

보 자체 신용평가기능의 강화를 통한 사업성평가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선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업무혁신이 이루어지지 않

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위탁관리체제는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농

신보가 소규모로 운영될 때 불가피하게 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위탁관리체제는 인력육성 등에서도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

는 장점이 있다. 금융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농신보의 기금규모가 적을 당시 관리비용의 과다하게 소요되고, 전

산인프라 구축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었다. 

  위탁관리체제의 전환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1단계로는 농

협중앙회 내에서 농신보가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의 전문성

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보다 더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위탁관리체제에 대한 농신보법 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인 농신보만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장

기적으로는 농신보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발전하여 농업금융정책의 핵심적

인 추진주체가 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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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  내에서의 독립성 강화

  농신보를 농협 내에 위치한 위탁관리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인사와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신보를 농협중앙회 내의 독립

된 대표이사체제로 전환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농신보의 장을 사내 대표이사로 위상을 강화하고, 농협

중앙회 인사이동과는 별도의 선출과정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독립성을 강

화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독립된 지배구조를 형성하여야

만 의사결정구조가 명확하여 자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농신보의 지배구조를 보다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신용보증심의회 정도의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어도 독립기관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전환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내 위탁관리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교류를 최소화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도 필요하다. 농신보 업무에 전문화되었을 때 업무혁신을 유도할 수 있으

므로 인력이동을 최소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농신보 독립기 화

  농협중앙회 내에서 대표이사체제로 독립성을 강화한 후 장기적으로는 

농신보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농업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

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성이 강화되고, 전문성과 기금의 안정

성이 제고된 이후에는 독립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농신보 

신용보증업무만이 아니라 농업정책금융의 직접대출까지 관리하는 농림수

산업정책금융공사로 확대 발전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농신보와 신보를 통합하

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신용

보증기관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농업발전에 필

요한 정책수단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신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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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농신보는 기업 이외에 개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이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 농신보와 신보가 통합되면 개인 농가에 대한 신용

보증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농업부문에 대한 신용보증이 매우 낮

아져 농업발전을 촉진할 수 없다. 따라서 농신보의 독립기관을 추진하더라

도 별도로 독립기관화하여야 할 것이다.

2.6. 장기적으로 통합 정책금융기관 도입

  농업정책자금의 재원이 특별회계, 다양한 기금사업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관리가 복잡하다. 정책금융이 일반상업금융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특

화된 정책대상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금융기

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정책금융

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목적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 정책금융기관(안)의 기능은 크게 직접대출, 신용보증, 투자

지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뚜렷한 사업에 한하여서는 목표로 하는 대상에 직접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는 직접대출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대출, 사후관리까지 

모두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금융 

취급기관들이 리스크가 높은 대상을 기피할 경우 기획했던 정책효과가 나

타나지 않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합 기관의 직접대출 대상사업은 신용보증만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포함되고 농가에는 금리지원효과가 기대된다. 

농지자금 등 정책목표가 뚜렷한 경우, 타 대출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

우가 이에 해당된다. 환경 관련한 시설자금, 농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

설자금 등이 공공성 사업에 해당된다.

  신용보증기능이 통합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농신보가 농업경영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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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완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있고 정책금융에서 역할이 점차 확대될 전

망이지만, 농협 조직 내에 속해 있어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이 동일하기 때

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는 농신보가 금융위원회의 관

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과도한 보증심사, 보수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도 계

속되고 있다. 신규창업농, 벤처농기업 같은 담보능력은 낮지만 사업성이 

높은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그림 5-2.  통합 정책 융기 의 역할(안)

통합정책금융기관

:직접대출, 보증, 투자

차입자 대출기관: 농협, 시중은행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NH농협은행





부록 1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사항과 부채규모별 특성

1. 연령 및 영농경력

  조사대상 농가는 대부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참석한 응답자로, 평

균연령이 낮고 영농경력이 짧았다. 전체 응답자 412명 중 연령을 응답한 

408명의 평균연령은 40.4세로 이 중 40대가 5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6.7%), 20대(10.7%), 50대(7.5%) 순이다. 응답자의 58.3%가 5년 미만

의 영농경력을 가졌으며, 10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응답자는 15.1%였다. 

  이는 60대 이상인 농가 경영주가 60.9%에 이르고 30대 이하는 2.8%에 

불과한 전국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크다. 영농경력 또한 전체의 

76.4%가 20년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농가는 5.1%에 불과한 전

국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2010년 농업총조사 기준). 

연령

20 30 40 50 - 무응답 체

44 110 223 31 - 4 412

10.7 26.7 54.1 7.5 1.0 100.0

농경력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무응답 체

240 107 32 12 18 3 412

58.3 26.0 7.8 2.9 4.4 0.7 100.0

부표 1.  조사응답자 연령  농경력 분포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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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형태

  영농형태로는 수도작·전작(복합영농)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특용작

물 17.9%, 채소 16.6%, 과수 13.3%, 축산 12.4%, 화훼 1.6%이다(다중 응

답 포함). 이는 농업총조사(2010년) 결과와 비교하면 축산(6.9%) 및 특용작

물(2.4%)의 비율이 다소 높고 수도작·전작(54.6%), 과수(14.5%), 채소

(19.1%)의 경우 다소 낮은 수준이다.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행태 특성 

때문에 영농형태가 평균적인 양상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벼,식량작물
(수도작· 작)

과수 채소 화훼 축산
특용작
물·버섯

기타

농업총조사
639,131 170,237 223,873 18,635 81,155 28,063 8,934

54.6 14.5 19.1 1.6 6.9 2.4 0.8 

조사 상 

농가

166 58 72 8 54 78 -

38.2 13.3 16.6 1.6 12.4 17.9

부표 2.  농형태 구성

단위: 호/응답 수, %

주: 조사대상 농가 결과는 다중응답을 포함한 응답 수임. 

3. 영농규모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농사 면적은 1ha(약 3천 평)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1～3ha 미만이 27.2%, 3～5ha 미만이 14.1%, 5～10ha 미만이 

11.4%, 10ha 이상이 12.1%였다. 또한 시설면적이 0.3～1ha(약 1천～3천 평)

라고 응답한 경우가 19.4%, 1～3ha가 5.6%, 3ha 이상이 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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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미만

1천만～
3천만 원 
미만

3천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1억 원 
미만

1억～
3억 원 
미만

3억～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결측 체

농축산물 

매액

74 84 50 77 55 14 7 51 412

18.0 20.4 12.1 18.7 13.3 3.4 1.7 12.4 100.0

농외소득
208 90 38 24 9 2 0 51 412

50.5 19.4 9.2 5.8 2.2 0.5 0.0 12.4 100.0

부표 3.  조사응답자 농가의 농축산물 총 매액  농외소득

단위: 명, %

  작년 한 해 동안의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18%였으며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20.4%, 3,000만～5,000만 원 

미만이 12.1%였다. 반면 1억 원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농가는 18.4%였고 

이 가운데 1.7%는 5억 원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농외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7%였다. 

  자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농가가 36.2%, 1억～3억 원 미만인 농가가 

32.2%, 3억～5억 원은 12.9%, 5억～10억 원은 9.7%, 10억 원 이상은 5.6%이다. 

4. 응답농가 부채규모별 특성

  농가부채 규모별 분포는 영농형태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수도작·전

작, 축산, 특용작물 농가의 경우 1억～3억 원의 부채를 가진 농가가 각각 

32.7%, 33.3%, 26.3%로 가장 많았던 반면, 과수의 경우는 이 비율이 

15.5%에 불과하였고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채가 5억 원 이상인 농가의 36%가 축산농가로 나타났으며, 축산농

가의 경우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채규모가 클수록 농축산물 판매액도 큰 비율이 높았다. 부채규모가 커

질수록 농축산물 판매액 3,000만 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은 낮아지고, 판매

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높아졌다. 부채가 1,000만 원 미만인 농

가 중에서 판매액이 3,000만 원 미만인 농가 비율은 65.2%이나 이 비율은 

부채가 커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부채가 5억 원 이상인 그룹에서는 10%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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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비율은 부채 1,000만 원 미만 그룹 중에

서 10.7%에 불과하나, 부채 3억～5억 원인 그룹에서는 75%였다. 응답자의 

26.7%가 해당되는 부채 1억～3억 원 그룹의 경우, 판매액 3,000만 원 미만

이 35.4%이고 판매액 1억 원 이상이 29.2%로, 타 그룹에 비해 판매액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부채가 없는 농가 가운데 77.6%가 영농경력 5년 미만으로, 부채가 있는 

농가들에 비해 신규농 비율이 높았다. 연령으로 보더라도 부채가 없는 농

가 중에서는 20대의 비율이 타 구간에 비해 높았다. 규모 확대 등의 본격

적인 영농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신규진입농일 경우 부채가 적기 때문일 것

으로 추측된다. 부채가 3억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는 5～10년 경력을 가진 

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많았다. 



부록 2

농업정책금융 이용실태조사 설문조사표

1. 일반사항과 농가경제 기본현황

1-1. 올해로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1-2. 귀하는 농사를 지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5년이 안 됐음 ② 5～9년 ③ 10～14년 ④ 15～19년 ⑤ 20년 이상 

1-3. 귀하는 주로 어떤 농사를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수도작·전작(복합영농) ② 과수 ③ 채소

④ 화훼 ⑤ 축산 ⑥ 특용작물

1-4. 현재 귀하의 가구(귀 농가)가 농사짓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

입니까?

① 3,000평 미만 ② 3,000평～9,000평 미만

③ 9,000평～15,000평 미만 ④ 15,000평～30,000평 미만

⑤ 30,000평 이상

1-5. 현재 귀 농가가 보유한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 시설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① 1,000평 미만 ② 1,000평～3,000평 미만
③ 3,000평～6,000평 미만 ④ 6,00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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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재 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소 ① 50두 미만 ②  50～100두 미만 ③ 100～200두 미만④ 200두 이상

돼지 ① 500두 미만 ② 500～1천 두 미만 ③ 1천～2천 두 미만④ 2천 두 이상

닭+오리 ① 1만 수 미만 ② 1만～3만 수 미만 ③ 3만～5만 수 미만④ 5만 수 이상

1-7. 작년 한 해 동안 귀 농가의 농축산물 총 판매액은 얼마였습니까?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3천만 원 미만 ③ 3천만～5천만 원 미만

④ 5천만～1억 원 미만 ⑤ 1억～3억 원 미만 ⑥ 3억～5억 원 미만

⑦ 5억 원 이상

1-8. 작년 한 해 동안 귀 농가가 농업 이외에서 얻은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봉급 포함)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3천만 원 미만 ③ 3천만～5천만 원 미만

④ 5천만～1억 원 미만 ⑤ 1억～3억 원 미만 ⑥ 3억～5억 원 미만

⑦ 5억 원 이상

1-9. 귀 농가의 현재 총 자산규모(토지, 건물, 현금 및 적금 등)는 대략 

얼마입니까?

① 1억 원 미만 ② 1억～3억 원 미만 ③ 3억～5억 원 미만

④ 5억～10억 원 미만 ⑤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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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부채 현황

2-1. 현재 귀 농가에서 갚아야 할 부채(빚)는 약 얼마나 됩니까? 

① 없음 ② 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5천만 원 ④ 5천만～1억 원

⑤ 1억～3억 원 ⑥ 3억～5억 원

⑦ 5억 원 이상

 ⇒ 총 부채규모: 약 (_________________)원

2-2. 귀 농가에서 한 해 동안 이자로 내야 할 금액은 약 얼마입니까?

① 300만 원 미만 ② 300만～500만 원 미만 ③ 500만～1천만 원 미만

④ 1천만～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

2-3. 귀 농가가 갚아야 할 금액 중에서, 농협에서 낮은 대출이자로 대출

한 정부자금은 몇 %를 차지합니까? 

   * 정부자금 여부를 정확히 모르실 경우, 농협 등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

(0~4%)로 대출한 금액을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없음 ② 10% 미만 ③ 10～30% 미만

④ 30～50% 미만 ⑤ 50～70% 미만 ⑥ 70～100%

⇒ 총 부채 중 정부자금 부채는 약 (______________)%를 차지

2-4. 정부자금을 이용한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일반자금보다 금리가 낮아 유리해서

② 일반자금보다 거치 및 상환기간이 길어서

③ 일반은행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서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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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합니다. 현재 귀하가 농신보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빌린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음 ② 2천만 원 미만 ③ 2천만～5천만 원

④ 5천만～1억 원 ⑤ 1억～3억 원 ⑥ 3억～5억 원

⑦ 5억 원 이상

⇒ 농신보 신용보증 이용 규모: 약 (____________________)원

2-6. 귀하는 빌린 자금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단기 농업경영(비료 등 영농자재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등)

② 중장기 농업투자(기계/시설비, 대가축 구입비 등)

③ 재해피해복구

④ 농업 이외의 사업자금

⑤ 가계비(주택자금, 학자금, 생활자금 등)

⑥ 다른 부채(빚)를 갚는 데 사용

2-7. 귀하는 자금을 주로 어디에서 빌리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지역농협

② 시중은행(농협중앙회 등 포함)

③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④ 사채 이용(개인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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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귀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만큼의 금액을 빌리지 못한 경험이 있습

니까? 괄호 안에는 대출받지 못한 금액이 신청 금액 가운데 약 몇 %를 

차지하는지 적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일부 금액을 빌리지 못한 경험이 있다.      

③ 전액 빌리지 못한 경험이 있다. 

⇒ 신청대출금 가운데 대출받지 못한 금액은 약 (___________)%를 차지

2-9. 귀하가 신청한 만큼의 금액을 모두 빌리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

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기존 부채 과다 ② 연체 기록 ③ 낮은 신용등급(신용불량 등)

④ 담보 능력 부족 ⑤ 기타:    

2-10. 귀하는 대출금이나 대출이자를 연체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총 연체 기간이 1개월 이내였던 연체경험이 있다.

③ 총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었던 연체경험이 있다.

④ 총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었던 연체경험이 있다. 

⑤ 6개월 이상 장기 연체경험이 있다. 

2-11. 귀하가 대출금이나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농업경영비 지출은 많은데 농산물 판매액은 적어서

② 보유자산(농산물 재고 등)을 적시에 매각하지 못해서

③ 예상하지 못한 지출(재해, 집안일 등)로 인해서

④ 농업 이외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⑤ 상환 시점을 잘못 알거나 깜빡하고 놓쳐서



160  부 록

2-12. 귀 농가의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① 별 무리 없이 갚을 수 있을 것이다. 

② 돈을 벌어서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이다. 

③ 만기 시 자산을 처분해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④ 현 상황으로 볼 때 외부의 도움 없이는 갚기 어려울 것 같다.

2-13. 귀하는 농신보 신용보증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2-14. 귀하가 농신보 신용보증을 거절당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기존 부채 과다 ② 연체 기록 ③ 낮은 신용등급(신용불량 등)

④ 영세한 영농규모 ⑤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받음 ⑥ 기타:        

3. 향후 투자수요

3-1. 향후 5년 내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분야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십

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영농규모 확대(농지구입, 소·돼지 등 구입, 대식물 식재 등)

② 농기계 구입

③ 영농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하우스 및 유리온실 등)

④ 비농업투자(겸업투자, 부동산 등)

3-2. 귀 농가는 향후 5년 내에 농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에 

투자한다면 얼마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3천만 원 미만 ② 3천만～5천만 원 미만 ③ 5천만～1억 원 미만

④ 1억～3억 원 미만 ⑤ 3억～5억 원 미만 ⑥ 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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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귀하는 위에서 응답하신 투자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① 민간 금융기관 대출 ② 정부자금 대출

③ 자체 여유자금(저축, 소득 등) ④ 땅 팔기 등 자산 처분

⑤ 사채(개인 간 거래)

4. 농업 정책금융 이용 실태 및 의견

4-1. 귀하는 자금 대출 과정에 있어서 담보심사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2. 귀하는 농신보 심사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부적합함 ② 부적합함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4-3. 귀하는 정부자금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금 중 하나인 농업종합자금과 농

축산경영자금의 경우 대출금리 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대폭 인하가 필요함 ②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③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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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귀하는 농업부문 정부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연장이 매우 필요함 ② 연장이 필요함 ③ 보통임

<참  고>
* 농축산경영자금의 경우 1년 상환입니다. 
*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자금 종류에 따라 1~5년 거치 2~10년 상환입니다. 
 - 농업종합자금(시 설 자 금): 3~5년 거치 10년 상환
 - 농업종합자금(개·보수 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3년 거치 7년 

상환
 - 농업종합자금(운 영 자 금): 2년 상환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관련): (농기계 구입)1년 거치 4~7년 상환

(시 설 자 금) 3년 거치 1년 상환
(개보수 자금) 1년 거치 4년 상환
(운 영 자 금) 1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4-5. 귀하는 정부자금 대출에 있어서 대출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담보력(영농규모 등) ② 과거 대출금 및 대출이자의 성실납부 여부

③ 지원사업의 내용 및 종류 ④ 농업인의 사업 능력

⑤ 기타:             

4-6. 귀하가 정부자금 대출제도에 있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담보 인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여 돈을 빌릴 수 없다. 

② 신용평가가 농가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절실한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③ 정부자금을 대출해 주는 기관의 업무담당자 적극성이 부족하다. 

④ 정부자금 대출 절차가 복잡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다. 

⑤ 자금을 신청하고 실제 대출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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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으

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정부자금 규모의 확대 ② 농신보 보증 활용도 제고

4-8. 다음 중 농가가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

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대출금리 인하 ②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의 연장

③ 자금 공급 규모의 확대 ④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

⑤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⑥ 담보보다는 신용/사업성 평가 위주의 대출

⑦ 영세농, 고령농 위주의 제도 보완 ⑧ 기타: 

4-9. 귀하는 현재 농신보 보증 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참고로 개인은 각종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의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10. 농신보 심사평가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위 문항에 ①, ②응답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영농규모만 보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② 대출실적, 부채규모를 보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조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 

④ 업무담당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⑤ 농업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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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농신보 이용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

니까?

① 농신보 신용평가 방법의 개선(사업성평가 강화)

② 신용보증 한도의 인상

③ 보증료율(비용)의 인하(현행 보증금액에 따라 연 0.3～0.6%)

④ 정부정책자금 관련 보증기능의 강화

⑤ 기타: 

4-12. 농업인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금융

기관의 자체 자금, 정부가 공급하는 자금). 귀하는 농가가 대출금의 

최소 몇 % 정도를 정부 공급자금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13. 귀하는 농가에서 대출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금의 최소 몇 % 정도를 

농신보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당

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14. 귀하는 정책자금 대출과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중 어느 경우에 농신보 

보증 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정책자금 대출 시 더욱 도움 ② 일반 금융기관 대출 시 더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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