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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미,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정책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사업군으로 구성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7년(2008~2014)간 17조 

4,777억 원의 투융자 예산을 배정하고 14조 8,849억 원을 집행

  - 축산경쟁력 제고 분야에 집행된 투융자 규모는 6조 209억 원(40.4%), 원예경쟁력 

제고 1조 3,538억 원(9.1%), 맞춤형 농정추진 4조 6,852억 원(31.5%), 신성장

동력 창출 2조 5,125억 원(16.9%), 단기피해보전 3,125억 원(2.1%)

  - 2014년은 투융자 예산 4조 588억 원 가운데 82.0%인 3조 3,290억 원 집행

◦ 축산과 과수분야는 단기적으로 비용 및 노동력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적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 축사 및 과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도 높음

  - 친환경농축산물, 가축 및 종자 개량 등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

  - 다만 지원과정에서 복잡한 규정과 절차 문제, 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의 금리 

및 담보에 대한 부담 존재

◦ 맞춤형 농정 추진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 농산물 수출촉진 등 

향후 성장동력 기반 마련

  - ʻ농지매입비축ʼ, ʻ경영이양직불제ʼ, ʻ농지연금ʼ 등을 시행하여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경영 및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 저농약 인증 중단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광역

단지 4개소, 친환경농업지구 29개소 선정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지속

  - 농산물수출촉진정책은 농식품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수출인프라 조성에 기여

◦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담보제공 부담완화, 

정책금리 현실화, 일부 유사 사업의 통합, 지원단가 조정 등 필요

  - 시설투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

하여 담보 부담 완화 및 변동 금리 적용 필요   

  - 쌀 고정직불제와 비교하여 지원단가가 낮은 밭농업직불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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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과 추진

□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농업인의 피해보전, 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2014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을 정책목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사업군, 75개 사업으로 체계화

* 축산경쟁력 제고분야, 원예경쟁력 제고분야, 맞춤형 농정추진, 신성장

동력 창출, 단기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그림 1.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와 정책과제

◦ 2008~2014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17조 4,777억 원이며, 2014년까지의 집행실적은 14조 8,849억 원

- 일부 사업에서 전입금 부족, 높은 정책 금리, 사업대상 미확보 등으로  

2014년의 집행률은 82.0%로 최근 3개년 평균(2011~2013년)인 

91.7%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2. 농업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주: 한･EU FTA 국내대책 예산은 2011년부터 반영되었으며, (  )는 각 연도의 예산집행률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ʻʻ2008~2014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 17조 4,777억 원, 

집행실적 14조 

8,849억 원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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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지난 7년간 분야별 

집행실적은 축산 및 

원예경쟁력 제고에 

49.5%, 

맞춤형 농정 31.5%, 

신성장동력 창출 

16.9%, 

직접피해보전 2.1%ʼʼ
2 ∙  

□ 지난 7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맞춤형 

농정 추진 분야 지원 비중은 각각 전체 지원액의 40.4%(6조 

209억 원)와 31.5%(4조 6,852억 원) 차지

◦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된 투융자 규모는 6조 209억 원

(40.4%)이며, 원예 및 식량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3,538억 원

(9.1%)을 지원

◦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해 집행된 투융자 규모는 4조 6,852억 원

(31.5%)이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조 5,125억 원(16.9%)을 

지원

◦ 직접피해보전에 집행된 투융자 규모는 3,125억 원(2.1%)이며, 

피해보전직불금으로 597억 원, 폐업지원금으로 2,528억 원 지원

그림 3.  분야별 FTA 국내대책 집행실적(2008~2014년 합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4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은 4조 588억 원, 

집행실적은 3조 3,290억 원으로 예산집행률은 82.0%

◦ 폐업지원제와 원예경쟁력 제고의 집행률은 각각 94.3%, 95.9%로 

높게 나타난 반면, 피해보전직불, 신성장동력 창출은 각각 66.6%, 

67.7%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 2014년 축산경쟁력 제고에 투입된 예산은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으나, 예산집행률은 전년보다 3.5%p 하락

- 담보 제공 부담과 저금리 영향으로 이차보전사업의 집행률이 낮게 나

타나면서 축산업경쟁력 강화(84.9→78.8%), 친환경축산 지원(90.1→

85.0%) 사업군의 예산집행 저조, 그 외 부문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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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원예경쟁력 제고 예산 1,426억 원 중 95.9%인 1,367억 원 

집행

- 2014년 원예경쟁력 제고 예산이 1,4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5% 

감소하면서 집행률은 상승

- 일부 사업의 집행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 2014년 맞춤형 농정에 투입된 예산은 1조 1,9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으나, 예산집행률은 전년보다 6.0%p 하락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감소하였고, 큰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업재해재보험 사업의 집행률이 13%에 머물렀음

- 또한 식량작물 이모작에 대한 직불금 지급으로 밭농업지불제의 예산

을 2배가량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상 신청 면적 대비 실제 신청면적 

감소로 61.2%(전년 대비 16.6%p 상승)의 집행률을 보임

◦ 2014년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6,596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예산집행률은 67.7%로 전년 대비 

21.4%p 하락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과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예산집행률 저조

표 1.  2014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단위: 억 원

정책군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4/13

(%)

축산

경쟁력

제고

예산 3,455 4,471 4,532 10,299 13,977 15,555 18,540 19.2

실적 2,263 3,927 4,277 9,495 11,479 13,426 15,342 14.3

집행률(%) 65.5 87.8 94.4 92.2 82.1 86.3 82.8 -3.5p

원예

경쟁력

제고

예산 2,446 2,204 2,455 1,848 1,930 2,176 1,426 -34.5

실적 2,047 2,010 2,135 1,858 2,109 2,012 1,367 -32.1

집행률(%) 83.7 91.2 87.0 100.5 109.3 92.5 95.9 3.4p

맞춤형

농정

추진

예산 3,600 4,768 5,756 6,145 8,444 10,956 11,994 9.5

실적 2,813 3,358 4,541 5,146 10,496 10,129 10,369 2.4

집행률(%) 78.1 70.4 78.9 83.7 124.3 92.5 86.5 -6.0p

신성장

동력

창출

예산 2,417 2,685 3,783 3,345 4,346 6,616 6,596 -0.3

실적 1,658 2,379 3,001 3,574 4,157 5,892 4,464 -24.2

집행률(%) 68.6 88.6 79.3 106.8 95.7 89.1 67.7 -21.4p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ʻʻ폐업지원제와 

원예경쟁력 제고의 

집행률은 높은 반면, 

피해보전직불제와 

신성장동력 창출의 

집행률은 낮게 

나타남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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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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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1)

□ 축산분야는 시설현대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노동환경 개선과 

축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에 기여. 친환경 축산, 종축개량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정책 지원농가의 생산성 지표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성과지표

지표명 13년 실적 14년 목표 14년 실적 달성률(%)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마리) 16.7 17.8 17.9 100.6

지원농가 산란계 산란율(%) 60.9 74.7 75.5 101.1

지원농가 1일 우유생산량(리터) 948.0 983.0 1,018.8 103.6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노동환경 개선,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응답자의  81%가 사업에 만족하는 등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매우 만족 45.0%, 만족 36.0%, 불만족 13.0%, 매우 불만족 6.0%

- 하지만, 일부 농업인들은 까다로운 지원 조건 및 복잡한 행정절차, 담보 

및 융자금리 부담 등에 대한 불만족 제기

그림 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농가 152농가 중 100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4월에 조사한 결과

1) FTA이행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를 

요약･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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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2년부터 시행된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사업｣은 보조금 

없이 저리 융자(1%)로 지원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의 영향 및 담

보 부담으로 예산집행률은 57.8%로 저조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수혜경영체와 비수혜경영체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수혜경영체의 마케팅 홍보 건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건당 홍보비용은 약 1/20 수준으로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

로 평가

표 3.  2014년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수혜경영체과 비수혜경영체 비교

항 목 수혜경영체 비수혜경영체

매출액(백만 원) 33,754.1 25,983.5 

참여농가수(호) 184.0 366.8 

번식률(%) 81.3 81.7 

평균출하월령(개월) 24.1 30.6 

브랜드육 판매점 수(개소) 15.1 7.3 

14년 마케팅 및 홍보건수(건) 633 16

14년 마케팅 및 홍보비용(백만 원) 222.3 99.4 

14년 건당 홍보비용(백만 원) 0.35 6.2

주: 2014년 축산물 브랜드 등록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 ｢축산자조금사업｣ 시행으로 축산 농가의 권익보호와 수급안정, 소

비촉진, 정보제공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ʻ생산자만족도ʼ 조사결과, 2014년 만족도는 

69.1%로 전년보다 0.5%p 상승, 예산집행률은 91.7%

- 축종별 자조금위원회 면담 조사결과, 거출금 100% 이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음

- 반면, 개별농가는 자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과 

품질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

◦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과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통해 원유의 

계절적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차액 지원과 국내산 유제품 소비 

촉진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 ․ 증진과 우유 소비기반 확대에 따른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 다만, 현행 방식의 지원으로는 수입산 유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지속적인 소비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ʻʻ브렌드경영체지원

사업을 통한 효율적 

마케팅 수행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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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이력제사업｣은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

- ʻ쇠고기이력정보 조회건수ʼ는 2009년 1,679건에서 2011년 7,751건, 

2013년 13,917건, 2014년 21,267건까지 증가

- ʻ개체식별번호 위반율ʼ은 1.2%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ʻ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율ʼ도 2013년 18.2%에서 2014년 14.8%로 하락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AHP 활용) 결과, 

사업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사업 중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낮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사료생산기반육성의 평균 중요도는 0.488, 조사료유통지원 0.268, 

조사료직접 생산지원 0.244(세 사업의 중요도 합은 1)

- 조사료유통지원사업의 평균 만족도는 0.682, 조사료직접생산지원 0.664, 

조사료생산기반육성 0.621(높을수록 만족)

◦ 우리나라 축산 관련 지원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축산

식품의 위생 안전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세 그룹에서 모두 5위 

이내의 중요 과제로 제시

표 4.  축산 관련 지원 사업 향후 추진과제 필요성

우선

순위

정부 업계 학계

사업명 점수 사업명 점수 사업명 점수

1 품질경쟁력 0.874 위생안전성 0.877 가축방역 0.873

2 가격경쟁력 0.861 가축방역 0.871 위생안전성 0.859

3 생산경쟁력 0.861 전문 인재 
양성 0.868 환경오염

완화 0.845

4 가축방역 0.86 가격경쟁력 0.86 도축･유통 
효율성 제고 0.827

5 위생안전성 0.858 수급관리 0.858 가공부문
경쟁력 0.814

6 전문 인재 
양성 0.835 품질경쟁력 0.853 생산경쟁력 0.796

7 환경오염 
완화 0.834 생산경쟁력 0.852 전문 인재 

양성 0.792

8 6차 산업
연계확대 0.815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0.846 가격경쟁력 0.788

9 수급관리 0.814 가공부문 
경쟁력 0.842 품질경쟁력 0.779

10 가공부문 
경쟁력 0.814 도축･유통 

효율성 제고 0.829 수급관리 0.736

주 1) 필요성은 AHP 분석결과를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절대 필요(0.9), 매우 필요(0.875), 필요(0.833), 약간 필요
(0.75), 보통(0.5), 약간 불필요(0.25), 불필요(0.167), 매우 불필요(0.125), 절대 불필요(0.1)의 범위를 가짐

주 2) 조사료생산 사업 업체 및 농가 26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21명, 중앙･지자체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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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의 시행

으로 ʻ퇴액비 사용량ʼ 증가, ʻ가축분뇨 자원화율ʼ 상승 등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

-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 결과, 개별농가는 액

비 저장능력 향상, 체계적 설비 가능 등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나,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환경규제, 가축분뇨의 수급불균형 등으

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일부 지역에서는 액비유통센터의 위탁살포에 따른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가축개량지원사업｣ 추진으로 ʻ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ʼ이 상승하고 

ʻ젖소산유량ʼ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

- 2014년 ʻ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ʼ은 전년 대비 3.7%p 증가한 65.0%

- ʻ연간 젖소 두당 산유량ʼ은 2008년 8,553kg에서 2013년 8,723kg, 

2014년 8,959kg으로 증가

- 한우개량의 경우, 육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어 왔으며 ʻ한우 1

등급 이상 출현율ʼ 꾸준히 상승(품질 향상)

- 다만 ʻ한우 거세우 18개월령 체중ʼ(육량 지표)의 경우, 예전에 비해 크

게 향상되지 않아 향후 육질 개선뿐만 아니라 육량 개선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

그림 5.  축산기술보급사업군 주요 성과지표

□ 원예분야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품질 원예 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확 후 관리, 가공 ․ 유통 구조개선 등에 기여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노동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응답자의 89.9%가 사업에 만족하는 등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ʻʻ가축개량을 통해 

품질 고급화에 기여, 

앞으로 육질개선과 함께 

육량개선도 고려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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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수혜자 조사결과, 노동환경 개선, 품

질 향상 등 ʻ매우 만족ʼ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29.3%, 

ʻ만족ʼ 60.6%
- 또한, 수혜농가는 사업비 지원 비율 조정,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사

업의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건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사과, 배, 포

도 대상), 수혜농가는 비수혜농가 대비 수확량이 많고, 당도 및 상품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시설현대화 지원이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농가와 비수혜농가 경영 성과 차이

 ･ 사과: 농업소득 196만 원 증가, 평균 당도 0.54 brix 향상

 ･ 배: 농업소득 194만 원 증가, 단위당 수확량 약 643kg 향상

 ･ 포도: 농업소득 176만 원 증가, 상품 이상 비율 8% 향상

그림 6.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농가 173농가 중 99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4월에 조사한 결과

◦ ｢과원규모화사업｣의 시행으로 1.5ha 이상 과수전업농 비중이 증가

하였고, 지원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확대되는 등 규모화･전문화

된 경영체 육성에 기여

- ｢과원규모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 2005~2013년까지 매년 과수농가 

호당 7.7∼11.9㎡, 총 76.05㎡(23평)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유통경쟁력 강화 정책 시행으로 지역별 대표브랜드 육성 및 규모화 등 

유통구조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행으로 주요 산지의 공동계산율이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ʻ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ʼ도 증가하는 등 국내 

브랜드 정착,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주요 산지 공동계산율: 38.3%(ʼ12) → 49.1(ʼ13) →  56.7(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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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8.6%(̓12) → 12.5(̓13) →  15.0(ʼ14)
- ʻ주요곡물산업육성사업ʼ은 계열화경영체 육성, 건조･선별･저장 등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밭작물경영체의 지역단위 조직화 촉진

 ･ ʻ밭작물브랜드경영체 생산량ʼ이 증가 추세이고, 2014년 ʻ생산량 점유율ʼ
도 31.6%로 목표(34.2%)에 근접

□ 영농규모화 정책으로 후계농업인의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고령･은퇴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농지매입비축사업｣ 시행으로 후계인력 중심의 영농규모화와 농지 

이용의 효율화 도모

- 사업수혜자(임차인) 조사에서는 매매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 등의 이

유로 응답자의 85%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농지선

택의 제약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족 제기 

 ･ ʻ매우 만족ʼ은 전체 응답자의 9.0%, ʻ만족ʼ은 76.0%

- 사업수혜자(매도인) 조사 결과, 소득안정, 적정 수준 매입가격 등 응

답자의 83%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까다로운 매입

대상자 요건 등에 대한 불만족 제기

 ･ ʻ매우 만족ʼ은 전체 응답자의 16.0%, ʻ만족ʼ은 67.0%

◦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으로 은퇴농들의 노후 안정과 신규 후계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

-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노후생활 안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62.1%가 사업에 만족

- 낮은 지급단가, 짧은 직불금 지급기간(최대 75세, 10년) 등에 대한 불

만족도 제기

□ 경영안정화 정책 시행으로 농업생산비 절감,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등에 일부 기여

◦ ｢농업재해보험 ․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은 보험대상 및 범위를 확대

하여 피해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피해액 대비 낮은 보험 지급액과 손해 평가방식의 부정확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ʼ14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률2): 16.2%(과수 5품목 46.3), 가축 89.1%

 ･ 농작물(%): 13.5(ʼ11) → 13.6(ʼ12) → 19.1(ʼ13) → 16.2(ʼ14)

ʻʻ경영안정화 정책으로 

생산비 절감, 

농가경영 및 

노후생활 안정에 

일부 기여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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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밭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2.5%, 

농가소득의 0.9% 

차지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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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축(%): 55.2(ʼ11) → 71.4(ʼ12) → 77.3(ʼ13) → 89.1(ʼ14)
- ʼ14년 재해보험 대상품목추가(3개):시설배추･가지･파(40개 → 43) 

- ｢농업재해보험｣의 수혜자 조사결과, ʻ매우 불만족ʼ 20%, ʻ불만족ʼ 35%로 

ʻ전체 불만족ʼ이 응답자의 55%를 차지

- 조사농가의 67%인 과수와 20%인 벼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ʻ피해대비 낮은 실지급액ʼ에 대해 불만족

 ･ 또한, 과수 농가들은 ʻ손해평가방식의 부정확･불공정성ʼ에, 벼 농가들은 

ʻ제한적인 대상재해(태풍, 우박, 서리)ʼ에 대해 불만족

◦ ｢밭농업직불제｣는 2014년부터 쌀 이외 식량작물 이모작에도 적용

하면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농지법｣상 농지임대차 제한 및 

소유주의 계약서 작성기피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예산집행률은 낮게 나타남

◦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농가경제자료활용) 결과, 농가당 

평균 밭직불금은 36만 5천 원으로 농업소득의 2.53%, 농가소득의 

0.91%인 것으로 분석

- 밭직불금의 농가소득효과는 농외소득이 적고(주업), 규모가 큰 전업

농에 더 크게 기여

- 하지만, 쌀 직불금에 편중된 직불금 구조와 밭농업직불의 집행실적 

저조 등으로 밭직불금의 소득효과는 쌀직불금의 소득효과에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작게 분석

표 5.  밭직불금 소득 효과

농업소득(천 원)
농외소득

(천 원)

농가소득(천 원)

보조금 

포함(A)

보조금 

제외(B)

① 기여율

(%)

보조금 

포함(C)

보조금 

제외(D)

 ② 기여율

(%)

14,787 14,423 2.53 15,059 40,296 39,931 0.91

주: 농가경제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도 전체 농작물의 재배면적 중 대상 작물의 재배면적의 비율과 농가당 
지급금액을 반영하여 재배면적에 기초한 밭직불금을 추정(지급 상한은 4ha 160만 원으로 설정)

◦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 확대 및 연금 지원액 상향 조정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자녀에게 주는 부담 경감, 지속적인 영농활동, 

여유로운 노후생활 가능 등 응답자의 84%가 사업에 만족. 다만, 채무

부담과 낮은 연금지급액 등에 불만족 제기

2) 농업재해보험의 성과지표인 ʻ보험 가입률ʼ은 농가의 선택, 과거 연도의 흉･풍작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안정적인 지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 지표인 ʻ가입률ʼ을 

ʻ가입금액ʼ으로 변경하여 측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성과지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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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수는 1,036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

 ･ 가입건수(누계): 2,202(ʼ12) → 2,927(ʼ13) → 3,963(ʼ14) 
 ･ 신규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천 원): 694(ʼ12) → 831(ʼ13) → 959(ʼ14) 
- ｢농지연금사업｣의 수혜자 조사결과, ʻ매우 만족ʼ한다고 응답한 농업인

이 전체 응답자의 55%, ʻ다소 만족ʼ 29%

□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종자산업 육성, 

농산물수출 촉진 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발판 마련

◦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시행으로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 친환경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

-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인증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광역단지 

4개소, 친환경농업지구 29개소 선정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친환경농업광역지구(누적 개소): 1,076(ʼ12) → 1,112(ʼ13) → 1,141(ʼ14)
 ･ 친환경농업광역단지(누적 개소): 42(ʼ12) → 44(ʼ13) → 48(ʼ14)
- 부실인증 방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인증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교육･컨설

팅 등의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 조정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 2014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은 농어촌특별세 세수 부족과 

현지 공사 지연 등으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으나,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식품 관련 150개 기업 및 10개 연구소 입주, 연간 매

출액 15조 원, 수출액 30억 달러 등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산업연구원, 2008)

- 국내외의 108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외국기업 5개

소는 외국투자신고를 한 상태(2015년 4월 기준3))

◦ 종자산업육성 정책 시행으로 농업인의 외국 품종 사용에 따른 종자 

로열티 부담 경감과 우수품종 개발･생산･연구 구축에 기여

3) 투자양해각서 체결: (국내) CJ제일제당, 동원F&B, 하림, 한성기업 등, (해외) NIZO연

구소(네), 차오마마(중), 햄튼그레인즈(미) 등

3) 외국투자신고: 웰스프링․햄튼그레인즈(미), 위해자광․차오마마(중), 골드락인터내셔널(케)

ʻʻ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식품 및 

종자산업 육성, 

수출촉진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발판 마련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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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2014년도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 송아지로 각각 

8천만 원, 159억 원, 

5백만 원, 164억 원 

지급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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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4년간 종자산업 기반시설 

57개소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42명 양성하여 우수품종 개발 인프라 

구축에 기여

 ･ 국산 종자 보급률(ʼ14): 딸기 86.1%, 버섯 48.0%, 장미 29.0%

-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시행으로 주요 식량작물 보급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

 ･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량(톤): 1,497(ʼ12) → 1,476(ʼ13) → 1,512(ʼ14)
 ･ 원원종･원종 생산지원면적(ha): 271(ʼ12) → 272(ʼ13) → 271(ʼ14)

◦ 농식품수출촉진 정책 시행으로 농식품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홍보, 

농산물 수출확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농식품 브랜드 홍보,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K-Food 페어 개최 등의 

집중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현지 수요 창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해외시장개척사업｣,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수출업체실적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유료정보지원사업(0.17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0.152) 등이 수

출업체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해외판촉행사지원 사업은 최근 3개년에 걸쳐 수출실적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 송아지를 

대상으로 각각 8천만 원, 159억 원, 5백만 원, 164억 원이 지급

- 감자 생산 농가는 12.9%, 번식우 농가는 6.4%의 소득증대 효과 발생

 * 고구마 농가의 경우, 피해에 따른 지원 규모가 작아 소득증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수의 경우 소득과 생산 관련 통계가 존재

하지 않아 지표 측정에서 제외

표 6.  품목 농가별 소득 증대 효과
단위: 천 원, ha, 두

구 분
ha(마리)당

소득(a)

농가당 재배 

(사육)규모(b)

농가당 소득

(c=a×b)

ha(마리)당

직불금(d)

농가당

직불금(e=b×d)

소득 증대 

효과(f=e/c)

감자 9,843 0.121 1,191 1,271 154 12.9%

고구마 14,107 0.078 1,100 9 0.7 0.06%

한우 송아지 732 23.5 17,202 47 1,105 6.4%

주 1) 감자와 고구마의 ha당 소득은 ʼ09~ʼ13년의 소득 중 최대･최솟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이며, 감자는 봄감
자를 기준으로 함.

주 2) 송아지(번식우)의 마리당 소득은 ̓04~ʼ13년의 소득 중 음의 소득(ʼ11~ʼ13년)은 제외하고 최대･최솟값을 제
외한 5개년 평균임.

자료: 통계청(농산물소득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작물생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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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폐업지원으로 번식우 농가당 사육두수가 9.5두에서 11.4두로 

증가하는 등 번식우 농가의 규모화 진행

- 2014년 폐업지원을 신청한 번식우 농가는 3,010호, 신청 두수는 2만 

3천 두

- 2013년 폐업지원 신청농가 상당수(12,421호, 추정치)의 폐업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4년에 이루어짐

- 번식우 농가당 사육두수는 폐업 전 9.5두에서 폐업 후 11.4두로 증가

하였으며, 이는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표 7.  폐업지원을 통한 번식우 농가의 규모화 효과

단위: 마리, 호

구 분

지급대상

두수

(a)

폐업

신청 

두수

(b)

번식우

감소

두수

(c)

전체 사육농가 수 농가당 사육두수

폐업 전

(d)

폐업

신청

농가 수

폐업 후

(e)

폐업 전

(f=a/d)

폐업 후

(g=

(a-c)/e)

증가율

(%)

신청

연도

ʼ13
653천 

118천
42천 69,075

12,421
53,644 9.5 11.4 20.0ʼ14 23천 3,010

주 1) 2013년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4년에 폐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
년 전체 폐업지원 신청금액(2,183억 원) 중 37.5%(819억 원)만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2014년도 예산으
로 편성되어 집행됨

주:2) 모든 폐업지원 신청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폐업 신청 두수와 지급액이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2013년 폐업지원을 신청한 번식우 두수 중 폐업지원금 지급이 2014년으로 유예된 두수 추정(189천 두
×62.5%=118천 두)

주:3) 폐업으로 일부 번식우가 도축되었다고 가정하였으며, 실제로 2014년 말(12월) 기준 전체 번식우 사육두
수는 1,458천 두로 2013년 말(12월) 대비 42천 두 감소함

주:4) 폐업 전 농가당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2013년 폐업지원을 신청한 번식우농가 중 폐업지원금 지급이 2014

년으로 유예된 농가 수 추정(118천 두÷9.5두/호=12,421호)
자료: 통계청(가축동향조사)

ʻʻ폐업지원제 대상은 

한우 송아지로 

번식우 3,010농가에서 

2만 3천 두 폐업신청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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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FTA 국내보완대책의 

목적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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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개선방향

□ FTA 국내보완대책의 시행으로 농업부문의 피해를 일부 보전하고 

체질개선, 경쟁력 강화 등 농가는 직간접적 수혜를 받고 있음. 

단, 일부 개선 및 보완 필요

◦ FTA 국내보완대책의 분류는 사업의 목적, 분야, 품목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면 생산, 수요, 

기타로 구분

- 생산 분야는 생산 단수 증가, 품질 향상 등 생산성 향상 부문과 규모화, 

장비지원 등 생산비 인하 부문으로 구분 가능

- 수요 분야는 소비홍보, 브랜드 육성 등 국내수요 창출과 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수요로 구분

- 기타 분야는 농업의 장기발전 및 기반조성, R&D, 교육, 수급조절 등

으로 구분

◦ 현재 시행 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세부사업은 두 가지 이상 분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업수혜농가의 생산액 및 소득증가 유발

- 생산성 향상, 규모 증대를 통해 생산량 증가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며 

수요 창출, 소비 촉진, 유통 개선 등을 통해 가격향상에 기여

- 전업농의 규모화와 함께 고령 ․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전, 그리고 다양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또한, 피해보전직불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피해를 일부 

보전하면서 R&D 투자, 종자산업, 농업인력 육성 등 장기적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 지속

◦ 단, 일부 사업의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혜농가의 만족도 향상 필요

□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융자방식･이차보전사업의 정책 

금리 현실화와 함께 농업인의 담보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정책사업들이 이차보전･융자사업으로의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 

금리 문제와 더불어 담보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www.krei.re.kr ∙ 15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은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담보 문제로 인해 사업대상자를 확보할 

수 없어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 발생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은 2014년 사업 집행 당시의 높은 

정책금리 이점 상실과 사업체들의 담보 부족으로 사업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노력이 필요

- 농업인들과 직접 관련된 시설투자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지원방식이 

융자/이차보전 방식이며, 앞으로도 융자/이차보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신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농식품부에서 2015년 8월 1일부로 시행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36개 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제도 도입으로 정책

금리의 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수요가 부족한 사업들은 조속히 유사사업들과 통합하는 등 정책 

조정의 유연성을 높여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유사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 지원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지원조건이 불리하여 2014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해외시장개척｣,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내용, 목적 

등이 유사하여 2015년부터 ｢수출인프라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 일부 사업수요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종료시킴으로써 FTA 

국내보완대책의 예산집행률 제고

 ･ ʼ14년 종료: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 농축산물 수입증가에 대응하여 영농기반 유지, 다원적 기능 함양을 

위해선 농가경영안정 목적의 사업 실효성 제고

◦ ｢농업재해보험｣은 현재까지 대상 품목 수를 늘리면서 가입을 유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현실적으로 보상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다양

한 상품을 제공하여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

ʻʻ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의 

정책금리 현실화와 

담보부담 완화, 

농가경영안정 목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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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산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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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투자 필요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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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외에도 재해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시설과 연계한 보험 

상품 판매 등 각 품목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자기부담비율 

다양화)을 개발하여 지원

◦ ｢밭농업직불제｣도 2015년부터 일반밭작물에 대해서는 250,000원/ha

이며, 과거부터 밭직불제 대상이었던 품목에 대해서는 400,000원

/ha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농지법｣상 농지임대차 제한과 소유주

의 계약서 작성기피 등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

- 쌀 고정직불제가 100만 원/ha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아 직불금액의 형평성 제고 필요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이 중요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통해 아직 미성숙한 ICT 융 ․ 복합에 대

한 사업 수요 창출 방안 모색 필요

- 스마트팜 시스템 체계화로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생산 기반 마련

◦ ｢해외시장개척｣,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과 홍보 등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인프라 확장 기대

- 다만, 부족한 예산과 중소기업들의 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일부에서는 

불만족을 표현

- 해외박람회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다수의 업체들이 행사를 통해 바이

어 상담 및 소비자 체험 기회를 얻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또한, 수출 대상국 증가를 위해 박람회 행사 개최국 다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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