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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 공급 증가,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자연재해의 빈도 증가와 광역화 등으로 농업경

영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경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품목별 농가특성별 

경영위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지원제도 운영

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

위험 실태, 주요 지원제도의 핵심 쟁점,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 주요 제도별 개편 및 확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정책의 비전과 그에 따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 지원제도 단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접지불

제도의 경우, 정책 개편방안은 물론, 형평성 제고방안, 경영비 상승 대응방

안 등을 제시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현행제도의 내실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체계 확충방안과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자조금 

및 수급안정지원제도의 경영안정기능 강화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수의 농업인,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

루어졌다.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 농업경영안정화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 결과가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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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 농업부문은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측면의 위험, 투입재 

가격의 추세적 상승, 시장개방에 따른 수익성 하락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경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의 시장개방(FTA 등)은 농

업 투자의 위축과 재무위험 확대가 우려된다.

○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위한 관련 

지원제도의 개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첫째, 농가경제 실태와 품목별 경영위험을 분석하고, 둘째,

현행 지원제도 성과평가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셋째, 농업경영위험  

대응방식별 개선과제와 제도 간 연계 강화 및 체계화 방안 제시를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 농업경영위험 실태 분석

- 중견농가 개념을 도입하여 농가경제 단위의 소득실태 및 재무위험 

실태 검토

- 주요 농산물의 가격,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등의 변동성을 분석하

여 품목별 경영위험 실태 파악

○ 농산물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철폐로 인한 농산물 수입량, 농가인

구, 재배 면적 등 농업구조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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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현안 및 쟁점 분석

-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농업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제도 및 자조

금 등에 대해 성과 평가 실시

- 직접지불제의 형평성 제고, 경영비 상승 대응 방안 모색과 필요성 

제시

- 농업경영체등록제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재검토 및 수요자 의견 

조사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목표 제시

표 1. 농업정책의 비전

농업·인간·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업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신뢰받는 농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인의 합리적 삶 영위가 가능한 안정적 농업

그림 1.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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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영안정지원제도의 목표

안정적 농업경영,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 삶 영위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격급락, 경영비 상승, 시장개방의 직접피해 등 농업수익성 저하 가

능성 대비

•안정적 농업경영으로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 삶 영위 지원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화 및 개편 방안 제시

○ 직접지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득보전과 시장개방의 영

향으로 나타나는 간접피해로 인한 소득 상실분 보전을 포함하는 지

원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농업의 명확한 공공재 공급 역할과 그에 따른 실질적 소득보전 방

안 마련

- 현행 직불제 간 역할 관계 재정립 및 단위 목적 사업 확충

- 품목과 농가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 제시

-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소득보전을 위한 관련 직불제 개편방안 

제시

- 직불제에 따른 농가 이행조건 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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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정책조합(안)

주: 점선(…)은 현행 지원제도, 실선 및 화살표(→)는 개편(안)을 의미.

○ 농산물 특성상 기후, 재배면적 변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농업수입 하

락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농업수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수입 하락에 대응

- 직불금의 면적기준 지급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완화

- 재해보험 개편 방안으로 대규모 재해로 인한 생산위험 대응

- 부채 문제가 심각한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지원제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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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자조금, 수급안정지원제도, 농업경영체지원제도 등에 대한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 수급안정지원제도와 경영안정제도 간 연계 강화

-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자조금제도의 개편

- 농업경영체 정보 관리 및 경영컨설팅 사업의 수요자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시

그림 3.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 개편 방향

시사점 및 정책제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경영위험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 및 확충방안을 제시

하였다.

○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개편 방안 제시

- 쌀고정직불과 밭농업직불을 농지직불로 통합함으로써 품목 연계 

완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 강화

- 개방화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을 위한 피해보전지원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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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제 이행조건(의무준수사항) 강화를 통한 농업지원에 대한 사

회적 공감 필요

○ 농업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경영안전망지원제도 확충 방안 제시

- 경영비 상승에 따른 소득하락 대응방안과 직불금 지급 형평성 제

고를 위한 지급방식 제시

- 대규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의 대상과 정도에 따라 구분, 지

원 방식 이원화(보험 방식, 특별 대책)

- 농가 수요를 반영한 농업재해보험상품 개발,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 보험료 산출 시스템 정립, 공정한 기준가격 문제 극복, 손해평가체

계를 구축으로 수입보험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가만을 선별하여 자금지원과 함께 회생방안

을 마련하는 워크아웃방식으로 전환

○ 자율적인 시장참여와 수급안정망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 일정한 수익을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단가 수준을 검토하

고 계약단가 상승이 시장가격에 충격을 적게 줄 수 있는 계약물량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자조금은 의무 자조금화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

○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편 방안 제시 

-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자료의 정확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 유도와 우수한 컨설팅 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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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rm Management Stabilization
Support System: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Year 2 of 2)

Farm Management Risk and the Need for Polic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farm management 
risks for specialized farmers who have a high dependence on agriculture 
income in the industrial aspect.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major issues 
of a current Farm Management Stabilization Support System (FMSSS) and 
presents reform and expansion plans of this support system.
  The farm management risk is increased by high supply volatility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animal diseases, low rates of turnover in accord-
ance with the long growing season, rising input prices, and increasing sup-
ply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n accordance with market openness.
  A result of farm household economy analysis shows that specialized  
farmers who have a high dependence on agriculture income are exposed to 
greater risk than the general farmers since the specialized farms’ agriculture 
income decrease more and they have a higher debt compared to the general 
farmers.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atic farm management support sys-
tem in order to stabilize the management risk by reducing the price and 
supply volatility.
  Meanwhile, as a result of FTA implementation with 11 countries the tariff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gradually eliminated. Increasing 
agricultural imports will raise farm management risk such as a decline in 
production and investment of farmers and rapid declines in prices of agricul-
tural produc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farmers with the FMSSS that 
is different from what the USA or EU, a huge ex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does to reduce the impact of marke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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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s and Reform Direction

  FMSSS consists of various programs to manage farm risks. But it should 
be developed in some parts. 1) The goals of FMSSS should be more clear. 
2) Different approaches to management programs should be applied accord-
ing to the types of crop and risk. 3) The budget of FMSSS is too con-
centrated on the rice industry. So, it should be allocated to other crops. 4) 
The purpose of most FMSS programs is stabilization of price and balance 
of supply-demand in the short term, and they are post measures. So, we 
need to design long-term and pre-measure programs. 5) The policy target 
and purpose of FMSS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organic linkage be-
tween programs is also important.  

Reform Concep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vision of agricultural policy should be “to 
realize the harmony between agriculture,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rough agriculture as a sustainable industry.” And it also suggests that the 
goal of FMSSS should be “to stabilize farm management, to guarantee a 
reasonable standard of living, and to realize sustainable agriculture.” The 
following are ways to achieve the objective. 
  1) We need a social consensus about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
culture and rural society. 2) We need to cope with the risk of declining 
profit due to a rapid decline of price, increasing operating costs, direct im-
pact of market openness. 3) We need to support the reasonable standard 
of living through the stabilized farm management conditions.

Researchers: Park Joonkee, Oh Naewon, Ji Sungtae, Lee Hyunkeun, Jeong  
Hoyeon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2.
E-mail address: jk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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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

농산물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므로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특성은 자연재해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영농실패에 따른 

재무위험의 가능성도 안고 있다. 또한 농산물은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는 

신선도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집중출하에 따른 가격변동성도 높

다. 이러한 농업의 기본적 특성에 더하여 최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는 국내산 농산물을 대체하면서 추세적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

경영위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994년 UR 협상 타결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

화되었다. 특히, WTO/DDA 중심의 다자간 협상방식으로부터 FTA 방식의 

양자 간 협상방식으로 통상 협상이 전환되면서 시장개방 속도가 가속화되

었다. 그 결과, 한·미, 한·EU, 한·중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14건의 FTA

(52개국)가 이행 중에 있다.

통상협상이 활발히 진행될수록 농산물 관세율의 인하 및 철폐로 이어져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유입 물량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 

측면에서 농산물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농산물 공급의 확

대는 농산물가격의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져 농업경영의 안정에 있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농업경영체들도 시장개방의 대응방안으로 규모화·전문화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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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중대규모의 농업경영체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경영체들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여건변화에 적응하면서 농업경영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규모화·전업화될수록 경영위험 노출 확률

이 높아져 위험관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도 농업부문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재해규모도 커지는 추세이다.

여전히 농업에서 노지재배 비중이 높아 자연재해의 노출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최근에 자본투입적 농업경영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

물 파손 등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농작물재해

보험만으로는 농가의 재해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농산물 소비는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율 하락으

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높다. 또한 전업화·규모화로 

대표되는 농업경영체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위험관리 체계를 정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재해는 농산물의 생산측면 피해뿐만 아니

라 시설물과 같은 자산 손실과 그로 인한 재무위험 노출의 가능성을 높이

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처럼 농업경영체가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농업경영

체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식량공급·국토자원관리 등의 공공재를 원활

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농업경영의 안정을 통해 지속가

능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전업농 중심으로 농가소득, 재무구조 등 경

영위험 실태를 진단하고, 품목별 경영위험 특성을 분석하여 농업경영위험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시사점에 비추어 현행 경

영안정지원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농가 및 품목별 경영위험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 및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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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전업농 중심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가경제 실태를 분석하고,

품목별 경영위험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하며, 농업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 및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농가경제 실태와 품목별 경영위험 특성을 분석하여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농업경영안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농업구조 변화, 통상

여건 변화, 품목별 차별성 등을 고려한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 비전

과 목표를 제시한다.

셋째, 현행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운영 실태,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를 제시한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영비 문제, 쌀 편중 지원, 농업소득 

저하 등 농업경영안정 관련 쟁점과 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넷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 및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 

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자조금제도, 수급안정지원사

업, 농업경영컨설팅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농업경영위험 관련 연구

농업경영위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위험을 유형화하고 경영위험 실

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

다. 황의식·이용호(2008)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경영위험을 유형화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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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분석 등을 통해 경영위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개별농가의 

경영위험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제안하였다.

이태호 외(2002)는 계량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위험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

나, 이 연구는 농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이 개별 정책의 장단점과 

원칙적 측면의 개선방안만을 제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오내원 외(2001)는 농업경영에서의 위험요인을 산업적 측면, 제도적 측면,

해외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쌀,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일과 축산 등의 품목

별 소득안정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Ellis(1988)는 농업경영위험을 자연재해, 시장위험, 사회·국가적 위험 등

으로 구분하였고, 자연재해 대응방안으로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농

작물 재해보험, 영농의 다각화 등을 제안했고, 시장위험에 대해서는 충분

한 정보 제공, 가격안정제도, 신용 지원(credit subsidies) 등을 대응방안으

로 제시하였다.

USDA(1999)는 농가가 직면한 위험을 생산위험, 시장위험, 구조적 위험,

인적 위험, 재무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농가 단위의 경영측면에서의 종합

적 위험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OECD(2009)는 농가 단위 경영위험관리의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의 개

념 틀을 제시하였고, 농업경영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의 사전·사후의 역할을 강

조하였다. 또한 사전 단계에는 효율성(efficiency)과 재분배(redistribution), 사후 

단계에는 형평성(equity)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박준기 외(2014)는 본 연구의 1/2년차 연구로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정부정책의 필요성과 경영안정지원제도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2/2년차 연구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활용되었다.



서론 5

3.2. 직접지불제 관련 연구

직접지불제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소득지지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강화하여 직불제

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김태곤 외(2010)는 직불제가 가격지지를 대체하는 정책을 넘어서 환경

편익 증진, 농업자원 보전 등에 기여해야 납세자의 이해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강마야 외(2014)는 쌀직불제 등 기존 소득지지 성격의 직접지불제를 식

량자급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생태경관과 농촌지역개발을 축으로 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직불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명헌(2013), 안병일(2014) 등은 EU의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직접지불제가 과거와 같이 소득지지적 측면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와 관련하여서는 쌀 중심 지원의 한계, 면적 비

례 지원이 갖는 소득재분배 역진성 문제, 생산연계로 인한 쌀생산과잉 문

제 등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다.

이정환(2013)은 쌀변동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제를 미국의 가격변동

대응직불제(CCP)와 같이 생산 비연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럼

으로써 과잉생산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억제하고 WTO의 보조금 한도

(AMS) 초과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2013)는 FTA 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

도, 발동요건과 보전비율 등 시행상의 쟁점과 법률·제도상의 문제를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박동규 외(2013)는 밭농업직불제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

므로 정책목표를 생산기반과 농촌환경 유지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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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농가단위소득안정 직불제 대신 농업수입보

장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태곤(2014)은 일본의 경영안정정책이 쌀소득지지 중심을 탈피하면서 

전략작목의 육성을 통한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농산물 수출국인 

EU나 미국과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직접지불제는 농정의 핵심 수단으로 소득보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방

향설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쟁

점들은 직불제 개편 방향 도출은 물론, 농정방향 수립과 농업경영안정지원

제도 운영 방향 설정에도 참고하였다.

3.3. 재해보험, 재해대책 및 경영회생지원 관련 연구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연구는 2001년 도입 이후 제도 개선, 상품개발, 손

해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이 검토되면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도 다수 추진되었다.

재해보험 관련 연구로는 정원호 외(2013)에서 최근까지 재해보험 추진 내

역을 정리하고 개편방향에 대해 제안했고, 최경환 외(2010)가 재해보험 도입 

이후 제도 변화를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는데 이를 참고하였다. 수입

보험 관련 연구로는 오내원 외(2014), 정원호 외(2013) 등 다수의 연구가 추

진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수입보험의 역할과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입보험이 본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 등에 대하여 

참고하였다.

재해지원대책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공하성 외

(2012)는 재난관리의 기초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서 농업부문 재해대책의 필

요성, 접근방식 등을 정리하는 데 참고하였다. 서상택 외(2015)는 재해보험

과 재해지원대책 간 역할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고, 현행 재해지원대책의 

특징과 한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대규모 재해 대응

방안 제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서론 7

경영회생지원 관련 연구는 박준기 외(2010)의 연구와 황의식 외(200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박준기 외(2010)는 전업농가의 확대와 그에 따른 투자 

행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방안, 재무위험 노출 가능성 등

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황의식 외(2008)는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의 재

무위험 노출 가능성,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와 개편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4.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연구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수급안정지원제도와 자조금제도를 중심

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자조금제도 관련 주요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성재 외(2012)는 농업부문 자조금의 현황을 조사하고, 자조금 유형별

로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최병옥 외(2012)는 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원예분야의 생산자조직과 자

조금 단체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무자조금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김동환·채성훈(2006)은 자조금 도입 초기에 원예분야의 생산자조사를 

통해 자조금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특히, 생산자 대표성 확보, 자조금 운영효율성 제고, 사업내용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윤병삼 외(2013)는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외국사례의 위헌 논란을 배

경으로 인삼 자조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조금사업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수급안정지원제도 관련 연구는 오랜 기간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도의 운영 실태,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최병옥 외(2011)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을 단기적, 중기적 수급안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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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였는데, 저장용 및 산지 가공용 수매지원사업, 산지폐기, 수매

비축사업을 단기적 정책으로, 계약재배사업은 중기적 정책으로 분류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적 중기적 수급안정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계약재배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전문성 부족, 시장가격 하

락에 대한 안전장치 미비, 전문 노동력을 제공하는 작업단 부재, 판로 개척 

능력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채소수급안정화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최병옥 외(2011; 2012)는 농산물 비축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KREI-

KASMO 모형을 이용하여 비축사업이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고 적정 비축사업 물량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축사업의 

후생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농가의 경영안정이나 소득에 미

친 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최병옥 외(2013)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의 문제점으로 수급안정사업 간 연

계성 약화, 조직화체계 미비, 가격변동의 위험부담과 안전장치 미비, 낮은 

계약단가, 농가의 잦은 계약파기, 농협 직영사업의 전문성 부족, 노지채소

류 전용 저장시설 부족 등을 지적하고,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자금운영방식의 개선, 농협의 계약재배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안

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실태와 성과평가를 정리하는 데 선행연

구 결과를 활용하고, 시장가격과 공급 안정화, 농가소득에 계약재배가 어

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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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

4.1. 농업경영위험의 범위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

위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자율

적 의사결정에 의해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영농활동을 

영위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경영체는 생산요소의 적절한 결합과 운용,

작물 및 가축의 선택과 농업 조직화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일반 기업에서 위험은 첫째, 경영위험으로 투자의사결정 관련 위험으로 

미래 매출액 불확실성 및 영업이익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둘째, 자본조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채문제 등 자본구조 관련 위험인 재무위험으로 구분

한다.1 농업경영위험은 일반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영위험과 재무위험 외에 

자연재해 및 질병에 따른 위험, 법인이 아닌 개별 농업인이 직접 생산 활

동을 수행함에 따른 인적 상해 위험 등 농업의 특성상 직면하는 위험을 추

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접근방식은 크게 소득보전, 소득변동 완

화, 소득안전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위험, 재해 및 질병에 따른 생산위

험, 제도변화에 따른 제도위험, 재무위험, 상해 등 인적위험, 농외소득 변

동을 포함한 종합적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경영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전업농가와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중규모 농가를 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고령

농 및 영세농 복지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소득안전망 대책은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농가소득원(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중에서 

농업경영안정화의 대상은 농업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안정지원제

1 NEW경제용어사전(미래와 경영연구소)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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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보전과 소득변동 완화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

러한 이유로 ‘농업경영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관련 지원제도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로 명명하였다.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접근 방식>

농가소득 변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소득보전, 소득안전망, 소득변동 완화 등 

세 가지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영안정 개념은 어떤 범

위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전: 제도변화(수입개방, 정부수매제 폐지 등) 등으로 특정품목의 소득감

소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쌀고정직

불 및 변동직불, 피해보전직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직불, 조건불리

직불과 같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정책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소득 추세선을 C→Cˊ로 올리는 정책).

소득변동 완화: 단기 소득변동을 완화시킴으로써 경영위기(위험)를 넘길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 미국의 수입보험, 부족분지급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A 영역에 대한 대응).

소득안전망: 소득이 일정 수준(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이를 보충하는 사

회적 최저생활 유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혹은 농촌 등 부문적 접근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지원방식이 적용되어

야 한다(B 영역에 대한 지원).

자료: 박성재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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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 대상

이 연구는 2014년부터 추진된 2/2년차 과제이다. 따라서 연구 목적은 

1년차와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위험 실태 분석과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

편방안 제시에 있다. 연구의 지속성 측면에서 농가소득원 중 농업소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접근방식도 농가 단위가 아닌 품목별 접근 방식을 

주로 선택하였으며, 고령영세소농의 절대소득 부족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았

다. 농가 단위 접근은 영농형태별 농업소득 실태분석에서 제한적으로 실시

하였다.

품목별 접근은 식량작물, 노지채소, 과일, 시설채소, 축산업을 대상으로 

부류별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분석대상 제도는 경영안정과 관

련된 제도로 한정하였으며 복지제도는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제도는 소득

보전 차원의 직접지불제(쌀, 밭, 피해보전 등), 가격위험에 대응한 수급안

정사업 및 자조금제도, 생산위험에 대응한 농업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제

도 등으로 성과평가를 정리하고 제도 개편 및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5.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5.1. 농업경영위험 실태

농가단위 소득 및 재무상태 분석은 농업에 집중하는 농가그룹을 대상으

로 하기 위하여 중견농가2 개념을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03~13년의 농가경제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품목 특성별로 경영위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요 품목 부류로 구분

하여 생산위험, 가격위험, 소득률 변화, 수입량 증가에 따른 직간접피해 등

2 중견농가에 대해서는 제2장의 1절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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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량분석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

이 본격화된 1996~2014년으로 하였으며, 품목 특성에 따라 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5.2.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FTA의 영향과 관세율 하락 및 철폐 계획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과 전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장개방의 영향과 전망의 분석

결과는 현행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를 개편하거나 확충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KASMO 2015를 통해 분석한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

가 전망, 농가교역조건 변화 전망,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 농업구조 변화 

전망 등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5.3.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현황과 쟁점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성과 평가는 1년차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수행하

였으며, 2년차 연구에서는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실

시하였다. 수급안정사업의 경우 핵심 사업이면서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계량분석3을 실시하였다. 농업재해보

험의 성과평가는 재해보험은 물론, 수입보험과 재해지원제도를 포함하여 

실태와 성과를 정리하였다.4

농업경영체정보관리 및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추진 내역, 수요자 조사

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정리하였다.5

3 해당 부분은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위탁연구를 수행하였다.
4 해당 부분은 부산대학교 정원호 교수가 위탁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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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제도, 경영회생지원제도 등은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선행연

구들이 수행되었다.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에 대하여 기존 연

구결과를 활용하여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5.4. 외국 사례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 및 확충방안 제시와 관련하여 선진국 사

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주요 선진국 사례분석은 1년차 연구에서 실시

하였으므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제도 개편방안 제시에 참고가 

되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5.5. 전문가 의견 수렴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비전과 목표 설정 등을 위한 전문

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선진국 사

례와 국내 지원제도의 쟁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다. 계약재배 성과평가, 농업경영체 정보 및 경영컨설팅 

개선방안,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 등의 위탁연구 결과는 두 권의 부속서로 

발간하였다.

표 1-1. 연구 부속물 발간 내역

구 분 주요 내용 위탁기관 발간 형태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 및

농업경영컨설팅 개선방안

(사)환경농업

연구원

(김정호 원장)

자료집 발간

농업경영안정

지원제도

성과평가

농업재해보험 성과평가,

계약재배 성과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결과

위탁연구 및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발간

5 해당 부분은 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원장이 위탁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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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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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견농가의 경영위험

1.1. 농업소득 감소

농가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2013년 농가소득은 평균 3,452만 원이며, 농업

을 통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003만 원이었다. 농가소득은 2003년 이래로 

연평균 2.5%씩 상승한 반면, 농업소득은 0.5%씩 감소하여 농가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2003년 39.3%에서 2013년 29.1%까지 하락하였다. 농업소득이 

하락하였음에도 농가소득이 성장한 것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농외소득은 1,571만 원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5.3%씩 증

가하였으며, 이전소득도 11.1%씩 증가했다.

전업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을 위하여 영세농(표준영농규모6 2.0ha

미만)과 고령농(70세 이상)을 제외한 농가그룹을 ‘중견농가그룹’7으로 정의

6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 나타나 있는 경지면적만으로는 축산농가와 같이 고정자

산이 많은 농가의 경영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농업고정자

산을 고려한 표준영농규모를 별도로 산출하여 농가단위 영농규모로 활용하였

다. 표준영농규모는 농가의 경지면적에 농지의 수익가격으로 환산한 농지외 농

업용고정자산의 크기를 가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여기에서 사용한 농지의 수익

가격은 3.3㎡(1평)당 3만 5,000원으로 시산되었다.
7 농가 내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득분석에 있어 평균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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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2003　
중견농가 34,777 18,903 8,821 1,865

농가평균 26,878 10,572 9,397 2,031

2007
중견농가 44,895 19,236 12,403 5,310

농가평균 31,965 10,404 11,097 4,959

2010
중견농가 41,332 15,027 15,811 5,900

농가평균 32,121 10,098 12,946 5,610

2013
중견농가 44,665 15,136 19,763 6,254

농가평균 34,524 10,035 15,705 5,844

연평균
증감률

중견농가 2.5 -2.2 8.4 12.9

농가평균 2.5 -0.5 5.3 11.1

하여 소득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3~2013년간 중견농가의 농업

소득은 2.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평균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농업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농

가평균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에는 중견농가의 농

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농가평균보다 낮으나, 최근에는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은 농가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농가의 연령대별로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의 연평균 증

감률은 각각 0.2%, -0.4%로 영농활동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령대에서도 농업소득이 정체되어 있다. 또한, 일반농가보다 표준영농규모

가 크지만 고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의 경우 농업소득이 연평균 3.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농가소득원별 중견농가와 전체농가 비교

단위: 천 원,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활용.

라서 일정규모 미만이면서 고령화 농가를 제외한 농가를 ‘중견농가그룹’으로 정
의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농가경제통계 조사대상 중 중견농가는 5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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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07 2010 2013 연평균
증감률

농가
소득

40대 37,205 46,430 54,155 49,947 3.0

50대 37,267 49,011 49,608 57,949 4.5

60대 31,375 40,345 33,506 36,034 1.4

평균 34,777 44,895 41,332 44,665 2.5

농업
소득

40대 20,222 22,618 22,320 20,649 0.2

50대 20,246 22,818 17,974 19,379 -0.4

60대 16,971 14,884 11,647 11,836 -3.5

평균 18,903 19,236 15,027 15,136 -2.2

농외
소득

40대 10,502 15,272 23,490 23,315 8.3

50대 10,488 13,130 22,106 29,935 11.1

60대 6,480 10,800 10,396 13,079 7.3

평균 8,821 12,403 15,811 19,763 8.4

이전
소득

40대 1,645 3,823 4,614 4,404 10.3

50대 1,623 4,547 3,872 4,092 9.7

60대 2,198 6,450 7,442 7,884 13.6

평균 1,865 5,310 5,900 6,254 12.9

표 2-2. 중견농가의 연령대별 농가소득원 변화 추이

단위: 천 원,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활용.

1.2. 재무위험 가능성

농가부채 규모를 비교한 결과, 중견농가의 농가부채는 4,600만 원(2013

년) 수준으로 농가평균 대비 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도별로 농업

용부채는 중견농가가 농가평균보다 4.6%p 높았지만, 가계용 부채는 오히

려 2.6%p 낮았으며, 겸업용 부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견농가의 부채 

규모가 일반농가들에 비해 높은 것은 영농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농업활

동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견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채에 따른 경영위험의 심각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채의 크기와 부채비율(자산 대비 부채의 크기) 등 네 가지 유형으

로 그룹화하여 분석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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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가부채
농업용
부채

가계용
부채

겸업용
부채

기타용
부채

2007

중견농가(A) 56,356
(100.0)

34,587
(61.4)

11,914
(21.1)

3,329
(5.9)

6,526
(11.6)

농가평균(B) 29,941
(100.0)

16,478
(55.0)

7,724
(25.8)

1,961
(6.6)

3,778
(12.6)

A/B 1.9 2.1 1.5 1.7 1.7

2010

중견농가(A) 44,714
(100.0)

23,335
(52.2)

9,611
(21.5)

5,493
(12.3)

6,275
(14.0)

농가평균(B) 27,212
(100.0)

12,932
(47.5)

7,330
(26.9)

3,452
(12.7)

3,497
(12.9)

A/B 1.6 1.8 1.3 1.6 1.8

2013

중견농가(A) 45,782
(100.0)

21,691
(47.4)

11,738
(25.6)

3,779
(8.3)

8,574
(18.7)

농가평균(B) 27,361
(100.0)

11,715
(42.8)

7,729
(28.2)

2,347
(8.6)

5,570
(20.4)

A/B 1.7 1.9 1.5 1.6 1.5

표 2-3. 중견농가와 전체농가의 부채 용도별 비교

단위: 천 원, 배, %

주: ( )는 농가 총부채에서 각 부채용도별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활용.

그림 2-1. 부채의 크기 및 부채비율에 따른 농가유형구분

자료: 황의식 등(2008). 회생지원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업경영회생 지원방안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

8 유형 1은 농가부채 7,500만 원, 부채비율(농가부채/농가자산) 40% 이상인 농가

이다. 유형 2는 농가부채 7,500만 원 미만이며,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가이다.

유형 3은 유형 1과, 유형 4는 유형 2와 반대되는 농가로 정의하였다.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정책 지원 필요성 19

유형 농가 수
표준

영농규모

농가소득

(A)

농업소득

(B)
B/A

농가부채

(C)

농가자산

(D)
C/D

1 68 9.06 37,669 12,359 32.8 223,970 373,201 60.0

2 12 6.28 35,145 16,742 47.6 40,413 59,988 67.4

3 917 7.51 41,859 13,444 32.1 14,446 406,321 3.6

4 180 13.43 64,694 26,066 40.3 167,481 1,144,827 14.6

중견농가 대상 분석 결과, 유형 3에 속하는 농가 수는 2013년 조사 농가 

중 77.9%(917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표준영농규모는 7.51ha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농가 그룹은 전반적으로 농가부채가 낮은 편이며,

부채비율도 집단 중 가장 낮아 부채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형 4의 경우, 농가 수는 2013년 조사 농가 중 15.3%(180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농가의 표준 영농규모는 13.43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 부채 규모는 다소 크지만 이는 영농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농가 자산

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14.6%로 낮게 나타났다.

유형 1의 경우, 전체 농가 중 5.8%(68호)가 속해 있으며, 농가부채는 유

형 4 평균의 약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도 평균 60.0%로 앞서 

설정하였던 기준인 40%보다 20.0%p가 높아 농가 부채문제가 심각한 집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의 농가들은 부채비율이 높았으나 유형 1과 비

교하여 절대적인 농가부채의 크기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중견

농가의 유형 2에 속한 12농가는 표준영농규모가 가장 낮았으며, 부채/자산

비율이 67.4%로 높아 부채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에 대한 

재무상태 진단 및 재무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2-4. 중견농가의 농가유형별 농가분포 및 주요 지표(2013)

단위: 호, ha, 천 원, %

자료: 통계청.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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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경영위험

농업경영위험은 농가경영과정에서 직면하는 시장(가격)위험, 생산위험,

재무위험, 제도위험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은 단수와 가격 변화

로 이어지고, 결국 농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모집

단의 변동성 척도로 주로 사용되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

해 단수,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소득률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품목별 경

영위험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식량작물(쌀, 콩, 감자), 노지채소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배추),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과채(수박, 참

외, 토마토, 딸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다.

2.1. 식량작물(쌀)

2.1.1. 개요

쌀은 대다수 농가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2%(2014년 기준)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높은 핵심 품목이다.

농정개혁 과정에서 양정제도 개혁에 따른 피해 가능성과 쌀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개방과 

자연재해로 인해 노지채소류(마늘, 양파, 고추)와 과일류가 위험에 대한 노

출이 큰 반면, 쌀은 가격변동이나 생산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쌀변동직불제의 가격변동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아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1.2. 쌀 편중 지원

쌀에 편중된 지원은 곡물자급률이 오히려 향상되지 못하는 역설적 결과

를 초래하였다.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사료곡물, 유지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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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곡물자급률 변화 실태

단위: %

양곡연도 전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2010 27.6 104.6 25.1 0.9 0.9 10.1 98.7 9.7

2011 24.3 83.1 22.5 1.0 0.9 8.0 96.9 8.7

2012 23.7 86.6 16.5 0.7 0.9 10.4 95.8 10.0

2013 23.3 89.2 19.3 0.4 1.0 9.7 96.3 11.1

2014(잠정) 24.0 95.7 24.8 0.7 0.8 11.3 96.1 1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표 2-6. 주요 식량작물 재배면적 추이

단위: 천 ha

구 분 쌀 쌀보리 밀 옥수수 콩 감 자

2010 892 21 13 16 71 25

2011 853 17 13 16 78 27

2012 849 13 9 17 81 25

2013 833 14 7 16 80 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쌀과 서류 이외의 식량작물 자급률

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요변화에 대응한 실질적 곡물자급률 제

고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쌀 편중 지원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쌀 이외 품목 정책 개발 및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 감축대상 농업보조금 상한(AMS, 1조 4,900억 원)의 대부분을 쌀 목

표가격 설정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책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결

과, 쌀 가격 등락 여부가 농업보조정책 수행 여부를 좌우하는 현상을 초래

하고 있다. 즉, 쌀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이 발동하지 않은 해에도 다음에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WTO에 

통보된 AMS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쌀 목표가격의 인상은 향후에도 

다른 품목에 대한 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AMS는 2000년대 

중반까지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최근 수매사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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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표가격(예시)

174,083원 180,000원 190,000원 200,000원 217,719원

산지

가격

140,000원 7,658억 원 12,500억 원 14,025억 원 18,025억 원 25,113억 원

160,000원 0원 2,024억 원 6,025억 원 10,025억 원 10,113억 원

180,000원 0원 0원 0원 2,024억 원 9,112억 원

연산별 목표가격 산지쌀값 지급단가
ha당
(원)

농가수
(천 호)

지급면적
(천 ha)

지급총액
(억 원)

2005년산 170,083 140,028 15,710 958,310 984 940 9,007

2006년산 170,083 147,715 7,537 459,757 1,000 951 4,371

2007년산 170,083 150,810 4,907 299,327 1,016 932 2,791

2008년산 170,083 162,307 - - 1,025 920 -

2009년산 170,083 142,360 12,028 733,708 815 809 5,945

2010년산 170,083 138,231 15,588 950,868 781 789 7,501

2011년산 170,083 166,308 - - 740 754 -

2012년산 170,083 173,779 - - 719 747 -

표 2-7. 목표가격 수준별 변동직불금 소요액 추정치(80kg 기준)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epis.or.kr).

표 2-8. 연도별 변동직불금 지급 내역(원/80kg)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배추, 마늘, 고추 등)과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MS를 쌀직불금에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타 작물

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9

셋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의 쌀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원칙적으로 국

고보조 100% 사업으로 도와 시 군의 역할은 국비지원금을 농가별 지급 기

준에 따라 전달하고, 논의 형상 유지 및 농업자원 보전 등 이행조건을 제

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부정수급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와 시 군에서 국비 외에 도비와 시군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쌀 고정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A도의 경우(2013년) 국비 

9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03~'04) 50만 원/ha → ('05)60 → ('06~'12)70 →

('13)80 → ('14)90 → ('15)100으로 인상되었으며, 목표가격은 17만 83원/80kg

에서 18만 8,000원으로 인상되어 2017년산 쌀까지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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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사업량

(ha)

국 비

(백만 원)

지 방 비(백만 원) 계

(백만 원)소 계 도 비 시 군비

a 5,907 4,714 1,335 401 935 6,049

b 7,769 6,104 1,574 473 1,102 7,678

c 9,121 7,411 1,950 585 1,365 9,360

d 9,337 7,567 1,965 590 1,376 9,533

e 19,933 16,118 3,188 956 2,232 19,306

f 13,629 10,986 2,313 694 1,619 13,299

g 201 137 53 16 37 189

h 19,167 15,462 3,874 1,162 2,712 19,336

i 3,832 3,002 421 126 295 3,423

j 13,141 10,690 2,295 689 1,606 12,985

k 9,869 8,139 1,922 577 1,346 10,061

l 6,280 5,047 1,260 378 882 6,306

m 9,459 7,622 1,918 575 1,343 9,540

n 10,877 8,913 2,286 686 1,600 11,198

o 9,043 7,341 1,681 504 1,176 9,022

계 147,565 119,253 28,034 8,411 19,623 147,287
(지원율) - (100.0) (19.0) (5.7) (13.3) (119.0)

표 2-9. A도의 쌀 관련 직불금 집행 실적(2013)

자료: A도 내부자료.

1,192억 원에 도비 84억 원, 시 군비 19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1,472억 

원을 쌀 관련 직불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쌀 재배농가

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직불금 지원 외에도 수리시설, 상토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입재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여력이 충분하고 쌀 농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원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의 지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

에 따른 관행적 지원으로 쌀 농업 편중 지원문제는 물론, 경직성 예산 편

성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쌀 농업 편중지원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서 지원되고 있는 쌀 농업 보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균형 있는 농정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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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식량작물(쌀) 노지채소 과일 과채(시설) 축산물

생산량 변동 9.1(6.5) 18.3 14.2 10.9 11.2

재배면적
(사육두수) 변동

8.4(4.0) 12.6 7.3 8.8 8.7

단수 변동 7.5(6.0) 9.0 11.8 5.4 -

소득률 변동 4.8(4.3) 12.0 4.3 5.1 51.1

가격 변동 21.0(8.4) 32.5 21.7 17.7 18.5

수입 증가 68.0(91.2) 85.9 86.2 86.2 65.4

2.2. 노지채소

2.2.1. 개요

노지채소는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단수와 가격의 불안정

으로 인해 소득 변동성이 가장 큰 편이다. 노지채소는 관배수시설 부족으

로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고, 고온, 냉해, 태풍 등 이상기후에도 노출되어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함께 나타나는 병해충에도 약한 편이다.

품목별 위험요인별 분석 결과, 노지채소는 재배면적 변동성이 가장 크

고, 단수 변동성도 높은 편이어서 생산량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량 변동은 곧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요 노지채소

(고추, 마늘, 당근, 배추)의 2006~2014년의 평균 가격 변이계수는 32.5%로 

식량작물(21.0%), 과일(21.7%), 시설과채(17.7%), 축산물(18.5%)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채소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결국 소득변동성으로 

이어져 경영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2-10. 품목 부류별 위험요인 분석 결과

주 1) 위험요인별 변동성 지표는 부류별 주요 품목 변이계수의 평균값이고, ‘수입 증가’의 

지표는 부류별 자급률(국산/(국산+수입산)×100)임.

2) 식량작물의 ‘수입 증가’ 지표값은 식용에 한정됨. 사료용을 포함하면 61.3%임.

3) 음영의 농도는 변동성의 크기를 타나냄.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생산비조사;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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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연재해 및 시장 위험

노지채소의 경영위험 요인으로는 자연재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태풍, 가뭄, 집중호우, 저온현상 등 자연재해의 잦은 발생으로 단

수, 가격, 소득률 변동성이 대체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추(가

을)의 경우 2003년 태풍과 가뭄, 2007년 장마와 일조량 부족, 2010년 저온

현상과 가뭄, 2012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으로 단수가 감소하였다(농업전망 

2015: 347). 당근은 2004년 9월 집중호우, 2007년 태풍(나리), 2012년 태풍

(볼라벤, 덴빈) 발생에 따른 침수와 유실로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노지채소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이계

수 분석결과, 재배면적 변동성이 시기와 상관없이 단수보다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채소 생산량은 단수보다 재배면적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지채소의 수급 균형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계약재배 등

을 통해 재배면적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을 의미한다.

노지채소는 생산량과 가격의 단기 변동이 심하고, 기장거래가 확립되지 

않아 농가별 생산액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농업소득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오내원 외 2001: 105).

대신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재해대책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

다. 즉, 재배면적 혹은 단수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및 유통협약·명령제를 통해 시장격리 및 산지폐기를 추진하

거나 자조금을 통해 자율적 소비촉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공급 과

잉이 예상될 경우 계약재배를 통해 계획적인 생산과 출하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량 부족 시에는 대체로 의무수입물

량(TRQ) 혹은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비축, 국내 수매비축 등의 방식을 채

택하여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박준기 외 2014: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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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95 ’96~’00 ’01~’05 ’06~’14

재배면적 단수 재배면적 단수 재배면적 단수 재배면적 단수

고추 8.3 5.2 10.6 8.1 8.8 5.1 11.4 12.8

마늘 21.4 5.8 18.6 2.9 13.7 3.1 15.1 6.8

양파 12.7 5.7 8.0 4.7 6.9 2.9 8.3 7.5

당근 5.8 9.2 10.1 13.3 21.6 2.8 12.7 9.9

배추 12.6 3.8 6.4 4.3 10.2 5.0 15.5 7.9

그림 2-2. 주요 노지채소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조사.

표 2-11. 주요 노지채소 재배면적과 단수의 변이계수

주: 배추는 노지배추만을 포함.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조사.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

(TRQ) 방식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이미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으로 보편

화되었다. 2010년 ‘배추 파동’으로 배추가격이 폭등하자 수입배추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했고, 그 결과 수입량은 1만 4,000톤까지 증가했

다. 2011년 할당관세 10%를 적용받은 마늘과 건고추의 TRQ 물량은 각각 

2만 6,467톤과 8,200톤이었다. 2012년에는 양파 생산량이 급감하여 11만 

645톤의 TRQ 물량을 도입하였다. 양파의 실행세율과 TRQ 기본세율은 각

각 135%와 50%로, TRQ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10%)가 적용되었다.

이에 할당관세를 남발함으로써 국내 민감품목 보호장치인 기존 고율 관세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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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주요 채소의 수입량 변화 추이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채소류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량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

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품목에 따라서

는 추세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근의 경우를 보면, 2004년, 2007

년, 2012년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국내 생산량 감소는 이

후 수입량 증가로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당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량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국내산과 수

입산을 포함한 당근 총공급량은 약 18만 톤이며, 국내 당근 생산량은 2001

년 15만 3,000톤에서 2014년 8만 3,000톤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

간 동안 당근 수입량은 1만 5,000톤에서 9만 9,000톤으로 증가함으로써 자

급률은 45.6%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정책 지원 필요성28

단위: 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RQ

수입량(A)
6,401 5,833 6,176 5,669 4,073 7,585 10,063 440 -

민간수입량

(B=C+D)
61,321 76,861 81,447 80,689 77,087 93,836 109,194 96,309 96,406

건고추(C) 4,408 3,717 3,733 3,789 3,577 4,150 10,382 4,795 6,543

관련 품목

수입량(D)
56,913 73,144 77,714 76,900 73,510 89,686 98,812 91,514 89,863

전체

(E=A+B)
67,722 82,694 87,623 86,357 81,160 101,422 119,256 96,749 96,406

<건고추 원물과 관련 품목 수입>

채소류 원물의 직접수입과 가공품 등의 간접수입을 모두 고려할 경우, 수입

에 따른 위험요인은 더욱 커진다. 그 대표적인 품목이 건고추이다. 건고추 원물

의 연간 수입량은 대체로 1만 톤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

내에서 직접 건고추로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냉동고추, 그 외 수입산 혼합조미

료, 기타 소스, 고추장, 김치 등에 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건고추 수입량은 원

물 수입량보다 훨씬 많다. 2013년 건고추 수입량은 6,543톤에 불과했으나, 관

련 수입품목에 포함된 건고추를 모두 합산한 양은 8만 9,863톤에 달했다. 결국 

국내 생산량이 약 30만 톤이라고 할 때, 건고추 총공급량의 약 2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건고추 원물과 관련 품목 수입 실적

주 1) 각 연도 수입 실적은 해당 연도 8월~익년 7월을 기준으로 함.

2) 고춧가루를 건고추로 환산한 물량을 합한 수치이며 고춧가루 수율은 63.8%임.

3) 관련 품목 수입량은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고추장, 김치를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임.1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420).

10 냉동고추는 빙점 아래로 냉각한 홍고추이며 수율은 20%, 혼합조미료는 고추·

마늘·양파·생강 등과 향신료를 혼합하여 단순가공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을 혼합한 물질이며 수율은 62.7%, 기타 소스는 혼합조미료를 소스로 가공한 

제품이며 수율은 62.7%, 고추장 수율은 12.5%, 김치는 고춧가루 3%를 함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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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당근 총공급량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2.3. 과일

2.3.1. 개요

과일은 노지채소와 마찬가지로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므로 자연재해와 

병충해에 노출되어 있어서 단수 변동성은 높은 편이다. 반면, 과수는 영년

생 작물이어서 재배면적 변동성은 낮다. 그럼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단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생산량 변동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일의 가격 변동성은 노지채소 다음으로 컸지만, 소득률 변동성은 다른 

농작물 부류 가운데 가장 작았다. 이는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생산성 변동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경영비 상승의 영

향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사과 재배면적의 경우 1995년 

5만 ha에서 2005년 2만 7,000ha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한 증가

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는 3만 ha를 기록했다. 배는 1995년 1만 6,000ha에

고 있으며 수율은 4.7%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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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6~’05 ’06~’14 증감

평균
(A)

표준편차
변이계수
(B)

평균
(C)

표준편차
변이계수
(D)

평균
(C-A)

변이계수
(D-B)

사과 63.4 4.4 7.0 64.2 3.3 5.2 0.8 -1.8

배 62.0 6.2 9.9 59.3 2.7 4.6 -2.7 -5.3

복숭아 70.2 3.6 5.2 66.6 2.4 3.6 -3.6 -1.6

포도 71.9 4.8 6.7 69.1 2.5 3.7 -2.8 -3.1

서 2005년 2만 2,000ha까지 늘었으나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2014년에는 1

만 3,000ha로 감소하였다.

주요 과일 소득률의 변동성 분석 결과, 2006~2014년 동안 대다수 과일

의 평균 소득률은 과거 10년 대비 정체되었거나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동 기간 소득률 변동성은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주요 과일 소득률의 평균과 변이계수

주: 포도는 토지포도 소득률 기준, 2009년 사과, 배, 포도의 소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분

석 대상에서 제외시킴.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그림 2-5. 주요 과일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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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과일 수입 증가에 따른 직간접 영향

과일의 주요 경영위험은 생산측면에서는 자연재해와 병해충이다. 이러

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과, 배 등 과일농가의 상당수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과일 5종(사과, 배, 봉숭아, 포도,

감귤)의 가입률은 평균 40% 이상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과와 배의 가입률은 각각 81.7%와 76.8%(2015년 기준)로 높은 수준이

다. 과일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는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등 산지유통 활성

화, 농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수요 창출과 수급조절을 도모할 수 있는 

자조금 등 시장조성기능 활성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제도들이 기대한 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에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과일류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경영위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 과일(신선) 수입량은 

2000년 32만 3,000톤에서 2014년 68만 톤으로 2.1배로 늘었다. 수입과일 

중에서 바나나가 약 50%를 차지하여 가장 높다. 한편, 2000~2014년 동안 

파인애플과 포도 수입량은 각각 2.5배와 6.5배 증가하였다.

과일 수입은 주로 봄과 여름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출하되는 국

내산 과일·과채류와의 경합이 불가피하다. 한편, 바나나, 파인애플 등 일부 

열대과일류는 연중 고르게 수입된다. 따라서 가을과 겨울에 주로 출하되는 

사과, 배 등과도 경합하게 된다. 수입포도 중 칠레산은 2~5월에 주로 수입

되지만 저장기술 발달로 국내 출하시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봄철 과채류뿐

만 아니라 초여름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을과 겨울에 수입되는 

미국산과 페루산 포도는 사과, 배 등과 경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수입과일과 국산과일 간 소비경합관계를 분석한 결과, 봄에 오렌

지가 국산 감귤을 대체하고, 여름에 바나나와 체리가 국산 포도를 대체하

고, 가을에 바나나가 사과를, 오렌지가 국산 감귤을, 수입포도가 배와 사과

를 대체하고, 겨울에는 바나나와 오렌지가 배와 단감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선 외 2014: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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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과일에 의한 국산과일 대체 국산과일 간 대체

봄

바나나 → 수박

오렌지 → 감귤, 참외

수입포도 → 참외, 수박

딸기 → 참외

여름
바나나 → 포도

체리 → 포도, 참외

수박 → 복숭아

참외 ↔ 포도

가을

바나나 → 사과

오렌지 → 감귤

수입포도 → 배, 사과

사과 ↔ 배

포도 → 사과, 배

감귤 → 사과

겨울
바나나 → 배, 단감

오렌지 → 배, 단감

사과 ↔ 딸기

감귤 → 사과

배 ↔ 단감, 딸기

딸기 ↔ 단감

그림 2-6. 주요 과일의 수입량 변화 추이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표 2-13. 수입과일과 국산과일 간 품목별 소비경합관계

주: 단방향 화살표는 좌측 품목의 물량 증가 시 우측 품목 가격이 하락함을 뜻하고, 쌍방
향 화살표는 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상호 간에 이루어짐을 뜻함.

자료: 이용선 외(2014: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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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의 국산과일에 대한 직간접피해>

2000년대 들어 포도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최근에는 그 추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포도 재배면적

은 약 2만 9,000ha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만 6,000ha까지 감소하

였다. 반면,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포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포

도 수입량은 2004년 1만 톤에서 2014년 5만 9,000톤으로 약 5배 증가했고,

2011년 한·페루 FTA,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더 크게 증가하여 2014년 

포도 자급률은 81.9%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포도 총공급량은 

37만 8,000톤에서 32만 8,000톤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포도 수입은 5월 이전에 집중되는 반면, 국산 포도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상호 간의 소비경합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수입

포도는 봄철에 참외, 수박, 가을철에 사과, 배와 경합함으로써 간접피해를 초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선 외 2014: 40).

포도 총공급량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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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6~’05 ’06~’14 증감

평균
(A)

표준
편차

변이계수
(B)

평균
(C)

표준
편차

변이계수
(D)

평균
(C-A)

변이계수
(D-B)

수박 61.3 4.2 6.8 58.5 2.6 4.4 -2.9 -2.4

참외 64.3 3.9 6.1 61.3 2.1 3.4 -3.0 -2.6

토마토 58.7 4.5 7.6 52.1 3.6 6.9 -6.6 -0.7

딸기 56.4 2.1 3.7 55.2 3.0 5.5 -1.2 1.8

2.4. 과채

2.4.1. 개요

1990년대 중반까지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이후 재배면적 증감을 반복하면서 생산량도 변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재배기술 개발과 시설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단수 

증가 등으로 인해 생산위험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초 40%에도 미치지 못했던 과채류(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시설재배 비중은 2013년 90% 이상을 차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토마

토 시설재배 비중은 100%이고, 딸기, 참외, 수박의 비중도 각각 98.5%,

97.6%, 8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과채류의 단수와 재배면적

은 물론 생산량 변동성이 모두 노지채소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시설재

배를 통해 일반 기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관배수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경우 가뭄, 집중호우, 냉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에 따라 가

격과 소득률 변동성도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표 2-14. 주요 과채 소득률의 평균과 변이계수

주: 수박, 토마토, 딸기는 반촉성, 토마토는 시설토마토 소득률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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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과채류 생산량과 재배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2.4.2. 과일 수입 증가에 따른 간접피해 위험

시설재배가 보편화되면서 과채류의 수확량과 소득률 변동성은 크지 않

은 편이지만,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파손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초기 많은 시설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 파손으로 생

산기반을 잃게 되는 경우 농가는 더 큰 위험요인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

서 시설 파손에 대한 대규모 재해보험 도입, 경영회생지원제도의 확충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재배는 여러 작기가 반복되어 생산량, 출하량 등을 파악하기 어렵

고, 노지채소와 마찬가지로 농가별 생산액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

신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한 수급안정사업과 자조금을 이용한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채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지만, 과일과 마찬가지로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과일 증가가 직간접적

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 한해 신선 혹은 가공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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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열

대

과

일

바나나 7.1 7.2 8.9 9.8 10.4 9.1 7.9 7.8 8.4 8.1 7.8 7.6

파인애플 7.4 7.1 8.5 9.5 10.5 8.9 9.3 7.2 7.1 8.1 7.8 8.7

망고 4.1 5.6 9.1 13.7 16.9 14.4 9.7 4.9 5.8 5.6 5.0 5.2

온

대

과

일

포도 2.6 7.6 20.5 40.8 12.9 1.8 0.5 1.1 1.9 3.7 4.4 2.2

키위 0.4 0.0 0.6 5.6 21.5 22.3 14.1 12.8 10.2 9.3 3.0 0.1

체리 1.1 0.2 0.0 0.2 17.7 32.9 36.5 10.8 0.0 0.0 0.0 0.5

감

귤

류

오렌지 4.6 11.7 32.5 31.7 9.2 2.1 1.4 1.3 1.7 1.4 0.6 1.8

자몽 9.5 7.7 8.2 12.0 7.3 5.6 12.2 7.4 3.9 2.8 9.1 14.5

레몬 6.7 6.2 8.0 8.3 9.0 8.3 12.0 11.4 7.6 6.6 8.3 7.6

전체 6.0 7.8 14.1 16.2 10.8 7.9 6.9 6.2 6.3 6.2 5.9 5.9

소량 수입되고 있지만 저장성이 약한 과채의 특성상 현재까지 수입량은 많

지 않은 편이다. 2014년 딸기는 대부분 냉동상태로 8,371톤, 멜론은 1,612

톤 수입되었다. 따라서 수입 과채류가 국산 과채류 수급에 미치는 직접 대

체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국산 과채류가 주로 출하되는 봄과 여름에 

집중적으로 수입되는 과일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채류 중 수박(5~8월), 참외(4~8월)와 토마토(5~8월)의 주요 출하시기

는 수입포도(3~5월), 키위(5~9월), 망고(4~7월), 체리(5~8월)의 수입시기와 

중첩되고, 딸기(1~5월)는 오렌지(2~4월), 수입포도, 망고와 중첩된다. 실제

로 수입과일과 국산과일 간 소비경합관계를 분석한 결과, 봄에 바나나가 

수박을 대체하고, 수입포도가 참외와 수박을 대체하며, 여름에 체리가 참

외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선 외 2014: 37-40).

표 2-15. 주요 수입과일의 월별 수입량 비중

주: 2000~2014년의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각 품목의 연중 총수입량에서 월별 수입량 비중

을 산출하였으며, 10% 이상인 달은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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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에 따른 과채류 간접피해>

국산 과채류와 수입과일의 월별 출하비중 분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

만, 모두 봄과 여름에 집중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세부 품목별 출하비중의 분

포는 거의 일치하기도 한다. 수박과 참외 출하는 체리 수입시기인 5~8월에 집

중되며, 이에 따라 체리가 수박, 참외와 소비대체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이

용선 외 2014: 37-40). 그 외에 딸기 출하시기는 오렌지와 수입포도의 수입시

기와 거의 비슷하며, 모두 2~5월에 집중된다. 토마토의 월별 출하비중의 분포

는 망고와 매우 흡사하고, 키위 수입시기와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모두 4~7

월에 집중된다.

주요 과채류 생산량과 과일 수입량 변화 추이

주 1) 수입과일 전체는 모든 신선 수입과일을 포함하고, 국산 과채류 전체는 수박, 참

외, 딸기, 토마토만을 포함하며, 토마토는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포함함.

2) 2010~2014년 수입과일 수입실적과 국산 과채류 출하실적을 기준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가락시장);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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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축산물

2.5.1. 개요

축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소득률은 다른 농산물에 비

해 낮고, 그 변동성은 크다. 2006~2014년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평균 소득률은 각각 16.5%, 21.5%, 14.0%로 기본적으로 50% 이상인 다른 

농산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축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식량작물, 노

지채소, 과일보다 낮아 생산비가 소득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용 곡물

의 가격 상승이 축산물 소득률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3년 전

체 생산비 가운데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였으나, 2014년 51.4%

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한우(비육우) 생산비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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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05 ’06~’14 증감

평균

(A)

표준

편차

변이

계수

(B)

평균

(C)

표준

편차

변이

계수

(D)

평균

(C-A)

변이

계수

(D-B)

쇠고기 27.7 14.4 51.8 16.5 9.8 59.6 -11.2 7.8
돼지고기 18.4 9.3 50.3 21.5 12.0 55.6 3.1 5.3
닭고기 16.0 7.6 47.4 14.0 5.3 38.0 -2.0 -9.4

표 2-16. 주요 축산물 소득률의 평균과 변이계수

자료: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사육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축사 등 시설물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물론 

입식비, 사료비와 기타 생산비 등의 변동비용이 커지면서 축산농가의 부채

규모도 확대되었다. 2003년 축산 농가당 평균 부채는 4,478만 원이었으나,

2014년 6,843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농가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또한 과거 부채규모가 가장 컸던 화훼농가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 이러한 

부채부담은 잠재적 경영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2.5.2. 가축질병 위험, 축산물 수입 증가

경영비 상승도 축산업의 위험요인이지만 사료비 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방안 모색이 용이하다. 그러나 가축질병은 예측 불가

하고 발생범위가 넓고 피해규모가 크다는 특성이 있어서 축산농가 경영위

험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구제역, AI 등의 가축질병 발생이 상시

화 되고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제역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6개, 2002년 4개, 2010~2011년 75개,

2014~2015년 5월 37개의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2000년과 

2002년 각각 3,006억 원과 1,434억 원이었고, 2010~2011년에는 피해규모

가 3조 1,759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가축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사

회적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농가 입장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경제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2011년 구제역 발생은 돼지 사육두수

가 전년 대비 250만 두 이상 감소했고, 돼지고기 생산량도 전년 대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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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발 생
- 기간 및 건수: 2010. 11. 28.∼2011. 5. 18.(171일간)

※ 경북,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방역조치 - 매몰·처분 347만 9,866마리, 예방접종

국내 종식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직접

피해액

- 총 3조 1,759억 원(추정치)

․매몰 처분 보상금: 1조 8,240억 원

․소독약품, 예방접종 등: 1,200억 원

․생활안정자금: 232억 원

․가축수매: 3,772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315억 원

․환경부: 4,466억 원(상수도: 4,203억 원, 매몰지 환경 관리:

142억 원, 매몰지 정비: 121억 원)

표 2-17.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관련 재정지출 추정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지인배 외(2015: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제적 사육두수 감축은 다수 농가의 경

영위험은 물론 일시적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가축질병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가축두수 과잉으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또 다른 경

영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가축질병

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축산물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수입산 축산물 수입 증가는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정으로 이어

진다. FTA 이행으로 관세 인하폭이 더욱 확대될 경우, 수입산 축산물의 가

격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돼지고기 양허스케줄을 살펴보면, 미국산과 

EU산 냉장삼겹살에 대한 기준관세율(22.5%)은 2021년 완전 철폐되고, 캐

나다산은 향후 1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산과 칠레

산 냉동삼겹살에 대한 기준관세율(25%)은 모두 2014년 이미 완전 철폐되

었고, EU산과 캐나다산은 각각 10년과 13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이다. 점진적 관세율 인하와 일정 시점 이후 관세 폐지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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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증가와 가격 천장화>

국내 돼지고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돈산업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된 이유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입산의 국내 시장 잠식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돼지고기 총공급량 변화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그림 2-9. FTA별 돼지고기 협정관세 양허스케줄

자료: 국가별 FT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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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 명목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

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격의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는 국산 공급량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이 충족시킴으로써 국산의 가격 상승을 저지

하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국산 도매가격과 비슷한 추세적 변화를 나타내면서 국산 돼

지고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명목(도매)가격과 실질가격 변화 추이

주: 탕박 기준.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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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률 저하

농업총수입 중 농업소득과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보면,

2003년 55.2%에서 최근인 2014년에는 68%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농업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영비의 상승으로 인해 농가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

며, 이로 인해 농가의 소득위험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품목별로 경영비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영비 

상승 속도가 주산물가격(농업총수입/주산물생산량)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농업소득과 이윤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쌀, 마늘, 양파, 건고추의 경영비와 주산물가격을 2010년 기준으로 지

수화하여 살펴보면, 쌀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가격은 정체 현

상을 나타내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작물인 마늘, 양파,

그림 2-10. 농업총수입 중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변화

주: 농가경제조사 대상 표본농가는 매 5년마다 전체적으로 교체되며, 이에 따라 표본 교체

에 따른 조사결과 편차가 발생(1998, 2003, 2013년에 표본농가 교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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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마늘>

<양파> <건고추>

그림 2-11. 주요 품목의 경영비 주산물가격 소득률 현황(2000=100)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건고추의 경영비 역시 상승한 반면, 가격은 변동성이 높아 소득률은 정체·

감소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경영비의 상승은 대부분의 품목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으로 농업소득의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으

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부담 및 소득률 하락 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경영비 부담의 완화를 통해 농가 소득보전 목표를 달성하고 소

득보전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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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4.1. 전면 시장개방 시대 도래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래, 모든 농산물의 개방시대가 도래하였다.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그 결과, 농식품 대부분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

하고 있으며, 한·중 FTA 포함할 경우 농산물 수입액 80%(2013년 기준)를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행 중인 FTA(11건)

영향이 누적되면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이며, 한·중 등 

새로 체결된 FTA의 영향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므로 전면 개방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표 2-18. FTA별 주요 품목별 수입 관세 철폐 추세

단위: 만 톤, %

구분
’14 수입 소비량 대비

수입비중(’14)
’15 관세 관세 완전

철폐 연도규모 비중

돼지
고기

미국 11.9 30.5
22.7

4.0(냉동돼지고기) ’21

EU 19.7 50.5 4.1(냉동돼지고기) ’21

쇠고기
미국 112 35.6

51.8
29.3 ’26

호주 173 54.9 34.6 ’28

닭 미국 6.5 52.4 21.3 12.0(냉동닭다리) ’23

포도
칠레 4.7 73.4

19.8
0.0(계절관세) ’13

미국 1.2 18.8 6.0(계절관세) ’16

오렌지 미국 9.1 92.9 100.0 15.0(계절관세) ’18

주: 해당 품목의 총수입량 대비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량 비중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FT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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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별 관세율 인하 및 철폐 시점을 살펴보면, 축산물 중 생산액 

상위 1~3위 품목인 돼지, 한육우, 닭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어 2028

년 이후에는 무관세로 수입된다. 과일류 중에서 오렌지는 3~8월, 포도는 

1~4월과 10월 16일~12월의 계절관세를 적용 받고 있지만 2018년부터 전

량 무관세로 수입된다.

4.2. 농산물 소비 정체 수입 증가로 농가교역조건 악화

농산물시장 전면개방 시대의 농업변화 전망을 위하여 KREI-KASMO

2015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저성장 기조

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수도 2030년부터 감소추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후 경제성장률은 현재 3%대에서 1%대로 낮아지며, 인구 

수도 2025년 5,2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현재 이행 중인 FTA 영향이 누적되면서 수입농축산물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농산물 소비는 정체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입농산물 공급 증가로 농가는 이중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35년 쌀 소비량은 1995년의 절반(42kg)으로 감소

하고, 쌀 이외 6대 곡물의 소비량도 80kg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과일 

소비량은 55kg에서 정체되며, 채소 소비량은 현재 110kg/인에서 84kg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곡물 및 청과 소비가 감소되는 반면, 육류 소비량(소고기,

돼지고기, 닭)은 2014년 45.1kg/인에서 2035년에는 52.8kg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하면, 쌀과 곡물의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며, 채소·과일 소비

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류 소비량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수입농산물의 관세율 하락 및 철폐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액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2014년 249.3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337.2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가상승과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농업투

입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면서 농가교역조건 악화

로 농업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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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익성 하락은 농업부문 자급률 하락과 경지면적 감소 등 농업생산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축산물 자급률은 2014

년 79.3%에서 2025년에는 72.7%, 2035년에는 71.3%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재배업 자급률이 같은 기간에 49.9%에서 41.6%, 40.8%로 

낮아질 것으로 나타나 하락폭이 육류(69.9% → 67.3% → 66.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면적은 2014년 173만 ha에서 2035년에는 155

만 ha로 감소하고, 경지이용률도 2014년 104.2%에서 2035년에는 100.8%

로 3.4%p 낮아질 전망이다.

농산물 소비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교역조건 

악화와 수익성 저하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농산물 수입증가는 

당해 품목에 대한 직접효과와 함께 모든 농산물에 대한 간접효과를 나타내

게 되므로 실질가격 하락과 천장 효과를 유발하면서 농업소득의 하락을 초

래하게 된다. 그 결과, 도농 간은 물론, 농가 간 소득격차도 확대시키는 부

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율의 추세적 하락 및 완전 철폐 시기는 예고되어 

있다.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등 농가의 자구적 경쟁력 확보와 경영안정

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5. 농산물가격 하락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가격변동이 일반적으로 농업소득 변동을 더욱 크게 할 것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가격변동률과 소득변동률의 관계를 다

음과 같이 보았다. 소득은 품목별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것으

로 정의된다.

(1)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정책 지원 필요성48

여기서 는 농업소득, 는 가격, 는 생산량, 는 평균비용을 의미한

다. 식(1)을 전미분하고, 로 양변을 나눈 후 정리하면, 식 (2)와 같이 소득

변동률과 가격변동률의 관계는 소득률의 역수와 공급탄성치의 합의 관계

로 정리할 수 있다(이정환 2010).

(2)  




식 (2)에서 는 소득(Y)의 변동률, 는 가격의 변동률, s는 소득률, 는 

공급탄성치를 의미한다.

농산물가격 변동률과 농업소득 변동률은 밀접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

다. 특히, 소득률이 낮고, 공급탄성치가 클수록 가격변동보다 소득변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소득변동률이 가격변동률의 

배가 됨을 의미하

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은 

의 크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농

업소득 변동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 마

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농산물의 품목별 가격이 15%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득감소율이 가격하락률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소득률을 기준으로 가격 15% 하락 시 소득 하락

율이 가장 낮은 품목은 콩(23%)부터 가장 큰 품목은 토마토(39%)로 나타

나 가격하락률의 1.5배에서 2.6배로 나타났다. 가격하락 시 소득하락이 큰 

품목은 소득률이 낮을수록(토마토, 감귤, 보리 등), 공급탄성치가 클수록(생

강, 고추, 배, 포도)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농산물가격 하락 시 농업소득 감소율은 가격하락률의 몇 배가 될 수 있

어 농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장개방으로 점진적으로 관세

율이 낮아지거나 어느 시점에서 철폐가 예상되므로 전반적으로 국내 농산

물가격의 추세적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업경영안정화 차원에서 

가격하락 위험을 흡수하여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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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2개국과의 FTA 체결, TPP 협정 가입 예상과 함께 쌀 관세화 전

환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한 우려, 생산 및 투자의욕 저하, 실

제 급격한 가격하락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규모 농산

물 순수입국으로 미국, EU 등 수출국 입장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장위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표 2-19. 가격 15% 하락 시 주요 품목별 소득감소율

품 목 공급탄성치 소득률 소득하락률

식량작물

쌀 0.12 59.9% 26.8%

보리(쌀) 0.26 46.4% 36.2%

콩 0.16 73.9% 22.7%

감자(봄) 0.20 49.1% 33.6%

고구마 0.30 58.2% 30.3%

노지채소

마 늘 0.18 56.5% 29.2%

양 파 0.30 70.5% 25.7%

고 추 0.40 64.5% 29.3%

생 강 0.41 52.5% 34.7%

양배추 0.31 58.8% 30.1%

시금치 0.14 70.1% 23.5%

상 추 0.15 55.8% 29.2%

당 근 0.15 54.2% 30.0%

시설채소

수 박 0.21 56.1% 29.9%

참 외 0.13 62.9% 25.8%

토마토 0.22 41.5% 39.4%

딸 기 0.14 57.0% 28.4%

오 이 0.14 46.7% 34.2%

과 일

사 과 0.31 62.3% 28.7%

배 0.38 59.3% 31.0%

포 도 0.36 53.0% 33.8%

복숭아 0.16 68.3% 24.4%

감 귤 0.22 44.7% 36.9%

주 1) 공급탄성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계수.

2) 소득률(=소득/조수입 × 100)은 농진청 2013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수치 활용.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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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농가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농업수익성 저하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가소득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에 집중하고 있는 전업농가의 농

업소득 및 부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견농가를 정의하여 분석한 결

과, 농가평균과 비해 농업소득이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농업부채

로 인해 재무위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

소득 의존도가 높은 전업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는 농업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개편 및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 소득보전제도, 재해보험 등이 제대로 역할을 하

고 있는지, 재무위험에 대한 충분한 관리 및 지원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품목별로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쌀 편중지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의 다양성 확보, 곡물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신규 수요작물 

재배 확대 등의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과 밭의 형

평성 확보 차원에서 경영안정 지원제도의 개선 및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노지채소는 다른 품목과 비교하여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수

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재해대책 등의 방법을 통한 경영위험 관리방안

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채소류 수입물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과일은 시장개방

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직간접피해가 우려된다. 과채류는 주요 출하시

기와 수입과일의 수입시기가 중첩에 따른 간접피해와 자연재해로 인한 시

설 파손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보

전과 함께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보험방식 검토, 경영회생지원제도 확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축산물은 가축질병이 큰 위험요인이며, 특히 최근 

들어 구제역, AI 등의 질병이 상시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득률 변동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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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더불어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탄력적인 공급체계를 가진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 소

득은 더욱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률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장위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농산물 소비 정체

등으로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수익성은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률 감소는 농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조성기능을 활성화할 핑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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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현황11

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는 정책 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시장가격안정화 정책은 수매정책, 수급안정사업, 자조

금제도를 포함한다. 또한 가격위험 관련 제도는 아니지만 경영비 절감 및 

영농수월성 제고를 목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

적 소득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쌀

고정 변동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가 있으며, 시장개방의 피해가 발생할 시 

발동되는 피해보전직불제가 있다. 그러나 가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요 국

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정화 제도 및 부족불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셋째,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가격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수단인 선

물거래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돈육선물거래가 부분적으로 추

진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재해위험 

관련 제도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생산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장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보험을 들 수 있다.

한편, 가격위험, 생산위험, 재해위험 등의 영향으로 인한 영농실패와 재

무부실로 발생하는 재무위험에 대한 안정화 지원제도로 농지은행에서 운

영하는 경영회생지원제도(농업경영회생지원자금제도)가 있다.

현행 지원제도 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후적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재해위험에 대응한 농업재해보험, 가격위험 대응 수급안정지원제도, 재무

11 박준기 외(2014: 99-100)의 1차년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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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응한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와 주요 쟁점을 정

리하였다.

표 3-1.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

구 분 관련 정책 곡물 채소 과수 축산 기타

시장가격
안정화

가격위험

수매정책
콩,
옥수수

- - -
인삼,
담배

수급안정 -
수급상
황연계

- - -

변동직불 쌀

자 조 금
임의 가입
25개 품목

의무 5
임의 4

투입재
지 원

농기계임대
논농업
(대 형)

밭농업
(중소형)

사후적
소득안정

제도적
위 험

고정직불 쌀 - - - -

밭농업
직불

-
하계 18
동계 11

-

피해보전
직불

수입량급격한증가로가격하락
피해품목에대하여일정부분지원

변동직불 쌀

안정화 직불
(부족불 지불)

가격위험 헤지
선물거래

돈육
선물

파생상품

재해위험

자연재해 재해보험 40개 품목
가축
공제

단수변동 -

대규모재해 -

재무위험
경영회생 농지은행사업

농지
은행

융자지원 긴급 융자 지원 방식(일시적 자금 지원)

인적위험 재해공제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주 1) 밭농업직불 대상품목 중 조사료, 기타 잡곡, 기타 두류 등은 한 품목으로 계산하였다.

2) 재무위험과 인적위험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 박준기 외(2014: 100)에서 수정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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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실적
2015년

예산(억 원)

1997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도입 590

1999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도입 508

2001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 -

2002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도입(가격 연계) -

2004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2007 폐지, 2009 친환경농업직불에 포함)
-

2004
FTA피해보전직불제 도입

: 애초 사전지정에서 2007년 전 품목으로 확대
1,005

200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도입 395

2005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2002)를 통합 10,400

2005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139

2012 밭농업직불제 도입: 19개 품목 재배농지 -

2015 밭농업직불제 전 품목으로 확대 1,929

2015
농업소득보전직불제 개편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통합
-

2. 사후적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도입 이후 다양한 직접지불제가 실시되면서 

점차 중요한 농정수단이 되어 왔다<표 3-2>. 특히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

직불, 변동직불), 밭농업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등 농업경영안정을 위

한 지원제도12는 직불제 안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표 3-2. 직접지불제 실시 경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에서 정리.

12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2015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발효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로 통합되었으나 아직 별개의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 경영안정

지원정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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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접지불제의 타당성 또는 확충에 관한 문제

직접지불제 시행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직불제 실시의 사회적 타

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과 직불제 확대를 요구하는 상반된 주장

을 주요 쟁점으로 들 수 있다.

직불제 시행의 근거로 개방피해에 대한 보전과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

한 보상에서 농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왔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그 논거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개방피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

고 그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사공용 

2007: 19).13 두 번째는 집약적 농축산업이 수질 오염, 토양 침식 등 환경에 

부하를 주고 있으며, 직불제의 대가로 다원적 기능을 함양하는 노력이 실

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김태연 2015: 5-6). 마지막으로 

직불금은 소액으로 분산하여 소비되므로 농업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

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확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4

한편 농민단체 등은 정부가 시장개방 확대와 가격정책 축소라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친화적 농정 전환의 일환으로 직불제 확대를 약

속하였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집행된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 사업 계획)은 2013년 직불

제 실시 목표를 투융자예산의 22.9%, 농가소득의 10%로 제시하였다. 그러

나 실제 집행은 투융자예산의 11.4%, 농가소득의 4%로 목표치의 절반 이

하에 불과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농정 내부에서도 미래산업 육성,

13 이 주장은 체계적으로 제기되기보다는 여러 언론 지면이나 토론회에서 농업정

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제시되어 왔다. 계속되는 지원에도 농업의 경쟁력

이 향상되지 못했다는 ‘잃어버린 10년’이 대표적인 주장이다(정장열 2005; 성

진근 2014). 일본이 최근 쌀직불제 축소 등 농정개혁을 추진한 데에는 이러한 

비판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
14 이는 첫 번째 주장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 안에서도 주된 의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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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제고 등이 우위를 점하고 소득안정정책은 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5

직불제가 확대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직불제의 타당성 

논리가 미흡했던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EU나 스위스, 일본은 2000년

을 전후해서 직불제를 도농 간 소득균형을 위한 보조가 아니라 농업이 수

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짓고,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김태곤 2014; 안병일 

2014). 우리의 경우도 직불제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농업이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법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2. 쌀농업에 편중된 지원

쌀은 식량자급률 유지에 핵심인 작물이며 국제여건에 따라 불가피했던 

정부수매제 폐지와 수입확대(MMA 도입, 관세화)라는 정책전환의 반대급

부라는 점에서 쌀에 대한 우선 지원은 사회적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쌀 농업에 편중된 지원으로 농업부문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쌀의 생산과잉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

기되어 왔다(사공용 2007).

쌀에 대한 직불제 시행 경과를 보면 논농업직불제가 2001년에 도입되고 

2005년에 쌀소득보전직불제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목표가격을 설정

하고 변동직불제를 도입하였다. 고정직불금은 2001년 ha당 25만 원에서 

점차 증액되어 2015년에 1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목표가격은 80kg당 

170,083원에서 188,000원으로 인상되었다.

15 2004~2013년간 119조 투융자사업의 누적 집행실적을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부

문이 102.1%의 집행률을 보인 반면 소득경영안정 분야는 71.0%로 낮은 것이 

대비된다(김미복 외 2014: 3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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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밭에 대해서는 2004년에 조건불리지역의 경사지를 중심으로 직불

제를 도입한 것이 처음이다. 2012년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19개 밭작

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전체 밭

농지에 확대하였다. 밭농업직불제의 실시로 쌀 편중 지원 문제가 완화될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지원수준은 미흡하다. 밭농업직불제가 전면 확

대된 2015년의 밭농업 관련 3개 직불제(조건불리직불, FTA피해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예산은 3,329억 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1조 91억 원의 33%

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는 예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서 집행률을 감안하

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16

중앙정부의 직접지불제뿐만 아니라 각종 농기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직불금 등이 쌀농업에 집중되고 밭작물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결과 

쌀농업의 생산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방향 

정립이 요구된다.

2.3. 밭농업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제와의 관계 정립 미흡

밭농업직불제의 도입 목적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로 제시되어(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서, 2015, 전자매뉴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밭농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

한 대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했다. 그 결과 FTA피해보전직불

제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도입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

이 논란이 되어 이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12년까지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된 사례가 없었으며, 2013년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16 2013년의 경우 밭농업 관련 3개 직불제 예산액은 1,721억 원인데 집행액은 911

억 원으로 집행률은 53%에 불과하였다. 2013년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밭농업 

관련 직불제는 쌀농업직불제 6,866억 원의 13%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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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처음 발효되었지만 발동요건과 보전비율이 미흡하고,17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수입기여율을 적용한 결과 소득보전액이 작아 경영안정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임정빈 2014: 13-14).

현행 제도에서는 FTA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기준가격도 연차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매년 3%씩 균등하게 하

락한다면 특정연도의 당년 가격은 평년가격보다 약 9% 하락하게 되어 피

해보전직불제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또한 당년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30% 하락한 경우를 상정하면, 직불제를 포함한 농가 수취가격은 평년보다 

12% 하락하게 된다.18 따라서 발동요건과 보전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다.

FTA피해보전직불의 지원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란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모두 FTA피해보전직불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FTA피해보전직불은 개방 확대에 따른 품목별 단기대책이며, 전반적

이고 중장기적인 소득 저하는 밭농업직불제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2.4. 면적 단위 직불제의 소득재분배 역진성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모두 경지면적에 비례한 지원으로 대농이 많은 

지원을 받아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적이 있다. 수입피해에 대한 보상이란 

측면에서 면적단위 직불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농업인 또는 경영체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17 2015년 현재 발동요건은 당년가격이 평년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지 여부

이며, 보전비율은 90% 미만으로 추가 하락한 가격의 90%이다. 한·중 FTA 대

책으로 보전비율은 95%로 높이기로 하였다.
18 피해보전직불제 18%{(0.9-0.7)×0.9)}에 시장수취가격 70%를 더하면 총 88%의 

가격을 수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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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고령농 복지수당 사례>

농업종사자에 대한 직불제 유사 사례로 대만의 고령농 복지수당 정책을 들 

수 있다.

대만은 타 직종의 연금시행에 대응하여 1995년 농업인에 대해 복지수당을 

도입하였다. 65세 이상이고 농지나 임지를 0.1ha 이상 소유한 농민 개인에 대

해 지급하되, 고자산가와 비농업 고소득자는 제외하였다. 수당 지급액은 매월 

3,000위안에서 시작하여 2011년 7,000위안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1위안≒35원)

제도의 문제로 무자격자 수급이 매우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의 

통계상 농업취업자는 55만 명인데 고령농 수당지급자는 66만 명으로 차이가 

적지 않다. 지급단가도 수차례 인상되었는데 총선이나 대선을 앞에 둔 선심성 

정책으로 해석된다. 2011년에는 물가지수와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4년마다 지

급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자료: 대만 노동보험국(Bureau of Labour Insurance, www.bli.gov.tw).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직불제는 당초 가격지지 정책의 후퇴나 수입개방 등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책 전환으로 

인한 영향은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커지므로 대농층에 많은 지원이 이

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이정환 2013: 3).

둘째, 정책 전환으로 소득보전의 당위성은 있으나 지나치게 형평성을 저

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지원규모 상한을 하향 조정하거나 일

정 면적 이상은 감액하여 지불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 종사자 또는 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후계인력의 확보를 통해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가족농이라 하더라도 가

계 중 농업 비중, 농업종사자 수와 전업 여부, 고용종사자 등에서 이질성이 

매우 크므로 합리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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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밭농업 변동직불 도입 여부

해외 농산물 수입과 국내 생산의 증감에 따라 밭작물의 가격변동이 심하

므로 밭농업에도 쌀과 마찬가지로 변동직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 밭농업에 대해서 

고정직불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밭농업에 변동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동 법에서 밭농업직불제를 고정직불제로 구분한 것은 직불금을 가격이

나 생산에 연계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밭 농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직불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축의무가 없는 녹

색조치로 취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변동직불은 품목별, 연도별 가격 또는 소득수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

는 방식으로 대상 작목에 대해 매년 농가별로 재배면적을 파악해야 하므로 

다수의 작목에 대해 실시하기에는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뿐만 아

니라 작목 선택의 결과에 대한 농업인의 경영책임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지

적된다.

따라서 밭농업 변동직불제 도입보다는 밭 고정직불금의 조정으로 평균

적인 수익성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개별 품목의 

단기적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나 자조금제도를 활용한 수급안정사

업을 강화하고 수입보험 등 시장 기구를 조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농

식품부에서도 밭작물에 대한 수입보장보험을 쌀변동직불제에 대응시키고 

있어 밭농업변동직불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현황과 주요 쟁점62

3. 재해위험 대응

3.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내실화 필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수량보험

으로 보험가입 시 계약한 수확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15년 현재 농작

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46개이며,19 농업용 시설물까지도 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과수 5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 과수에 많은 피해를 

주는 태풍, 우박, 동상해 등에 한정하는 특정위험보장방식을 채택하고 이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과수품목에

도 보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배를 시작으로 과수 5

품목에도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현재 배, 단감, 사과에 대해 종합위험보장상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15년 만에 대상품목 수가 2개에서 46

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보험 확대는 재해보험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

든 성과이며, 다수의 농가가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장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험가입 농가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왔

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규모도 2014년 1,617억 원

으로 2001년 대비 34배나 증가하였다.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로 14년(2001~2014)간 재해를 입은 21

만여 농가가 1조 7,38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보험을 통해 농업경

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과 2012년의 대규모 태풍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에 

19 시설재배품목(채소·과채·화훼)이 20개로 가장 많으며 과수 10개, 식량작물 5개, 특

작 4개, 채소 3개, 임산물 4개 등이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 품목은 사과,

배 등 28개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 품목은 포도, 복숭아, 벼 등 3개,

주산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 품목은 복분자, 인삼, 녹차 등 15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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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억 원의 보험금이 10,425농가에 지급되었는데 이는 재해농가당 평균 

1,36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셈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대상품목 확대, 보장수준 다양화 등 양적, 질

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절대규모 측면에서 가입 농가 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년도 대규모 재해 유무에 따라 연도별 등락현

상을 보이고 있으나 품목별 가입 대상 농가 대비 가입률은 2014년 16.2%

로 낮은 수준이다. 쌀과 같이 변동직불, 고정직불 등 이미 경영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품목도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한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해보험 수요자인 농가 입장에서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

도 병행하는 등 재해보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3-3.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가입농가 수 추이

단위: 호

구 분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입농가 8,055 26,328 52,738 67,653 74,983 95,102 89,033

가입률 17.5 23.4 13.0 13.6 13.7 19.1 1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표 3-4.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보험료 26.1 165.1 432.0 610.2 716.5 1,183.5 1,174

운영비 20.3 69.5 237.3 354.0 415.5 402.4 435

기 타 - - 8.0 8.0 8.0 8.0 8.0

계 46 235 677 972 1,140 1,594 1,617

주 1) ‘기타’는 품목개발 및 통계지원.

2) 2005년부터의 국가재보험기금출연금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현황과 주요 쟁점64

그림 3-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3.2. 농업재해지원대책: 대규모 재해 대응에 한계20

농업재해지원대책은 긴급구호 및 복구와 영농활동 재개를 위하여 대파

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해구호적 성격이며, 농작물재해보

험과 달리 무상으로 지원된다.21 농어업 분야 자연재해 지원 현실화를 목

표로 네 개의 세부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피해기준 산정 시 피해액 

산출이 가능한 수확기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도 포함하도록 관련 규

정을 개정한다. 둘째, 정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부분적으로 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셋째, 재난지원금의 각종 시설 지

20 서상택 외(2015)를 요약 정리하였다.
21 태풍과 홍수 등 공통재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이 적

용되고, 우박과 냉해 등 농업 특유 재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근거하여 지원된
다. 농업재해지원 관련 제도는 2013년 4월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일부 개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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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단가를 실제 거래가격에 준하도록 인상하여 현실화한다. 이는 그동안 

실제 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복구단가로 개량복구가 어려웠던 애로사

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재해보험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재해지원의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조정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농업재해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

다. 첫째, 재해의 발생과 재해지원의 불일치 가능성이다. 현재는 지역 단위

로 피해 면적 및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별 농가가 피해를 보더라도 지역의 피해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둘째, 낮은 지원수준의 문제이다. 농업재해지원대책은 구호적 성격이 강

해 일시적 생계 유지 및 보장만 가능하다. 지원항목 중 생산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원규모가 적어 경영안정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피해조사, 결과 보고 및 지원 체계에서 부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

다.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이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어서 

시일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고, 정밀 조사의 한계, 손해평가의 부실 등이 상

존한다.

다섯째, 농업재해지원대책은 예비비로 지원되므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

에 한계가 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에 한해 예산이 책정되므로 예산

상황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 재정 확보

에 한계가 있다.

3.3. 수입보장보험: 본 사업화 위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

시장개방 확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재해보험에 추

가적으로 가격변동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운영 중인 소득안정 프로그램으로 쌀변동직불는 쌀에 편중되어 있고, 밭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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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은 경영안정 차원의 효과가 낮다는 평가

이다. 또한 FTA피해보전직불은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금액이 크지 않

아 시장개방으로 인한 밭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22

이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수입보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제1차 수입보험 도상연습을 실시하였고, 2014년에는 대상품목과 

농가를 확대하여 제2차 수입보험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23 두 차례의 도

상연습을 통하여 시행가능성이 높은 일부 품목(양파, 콩, 포도)을 선정하여 

2015년 수입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입보험이 본 사업으로 확대되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공정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과거 농가단위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 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재 농가별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적절한 보험료를 산

출하지 못할 경우 저품질, 고위험 농가가 편향적으로 가입하는 등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요율 증가와 가입률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

둘째, 공정한 기준가격 설정 문제이다. 농가별 보장 수입을 산출하기 위

하여 농업수입에 적용할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현재 도매시

장가격 자료를 이용하는데 어느 도매시장을 선택할지, 품종, 품질, 가격산

정기간 등 구체적인 가격선정 방식에 이견이 있다. 또한 올림픽평균방식의 

경우 예측가능한 시장의 수급상황을 기준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셋째, 효율적 손해평가체계 구축 문제이다.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 위

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수입보험은 재해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어 보다 

손해평가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인 손해평가가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보험 손해율이 불안정해지고 손해평가비용으로 정부 예산이 과다

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22 정부는 한·미 FTA 국내 피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검토하였으나 도상연습 결과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3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가격보험)에 대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40개 지역

에 약 800농가를 선정하여 도입가능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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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가격 안정화: 계약재배사업 성과평가24

4.1. 성과평가의 필요성

수급안정지원제도는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을 대상으로 

공급 과잉 시에는 산지폐기, 직거래 및 가공용 공급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사업이다. 수급안정지원제도의 대표적 사업인 계약재배사업은 정부와 농협

이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은 포

전거래를 주로 하는 무, 배추 등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작된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농협이 시행주체가 되고 농가가 계약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확기에 시행주체와 농가간의 계약 가격으로 출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인은 시장가격의 등락과 관계없이 자신이 계

약한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취가격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수급안정사업은 전체적인 시장가격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는 주요 노지채소 최저가격의 명목가격 

상승률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

러 있기 때문이다(이철호 외 2014). 이에 따라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에 

대해서 가격 안정이나 공급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그간 여러 차례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이 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어느 정

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계약재배 사업을 대상으로 시장가격과 공급 안정, 농업소득 제

고에 어느 정도나 기여를 했는지를 계량 평가하였다. 수급안정사업의 궁극

적인 목표는 농업소득의 안정화이다. 수급안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

로 향후 농업소득 제고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4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의 위탁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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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가격> <실질가격>

<명목 가격> <실질가격>

그림 3-2. 주요 채소의 연중 최저가격 추이

자료: 이철호 외(2014). 식품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4.2. 분석 모형

4.2.1. 계약재배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계약재배사업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계약재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달성되었을 시장 균형점과 계약재배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

에서의 균형점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관찰되는 

시장균형은 계약재배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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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사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시장의 균형은 다음과 같은 수

요-공급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25

(1)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의 공급

(2)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공급

(3)  : 산지수요

(4)  : 시장균형

식 (1)~(4)를 전미분하고 각각 왼편에 있는 변수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로그차분(log-differential)형태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 수 있다.

(1)′  

(2)′  

(3)′   

(4)′  

여기서 는 해당품목의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의 가격에 대

한 공급탄성치, 는 해당품목의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의 기

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공급탄성치, 는 해당품목의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의 기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공급탄성치이다. 는 해당품목의 가격에 대한 수요탄성치, 는 해당품목

의 기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수요탄성치, 은 전체수요

량 중에서 계약재배를 통하지 않고 공급되는 물량의 비중()이다. 파

라미터 는 계약재배가 없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해당품목의 계

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로부터의 시장 가격에 대한 공급탄성치, 는 전체 

수요량 중에서 계약재배가 없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의 해당품목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로부터의 공급량의 비중()이다.

식 (1)′~ 식 (4)′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에서 내생변수는 , , 

25 수요-공급 모형의 자세한 풀이과정은 본 보고서의 부속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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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며, 외생변수는 , ,  이다. 내생변수가 4개이고 방정

식의 개수가 4개이므로 이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연립

방정식 모형에서 계약재배 실시의 효과는 외생변수 에 대한 충격을 통

해 분석할 수 있다. 즉, 계약재배 때문에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농산물 공급량이 계약재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를 를 통해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

식 (1)′~ 식 (4)′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내생변수, 파라미터 및 외생

변수의 행렬로 표시하면 식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계약재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기 때

문에, 식 (5)에서  및  각각은 0으로 모형에 삽입되며, 계약재배 

효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를 통해 모형에 삽입된다.

4.2.2. 계약재배사업이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

외생적 충격으로 인한 시장가격과 시장 균형물량의 변화가 농가의 소득

에 미치는 효과는 이정환 외(2010)의 연구를 참조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평균비용이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들 전체의 소득은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6) 
 



 
 



 
 



  ·

여기서 는 대표적 농가의 생산량, 는 해당 품목생산자들의 평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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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다. 이 식을 전미분하면  로 나타낼 수 있

으며, 이를 로 나누어 주면 식 (7)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이정환 외

2010).

(7)  







식 (7)에서 는 초기 소득률인데, 이 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농가들

의 평균적인 소득변화율은 소득률, 시장균형가격 및 물량의 변화율로 표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따라 계약재배가 미치는 

효과를 시장가격과 균형물량의 변화율로 1차 분석한 다음, 이를 식 (7)에 

대입하여 최종적으로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4.3. 분석 결과26

4.3.1. 가을배추

계약재배 사업이 가을배추의 산지 시장가격과 균형물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계약재배가 없을 경우 농가수취가

격으로 해당연도의 산지 가격을 적용한 결과, 계약재배 사업이 산지 가격

에 미친 효과는 최대 0.93%에서 최소 -2.18%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산량

에 미친 효과 역시 최대 0.85%에서 최소 -0.39%로 나타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약재배가 없었을 경우, 농가수취가격으로 해당연도의 

산지 포전매매 가격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계약재배 사업이 산지 가격에 미

친 효과는 최대 0.90%에서 최소 -3.77%, 전체 생산량에 미친 효과는 최대 

1.47%에서 최소 -0.37%로 나타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26 수요탄성치와 공급탄성치는 한석호 김명환 외(2011)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1 운용 개발 연구의 추정결과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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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재배 사업이 가을배추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 이유는 전체 가을배

추 생산량 중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생산량이 5%가 되지 않는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계약재배 사업이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소득

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계약재배가 없을 

경우 농가수취가격으로 해당연도의 산지 가격을 적용한 결과, 계약재배 사

업이 계약재배사업 미참여 농가의 소득에 미친 효과는 최대 1.61%에서 최

소 -5.6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의 소득

에 미친 영향은 최대 44.48%에서 최소 -26.35%로 분석되어 영향이 큰 것

으로 평가된다. 또한, 계약재배가 없을 경우 농가수취가격으로 해당 연도

의 산지 포전매매 가격을 적용한다면, 계약재배 사업이 계약재배사업 미참

여 농가의 소득에 미친 효과는 최대 1.69%에서 최소 -8.42%로 분석되었으

며,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의 소득에 미친 영향은 최대 66.48%에서 최

소 -23.39%로 분석되어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가을배추의 계약재배 물량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

문에 계약재배 사업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도 작고 그 결과 계약재배

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가을배추의 경우 가격 등락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지 가격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재배 단가를 비교해 본다면,

계약 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계약재배로 인해 

소득변화 효과가 크게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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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재배가

없을 시

농가

수취

가격

　

연

도

기대수취가격 적용 실제수취가격 적용

계약안정대 초과/미만분에 대해

농가부담률이

15%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30%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15%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30%라고 가정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산지

가격
물량

산지

가격
물량

산지

가격
물량

산지

가격
물량

산지
가격
기준

06 0.04 -0.01 0.06 -0.02 0.02 -0.01 0.02 -0.01

07 0.89 -0.35 0.82 -0.32 0.85 -0.33 0.70 -0.27

08 0.18 -0.07 0.19 -0.08 0.18 -0.07 0.18 -0.07

09 0.15 -0.06 0.17 -0.06 0.14 -0.05 0.14 -0.05

10 1.00 -0.39 0.93 -0.36 0.95 -0.37 0.78 -0.31

11 -1.98 0.77 -1.76 0.69 -2.52 0.98 -2.18 0.85

12 0.76 -0.29 0.70 -0.27 0.72 -0.28 0.59 -0.23

13 0.81 -0.19 0.76 -0.18 0.75 -0.18 0.62 -0.15

포전
매매
가격
기준

06 -0.81 0.32 -0.70 0.27 -0.92 0.36 -0.92 0.36

07 0.60 -0.23 0.50 -0.19 0.59 -0.23 0.48 -0.19

08 -0.56 0.22 -0.49 0.19 -0.64 0.25 -0.64 0.25

09 -0.95 0.37 -0.82 0.32 -0.91 0.36 -0.75 0.29

10 0.90 -0.35 0.76 -0.30 0.89 -0.35 0.73 -0.28

11 -3.77 1.47 -3.23 1.26 -3.66 1.43 -3.02 1.17

12 0.42 -0.16 0.35 -0.14 0.41 -0.16 0.34 -0.13

13 -0.91 0.22 -0.79 0.19 -0.87 0.21 -0.72 0.17

표 3-5. 가을배추 산지시장가격과 균형물량(생산량)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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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재배가

없을 시

농가

수취

가격

연

도

기대수취가격 적용 실제수취가격 적용

계약안정대 초과/미만분에 대해

농가부담률이

15%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30%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15%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30%라고 가정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산지
가격
기준

06 0.07 -0.74 0.12 -1.18 0.03 -0.30 0.03 -0.30

07 1.61 -26.35 1.49 -24.35 1.53 -25.03 1.26 -20.62

08 0.38 -3.29 0.40 -3.48 0.37 -3.22 0.37 -3.22

09 0.32 -3.29 0.36 -3.48 0.30 -3.22 0.30 -3.22

10 1.88 -26.43 1.74 -24.42 1.79 -25.12 1.47 -20.68

11 -4.43 34.95 -3.94 31.09 -5.63 44.48 -4.87 38.43

12 1.47 -22.18 1.36 -20.58 1.39 -21.00 1.15 -17.29

13 1.76 -11.58 1.67 -10.96 1.64 -10.77 1.35 -8.87

포전
매매
가격
기준

06 -1.58 16.05 -1.37 13.92 -1.78 18.19 -1.78 18.19

07 1.07 -17.61 0.90 -14.82 1.06 -17.35 0.87 -14.29

08 -1.16 10.19 -1.02 8.91 -1.31 11.47 -1.31 11.47

09 -2.04 10.19 -1.77 8.91 -1.96 11.47 -1.62 11.47

10 1.69 -23.82 1.43 -20.12 1.66 -23.39 1.37 -19.27

11 -8.42 66.48 -7.22 56.97 -8.18 64.59 -6.74 53.19

12 0.81 -12.18 0.68 -10.18 0.80 -12.06 0.66 -9.93

13 -1.98 13.00 -1.72 11.31 -1.90 12.50 -1.57 10.29

표 3-6. 가을배추 계약재배 참여 농가와 미참여 농가의 소득에 미친 영향

한 가지 주의 깊게 분석결과를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계약재배 사업 미

참여 농가와 계약재배 참여 농가의 소득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이

다. 이는 만일 계약재배 참여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량

이 늘어나게 되었다면, 이는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의 소득은 증가시키

겠지만 시장 차원에서 본다면 공급량을 증가시켜 시장가격을 하락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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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소득은 감소시키는 결과

로 귀결되게 된다. 따라서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의 소득변화와 참여하

지 않은 농가의 소득변화의 방향은 서로 상반되게 도출되는 것이다.

4.3.2. 난지형 마늘

계약재배 사업이 난지형 마늘의 산지 시장가격과 균형물량에 미친 영향

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계약재배가 없을 경우 농가수취

가격으로 해당연도의 산지 가격을 적용한 결과, 계약재배 사업이 산지 가

격에 미친 효과는 최대 3.02%에서 최소 -2.26%로 나타났다. 전체 생산량

에 미친 효과 역시 최대 2.12%에서 최소 -2.23%로 분석되어 영향이 미미

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가수취가격으로 해당 연도의 산지 포전매매 가격을 

적용한 경우, 계약재배 사업이 산지 가격에 미친 효과는 최대 0.33%에서 

최소 -0.9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체 생산량에 미친 효과는 최대 

0.93%에서 최소 -0.98%로 분석되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

약재배 사업이 난지형 마늘 시장에도 미미한 영향을 미친 이유 역시 전체 

난지형 마늘 생산량 중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생산량이 15% 미만의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재배 사업이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소득

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계약재배가 없을 

경우 농가수취가격으로 해당연도의 산지 가격을 적용한 결과, 계약재배 사

업이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소득에 미친 효과는 최대 

5.85%에서 최소 -5.1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계약재배 참여 농가들

의 소득에 미친 영향은 최대 6.89%에서 최소 -13.12%로 분석되어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계약재배가 없을 경우, 농가수취가격으로 해당연도의 

산지 포전매매 가격을 적용한다면, 계약재배 사업이 계약재배사업에 참여

하지 않은 농가의 소득에 미친 효과는 최대 2.52%에서 최소 -2.25%인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계약재배 참여 농가들의 소득에 미친 영향은 최대 

3.0%에서 최소 -5.72%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난지형 마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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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재배가

없을 시

농가

수취

가격

　

연

도

기대수취가격 적용 실제수취가격 적용

계약안정대 초과/미만분에 대해

농가부담률이

15%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30%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15%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30%라고 가정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산지

가격
물량

산지

가격
물량

산지

가격
물량

산지

가격
물량

산지
가격
기준

06 -0.85 0.33 -0.95 0.37 -0.64 0.25 -0.52 0.20

07 0.14 -0.06 -0.17 0.07 0.39 -0.15 0.32 -0.12

08 -2.26 0.88 -2.23 0.87 -1.94 0.76 -1.60 0.62

09 -0.69 0.27 -0.85 0.33 -0.45 0.18 -0.37 0.15

10 2.84 -1.11 2.12 -0.83 3.02 -1.18 2.49 -0.97

11 0.79 -0.31 0.34 -0.13 1.05 -0.41 0.87 -0.34

12 2.19 -0.85 1.57 -0.61 2.38 -0.93 1.96 -0.76

13 -0.88 0.21 -1.00 0.24 -0.65 0.15 -0.53 0.13

포전
매매
가격
기준

06 -0.37 0.15 -0.42 0.16 -0.28 0.11 -0.23 0.09

07 0.06 -0.02 -0.08 0.03 0.17 -0.07 0.14 -0.05

08 -0.99 0.39 -0.98 0.38 -0.85 0.33 -0.70 0.27

09 -0.30 0.12 -0.37 0.15 -0.20 0.08 -0.16 0.06

10 1.25 -0.49 0.93 -0.36 1.33 -0.52 1.10 -0.43

11 0.35 -0.14 0.15 -0.06 0.46 -0.18 0.38 -0.15

12 0.96 -0.38 0.69 -0.27 1.05 -0.41 0.86 -0.34

13 -0.39 0.09 -0.44 0.11 -0.28 0.07 -0.23 0.06

산지의 시장 가격이나 포전매매 가격과 계약 단가의 차이가 가을배추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계약재배 사업이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의 소

득에 미친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7. 난지형 마늘 산지시장가격과 균형물량(생산량)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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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재배가

없을 시

농가

수취

가격

　

연

도

기대수취가격 적용 실제수취가격 적용

계약안정대 초과/미만분에 대해

농가부담률이

15%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30%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15%라고 가정　　

농가부담률이

30%라고 가정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산지
가격
기준

06 -1.75 4.60 -1.96 5.14 -1.31 3.46 -1.08 2.85

07 0.33 -0.52 -0.39 0.63 0.89 -1.41 0.73 -1.17

08 -5.12 6.89 -5.06 6.81 -4.41 5.92 -3.63 4.88

09 -1.23 6.89 -1.51 6.81 -0.81 5.92 -0.66 4.88

10 5.49 -12.21 4.09 -9.11 5.85 -13.01 4.82 -10.72

11 1.57 -2.62 0.67 -1.13 2.09 -3.50 1.73 -2.88

12 4.83 -9.07 3.48 -6.52 5.26 -9.88 4.33 -8.13

13 -2.16 3.75 -2.45 4.27 -1.58 2.75 -1.30 2.27

포전
매매
가격
기준

06 -0.77 2.02 -0.86 2.26 -0.58 1.52 -0.48 1.25

07 0.14 -0.23 -0.17 0.28 0.39 -0.62 0.32 -0.51

08 -2.25 3.03 -2.23 3.00 -1.94 2.61 -1.60 2.15

09 -0.54 3.03 -0.67 3.00 -0.35 2.61 -0.29 2.15

10 2.42 -5.37 1.80 -4.01 2.57 -5.72 2.12 -4.72

11 0.69 -1.15 0.30 -0.50 0.92 -1.54 0.76 -1.27

12 2.13 -3.99 1.53 -2.87 2.32 -4.35 1.91 -3.58

13 -0.95 1.65 -1.08 1.88 -0.69 1.21 -0.57 1.00

표 3-8. 난지형 마늘 계약재배 참여 농가와 미참여 농가의 소득에 미친 영향

4.4. 시사점

계약재배 사업은 그동안 재원조달의 한계, 계약위반 등 시행상의 어려

움, 적절한 계약단가의 산정 등 제약요인 때문에 확대되어 실시되는 데에

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품목에 따라 전체 생산량 중

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출하되는 물량은 5% 미만(가을배추)에서 2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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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등 낮은 비중에 머물렀다. 계약재배 사업은 참여 농가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취가격을 보장받기 때문에 작물선택과 생산에 있어 안정적인 영

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계약재배 사업은 계약단가를 

보장한다는 특성상 계약재배가 없었을 경우에 생산되었을 물량보다 더 많

이 생산되도록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재배

가 없었을 경우에 생산되었을 물량보다 더 적게 생산되도록 생산을 줄이는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적 노지채소인 가을배추와 난지형 마늘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의 효

과를 평가하였다.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물량의 비중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작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가을배추의 경우 가격의 등락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약

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은 만일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소득에 비

교하여 계약재배로 인해 최대 66.48%의 소득 증가 효과를 얻은 경우도 있

었으며, 최소 -26.35%에 이르는 소득감소 효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다. 난

지형 마늘의 경우 가격 등락이 상대적으로 작아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

은 최대 6.89%의 소득 증가 효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으며, 최소 -13.12%

에 이르는 소득 감소 효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다.

수급안정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계약재배 사업은 2014년 기준 7,000억 

원이 소요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계약재배 참여 농가들의 소득 증가 효과

는 미미하며 계약재배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소득이 감소되는 결

과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계약재배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가 입장에서는 계약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불확

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병

옥 외(2011)에 따르면 산지유통조직의 62.4%가 농가와의 계약파기를 경험

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계

약단가가 산지 포전매매 가격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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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위험 대응: 경영회생지원제도 

5.1. 추진 현황 및 성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및 재해 등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농가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부채대책 방식(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1)에 의한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과 2006년부터 

도입된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15년 9월 말

까지 총지원액은 5,11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8,500만 원이다. 최

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지원액은 212억 원으로 연평균 지원농가는 155농가 

내외이다. 2006년 이전은 농가부채대책 일환으로 일괄지원 성격이 강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원율은 평균 예산(600억 원) 대비 35.4% 수준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문제점은 첫째,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매

년 200억～600억 원씩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집행률은 30～50%에 그치고 

있다. 지원 실적이 낮다는 것은 자금에 대한 수요파악이 잘못되어 공급액

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수요자의 경영개선으로 인해 자금의 불필요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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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연체율이 높다는 점이다. 2015년 9월 말 농업경영회생자금 연체율은 

2.86%로 총정책자금 연체율 0.53% 대비 5배 이상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

고 있다.27

27 김미복 외(2014)의 내용 중 일부를 재인용하고 수정·업데이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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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지원

자격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

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 급락 등

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

업인(농업법인 포함)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

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의

원리금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

일이 도래한 경제사업 연체채

무

농경지, 농업용 시설 도는 농작

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대위변제할 농업용 자금

시설 개보수 자금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28

<일반농업경영체>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가

3,000만 원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시설농업 축산농업경영체>

일반농업경영체 요건 충족

환매가능성 100% 이상이고 시설 축

산부문의 농업소득이 총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매입대상>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지원

한도 및

조건

융자액 전액

연리 3%(2015년 1월부터 1%

적용)
29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임대기간 7년(3년 연장 가능)

임대료는 필지별 매입가격의 1%

융자 100%, 무이자

농업인 10억 원, 농업법인 15억 원

담당

기관
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

표 3-9.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비교

자료: 각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8 운영자금의 경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29 2014년까지 이자율은 3%였으나, 국회와 농업인 등의 요구로 2015년부터 1%로 

인하하였으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1%의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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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

대출잔액

대출재원

대출금액 수혜자 평균액 농협은행 상호금융 계

5,113 6,033 0.85 1,271 344 927 1,271

구분
2009
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10~’14년
평균

예산 9,900 500 600 600 600 600 12,800 580

대출액 3,964 198 264 196 271 132 5,025 212

집행률(%) 40.0 39.6 44.0 32.7 45.2 22.0 39.3 36.6

농가 수 5,319 209 226 151 105 83 6,093 155

평균액 0.75 0.95 1.17 1.30 2.58 1.59 0.82 1.52

농업경영회생자금 타 자금 연체율

대출잔액
(A)

연체액
(B)

연체율
(B/A)

정책자금 상호금융 농협은행

1,271 36 2.86 0.53 1.95 1.69

표 3-10. 농업경영회생자금과 타 자금 연체율 비교(2015년 9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3-11. 대출 잔액(2015년 9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3-12. 연도별 집행률과 신규대출 추이

단위: 억 원, 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한편, 농업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액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지원 인원도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사업 참여도

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비 지원 비율도 초기에는 50%

이하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95% 이상의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지

원 인원은 2006년 185명에서 2014년 1,227명으로 5.6배 증가했고, 지원 면

적은 같은 기간 312ha에서 1,227ha로 2.9배, 지원 금액은 422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5.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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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실적(A) 지원실적(B) 비율(%, B/A)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2006 378 554 942 185 312 422 48.9 56.3 44.8

2007 671 915 1,714 444 629 953 66.2 68.7 55.6

2008 842 1,266 2,349 493 705 1,195 58.6 55.7 50.9

2009 885 1,304 2,750 639 880 1,700 72.2 67.5 61.8

2010 1,362 2,388 3,219 1,148 1,369 2,400 84.3 57.3 74.6

2011 1,036 1,613 2,795 978 1,312 2,400 94.4 81.3 85.9

2012 1,043 1,429 2,640 1,009 1,302 2,600 96.7 91.1 98.5

2013 1,027 1,302 2,688 1,021 1,249 2,565 99.4 95.9 95.4

2014 931 1,310 2,721 928 1,227 2,600 99.7 93.7 95.6

소계 8,175 12,081 21,818 6,845 8,985 16,835 83.7 74.4 77.2

그림 3-3.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제도 운영방식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표 3-1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 대비 지원 실적

단위: 명, ha, 억 원

주: 2006년에는 57농가(81ha, 90억 원) 환매를 신청한 실적이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내부자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농가당 평균 지원액은 2.4억 원이며, 2억 원 이

하로 지원받은 농가는 53.9%(3,687명)로 비교적 소규모농가들이 주로 신

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위기 사유별로 보면 부채농가가 98%인 6,717명

(8,808ha, 1조 6,565억 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농가는 

2%인 128명(185ha, 27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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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만 1억~2억 원 2억~3억 원 3억~5억 원 5억 원 이상 계

1,115 2,572 1,393 1,101 622 6,845

부채농가 재해농가 소계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6,717 8,808 16,565 128 185 270 6,845 8,985 16,835

표 3-1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내부자료.

표 3-15.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 사유별 지원 실적

단위: 명, ha,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내부자료.

5.2. 주요 쟁점30

전면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부문의 시장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

회생 지원 대상농가도 불가피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악성채무에 시달

리는 농업인들의 채무회생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경영회생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워크아웃제, 개인회생제도가 있음에도 별도의 농가경영

회생지원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현행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와 농림업소득자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소득자를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므로 농업부문의 특성이 충분히 반

영되지 못해 차별성이 부족하다. 농가는 가계로서 소비주체이면서 영농활

동을 하는 생산주체로서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

도는 소비주체인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금융 중심이어서 기업적 특성

을 갖고 있는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0 황의식 외(2008)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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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회생제도는 지원대상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의 혜

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기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농

가에게는 차별적 혜택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일 금융기관에서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채무구조상의 조건이 있다. 그러나 농가는 일반적으로 정책

자금 이용 등 금융행위가 상호금융인 농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조

건을 맞추기 어렵다.

넷째, 개인회생 절차는 안정적 수입을 일정 기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

이 있으나 농업 특성상 농가의 수입원은 불확실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한다. 농가의 금융거래 특성상 자산인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담보 제공된 농지가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

한 경우 안정적 수입 확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자본집약적 농업은 주로 축산업과 시설원예에서 이루어지는 바,

가축, 시설채소, 농축산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기간 이상 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상품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채무자인 농

가는 물론, 채권자인 금융기관도 손실을 입게 되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종농업을 주로 하는 농가의 자산은 농지인 바, 대규모 재

해 등으로 일시적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 대량 농지 매물 가능성도 상존한

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농지가격 하락과 그로 

인한 농촌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 등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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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조성기능 지원제도: 자조금제도

6.1. 추진 현황 및 성과

자조금(self-off funds 또는 check-off funds)은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조달한 재원을 말하며, 법적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

에 의해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 수금하여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으로 정의된다(박성재 외 2012: 11). 자조금의 활동분야는 자

구대책, 생산자조직화, 공동위험부담, 산업촉진, 정책형성의 참여, 산업의 

장기발전 도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조금법 에서 정한 용도는 소비·

홍보 촉진, 교육 및 정보제공,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

성화 사업, 소비촉진·품질 및 생산성향상·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조사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박영인 2004).

자조금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생산자들이 스스로 시장대

응 능력을 키워가는 정책 배경과 FTA 추진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산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농산물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급

락과 같은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기에는 유통명령

제(marketing order)를 마련하였다. 이후로는 각 품목 단체들의 소속 농업

인들이 판매액 일부를 적립한 후 시장상황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준비하였다.

자조금제도는 자조금 납부자, 수납자, 관리·운용기구, 감독기구로 구성되

어 있으며 법과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자조금제도는 참여(의무/임의)자에 

대한 자조금의 부과지점(징수행위)이 명확해야 하며, 거출 방법이 효과적

이고 부과금에 대해 모두 거출할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박

성재 외 20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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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자조금제도의 구조

자료: 박성재 외(2012)에서 재인용.

농업부문 최초의 자조금은 1992년 양돈과 양계(산란계와 육계 포함)부

문에서 임의자조금이 결성되었으며, 1999년 낙농자조금, 2000년 파프리카

와 참다래 자조금 등 현재 32개 품목(원예 23개, 축산 9개)의 자조금이 운

영되고 있다. 이 중 의무자조금은 인삼, 한우, 낙농, 한돈, 계란, 닭고기, 오

리, 육우 등 8개 품목이며, 기타 품목은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자조금단체 선정 기준31은 품목별 생산자조직 또는 생산액이 상

위 30위 안에 포함되는 품목인데, 그중 쌀, 버섯, 콩, 고구마, 호박, 볏짚 등

은 아직 자조금이 결성되지 않았다.

자조금 조성 방식은 원예부문의 경우 주로 정률 방식인 반면, 축산부문

은 대부분 정액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원예부문에서는 출하액당 

0.11~3% 범위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인삼·고추, 육묘, 파프리카

는 면적당 일정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거출하고 있다. 축산부문은 

대부분 도축장 또는 집유장을 거치기 때문에 마리당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

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봉부문만 연간 3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31 이러한 조건에 들지 않더라도 생산자의 의사가 확실하고 자조금을 운영할 기

구 등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승인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품목

이 복숭아, 자두, 참다래, 육묘, 가지, 난, 분화, 절화, 친환경농산물, 양록 등 10

개 품목이다(박성재 외 20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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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명

원

예

의무(1) (’15)인삼

임의(22)

(’00)파프리카, (’01)참다래, (’03)사과, 화훼, (’04)단감,

(’05)가지, 참외, (’06)딸기, 친환경, (’07)복숭아, 오이, 육묘,

(’08)감귤, (’10)무 배추, 고추, 마늘, 배, 양파, 토마토, 포도,

(’12)풋고추

축

산

의무(7)
(’05)한우, 한돈, (’06)낙농, (’09)계란, 닭고기, (’13)오리,

(’14)육우

임의(2) (’07)사슴, (’09)양봉

표 3-16. 자조금 운영 현황(2014년 기준)

주: ( ) 안은 승인 연도를 나타내며,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품목은 의무

자조금 승인연도만을 표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내부자료; aT 산지유통부 내부자료.

농업부문 자조금은 최근 5년간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자조금 총액은 2010년 대비 7.2% 하락한 609억 원 수준이다. 원예분야는 

2010년 201억 원에서 2012년부터 크게 하락해 43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4년도에 소폭 하락

하여 566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5. 자조금 변화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내부자료; aT 산지유통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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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부문별 의무 자조금 변화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내부자료; aT 산지유통부 내부자료.

의무자조금은 대부분 축산부문에서 2014년 기준 559억 원이 결성되었으

며, 거출률도 점차 상승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의무

자조금(축산) 총액은 2008년 411억 원에서 2014년 559억 원으로 36.1% 증

가했다. 또한, 의무자조금(축산) 거출률은 2008년 53.5%에서 2014년 69.1%

로 15.6%p 상승했다.

임의자조금은 대부분 원예부문에서 2014년 기준 180억 원이 결성되었으

며, 거출률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의자조금(원예) 총액

은 2010년 171억 원에서 2014년 180억 원으로 5.7% 증가했다. 또한, 임의

자조금(원예) 거출률은 2010년 53.4%에서 2014년 58.3%로 4.9%p 상승했다.

품목별로 자조금 결성 현황을 보면, 축산부문의 자조금 결성액이 원예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우의 자조금이 247억 원으

로 가장 많고, 한돈(174억 원), 낙농(76억 원) 순이다. 원예부문의 경우 절

화가 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파프리카(23억 원), 감귤(22억 원), 친환경농

산물(14억 원), 백합(13억 원) 등의 순이다.

그림 3-7. 부문별 임의 자조금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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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내부자료; aT 산지유통부 내부자료.

그림 3-8. 품목별 자조금 총액 현황(2014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내부자료; aT 산지유통부 내부자료.

품목별로 자조금 거출률을 보면 평균 60%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자

조금 운영이 활발한 일부 품목(한우, 한돈 등)에서 70% 이상의 거출률을 

보이고 있다. 낙농은 자조금 결성액에 비해 거출률이 56.5%로 비교적 낮

고, 절화, 파프리카와 감귤도 각각 57.9%, 54.0%와 53.4%로 결성액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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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요 쟁점

6.2.1. 자조금제도 운영 목적과 현실 간 괴리

자조금은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을 통한 공동의 이익 

추구는 해당 품목별 소비 촉진, 수급조절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해 경영안정

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경종 및 원예작물에 비해 수직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축산부문의 자

조금은 의무자조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시행 

등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예작물의 경

우 대부분 임의자조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무임승차 문제에 노출되

어 있다. 또한 자조금 재원 조성 측면에서도 정부 의존도가 높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낮아 농가 자조적 경영안정 수단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6.2.2. 자조금제도 운영상의 문제32

자조금 운영의 문제점으로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자조금

제도의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조금 주체의 문제(개별 생산자 없

는 생산자 단체의 회원 자격 부여), 핵심사안의 대의원 위주 의사결정, 자

조금 참여 동기와 사업 성과 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둘째, 자조금 단체와 정부 간 역할 분담 문제이다. 자조금은 생산자의 이

익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이를 지원·감독하는 역할만 수행하여 자조

금 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는 자조금 

단체의 사업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5:5 지원방식에서 파생).

이는 자조금 사업 활성화(특히, 수급조절)를 위해 제공하는 거출금에 비례

한 정부 보조금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33

32 박성재 외(201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3 해외에서는 수급조절을 자조금의 목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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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 자조금제도은 생산자 스스

로 자금을 조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하지

만 대부분의 임의자조금 품목 생산자는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특히, 원예 품목의 자조금은 생산자단체(농협 등)가 자조금을 대납하고 있

어 자조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자조금에 대한 인식 결여는 저조한 거

출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생산자 간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갈등이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7. 농업경영체 지원체계: 농업경영체등록제·농업컨설팅

7.1. 농업경영체등록제34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

입되었다. 농업경영에 있어 핵심문제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하

여,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8년 6월부터 실시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괄등록 기간을 거친 이후, 2010년 1월부터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되었다.

2009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융자·보

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의무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였기에 사실상 정책대상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상시관리 체

조절 및 소비촉진 등의 행위를 공공부문에서 조절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등록사업 시행지침서를 참조·인용하였다

(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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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였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농 경

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등록과 현행 등록된 경영체의 정보를 갱신하는 

변경 등록이 있다.

신규등록 대상은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

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이며, 등록 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이다. 등록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

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대상 정보는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 

정보, 가축 정보 등이다.

변경등록 대상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태를 변경하려는 자발적 경

영체와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

을 받은 경영체이다.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각종 보조금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농가의 등록률이 

높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선별적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축적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직접지불제 등의 농림사업(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반영)과 연계되므로, 이들 정책사업의 대상 선정 및 사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35

농가의 경영체 정보 등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

가 있다. 둘째, 농업법인들은 경영체 등록에 소홀(현재 약 5,000개소 등록)

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셋째, 농가의 농업소득이나 경지면

적 등의 주요 자료가 결측치이거나 0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다수여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므로 경영주 입장에서는 농가등록제와 중복되어 이중 등록될 수 

35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수는 총 152

만 3,713개로 파악되었다(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수는 2014년 기준 11만 2,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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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가등록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체계가 요

구된다.

7.2. 농업경영컨설팅의 대상과 경영체 관리 방안

농업경영컨설팅은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매년 농가(또는 농업법인)를 

선정하여 컨설팅 비용 중 국고/지방비(50%) 및 자부담을 통해 지원하는 형

태로 시행하고 있다.36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혁신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

성 제고,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전문 컨설팅 제도이다.37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민간전문가(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농가에 비용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

체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계농(귀농인 포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APC(산지유

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협 등 다

양한 경영체들이 해당된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경영개선, 브랜드개발, 마케팅 및 홍보, 정보화, 시

설설비 및 운영관리, 6차 산업화 등의 소프트웨어·경영부문부터 기술개발,

수출확대, 가업승계, 경영체 전환, 지적재산권, 농업투자 등까지 광범위하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1999년에 시작한 이후 2009년까지 10년 동

안은 컨설팅 공급업체 수나 지원 농가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4년에는 1999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근 농

업경영컨설팅이 부진한 배경에는 종합컨설팅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

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컨설팅 분야는 R&D,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 경영 분야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IT, 바이오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36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인용하였다.
37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과 재배 기술, 축산물의 번식, 방역, 위생 

관리 등 축산기술 등 생산 분야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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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2개 분야의 전문성만을 확보한 컨설턴트가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8.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8.1.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목표 불명확

우리나라 농업은 세계시장에서 농산물 수입국 위치이며, 농업자원이 부

족하고, 국제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농업에서 창출하는 서비스의 수

요자인 일반 국민의 농식품의 안전성과 안정적 공급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

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국토자원의 효과적 관리 수요도 증대하

고 있다. 농업 내부적으로도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공급량 증가와 그에 

따른 농가교역조건 악화, 농업수익성 저하에 따른 농업소득 하락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전업농가들은 전업화·규

모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경

영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는 문제점도 동시에 있다.

농업의 내외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이 당면한 문제

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과 정부 간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업 현실에 기초하여 농업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안정화는 농정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명확한 농정목표가 수립되어야 그에 따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운용 목표와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농업정책의 비전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으로 ‘맞

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농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농업부문에 

희망과 가능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맞춤형’이라는 개념이 모호

하고,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낮은 곡물 자급률 문제 해소, 농지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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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원과 더 나아가 국토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농업의 역할, 친환경 

농업 추진 등 농업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농업경영안정화 측면에서도 재해보험, 직접지불제, 경영회생지원제도 등

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들의 운영 방향과 목적만 제시되어 있다. 품목

별 위험의 특성과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향과 목표 제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부문이 이루어야 할 비전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제시하고,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특성에 기초한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방

향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어떤 목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떤 

수단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8.2. 농업경영위험 특성별 차별적 접근 부족

농업경영위험 실태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품목별 특성에 따라 형태 및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재해위험, 질병 및 병해충 위험,

경영비 상승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농업위험(가격위험, 생산

위험, 재무위험)에 대하여 부분적인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체계적이고 차별

적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는 부족하다.

가격위험에 대응하는 수급안정지원제도의 경우, 사후적·단기적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농업경영안정은 부수적인 특성이 있다. 가격

위험에 대응하는 수급안정지원제도는 가격 및 생산변동이 심한 품목을 대상

으로 소비지시장에서 원활한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해당 품목 재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화는 부차적 목적이며, 소비지시

장에서 품목별 원활한 수급과 물가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다.

즉, 농산물 생산 및 가격위험 자체를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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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수급안정화에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시장개입은 농가 입장에

서 위험을 분산(hedging)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일정 부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경영비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소득률 저하 대응방안이 부족하다. 최근에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 등 품목 전반

에서 소득률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쌀고정직불금이나 밭농업직불금

의 경우 농업여건 변화와 정책적 판단에 따른 지원 단가 설정으로 경영비 

상승과 같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경

영비 상승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안정 차원에서 경영비 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고정직불금 형태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 및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전

문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체들의 변화는 비용절감, 시

장교섭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의 측면도 있지만 농업경영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지는 문제점도 동시에 있다. 또한 시장지향적 농업으로 나아가면서 농업 

내부에서도 영농실패, 대규모 재해 피해 등으로 인한 재무위험에 노출되는 

농가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가의 재무위험에 대한 대응은 시장 기능만으

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농지은행경영회생지원사업이 그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의 특성과 

농가자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경영회생지원제도의 확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3. 쌀 편중 지원 해소 필요

쌀은 대다수 농가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단일 품목으로 생산액 비중

이 가장 높은 대표품목으로 우리 농정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

정에서 쌀의 중요성과 파급력 때문에 양정제도 개혁, 시장개방 등의 과정

에서 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쌀과 다른 품목(원예작물, 축산 등) 간 지원 논리 측면, 지원규모 측면, 관

련 제도 운용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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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쌀 편중지원 문제는 단지 특

정 품목에 대한 지원금 비중이 높다는 측면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먼저, 곡물산업 측면에서 실질적 곡물자급률이 향상되지 못하였고,

사료작물 등 새로운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쌀 

변동직불제 운용을 위한 예산 우선 배정으로 쌀 이외 품목 정책 개발 및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의 쌀에 대한 

별도의 직불금 지원, 투입재 보조 등과 추가 지원에 따른 자원 배분의 효

율성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

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쌀에 지나치게 편중 지원

하는 것도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요구는 식량은 물론, 다양한 농식품, 아름다운 경관, 청정한 

자원, 안전성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

적 운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8.4. 시장조성기능 역할 미흡

농업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가의 자발적 노

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조성기능이 활발하게 제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즉, 농가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농산물 수요 

창출과 공급물량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도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농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경영

컨설팅 시장의 활성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가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능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자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경종작물의 경우 대다수 품목이 임의자조금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어서 자조금 제도 운영의 필수 조건인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

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는 농가 부담금액을 농협이 대납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자발적 시장조성기능 역할에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농업경영컨설팅 시장도 정부의 지원에 의존적해 시작하였으며,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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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컨설팅시장이 민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농가의 컨설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컨설팅사업 측면에서도 정부당국과 민간시장 간 역할이 명확

하지 않아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경영체 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농업경영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조성기능 관련 제도 개선 및 지

원방식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5. 관련 제도 간 연계성 부족38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운영 방식을 보면, 가격변동 대응 정책들(계약

재배, 비축사업, 수매지원사업)의 목적이 소비지시장에서 단기적인 가격 

및 수급 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경영안정지원제도와의 연계가 부족

하다. 또한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

도이지만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응한 충격 완화장치는 부족하다.

지원 대상 측면에서도 농가는 가격 및 생산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에 직면

해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제도는 지원 대상 측면에서 소비자와 농가의 입장

이 혼재되어 있다. 지원목적도 수급조절과 생산량 감소 충격 완화가 중첩

되어 있다 보니 지원방식도 이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방식-

수급안정-직불제-경영회생제도 등 관련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편은 물론, 확충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의 특성상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며, 개별 지원 

제도의 확충방안에 대한 세부 연구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8 1년차 연구인 박준기 외(2014: 101-102)에서 인용·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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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 비전과 농업경영안정의 필요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경제적 가치는 줄고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필수재를 생산하는 농업의 가치는 계량화된 수치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와 미국 등도 경제가 성장할수록 농업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39 우리

와 유사한 농업구조와 자급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도 최근에 농정 

목표와 방향을 환경 및 자원 보전과 안정적 식량공급에 두고 농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주요 국가의 농업에 대한 접근이 단지 시장개방의 피해산업·사양산업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량을 공급하고, 자원

을 관리하며,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는 농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

에 기초한 것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의미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줄이는 수준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를 

39 미국, 호주 등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는 농산물 수출국이어서 우리 

농업과 여건이 다르지만, 영국의 경우 식량과 자원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함

께 안정적 식량 공급에 중점을 두면서 50%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100% 수준으

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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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다. 또한 국토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농가들의 영농활동의 외부경제

효과40를 통해 별도의 재원투입 없이도 국토자원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식량, 자원보전 및 관리,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안정화는 농업에 부여된 식량의 안정적 기능과 국토자원의 효

과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 과제이다. 농업 경영상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전과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피해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도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

하도록 농가 이행조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

재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 OECD 주요국의 식량자급률 비교(2010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40 경제주체(기업, 농가 등)의 생산 활동이나 개인의 행위가 다른 기업의 생산 활

동이나 소비자의 효용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리한 영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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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은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원 및 환경 보전, 경영안정화를 통

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농업생

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

급해야 한다. 세계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식품 수요 증대에 따른 식량 

부족 가능성,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 불안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식량 확

보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안정적 식량

공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계 유지와 생물다양성 확보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공

익적 기능을 위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농업

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수단이자 국가차원의 자연자원인 

토지, 물 등을 지속가능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합리적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화와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을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 접근으로부터 산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

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를 구분하는 선택적 방식으로 전한하고, 식량공급,

자원관리 및 보전 등의 역할이 큰 농가에 필요한 지원이 합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 인간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업>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신뢰받는 농업

◦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 농업인의 합리적 삶 영위가 가능한 안정적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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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

구 분 기 존 전 환

접근방식
획일적 접근

(농업생산 중심)

종합적 접근

(농업생산 환경 지역사회)

주 체 농업인과 정부
농업인, 정부,

민간, 지역사회

시 점
현안 대응

(단기적 농산물 공급)

미래 준비

(생산·환경·삶의 동시 고려)

범 위
국내시장

(수입 최소화)

국제시장

(세계시장 진출)

자료: 박준기 외(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4-2.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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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UN)>

UN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UN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2002)의 이행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의존적

이고 보강적인 세 가지 중추적 요소(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자연보호)를 통

합”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과 목표는 리우+20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UN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세 방향의 

규범적 프레임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일관되고 포괄적이고 평등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훨씬 더 

큰 기회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높인다. 평등한 

사회 발전과 통합을 조성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에 맞서 생태계의 보전·

재건·복원과 회복을 쉽게 하는 한편, 경제·사회·인류 발전을 지원하는 자연

자원과 생태계에 관한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한다(UN General

Assembly 2012, para.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제시하였다.

1. 기아를 포함한 극단적 빈곤의 종식

2. 지구 위험한계선 안에서의 경제발전 달성

3. 어린아이와 젊은이의 삶과 생계를 위한 효과적 학습 보장

4. 양성평등, 사회통합 모두를 위한 인권을 달성

5.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 달성

6. 농업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촌의 생산성 향상

7. 통합되고,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전환

8. 인류가 유발한 기후변화 억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9.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 확보 및 보호, 자연자원의 안전한 관리

10. 거버넌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

자료: 제프리 삭스(2015).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21세기 북스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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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의 목표와 접근방식

2.1. 농업의 특성과 정부 개입41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연 의존성이 높고,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농가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어서 농산물가격과 생산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은 특

성이 있다. 한편, 농산물시장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농산물 수요는 정체현

상을 보인 반면, 지속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수입농산물의 관세율이 낮

아지면서 농산물 공급 확대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농산물시장에

서 가격의 추세적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농업소득이 낮아

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업의 높은 자연 의존성과 시장개방에 따른 공급 확대,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는 농산물가격의 과도한 변동과 그에 따른 농업경영위험 확대 현

상을 초래하게 된다. 앞 절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가격변동성은 소득변

동성에 큰 영향을 초래하므로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42

농업의 특성과 농산물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첫째, 투자에 대한 리스

크 프리미엄 증가와 그에 따른 투자 감소로 농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높은 가격변동성은 농산물시장에서 확실한 가격신호의 발견을 

방해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 셋째, 농산물 유통측면에서 

가격변동성은 계약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며,

가공단계에서 생산혁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자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

41 박준기 외(2014: 25-31)의 1차년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42 농산물가격 변동과 그에 따른 농업경영위험 확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

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에 다른 재해위험의 빈도 증가와 규모 

확대 가능성, 둘째, 시장개방으로 인한 가격변동성 확대와 추세적 가격 하락 

가능성, 셋째, 가격 매개기능 불완전성(imperfect price transmission)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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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한다.43 이러한 결과는 농업경영위험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농가

경제는 물론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

하다. 정책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44 첫째, 농산물

가격은 일반 공산품에 비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농산

물가격은 수급의 외생적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투자결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산물가격 안정화

를 위해서는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일반 공

산품가격 변동성보다 크다. 한편, 농업소득은 총수입과 경영비(중간재비,

감가상각비, 노임, 이자, 지대 등)의 차액으로 결정되는데 투입재의 작은 

가격 변화에도 높은 소득 변동성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셋째, 농업부문은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농가의 가격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비농업부문에 비해 낮아 농업경영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금융시장

이 제 기능을 하는 일반 산업부문에서는 시장 불안정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세 가족농 중심의 농업부문에서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은 

가격변동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45

43 박준기 외(2014: 26).
44 농업부문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론도 존재한다. 첫

째, 산업부문에서 위험은 일반적 현상이며, 일부 위험(예, 투자부문)은 농업부

문 위험보다 더 큼에도 보조금을 받기보다는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농

업부문 위험은 알려져 있으며, 농가 단위에서 소득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

한 수단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농가 단위에서 위험 대응 

전략 채택의 인센티브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농가가 직면한 위험을 

줄여주는 것은 기술진보와 혁신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5 물론 축산, 과수, 화훼 등 일부 부문은 일반 농가보다는 변동성을 극복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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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안정화,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 삶 영위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2.2.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의 목표

2.2.1. 정책 목표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안정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의 원칙은 농업정책 비전

에 근거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장

개방·기후변화·경영비 상승 등 농업경영위험 요소들로부터의 영향 최소화

를 통한 안정적 삶의 영위에 두어야 한다.

첫째,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담당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함

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식량 공급,

환경보전, 자원관리, 지역사회 유지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재인

식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자원보전·관리 및 환경

친화적 농업을 위한 이행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강화하고, 그에 따른 반

대급부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격급락, 경영비 상승, 시장개방의 직접피해 등 농업수익성 저하 

가능성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시장개방·자연재

해 등 경영위험 요인이 늘어나고, 광역화되면서 가격등락 현상이 반복되

고,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의 직접피해로 인

한 농업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공

급량 증가와 투입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농업수익

성의 낮아지고, 이는 농업소득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영위험 

요인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경영안정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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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정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산물 공급증가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가격변

동성 확대, 전업화·규모화된 농가 비중 확대에 따른 경영위험 관리의 중요

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농업소득 급락 가능성, 일시적 재무위험 노출 등으

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경영안정장치 보완으로 안정적 농업경영과 

삶의 영위가 가능한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지원해야 한다.

2.2.2. 정책의 기본 틀46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정형화된 정책 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미국, EU,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안정화 정

책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과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장가격안정화 방안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안정화를 위하여 시장

에 직접 개입하여 농산물의 구매 및 격리 실시, 민간 저장 지원, 수입관세

제도, 수출지원금, 소비촉진 보조지원 등을 실시한다.

둘째, 사후적 소득안정방안이다. 직접지불, 경기변동 대응 지원, 수입 및 

소득보험, 위기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지원 등의 방식으로 사후적 소득

안정화를 도모한다.

셋째, 가격위험 헤지 방안이다. 선물거래, 농작물의 파생상품화 등 시장

수단을 활용하여 농업위험을 외부화하는 방안이다.

넷째, 생산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농작물보험제도를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보험은 수확량 변동 혹은 농가의 수입변동에 

따른 농업소득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수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정부지원 방식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험방식의 지원제도가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농작물보험

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은 농업부문의 민간 보험시장 및 금융시장의 불

완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 농업부문 위험은 대규모, 예측의 한계, 광역성 

46 박준기 외(2014: 25-31)의 1차년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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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등의 특성이 있어서 위험분담(pooling)에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민간 보

험시장의 보험료는 농가 지불의향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농업위험의 특성

으로 인한 정보비대칭으로 도덕적 해이, 역선택 문제, 지대추구 행위 및 높

은 거래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보험제도는 수량위험으로부터 가격위

험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지원에 의한 농작

물보험의 비용 효율성 및 시장왜곡 최소화 수단 여부, 농업내부에서 제기

되는 형평성 문제, 생산 연계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농정에서도 소득보전, 재해보험, 수급안정지원제도 등 주요국의 정

책 수단과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정여건 변

화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입되어 제도의 개편 및 확충 그리고, 제도 

간 연계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뿐만 아

니라 농업경영체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4-3. 농업경영위험 대응 정책의 기본 틀

자료: 박준기 외(20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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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책수단 주 요 내 용 특성 및 문제

시장가격

안정화

투입재

보조

- 관개용수 지원

- 비료 및 농약 지원

- 저리융자 지원

- 보조 투입재의 과잉사용

- 위험성 높고, 부적합한 농산물

의 과잉생산 초래

시장가격

지지

- 최소보장가격지지

- 비축 및 공급관리

- 가격안정사업

- 국경조치

(관세및수입제한)

- 생산량 안정 효과는 있지만,

높은 국내시장가격으로 농가

위험관리 기피

- 투입재 과잉 사용

- 농가로의 낮은 소득이전효과 등

사후적

소득안정

직접지불

- 현행 생산량 혹은 농지 등

생산요소 기준으로 지원

(농지규모, 가축 수, 투

입재 제한, 농업소득 수

준, 영농실적 등)

- 일정부분생산과연계되어있음.

- 소득효과를 통해 농가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침.

부족불

지원

- 사전적 고정수준 가격을

농가에 제시
- 특정 혹은 전체 농산물의 수

확량 혹은 수입 기준 보장

목표
안정화

지불

- 소득손실의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위험완화 도모

가격위험

헤지

선물거래
- 가격발견과 가격위험 회피

- 선물거래적용품목의제한

- 높은 거래비용

- 관련정보, 교육, 기반조성 등파생상품

재해

위험

재해보험,

재해지원

- 대규모자연재해로민간보

험으로 처리 한계인 상

황에서 국가 지원

- 작물 수확량 손실 기준(미국)

- 전체수입손실기준(헝가리)

- 농가의복지수준기준(호주)

FTA 이행, 양곡정책의 전환과 같은 제도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손실 발

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보전은 불가피하다. 한편, 농업이 앞으

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통

한 지속가능한 농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

는 수준의 이행조건 준수와 그에 따른 농업부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연자원 및 전통문화 자원의 보전,

친환경농업 실현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농업경영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표 4-2. 농업경영안정화 관련 정책수단(OECD 국가)

자료: 박준기 외(20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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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1. 품목류별 접근 방향

식량작물의 핵심 품목인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낮고, 단

수 변화도 크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물론, 태풍, 가뭄, 홍수 등 대규모 재

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나타나지만, 통상적으로 재해위험과 가격위험은 

낮은 편이다. 또한 경지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수확기 가격

하락에 대응한 변동직불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

목에도 포함되어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지원제도들이 갖추어져 있다. 반

면,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전반적으로 낮다. 최근에 새롭게 수요가 나

타나고 있는 사료작물 및 유지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

에서 곡물자급률 제고, 논농업의 다양화를 위한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채소류(노지·시설)와 과일류는 경제작물로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시설채소와 과일은 자조금 

방식의 시장조성기능 활성화를 통해 자율적 수요창출 및 수급조절 등의 기

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재해위험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를 통해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나

타나는 직접피해는 물론, 수요대체 현상에 따른 간접피해가 확대되고 있

다. 따라서 직접피해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 확충은 물론, 간접피해에 따

른 소득 상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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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주요 품목그룹 접근방식

축산물은 산업 특성상 생산-가공-유통 단계의 수직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한우를 제외한 대다수 축종이 규모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농적 

성격이 강하므로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조절과 경영안정을 이루는 것이 바

람직하다. 축산업부문 자조금은 의무자조금화가 이루어져 있어 내실화를 

이룬다면 자발적 수급안정 역할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축산업에서 나타

나는 경영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은 가축질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정 

사육두수 유지, 동물복지 개념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해 농가와 정부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

한 축산업의 투입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논농업의 다양화, 곡물자급률 제고와 같은 정

책목표 수립을 통해 경종농업의 다양성 확보는 물론,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경영

부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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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득보전지원제도

소득보전지원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득보전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간접피해로 인한 소득 상실분 보전을 포함하는 지원제

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부여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식

량의 안정적 공급, 환경 및 자원보전, 경관 유지, 생물다양성, 조건불리지

역 거주 등 농업부문이 공급하는 공공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익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현행 직접지불제는 여전히 농업부문의 이행조건이 명

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농가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부족하다.

다음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열대과일은 연중 수입되고 있는데 이 과일들은 국내에서 거

의 생산되지 않으므로 시장개방에 따른 직접피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

나 사과, 배를 포함한 대표적 과일류는 물론, 참외, 수박, 딸기와 같은 과일

과 소비 대체 관계를 갖는 과채류는 간접적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

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간접피해를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은 어려우며, 계

산한다 해도 개별농가 단위로 품목별로 전달함에 따른 행정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며, WTO의 국제규범 일치성 확보도 어렵다. 따라서 소득보전 방식

의 직접지불제 개편을 통해 시장개방 간접피해로 인한 소득 상실분을 보전

하는 방식이 국제규범 및 거래비용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직접지불제 간 역할 정립과 목적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에 따

른 직접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를 보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간접피해는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농업수

익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직불금 방식으로 지원하도

록 밭농업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의 농지직불제로 전환 등 개편을 통해 시

장개방 영향을 완화도록 해야 한다.

쌀 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농가단위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의 영농규모가 영

세하다보니 일부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지원이 집중되고, 영세농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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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금액은 소액이어서 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농가별 지원금액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고정직불금 성격의 직불제는 자원보전 및 관리와 같은 공익

적 기능을 조건으로 지원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새로운 농가별 단가 

산정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 위주의 편중 지원으로부터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직불예산의 60%

이상이 단일 품목인 쌀에 투입되고 있다. 실제 재해위험과 시장개방 피해

가 발생하는 밭작물에 대한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 쌀 편중 지

원에 따른 논농업 다양화와 곡물자급률 제고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한 적극

적 해소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논농업 다양화, 적

정 수준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쌀 위주의 직불제 지원방식으로부터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3. 경영안전망 지원제도

농산물 특성상 기후, 재배면적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농업수입 하락 가

능성이 상존하므로 농업수입을 안정화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경영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거의 

모든 품목의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가격변동

성이 크고, 추세적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영비 상승은 소득률을 

낮추고, 결국 농업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경영비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정직불금 성격의 지원단가 조정 시 농가의 애로사

항 중 하나인 경영비 상승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규모 재해로 인한 생산위험 대응 보험제도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생산량 하락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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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지원사업이 있지만 보험방식이 아닌 정부 차원의 구호 방식으로 

재해피해 산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 방식

의 대규모 재해 지원방안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농가의 전업화·규모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동일

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영농규모가 크고, 단일 품목으로 전업화되어 

있는 경우 그 피해 정도는 소규모의 복합영농방식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재해는 재무위험으로 이어져 농가의 재무건전성 훼손과 지속적 영농

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제

도만으로는 농가의 재무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농업적 특성을 반영한 경영회생지원제도 확충으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지원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에 따른 직

접피해 보전을 위한 제도로 피해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상 시기,

보상 대상, 보상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 피해보전이 이루어지

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전의 효과성 제고를 위

해서는 밭농업직불제의 소득보전 성격 보완을 통한 정책 연계 강화로 보강

하여 품목별 지원방식에서 면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4.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제도와 경영안정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안정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수급안정지원제도는 노지채소 공급불안에 따른 가

격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단기적 수급 안정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소비지 시장에서의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에

는 기여하고 있으나 경영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연계 등 경

영안정화 방안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조합을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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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제도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면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자 스스로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명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자조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 확

보 방향, 참여농가의 의무 부여 등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 관리 및 경영컨설팅 강화방안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현행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 확충 및 활용방안 

마련 등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농업경영컨

설팅사업도 경쟁력 확보가 과거보다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면, 침체 원인을 

파악하여, 농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

적 운영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5. 지원대상 명확화, 정부-농가 간 역할 재정립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농가그룹을 명확히 설정하여 지원함

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체농가 대상의 형평

성 차원 접근방식은 소요재원 대비 낮은 성과, 수혜농가의 실질적 경영안

정 효과 부족, 집행과정에서 행정비용 과다 소요 등 여러 측면에서 낭비 

요인이 있다. 경영안정지원정책 대상 농가그룹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농가 전체가 아닌 특정 규모 혹은 조건 이상의 규모화 전업화된 농가 및 

가족농 법인을 정책 대상으로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산 및 가격변동의 파급영향이 커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품목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정책이 없는 것과 같다. 시장에서 수급조절이 가능한 품목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생산 변동 및 가격 급락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집중적 관리가 필

요하다. 또한 곡물자급률 제고와 신수요가 있는 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작물을 선정하여 수입안정화를 위한 제도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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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가와 정부 간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 농가의 이

행조건을 명확히 부여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농가 실천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가의 이행조건은 영농활동은 물론, 자연자원 보

전 및 관리,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제도를 체계화·단순화하여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

를 위하여 개별제도 시행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림 4-5. 농업경영위험별 대응방식 개편방향

주: 점선(…)은 현행 지원제도, 실선 및 화살표(→)는 개편(안)을 의미한다.

자료: 박준기 외(2015: 194)의 자료를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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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

4.1. 관련 제도의 체계화

직불제, 재해보험, 자조금, 수급안정사업 등의 주요 경영안정 관련 사업

들이 시대적 필요에 따라 도입되면서 개별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지원사업 목적의 불명확성, 지원대상의 중복성, 지원규모의 

비합리성, 지원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농업분야 위험관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품목별 

가격보전제도(Commodity Program), 농업보험제도(Insurance), 농업재해보

전제도(Disaster Payment)의 세 가지 정책 기둥으로 체계화하여 발전시켜 

왔다. 또한 지원대상도 정책품목을 설정하고, 정책 대상 농가그룹도 명확

히 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중 소득보전 목적의 직접지불제는 농지직불(가

칭)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공익목적의 직불제는 이행조건 부여를 통해 특

정목적 달성에 따른 직불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개방

에 대응하여 운영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직접피해보전 대응, 농지직불은 

공익적 기능과 간접피해보전 대응 방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입안정화를 위한 재해보험제도는 기존 보험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대

규모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확충해야 한다. 현행 농업재해지원제도

는 구호성 사업으로 일시적 생계비 지원 수준이어서 농가의 경영회생에 대

한 직접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15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수입보

장보험도 관련 정보 부족 등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업화·규모화된 농가 비중이 늘어나고, 각종 경영위험 노출 비중이 높

아지면서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일반 

경영회생절차는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와 지원기구의 설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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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차원의 자조금제도는 농가 자발적 재원 조성, 수요

창출 및 수급안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하며, 현행 자조금 대

납 관행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자조금제도와 수급안정제도 간 연계,

경영안정지원제도 간 연계 등을 통하여 농가의 자율적 참여와 지원정책 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그림 4-6.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정책조합(안)

자료: 이병훈 외(2012: 132)의 그림을 보완하였음(박준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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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

미국은 1930년대부터 농업분야 위험관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품

목별 가격보전제도(Commodity Program), 농업보험제도(Insurance), 농업재해

보전제도(Disaster Payment)의 세 가지 정책 기둥(piller)을 발전시켜 왔다. 품

목별 가격보전제도는 1933년 농업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농업보험제도는 

1938년, 농업재해보전제도는 보험제도와는 별도로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

행하였다.

최근 농산물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기상재해로 인한 작황 및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미국 농업계와 정부는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관리정책의 체계화가 

다른 어떤 정책보다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

라 3년 이상의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월 발효된 2014년 농업법(Agriculture

Act of 2014) 은 2008년 농업법 에 비해 농가의 소득안정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작물보험은 농업분야 4대 지원부문(국민영양, 작물

보험, 환경보전, 품목별농가지원) 중 절대금액 측면에서 큰 폭의 재정지출 증

가가 예상된다.

미국의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관리의 세 기둥(pillar)

자료: 박준기 외(2014: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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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 개요와 시사점>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은 전업농가의 경영안정화, 식량 자급률 및 자급력 향

상, 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외국과 생산조건 차이에 따른 불리성 극복을 위

한 격차완화정책(ゲタ対策)과 농업경영안전망대책(ナラシ対策)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둘째, 식량자급률 및 자급력 향상을 위하여 사료용 쌀, 보리, 콩 등 전략작목

을 선정하여 재배를 촉진할 목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쌀 중심 농정의 탈피이다. 쌀 생산 및 판매의 민간 자율성 확대, 쌀직

접지불금 단가 감축 및 2018년 폐지 예정이며, 쌀가격변동직불제는 2014년 폐

지하였다.

넷째, 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논활용직접지불제’ 도입하였다. 전략작물,

이모작, 산지 단위, 자원순환농업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일본형직접지불제 도입으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득보전을 강화하

였다.

여섯째,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를 운영하여 정부지원 직불금 등을 농

업용 자산 구입에 재투입할 경우 손비 처리 등 혜택 지원으로 농업투자를 유도

하고 있다.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은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목적 및 수단을 명확

히 하고, 격차 완화·안전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 향상

이라는 명확한 농정목표와 그에 맞는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쌀 중심 농정으로부터 탈피와 사료작물 등 신수요에 대응한 작물재배 촉진

을 위한 수단으로 경영안정지원제도를 활용하며, 공익적 기능에 대응하는 소득

보전을 위한 ‘일본형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료: 농림수산성(2015). “경영소득안정정책 등의 개요”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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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점 개편 과제

직접지불제의 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

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직접지불제의 개편방향은 개별품목 중심에서 농지

면적 중심으로 전환, 수매제 폐지 등 제도개편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공익

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 쌀 편중 지원문제 해소를 위하여 논농업과 

밭농업 간 형평성 제고,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소득보전 기능 등을 담

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품목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비 상승과 그에 따른 소득률 

하락 등 수입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식량작물

의 경우 쌀 변동직불의 생산 연계 지원 문제, 쌀 편중지원에 따른 낮은 자

급률 등을 고려할 때 식량작물 중 핵심 품목을 정책품목을 선정하고, 별도

의 수입안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험제도의 확충을 통해 대규모재해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재해보험은 주로 통상적 재해에 대한 것이어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구호성, 일회성 지원방식은 농업재해지원제도

의 한계에서 벗어나 농업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재해의 규모와 범위를 명확

히 구분하고, 재해 정도별 지원이 가능한 상시적 대규모 재해대응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무위험 대응 경영회생지원제도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은행

사업 중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채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

하도록 지원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농업부문의 유일한 지원제도이다. 그

러나 주로 농지 보유 농가만 참여하게 되며, 농업시설물, 가축, 농작물 등 

농업용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

리고 경영위험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중재제도를 통한 

채무상황을 고려한 채무자의 상환계획 제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영안

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안정에 농가가 자율적 참여를 시장조성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

다. 경제작물의 경우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조절과 경영안정화가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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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수급안정지원제도 중 계약재배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으며, 계약재배 참여농가와 경영안정지원제도의 연계를 통해 궁극

적으로 수급안정사업이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의 자율적 시장조성기능 활성화방안의 핵심인 자조금제도

의 효과적 활용 및 추진을 위한 개편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체계적 정보관리

와 농정 지원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가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와 수요자 중심의 경영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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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지불제 체계 개편 및 확충 방안 

1.1. 기본 방향

제3장에서의 논의와 외국의 정책동향을 감안할 때 직접지불제의 기본방

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직접지불제의 우선적인 정책 목적을 경영안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농업여건에서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와 농산물 

가격변동과 재해에 따른 소득 불안정이 가장 큰 경영불안 요인이다. 직접지

불제는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소득감소에 대응한 소득

보전직불제와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소득안정직불제로 구분할 수 있다.47

다음으로 직불제의 지급 대상을 품목에서 농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직접지불제가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출발하다 보니 개

별적인 개방피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이 크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제가 대표적이다. 물론 개방피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

나 개별 품목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한시적으로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

47 전자는 보통 정부의 책무로 여겨지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 외에 소

득보험과 같은 시장기구 조성이나 농업인의 참여가 전제되는 소득안정프로그

램이 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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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배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느 품목의 수입확대로 인

한 피해는 다른 품목으로 점차 확산되므로48 그 피해를 특정 품목에 한정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종작물에 대한 수입피해 보

상은 품목에서 기본 생산수단인 농지에 대한 직불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전환은 생산왜곡이 덜할 뿐만 아니라 품목별 면적 파악을 위

한 행정비용도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쌀 편중 지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쌀에 대

해서는 중앙정부의 직불금 외에도 시장개입, 지자체의 추가 직불, 각종 투

입재 보조 등이 지원되고 있어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있다. 쌀 편중 

지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당분간 확대하지 않고 타 

작목(논의 쌀 대체작목과 일반 밭작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직접지불제 수급의 이행조건을 강화하여 농업소득 보전정책에 대

한 공감대를 제고해야 한다. 농업의 수익성 하락은 개방 확대에 따른 것이

지만, 소득감소를 보전해야 하는 타당성은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으로 

식량안보, 수자원 보전, 국토와 환경 보전 등이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단

지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제 수급 이행조건으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과 적정 시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지원

의 조건으로는 미약한 수준이다.

48 이러한 수입개방의 간접피해는 소비와 생산 양 측면의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최근 체리의 수입 증가는 딸기, 방울토마토 등 봄철 과채류 소비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에 들어 마늘 수입의 증가

는 마늘 면적이 감소하는 대신 양파 등 대체작물의 면적을 확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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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직접지불제 개편의 기본방향

1.2. 쌀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농지직불제로 통합

쌀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농지직불제로 통합하여 품목 연계를 완

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강화한다. 2015년에 시행

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 둘을 합쳐 고정직불금으로 분

류하고 있지만 이를 다시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

고,49 농업소득 보전 외의 지원 사유나 목적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양 직불제를 농지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은 소득지원의 근거가 특정 품목

의 생산보다는 농지의 보전과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며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농지이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선은 현재 쌀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의 차이(ha당 100만 원과 40

만 원)를 수용하여 논과 밭에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되 밭 직불금의 적정수

49 2015년 1월 1일자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되고 농업소득

의 보전에 관한 법률 로 대체되었다. 이는 밭농업직불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것으로 직불금 체계의 부분적 개편을 가져왔다. 즉,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고 고정직불금의 대상을 논농업과 밭

농업으로 나누고, 변동직불금은 쌀을 재배하는 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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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준연도50 대비 농

산물가격 하락 또는 경영비 상승을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쌀 편중 지원의 완화는 필요하지만 직불금의 축소는 어려우므로, 일정 

기간 동안 논에 대한 고정직불금 인상은 억제하면서 밭 직불금을 점차 인

상하도록 한다.

또한 직접지불제의 지급면적 상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면 현재의 논농업직불의 상한 면적 30ha를 축소·조정

하여 대농에게 편중된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51 면적에 따른 직

불금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직불금 지급기준을 현재의 면적 비례가 아

닌 둘레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52

한편 농지직불제의 수급조건을 현재보다 강화하여 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가하는 것도 직불제의 대농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

으로 고려할 수 있다.

1.3. 피해보전 지원제도 보완

개방정책 전환으로 인한 소득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제로는 쌀변동

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제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직불제를 둘

러싼 논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FTA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과 기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에도 여러 개정안이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53 주요 

50 한·EU FTA(2011. 7. 1. 발효), 한·미 FTA(2012. 3. 15. 발효)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시점을 감안하면 현재 밭농업직불제의 기준연도인 2012~2014년 평

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51 농업인의 경우이며, 영농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50ha 또는 400ha로 늘어난다.

상한 조정방법으로는 6ha나 10ha 등 일정 면적까지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

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52 둘레방식의 구체적인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는 장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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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현재 발동요건과 보전수준(현재 각각 90%)을 높이는 것, 수입기여

율의 법적 타당성 문제, 간접피해 보상, 보상기간 연장 등이다.

이러한 논란은 개방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를 모두 FTA피해보전직불제로 

해결하려 한 때문으로, FTA피해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농지직불제)의 

역할 분담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입확대로 인한 급격한 가격

하락은 FTA피해보전직불제에서 보상하되, 중장기적인 가격 하락, 소비나 생

산 대체 품목에서의 간접 피해, 이행기간 이후의 소득감소를 포함한 전반적

인 수익성 하락에 대해서는 밭농업직불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밭농업직불금 산정에서 관련 요소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과

제로 된다.

한편 피해보전 지원 기간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조건에 따라 가격이 급락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직불제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입(收入)보험 등

의 시장기구를 통한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쌀변동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직불제가 생산증가를 유발하여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자원이용의 비효율과 재정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 왔다. 따라서 쌀변동직불제를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

여 쌀재배면적의 감소를 유도하여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WTO의 보조금감

축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정환 2013: 57).

그러나 2015년 쌀이 관세화 개방되었기 때문에 국제 미가와 환율의 변

동 여하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비연계로 전환된 

직불제는 쌀 생산 유지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그림 5-2> 참조).

그렇다고 생산비연계로 전환된 직불제를 다시 생산과 연계하기는 쉽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를 생산비연계로 

전환하기보다는 오히려 콩, 잡곡류 등 기타 식량작물에의 지원을 확대하여 

쌀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

53 김승남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안(2015. 3. 3. 의안번호 1914141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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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개방하 직불제의 생산연계 여부에 따른 효과

<그림 5-2>에 대한 설명

∙ 생산비연계 직불제 경우(또는 직불제 전) 국내산 공급곡선: S1S2

∙ 생산연계 직불제 경우 국내산 공급곡선: S3S4

∙ 관세화수입의 경우 수입가격에서 국내총공급곡선이 수평으로 꺾임

예) 수입가격 P1이고 생산비연계직불인 경우 공급곡선: S1BS5

수입가격 P2이고 생산연계직불인 경우 공급곡선: S2GS6

∙ 수입가격이 P1인 경우

- 수입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아 관세화 수입 안됨

∙ 수입가격이 P2인 경우 수입량은 직불제 형태에 따라 다름

- 생산비연계직불 경우 수입량은 

- 생산연계직불 경우 수입량은 로 생산비연계직불인 경우보다 

만큼 국내생산이 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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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 요건

고정직불금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논)

변동직불금

위 고정직불금 지원 요건에 다음 사항 추가

-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준수

-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준수

표 5-1. 소득보전직불제의 지원 요건

1.4. 직불제 이행조건 강화

직불금을 수급하기 위한 농가의 의무준수사항(cross compliance)을 강화

함으로써 농업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입개방 

확대 등 정책의 변화가 직불제의 계기가 되었지만 개방 피해만으로는 농업

지원을 지속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점차 농업지원에 대한 대가로 사회

적, 환경적 이익을 사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논농업

고정직불과 밭농업직불을 농지직불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이런 점을 고

려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은 <표 5-1>과 같다. 고정

직불금의 지급요건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수준이고, 변동직불금은 

이에 더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따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마찬가

지로 낮은 수준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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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직불제 수급에 어느 수준의 의무준수사항을 부과할 것인

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연구의 범위를 넘으므로 여기에

서는 EU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정부가 농업을 지원하는데 대한 교차의무준수사항의 개념이 EU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2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에서이다. 처음에는 경지면적

당 가축 방목두수 제한에서 출발하였지만 2005년부터는 시장조성 분야 직

불금(pillar 1)을 받는 모든 농가들이 지켜야 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농촌발전

정책 분야(pillar 2)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환경지불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교차의무준수사항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농업경영표준(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 SMR)은 공중위생과 동식물 건강, 환경, 동물

복지로 구성되며 EU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면 회원국이 이를 실천할 

방안을 마련한다. 적정농업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GAEC)
54
은 농지의 토양 침식 방지, 토양의 구조 유지, 서식지 

악화 방지, 수자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회원국이 수립하고 농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GAEC는 경작 농지뿐만 아니라 휴폐경지도 포함

하여 적용한다.55

농업구조와 기후, 생태환경이 다른 EU의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농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EU의 정책 사례

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 농업정책에 의무준수사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둘러싼 사회적·환경적 조건과 보전·개선해야 할 공익적 

가치, 다양한 농법이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과학적 분석들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위에 농업인의 실천 가능성과 비용 부담을 

따져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54 GAEC는 선택적 준수사항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나 농업환경조치

(AEM)의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reference level)이다.
55 EU의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절 말미에 제시하였다(Alliance

Environnement(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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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의무준수사항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 농업이 적극적으로 보전, 진작해야 할 다원적기능의 재정립

-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생활 다양성 유지

- 토양, 수자원, 경관의 양적·질적 보전

- 식품의 안정성 확보

-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 다원적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법과 목표 수준 설정 

- 지역 환경과 영농방식과의 관계 연구: 농약·비료 등 화학재 투입,

시설재배, 품목 선택, 이모작 등

- 식량자급률, 농촌인구율 등의 목표치 설정

○ 직불제 지급을 위한 의무준수사항 마련을 위한 당사자 협의

- 농지관리와 영농방식

- 다원적기능이 다른 품목군 선택에 따른 차별 지원

-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사항

2. 농작물재해보험

2.1. 대규모 재해 대응방안: 확충

2.1.1. 농업부문 재해 대응방식 개편

현행 농업부문 재해대응 체계는 통상 재해에 대응하는 방식이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농업부문 특성을 감안한 대응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대

규모 재해 발생 시 농가 수준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경영회생이 

가능하도록 기본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대규모 재해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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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대상과 정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발생한 재해의 규모나 영향

력이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재해를 구분

하는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 방식 측면에서 민간과 정부가 참

여하는 보험 방식과 특별대책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험방

식의 경우 특정농가의 수입 급감 등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광역적 피해가 

아닌 경우 대응 가능하며, 특별대책은 범국가적 혹은 광역적 재해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재해로 인한 재무위험에 처한 농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서는 경영회생지원제도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긴급융자지원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규모 및 방식 측면에서 농가의 재무위험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5-3. 농업부문 재해 대응방식 체계(안)

2.1.2. 자연재해 대응의 체계화

자연재해는 규모 및 종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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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재해(adverse events)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자연재해의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영향을 기초로 위험을 체계적으로 구분

하여야 하며, 둘째, 재해 규모별 제도를 확충하고, 셋째, 경제·사회적 영향

의 최소화를 위한 민간-지역사회-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역할의 명확한 설

정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경우 불의의 재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농가 대규모재해 

회복정책(On-farm Adverse Event Recovery Framework)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불의의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공유

하고, 생산자들은 이에 대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여

기서 불의의 재해란 홍수, 한해, 지진, 화산 등을 의미한다.

정부가 재해지원을 시행하는 기준으로는 (1) 드물고, 극심할 것, (2) 지

역경제에 심각한 영항을 미칠 것, (3) 지역사회의 대응능력을 초과할 것,

(4)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 등 네 가지 기준이다. 불의

의 재해는 규모에 따라 크게 소규모의 지역적 사건, 광역지역 사건, 국가적 

사건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표 5-2. 농업부문 재해 구분 및 접근 방향

재해의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분 야 기 준 재해 평가 및 구분
위험관리

수단

기존 수단

적용 가능성
신속한 적용

적정 범위에서

적용

실질적 적용

수단 부재

재해 중대성

재해

발생빈도
수시 가끔 희박

지역적 영향
특정지역

영향
일부 지역 영향 국가적 영향

지역사회의

극복 가능성

경제적 영향 특정 지역 일부 지역 국가 차원

사회적 영향 특정 지역 일부 지역 국가 차원

사 례 -　 특정지역 홍수
일부 지역 태풍,

가뭄 피해

전국적 가뭄,

전국단위 태풍피해

등
가능한

정부 지원
-

소규모 재해

회복 정책

소규모+중규모

재해 회복 정책　

소규모+중규모+특

별 재해회복 정책

주: 뉴질랜드 사례(www.maf.govt.nz/agriculture/rural-communities)를 참고로 작성
자료: 뉴질랜드 농업부(www.maf.govt.nz/agriculture/rural-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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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업재해 지원제도>

미국은 자연재해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농업보험(CAT)과 재해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재해보험(CAT)은 

기초보험 성격으로 심각한 재해 발생 시 경영회생을 위한 기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작물수량이 평균 단수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50% 이상 감소한 부분에 대해 해당품목 수확기 평균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농가는 행정비용으로 보험 가입 작물당 300달러의 수수료 

부담).

비보험작물 재해지원제도(NAP)는 농업보험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재해융자제도(EL)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인

근 지역의 피해농가에게 생산시설 복구 및 기본생활 유지 비용의 저리 긴급융

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완적 농업재해지원 프로그램(SADA)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작동되던 특별농업재해지원대책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2014년 농업법 에

서 영구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미국 농업재해 지원제도 체계

자료: 박준기 외(201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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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농작물재해보험이 경영안정지원제도로서 보다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작물재해보

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왔으며 14년 만에 품목 수가 46개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는 품목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2008년부터 매년 5개씩 

품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보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

리하게 품목을 확대할 경우, 재해보험제도의 부실운영 및 타 품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이미 충분한 경영안정장치가 마련되

어 있는 쌀이나 품목의 특성상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낮은 품목도 대

상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2001년 재해

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다양화

하는 등 양적, 질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입률은 2014

년 기준 16.2%에 불과하며, 품목별 가입률별 분포를 보면 46개 품목 중 가

입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사과, 배 등 두 품목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품

목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보험제도 운영 측

면에서 대수의 법칙과 우연성이 확보 문제는 물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

해서도 가입률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가수요를 반영한 상품개선 및 도입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보험 상품에 농가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농업인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

다. 이와 함께 수요가 낮은 품목 및 상품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동

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

는 양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기상 여건을 반영하는 상품 개발이 필

요하다. 지리적 여건상 재해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하

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 개발 및 공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품목 재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률이 



주요 지원제도 개편 및 확충 방안136

저조한 품목에 대한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상품 개선 방법을 모색하거나 

일몰제를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상

품이 없거나 재해노출빈도가 낮은 경우 혹은 가입률 정체가 지속되는 품목

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통한 정부의 예산절감 및 필요한 품목에 집중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3. 수입보험제도: 실효성 확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수입보험제도가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되기 위

해서는 먼저 보험료 산출을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공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과거 농가단위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농가별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

황이다. 생산량 자료의 경우 재해보험 자료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재해 발

생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해에만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외의 연

도에 대해서는 생산량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할 경우 저품질, 고위험 농가의 가입이 증가하는 등 역선택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험료율 증가 및 가입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 노력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 공정한 기준가격 설정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농가별 보장수입

을 산출하기 위하여 개별농가의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산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입보험의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도매시장가격의 올림픽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어느 도매시장을 선택할지, 품종, 품질, 가격 산정기간 

등 구체적인 가격선정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기준가격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농가의 역선택 문제 즉,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가입률만 높아져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보험사의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한 기준가격 설정문제는 수입

보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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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효율적 손해평가체계 구축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공정

하고 효율적인 손해평가체계는 현행 재해보험에서도 지속적인 개선과제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수입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해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어 보다 손해평가가 복

잡하다. 효율적인 손해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보험 손해율이 불안정

해지고 손해평가비용으로 정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계획적 농업경영의 기반 강화(농용

지, 농업용 건축 및 기계 등의 취득)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

별조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자가 경영소득안정책책 등의 지원금을 농업경영개선계획 등에 따

라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은 개인 필요경비

로, 법인은 손금(損金)으로 산입할 수 있다.

둘째, 농업경영개선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적립된 준비금을 헐거나 수령한 

원금을 그대로 사용하여 농용지, 농업용 건물 및 기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압축 기장(지원금으로 취득한 농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격을 일정금액까

지 감액 가능하며, 이 금액은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 사업소득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이 가능하다.

자료: 농림수산성(2015). “경영소득안정정책 등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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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회생지원제도56

과거 농가부채대책과 같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부채대

책보다는 부채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농가만을 선별하여 자금지원과 함께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워크아웃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농

가부채대책이 초래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부채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

고 있는 농가를 회생지원 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

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부실농가의 자구노력도 유도하고, 자산경매로 몰

려 헐값에 자산을 상실하는 것을 개선하여 적절한 가격에 농가의 자산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농가 스스로 농가부채를 축소하는 문제해결을 강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합리적인 농가부채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

개방에 대응한 소득보전대책이 보완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농가부채문제 

발생의 원인이 본인의 영농실패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

른 농업수익성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부채대책 요구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시장개

방에 대응한 소득보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획일적인 대규모 농가부

채대책 요구로 연계되지 않게 된다.

농가는 생산수단인 자산처분이 어렵고, 장기상환 채무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 금융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부채 일시상환 등으로 쉽게 탈농을 선택하

기 어렵다. 조금씩 이자만 상환하면서 영농을 지속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

기 때문에 농가부채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가부채대책은 시장개방에 

대한 보상정책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회생지원하

는 금융정책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부채대책은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가가 발생하면 신속히 개입하여 부실

규모의 확대 방지와 부채문제의 전염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

56 황의식 외(2008: 94-10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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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도래하기 이전에 

쉽게 회생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실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부실이 심화되었을 때에는 농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정부도 많은 비

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안이다. 청산가치보다 이연가치가 더 클 경우에는 즉시 경매에 의해 청산

절차를 추진하기보다는 채무재조정 및 상환유예 등의 절차를 걸쳐 회생기

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부채대책의 기본원칙은 부채규모 축소에 중

점, 비용 최소화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 유도의 원칙, 농업 구

조조정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지원농가의 재무구조개선 지원방안은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스스로 농가부채를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매각한 농지를 다시 장기임대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도록 하여 안정

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주는 역할을 농지은행이 담당하고, 안정적인 장기임대를 

위한 권리도 제공한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지원농가의 경영회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매각

한 농지를 다시 매입함으로써 기존의 자산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크게 개선되도록 한다. 경영회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농지를 재매입하여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대책 이전보다 더 낮아

지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기 때문에 부실농가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농가경영회생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

실농가가 지원을 신청하면 평가하여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

다. 부실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대책으로 

충분하고, 부실이 심각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재무구

조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농가경영회생대책을 추진하

기 위한 농가신용평가기구(가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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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농가 재무구조 재조정 방식

자료: 황의식 외(2008).

농업경영회생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운영체계는 농가의 지원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경영회생위원회, 금융기관,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는 농지은행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 등의 농업경영체가 경영회생신청을 

하면 이를 심사하는 ‘농가회생위원회(가칭)’를 두고, 농업경영체의 심사기

준 설정, 전반적인 재무구조개선프로그램의 설계, 경영회생프로그램 이행

과정의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농가경영회생대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금

융기관, 농지은행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통합파산법 이나 미국의 농가파산

법 에서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관계를 조정하고, 원금감면

을 실시하면 보다 짧은 기간에 농가회생을 유도할 수 있다.

57 농가경영회생위원회(가칭) 또는 농가신용평가기구 하위에 농업부문 배드뱅크

(Bad bank) 즉, 농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

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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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법적인 권한이 없고, 직접적으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법의 형태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자금지원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이 농가의 부채구조, 재무구조를 스스로 조정하도록 

지원하는 특별지원법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림 5-5. 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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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중재제도(Agricultural Mediation Grants)>

농업중재제도는 농가와 USDA 혹은 금융기관 간의 신용 관련 분쟁의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제삼자를 통한 중재를 원칙

으로 하며, 소송, 조정 혹은 각종 청구에 농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중재제도는 1980년대 농업금융위기의 대응으로 1988년에 시작

되었으며, FSA는 32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 파산농가 지원제도(Farm Help)>

Farm Help는 생계비용 마련에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하여 금융기

관 대출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해당 농가의 재정

상태 개선, 농외소득원 마련, 혹은 비농업 부문에서 재기 등의 자구노력 기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1) 자산·소득 검증과정 후 12개월까지 소득 지원, (2) 농가당 

5만 5,000달러 범위에서 자문 및 훈련 지원: 1차 자문은 강제이며, 농가의 재

무상태 평가, (3) 탈농자의 경우 5만 달러까지 재기지원금을 지원하며, 농장 

매각 확인 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호주 농촌금융컨설팅 서비스>

농림수산업자와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에게 주정부 및 지역 조직이 무

료로 재무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에 14개 지원조직의 

110명의 재무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다.

자료: 이병훈 외(2012: 137-138)에서 재인용(박준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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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방안

4.1. 수급안정지원제도

4.1.1. 단기 정책방향58

수급안정지원제도의 계약재배 대상 품목은 대부분의 노지채소로 품목의 

종류가 많고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물량의 비중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계약

재배사업의 물량확보를 위해서는 최근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상품목 수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계약재배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들의 계약재배 참여를 높이고 계

약파기를 줄이도록 계약단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 입장에서 생산비가 보장되고 일정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단가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계약단가를 높이는 

것은 계약주체인 농협의 입장에서는 계약재배 사업으로 인해 손실이 초래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계약단가를 높이는 경우 계약재배로 인해 시장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단가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시장가격에 가장 충격을 적게 줄 

수 있는 수준의 계약물량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목표 계

약물량을 적절하게 농가와 전국 각지 지역농협에게 배분하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산지 중심으로 계약재배 경험이 

많은 농협이나 산지유통인으로부터 적정 계약재배 목표물량에 대한 정보

와 계약물량 목표치 배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

58 단기·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최병옥 외(2013)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인용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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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계약재배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경우 이것이 시장에 미치

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재배사업은 포전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매비축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장·가공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

축해야 한다. 특히, 노지채소류의 상시비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온물류센터, 예냉·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재배 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사업의 주체인 

농협에게 계약재배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조합의 통상손실에 대해서는 지

원기간을 확대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재배 기간

도 단년도에서 다년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계약재배는 계약 주체와 체결한 농가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행

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체결한 농가에 필요한 인센티브

(농자재 보조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인에게 계약재배 

파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채소류 수급조절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농산물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급안정사업 방식의 단순화 

및 기관별 역할 분담체계 구축으로 농협이 실시하는 계약재배사업과 농수

산물유통공사의 상시 비축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며, 도매시장이 수급 및 가격안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한다.

4.1.2. 중장기 정책방향

농협과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수입보장보험 등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급격한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안정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입보험을 통해 가격하락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조수입이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안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지채소 주산지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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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농협을 육성하는 등 산지유통조직의 활성

화가 필요하다. 산지유통조직은 수급안정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조합 등과 연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통합마케

팅 체계 구축을 통한 노지채소 판매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지채소는 계절에 따라 주산지가 이동하므로 지역별·작기별 조직

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급안정사업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여 계절별 수요에 적합한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2. 자조금제도

4.2.1. 자조금 역할 재정립: 농가 자조적 경영안정 수단화

자조금 참여 품목 수 확대와 같은 방식의 양적 팽창은 지양하고,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 자조금화가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자조금 사업은 소비촉진, 수급조절, 연구개발,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현행 운영사업은 예산제약 등을 이유로 주로 홍보와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업성과가 개별 농가의 이익과 연계되는지 여부의 평가

에 한계가 있다.

자조금 조직의 자발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려면 기존 계약재배 사업과 연

계하여 산지조직을 통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제도 간 연계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조금 대납 역할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 재설정이 필요하다.

4.2.2. 자조금 운영상의 개선방안 

현행 자조금이 농가 자율적 경영안정 수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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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현이다. 개별 생산자 회원이 있는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가 참여

하여 직접 자조금의 조성·관리·운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구조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농가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의 농협 대납 구조

는 탈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산자단체와 자조금 단체를 구분하여 의무자조금으로 성장시킨 

이후 자조금 단체는 독립해야 한다.

셋째, 농협의 역할 재설정이다. 자조금 결성 주체를 농협 중심에서 개별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 농협의 자조금 대납 관행 문제 해소, 농협 경제사업

과 자조금 사업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5. 농업경영체 지원체계 개편방안

5.1. 농업경영체등록제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정책 기초자료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입력정보에 대

한 검증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정리를 통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연계하여 자료 간의 일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수

입이나 소득과 같은 핵심변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원부의 경지면적이나 농가경제조사의 가

축 등과 같이 다양한 항목에서 조사되는 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

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2016년부터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을 위해서 농업경

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시행되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정보가 확대되면서 자산·부채·소득,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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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판매액 등 농가의 민감한 소득, 개인 정보들도 등록하게 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경영현황 정보를 파악하더

라도 현재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체계가 아직은 정확성한 자료가 부족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분명한 것은 소득 관련 정보는 중요한 정책자료이므로,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등록정보를 활

용한 전수조사 방식보다 이를 기반하는 표본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거나 농

업총조사·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자료의 활용도와 농업인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5.2. 농업경영컨설팅 제도의 개선방안59

5.2.1.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컨설팅의 관계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농업경영컨설팅이 부진한 배경으로는 종

합컨설팅의 한계이다. 농업은 생산·유통(판매, 수출 등)의 경영분야, 기술

분야(R&D, 재배 등), 최근 강조되고 있는 IT, BT분야가 복합적으로 활동

하기 때문에 소수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것이 농업컨설팅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농업경

영컨설팅사업은 광범위한 경영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경영 컨설턴트들을 품목 및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협업체계를 갖

출 필요가 있다.

농업컨설팅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기업보다 정부 차

원의 컨설팅(상담·지도)이 대부분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다. 대

표적으로 네덜란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이 민간 농업 컨설

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80년대부터 지도사업 민영화를 

59 김정호 외(2000)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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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독립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

도사업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찍이 농촌지도사업을 도입한 미국

은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을 강화하면서 부분적으로 민간컨설팅을 도입하

여 상호보완해 나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5.2.2. 농업컨설팅 공급주체의 역할 분담

농업컨설팅사업에서 지도사업 등의 공공컨설팅은 생산기술 개발 및 보

급과 경영문제 해결을 주요 역할로 하고 정책자금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컨설팅 분야는 전업농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 외에도 종합컨설팅을 지

향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5.2.3. 농업경영컨설팅산업의 정책적 육성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컨설팅산업은 정부의 보조정책으로 시작되어 자립 

가능한 산업규모나 시장 형성이 매우 미흡하며, 정부 보조가 감축되는 경

우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농

업컨설팅의 참여를 자유롭게 하고, 민간부문의 전문화 국제화를 통해 우수

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컨설팅산업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서 산업적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컨설팅 수요의 창출을 정책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이 확보될 때까지 금융·조세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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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비 상승 및 식량작물수입안정 대안 검토

6.1. 경영비 지수를 활용한 지원 단가 시산

6.1.1. 경영비 지수 산출

경영비 지수는 주요 품목들의 평년 총경영비와 해당연도 총경영비의 비

율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평년 대비 평균 경영비의 상승률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비 지수 산출에는 10a당 경영비에 재배면적을 반영한 총경영비

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경영비 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품목 선

정은 곡물자급률 제고 측면에서 식량작물과 경영비 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주요 경제작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식량작물로

는 콩, 쌀보리, 고구마, 봄감자를 선정하였다. 쌀은 목표가격을 설정되어 

있으며 직접지불금이 운영되고 있어 산정 품목에서는 제외하였다. 경제작

물 중에서는 경영비의 상승 폭이 크며, 가격 변동이 심하여 수급안정이 필

요한 품목인 마늘, 양파, 건고추, 배추(봄, 고랭지, 가을), 무(봄, 고랭지, 가

을)를 선정하였다. 경영비 지수는 다음과 같이 분모는 평년 총경영비, 분자

는 2014년(당해 연도) 총경영비로 구성된다.

(1)  


 






 





･･･

･･･

여기서, 는 품목, 는 평년(2009~13년), 는 2014년,

는 총경영비(10a당 경영비 ×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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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년(’09～’13) 2014년 경영비

증가율경영비 재배면적 경영비 재배면적

식
량
작
물

콩 197,293 764,340 243,733 800,310 23.5

쌀보리 236,289 174,880 232,096 136,540 -1.8

고구마 1,050,904 207,750 1,036,370 222,070 -1.4

봄감자 956,978 238,590 947,976 260,770 -0.9

경
제
작
물

마 늘 1,351,139 262,120 1,463,146 293,520 8.3

양 파 1,011,305 210,380 1,351,178 200,360 33.6

건고추 985,439 449,203 1,074,664 453,600 9.1

봄 무 723,723 1,235 913,116 1,376 26.2

고랭지무 759,724 2,303 961,893 2,195 26.6

가을무 669,836 6,492 749,240 6,706 11.9

봄배추 727,601 2,294 937,180 2,417 28.8

고랭지배추 856,841 5,307 969,754 5,498 13.2

가을배추 771,066 14,366 894,442 15,095 16.0

경영비지수 103.4

식량작물 경영비 지수 97.5

경제작물 경영비 지수 107.0

품목별 경영비는 품목별 경영위험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 

품목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비가 가장 크게 상승한 품목은 양

파로 평년 대비 33.6% 상승하였으며, 봄배추, 봄무, 고랭지무, 콩도 평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량작물인 쌀보리, 고구마,

봄감자는 오히려 경영비가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

각 품목의 경영비를 토대로 2014년도의 경영비지수를 산출한 결과 

103.4로 나타났으며, 평년 대비 경영비는 평균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식량작물만을 대상으로 경영비 지수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97.5로 경

영비는 오히려 감소했으나, 경제작물만 고려했을 경우는 107.0인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가격, 소득의 변동성이 심한 경제작물의 경영비 지수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경영비지수 산출 결과

단위: 원/10a, ha, %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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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시산 결과

경영비 지수에 평년소득과 2014년 소득의 증감분에 반영하고 재배면적

을 가중치를 이용하여 도출한 평균 지원금액은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2)에서 가중평균을 산출하기 위한 재배면적 비중은 대상품목 전

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영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상승한 품목도 

있지만 지급 방식은 품목 특정 방식이 아닌 면적 기준임을 고려하였기 때

문에 소득 상승 품목과 감소 품목 모두를 포함하여 면적 비중을 적용하였다.

(2)  


  






  



 × ×

여기서, : 소득, : 품목, :평년(2009~13년), :2014년,

 : 2014년 경영비지수, : 재배면적

단, 지원단가 시산에는 평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품목만을 활용

경영비 지수를 활용하여 시산한 지원금액()은 각 품목의 평년 대비 소

득 감소분에 경영비 지수를 반영하고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가중 평균한 값

으로 품목의 평균 소득 감소분에 경영비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직불

금을 단순히 소득증감분과 경영비 지수로 시산한 경우 평균 10a당 7,158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배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직불금

을 시산하는 경우 10a당 직불금은 11,053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면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10%이상인 마늘과 양파의 소득이 크게 감소

하였으며, 재배면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품목보다 높은 콩과 건고추도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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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년 소득
(’09～’13) ’14년 소득 소득증감분 재배면적비중

(A) (B) (C=B-A) (D)

식
량
작
물

콩 641,546 563,431 -78,115 33.9

쌀보리 164,954 271,434 106,480 7.6

고구마 1,410,947 1,693,560 282,613 9.3

봄감자 976,398 912,337 -64,061 9.1

경
제
작
물

마 늘 2,657,307 1,633,872 -1,023,435 11.4

양 파 2,212,738 903,700 -1,309,038 10.9

건고추 2,342,741 1,924,646 -418,095 16.4

봄 무 991,237 966,742 -24,495 0.1

고랭지무 1,114,202 1,159,067 44,865 0.1

가을무 1,363,293 1,216,534 -146,759 0.2

봄배추 951,418 1,165,712 214,294 0.1

고랭지배추 1,110,735 1,138,106 27,371 0.2

가을배추 1,659,928 1,289,558 -370,370 0.7

|평균 소득 감소분2)*(경영비지수-1)| 7,158

재배면적가중평균직불금 11,053

표 5-4. 재배면적비중 기준 직불금 시산 결과

단위: ha, %, 원/10a

주 1) 경영비지수()는 1.034
2) 평균소득감소분은 소득증감분의 단순평균.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

6.2. 일본의 식량작물 수입안정 지원 방안

6.2.1. 개요

수입보험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쌀에 대한 편중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 방안으로 식량작물 수입안정 지원 프로그

램을 검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농정개혁을 통해 쌀 중심에서 탈피하

여 새로운 식량 수요에 대응한 논 농업의 다양화, 논 활용도 제고, 농업인

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식량작물에 대한 수입 안정망 정책

(ナラシ対策)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지원제도 개편 및 확충 방안 153

일본 식량작물 수입안정 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식량자급률 제고의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품목도 식량

작물 위주로 하고 있다. 둘째, 국가와 농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

정 수준 이상 수입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농가는 3:1의 비중으로 부

담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출연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식량작물 수입안정

망정책과 농업 재투자의 연계(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를 통해 농업

시설 투자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우리 농업에 적용하려면 곡물자급률 제고라는 명확한 정책목

표 설정, 기존 변동직불 등 지원제도의 최소화(혹은 폐지),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품목의 명확한 설정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일본의 식량작물 수입안정 지원 정책은 식량작물의 수입 감소 영향 완화

를 목적으로 하며, 정부와 농가가 참여하는 일종의 수입안정보험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쌀, 보리, 콩, 사탕무, 전분 원료용 감자 등이며, 농업인의 당

해연도의 조수입(매출액)이 표준조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보전 재원은 국가와 농업인이 3: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은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금을 납부한다. 적립금을 통해 보전액이 지급되는 경

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로 이월된다.

그림 5-6. 일본 식량작물 수입안전망 대책 산출방법 도해

자료: 농림수산성(2015). “경영소득안정정책 등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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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전금액 = (표준조수입–당해연도 조수입) × 0.9

② 농가 적립금(수입감소 20% 선택 시)

= 표준수입액 × 20% × 0.9 × 1/4 = 표준수입액 × 0.045

③ 표준수입액 = 품목의 생산예정면적 × 지역의 10a당 표준 수입액

④ 보전금 = (표준수입액 – 당해연도 수입액) × 0.9 – 공제금액

* 여기서 공제금액은 보험 보상금을 의미함.

6.2.2. 산정 방식과 시산결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량작물 수입안정 지원 정책은 농가가 재배하

고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Revenue)감소분의 9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농

가의 적립금은 표준수입액(평년 5개년)의 보장범위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식량작물 수입안정 지원 정책에 대해 시산해보기 위해 쌀 0.5ha, 콩 

0.2ha, 쌀보리 0.4ha를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를 가정하고, 농가의 지역 평

균 10a당 평균 표준수입액(’09-’13)은 각각 86만 3,108원, 83만 8,839원, 40

만 1,243원을 적용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10a당 평년 표준수입액과 생산 

예정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예상적립금을 산정하면 34만 1,919원이 산출된다.

이 농가가 실제 A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후, 생산량을 산출한 결과, 쌀 

2,500kg, 콩 350kg, 쌀보리 1,500kg을 생산하였다면, 해당 지역의 당해 연

도 10a당 수확량60을 시산하여 환산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의 수

확량과 실제 생산량을 통해 환산면적을 산출하면, 쌀 0.52ha, 콩 0.19ha, 쌀

보리 0.36ha이다.

60 환산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단수는 데이터 제약으로 쌀은 지역 단수(A도), 콩과 

쌀보리는 전국 평균 단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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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농업인의 예상적립액 시산 결과

단위: ha, 원/10a, 원

구분
생산예정
재배면적(A)

지역 10a당
표준수입액(B)

C=A×B×10
적립금액

D=(C1+C2+C3)
×0.2×0.9/4

쌀 0.5 863,108 C1: 4,315,540

341,919콩 0.2 838,839 C2: 1,677,678

쌀보리 0.4 401,243 C3: 1,604,972

자료: 농림수산성(2015). “경영소득안정정책 등의 개요”를 바탕으로 시산.

이 환산면적과 10a당 평년 표준수입액을 반영하면 표준수입액인 754만 

5,019원이 도출된다. 산출된 표준수입액에 보장수준 20%를 가정하고, 보

전비율 90%, 농업인 부담률 1/4를 적용하면 확정적립금인 33만 9,526원이 

산출된다. 여기서 산출한 표준수입액(C=C1+C2+C3)보다 실제 조수입이 하

락하는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표준수입액은 보전금의 산출 

기준이다. 앞서 산출한 예상적립금(34만 1,919원)과 확정적립금(33만 9,526

원)을 비교했을 시 발생하는 차액인 2,393원은 농업인에게 반환된다.

농업인은 환산면적과 10a당 당해연도의 수입액이 표준수입액보다 감소

하였다면, 차액에 대한 90%를 보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지

역 평균 10a당 당해 연도 수입액이 쌀 83만 원, 콩 80만 원, 쌀보리 20만 

원으로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고 가정하였다. 총 보전금은 당해연도 수입액

의 합계인 656만 6,486원과 확정적립금에서 산출한 평년 표준수입액 754

만 5,019원과의 차액에 대한 90%인 88만 680원이다. 보전금(M) 중 75%(3/4)

는 국가가 지급하므로 농업인은 국가로부터 66만 510원을 지급받게 되며,

본인 적립금으로부터 국가에서 지급 받는 금액의 1/3인 22만 170원을 지급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적립금에서 지급되고 남은 11만 9,356원은 

차년으로 이월되어 다음 해의 본인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

식으로 농업인은 자신의 조수입을 평년의 일정 수준만큼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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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산면적
(G=E/F/
10)

지역 10a당
당해 연도
수입액(K)

농업인의
당해연도
수입액

(L=G×K×10)

M=L1+L2
+L3

-H1-H2-
H3

최종 보전금
M×0.9

쌀 0.52 830,000 L1: 4,341,004

978,533

880,680

국가: 660,510

본인: 220,170

콩 0.19 800,000 L2: 1,497,326

쌀보리 0.36 200,000 L3: 728,155

구분
실제
생산량
(E)

지역 10a당
당해 연도
수확량(F)

환산면적
(G=E/F/10)

농업인의
표준수입액
(H=G×B×10)

확정적립금액
J=(H1+H2+
H3)×0.45

쌀 2,500 478 0.52 H1: 4,514,163

339,526콩 350 187 0.19 H2: 1,570,020

쌀보리 1,500 412 0.36 H3: 1,460,836

표 5-6. 농업인의 확정적립액 시산 결과

단위: kg, kg/10a, ha, 원

자료: 농림수산성(2015). “경영소득안정정책 등의 개요”를 바탕으로 시산.

표 5-7. 최종 보전금 시산 결과

단위: ha, 원/10a, 원

자료: 농림수산성(2015). “경영소득안정정책 등의 개요”를 바탕으로 시산.

6.3. 시사점

경영비 지수는 현재 시점의 경영비가 과거 대비 평균 상승한 크기로 경

영비의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발되었

다. 특히 개별 품목의 경영비 증감률이 아닌 포괄적인 주요 품목들의 평균 

지수 변동을 계산하여 농업부문에 경영비의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시산 결과는 2014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

정한 것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경영비 지수를 활용한 지원 단가 시산 방식은 밭농업직불제 및 쌀고정직

불금 지원단가 등 현행 소득보전 지원정책의 지원 단가 산정과 반영 시점 

조정 등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식량작물

인 쌀, 콩 등을 활용한 경영비 지수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 조정에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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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가격 등락이 심한 노지채소 등 경제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제

작물 경영비 지수 방식은 밭농업직불제의 단가 조정의 지표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량작물 수입안정 지원정책의 경우,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농림수

산성이 발표한 식량작물 수입안정 지원정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7

월 기준으로 가입자는 총 6만 9,741명이며, 보전금의 총액은 516억 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산 식량작물에 대한 가입농가들은 쌀에 대해 10a

당 보전단가 2만 2,157엔으로 나타났다.61 농가당 평균 2ha의 규모로 쌀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 농가는 44만 엔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2012년 일본의 

미곡의 농가당 조수입인 122만 엔의 약 1/3 수준에 해당한다.

식량작물에 대한 수입안정 지원 정책은 농가의 수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제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인은 수입변동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일정 적립금만을 납부하면 가격·생산량 하락

에 따른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에 TPP 협상 타결 등으로 거대 경제권에 대한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쌀 관련 정책의 개혁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농업

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의 일환으로 식량작물 수입안정 방안을 시행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쌀 편중 지원문제를 완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

으로 농정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하면서 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에

서 제시한 지원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1 일본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쌀의 10a당 보전단가는 20% 보장인 경우를 계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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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논 둘레 직불금: 형평성 제고 방안

쌀 고정직불금은 2014년 기준 1ha당 900,000원으로 재배면적을 기준으

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규모가 클수록 직불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직불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62 반면 양정개혁 과정에서 

대규모농가일수록 제도 변화에 따른 피해가 컸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한 지

급방식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역할이 농산물 생산을 넘어서 자원 관리 및 보전 등 공익

적 기능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지원 방식 개편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농업생산 활동과 자원 관리라는 두 가

지 측면을 고려한 방안으로 쌀 고정직불금을 대상으로 논 둘레 직불금을 

시산하였다.

가. 방법

직불금의 시산과 적용에 따른 변화 분석을 위하여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2014년)를 활용하였다. 일모작에 이용하는 논의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가

정함으로써 논의 둘레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논 면적을 길이로 환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는 논의 둘레, 는 논의 넓이를 의미한다. 논 넓이의 제곱근

에 대해 4배를 하면 논의 둘레를 산출할 수 있다. 2014년의 1ha당 90만 원

의 지급단가를 길이로 환산하면 1m당 지급단가는 2,250원()이 된다.

62 농가경제통계 원자료(2014년)를 통해, 논 경지면적(일모작 기준)을 기준으로 90

만 원의 직불금 단가를 적용한 결과 지니계수는 0.5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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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면적
둘레

길이

규모별 직불금 지원액

현행(A) 시산액(B) 증감률(B/A)

1ha

미만

0.5ha미만 0.28 207 254,170 466,181 83.4

0.5∼1ha 0.72 338 648,836 760,579 17.2

평 균 0.45 257 403,195 577,345 43.2

1∼3ha 1.62 503 1,457,977 1,132,578 -22.3

3∼5ha 3.90 788 3,507,949 1,772,481 -49.5

5ha이상 7.97 1,113 7,169,578 2,504,867 -65.1

평 균 1.05 358 943,560 806,156 -14.6

 × 원

∴원/m

나. 둘레 직불금 적용에 따른 시산 결과

2014년 농가경제 표본농가 분석 결과 논 면적 1ha미만의 농가는 현행 

정책 하에서는 평균 403,195원을 직불금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둘레 기준

으로 지급하는 경우 43.2%가 늘어난 577,345원이 된다. 이 중에서도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현행 직불금 대비 83.4% 늘어난 466,181원을 받게 

된다. 반면, 3~5ha 미만 농가의 직불금은 177만 2,481원으로 기존 직불금

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5ha 이상 농가는 35% 수준인 250만 4,867원

으로 감소된다.

논 둘레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면적기준 지급에 따른 대규

모 농가 편중 지원 문제는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면적기준 

방식의 쌀고정직불금 지니계수는 0.5367이나 논 둘레방식의 경우 0.2806으

로 크게 낮아졌다. 직불금 지원금액 기준 상위 10%와 하위 10% 비교 결과

에서도 현행 쌀고정직불금은 11.4배였으나 논 둘레 직불금은 3.4배로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표 5-1. 논 면적·둘레에 따른 직불금 지급규모 비교

단위: ha, m, 원, %

주: 현행은 쌀고정직불금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1m당 단가는 1ha=2,250원 적용.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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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 기준 지급단가 산정 방식은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지원 단가가 현

재보다 지나치게 큰 폭으로 낮아짐에 따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단가 설정의 기준 면적을 2ha 혹은 3ha 등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필요

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 금액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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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U의 교차의무준수사항제도(cross compliance)63

가. 교차의무준수사항의 배경과 추진 과정

유럽에서 교차의무준수사항에 대한 논의는 EC가 환경적 고려사항을 농업

정책에 통합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직불제의 투명성 제

고는 농업인에게 높은 환경적 표준달성과 직불에 대한 대가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이익을 사회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생산이 더 이상 농업에 대한 공적인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통합적 

관점의 하나였다.

1992년 CAP 개혁의 일부로 환경적 교차 의무준수사항의 요소가 소개되었

다. 회원국은 농작물 경영에 있어 ‘적정한 환경 조건’을 적용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고, 쇠고기와 양고기에 대한 보조로 제공된 직불제에 대하여 환경 

조건(가축방목밀도 제한)을 이행하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2003년 CAP 개혁에서 교차의무준수사항은 강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범위도 초기의 환경적 관점에서 공공적 관심이 있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

되었다. 2005년 1월부터 발효되는 규정 1782/2003에서 CAP 제1기둥의 직접 

보조를 받는 농업인은 환경, 공공, 동 식물 복지 등의 영역에서 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감소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

근은 2007년 1월부터 CAP 제2기둥의 8가지 수단으로 확장되었다.

나. 교차의무준수사항의 내용

교차의무준수사항은 직접지불을 받는 농업인이 필수적인 표준의 준수를 

63 이 자료는 Alliance Environnement(2007)에서 발췌·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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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U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7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법정농업경영(SMR)

· EU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 회원국이 법·제도를 만들어 농가가 실

천하게 함. 국가마다 유사한 편이나 사정에 따라 지침 일부를 채택

하지 않을 수 있음

· 조류보호, 지하수, 하수 슬러지, 질산염, 생물 서식지, TSE, 구제역 

등 19개 지침으로 구성 

2) 좋은 농업과 환경적 상태(GAEC)

· 회원국별로 다양하게 의무조항을 개발. 대체로 GAP를 기반으로 발

췌, 완화된 안

· 토양침식, 유기질, 토양구조, 서식지, 수자원 보호 등 

3) 영구 초지

· 환경적 목적을 위해 영구초지의 급격한 감소를 억제. 기준은 지역 또

는 국가 단위로 설정

4) 통제기구(component control authorities) 구축

5) 관리 및 통제 시스템

· 교차의무준수사항의 실천을 통제·검사하기 위한 표본 선정과 조사.

표본은 지역의 5%, 직불금 수급 농가의 1% 이상을 선정하여야 함

6) 지불의 감축과 제외 체계

· 불이행 항목의 중요도와 수에 따라 직불금을 감액하는 체계 마련

7) 농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언

다. 교차의무준수사항 정책 개입 체계

교차의무준수사항에 대한 표준 평가 틀은 목적(objectives), 투입(inputs),

산출(outputs)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의 필요성은 일반 목적으로 정의되며,

이것은 세부 목적과 운영 목적으로 구체화된다. 운영 목적은 투입의 목적과 

기초를 의미하고, 실행 단계는 결과를 반영한다. 산출은 결과를 도출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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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일반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사회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이익을 창출한다.

부도 5-1. 교차의무준수사항의 정책 개입 논리

자료: IEEP Oreade-Breche Sarl(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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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주요 쟁점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농업소

득의 절대금액 규모가 하락하고, 소득변동성은 확대되어 농업경영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경영위험이 높아진 원인은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 농산물가격에 비해 빠른 투입재 가격의 증가로 인한 농가

교역조건 악화와 수익성 저하, 고령화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등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늘어남

은 물론, 재해규모가 커지고, 재해 종류가 다양화되며, 재해 영향 범위가 

광역화되는 등 재해(자연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등)로 인해 생산위험이 증

가하고 있다.64

이 연구는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 경영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전업농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중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농업소

득의 소득보전과 변동성 완화를 통한 농업경영안정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은 농가경제 및 품목별 경영위험 실태 분석, 주요 

64 박준기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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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와 주요 쟁점 도출, 관련 제도 개선 및 확충을 위한 

방안 제시,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 방안 제시 등에 있다.

농업의존도가 높은 중견농가는 일반농가에 비해 농업소득 감소폭이 더 

크고, 부채 규모도 높아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가격 하락

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소득 하락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

을 계량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농업경영안정화 차원에서 가

격하락 위험을 흡수하여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52개국과의 FTA 체결 및 이행, TPP 협정 가입 예상과 함께 

쌀 관세화 전환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한 우려, 생산 및 투자

의욕 저하, 실제 급격한 가격하락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규모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미국, EU 등 수출국 입장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장위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위험 대응을 위한 지원제도는 위험완화, 위험 대응, 위험 외부

화, 재무위험 대응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 시장개방, 재해 등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도

가 도입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65

첫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목표의 불명확성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국의 위치, 부족한 농업자원, 국제경쟁력 확보의 한계 등 우리 농업의 

현실에 기초한 농업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농업경영안

정지원제도의 목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목표가 다차원

적으로 설정(식량자급률 제고, 농지 및 농업자원 보전, 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성장산업화)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역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떤 수단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둘째, 품목별, 위험 형태별로 차별적 접근의 부족이다. 농업경영위험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형태 및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65 박준기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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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농업위험(가격위험,

생산위험, 재무위험)에 대하여 부분적인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체계적이

고 차별적인 농업경영안정화제도가 부족하다.

셋째, 제도변화 대응 우선에 따른 쌀 편중지원 문제를 들 수 있다. 시장

개방, 자연재해 등으로 노지채소류(마늘, 양파, 고추)와 과일류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큰 반면, 쌀은 가격변동이나 생산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

목이다. 그럼에도 쌀변동직불제의 가격변동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고, 재

해보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사후적·단기적 수급 및 가격안정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이

다. 가격위험에 대응하는 수급안정지원제도는 가격 및 생산변동이 심한 품

목을 대상으로 소비지 시장에서 원활한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가 목적

이다. 그 결과, 해당 품목 재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화는 부수적 목적이

며, 소비지시장에서 품목별 원활한 수급과 물가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생산 및 가격위험 자체를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화

를 도모하기보다는 수급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시장개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농가 입장에서 위험을 분산(hedging)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일정 부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정책대상과 정책목적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해

야 한다. 현행 사업 시행방식을 보면, 가격변동 대응 정책들의 목적이 소비

지시장에서 단기적인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있는 반면,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로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응한 충격 완화장치로는 여전히 부족하다.66

농가는 가격 및 생산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

제도는 지원 대상 측면에서 소비자와 농가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지원목적에서 수급조절과 생산량 감소 충격 완화가 중첩되어 있다 보니 지

원방식도 이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위험에 

66 가격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약재배, 비축사업, 수매지원사업 등이 있

으며, 생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재해보험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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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방식-수급안정-직불제-경영회생제도 등 

관련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편은 

물론, 확충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의 특성상 기본 방

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며, 개별 지원제도의 확충방안에 대한 세부 연

구는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2. 제도 개편 방향

농업정책의 비전을 ‘농업·인간·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업’

으로 제시하고, 다음의 세 가지를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신뢰받는 농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자

급률, 농지 등 농업자원의 보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이다. 셋째,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의 삶 영위이다. 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경

영안정화 도모해야 한다.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목표는 ‘안정적 농업경영, 농업인의 합리적 수

준 삶 영위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

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국

민의 지지를 받는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가격급락, 경

영비 상승, 시장개방의 직접피해 등 농업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공급량 증가와 투입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

한 농가 교역조건 악화로 농업수익성의 저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안정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산물 공급증가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가격변동성 확대, 전업화·규모

화된 농가 비중 확대에 따른 경영위험 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농업소득 급락 가능성, 일시적 재무위험 노출 등으로부터 농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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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수 있는 경영안정장치 보완으로 안정적 농업경영과 삶 영위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주요 부문별 개편 및 확충 방향은 먼저, 품목 특성별 접근이 필요하다.

식량작물은 쌀뿐만 아니라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료작물 및 유지

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곡물 자급률 제고, 논농업

의 다양화를 위한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채소류(노지·시설)와 과일

류는 경제작물이므로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최근에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직접피해

와 간접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축산물은 기본적으

로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조절과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가축질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경영회생 지원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3. 제도 개편 및 확충방안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의 명확한 공공재 공급 역할과 그에 따른 실질적 

소득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식량공급, 환경 및 자원보전, 경관 유지,

생물다양성, 분산거주 등 농업부문의 공공재 창출 기능 강화로 국민적 공

감대 도출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 농가이행조건을 강화하여 국민 지지에 

기초한 실질적 소득보전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불제 간 역

할을 정립하고, 단위 목적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의 간접피

해, 지역사회 유지 등과 고정직불(논, 밭)과 조건불리직불의 관계, 피해보

전직불의 한계 등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밭작물의 생산비 및 가격급락 가

능성에 대응한 제도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특정 품목(쌀) 위주 

지원방식으로부터의 전환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직불예산의 60% 이상이 

단일 품목인 쌀에 투입되고 있어서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즉, 논농업의 다양화를 저해하여 농업 전반의 식량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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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고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품

목 간 형평성 제고, 논농업 다양화, 적정 수준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쌀 위주의 직불제 지원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 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접피해 보전은 

보상시기, 보상대상, 보상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 피해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피해보전직불제)하며, 간접피해 보전은 밭농업직불제의 

소득보전 성격 보완을 통한 정책 연계 강화로 보강하며, 품목별 지원방식

에서 면적 지원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경영안전망 지원제도의 확충을 위해 첫째, 경영비 상승 및 수입 하락에 

따른 소득하락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영비 상승에 따른 이윤 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비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직

불금의 면적 기준 지급에 따른 대규모농가 지원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형

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둘레 기준 지급방식을 제시하였다. 둘레 기

준 지급방식은 직불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가의 국토자원 관

리 및 보전 기능에 대한 소득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영비 상승 대응 방안과 둘레 기준 지원방식

은 품목별 조수입 하락과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

로 제안하였다. 셋째, 재해보험 개편 방안으로 대규모 재해로 인한 생산위

험 대응 보험제도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입률 제고 등 현행 농업

재해보험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경영회생지원제도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제도만으로는 농가의 재무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회생지원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급안

정지원제도와 경영안정제도 간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수급안정지원

제도는 노지채소 공급불안에 따른 가격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운

영되고 있으며, 주로 단기적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급안정지원

제도의 경영안정화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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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연계한 경영안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둘째,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자조금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

하였다. 전면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자 스스로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명목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조금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

화되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 관리 및 경영컨설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 조사

를 실시하고, 현행 농업경영체등록제의 개선방안, 최근에 침체를 겪고 있

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침체 이유와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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