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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농업

 지지정책 지표*

김 병 률  ․  이 명 기

  2008년 6월 OECD는 각 회원국 농업 지지정책의 변화를 정리․평가한 보고서를 

출 하 다. 이 보고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해, 각국 농업정책의 생산자 지지 정

도를 계측하여 농업정책 개 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악하는데 주로 사용되

는 생산자 지지 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의 개념을 소개하고, OECD에

서 발표하는 농업 지지정책과 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소개한다.  

1. PSE의 개념

  OECD는 1980년  반 이후 매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과 련된 이 지출액 

는 지지액(monetary transfer (support))을 계측하여 발표해 왔다. 이를 해 OECD는 

이 지출과 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개발했는데, 그  가장 요하고 핵심 인 

지표가 생산자 지지 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이다. OECD에서 매년 발

표하는 이 지표는 농업에 한 정부 지지와 련된 자료  국제 으로 비교가능

하고 공신력 있는 유일한 지표이다.

  지지 정도를 계측하는 기본 인 방법론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정부 정책 계측 방

법은 계속 발 해 왔으며, 이는 체 PSE의 구성요소에 부분 으로 반 되어 왔다. 

PSE의 구성요소는 정책 개 에 한 평가를 향상시키고 정책 분석에 이용하기 

* 본 내용은 OECD가 발간한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를 참고하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병률 연구위원과 이명기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다. (mklee@krei.re.kr, 02-3299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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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지지추정치 = 시장 가격 지지 추정 + 산 지출 + 포기된 산 수입 추정

%PSE = 생산자총수취액
생산자지지추정치

× 

 1) 시장 가격 지지 추정(market price support(MPS) estimation):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자 가

격을 수입산의 국내 가격보다 더 높게 (때때로 더 낮게) 유지하기 한 정책 수단으로, 

이 지지 방식에 소요되는 산은 소비자에게 가된다.

 2) 산 지불(budgetary payments): 농축산물 생산량, 생산요소 투입량, 사육두수, 경작면 , 

과거의 (일정한) 기  기간, 농가수입 는 소득에 기 하여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정책

을 의미한다. 이 정책에 필요한 산은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3) 포기된 산 수입 추정(budgetary revenue foregone estimation): 세 이나 요  할인 을 

통해 투자 신용 제공(investment credit), 에 지, 물 등 농업생산 투입요소의 비용을 낮추

는 간 인 산 지지(implicit budgetary support) 정책을 의미한다.

해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OECD 국가들은 2년 동안 논의를 거쳐 PSE 내 정책 

그룹 분류(the classification of the generic policy categories)를 크게 바꾸고, 품목 지지 

정도의 계측 방식에 변화를 주고, 련 지표의 표성(presentation)을 개선하 다. 

이러한 수정은 OECD 국가들의 농업 정책 변화를 반 한 결과이다. 아래의 내용은 

새로운 PSE 분류와 데이터  지표가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농업 지지정책의 계측

  생산자 지지추정치는 아래 세 가지 그룹의 정책 수단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

되는 연간 이  지출액(annual monetary transfer)”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요한 것은 ‘지지액(support)’이 1) 정부 회계상의 산 지출 2) 포기된 산 수입

의 추정액 3) 농업생산물의 국내  국제 가격 차이에 한 추정액(시장 가격 지지)

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PSE 지표는 자국 통화, US 달러, 유로화로 표시되는 액 자체와 지지액(support 

payments)을 포함한 생산자 총 수취액(the value of gross farm receipts)에 한 PSE 

액의 비율로 표시되는 %PSE가 있다. %PSE는 항상 0과 100사이의 값을 갖는다. 

%PSE가 100에 가까울수록 생산자의 수입  정부 지지정책에 의해 직  는 간

으로 얻게 된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액은 일반적으

로 정부 회계상의 

예산지출, 포기된 

예산 수입의 추정

액, 농업생산물의 

국내 및 국제 가격 

차이에 대한 추정

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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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들의 %PSE 변화

  주: 1) 2007년 %PSE는 잠정치임.
     2) 유럽연합은 1986～1988년에는 EU-12, 2007년에는 EU-27임.
     3)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1995년부터 포함됨.
     4)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2004년부터 포함됨.
     5) OECD, UE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OECD 전체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2008.6.

  OECD 회원국 체의 %PSE는 1986～1988년 평균 37에서 2007년 23(잠정치)로 감

소하 다. 주요 회원국의 %PSE는 터키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 는데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의 %PSE가 크게 감소하 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은 

PSE 비  감소가 비교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PSE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지표들은 생산자 명목 지원 계수(Producer 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 NAC)와 생산자 명목 보호 계수(Producer Nominal Protection 

Coefficient; NPC)가 있다. 생산자 명목 지원 계수는 모든 형태의 지지를 받을 경우 

생산자 총 수취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측함으로써 지원의 수 을 측정한다. 

생산자 명목 보호 계수는 행 생산량을 기 으로 지불액이 포함되었을 경우 농가

들의 평균 수취가격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계측하기 한 것으로, 농가 보호의 

수 을 측정한다. PSE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비 을 보면 해당 국가 정책의 성격

(policy mix)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생산 왜곡(production distorting), 생산 립성

(decoupled), 시장 목표(targeting) 등을 계측할 수 있다. 

OECD 주요 회원국

의 %PSE는 터키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

하였는데, 뉴질랜

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은 크게 감

소했으며, 유럽연

합, 일본, 한국은 비

교적 완만하게 감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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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 생산자총수취액 지지제외
생산자총수취액 모든형태의지지포함

× 

NPC = 국경가격
평균농가수취가격현행생산기준지불액포함

× 

  이러한 지표들의 주된 목 은 매년 지지정책과 련된 액의 추정치와 지지정

책의 구성을 보여주고, 모든 OECD 국가들이 수행하는 정책 개 의 추진 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해 국가별로 연도별로 추세를 비교하는 것이다. PSE 데이터

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농업생산, 무역, 소득, 환경 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OECD 분석모델들의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PSE에서의 정책 그룹 분류는 정책의 목 과 향에 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기 한다. 지지정책 구성의 변화는 농업 정책 개 의 

정도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소이다. 농업 정책의 본질은 계속해서 변화하

기 때문에 지지정책을 분류하기 한 그룹 역시 바 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PSE

의 그룹 분류가 개정된 이유이다. 요한 것은 PSE에서의 정책 그룹의 종류와 정의

만이 변경되었으며 체 PSE 수 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바 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기타 농업 지지정책 관련 지표들

  소비자 지지 추정치(Consumer Support Estimate; CSE)는 농축산물 소비자로부터(

는 소비자에게로)의 연간 이  지출액(annual monetary transfer)을 의미한다. 이 추정

치는 농업 지지 정책의 결과 변화된 농가 수취가격을 기 으로 계측하고, 이 과정에

서 정책의 속성, 목 , 농축산물 소비에 미치는 향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추정

치가 음의 부호(negative)를 나타내면, 이는 정부의 시장 가격 지지가 소비자들에게 

부담(간 인 세 )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을 낮추기 해 소비자들을 

상으로 실시하는 보조 정책보다 농산물 가격을 높이기 한 정책의 효과가 크다

는 의미이다. 

  총 농업지지 추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는 농업 지지 정책 실시 결과 납세

자와 소비자로부터 이 되는 연간 이  지출액(annual monetary transfer) 총액을 의미

한다. 이 추청치는 정책의 목 (지지의 목 ), 지지수단이 농업생산과 농가수임 그리

고 소비에 미치는 향을 반 하지 않는다.

PSE 자료들은 다양

한 정책수단들이 

농업생산, 무역, 소

득, 환경 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한 OECD 분

석모델들의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이밖에 소비자지지

추정치와 총보조추

정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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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호주 PSE(백만 달러) 1,014 1,372 1,506 1,872 

%PSE 7 4 6 6 
생산자 NPC 1.04 1.00 1.00 1.00 
생산자 NAC 1.08 1.05 1.06 1.06 

캐나다 PSE(백만 달러) 6,048 6,497 7,240 7,001 
%PSE 36 22 23 18 

생산자 NPC 1.39 1.13 1.16 1.09 
생산자 NAC 1.56 1.28 1.29 1.23 

유럽연합 PSE(백만 달러) 98,585 130,824 130,622 134,318 
%PSE 40 32 31 26 

생산자 NPC 1.76 1.25 1.19 1.13 
생산자 NAC 1.67 1.47 1.44 1.35 

아이슬란드 PSE(백만 달러) 193 247 215 212 
%PSE 76 70 68 61 

생산자 NPC 4.10 2.91 2.74 2.18 
생산자 NAC 4.26 3.29 3.10 2.54 

일본 PSE(백만 달러) 49,535 44,576 39,239 35,230 
%PSE 64 54 51 45 

생산자 NPC 2.63 2.10 1.99 1.74 
생산자 NAC 2.76 2.18 2.06 1.83 

한국 PSE(백만 달러) 12,055 23,526 25,282 25,461 
%PSE 70 62 63 60 

생산자 NPC 3.32 2.47 2.56 2.36 
생산자 NAC 3.38 2.65 2.72 2.49 

멕시코 PSE(백만 달러) 8,364 4,960 6,136 6,053 
%PSE 28 13 15 14 

생산자 NPC 1.34 1.05 1.08 1.05 
생산자 NAC 1.39 1.15 1.17 1.16 

뉴질랜드 PSE(백만 달러) 432 138 96 82 
%PSE 10 1 1 1 

생산자 NPC 1.02 1.01 1.01 1.00 
생산자 NAC 1.12 1.01 1.01 1.01 

노르웨이 PSE(백만 달러) 2,800 3,050 3,007 2,803 
%PSE 70 67 65 53 

생산자 NPC 4.15 2.47 2.27 1.63 
생산자 NAC 3.38 3.06 2.89 2.14 

표 1  OECD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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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스위스 PSE(백만 달러) 5,385 5,591 4,880 4,180 

%PSE 77 68 62 50 
생산자 NPC 4.80 2.31 1.93 1.41 
생산자 NAC 4.38 3.09 2.65 1.99 

터키 PSE(백만 달러) 3,118 12,615 10,810 13,438 
%PSE 16 25 20 21 

생산자 NPC 1.17 1.32 1.20 1.17 
생산자 NAC 1.19 1.34 1.26 1.27 

미국 PSE(백만 달러) 36,782 41,024 30,860 32,663 
%PSE 22 15 11 10 

생산자 NPC 1.14 1.06 1.03 1.04 
생산자 NAC 1.29 1.08 1.13 1.11 

OECD 전체 PSE(백만 달러) 239,269 272,076 257,287 258,236 
%PSE 37 28 26 23 

생산자 NPC 1.50 1.24 1.20 1.15 
생산자 NAC 1.59 1.40 1.35 1.29 

  주: 1) 2007년 %PSE는 잠정치임.
     2) 유럽연합은 1986～1988년에는 EU-12, 2007년에는 EU-27임.
     3)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1995년부터 포함됨.
     4)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2004년부터 포함됨.
     5) OECD, UE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OECD 전체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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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잠정치)

호주 CSE(백만 달러) -241 -208 -183 -207 
%CSE -6 -2 -2 -2 

소비자 NPC 1.06 1.00 1.00 1.00 
소비자 NAC 1.06 1.02 1.02 1.02 

캐나다 CSE(백만 달러) -2,824 -2,933 -3,904 -2,873 
%CSE -24 -16 -18 -11 

소비자 NPC 1.37 1.18 1.22 1.13 
소비자 NAC 1.32 1.18 1.22 1.13 

유럽연합 CSE(백만 달러) -74,686 -53,838 -49,608 -45,785 
%CSE -37 -16 -14 -10 

소비자 NPC 1.75 1.22 1.18 1.13 
소비자 NAC 1.58 1.20 1.16 1.12 

아이슬란드 CSE(백만 달러) -117 -109 -92 -75 
%CSE -69 -52 -49 -36 

소비자 NPC 4.21 2.15 1.99 1.60 
소비자 NAC 3.34 2.09 1.95 1.57 

일본 CSE(백만 달러) -61,128 -52,003 -46,349 -39,415 
%CSE -64 -52 -48 -40 

소비자 NPC 2.80 2.07 1.92 1.67 
소비자 NAC 2.80 2.07 1.92 1.67 

한국 CSE(백만 달러) -11,754 -25,942 -30,347 -31,437 
%CSE -66 -59 -61 -57 

소비자 NPC 2.92 2.42 2.58 2.35 
소비자 NAC 2.91 2.42 2.57 2.34 

멕시코 CSE(백만 달러) -6,225 -1,706 -2,442 -2,353 
%CSE -24 -5 -6 -5 

소비자 NPC 1.37 1.06 1.08 1.06 
소비자 NAC 1.32 1.05 1.07 1.06 

뉴질랜드 CSE(백만 달러) -60 -69 -58 -40 
%CSE -6 -3 -3 -2 

소비자 NPC 1.07 1.03 1.03 1.02 
소비자 NAC 1.07 1.03 1.03 1.02 

노르웨이 CSE(백만 달러) -1,332 -1,538 -1,485 -1,114 
%CSE -56 -53 -51 -33 

소비자 NPC 3.29 2.30 2.12 1.55 
소비자 NAC 2.28 2.15 2.03 1.50 

표 2  OECD 국가별 소비자 지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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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잠정치)

스위스 CSE(백만 달러) -4,937 -3,707 -3,019 -2,010 
%CSE -73 -55 -47 -30 

소비자 NPC 4.72 2.31 1.96 1.45 
소비자 NAC 3.72 2.21 1.89 1.42 

터키 CSE(백만 달러) -2,394 -8,956 -6,105 -6,416 
%CSE -16 -21 -15 -12 

소비자 NPC 1.21 1.30 1.19 1.14 
소비자 NAC 1.19 1.27 1.17 1.13 

미국 CSE(백만 달러) -4,394 14,712 19,051 12,965 
%CSE -4 8 10 5 

소비자 NPC 1.12 1.05 1.03 1.05 
소비자 NAC 1.04 0.93 0.91 0.95 

OECD 전체 CSE(백만 달러) -161,389 -135,700 -124,026 -115,904 
%CSE -30 -17 -15 -12 

소비자 NPC 1.54 1.26 1.22 1.17 
소비자 NAC 1.43 1.21 1.18 1.14 

  주: 1) 2007년 %PSE는 잠정치임.
     2) 유럽연합은 1986～1988년에는 EU-12, 2007년에는 EU-27임.
     3)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1995년부터 포함됨.
     4)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2004년부터 포함됨.
     5) OECD, UE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OECD 전체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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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호주 %PSE 7 4 6 6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5 0 0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35 49 60 44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2 2 3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20 43 38 53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캐나다 %PSE 36 22 23 18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58 45 54 41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8 7 8 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22 24 25 27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2 8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22 11 14 
  - 비품목 기준 지불 0 1 0 0 
  - 기타 지불 2 1 0 1 

유럽연합 %PSE 40 32 31 26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91 51 42 37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5 10 11 12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4 233 17 17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15 30 33 
  - 비품목 기준 지불 0 1 2 1 
  - 기타 지불 0 0 0 0 

아이슬란드 %PSE 76 70 68 61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92 78 78 73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8 7 5 5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0 0 3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14 16 19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1 0 0 0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표 3  OECD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구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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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일본 %PSE 64 54 51 45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93 93 93 89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4 3 3 4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1 1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3 3 4 6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한국 %PSE 70 62 63 6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99 89 90 91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 2 2 3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6 4 3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3 3 3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멕시코 %PSE 28 13 15 14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83 37 43 30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7 35 33 41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1 2 4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4 3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23 18 19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뉴질랜드 %PSE 10 1 1 1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19 51 57 46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48 27 38 54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12 22 5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21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0 0 0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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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노르웨이 %PSE 70 67 65 53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72 53 51 42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9 6 6 7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19 28 29 3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14 13 1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0 0 0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스위스 %PSE 77 68 62 5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83 58 52 40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7 3 4 5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7 14 16 22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1 1 2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19 22 25 
  - 비품목 기준 지불 0 2 2 3 
  - 기타 지불 3 3 3 3 

터키 %PSE 16 25 20 21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71 83 74 77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29 3 8 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14 17 15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미국 %PSE 22 15 11 1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1 27 25 22 
  - 비품목 기준 지불 2 5 8 7 
  - 기타 지불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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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OECD %PSE 37 28 26 23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82 60 54 51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8 10 11 13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8 14 11 11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1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1 14 21 23 
  - 비품목 기준 지불 0 1 2 1 
  - 기타 지불 0 0 0 0 

  주: 1) 단위는 %PSE 대비 각 항목의 비중임.
     2) 2007년 %PSE는 잠정치임.
     3) 유럽연합은 1986～1988년에는 EU-12, 2007년에는 EU-27임.
     4)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1995년부터 포함됨.
     5)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2004년부터 포함됨.
     6) OECD, UE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OECD 전체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20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