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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ECD는 매년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농업 보조에 관한 정보와 통계,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내용을 담은 ‘농업정책 모니터링과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8년도에 발표된 연차보고서는 OECD 35개국, 

EU내 비OECD 6개국 및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

비아, 필리핀 등을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베트남,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가에 관한 내용은 농업부문 지원, 

주요 정책의 변화, 평가 및 권고사항으로 구성된다. 

2. 중국

2.1. 농업부문 지원

지난 20년 간 꾸준히 증가하였던 중국의 %PSE 대비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은 2015-17년 

총농가수취액(gross farm receipts)의 14~16% 정도를 차지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콩, 유채, 면화, 옥수수 등의 품목에 대한 시장 개입과 밀과 쌀에 대한 

최소가격수매 정책 등 최근의 정책 개혁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2013년 이후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yjlee401@krei.re.kr). 

본고는 OECD에서 발간한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8” 중 중국, 일본, 베트남, 카자흐스탄, 

필리핀의 농업지원 및 정책의 평가와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번역·정리하여 작성함. OECD국가, 비OECD국가, 10개 신흥

국가 등 전반적인 통계수치와 농업정책 평가 내용 등에 대한 자료는 세계농업 제223호(2019.3월)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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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농업부문 지지 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생산액 239,511 1,385,814 1,391,103 1,369,369 1,396,971

･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90.7 76.0 77.0 76.6 74.4

농업총소비액 242,835 1,443,245 1,420,969 1,439,718 1,469,048

생산자지지추정치(PSE) 6,472 224,171 236,057 232,180 204,277

･ 농산물 생산 지지 2,013 167,510 180,241 172,116 150,173

   - 시장가격 지지 2,013 163,029 175,862 167,801 145,425

   - 농업생산 관련 보조 0 4,480 4,378 4,315 4,747

･ 투입재 이용 보조 3,832 23,335 25,566 23,375 21,064

･ 기타 0 0 0 0 0

%PSE 2.7 15.5 16.3 16.2 14.0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00 1.14 1.15 1.14 1.11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03 1.18 1.19 1.19 1.16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5,530 39,365 45,319 37,738 35,038

･ 농업지식․혁신시스템 450 8,444 9,023 8,372 7,936

･ 감독 및 통제 265 1,984 2,212 1,978 1,762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1,292 10,162 11,020 9,949 9,516

･ 유통 및 판촉 0 536 632 457 518

･ 공공비축 운영비용 3,523 18,239 22,431 16,981 15,305

･ 기타 0 0 0 0 0

일반서비스지지비중(TSE 대비) 45.1 14.9 16.1 14.0 14.6

소비자지지추정치(CSE) -2 193 -159,897 -172,608 -166,882 -140,200

%CSE -0.9 -11.1 -12.1 -11.6 -9.5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01 1.13 1.15 1.14 1.11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01 1.12 1.14 1.13 1.11

총지지추정치(TSE) 12,254 263,536 281,376 269,918 239,315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1 717 169,278 185,997 177,864 143,974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11,728 112,254 115,635 110,973 110,153

･ 재정 수입 -1,191 -17,996 -20,256 -18,919 -14,813

TSE 비중(GDP 대비) 1.4 2.3 2.6 2.4 2.0

GDP 디플레이터(1995-97=100) 100 182 178 180 187

환율(USD=1) 8.34 6.56 6.28 6.64 6.76

주: p는 잠정치(Provisional)를 의미함.

자료: OECD(2018).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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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7년 중국의 총지지추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는 GDP의 2.3%로 OECD 

평균1)의 두 배에 이른다.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PS)는 여전히 전체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부터 경작 농지를 기초로 

한 직불제 등의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 중 가장 큰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항목은 ▲ 공공 비축(public 

stocking) ▲ 인프라 개발 및 유지 관리 ▲ 농업 지식 및 혁신시스템 등이다.

생산자 총수입 대비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율(%PSE)은 1995-9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17년 중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는 총농가수취

액의 약 15.5%를 차지했으나, 이는 OECD 평균치2)보다 약간 낮았다. 또한 주요 작물에 

대한 정부 주도의 임시 수매 및 비축 정책으로 PSE 대비 왜곡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그림 1>. 

<그림 1>  중국의 농업지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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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p.125.

  시장가격지지는 단일품목이전(Single Commodity Transfers, SCT)의 주요 구성요소이지

만 2014년 이후 면화, 대두, 및 옥수수 등의 생산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불의 역할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계란을 제외하고, 생산자들은 상품매출액의 12~52% 정도의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그림 2>. 

1) 0.7%. OECD(2018): 99.

2) 18.2%. OECD(201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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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품목별 SCT(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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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p.125.

  전반적으로 단일품목이전은 총 생산자지지추정치(PSE)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2015-17

년 농업 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지지(GSSE)는 4.3%로 OECD 평균3)에 가깝다.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총 지원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17년에는 2.3%를 기록하였으며, 

본 보고서에 다루고 있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2. 주요 정책의 변화

2018년 초, 현재의 농업 및 환경 관련 정부 부처의 구조 조정을 포함한 주요 제도개혁안

이 공표되었다. 2017년 11월 개정되었던 농촌 토지계약법의 초안에서는 기존 농촌 토지계

약을 종료시점에서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초, 

중국은 국제시장에 비해 높게 형성된 국내가격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밀과 쌀의 2017/2018 최저보장가격이 인하되었다. 또한 

2017년 중국의 남부, 동부 및 중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수로 문제와 혼잡한 지역에서 발생하

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들은 축산업 활동을 금지하는 ‘환경 통제 구역’을 

지정하였다.

3) 5.4%. OECD(2018).p.98 (http://dx.doi.org/10.1787/888933755336)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베트남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5

2.3. 평가 및 권고사항

∙ 주요 작물에 대한 개입가격을 식재면적에 기초한 직접 지불로 대체

  식재면적을 반영한 직접 지불 등 최근의 개혁은 중국의 농업 지원 범위를 재조정하는 

단계이며,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옥수수 구매 및 비축 시스템 개혁은 가축 생산자의 사료 

구매와 저장 비용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매 및 비축 시스템은 밀과 쌀을 

포함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일반서비스지지의 구성 변화 필요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에 대한 공공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생산자에 대한 

지원보다 다소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 비축 비용은 최근 몇 년간 총 일반서비스 

지원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여전히   일반서비스 지원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 지원을 생산에 대한 직접 지불에서 연구 개발 및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 토지 규제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투자 필요

  토지소유권이전 관련 최근 정책 개혁은 농업 관련 기업과 협동 농장(co-operative farms)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new style)’의 농업 생산자 출현에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 소규

모 농장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운영권 이전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토지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 금융 

서비스와 같은 농촌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환경 요소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농업 환경에 관련 기준 및 정책 목표 수립 필요

  중국은 경작농지와 수자원이 매우 부족하며 농업 생산과 관련된 환경 압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 환경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 품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생태   조건에 부합한 환경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 농업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 및 실행되고 있다. 최근 재조직된 생태환경부는 환경 관련 

제도적 조정을 위한 기반 제공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을 위한 더 나은 기술보급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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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3.1. 농업부문 지원

  일본은 점차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으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분율 PSE는 2015-17년에는 약 46%로 1986-88년(63%)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

히 OECD 평균4)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시장가격지지(MPS), 농산물 생산지지, 투입재 이용 

보조 등 PSE 대비 가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지지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이는 생산자 지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2015-2017년 총지지추정치(TSE)는 일본 GDP의 1.0% 정도의 규모로 

1986-88년 대비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다. 동 기간 생산자지지추정치(PSE)의 경우, 총지지추

정치(TSE)의 82%에 해당되며, 일반서비스지지(GSSE)는 18%를 차지하였다. 일반서비스지지

(GSSE)의 약 85%는 관개 시설 및 방재 등의 인프라 개발 및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 등에 약 11%를 지원하고 있다.

<표 2>  일본 농업부문 지지 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

4) 18.2%. OECD(2018). p.99.

구 분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생산액 95,057 78,542 72,709 84,580 78,337 

･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68 66 66 65 66 

농업총소비액 141,486 117,236 107,357 127,283 117,069 

생산자지지추정치(PSE) 57,306 39,765 33,495 43,305 42,494 

･ 농산물 생산 지지 53,411 33,524 27,751 36,847 35,975 

   - 시장가격 지지 51,795 32,057 26,370 35,345 34,454 

   - 농업생산 관련 보조 1,616 1,468 1,381 1,502 1,521 

･ 투입재 이용 보조 2,804 1,225 1,191 1,370 1,113 

･ 기타 0 0 0 0 0 

%PSE 56.6 46.0 42.0 46.8 49.2

생산자명목보호계수 2.22 1.72 1.60 1.75 1.82

생산자명목지원계수 2.31 1.85 1.72 1.88 1.97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9,418 8,673 7,950 9,288 8,780 

･ 농업지식․혁신시스템 897 985 959 1,067 929 

･ 감독 및 통제 96 75 85 64 76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17,583 7,393 6,716 7,924 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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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는 잠정치(Provisional)를 의미함.

자료: OECD(2018). p.150.

<그림 3>  일본의 농업지원 변화 

농가 총수입

대비 PSE

(%PSE)

PSE 대비 가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지지 비중

국경가격 대비 

생산자 가격 비율

(생산자 명목보호계수)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GSSE 비중

GDP 대비 

TSE 비중

1986-88       1995-97       2015-17

자료: OECD(2018). p.149.

  시장가격지지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시장을 크게 왜곡할 수 있는 직접지원의 주요 지원 

요소로 생산자 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쌀의 경우 국내 쌀과 수입쌀 가격의 격차가 

확대5)되어 2017년에 지원 수준이 증가하였다. 단일품목이전(SCT)의 수준과 구조는 상품에 

5)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일본의 국내 쌀 가격은 6% 상승한 반면 수입쌀의 가격은 17% 하락함.

구 분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 유통 및 판촉 256 96 72 111 105 

･ 공공비축 매입비용 586 124 118 122 132 

･ 기타 0 0 0 0 0 

일반서비스지지비중(TSE 대비) 25.2 17.9 19.2 17.7 17.1

소비자지지추정치(CSE) -74,606 -47,418 -39,921 -52,283 -50,051 

%CSE -53 -40 -37 -41 -43 

소비자명목보호계수 2.11 1.68 1.59 1.70 1.75

소비자명목지원계수 2.11 1.68 1.59 1.70 1.75

총지지추정치(TSE) 76,964 48,444 41,452 52,600 51,281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74,842 47,458 39,953 52,325 50,095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25,650 16,368 15,075 17,232 16,797 

･ 재정 수입 -23,528 -15,381 -13,576 -16,957 -15,612 

TSE 비중(GDP 대비) 2.3 1.6 1.0 1.1 1.1 

GDP 디플레이터(1995-97=100) 109 96 96 96 96 

환율(USD=1) 107.96 114.00 121.00 108.80 112.18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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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이하다. 보리, 쌀, 설탕, 우유, 돼지고기, 양배추 및 포도 부문은 총 농가 수령액의 

50%이상이 단일품목이전에서 파생되었다.

<그림 4>  일본 품목별 SCT(2015-2017)

밀

보리

쌀

대두

설탕

우유

소/송아지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계란

사과

양배추

오이

포도

귤

배

시금치

딸기

양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품목별 총 농가 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시장가격지지    산출비례지불금   기타 SCT

자료: OECD(2018). p.149.

3.2. 주요 정책의 변화

  정부 주도의 쌀 생산 조정제도는 2018년에 폐지되었다. 1970년대부터 지속되었던 생산 

조정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생산자들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을 계획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생산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시장 지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

기 위하여 수요 예측 등 쌀에 대한 상세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일본은 

쌀 생산 목표치를 달성한 생산자에 대한 소득지원금도 폐지하였다. 

  2017년 12월 일본은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서명하였다. 동 협약에 따라 EU의 낙농 제품, 돼지고기, 쇠고기, 밀 등을 포함한 농산품 

의 일본 시장접근을 위한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나, 쌀은 관세 감축 이행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18년 3월 일본과 10개의 환태평양국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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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쌀, 돼지고기, 유제품, 쇠고기, 밀, 보리, 설탕과 같은 민감 

품목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은 관세인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3.3. 평가 및 권고사항

∙ 쌀 생산 조정제도 폐지 시 점진적인 접근 필요

  쌀 생산 조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생산자가 시장 수요에 자유롭게 대응하고 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나, 다른 무역 장벽으로 인하여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생산 결정의 융통성을 

높임으로써 저렴한 가격과 농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 전용 시 발생하는 인센티브 줄여야 함

  일본은 경지정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농지 은행의 설립과 기업형 

농가에게만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농장 규모 증가와 생산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장이 아닌 용도, 예를 들어 산업 및 서비스 

시설 또는 개인 주택 건설 등으로 전용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농지를 판매할 기회가 

있는 경우 농지 양도를 꺼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농경지와 비농업 토지의 가격 차이만

큼을 과세하는 등 토지 전용 시 발생하는 농지 소유자의 인센티브를 줄이면 구조전환과 

경지 정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

∙ 농업 혁신 및 R&D 부문에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필요

  일본의 농업 생산성은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지원에서 농업 혁신 지원 및 민간 연구개발(R&D) 활동 촉진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업 혁신 시스템은 전통적 하향식 접근법으로, 공공부문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신기술이 농촌지도자들을 통해 농가들에 전파되고 있다. 연구분야에

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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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필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과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 하에 일본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저탄소 

농업 실현 방안 및 내열성 품종 개발 등 관련 부문에서의 R&D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지향적 농업으로의 전환

  일본은 다른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농업부문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농산물에 대한 국경 조치 완화

는 수입제품과의 경쟁을 통한 일본 농업․식품부문의 구조적 변화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4. 카자흐스탄

4.1. 농업부문 지원

  2015-17년 카자흐스탄의 총농가수취액 대비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중(%PSE)은 6.5%이다. 

평균적으로 농업 성장에 대한 총 지원은 경제 성장과 동등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총농업지지

추정치 비중(%TSE)도 안정적이다. 또한 농업분야 일반서비스지지(GSSE) 비중은 약 22%로 

안정이며, 감독 및 통제와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출은 지난 3년간 일반서비

스지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카자흐스탄 농업부문 지지 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생산액 3,944 12,710 14,861 10,723 12,547 

･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74 58 57 59 59 

농업총소비액 3,591 12,200 14,459 10,115 12,025 

생산자지지추정치(PSE) 274 901 2,186 7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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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는 잠정치(Provisional)를 의미함.

자료: OECD(2018). p.153.

  1995-97년에는 PSE 대비 가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지지의 비중의 비율이 99%로 매우 

높았으나, 2015-17년 평균 12%로 감소하였다. 국내 농산물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낮았으나 

축산물의 경우 세계 가격보다 높은 편으로, 농민들이 받는 평균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1% 

정도 낮았다.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지지 비중은 4%로 1% 미만이었던 1995-97년 

구 분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 농산물 생산 지지 270 57 1,135 -708 -256 

   - 시장가격 지지 270 -55 996 -824 -337 

   - 농업생산 관련 보조 0 112 139 116 80 

･ 투입재 이용 보조 4 708 829 607 687 

･ 기타 0 2 3 2 2 

%PSE 6.7 5.5 13.6 0.1 3.8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06 0.99 1.08 0.93 0.98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07 1.06 1.16 1.00 1.04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2 314 397 260 285 

･ 농업지식․혁신시스템 0 39 48 37 34 

･ 감독 및 통제 11 150 191 119 139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1 117 155 93 101 

･ 유통 및 판촉 0 4 2 4 5 

･ 공공비축 매입비용 0 0 0 0 0 

･ 기타 0 5 2 6 6 

일반서비스지지비중(TSE 대비) 4.9 21.8 15.1 37.3 22.5

소비자지지추정치(CSE) -356 203 -1,093 979 723 

%CSE -10 3 -8 10 6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10 1.00 1.09 0.94 0.98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11 0.97 1.08 0.91 0.94

총지지추정치(TSE) 287 1,532 2,631 696 1,271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342 110 1,147 -594 -222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44 1,457 1,588 1,289 1,493 

･ 재정 수입 -11 -35 -105 0 0 

TSE 비중(GDP 대비) 1.4 0.9 1.4 0.5 ..　

GDP 디플레이터(1995-97=100) 100 1,025 959 1,090 ..　

환율(USD=1) 67.88 296.50 221.73 342.16 325.62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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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해충·질병 검사 및 통제뿐만 아니라 제도 및 시장 인프라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부문의 지원 추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GDP 대비 총 농업지지추

정치는 약 1%로 안정적이며<그림 5>, 총농업지지추정치의 일반서비스지지 점유율은 

1995-97년 5%에서 2015-17년 22%로 증가하였다<표 3>. 품목별 단일상품이전의 경우, 개별

상품 가격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데 쌀, 해바라기 옥수수 등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그림 5>  카자흐스탄의 농업지원 변화 

농가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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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p. 153.

<그림 6>  카자흐스탄 품목별 SCT(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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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정책의 변화

  카자흐스탄은 2016년부터 농업 정책 수단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지원을 위한 

총 예산은 유지되었으나 직불제 계획(payment schemes)의 수는 65에서 54로 감소하였다. 

가축부문 생산지불금(output payment)은 사료 비용 보조를 목적으로 재할당되었다. 2018년 

1월 1일, 카자흐스탄은 2015년 WTO 가입 규약에 따라 특정 농업생산자와 가공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특혜를 철폐하였다. 또한 농업보조총액측정치(AMS),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및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비롯하여,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협정, 기술기준 준수를 위한 국제 표준 사용, 국제 적합성 평가 절차에의 

참여 등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정보 기술 활용이 활발하다. 2017년부터 KazAgro6) 신용 및 대출에 대한 

신청서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 1월에 발효된 유라시아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의 새로운 관세법의 일환으로 통관 절차를 전산화하기도 

하였다. 

4.3. 평가 및 권고사항

∙ 생산자 및 시장에 대한 시장가격지지의 영향 고려 필요

  1995-97년과 2015-17년 사이에 카자흐스탄의 %PSE는 감소하였으며, 그 구성 역시 변화

하였다. 시장가격지지가 더 이상 유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모든 농가 지원에서 생산 관련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장가격지지는 향후 농가 경영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켜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 직불금 규모 확대

  2014년부터 고정자본을 형성하여 직불금의 50% 이상을 주로 동물 육종을 위한 혈통 

분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직불금은 농가 수준의 장기적인 개발 및 생산성을 지원하며, 농업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한다. 

6) 카자흐스탄 농촌기금 및 투자관리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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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및 자원 분배 개선

  2013년에 시작된 부채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래의 공적 

자금 분배와 생산 자원은 생산자들의 공동 책임을 증가시키고 파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입재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우려 

  비료 및 화학 물질 및 산업 사료 등 투입재 사용에 대한 보조금 증가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투입재 산업으로 보조금이 새어 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도 

따른다. 따라서 관련 지원을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 농업부문 장기생산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농업부문 장기 생산성은 1) 생산자의 시장 및 기후 관련 위험 효과적 관리, 2)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창출, 3) 토지 소유 및 장기 임대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지도 및 보급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별 

농가의 의사결정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관련 인프라 개발 필요

  운송 및 시장 인프라의 약점을 줄이고 생산자의 국내외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며, 수자원 

및 토지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인프

라 개발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목표 및 감축 계획 수립 필요

  저탄소 기술 접근을 위한 국제 투자에 조건부 25% 수준이었던 1990년 수준과 달리 2030

년까지 15%의 배출 감축 목표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관련 목표 또는 감축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농업부문의 배출량 정도와 향후 

감축 방향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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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리핀

5.1. 농업부문 지원

  2015-17년 필리핀의 %PSE는 26%로 2000-02(22%)와 비교하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

림 7>. 이는 OECD 평균인 18.2%보다 높으며,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모든 신흥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시장가격지지(MPS)는 필리핀 생산자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큰 규모

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쌀 생산에 집중되어 있다. 쌀에 대한 시장가격지지(MPS)는 2017년

에 MPS 총액의 42%, 생산지지추정치 총액의 41%를 차지했다. 쌀 외에도 사탕수수와 축산물

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은 편으로 주로 높은 수입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지지 비중은 2000-02년에서 2015-17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필리

핀의 일반서비스지지는 주로 관개 시스템과 특히 농촌지도 및 보급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

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장가격지지 및 예산 이전(budgetary transfer)을 통한 필리핀 

농업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비용은  2000-02년의 3%에서 2015-17년 3.2%로 증가하였

다. 이는 동 기간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모든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그림 7>. 

<표 4>  필리핀 농업부문 지지 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0-02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생산액 9,727 28,869 30,114 29,278 27,214 

･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89 88 88 89 87 

농업총소비액 9,951 30,842 31,563 31,000 29,964 

생산자지지추정치(PSE) 2,163 7,633 8,298 7,791 6,811 

･ 농산물 생산 지지 2,090 7,285 7,853 7,451 6,553 

   - 시장가격 지지 2,090 7,285 7,853 7,451 6,553 

   - 농업생산 관련 보조 0 0 0 0 0 

･ 투입재 이용 보조 69 344 442 337 254 

･ 기타 5 4 4 4 4 

%PSE 22.0 26.1 27.2 26.3 24.8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31 1.36 1.34 1.38 1.35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28 1.35 1.37 1.36 1.33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244 1,473 1,432 1,450 1,536 

･ 농업지식․혁신시스템 56 288 239 284 341 

･ 감독 및 통제 14 44 34 4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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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는 잠정치(Provisional)를 의미함.

자료: OECD(2018). p.174.

<그림 7>  필리핀의 농업지원 변화 

농가 총수입 

대비 PSE

(%PSE)

PSE 대비 왜곡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지 비중

국경가격 대비 

생산자 가격 비율

(생산자 명목보호계수)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GSSE 비중

GDP 중 

TSE 비중

2000-02       2015-17

자료: OECD(2018). p.173.

  품목별 단일품목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쌀과 설탕은 SCT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17년 기준, <그림 8>)

구 분 2000-02 2015-17 2015 2016 2017p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155 950 976 922 951 

･ 유통 및 판촉 6 72 62 90 65 

･ 공공비축 매입비용 12 95 93 89 101 

･ 기타 1 24 27 23 23 

일반서비스지지비중(TSE 대비) 10.1 16.2 14.7 15.7 18.4

소비자지지추정치(CSE) -2,261 -8,080 -8,395 -8,320 -7,526 

%CSE -22.6 -26.2 -26.6 -26.8 -25.1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33 1.37 1.35 1.40 1.36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29 1.35 1.36 1.37 1.34

총지지추정치(TSE) 2,408 9,106 9,730 9,241 8,347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2,463 8,359 8,240 8,842 7,996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92 1,503 2,053 1,200 1,256 

･ 재정 수입 -147 -757 -563 -802 -905 

TSE 비중(GDP 대비) 3.0 3.2 3.3 3.0 ..　

GDP 디플레이터(1995-97=100) 100 168 167 169 　..

환율(USD=1) 48.96 47.80 45.51 47.49 50.40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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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필리핀 품목별 SCT(2015-2017)

옥수수

쌀

설탕

소/송아지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계란

코코넛

0 20 40 60 80 100

품목별 총 농가 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시장가격지지    산출비례지불금   기타 SCT

자료: OECD(2018). p.173.

5.2. 주요 정책의 변화

  최근 수년간 농작물 보험 관련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7년 농민의 약 15%가 보조금

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정부가 20%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쌀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관개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해 농민이 

부담하는 관개서비스 비용 지불을 폐지했다. 2012년 WTO와의 합의에 따라 필리핀은 2017

년 6월 쌀 수입에 대한 수량 제한(QR)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필리핀은 2020

년 말까지 혹은 현행 유지되고 있는 1996년 「농업 관세화법(Agricultural Tariffication Act)」

이 개정될 때까지 관세화를 연장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5.3. 평가 및 권고사항

∙ 식량안보 및 빈곤 퇴치를 위한 농업 정책 필요

  필리핀의 주요 농업 정책 목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식량

안보와 빈곤 퇴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쌀 자급률의 목표는 쌀 생산자를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유도했다. 이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위한 다각화 전략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쌀을 주로 소비하는 빈곤 계층의 영양 부족에 기여하고 있다. 필리핀은 ▲ 품목 특정적 

인센티브 폐지를 통한 생산, 소비 및 수입의 다변화, ▲ 쌀 수입 제한 조치의 점진적인 

철폐, ▲ 국가식량처(National Food Authority)를 공공비축(emergency stock)을 관리하는 

시장 중립적인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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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위험 관리 관련 포괄적인 접근 방식 필요

  필리핀은 태풍, 열대성 태풍 및 홍수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자연재해 위험 관리 및 관련 정책 주류화 등을 위하여 관련 국가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위험 관리 

도구의 효율성, 특히 재해보험 등이 탄력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하는 정도 등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현황, 예측 및 적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해 

관련 농민 의식을 높여야 한다.

∙ 농업부문 생산성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구조 개혁 필요 

  필리핀의 농업부문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세계 평균보다 낮다. 이는 수십 년간의 저투

자, 정책 왜곡, 농지 개혁 부진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17년 필리핀은 다양한 투입 

보조금 지원을 인프라 투자와 농업 지식 관련 지원으로 재분배했다. 전체 요소 생산성 

증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재조정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 농업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조정, 통계시스템 구축 등 필요

  필리핀의 농업 정책은 복잡한 제도적인 시스템에 하에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부와 

농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다른 유관 부서 및 기관 간의 제도적 조정 ▲ 

공공 기금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견고한 정책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정책 프로세스에 통합 등을 통하여 정책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베트남

6.1. 농업부문 지원

  베트남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수준은 시장가격지지(MPS)의 변화에   따라 매우 낮은 수준에

서 변동한다. 또한 생산자지지의 경우, 품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옥수수, 사탕수수 

및 쇠고기와 같은 수입 경쟁 상품의 생산자는 관세 보호의 혜택을 받는 반면, 여러 수출 

상품의 경우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최근 %PSE가 마이너스(-0.9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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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전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로 관개 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 쌀 

생산에 대한 토지 유지와 관련된 쌀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 등을 기본으로 한다.

<표 5>  베트남 농업부문 지지 추정치
단위: 백만 USD, %

구 분 2000-02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생산액 8,570 41,266 40,590 41,244 41,965 

･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82 72 72 72 71 

농업총소비액 7,483 36,891 36,762 37,981 35,930 

생산자지지추정치(PSE) 518 -392 -1,229 -908 960 

･ 농산물 생산 지지 396 -855 -1,769 -1,340 545 

   - 시장가격 지지 396 -855 -1,769 -1,340 545 

   - 농업생산 관련 보조 0 0 0 0 0 

･ 투입재 이용 보조 101 251 324 220 208 

･ 기타 0 0 0 0 0 

%PSE 5.9 -0.9 -3.0 -2.2 2.3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07 1.02 0.98 0.99 1.03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06 0.99 0.97 0.98 1.02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224 612 739 544 554 

･ 농업지식․혁신시스템 23 86 86 83 89 

･ 감독 및 통제 4 3 3 3 3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190 475 607 410 408 

･ 유통 및 판촉 1 1 1 1 1 

･ 공공비축 매입비용 5 47 41 46 53 

･ 기타 0 0 0 0 0 

일반서비스지지비중(TSE 대비) 30.4 263.9 .. .. ..

소비자지지추정치(CSE) -605 -2,932 -1,806 -2,989 -4,002 

%CSE -8.0 -8.0 -4.9 -7.9 -11.1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09 1.11 1.07 1.11 1.14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09 1.09 1.05 1.09 1.13

총지지추정치(TSE) 742 220 -490 -364 1,515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626 3,573 2,505 3,771 4,445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137 -1,417 -980 -1,482 -1,788 

･ 재정 수입 -22 -1,937 -2,014 -2,653 -1,142 

TSE 비중(GDP 대비) 2.1 0.1 -0.3 -0.2 0.7 

GDP 디플레이터(1995-97=100) 100 244 364 368 　

환율(USD=1) 15,000.33 22,332.84 21,917.73 22,365.42 22,715.36 

주: p는 잠정치(Provisional)를 의미함.

자료: OECD(2018).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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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GDP 대비 TSE 비중은 0.1%이었다<표 5>.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시장 가격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가장 왜곡된 지지의 총액은 2015-17년에도 마이너스였다. 따라서 

총 PSE에서의 비중은 표시되지 않았다. 관개 시스템에 중점을 둔 일반서비스지지는 농업 

총 부가가치의 1.7%에 해당하며(2015-17년 기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GDP대비 TSE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그림 9>. 

<그림 9>  베트남의 농업지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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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그림 10>  베트남 품목별 SCT(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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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요 정책의 변화

  2018년 베트남은 새로운 관개법(Law on Irrigation)에 따라 관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동 법률에 따르면 관개 서비스 비용에는 관리 비용,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등 실제 비용이 포함되어야하며 시장의 수익과 일치하는 이익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높은 기술수준의 농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인센티브와 정책을 도입했다. 

2017년 6월 베트남 총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쌀 산업 재구성 및 품질 향상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는 ‘2030 비전’을 공표하고 2017-20년 쌀 수출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쌀 수출 사업에 관한 기존 법령7)을 대체하기 위해 쌀 수출 활동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구상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쌀 무역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6.3. 평가 및 권고사항

∙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 시행

  지난 2년 동안 베트남은 농식품 부문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정책적 개혁을 시행했다. 특히 쌀 수출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쌀 수출의 경쟁력과 품질

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면 수자

원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외 여건 극복을 위한 새로울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집중 등 필요

  베트남 국내외 여건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특혜 무역 협정의 

관세가 축소되고 베트남 경제가 세계 경제와 더욱 밀접하게 통합되면서 농업부문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농지 면적을 늘리고 비료 사용 비율을 높이는 데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베트남의 도전 과제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대규모 농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7) Decree No.109 / 2010 / 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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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원 배분 개선을 위한 농장합병, 작물선택에 대한 제한 폐지 등 필요

  부족한 토지 자원의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한 농장 

합병을 장려하고 작물 선택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한다. 또한 강제 토지 개량의 범위는 

제한되어야 하며, 토지 전환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토지 행정 

관련 사회 갈등과 부패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참여적 토지이용계획(participatory land 

use plans) 수립을 장려할 수 있고 국가 간섭 없이 토지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 쌀 수출 경쟁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수출 최저가격 규제완화 필요

  베트남의 쌀 수출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쌀 수출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특히 수출 최저 가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는 잠재적으로 수익성 있는 쌀 수출을 차단할 위험이 있으며, 최저 수출가격이 

변경될 경우 수출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OECD. 2018.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8. OECD Publishing. Par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