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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1년 재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목은 30개이다. 2001년 사과와 배 2품목

으로 시작한 지 10년만의 성과이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과

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단기간의 품목 확 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 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농가에게 든든한 버 목이 되었다. 특히 2002년의 ‘루사’와 2003년의 ‘매

미’  2010년의 ‘곤 스’와 같은 태풍과 2010년과 2011년의 연이은 동상해 피

해시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피해농가의 경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 수요가 있는 품목을 계속 확 해 나갈 계획이므로 농작물재해

보험이 농가경 안정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변동(감소)으로 인한 경제  손실에 처

할 수 있으나 가격 변동(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  불안정을 해소하지 못하

는 것이 한계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수량 

변동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경  불안정을 해소하기 하여 

수입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미국은 이미 1990년

 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수입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 노력을 다각

으로 기울이고 있다. 2000년  반부터 수입보험이 수량보험보다 큰 비 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재는 수입보험이 미국 작물보험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작물보험 발 과정에서 수입보험이 어떻게 도입되어 발

되어 왔으며,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를 악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을 도출

하고자 하 다. 우리나라는 아직 경험이 고 축 된 자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

문에 당분간 수입보험을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 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

의 경  안정이라는 궁극 인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장기 으로 수입보

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이러한 검토 작업

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2011.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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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농가 경 안 망으로서의 미국 작물수입보험의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는 미국의 농작물

보험의 발 과정에서 수입보험이 도입·확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후의 발 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작물재해보험이 발 하

기 하여 취해야 할 조치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국의 농작물보험은 제2차 세계 이 끝난 직후의 세계  공황과 가

뭄으로 농 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농가경제의 회생을 목 으로 1938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농작물보험은 1980년 연방농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이 제정되기 까지는 부진하 다. 1980년 법이 정부의 농

가부담 보험료 지원, 리운 비 지원  민간보험사의 참여 등을 권장하면서 

크게 발 하 다. 상품목수도 확 되었고 보험 가입률도 30% 를 기록하

다. 그러나 당  정부나 의회가 목표로 한 수 (가입률 50%)에는 도달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농가 경 안정 수단으로는 농작물보험 이외에도 재해지원(Disaster 

Payments), 융자 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s), 경기변동지불(Counter 

Cyclical Payments; CCPs)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작물보험의 비 이 차 

확 되어 가장 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수량변동에 기 하는 농작물보험은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경  불안

정에 처하지 못한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발표되고 농가들의 불만도 제기되었

다. 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1994년의 작물보

험개 법(the Crop Insurance Reform Act)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연방작

물보험공사(FCIC)는 1996년에 Income Protection(IP)과 Crop Revenue Coverage 

(CRC)의 2개 수입보험 시범사업을 승인하고, 1997년에 RA(Revenue Assurance)

의 시범 실시를 승인함으로써 작물수입보험이 시작되었다. 이들 작물수입보험

은 옥수수, 콩, , 면화 등 미국의 주요 품목을 상으로 일리노이, 아이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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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러바마 등 주산지를 심으로 실시된 후 국 으로 확 되었다. 이후 다

양한 작물수입보험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작물수입보험의 규모(가입면   보험 액 기 )는 차 확 되어 2000년

 들어서면서 수량보험보다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재는 수입보험이 

체의 약 75%를 차지하여 농가의 주요 안 망 역할을 하고 있다.  

  작물수입보험이 농가경 안정의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농작물보험의 개선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10년 5월에는 4년여 

동안의 작업을 거쳐 농작물보험의 주요 로그램인 5개1의 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고, 2011 작물년도부터 용하고 있다. 통합 목 은 유사한 로그램들

을 통합·단순화하여 농가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농작물보험 업무의 효

율성을 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로그램들을 통합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로그램 작업을 추진하

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직  보험 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민간보험사나 학 

등 심 있는 주체들이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발된 

로그램은 일정한 검토 차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연방작물보험공사

(FCIC) 이사회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국 인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이 게 

채택되는 로그램에 하여는 정부가 개발비를 지원한다. 한, 농작물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생산량 자료와 재해 자료 등 보험

과 련된 자료들을 계속 축 하고 있으며, 이를 토 로 보험료율을 재검토하

고, 기존 로그램들의 수정·보완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IT기

술, GIS  성자료 등을 극 활용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과 보험 매자  손해사정사 등에 

한 교육을 체계 으로 실시하고 있다. 막 한 재정 자로 정부 산 축소가 

불가피하여 농작물보험 련 사업도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된다. 그 지만, 

앞으로 각종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

1 5개 로그램은 Actual Production History, Crop Revenue Coverage, Revenue 

Assurance, Income Protection  Indexed Income Protec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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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농작물보험이 계속해서 농가의 가장 요

한 안 망으로 역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으로 망된다. 

  미국의 농작물보험, 나아가 농작물수입보험의 확 과정을 검토한 결과를 토

로 몇가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재 보험 상 품목

을 확 하는 데 을 두고 있고, 미국만큼 복잡·다양하지는 않지만, 보험 상

품을 개발할 때 가입자인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 품목을 확 할 때, 품목별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도 반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  차이가 클 수 있기 때

문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 성을 높여가기 해서는 

자격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상응하는 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손해평가인들에 한 주기 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 보험 상품들

을 개선하고, 신규 품목을 도입하기 하여 련 통계의 축 이 으로 필

요하며, 이를 한 보험 련 통계의 수집·정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

국과 같이 날로 발 하고 있는 IT 기술  GIS·GPS 등의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변하는 내외 농업 여건 하에

서 농작물보험이 여타의 농가경 안정정책들과의 계 속에서 궁극 으로 농

가경 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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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lications of U.S. Revenue Insurances for Korea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overall of U.S. Revenue Insurances as a farm 
safety net and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Crop Insurance Policies.  

The U.S. Crop Insurance was introduced to recover farm and rural 
economy destroyed by the combination of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Dust 
Bowl in the 1930's.

The performances of U.S. Crop Insurance was trifle until the 1980 
Federal Crop Insurance Act which enabled USDA to subsidize a part of 
farmers' premium and to encourage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marketing crop insurance. The 1980 Act resulted in the enlargement of 
crop insurance. The number of the insured crops was increased and the rate 
of farmers' participation was the 30's percent. However it didn't satisfy the 
goal of the Assembly(50%).  

There are several programs to stabilize farm economy such as Disaster 
Payments, Loan Deficiency Payments, Crop Insurance, and Counter Cyclical 
Payments. Crop insurances are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various safety 
nets. Despite of the important role of crop insurance as a safety net it has the 
limitation in coping with revenue losses by price fluctuations. Many studies 
have examined the limitation of crop insurance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price insurance or revenue insurance. Also farmers have requested the 
methods to overcome the farm income fluctuation. 

The insurances to cover price decline as well as yield reduction have 
been implementing after the Crop Insurance Reform Act of 1994.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FCIC) approved Income Protection(IP) and Crop Revenue 
Coverage(CRC) in 1996 and Revenue Assurance(RA) in 1997. These three 
programs had been executed in Illinois, Iowa, Alabama, etc. for corn, soybeans, 
wheat and cotton in pilot programs. After several years of pilot programs these 
programs have been expanded nationwide. The portion of revenue related 
insurances increased gradually during the 1990's. But since the early 2000's 
revenue insurances have been expanded rapidly and the share of revenue related 
insurances in participation rate and liabilities are up to about 75%.

RMA(Risk Management Agency) has been continuing to modif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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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revenue insurances as better farm safety nets. In May 2010, 
RMA/USDA released the Combo Policy to combine five programs such as 
Actual Production History, CRC, RA, IP, and IIP(Indexed Income Protection). 
The Combo Policy was a result of four years work and was applying from 
2011 crop year. The main reasons were to simplify programs and to raise the  
efficiency of crop insurance program.  

RMA/USDA was authorized not to develop program itself but to 
encourage many entities such as private insurance companies, Universities and 
other orgaizations to develop useful programs. The developed programs  are 
submitted to the Board of FCIC and reviewed th feasibilities of application. 
The adopted programs are reimbursed by RMA. 

In addition, RMA/USDA has been trying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crop insurance, especially revenue related insurances in various ways. RMA 
has been collecting the data related to production and disaster and reviewing 
the premium rate and the possibilities for modifying the current insurance 
programs. In collecting the data and reviewing the modifying programs RMA 
uses IT technology, GIS and satellite data. RMA also has been educating 
producers, agents and adjusters regulary for more transparent operation. 
Enormous financial deficit may result in the contraction of crop insurance 
policy. But with the expectation of frequent disasters and price fluctuation the 
U. S. Government is expected to try to reconcile farm safety nets and to 
utilize revenue related insurances as the main methods. 

As a result of reviewing U.S. Revenue Insuranc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Crop Insuran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designing the 
crop insurance programs the convenience of farmers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first priority. Second, the proprieties of crops and locations are 
considered in more details in developing crop insurance. Third, in order to 
secure fairness and objectiveness of crop insurance policies, the adjusters are 
should be qualified by national examin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to collect and analyse the statistical data and related information. It is 
very useful to utilize IT technology, GIS, and satellite data, etc.. Fifth, the 
endeavor to harmonize crop insurance with other farm safety net programs is 
necessary in coping with the fast changing conditions.

Researcher: Choi, Kyeong-Hwan
Research period: 2011. 5. - 2011. 10.
E-mail address: kye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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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음.

- 처음에는 사과와 배 두 품목을 상으로 실시하 으나, 10년이 경과한 

2011년 재 30개 품목으로 확 되었음.

 ․ 12개 품목2은 국 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8개 품목3은 주산지를 심

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까지 40여개 이상 품목으로 확 할 계획임. 

- 재 보험 상이 되고 있는 품목들은 생산액 기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50  주요 농작물에 해당하며, 련 통계자료의 미비나 기술 인 문제로 

2 국 으로 실시되고 있는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

래, 자두, 콩, 양 , 감자 등 12개 품목임.

3 시범사업 상 품목은 밤, 수박, 고추,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추, 시설딸

기,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풋고추, 시설장미, 시설국화, 복

분자, 시설하우스 등 18개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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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실시되지 못하는 품목을 제외하면 주요 품목 부분에 하여 농

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10년간 6만여 농가에 3,748억 원의 보험 이 지 되어 농가경 안정

에 기여하 음.

- 2010년만 해도 2만 3천 농가에게 903억 원의 보험 이 지 되었음.

○ 보험 상 재해도 기에는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주로 과수에 빈발하는 특

정 재해로 한정하 으나(특정 험방식), 식량작물과 채소 등으로 보험 상

이 확 되면서 해당 품목에 피해를 래하는 모든 재해를 상으로 하고 있

어(종합 험방식) 농가의 경 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 할 수 있

으나 가격 하락이나 품질 하로 인한 경제  손실에는 처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음.

-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음.

○ 농업소득의 안정을 기하기 해서는 생산량 변동뿐만 아니라 가격 불안정

으로 인한 소득(수입)의 불안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최경환 등(2010)의 연구에서도 농가가 농활동에서 당면하는 애로사항으

로 불안정한 출하가격을 들고 있음.

표 1-1.  농활동  가장 큰 애로사항
단 : %, 건수

구분  
불안정한 
출하가격

병충해 기상재해
인건비 
상승

농자  
부족

로확보 합계

사과 25.4 4.3 17.6 46.1 1.6 5.1 256

배 37.7 8.4 12.0 36.1 2.1 3.7 191

복숭아 31.1 11.0 17.7 29.7 2.4 8.1 209

포도 34.8 6.9 19.7 30.5 1.7 6.4 233

평균 31.8 7.4 17.0 36.0 1.9 5.8 889

자료: 최경환 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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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년부터 작물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작물보험이 가격 하락이나 

품질 하를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1990년  반부

터 작물수입보험4(crop revenue/income insurance)을 실시하고 있음.

-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입보험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농가별 생산자료나 과세자료 등이 구비되어 있어 수입보험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정착·발

하기 해서는 생산 험뿐만 아니라 가격 험도 커버하는 수입( 는 소

득)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에 한 경험이 짧고, 련 통계자료나 소득자료 등이 미흡한 우리나라

의 경우 당장 수입보험을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수입(소득)보험으로 발 시키기 해서는 선행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를 면

히 검토하여 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목 은 재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물수입(소득)보험의 도입 

 확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 을 도출하여 련 분야

의 연구와 정책 수립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4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작물보험(crop insur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음. 작물

보험은 생산량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수입보험(revenue/income insurance)이 도

입되기 인 1990년  반까지는 한 용어라고 단됨. 그러나 수입보험이 실시

된 이후에도 작물보험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보험에 칭되는 개

념으로는 수량보험(yield insurance)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작물보험은 수량보험과 

수입보험  여타의 유사한 로그램들을 포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의 과제명을 작물수입보험이라고 표 한 것은 생산량 보험과 비된다는 

을 강조하기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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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황  본 연구의 의의

○ 미국의 수입보험은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에 해 상세

하게 소개하거나 체계 으로 검토·분석한 연구는 없음.

- 우리나라는 생산량 감소를 보 하는 수량보험(yield insurance)의 개발에 

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단됨.

○ 따라서 그동안 미국의 수입보험에 한 문헌이나 자료는 그 유형을 소개하

는 정도에 머물 음.

- 이규천(1998), 최경환(2006), 이우식(2007), 최경환 외(2010) 등이 이에 해

당함.

-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발 방향으로 수입

(소득)보험을 제시하고 있음(김태균 등 2003, 김석  등 2006, 최경환 등

2008, 최경환 등 2010). 

○ 일본에서도 작물보험이 가격변동의 험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수입보험에 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吉

井邦恒(1996, 2002, 2003, 2005)과 永木正和(1997,2000, 2002 등) 등이 표

임.

- 일본에서는 수입보험에 한 검토가 꾸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

으로 수입보험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나 본격 인 수입보험은 아직 실행되

지 않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미국 작물보험의 최근 동향에 주목하면서 작물수입보험의 

유형별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고 종합 으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은 그동안 APH(Actual Production History), CRC(Crop Revenue 

Coverage), RA(Revenue Assurance), IP(Income Protection), IIP(Inde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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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Protection) 등 개별 으로 시행하던 5가지 유사한 로그램을 단

순화하기 하여 하나로 통합(the Combo Policy)함. 

- 수량보장을 목 으로 하던 통 인 APH 이외에 최근에는 ARH(Actual 

Revenue History)를 개발하여 시험 실시 에 있음.

3. 주요 연구내용

○ 미국 작물보험의 역사

- 미국 작물보험의 발  과정 

- 수입보험의 도입  경과

○ 미국 작물보험의 실태

- 작물보험

- 수입보험

- 기타(지수보험 등)

○ 미국 작물수입보험의 유형과 개요

- 수입보험 유형별 개요, 상품목, 특징 등

○ 최근 미국 작물보험의 동향

- 연방정부의 농업보험 동향

- 차기 농업법에서의 농업보험

○ 정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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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련 문헌  자료 수집·검토

  - 련 인터넷사이트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

   ․ USDA/RMA

   ․ NCIS(National Crop Insurance Service)

   ․ 주요 주립 학 농업인 교육 사이트 

○ 해외조사 

   - 미국 농무성 험 리국(USDA/RMA) 담당자 면담

    ․ 작물수입보험 로그램별 특징에 한 의견 수렴

    ․ 미국 농업보험의 발 방향(계획)

    ․ 우리나라에 한 조언

    ․ 자료 수집

   - RMA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방문조사

    ․ 생산자에 한 보험 상품 보  방법

    ․ 수량보험/수입보험에 한 생산자의 태도(농가 방문)

    ․ 자료 수집

   - NCIS 계자  Agent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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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작물수입보험의 도입  발  과정

1. 미국의 농업 험 리정책의 개요

○ 미국에서는 농가가 농업경  과정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험을 완화·해소

하기 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의 정부 로그램들이 사용되어 왔음. 그 에

서도 작물보험은 가장 요한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미국 농업경

에서 주요한 험 리정책들은 다음과 같음.5.

  - Multiple Peril Crop Insurance(MPCI)

  - Revenue Insurance

  - Disaster Payments

  - Supplemental Agricultural Disaster Assistance(SURE)

  - Noninsured Assistance Program(NAP)

  - Emergency Loans

5 USDA Briefing Room. “Farm Risk Management: Government Programs and Risk” 

Updated date: August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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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ergency Feed Assistance Programs

  - Loan Deficiency Payments(LDPs) 

  - Marketing Assistance Loans

  - Counter-Cyclical Payments(CCPs)

  -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ACRE)

○ 종합 험작물보험(Multiple Peril Crop Insurance; MPCI)은 부분 자연  

요인들로 인한 생산량 손실을 포함하기 하여 1930년 에 수립되었음. 

MPCI는 1980년  까지는 한정된 기  에서 운 되었는데, 1980년

부터 보험 이용가능성이 크게 확 되었으며, 재해지불 로그램(disaster 

payment program)을 체한다는 목 으로 보험료 보조가 증가하 음. 

- 1994년에 입법화된 주요 개 들 - 비용의 CAT 인수수 의 도입은 보험

료 보조를 증가시켰으며, 다른 농가 (지원) 로그램 참가자들은 작물보험

을 구입하는 요구조건들 - 은 가입률을 200백만 에이커 이상으로 증가시켰

는데, 미국에서 식부되는 주요 노지작물의 다수를 커버하게 됨. 

○ Revenue Insurance는 MPCI의 4  격으로, 1994년 개  이후에 도입되었으

며, 이후 가장 인기 있는 보험 형태가 되었음. 작물보험은 수확량 손실만을 

커버하는 데 비해, 수입보험은 조수입(수확량 × 가격)이 정해진 수  아래

로 떨어질 때 지불됨. 

○ Disaster Payments는 작물 수확량이 악조건의 재배 조건으로 인해 비정상

으로 낮을 때의 비상 조건에 근거하여 농가에게 주어지는 직 지불임. 1970

년 에는 ‘상설(standing)’ 재해지불 로그램이 있었으며, 재해지역의 선포 

없이 지불이 이루어졌음. 정규 인 지불은 1981년 이후에 단되었으나, 그 

후 일련의 사후 재해지불이 하원에서 승인되었음.  

○ Supplemental Agricultural Disaster Assistance(SURE)는 2008 Farm Ac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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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에서 소개되었으며, 질병, 악조

건의 기상, 혹은 기타 환경 조건들의 결과로 래된 손실에 하여 상 품

목들(작물, 가축, 수산양식  꿀)의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구 재해지원 

로그램임. 작물 생산자에 한 로그램은 보충 재해지원 로그램

(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SURE)이라고 불림. 

○ Noninsured Assistance Program(NAP)은 작물보험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작

물 생산자에게 용됨. NAP는 1994년 개 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농가 생산량 손실 기 에 추가하여 지역 수확량 손실 기 을 포함함. 지역 

수확량 손실 조건은 2000년 농업법(the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에서 제거되었음. 

○ Emergency Loans는 범한 재해지원 패키지의 일부분으로 농가에 다양한 

경우에 제공되어져 왔음. 융자(loans)는 일반 으로 경감된 이자율로 정부에

게 반제됨(repayed).

○ Emergency Feed Assistance Programs는 지역의 지, 건   사료 공 이 

가뭄 는 악조건으로 인해 제한되어졌을 때 가축 사육자들이 사료를 확보

하는 것을 지원함. 

○ Loan Deficiency Payments(LDPs) 는 가격으로 인한 수입 손실에 하여 

몇몇 주요 품목의 생산자들을 보호함. LDPs는 the government's commodity 

loan rate과 the commodity's loan repayment rate의 차이를 지불함.

○ Marketing Assistance Loans는 농가가 그들의 상품에 한 융자를 융자율

(the loan rate)로 확보하고 더 낮은 융자상환율(a lower loan repayment rate)

로 상환토록함. 순효과는 LDP 지불을 받고(collecting) 상품을 매하는 것

과 비슷함. 부분의 농가들은 Marketing loan에 하여 LDP방법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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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er-Cyclical Payments(CCPs)는 2002 Farm Act(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서 소개되었으며, 시장가격이 규정된 수

(legislated levels) 아래로 하락할 때 이루어짐. 이 지불은 작물 가격이 낮을 

때 몇몇 주요 품목의 생산자들에게 소득 험을 보장할 수도 있음.

○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ACRE)는 CCPs에 한 하나의 안임. 

ACRE 로그램에 참가하기로 선택한 생산자들은 CCPs를 포기하고, 직

지불  융자 로그램 수혜의 일부를 포기함. ACRE지불은 수입(수확량 × 

시장가격)이 최근의 실  수 (recent historical levels) 아래로 떨어질 때 이

루어짐. 

2. 작물보험의 발  과정 

2.1. 도입 단계

○ 미국 의회는 공황과 가뭄(the Dust Bowl)이 결합되어 래된 황폐화로

부터 농업의 회복을 돕기 한 여러가지 정책의 일환으로 1930년 에 연방

작물보험의 창설을 허가함. 

○ 연방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가 작물보험 

로그램을 수행하기 하여 1938년에 창립됨.

- 작물보험은 세가지 목 을 해 시작함6. 

6 Keith H. Coble, Thomas O. Knight, Barry K. Goodwin, Mary Frances Miller, and 

Roderick M. Rejesu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MA APH and COMBO 

Rating Methodology. Final Report March 15, 2010. RMA.   



11

  (a) 생산량 부진(crop failure) 혹은 가격 폭락(price collapse)으로부터 농가

의 소득을 보호 

  (b) 식품 공 의 부족  가격 폭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c) 농산품을 안정 으로 공 하며 농가 구매력을 안정 으로 유지함으로

써 사업과 고용을 지원

○ 작물보험 실시 기에 보험 보장 상은 미국의 주요 생산지역에서 주 품목

( :   면화)에 한정되었음. 

- 보험 가입은 이 기간에 낮았으며, 순손실  손실율은 높았음. 

- 1940년 에 손실이 매우 커 보험사업은 1944년에 단되었으나, 정치  

압력 때문에 1945년에 재도입되었음(Kramer, 1983; Goodwin and Smith, 

1995; Harms, 2005). 

○ 1947년에 의회는 손실을 완화하기 하여 보험사업의 역을 축소하 으

며, 이러한 조치는 보험사업의 성격을 1947～1980년 기간 동안에 주로 ‘시

험 인(experimental)’ 것으로 몰아갔음. 

- 이 기간에 농가의 참여(가입)는 조했으나 손실율은 보험 실시 기보다 

훨씬 낮아졌음. 

- 손실은 인수  손실평가를 통해 통제하 음. 

-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장범 를 축소하거나 혹은 매를 단축함으로써 바

람직하지 않은 경험을 하 음. 

2.2. 재정비 단계

○ 1980년의 연방작물보험법(the Federal Crop Insurance Act)의 통과는 작물보

험 로그램을 ‘시험 인’ 국면에서 ‘  시 (modern era)’로의 환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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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의 발 은 작물보험 로그램의 확장을 포함하는데, 보다 많은 작

물과 지역을 커버하 음. 보장수 은 과거 평균수량에 기 하는 보험단

를 수정함으로써 개선하 고, 이에 따라 평균 수량이 증가함으로써 개별 요

율은 감소되었음. 

○ 1980년 법은 한 미국 정부와 민간 보험회사 간의 -민 력을 유도하는 

기 를 만들었음. 

- 의회는 민간부문이 (보험)가입을 증 시키기 하여 농가에 한 매  

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 함.

- FCIC가 재보험자가 됨.

- FCIC에게 작물보험 로그램을 확 하는 권한을 부여함.

2.3. 확장 단계

○ 1980년 법이 보험 상 품목의 증가와 제공된 보장 수 의 확 로 로그램

을 확 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농가의 참여는 1980년 는 물론 1990년  

들어서도 의회의 기 에 훨씬 미치지 못했음. 

- 1990년   가입률은 여 히 30% 에 머물 으며(의회에서 기 한 50% 

이상에는 훨씬 못 미침), 수 년 동안 정부는 작물보험 보험  지 보다 재

해구호에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 음. 

○ 다수의 의회 의원은 1980년  말과 1990년  에 작물보험 로그램의 

활성화를 어렵게 했던 사후 재해지원에 한 되풀이되는 요구에 실망하

음. 

- 농민들의 보험 참여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의회가 기 했던 수 에 미치지 

못해 가뭄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재해지원법이 통과되어 피

해농가를 지원하 음(1988, 1989, 199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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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1994년 작물보험개 법(the Crop Insurance Reform Act of 1994)을 

통과시켰으며, 로그램을 획기 으로 재구성함. 

- 1994년 법은 부족불(deficiency payments), 융자(certain loans)  기타의 

농 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농가는 작물보험 로그램의 가입을 의무

으로 함. 

- 작물보험과 특별재해지원을 일체화하고(사후 재해지원의 축소), 작물보험

의 가입을 진하기 하여 작물보험법을 개정함.

- 가입이 의무 이었기 때문에, 재해 보장(Ccatastrophic; CAT)이 신설되

었음. CAT 보장은 평년 수량의 50%에 해당 연도에 설정된 해당 작물 가

격의 60%7를 곱한 것을 과하는 손실을 보상함. 

- CAT 보장의 보험료는 부 정부가 보조하며, 가입자는 카운티 내에서 한  

작물당 50달러8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됨. 동일 농가가 다수의 카운티에서 

는 다수의 작물을 CAT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농가가 부담하는 최고한도

액이 설정되었음. 

- 농가들은 이용가능한 기본 인 종합 험보험하에서 제공되는 보다 높은 

보장수 의 ‘추가보증보험9(Buy Up)’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음. 

○ 1994년 법은 한 로그램의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하여 재해(CAT) 

수  이상의 보험 보장 수 에 한 보조를 증가시켰음. 

- 1990년  후반 가입률은 략 1990년  반의 두 배가 되었음. 

- 작물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작물들을 상으로 NAP(Non-insurance 

Assistamce Program)가 만들어짐.

- 그러나 이러한 작물보험 가입률 증가에도 보충 인 재해구호 법안이 1998

7 도입 당시의 비율로 재는 55%임.

8 도입 당시의 액수 으로 재는 300달러임.

9 추가보증보험(Buy Up)은 CAT과는 달리, 보다 높은 보장수 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서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보장수 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므로 농

가는 본인에게 한 보험상품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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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1999년에도 여 히 통과되었음. 

○ 1996년, 의회는 의무  참가(가입) 조건을 철회함. 그러나 다른 (정책 )수

혜를 받은 농가들은 작물보험을 구입하거나 그 지 않으면 해당 작물년도에 

이용가능할지도 모르는 다른 재해 수혜를 받을 자격이 소멸되게 되어 있었

으며, 이들 조항들은 오늘날도 효력이 있음.

- 같은 해(1996년)에, FCIC 로그램들과 농업생산자들을 한 비보험 련 

험 리  교육 로그램들을 리하기 하여 RMA(Risk Management 

Agency)가 창설됨. 

○ 1994년 법 이후 증가된 보조 과 이에 따른 가입률 성장과 아울러, 작물보험

은 통 인 수량 기 의 종합 험보험 보장과는 다른 새로운 보험 상품들

을 개설함으로써 확장되었음(Glauber and Collins, 2002). 

- 1993년, GRP(Group Risk Plan)이라 불리는 지역단  수량 보험 정책( 로

그램)이 도입되었음. 이 정책하에서 생산자들은 개인 수량보다는 지역

(county) 평균수량에 기 하여 보험 을 지불받았음. 

- 1996년과 1997년에 CRC(Crop Revenue Coverage)와 RA(Revenue Assurance)

가 도입되었음. 이들 두 상품들은 수입(revenue)에 기 한 손실을 보장함. 

- IP(Income Protection)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수입 로그램 한 1996년에 

도입되었지만, 이 상품은 CRC와 RA에 비해 매우 제한 인 기  에서 

시범 으로 운용되었음. 

- GRIP(Group Risk Income Protection)이라 불리는 지역 기반 수입보험은 

1999년에 도입됨. 

- 1998년에 통 인 수량 기반 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면 의 82%를 차지

한 반면, CRC와 RA는 보험 가입 면 의 14%에 불과했으나, 2008년경 

CRC와 RA는 총 보험가입면 의 52%를 차지한 반면, APH/MPCI 상품은 

단지 22%를 차지하여 상황이 역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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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성숙 단계

○ 1996년 작물보험개 법에 따라 래된 가입율의 증가와 상품의 범화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2000년 the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ARPA)라고 

불리는 추가 인 입법을 시행함. 

- 이 법은 CAT 이상의 보장 수 에 한 보험료 보조를 폭 인상하 음.

- 새로운 유형의 보험 상품 개발을 권장했으며, 특히 다양한 주체(entities)가 

역할을 확 하도록 함. 

- ARPA는 한 보험사업에서의 허 , 낭비  남용을 축소하기 한 조항

들을 포함함. 

○ 2000년  , 연속 인 요율  다양한 보장 수 의 요율 차별을 포함한 정

교화가 개별 농가의 험에 보다 합한(맞춤형) 요율을 만들기 하여 시

행됨. 

○ 작물보험 로그램에 한 추가 인 변화는 2008농업법(the 2008 Farm 

Bill)에 포함되었는데, 이 법은 보다 많은 농산품들을 포함하도록 로그램

의 확장을 권장하 으며, 보다 통합 인 기업 단 10(enterprise unit) 수 의 

보험가입에 하여 보조를 확 하 음.

- 2008농업법은 2002농업법과는 달리 작물보험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음(표 2-1). 작물보험이 농가경 안 망으로서 요한 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음.

○ 제시되는 보험 상품 로그램 숫자의 증가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로그램

10 기업 단 (enterprise unit)는 보험 가입 단 의 일종으로서 가장 기본 인 보험 가입 

단 인 기본 단 (basic unit)나 선택 단 (optional unit)보다 범하여 동일한 조건

이라면 험분산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보험 가입 단 에 해서는 <부록 

2>에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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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 공정하고 보험수리 으로 건 한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데 한

심이 최근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났음. 

- 부분의 개인 수  보험 상품들( , APH, CRC  RA)의 행 RMA 요

율 산정 차는 로그램으로부터 확보한 과거의 손실 경험에 의존함. 

- 이 방법의 장 은 요율이 로그램에 한 실제 손실 경험에 기 하고 있

다는 것임. 이 근방법의 단 은 과거 경험이 이용가능한 시간의 길이가 

제한 일뿐만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비교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 

한 로그램 변경들이라는 것임. 

- 많은 작물 손실들은 빈번하지는 않지만 극단 인 기상 사건들에 의해 발생

되기 때문에, 손실 자료의 20～30년의 시계열자료는 손실 확률을 히 

반 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Glauber, 2004). 

표 2-1.  2002년 농업법과 2008년 농업법의 구성 비교

장 2002년 농업법 2008년 농업법

Ⅰ Commodity Programs Commodity Programs

Ⅱ Conservation Conservation

Ⅲ Trade Trade

Ⅳ Nutrition Programs Nutrition Programs

Ⅴ Credit Credit

Ⅵ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Ⅶ Research and Related Matters Research

Ⅷ Forestry Forestry

Ⅸ Energy Energy

Ⅹ Miscellaneous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Ⅺ Livestock

Ⅻ Crop Insurance

ⅩⅢ Commodity Futures

ⅩⅣ Miscellaneous

ⅩⅤ Trade and Tax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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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하게도, 보다 장기간의 경험자료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

에 따른 가입률 증가, 수입 로그램으로의 이동, 고 보장수 으로의 이동 

 수 년에 걸친 요율 조정 등과 같은 로그램 변경 때문에 문제가 될 수

도 있음. 아울러 작물 자체의 수량 험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 상 인 

험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과거의 손

실 경험은 로그램 상에서의 변화가 개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손실 경

험을 암시하는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음.

○ 2010년 5월에는 2006년 여름부터 비한 통합작물보험정책(Combo Policy)

을 발표함.

- 통합작물보험정책은 기존 정책( 로그램)들의 유사성을 통합하고, 수입보

장  수량보장을 단순화하기 한 것임. 

- RMA(Risk Management Agency)는 2006년 여름부터 수량기  작물보험

(yield-based crop insurance)과 수입기  작물보험(revenue-based crop in-

surance)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함11.

- 기존의 APH(Actual Production History), CRC(Crop Revenue Coverage), RA 

(Revenue Assurance), IP(Income Protection), IIP(Indexed Income Protection) 

등 5가지 유사한 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 으며, 2011 작물년도부터 

용됨.

- 통합보험정책의 목표는 생산자가 경 에 가장 바람직한 험 리수단을 

결정하기 해 검토해야 할 정보의 양을 축소하고, 보험가입 생산자의 요

구에 보다 히 응하는 것임. 즉, 제 규정, 요율  가격 산정 방법, 비

용 추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일원화하려는 것이 주 목 임.

     ․ one set of policy materials, special provisions, and actuarial documents

     ․ one rating and pricing methodology

     ․ one cost estimator

11 NCIS. Crop Insurance Today. November 2009.



18

     ․ one database

○ RMA는 보험료율의 정화  보험 련 자료의 정교화 등을 통해 작물보

험의 건 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3. 작물보험의 유형

3.1. 작물보험의 유형 구분

○ 작물보험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 기 에 따라 다양한 유형

으로 나  수 있음.

○ 작물보험 시행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보험사인지에 따라 정책보험과 민간보

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연방작물보험(MPCI)과 

민간 보험회사가 개별 으로 추진하는 우박보험(Crop-Hail)이 있음.

○ 보험의 보장 상이 생산량인지 수입인지에 따라 수량보험(Yield Insurance)

과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의 보장 기 이 개인인지 지역(집단)인지에 따라 개인보험과 지역(집

단)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인 기 : Multiple Peril/Revenue(YP, RP, RPHPE)

- 지역(집단) 기 : Group Coverage(GRP, GRIP)

- 특정 험 기 : Named Peril(Crop 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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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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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몇 가지 기 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지만,실제로는 이들 유형을

일부 수정한 다양한 변형 로그램들이 개발·시행되고 있어 일률 으로 구

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가입자인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농업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즉,농가는 <그림 2-1>과 같은 보험 로그램 선택 경로를 따라 자신에게

합한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됨.

-즉,생산자는 개인단 보험을 선택할 것인지 지역단 보험을 선택할 것

인지,수량보험을 선택할 것인지 수입보험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함.

그림 2-1.생산자의 작물보험 선택 경로

자료:USDA/RMA홈페이지(http://www.rma.usda.gov).

○한편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 되던 작물보험을 통합하여 단순화한

CommonCropInsurancePolicy(ComboPolicy)가 2010년 5월에 확정되어

2011작물년도부터 용하고 있는데,이에 따른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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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nue Protection

- Revenue Protection with Harvest Price Exclusion

- Yield Protection

3.2. 작물보험의 유형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작물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일률 으로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움.

○ 여기에서는 USDA/RMA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심으로 살펴 보았음.12

- Actual Production History(APH)

- Actual Revenue History(ARH)

- Adjust Gross Revenue(AGR)

- Adjust Gross Revenue Lite(AGR-Lite)

- Dollar Plan

- Group Risk Plan(GRP)

- Group Risk Income Protection(GRIP)

- Group Risk Income Protection-Harvest Revenue Option(GRIP-HRO)

- Livestock Policies

- Rainfall Index(RI)

- Revenue Protection(RP)

- Revenue Protection With Harvest Price Exclusion

- Vegetation Index(VI)

- Yield protection

- Catastrophic Risk Protection Endorsement(CAT Coverage)

12 USDA/RMA. “Crop Policies and Pilots: Overview”.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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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ual Production History(APH)

- 가뭄, 과습(excessive moisture), 우박, 강풍, 서리, 해충  질병과 같은 자

연  요인으로 인한 생산량 손실에 하여 보장함.

- 생산자는 보험 가입할 평균수량의 양을 50～75%(일부 지역의 경우 85%)

에서 선택함.

- 생산자는 보험가입할 상가격(the predicted price)의 일정 비율을 RMA가 

매년 설정하는 품목가격의 55～100% 범  내에서 선택함.

- 수확량에 평가된 생산량을 더한 것이 보험 가입 수량보다 낮으면, 그 차이

에 기 하여 생산자는 보험 (an indemnity)을 지 받음.

- 보험 은 이 차이에 보험 가입시 선택한 가격 비율과 보장 비율을 곱해서 

산정함.

○ Actual Revenue History(ARH)

- APH 보험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며, 주요한 차이는 과거 실제 수확량을 

보험하는 신에 과거의 수입을 보험한다는 것임.

- the Common Crop Insurance Policy Basic Provisions의 한 인증 로그램

(an endorsement)임.

- ARH하의 보험 상인 각 품목은 독특한 품목(보험) 규정이 있음.

- 행 수입(소득)보장 로그램들과 같이 ARH 시범사업 로그램은  수

량,  가격,  품질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인해 래되는 손실을 보장함. 

○ Adjust Gross Revenue(AGR)와 Adjust Gross Revenue Lite(AGR-Lite)

- 평균 농가 총수입(소규모의 축산수입을 포함하여)의 일정 비율을 보장함

으로써 개별 작목의 수입보다는 체 농가의 수입을 보장함.

- 보험의 수입보장(수 )을 계산하기 하여 생산자의 과세 양식(Schedule F 

tax forms)에서 얻은 정보와 당 연도 상농가수입을 사용함.

- 신규 생산자(beginning producers)에 용할 로그램의 타당성 검토가 실

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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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lar Plan

- 생산량 감소(yield shortfall)를 래하는 피해로 인해 감소하는 가치를 보

장함.

- 보험 규모(the amount of insurance)는 특정지역에서의 작목을 재배하는 비

용(the cost of growing a crop)에 기 함.

- 손실은 연간 작목의 가치가 보험규모보다 작을 때 발생함.

- 최  보험규모는 보험 문서(the actuarial document)에 언 됨.

- 보험가입자는 최  보험 규모의 일정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CAT수 과 

비슷하게, 혹은 추가 인 보장수 (additional coverage levels)을 구입함.

○ Group Risk Plan(GRP)

- 카운티 내에서의 보험 가입 작물의 범 한 생산 손실을 보장하는 험

리 수단임.

- GRP는 손실을 결정하는 기 으로 카운티 수량지수를 사용함.

- 보험가입 작물의 추정 카운티 수확량13이 생산자가 선택한 목표 수량(the 

trigger yield) 아래로 떨어질 때, 보험 이 지 됨.

- 지불은 개별 생산자의 작물 생산량에 기 하지 않음.

- 인수(보장) 수 은 상 카운티 수확량의 90%까지 가능함.

- GRP는 에서 언 한 것처럼, 개별  손실에 한 보험 로그램들보다 

서류 작성을 덜하고 비용이 게 듦.

- GRP하에서 개별 생산자의 작물에 한 보험 가입 면 이 낮은 수량을 나

타내어도 카운티가 비슷한 수 의 수확량 손실을 겪지 않는다면 지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이 보험은 작물 생산량이 형 으로 지역 평균 수확량과 유사한 생산자

들을 목표로 하고 있음.

13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urvey)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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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Risk Income Protection(GRIP)

- 카운티 내에서 보험 가입 작물의 범 한 수입 손실을 보장하는 험

리 수단임.

- GRIP는 카운티 수입 지수를 보험 가입 작물의 상 지역 수확량(NASS에 

의해 결정됨)에 수확기 가격을 곱함으로써 - 손실을 결정하는 기 으로 사

용함.

- 카운티 수입이 생산자가 선택한 목표 수입 수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

이 지불됨.

- GRP와 달리, 가격과 수확량의 조합이 목표 수입보다 낮은 카운티 수입을 

래하는 한 보험 이 지불되는 수량의 감소가 필요하지 않음.

- 지불은 개별 생산자의 작물 생산량과 수입에 기 하지 않음.

- 인수(보장) 수 은 상 카운티 수입의 90%까지 가능함.

- GRIP는 에서 언 한 것처럼, 개별  손실에 한 보험 로그램들보다 

서류 작성을 덜하고 비용이 게 듦.

- GRIP하에서 개별 생산자의 작물은 보험 가입 면 으로부터의 수입이 감

소되더라도 카운티가 비슷한 수 의 수입 손실을 겪지 않는다면 이 보험 

로그램하에서 지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이 보험은 작물 생산량이 형 으로 지역 평균 수확량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수확량과 가격의 조합이 일정 수 의 수입을 래하기를 바라는 

생산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Group Risk Income Protection-Harvest Revenue Option(GRIP-HRO)

- GRIP 기본 규정에 한 보충  인증제도임(a supplemental endorsement to 

the GRIP Basic Provisions).

- The Harvest Revenue Option은 목표 수입이 상 지역 수확량 × 상가격

과 수확기 가격  큰 것 × 생산자가 선택한 보장 수 비율의 결과가 되도

록 변화시킴.

- 보험가입 작물(유형, 행)의 카운티 수입이 GRIP-HRO 목표 수입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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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 때, 보험 이 지불됨. 

○ Livestock Policies

- 가축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하여 보장함(다른 험은 상이 아

님).

- 보장수 (coverage)은 시카고 상업거래소(Chicago Mechantile Exchange 

Group)의 선물  옵션 가격(futures and option prices)을 사용하여 결정됨.

- 가격보험은 돼지, 소, 양  우유의 경우 이용가능함.

- 생산자는 보험가입할 두수(우유는 cwt14)와 보장기간을 결정함

- 두가지 유형이 있음.

    ① Livestock Risk Protection은 시장가격 하락을 보장함. 즉, 종기가격(the 

ending price)이 생산자가 결정한 기가격(beginning price)보다 낮으

면, 보험 이 지 됨.

    ② Livestock Gross Margin은 상품 가격과 사육비용(feeding costs)의 차이

를 보장함. 생산자가 결정한 상 조수입(expected gross margin)이 실

제 조수입(the actual gross amrgin)보다 낮으면 보험 이 지 됨.

○ Rainfall Index(RI)

- The Nat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ation's Climate Prediction 

Center에 의해 수집·유지되는 자료에 기 함.

- 지수(the index)는 강우량이 특정지역의 특정기간의 장기 평균에 비해 얼

마나 많이 내렸는지를 반 함.

- 로그램은 카운티를 상이한 기상 패턴에 따라 6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시범사업은 선정된 카운티들에서만 이용가능함.

14 hundred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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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nue Protection

- 가뭄, 과습, 우박, 바람, 서리, 곤충  질병 등과 같은 자연  원인으로 인

한 생산량 손실과 상가격(the projected price)과 수확기 가격(the harvest 

price)의 변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장함. 

- 생산자는 보험 가입하려는 평균 수량의 규모(the amount)를 50～75%(몇몇 

지역에서는 85%) 사이에서 선정함.

- 상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the Commodity Exchange Price Provision에 따

라 결정되는 규모(the amounts)의 100%이며, 특정 선물거래기간의 일일 확

정가격(daily settlement prices)에 기 함.

- 보험 보장의 규모(the amount of insurance protection)는 상가격 혹은 수

확기 가격  더 큰 것에 기 함.

- 만일 수확된 생산량과 평가된 생산량에 수확기 가격을 곱한 것이 보험 보

장 규모보다 작다면, 생산자는 그 차이에 기 한 보험 을 지 받음.

○ Revenue Protection with Harvest Price Exclusion

- Revenue Protection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다만 보험 보

장 규모가 상가격에만 기 하는 것이 다름(수확기 가격이 상가격보다 

높더라도 보험 보장 규모는 증가하지 않음).

- 만일 수확된 생산량과 평가된 생산량에 수확기 가격을 곱한 것이 보험 보

장 규모보다 작다면, 생산자는 그 차이에 기 한 보험 을 지 받음.

○ Vegetation Index(VI)

- 1989년 이래 지구 식생의 녹화 수 (greenness of vegetation)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찰하는 성에서 얻은 자료15에 기 함. 

- 로그램은 카운티를 상이한 기상 패턴에 따라 6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시범사업은 선정된 카운티들에서만 이용가능함.

15 the U.S. Geological Survey's Earth Resources Observation and Science(EROS) nor-

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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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eld Protection

- APH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장하는데, 다만 상가격이 보험 보장수 을 

결정하는 데 사용됨.

- 상가격은 the Commodity Exchange Price Provision에 따라 결정되며, 특

정 선물거래의 일일 확정가격(daily settlement prices)에 기 함.

- 생산자는 자신이 보장받기를 원하는 상가격의 비율을 55～100% 사이에

서 선택함.

○ Catastrophic Risk Protection Endorsement(CAT Coverage)

- 50%를 과한 작물 손실은 RMA에 의해 설정된 상품의 가격의 55%를 지

불함.

- CAT에 한 보험료는 연방정부가 부담함. 그러나 생산자는 각 카운티에

서 보험가입하는 각 작물마다 300달러의 운 비(2008 Farm Bill에 따라)를 

지불해야 함.

- Limited-resource producers16는 이 비용을 면제받을 수도 있음.

- CAT는 모든 형태의 로그램에 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Policy Endorsements and Options

- 몇몇 작물보험(some crop provisions)의 경우에, 보완 인 보장을 추가하

고, 보장을 배제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수 을 수정하는 보험(규

정; provisions)이 이용가능함.

- An endorsements or options은 일반 으로 마감일 까지 신청해야 함.

- 특정 품목에 한 endorsements or options에 해서는 해당 지역 해당 품

목에 한 actuarial documents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16 미국의 농가 분류의 하나에 속함.



27

Written Agreement Types Total Percent

GP 264 1.19%

HR 8,299 37.30%

NB 7,688 34.55%

NL 1 0.00%

OP 19 0.09%

OT 1 0.00%

PE 81 0.36%

RE 15 0.07%

SC 46 0.21%

SG 1 0.00%

SM 6 0.03%

TC 172 0.77%

TD 94 0.42%

TP 548 2.46%

UA 2,403 10.80%

UC 877 3.94%

XC 1,737 7.81%

총계 22,252 100.00%

자료: Rebecca Davis(2011.9)

표 2-2.  서면동의 로그램의 유형과 구성(2011)   

○ 서면 동의 로그램(Written Agreements)

- 서면 동의(Written Agreement; WA)는 해당 지역 는 해당 작물에 하여 

보장수 이나 요율이 이용될 수 없을 때 보험가입 상 작물에 해 작물

보험을 제공하거나 혹은 정책에 의해 구체 으로 허용하는 경우 작물보험

의 용어(terms)와 조건(conditions)을 수정하기 해 고안된 문서임. 

- RMA 지역사무소(ROs)가 FCIC를 신하여 서면 동의(Writte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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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의 요구를 승인하거나 거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17 

- 구체 으로는 토지가 새로이 추가되거나, 신품종이 개발되어 기존의 로

그램을 그 로 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외규정

을 인정,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서면 동의(Written 

Agreements) 로그램이라고 하는데, 2011년 3분기 재 22,252개의 서면 

동의가 시행되고 있음(표 2-2). 

- 서면 동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GP type: Insurance of hybrid corn or hybrid sorghum seed under group 

risk insurance

   ․ HR type: High rate areas

   ․ NB type: Acreage not planted and harvested or insured in one of the 

three previous crop years; new breaking

   ․ NL type: Unlisted nursery plant materials

   ․ OP type: An insurance option not rated for the county

   ․ PE type: Other policy changes specifically permitted by the crop policy 

not otherwise referred to herein

   ․ RE type: Rotation exceptions

   ․ SC type: Special purpose corn

   ․ SG type: Small grains: crops interplanted; Planted into an established 

grass, legume; nurse crop

   ․ SM type: Strip-mined land

   ․ SP type: Seed potato acreage greater than 125%

   ․ TC type: Non irrigated corn where only irrigated grain and irri-

gated/non-irrigated silage are insurable

   ․ TD type: Dry bean types not on actuarial documents

   ․ TP type: Unrated practice or type

17 USDA RMA. 2011 WRITTEN AGREEMENT HANDBOOK. FCIC 24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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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 type: Written unit agreement

   ․ UC type: Acreage unrated, unclassified, or uninsurable

   ․ XC type: No actuarial documents in county for the crop

   ․ OT type: Other type–this type of written agreement is no longer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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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미국 작물수입보험의 실태

1. 미국 작물보험의 추진체계

1.1. 미국 작물보험의 추진체계

○ 미국 농업인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험에 비할 수 있는 보

험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작물보험(MPCI)과 민간보험사가 자체 으로 실

시하는 우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박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가 각 회사의 경 략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일반 으로 미국 작물보험이라고 하면 연방작물보험을 의미함.

○ 미국의 작물보험은 FCIC(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가 실시 주체

이나, 실제 인 업무는 RMA가 담당하고 있음. 

○ 작물보험을 농가에게 달( 매)하기 해 민간보험사를 활용함.

- 작물보험의 매를 해 FCIC와 민간보험사는 정(SRA;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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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surance Agreement)을 체결함.

- FCIC는 민간보험사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을 통해 거  재해

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보 함.

- 연방정부(FCIC)는 농가(생산자)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기 해 보험료의 일

부를 보조함.

- RMA는 작물보험 련 제도의 제·개정, 신규 보험 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작물보험이 농가경 에서 가장 요한 안 망으로 발 하도록 노력

하고 있음.

- RMA는 국 10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에서는 작물보험을 모니터링하며, 보험 로그램의 개선, 특히 지역 실

정에 합한 로그램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보험사는 농업인(생산자)에게 작물보험을 매하기 해 회사의 보험

모집인(Agents)을 활용함. 

- 보험모집인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작물보험을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매함.

- 보험모집인은 단순히 작물보험을 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가별로 어떠

한 보험을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컨설 함.

- 민간보험사는 한 손해사정사(Adjusters)를 고용하여 피해 발생시 손해평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 을 지 함.

○민간보험사는 작물보험사업을 보다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하여 NCIS 

(National Crop Insurance Services)를 설립하여 운 하고 있음.

- NCIS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 되며, 회원사들이 작물보험  우박보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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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국 작물보험의 추진체계

1.2. 기관별 역할

1.2.1. 험 리국(RMA: Risk Management Agency)

○RMA는 FCIC(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의 매일의 활동을 감독하

고 리하는 USDA의 작물보험 담당국(Agency)임.

○ RMA의 주요 기능

- 보험인수 - 정책 설계  유지

- 로그램 규칙  규정

- 보험료율  작물 가격 설정

- 자료 수집, 검사  리

- 민간보험사의 재보험 손실  리 운 비용 지

- 재정  시장 동향의 검사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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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

재무 리스텝 로그램지원스텝 민원/지역지원스텝 외부원조스텝

상품 리
(Product 

Management)

보험서비스
(Insurance Service)

법
(Compliance)

략  운 스텝

상품분석  
회계부

 재보험서비스부 험운 부

상품 리부 험 리교육부 계약/보험운 평가부

계리  
상품개발부

험 리서비스부 6개 지역별 사무소

10개 지역사무소(RO)

Southern 
Region

Montana Minnesota Midwest Region

Arkansas Washington Central Region

Oklahoma Illinois Eastern Region

NorthCarolina Kansas Western Region

California Georgia
Northern 
Region

○ 조직구성 : 3개 실무 트와 5개의 스탭으로 구성

그림 3-2.  미국 험 리국(RMA)의 조직도 

○ 부서별 주요 업무

- 상품 리: 상품개발, 계리, 회계에 한 사항

- 보험서비스: 로그램의 실행(보험사의 상품 매  서비스)과 지방의 보

험사업 리  지원

- 법: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상품 매  서비스가 로그램 규정 로 이

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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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수

보험 가입 단
50 55 60 65 70 75 80* 85*

Optional/Basic Unit 67 64 64 59 59 55 48 38

Enterprise Unit 80 80 80 80 80 77 68 53

Wholefarm Unit 80 80 80 80 80 80 71 56

주: 보장수  80%와 85%는 용되는 지역에 한함.

자료: RMA/USDA. January 2011. “2011 COMMODITY INSURANCE SHEET”

○ 보험료 보조

- 연방정부는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고 있음.

- 보험료 보조비율은 보장수 과 보험가입단 별로 차이가 있음.

표 3-1.  보장수 별 보험료 보조율

○ RMA RO(RMA Regional Office)

  - RMA RO는 국 으로 10개소가 있음(그림 3-3).

그림 3-3.  험 리국 지역사무소(RMA RO)의 할구역

자료: RMA RO Topek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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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할구역 내에서의 연방작물보험을 모니터링하며, 기 자료 수집, 로

그램의 지 용 가능성 제고 등을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RMA RO의 기능은 작물보험이 건 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임.

    · 보험 로그램을 지역 요구에 맞게 조정  

    ․ 공평한 험 리평가를 보장

    ․ 로그램 반에 한 검토

    ․ 보험정책에 한 일 성 있는 설명(농민, 보험모집인, 일반인 등)

- 아래의 내용은 RMA Topeka Regional Office의 주요 업무 내용으로, 다른 

RMA RO도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 인 기능은 유사함.

    ․ Actuarial Filing Support 

    ․ Situation Responses

    ․ Program Recommendations 

    ․ Program Expansion 

    ․ Large Claims

    ․ Program Evaluation/Feedback

    ․ Educating Producers /Influencers

    ․ Policy/Procedural Concurrence

    ․ Good Farming Practice Determinations

    ․ Price Election Support

    ¡․ Program Integrity 

¡    ․ Customer Service 

¡    ․ Crop Underwriting

¡    ․ AIP Support and Updates

    ․ FSA Consultations

¡    ․ RO Exceptions(i.e. WA’s)

  ¡  ․ Disaster Assistance/Reports

  ¡  ․ Outreach/RME Partnerships

  ¡  ․ Congressional Inqui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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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A Regional Office에서는 성자료와 IT 등을 이용하여 작물보험 로

그램을 계속 검토하며, 지역별(권역별, 카운티별)로 특수한 사정을 반 하

여 합한 로그램으로 수정하기 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

    ․ RMA Topeka Regional Office가 추진하고 있는 GIS Map Work의 한 

결과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그림 3-4, 그림 3-5).

그림 3-4.  2011 홍수 후의 비교 분석

  자료: RMA RO Topek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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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성자료를 활용한 연차별 변화 분석

  자료: RMA RO Topek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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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민간보험사(Private Insurance Companies)

○ FCIC(RMA)는 민간 보험회사와 약(SRA)을 맺어 연방작물보험을 농업인

(생산자)에게 매하고 있음.

- FCIC는 민간 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지 하고, 재보험을 통해 민간보험회사

의 손실을 보 해 주고 있음.

- 2011년 재 15개 사가 참여하고 있음(이  1개 사는 가축보험만 취 ).

○ 민간보험회사의 역할

- 매 - 리인 리, 보험 발행

- 청구 - 평가인 리, 보험  지

- 질  통제 - 규칙에 따른 법 확인

- 데이터 보고 - RMA의 DAS(Data Acceptance System)에 보고

- 험 인수 - 보험  청구 균형 유지

○ SRA(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

- SRA의 주요 목 은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 달체계를 빌려 연방작물보

험을 농업인(생산자)에게 달하는 것임.

- SRA는 A&O(Administrative and Operating) 비용 지불, 재보험 조건, 콤

라이언스  품질 리 차를 규정함. 

  * A&O Expense Payments

    · 민간회사들의 로그램 달 비용을 충당함.

    · 달 비용은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음(결과 으로 이 액만큼 농업인에

게 보조하는 것임).

    · 최  요율은 추가보증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21.9%인데, 2008 농업법에 

따라 감소됨.

    · 평균 요율은 18.5%임.

    · 수입보험의 경우 낮은 요율이 용되는데, 보험료율이 더 높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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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에 해서는 지원이 없으며, 다만 손해평가비용의 6%를 지원함.

표 3-2.  리운 비 보조 의 상품별 지원 비율

         보장수 별

로그램별
75% 이하 80% 85% 이상

Group Plans 12.0 12.0 12.0

Revenue Plans
(w/Harvest Price Option)

18.5 16.4 15.8

All other Plans 21.9 19.4 18.7

○ 민간보험회사가 연방작물보험을 매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연방작물보

험법에 민간보험사의 참여를 공식화하면서부터임. 

- 1980년  반에는 49개의 민간보험사가 참여하 으나 이후 참여 회사수

는 계속 감소하여 2011년 재 15개 사임(그림 3-6).

- 민간보험사는 작물보험의 취 이 회사 운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할 

때 참여하기 때문에, 작물보험 분야의 경험과 자료가 축 된 회사가 아니

면 참여하기가 쉽지 않으며, 최근 들어 정부가 운 비 지원을 삭감하는 것

도 참여 보험사가 감소하는 한 요인이라고 단됨. 

그림 3-6.  작물보험 참여 민간보험사 추이(1985-2010)

자료: NCI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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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작물보험 회(NCIS)

○ NCIS(National Crop Insurance Services)는 비 리 민간조직임.

- 국내외 민간보험사들로 구성되며, 회원사로부터 선출된 이사(이사회)에 의

해 운 됨.

- 조직의 실제 인 운 을 하여 이사회는 표를 입함.

○ 100여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   

- 1915년에 처음 조직되었으며, 1989년부터 오늘날의 조직으로 변경됨.

NCIA CHIAA NCIS

⇒ ⇒ ⇒  ⇒

1915 1947 1989          2011

그림 3-7.  국작물보험 회(NCIS)의 조직도

자료: NCIS(2011)

○ 연구  로그램 개발

- NCIS는 특정 목 을 지닌 다양한 연구 로젝트를 국 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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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IS의 연구 결과는 연방작물보험(MPCI)  우박보험(민 보험) 모두를 

개선하고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됨.

○ MPCI 교육  의견 교환

- 주요 분야

   ․ 작물보험에 한 기술  훈련

   ․ 작물보험  험 리에 한 기  교육

   ․ 홍보  (보험)산업 이해

- 교육훈련

   ․ : 컨퍼런스, 단기교육과정(schools)  훈련 로그램 등을 지원함으

로써 산업 반 인 훈련 기 을 향상․강화

   ․ 내용

      \ 자료 업데이트를 한 국 인 컨퍼런스    

        (춘계, 추계, 로그램 통합, 특정 목  컨퍼런스 등)

      \ MPCI 자격시험

        . 보험모집인(Agents)

        . 손해사정사(Adjusters)

- SRA18 훈련 구비 요건

   ․ 신규 손해사정사: 최소 60시간(최소 24시간의 실내 교육 포함)

   ․ 기존 손해사정사: 연간 최소 18시간(최소 6시간의 실내 교육 포함)

   ․ 모든 손해평가사는 3년마다 회사가 주 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함.

○ CAPP(Crop Adjuster Proficiency Program) Requirements

- 손해사정사의 자격요건

18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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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목 특정 면허  시험 요건(5개 주)

   ․ 작물 손실을 평가하기 해 P&C 특정 테스트  면허 요건(30개 주)

   ․ 작물 손실을 평가하기 한 면허 불필요(15개 주)

  

- 손해사정사 숙련 로그램(CAPP)은 손해사정사들이 USDA/RMA와 AIP 

(Approved Insurance Providers) 사이의 SRA(the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에서 명시된 국가 손해사정사 훈련  면허 구비조건에 응하

는 것을 돕기 하여 개발됨. 

- CAPP Program Basics: 손해사정사 숙련 로그램(CAPP) 승인을 얻고 유

지하기 하여, 손해사정사는 다음 사항을 완료해야 함. 

    ․ Part 1: SRA에서 명시된 로 회사 수 에서 최소한의 연간 훈련 요건

을 완료해야 함. 

    ․ Part 2: 세 가지 CAPP시험을 통과해야 함. 손해사정사는 NCIS에 의해 

개발되고 리되는 시험을 80% 수 에서 오  북으로 통과해

야 함. 이들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m 1. General Insurance Terms and Concepts(35문항/75분) 

        Exam 2. Basic Policy Provisions(35문항/75분)

        Exam 3. Loss Adjustment Mannual and general adjuster information

                (50문항/120분)

          이들 세 가지 시험을 합격하면 각 손해사정사에게 CAPP 승인 카드

가 발 됨. 이 카드는 1월 31일에 만료되며, CAPP 승인 요건을 충족

하는 증명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

    ․ Part 3: 매년 의무 으로 받아야 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매년 1월에  NCIS는 회사 수 의 연간 연속 교육을 받은 모든 

손해사정사들에게 새로운 CAPP 카드를 발 함.

    ․ 재 4,700명 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CAPP인

증카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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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리  통계정보 서비스

- 보험수리  통계정보 시스템(Actuarial and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ASIS)

    ․ IT 지원 

    ․ 보험산업 분야 자료 수집  가공

    ․ 보험수리 자료 축   분석

  -  IT 지원 

    ․ NCIS 정보시스템은 련 DB 기술(relational database technology)을 이

용하는 client/server model로 분산됨.

    ․ NCIS는 두 개의 T-1 라인을 경유하여 인터넷에 연결됨.

    ․ 자료 장 능력은 략 5.0 Terabytes(10,500개의 음악 CD, 혹은 서류 

높이 105마일 정도의 높이에 해당)

  - 보험산업 분야 자료 수집  가공

   ․ NCIS는 작물보험의 분석, 자료 수집, 장  리에 60년 이상의 경험

을 보유함.

   ․ 수집된 자료는 1948년부터 재까지 48개 주, 3,141카운티, 약 50,000개 

마을(township)의 300개 이상의 작물(우박보험  카운티 단  MPCI 데

이터)에 한 상세 정보가 포함됨.

   ․ NCIS Crop-Hail Insurance Reporting Procedures and Codes Manual 

(NCIS200-CHI)19

       ⇒ 우박보험 경험을 기록하기 한 반 인 필요사항을 정리함.

  - 보험수리 자료 축   분석

19 우박보험과 련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기 한 국작물보험 회(NCIS)의 매뉴얼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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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IS는 각 주 정부의 보험 담당과(State Insurance Departments)에 양식

과 손실 비용 서류를 제출함.

      \ 최근 주 정부 서류를 자 제출로 환

      \ 법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회원사들을 지원

   ․ 우박보험과 련된 기 자료를 축 하면서, 지역별 변화 내용을 지속

으로 기록·보존하기 하여 국 48개 주를 나 어 2년마다 조사를 실

시하고 있음(정부 지원 없이 자체 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3-3.  NCIS의 Loss Cost Advisory Filings 일정

2011 작물년도 2012 작물년도

Alabama Washington Minnesota Connecticut

Florida Utah North Dakota Delaware

Georgia California South Dakota Maine

Louisiana Nevada Tennessee Maryland

Mississippi Arkansas Kentucky Massachusetts

South Carolina Missouri Iowa New Hampshire

Virginia Colorado Kansas New Jersey

North Carolina Wyomying Nebraska New York

Illinois Montana Oklahoma Pennsylvania

Indiana Michigan Texas Rhode Island

Idaho Ohio New Mexico Vermont

Oregon Wisconsin Arizona West Virginia

2.4. 농업인 또는 생산자

○ 작물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는 생산자는 보험의 원활한 운 과 보험수

리 으로 건 성을 유지하기 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요한 의무사항은 다

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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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기타 요구사항에 한 정확한 보고 

- 로그램 유형별 마감기한 수

- 손실 발생시 즉시 보도 등

2. 작물보험 황

○ 2011년 재 미국 작물보험의 총보험 액은 1,111억 달러이며, 보험가입면

은 2억 6,380만 에이커임(표 3-4).

표 3-4.  미국 작물보험 황

보험 액
(Liability)

보험가입면
총보험료

(Toal Premium)
보험

(Indemnity)
손실율

(Loss Ratio)

단 10억 달러 백만 에이커 10억 달러 10억 달러 -

2010 78 256 7.6 4.2 0.56

2011 111.1 263.8 11.7 0.7 0.08

주: 1. 2011년은 추정치임.

   2. 2011년 손실율은 2011.9월 까지 집계된 것이며, 가뭄, 홍수, 허리 인 등의 피해

가 반 되면 2010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상됨.

○ 2011년 보험가입면 은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2011년의 

보험 액과 총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것은 옥수수와 콩 등 농산물가격이 크

게 상승한 것에 기인함.

○ 2011년의 손실율은 2011년 9월 까지의 잠정치이며, 남부지역의 가뭄, 

서부지역의 홍수  동부지역의 허리 인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면 

손해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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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품목별 작물보험 가입 상황(2010)

- 2010년의 총보험 액에서 10  주요 품목이 차지하는 비 은 81.4%이며, 

옥수수, 콩,   면화 등 4개 작물이 차지하는 비 도 75.7%에 달해 작물

보험의 상품목이 100개 이상이지만, 타 품목들의 비 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음. 

- 식부면  기 으로 2010년 체 품목의 작물보험 가입률은 평균 84%이며, 

면화는 95%에 달함.

- 가장 기본 인 CAT의 가입률은 낮은데 비해 보장 수 이 큰 Buy-Up의 가

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 농민들의 다수는 보장수 이 큰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5.  주요 품목별 작물보험 가입 상황(2010)

작물별
총보험 액

(10억 달러)(%)

식부면 에서 차지하는 비 (%)

CAT Buy-Up20 합계

옥수수 31.7  5 78 83

콩 18.0  6 78 84

 6.4  6 79 85

면화  3.0 14 80 95

 1.2 32 43 75

감자  1.0 41 40 81

담배  0.9  3 87 89

기장(수수)  0.6  5 71 76

땅콩  0.5 14 78 91

보리  0.3  9 57 66

기타 14.5 - - -

합계 78.1(100.0)  7 77 84

자료: Barbara M. Leach(2011.9)

20 한 용어가 없어, 추가보증보험(Buy-Up)이라고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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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주요 품목(10 품목)이 체 작물보험에서 차지하는 비 (면  기 )

주: 10개 주요 작물(corn, soybeans, barley, cotton, wheat, sorghum, peanuts, tobacco, rice, 

potatoes)이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을 나타냄.

자료: Barbara M. Leach(2011).

그림 3-9.  2010년 주요 품목별 보험료 분포(%, 10억 달러)

○ 주요 품목별 보험료 비

- 2010년 작물보험 총보험료에서 주요 품목이 차지하는 비 을 보면, 옥수

수가 38.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콩(22.4%), (14.5%)임.



48

- 주요 3개 품목이 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100여 개에 달하는 나머지 

품목들은 개별 품목별로 보면 비 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보험 유형별 보험료 비

- 2010년 작물보험료를 보험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입보장형이 73.8%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이 수량보장형(18.4%)임.

- 최근 들어 수입보장 로그램의 비 이 임을 알 수 있음.

그림 3-10.  2010 연방작물보험(MPCI) 보장유형별 보험료 분포(10억 달러, %)

    자료: Barbara M. Leach(2011). 

○ 우박보험의 보험 액 규모  손실율

- 2010년에 우박보험을 많이 가입한 지역은 주로 서부지역이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텍사스주가 많이 가입하 음.

- 2010년의 우박 피해는 아리조나주는 손실율이 2.50을 기록하 으며, 몬태

나주도 1.15의 손실율을 나타냄. 이 밖에 손실율이 1.00을 과한 지역은 

네 라스카(1.09), 와이오 주(1.03)  터키주(1.0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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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2010 우박보험의 주별 보험 액  손실율

 자료: NCIS(2011)

그림 3-12.  2010년 MPCI의 보험 액  손실율

 자료: NCI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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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물수입보험의 도입과 확  과정

3.1. 작물수입보험의 도입

○ 1994년 작물보험개 법에 기 하여 FCIC(미국 농무부 연방작물보험공사)

는 1996년 작물년도부터 소득보험에 한 두 개의 일롯트 로그램을 인

정하고, 1997년 작물년도부터 새로운 수입보증 로그램이 도입되었음.

- 어느 로그램이든 수량  가격의 하에 의한 소득의 감소를 보 하는 

것임.

3.1.1. IP(Income Protection)

○ 도입 경

- RMA/USDA가 1993년 재정조정법  1994년 연방작물보험개 법의 규정

에 따라 개발함. 

- 실제의 개발은 몬타나 주립 학, 미국농무부 경제연구소(ERS)  FCIC가 

실시함. 

- 보험료에 한 정부의 보조 액 산출방법은 작물보험(MPCI)의 계산방법

과 마찬가지임.

○ 개요

－ IP는 곡물가격 는 단수가 사 의 측보다 낮을 때에 농가를 조수입의 

감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임.

－ 생산자는 수확량에 수확기 시장가격을 곱한 것이 소득보증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보험 으로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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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주(States)

옥수수  일리노이(5), 인디아나(3), 아오오와(6)

면화  알라바마(4), 조지아(4)

 미네소타(4), 노스다코타(3)

작물 주(States)

겨울  캔사스(12), 몬타나(5), 워싱턴(1)

옥수수  일리노이(5), 인디아나(3), 아오오와(6)

면화  알라바마(4), 조지아(4)

 미네소타(4), 노스다코타(3)

콩  일리노이(5), 인디아나(3), 아이오와(5), 아칸소(43)

수수(솔검)  텍사스(24)

    
  (수확단수 × 수확기 시장가격) < 소득보증액 

－ 도입 당시인 1996년에는 옥수수, 면화   등 3개 품목을 일부 주의 

일부 카운티에서 실시하 음.

    - 1997년에는 콩과 수수의 2개 품목이 확 되고, 실시 주와 카운티가 많이 

확 되었음.

    a. 1996년산 상 품목  실시지역

      * (  )는 실시지역(county)의 숫자임.

    b. 1997년산 작물

       * (  )는 실시 지역(county)의 숫자임.

3.1.2. CRC(Crop Revenue Coverage)

○ 도입 경

- 민간보험회사인 렛드런 보험회사가 제출한 랜으로, 미국농무부 연방작

물보험공사가 재보험하고 운 경비  보험료를 일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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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작물년도에는 이이오와주  네 라스카주의 모든 카운티(county)

의 옥수수  두에 하여 일롯트 로그램으로 실시되고, 1997년산 

겨울 에는 캔사스주, 네 라스카주, 사우스다코타주, 텍사스주, 워싱턴주 

 미시간주의 모든 카운티, 그리고 몬타나주의 특정 카운티에서 시범사업

으로 실시됨. 

- 1997년 1월, 농무부는 1996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 로, 1997년산 옥수

수, 두의 상지역을 확 하 으며(13주), 수수(솔검)와 을 새로이 

보험 상으로 추가하 음.

○ 보증의 내용

  - 수입보증액 = 농가의 실 단수 

               × ( 측 수확기 시장가격 는 수확기 시장가격) × 보증비율

   ( 측 수확기 시장가격과 수확기 시장가격 , 높은 쪽에 기 하여 보장됨.)

  - 생산자는 수확량에 수확기 시장가격을 곱한 것이 수입보증액보다 작을 때, 

그 차액을 보험 으로 수취함.

     
  (수확단수 × 수확기 시장가격) < 소득보증액 

     

  - IP와 달리 측가격과 수확기 시장가격  높은 쪽에 기 하여 보장이 

이루어지기 해, CRC는 평균하면 IP보다 60%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어 

있음.

3.1.3. RA(Revenue Assurance)

○ 도입 경

- Farm Bureau 상호보험회사에 의해 제안되어, 연방작물보험공사가 인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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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부터 아이오와주의 옥수수  두 생산자를 상으로 실시함.

○ 개요

- RA의 구조는 IP와 유사하지만 아래의 몇 가지 에서 차이가 있음.

    ① 곡물가격은, 시카고시장의 가격을 카운티 마다의 조정계수로 수정한 

것을 사용함.

    ② 측 카운티가격을 수입보장, 보험료  보험 의 산정에 사용함.

    ③ 수확기 카운티가격을 수입 감소시의 농산물가액 산정에 사용함.

      이와 같이 카운티(지역)라는 좁은 지역을 베이스로 한 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지역의 시장가격에 가까운 것으로 산

정됨.

- 수입보증액 = 실 단수 × 측 카운티가격 × 보증비율(65~75%)

- 생산자는 수확량에 수확기 카운티가격을 곱한 것이 소득보증액보다 작을 

때, 그 차액을 보험 으로 수취함.

   
  (수확단수 × 수확기 카운티가격) < 소득보증액 

  

3.2. 수입보험의 확대 과정

3.2.1. 수입보험의 성장

○ 수입보험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6년부터이며, 각 보험유형별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1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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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보험 유형별 성장 추이(보험 액 기 ): 1996～2011

주: 1. 2011은 추정치. 2. 단 : billion dollar.

자료: Barbara M. Leach. 2011.9.6. “U.S. Federal Crop Insurance”. USDA/RMA.

○ 수입보험이 도입되면서 수입보험은 속히 증가한 데 비해, 수량보험은 감

소하여 2002년부터는 통 인 수량보험보다 수입보험이 더 큰 비 을 차

지하고 있음.

○ 수입보험은 2005년부터 격히 성장하여 최근에는 수입보험이 주종을 이루

고 있음.

○ 반면, 지역단  보험은 도입 이후 계속해서 가입이 조하며,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지역보험이 확 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  수입 련 기록이 없거나 부족

한 농가, 신규 농가, 농 기술이 부족한 농가들이 주로 가입하기 때문이라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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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작물보험 손실율 추이(1980-2011)

주: 1. 2011년은 2011.8월 재임. 

2. 국 으로 발생한 홍수, 가뭄, 허리 인 등이 반 되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상됨.

자료: Barbara M. Leach(2011).

○ 추가보증보험(Buy-Up)의 손실율 추이

- 1975～1993 평균: 1.43

- 1994～2010 평균: 0.90

- 1994년 이후의 평균 손실율이 0.90으로 반기에 비해 낮은 것은 신품종 

개발·보  등의 기술개발과 IT 등을 활용한 장부기입의 정확성 등에 기인

하는 것으로 단함.

3.2.2. 작물보험의 통합·단순화: Common Crop Insurance Policy(Combo Policy)

가. Combo Policy의 개요

○ 앞 에서 살펴본 IP, CRC, RA 등 수입 련 보험은 옥수수, 콩,  등 주요 

작물을 상으로 개별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수입보험임.

- 1999년부터는 GRIP(Group Risk Income Protection)이라는 지역(count)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보험 로그램도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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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수입보험은 유형별로 상이한 가격자료  련 자료

를 활용하는 등 복잡하여 가입자인 생산자는 물론 리도 번거로웠음.

○ 따라서 기존 수입보험 로그램들의 장 을 살리면서 단순화하기 한 작

업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이들 로그램들을 통합하 으며, 2011 작물년

도부터 용됨.

- RA(Revenue Assurance), CRC(Crop Revenue Coverage)  APH(Actual 

Production History)을 통합하고, IP(Income Protection)과 IIP(Indexed 

Income Protection)을 폐지함. 

○ Combo Policy 하에서 작물보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Revenue Protection

- Revenue Protection with Harvest Price Exclusion

- Yield Protection

○ GRIP(Group Risk Income Protection)와 GRP(Group Risk Protection)는 그

로 유지됨.

- GRIP은 지역을 기 으로 하는 수입보장상품임.

- GRP은 지역을 기 으로 하는 수량보장상품임.

○ 요율은 이 의 APH의 것과 동일함.

○ 로그램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정 화하고, 미래 상황에 비함.

○ 공통 인 토지 단 를 사용하여 미래의 APH를 측할 수 있고, 규범 수

(Compliance)에 한 모니터링이 용이해짐.

- Compliance를 다양하게 검하며, 성자료 등도 활용함( 성사진을 이용

하여 농민들의 신고(청구) 내용이 한지를 확인하기도 함).



57

○ Combo Policy의 구조와 우선권

- Combo Policy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작물보험 기

본규정이 우선 용되고, 품목과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규정이 용됨.

- Cat Endorsement

- Special Provisions

- Commodity Exchange Price Provisons

- Crop Provisions

- Basic Provisions

○ 기존 보험 로그램의 환

- 기존의 다양한 보험 로그램을 통합한 Combo Policy가 2010년에 마무리

되어 2011 작물년도부터 용됨에 따라 기존의 보험 로그램이 새로운 

로그램으로 흡수되었음. 그 변경 내용은 <표 3-6>과 같음.

표 3-6.  2011 이후 작물보험 로그램의 환 내용

○ COMBO Policy와 타 로그램과의 차이

- COMBO 로그램과 과거의 APH, CRC, IP  RA 로그램과의 두드러진 

차이는 몇 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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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YP는 수확량 부족에 한 지불 을 결정하는 데 상가격(the projected 

price)을 이용함. APH 로그램은 상가격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신

에 APH가격(an APH price)을 이용했음. 부분의 경우에, APH가격은 

상가격보다 낮았음.

  ② COMBO 로그램은 옥수수와 콩의 경우 10월 동안의 확정가격

(settlement prices)을 평균함. 과거에는 콩의 경우 10월 가격이 사용되었

으나, 확정 월(settlement month)은 옥수수와 다를 수 있었음. 옥수수의 

경우 CRC는 10월 가격을 사용한 반면, RA는 11월 가격을 사용했음. 

COMBO 로그램하에서는 11월 확정 월의 사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③ RP하의 Prevented Planting(PP)지불 21은 CRC와 RA-HPO하에서의 그것

들과 다름. CRC와 RA-HPO하에서, 

     PP지불  = 60% × APH수확량 × ( 상가격과 수확기 가격  높은 것) 

× 보장수 이 됨. 

     COMBO 로그램은 ‘ 상가격과 수확기가격  높은 것’을 사용하지 않

으며, 신에 오직 상가격만을 사용함. 이러한 변화는 수확기 가격이 

상가격을 과했을 때 CRC 는 RA에 비해 COMBO 로그램 하에

서의 PP지불 을 낮춤. 

 

  ④ RP의 경우 오직 한 세트의 보험료가 있음. 과거에는 보장수 이 증가하

는 수입보장 로그램을 구입하려는 농가들은 CRC와 RA-HPO 에서 

선택할 수 있었음. 보통 가장 낮은 보험료의 로그램이 선택되었으며, 

21 Prevented Planting Payment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식불능 보험 ’으로 부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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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와 RA-HPO 사이에는 차이가 매우 작음. 가장 낮은 가격의 로그램

을 선택하는 이 은 COMBO 로그램하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⑤ 기업단 (enterprise unit)의 정의는 COMBO 로그램과 과거의 로그램

들과 다름. COMBO 로그램하에서 기업단 로 가능하기 해서는, 토

지가 2개 구역에 소재( 치)해야 함. 아울러 20에이커 혹은 각 단 의 총

면 의 20%  작은 것이 각 구역에 치해야 함. 

- 다른 차이 들은 COMBO 로그램과 과거의 로그램들 사이에 비슷하

게 존재함. COMBO 로그램은 로그램 규정(policy provisions)을 완

히 재작성하는 것을 포함했음. 이러한 차이 들의 몇 가지는 COMBO 

로그램에 한 경험이 보다 많아질 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나. 주요 보험 로그램의 시산 

○ 여기에서는 COMBO 로그램의 주요 유형인 CAT, YP, RP  RP-HPE에 

하여 계산 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았음.

○ CAT

- 수확량의 50%를 가격(3월에 설정)의 55%까지 보장

- 상가격의 : 옥수수 5.00달러, 콩 10.00달러

- 재식 지불은 없음.

- APH가 유지되어야 함.

- Basic units만 상

- 100% 보조

- 비용 - 카운티당 작물당 300달러

- 고 험 토지에서 사용 가능

- 수량 조정(Yield Adjustment)이 용될 수 있음(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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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농가의 옥수수 APH 150

    ․ 보장 수 은 수확량은 75부셀, 가격은 2.75달러

    ․ 농가의 basic unit이 완 히 괴되었다면(수확개무라면), 에이커당 

206.25달러를 받음

         5.00달러 × 0.55 ⇒ 2.75달러 × 75부셀 = 206.25달러

-  2

    ․ 농가의 콩 APH 45

    ․ CAT 보장하에서 에이커당 얼마의 보장을 받을 것인가?

        45 × 0.50 ⇒ 22.5부셀(10.00달러 × 0.55) = 123.75달러

○ Yield Protection(YP)

- APH에 기 한 수량 보장

- 50～85%의 보장 수 (5% 간격)

- 부셀당 60～100%의 가격 설정

- 요율은 카운티별, 작물별, APH, 보장수 별로 결정됨.

- 부셀당 가격은 (5월)에 설정됨. 

    ․ 2011년의 경우: 옥수수 5.00달러, 콩 10.00달러

-  1

    ․ 콩(10.00달러)  ․ APH 45부셀   

    ․ 75% 보장수 (가격의 100%)

    ․ 발동수량(trigger yield) 34부셀(45 × 0.75)    

    ․ 수확량 30부셀

    ․ 보험 : 4부셀 × 10.00달러 = 40.00달러(에이커당)

-  2

    ․ 콩(10.00달러)                  

    ․ APH 45부셀 

    ․ 65% 보장수 (가격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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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동수량(trigger yield) 29부셀

    ․ 생산량이 20부셀일 경우의 보험 : 9부셀 × 10.00달러 = 90.00달러

-  3

    ․ 콩(10.00달러)

    ․ APH 45부셀

    ․ 65% 보장수 (가격의 100%)  

    ․ 발동수량(trigger yield) 29부셀

    ․ 생산량이 30부셀일 경우의 보험 : 보험  없음.

○ Revenue Protection(RP)

- YP와 동일하나 가격보장까지 포함

- CEPP(Commodity Exchange Price Provisions) 가격의 100%를 사용

- 상향  하향 보장을 제공

- 수입보장은 상승할 수 있으나 하락은 불가

- RP의 작동 원리

   ․ 수입을 체한다는 개념에 기

   ․ 농민이 가격변동의 걱정 없이 언제나 자신의 곡물을 (보장된 액으로)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함.

   ․ 보험가입자는 콩은 RP, 옥수수는 YP와 같이 보장방법을 혼용 가능

- 가격 제한(RP, RPHPE, GRIP, & GRIP HRO)

   ․ 모든 주에 해당

   ․ 로그램이 이용가능한 모든 작물

   ․ 가격상승은 상가격(projected price)의 200%까지 허용되며, 가격하락

은 제한 없음.

- 상가격(projected price)

   ․ 첫 번째 가격( 상가격)은 식부 에 설정됨.

      \ 상가격은 보험 보장의 최  규모와 보험료의 최  규모를 결정함.

   ․ 옥수수  콩의 상가격은 3월 10일에 공표됨.



62

      \2월의 11월(콩)  12월(옥수수) CEPP의 평균 일일 확정가격 

- 수확기가격(harvest price)

   ․ 두 번째 가격(수확기가격)은 가을에 설정됨

   ․ 콩의 경우, CEPP 11월 콩의 10월 동안의 평균 일일 확정가격

   ․ 옥수수의 경우, CEPP 12월 콩의 10월 동안의 평균 일일 확정가격

-  1

   ․ APH 48부셀(10.00달러의 100%)

   ․ 75% 보장수 (36부셀 보장 혹은 360.00달러 최소보장)

   ․ 에이커당 30부셀 생산

   ․ 보험  지 은 최종 보장 - (PTC × 수확기가격 7.50달러)에 기 함.

      \ 보장(생산량 × 상가격) = 36 × 10.00달러 = 360.00달러

      \ 보험  지 : 30 × 7.50달러 = 225달러

        (360.00달러 - 225달러 = 135.00달러)

-  2

   ․ APH 48부셀(10.00달러의 100%)

   ․ 75% 보장수 (36부셀 보장 혹은 360.00달러 최소보장)

   ․ 에이커당 38부셀 생산

   ․ 보험  지 은 최종 보장 - (PTC × 수확기가격 7.50달러)에 기 함.

      \ 보장(생산량 × 상가격) = 36 × 10.00달러 = 360.00달러

      \ 보험  지 : 38 × 7.50달러 = 285달러

        (360.00달러 - 285달러 = 75.00달러)

-  3

   ․ APH 48부셀(10.00달러의 100%)

   ․ 75% 보장수 (36부셀 보장 혹은 360.00달러 최소보장)

   ․ 에이커당 30부셀 생산

   ․ 보험  지 은 최종 보장 - (PTC × 수확기가격 11.00달러)에 기 함.

      \ 보장(생산량 × 상가격) = 36 × 11.00달러 = 396.00달러

      \ 보험  지 : 30 × 11.00달러 = 330달러



63

        (396달러 - 330달러 = 66달러)

- RP의 

   ․ 보험가입자는 APH 40을 보유

   ․ 75% 수 을 선택

   ․ 40 × 0.75(30) × 10.00달러 = 300달러(보장수 )

   ․ 수확기가격이 12.00달러로 증가

   ․ 보장수 이 360.00달러로 증가

   ․ 수량보장은 동일수 에 머무르나 부셀당 가격은 증가할 수 있음.

      \시나리오1: 철 가격(Spring price)은 5.50달러이고, 수확기가격이 3.00

달러로 하락할 경우 RP가 생산자의 손실 수입을 체함.

                   75%수  × 190(APH) = 143부셀

                   143부셀 × 5.50달러 = 786달러 수입보장

                   만일 생산자의 수확량이 200부셀이라면,

200부셀 × 3.00달러 = 600달러 수확 수입

                 생산자는 상실 수입에 해 에이커당 186달러를 지 받음

      \시나리오2: 철 가격(Spring price)은 5.50달러이고, 수확기 가격이 

6.00달러로 상승할 경우의 보장 수 은 

                   75%수  × 190(APH) = 143부셀(보장 생산량) 이 됨.

                   만일, 생산자의 수확량이 143부셀 이상이라면, 보험 은 

지 되지 않음.

                   만일, 생산자가 100부셀을 생산했다면, 

보험 은 43부셀 × 6.00달러 = 258달러(에이커당)이 됨.

○ Revenue Protection with Harvest Price Exclusion(RPHPE)

- RP와 동일한 철가격( 상가격)을 사용

- 가격 하락을 보장하나, 가격 상승은 보장하지 않음.

- 생산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음.

- 수확기가격 상승은 에이커당 보장수 을 낮춤으로써 생산자가 보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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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기회를 손상시킴.

- 수확기 가격이 철가격( 상가격)보다 낮으면, RPHPE는 RP와 동일하게 

작동함.

- :

   ․ 보험가입자는 콩 40의 APH를 보유 

   ․ 75%수 의 RPHPE를 선택 

   ․ 보장수 (coverage) = 40부셀×0.75=30×10.00달러 = 300.00달러(에이커당)

   ․ 보장수 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가하지 않음. 

      \ 만일, 수확기가격이 상승한다면, 수량보장은 하락함.

        . 수확기가격 12.00달러

        . 보험가입자는 PTC가 25부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보험 을 받

지 못함.

          300.00달러 / 12.00달러 = 25

          보장수 은 증가하지 않음.

3.2.3. ARH(Actual Revenue History)의 실시

○ Combo Policy의 수입보장 보험 로그램들은 옥수수, 콩,  등 주요 품목

을 상으로 하는 수입보험으로서, 객 인 가격자료를 선물시장에서 확보

할 수 있는 경우에 용됨.

○ 상품 선물교환(a commodity futures exchange)과 같은 공식 이고 집 된 

가격 확인 메커니즘이 미흡한 작물에 수입보장(revenue coverage)을 제공하

기 하여 ARH이 도입됨.

○ ARH 보험 설계는 범 하게 이용할 수 있는 APH와 많은 에서 공통

이 있으며, 가장 주요한 차이는 과거 수량(historical yields)을 보장하는 신

에 과거 수입(historical revenue)을 보장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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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cherry)에 한 ARH는 FCIC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 2009 작물년도

에 시작됨. 

- 이어서 감귤류(citrus; navel orange)와 딸기(strawberries)에 한 ARH가 승

인되어, 각각 2011 작물년도  2012 작물년도에 시작됨.

○ ARH는 생산자의 과거 수입(historical grower revenues)의 평균을 보장한다

는 에서 통 인 FCIC 수입보장 로그램과 다름.22 

- 다른 수입보장 로그램처럼 ARH는 계  간 가격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왜냐하면 그 게 하는 것은 역선택을 허용할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부패성이 있는 작목의 경우 장(stock)은 재배기간을 넘어 이루어

지지 않으며, 따라서 심각한 공  혹은 수요 충격은 으며, 상가격

(expected prices)은 수 년에 걸쳐 상 으로 안정 임. 이러한 환경 하에

서 historical prices(혹은 생산자의 수입)의 평균은 선물가격(future prices)

의 합리 인 측치(a reasonable predictor)임. 

- ARH 계획은 한 시장변화 혹은 ‘충격(shock)’이 매마감일 이 에 

찰되는 경우에 조정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부패하기 쉬운 

신선 작물들의 경우 상 으로 드물 것임 .    

22 RMA. 2010.11. “Report to Congress: Specialty Cro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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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미국 작물보험의 개선 노력과 과제

1. 신규 보험 로그램의 개발 체계

○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은 새로운 작물보험 로그램

을 개발하는 두 가지 통로를 개설함.23

- 하나는 계약하에서 개발되는 내부 개발상품( 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법의 section 508(h)을 통해 제출되는 외부 개발상품임.

○ 일단 로그램이 개발되면, 내부 개발상품과 외부 개발상품은 동일한 승인 

과정을 거침. 

- 승인 과정은 많은 감독 차를 포함하며, 집 으로 실시되며, 완성하는 

데 1년이 소요될 수 있음.

○ 연방작물보험법(section522(e)(4))은 연방작물보험공사(FCIC)가 새로운 보

23 RMA. 2010.11. “Report to Congress: Specialty Cro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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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상품의 연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함(2000.10.1 이후부터). 그 신에 법

(section522(c))은 FCIC에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Section 508(h)은 민간부문의 업체가 FCIC 보험 로그램에 추가될 보험 

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함. 

○ 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는 이사회가 새로운 개발품

( 로그램)의 개발에 하여 부분  선 지불을 승인할 수 있도록 508(h)

차의 확 를 규정(허용)함. 

-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508(h) 개발품들은 일반 으로 연방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 제출자는 개발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만일 민간 제출자가 개발품에 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려고 하면, 

기 4년 동안의 유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어느 시 에서 개발품의 지원

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추가 연도의 유지비는 포기함. 

○ 모든 새로운 개발품( 로그램)들은 일련의 엄격한 차를 거쳐 이사회에 의

해 승인되어야 함. 

- 승인 차의 처음 단계는 완 한 로그램 내용(정책, 보험수리  자료)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임.

- 그러면 이사회는 독립 인 외부 검토를 해 개발품을 진행시킬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

- 외부 검토자들은 작물보험원리와 보험수리학에서 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  승인된 신청자 풀 에서 이사회가 선정함. 일반 으로 제안된 

개발품에 하여 5명의 검토자가 선정됨. 

- 각 검토자는 개발품 내의 잠재  약  혹은 제안된 개선사항 부분을 강조

함. 외부 검토에 의해 규명된 이슈들을 정리하는 것은 RMA 혹은 민간 제

출자가 담당함. 일단 이들 이슈가 정리되면, 개발품은 승인을 해 이사회 

앞으로 송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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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검토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슈들이 많은 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개발품은 두 번 검토를 받아야 함. 

- 하나의 개발품이 승인  실행 차를 거쳐 진행되는 속도는 많은 요인에 

달려 있으나, 가장 요한 요인은 이사회에 제출된 제안 패키지의 질(내

용)과 철 성이며, 이사회  검토자들이 제기한 이슈에 한 제출자의 답

변임.

○ 승인된 개발품은 일반 으로 시험 로그램(pilot)으로 시행되며, 연방정부 

등록부(the Federal Resister)에는 공표되지 않음. 

○ 법률(Legislation)은 FCIC는 이미 민간 부문에서 일반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그램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시험 로그램(시험사업)의 제안을 지하도

록 함. 

○ 시험사업은 가끔 역이 제한되며, 시험기간에는 로그램이 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효과성에 해 검증될 수 있음. 

- 시험사업은 본사업( 구 로그램)보다 더 응력이 있음. 제안된 최종 법

안을 포함하는 모든 법  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임. 

- 만일 제안된 시험  변경 내용이 본질 인 문제라면 그것들은 공식 인 

이사회 조치를 필요로 함. 

○ 시험사업은 일반 으로 4년간 운 되나, 이 기간은 새로운 개발품을 검증하

고 최 한의 신축성을 허용하기 하여 더 길어질 수 있음. 

- 이 시험사업 기간에 로그램은 의도한 로 운 되는지 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만큼 조정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RMA가 모니터함. 

- 시험사업 기간 말에 로그램은 독립된 제3의 계약자에 의해 평가되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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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결과는 물론 RMA의 평가 내용을 이사회에 제출함. 

- 최종 으로 이사회는 a)시험사업을 몇 년 연장, b) 로그램을 법령으로 

환하도록 권한을 부여, c) 로그램 단 에서 결정함. 

그림 4-1.  RMA의 내부 로그램 개발 과정

3months 3months 6months

자료: William J. Murphy. “Federal Crop Insurance: A Program Update”. 2011.2.4.

2. 다양한 로그램 개발 추진

○미국의 작물보험은 크게 수량보험(Yield Insurance)과 수입보험(Revenue 

Im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 수입보험이 훨씬 큰 비 을 차지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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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보험은 생산량자료와 가격자료가 모두 구비된 경우에 가능하며, 옥수

와 콩 등 10  주요 품목이 이를 충족하고 있음.

- 그러나 나머지 품목들은 한 자료(특히, 가격자료)가 부족하여 주요 품

목과 동일한 수입보험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품목별로 합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MA/FCIC가 정책 으로 추진하는 보험 외에 

민간보험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보험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로 

용하기 해서는 FCIC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 차를 밟아야 함. 

- 따라서 재 가 어떠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는 승인 차를 밟

아야 알 수 있으며, 승인 신청까지는 각자가 경쟁 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철 하게 비 로 붙여짐. 

- 연방작물보험을 리·감독하는 RMA는 로그램 개발 동향과 내용을 

악하고 있어도 공식 인 로그램으로 채택하기 까지는 해당 회사의 

업기 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할 수 없음.

○ 연구자가 미국 지조사시 악한 바에 의하면, 2011년 9월 재 17개의 새

로운 로그램이 운  에 있으며(Cottonseed Price Endorsement, Fresh 

Market Beans, Lousiana Sweet Potato, Livestock Gross Margin-Dairy 등), 

23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18개가 검토 상으로 승인되고 12개는 선지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 시행이 상되는 신규 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음.

- Popcorn Revenue

- Specialty Trait Soybean Coverage

- Texas Citrus

- Pistachio APH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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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새 로그램인 ‘Trend Adjusted Yield’이 추진 차를 밟고 있음.

- 민간 회사에서 개발되었으며, 2012년에 용될 것으로 상

- 장기 추세를 반 하여 수확량에 추가 인 상향 조정(신품종 개발 등으로 

생산량 증가 추세를 반 하기 함)

- : 매년 2 부셀의 증가 추세

- 추세는 품목별로 지역(카운티)별로 다양할 것임.

- 일부 주에서 이용 가능

- 옥수수와 콩부터 시작

- 타 품목/지역들은 이후 추진

○ 기 으로 검토되는 로그램으로는 ARPI와 ACRSI가 있음.

- Area Risk Protection Insurance(ARPI)

    · 새로운 지역단  보험 로그램임.

    ․ 기존의 GRP, GRIP, GRIP-HRO를 결합함.

- Acreage /Crop Reporting Streaming Initiative(ACRSI) 

    ․ 목 : USDA의 각종 로그램들을 지원하기 한 생산자의 상품 기록

(보고)의 공통 인 USDA 틀을 수립하는 것임.

    ․ 생산자들이 자료 보고를 한번만 하도록 함.

    ․ USDA 로그램들 간의 일 성을 증가시킴(경지면 , 생산량 등).

    ․ 각 국들(Agencies)간의 보다 범한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함.

    ․ 생산자의 상품 보고(producer commodity reporting)를 해 사용하는 정

보의 자료 표 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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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물보험의 내실화 추구

○ RMA는 재 시행되고 있는 작물보험 로그램들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수정·보완하고 있음.

- 특히, 보험 반 으로 보험수리 으로 건 하게 유지되도록 다방면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 RMA 본부  지역사무소(RO)뿐만 아니라, NCIS를 심으로 한 민간보험

사들도 작물보험의 효율 이고 투명한 운 을 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하

에서는 그  몇가지만 살펴보기로 함.

3.1. 보험료율의 재검토

○ RMA는 그동안 요율 산정방법에 하여 범 한 검토를 하여 2010년 4월 

에 완료하 음.24 

- 요율 산정의 반 인 근방법은 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짐.

    ․ 요율이 손실을 반 하고 있음을 확인

    ․ 보험수리 원리와 일 성 견지

- 개선 고려시의 특별 권고

    ․ 과거의 손실 데이터를 재평가함( 로그램이 수정되고, 기술이 발달하

며, 자료의 질  수 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24 Keith H. Coble, Thomas O. Knight, Barry K. Goodwin, Mary Frances Miller and 

Roderick M. Rejesu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MA APH and COMBO 

Rating Methodology: Final report. March 15, 2010. RMA/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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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존 자료의 재검토

○ 그동안 축 된 경험(자료)들을 재검토하기 한 연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과거의 손실 데이터를 재검토하여 그동안의 손실 경험을 재평가하기 

함임.

○ 수정된 방법론에 한 분석과 개발(보완)을 해 연구 의뢰함.

○ 상 품목은 옥수수와 콩부터 시작하며, 앞으로 타 품목으로 차 확 할 

계획임.

3.3. IT 기술의 적극 활용

○ 업무 효율화를 한 IT 화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행 로그램은 노동집약 이고, 생산자, 보험모집인  민간보험사 등에 

과 한 보고 부담을 지우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소요 인력을 이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감

하며, 로그램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계(county boundaries)를 완화

하려고 하고 있음.25

○ RMA의 IT 화 작업 제1단계는 2010년 6월에 시작되었으며, 보험수리

차, 로그램 추진, 보험료 계산  2011 작물년도에 시행되는 Combo 

Policy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에 이 맞추었음.26 

25 William J. Murphy(2011.4).

26 RMA/USDA. “the Manager's Report”. February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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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는 2011년 반에 추진되었으며, 데이터 기록  분석 능력을 제공

하는 합동 보고(corporate reporting)에 이 맟추어짐.

○ RMA는 민간 사업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IT 기능을 제공하는데, 일반 으로 

5년 단 로 계약함. 

3.4. 제도의 투명성 제고 노력 지속

○ RMA는 자료의 지속 인 발굴을 통해 허 와 남용 등을 해소하기 한 작

업을 계속하고 있음.

○ RMA는 보험 인수  리를 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함.

- GIS 자료, 성자료,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공식  미국 기상 자료, 토양 검사 자료  수학  확률 

이론 자료 등을 제공함.

- 한 로 농가가 홍수로 인해 규모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신고가 있으나 

인근 농가에서는 피해 신고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성사진자료를 통

해 홍수 발생 여부와 정도  피해 발생 유무를 확인함. 

○ RMA  민간보험사는 한 FSA(Farm Service Agency)의 주(state) 사무소 

 지역(county) 사무소의 조를 받아 생산자의 농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작물 손실도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자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Agents)이나 손해평가인(Adjusters)에 해

서도 지속 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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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행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수정

○ 미국 작물보험 로그램은 국을 기 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

역의 특정작물에 해서는 그 로 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음.

- RMA는 이러한 경우 로그램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 지역 사정이 이 과 크게 달라져 로그램을 그 로 용하기 어려

운 경우에도 로그램 내용을 수정하던가 조건을 변경하여 용하도록 함.

○ 한 로, 항상 침수되어 있으며 비정상 으로 가문 시기에만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의 경우에는 작물보험 로그램 용의 정 여부를 단함.

- 아이오와, 미네소타, 몬태나,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다와 같은 리 

평원 습지 지구(the Prairie Pothole Region)의 경우, 1970년   1980년

에 경작을 했더라도 17년 이상 침수를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작이 가

능한 농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식부 불능(Prevented Planting) 보험 로그

램의 용 상이 될 수 없음27. 

○ 한편, 장기 으로 작물보험 로그램 반에 걸쳐 개선할 사항들을 악

하여 단계 으로 추진해 갈 정이며, 재 검토 상으로 거론되는 이슈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28.

- 개별  집단 보장의 정책 통합 - 공제부분을 강조

- 곡물의 가격 보장 정책(수량 보장 없이)

- 감소추세의 수량을 보완하기 한 수량 조정 

- 개인  T-Yield 로그램 확

- 에 지 작물 보장

- 새로운 형태의 특수작목 보장

- 수입 기 을 강화한 로그램

27 RMA/USDA. “the Manager's Report”. February 17, 2011.

28 Barbara M. Leach. 2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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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체계적 위험관리 교육

○ 작물보험에 한 교육은 RMA의 험 리교육부(RME: Risk Management 

Extension)에서 총 하며, 농업 생산자에게 험 리교육을 장려함.

- 생산자교육 워크 , 험 리클럽, 인터넷 교육, 다양한 농업교육조직에서 

실시하는 기타 교육활동을 후원함.

○ RMA는 각 지역의 주립 나 연구기  등과 계약을 맺어 생산자에 한 교

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 교재 작성과 교육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함.

○ 장에서는 지역별 험 리국 지역사무소(RMA RO)가 각 학과 연구기  

 민간보험사 등과 력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한 모니터링을 함.

4. 재정 자에 따른 농업보험제도의 과제

○ 의회의 공화당을 심으로 재정 자 문제 해소를 해 정부 산을 축소해

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함.

- 2010년 10월 하원 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확보함. 

- 공화당원  Tea Party29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심으로 긴축재정을 강력

하게 요구함.

- 산 편성 내역을 보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 으로 삭감할 것을 요

구하고 있음.

29 보스턴 차 사건에 비유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이들을 공화당과는 다른 제3의 당이라

고도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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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디폴트 회피를 해,  2011년 산 리법(정부의 채무 법정 상

한의 인상)이 제정되어, 재정 자 삭감을 한 당 원회(Super commit-

tee)가 설치됨.

○ 앞으로 2012년도의 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간선거 직 ) 차기 농업

법30을 둘러싼 논의의 최 의 심사항은 어려운 산제약하에서 ‘어떠한 

안 망(safety net)을 구축할 것인가’에 있으며, 농업보험과 ACRE가 논의의 

심이 될 것으로 상됨31.

- 안 망(Safet net)을 둘러싼 논의에는 지역차가 있음. 남부에서는 CCP와 

Marketing Loan의 변동완화 기능과 면 당 지 액이 큰 직 지불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옥수수, 콩,  지 에서는, ‘수입이라는 빈 자리’의 

ACRE의 수입변동완화 기능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역 기

(county base)의 지불기  변동과 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강함.

○ 재정 자로 인한 정세로 낙 이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로 농업보험을 가장 우선순 가 높은 안 망으로 유지할 것으로 상할 

수 있음.

- 년은 홍수, 가뭄, 이상고온 등 재해가 번갈아 발생하여 농업보험의 역할

이 재인식(식부불능 지불에 재빠르게 응)

- 농업보험은 2008년 농업법에서 이미 수십 억 달러를 삭감하 으며, 더욱

이 2010년도에 60억 달러(10년간)를 삭감하고, 그  40억 달러를 자보

으로 환하 음.

- 농업보험에 해서는 자 차입의 담보로서 평가하고 있음.

30 2008 농업법의 기한은 2012년 9월까지임.

31 吉井方恒(2011.9)



78

○ 재정 자 해소를 해 농업 산의 삭감으로 직 지불  CCP 등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 망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막 한 재정 자를 해소해야 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정부 산 축소가 불가

피할 것으로 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보험을 어떻게 효율 으로 유

지해 갈 것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됨.

- 차기 농업법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농업보험은 어떻게 반 될 

것인지, 그리고 직 지불 등 련 정책들과의 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

지 등에 심이 집 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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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정책  시사

1. 로그램의 통합·단순화

○ 재 실시 인 각종 보험 로그램들에 하여 개선할 은 없는지를 지속

으로 검토함.

○ 보험 로그램이 수혜자인 농가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통합 로그램(the Combo Policy)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재 보험 상 품목을 확 하는 데 을 두고 있고, 보험 상

품도 생산량 보장이 주 상이기 때문에 로그램이 미국만큼 복잡·다양하

지는 않지만,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입자인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고 이

용하기 편리한 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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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로그램 개발

○ 아직 작물보험의 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하여도 작물보험의 도입 

가능성  방안에 하여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음.

- RMA는 민간보험사, 학, 연구소,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entities)

이 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 해당 품목과 농가의 특성  련 통계자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험 로그램을 개발· 용하고 있음.

- ARH(Actual Revenue History), VI(Vegetation Index), RI(Rainfall Index) 등

의 로그램이 표 임.

○ 재 시행 인 보험 로그램도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음.

- RMA에서 시행하는 보험 로그램은 국 인 기  하에서 설계된 것으

로 특정 지역에서는 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에 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용함.

- RMA 지역사무소(RO)가 주도하며, 지역의 학교, 연구기 , 민간보험사 

등의 조를 받아 수행함.

- 해당 지역의 지리  여건, 신품종 개발 등의 품종  특성, 농방법의 개선 

등을 반 하며, 특정지역의 외 인 사항도 반 할 수 있도록 노력함. 

Written Agreements는 표 인 라고 할 수 있음. 

⇒ 품목을 확 해 나갈 때, 품목별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도 반 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함. 즉,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

를 상품 내용에 극 반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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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물보험의 견실화 추구

○ 작물보험이 보험수리 으로 건 하게 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

구하고 있음.

○ 손해평가인의 자질을 높이기 하여 일정한 교육과 경험을 구비하도록 함.

- 신규 손해평가인이 소정 기간의 실내교육(강의)  장교육을 받고 일정

한 시험을 거쳐야 자격을 부여함.

- 기존 손해평가인도 매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RMA는 민간보험사가 해당 손해평가인을 주기 으로 교육하고 리하도

록 SRA에 명시함.

○ 보험 모집인(Agents)에 하여도 민간보험사들이 주기 으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인들이 생산자들을 상으로 컨설 과 아울러 교육

을 통해 작물보험에 한 이해를 높이도록 함. 

○ 생산자들의 역선택  도덕  해이를 해소하고, 허 나 남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함.

- 개별 생산자  경지에 한 통계자료를 계속 수집·갱신함으로써 작물보

험이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하도록 함.

- 최근 발달한 IT 기술  성자료 등을 활용하여 피해 발생 신고의 과다 

 허  등을 모니터링함.

⇒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오랜 경험과 많은 자료가 축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작물보험을 견실하게 운 하기 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구하고 있음. 

- 보험의 건 성을 높이기 하여 손해사정사들의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

들에 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 으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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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보험 매 주체인 민간보험사가 이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작물보험

에 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공정한 손해평가를 유도하므로써 

보험의 건 성을 높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 성을 높여가기 해서는 자격증제도

의 도입  손해평가인들에 한 주기 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이들이 

지를 가지고 손해평가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통계자료의 지속  수집·축

○ 작물보험은 로그램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 으로 통계자료를 

기 로 하기 때문에, 정부(RMA)나 민간보험회사 모두 기  통계자료의 축

(filing)에 극 임.

○ RMA는 DAS(Data Acceptance System)를 구축하여 통계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축 하고 있음.

○NCIS는 Crop-Hail Insurance Reporting Procedures and Codes Manual 

(NCIS200-CHI)을 만들어 우박보험 련 경험자료들을 축 해 가고 있음.

- NCIS는 1948년부터 우박보험 련 통계자료를 축 해 오고 있으며, 회원

사인 민간보험사가 요구할 경우 제공하고 있음.

○ 통계자료의 수집·축 ·활용에 IT를 최 한 활용하고 있음.

- 속도로 발 하고 있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련 통계자료의 세분화, 

정 화 등을 추구하고 있음.

- GIS  GPS를 활용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성자료를 활용하

여 과거 자료를 재검토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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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 보험 로그램 설계의 기 가 될 뿐만 아

니라, 작물보험의 건 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의 작물보험의 손실율은 1.0에 훨씬 못 미친 데 비해 1990년 의 

손실율이 1.0을 훨씬 넘은 것은 기본 으로는 재해 발생이 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지만, 보험 련 기술의 발달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을 

부인할 수 없음. 

⇒ 보험은 통계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통계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는 을 경험을 통해 잘 이해하고 있는 미국은 통계의 축 과 수

집에 체계 으로 응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존 보험 상품들을 개선하고, 신규 품목을 도입하기 하여 

련 통계가 으로 필요하다는 을 고려하여 보험 련 통계의 수

집·정비 체제를 구축하여 체계 으로 응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같이 날로 발 하고 있는 IT 기술  GIS·GPS 등의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농정 여건 변화와 작물보험의 역할 모색

○ 막 한 재정 자 하에서 앞으로 당분간 미국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

로 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작물보험 련 산도 축소되고 있어 직간 으로 향을 받을 것

으로 상됨.

- 재 실시 인 여러 사업들이 축소되고, 새로운 로그램이나 사업을 개

발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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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물보험이 농가의 가장 요한 안 망(safety 

net)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 작물보험의 당면과

제라고 할 수 있음.

-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직 지불제(DP)나 ACRE 등 여타의 농가경 안정정

책들과 어떻게 한 계  조화를 유지할 것인지가 심사로, 변하

는 여건하에서 작물보험의 상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한 

검토가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 있음.

⇒ 변하는 내외 농업 여건하에서 농작물보험의 역할과 타 농가경 안정정

책들과의 계 등을 지속 으로 검토하여 궁극 으로 농가경 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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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PH

생산량
(에이커당)

165 174 126 78 158 96 185 155 201 192 153

부록 1

APH(Actual production History)

1. APH(Actual Production History)

○ APH는 작물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보험 액, 보험료, 보험  

등의 산출기 가 됨.

○ 4～10년의 경험 자료가 필요

  

- APH 수량은 미국 작물보험에서 가장 요한 요소로서, 단 면 당 보장

수 , 보험 액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기 가 됨.

- 승인 APH(the approved APH)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수량의 단순

평균임.

○ 실제 수량(Actual Yields)

- 한 작물(품목)의 생산량은 생산자의 기록을 토 로 산출됨.

- 실제 수량은 총생산량(수확량  평가량)을 보험가입 식재면 으로 나

어 결정됨.

- 데이터베이스에는 ‘A’로 표시

- 옥수수 12,000부셀을 120에이커로 나 면 100A 부셀의 실제 수량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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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H 생성의 몇 가지 규칙

- 각 가입자는 APH를 설정할 면 과 생산량을 입증하도록 요구됨.

- 각각의 데이터는 연속 으로 최소 4년, 최  10년의 경험자료를 가져야 함.

- 생산 기록이 제공된 연도의 연속성에 공백이 없을 수도 있음.

- 생산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Z(zero)(작물이 식부되지 않은 것을 포함)’는 

연속성 목 으로 생산된 연도로 간주됨.

- APH 데이터베이스 목 으로, ‘APH 작물년도’는 작물이 식부되지 않았거

나, 혹은 보험 상 원인에 의해 식부 불능이 된 연도는 포함하지 않음.

- 옥수수 데이터베이스(토지)가 콩이 식부되고 해당 단 (unit)에 옥수수가 

식부되지 않을 때, 가입자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하여 0(zero) 면 을 보

고할 필요가 있음.

- APH 데이터베이스는 10년 연속 작물년도까지 포함하며, 따라서 10년 이

상이면 사라짐.

○ APH 데이터 베이스 - ‘0(zero)’ 면 의 

  

※ 2002년도 ‘0(zero)’ 면 이 락된 경우

2009 데이터베이스 2010 데이터베이스

연도 생산량 면 수량 연도 생산량 면 수량

1999 1,722 41 42A 1999 1,722 41 42A

2000 2,246 57.6 39A 2000 2,246 57.6 39A

2001 3,124 76.2 41A 2001 3,124 76.2 41A

2002 Z 2002 Z

2003 1,879 53.7 34A 2003 1,879 53.7 34A

2004 2004

2005 1,347 42.1 32A 2005 1,347 42.1 32A

2006   792 17.6 45A 2006 792 17.6 45A

2007 1,086 32.9 33A 2007 1,086 32.9 33A

2008 1,908 47.7 40A 2008 1,908 47.7 40A

2009 2,555 51.1 50A

2009 승인 APH = 38 2009 승인 APH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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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보험단 의 유형

1. 단위(Unit)란

○ 측정 가능한 토지 구획

○ 승인 APH 수량, 생산 보장 수   보험 의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지역(COUNTY) 내에서의 보험 상 작물의 보험가입 가능한 면 임. 

○ 각 보험 가입자의 작물 단  구조는 각각의 보험 로그램(the policy) (

는) 개별 인증(endorsement)에서 정의됨.

○ 보험단 의 유형(Unit Tpyes)

- 보험단 에는 Basic Unit, Optional Unit, Enterprise Unit, Whole Farm Unit

의 네 가지 유형이 있음.

2. 기본 단위(Basic Units)

○ 작물에 해 100% 지분 보유: 토지 소유, 운 ,  출 포함

○ 작물에 해 100% 이하의 지분 보유: 하나의 주체(entity)가 소유하고 지분 

기 에 따라 다른 주체가 운

○ 각각 상이한 지주, 임차인 혹은 지분 참가자(share person)에 의해 보유되는 

작물은 개별 인 기본단 임.

○ 기본단 는 지역별·작물별 구분에서 출발

- 100% 지분 보유 = 1 기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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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임차인/지주와 분산 보유 = 1 기본단

- 각각의 개별 인 지주/임차인 계 = 1 기본단

○ 기본단 의 시

  

Smith 소유 - 100%

기본단  번호 0001-0001BU

Smith 소유 - 100%

기본단  번호 0001-0002BU

3. 선택단위(Optional Units)

○ 하나의 기본단 가 될 수도 있으나 작물에 해당되는 선택단 (optional unit)

의 정의에 따라 선택단 로 나뉘어진 토지

- Basic Provisions

- Crop Provisions

- Special Provisons 

○ 선택단 는 개별 인, 법 으로 정의된 구획(sections), 혹은 FSA/FSN(어느 

것이 용되든지)에 치한 면 에도 이용될 수 있음.

○ 법 으로 정의된 구획(sections)은 부분 작물의 주요 결정 요인임.

○ 개농법  비 개농법에 따라 캔사스주의 부분의 작물에 별개의 단

를 부여함.

1단계: 기본단  번호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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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단 의 시

    

Smith 소유 - 100%

기본단  번호 0001-0001BU

선택단  번호 0001-0001OU

Smith 소유 - 100%

기본단  번호 0001-0002BU

선택단  번호 0001-0002OU

4. 기업단위(Enterprise Units)

○ 생산자가 작물년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카운티) 내의 동일 보험 

상작물의 보험가능면  체

○ 2단계 자격요건 확인 차(① ‘Two or More’ Rule, ② ‘20/20’ ule)

○ ‘Two or More’ Rule

- 기업단 는 구획들이 선택단 를 한 기 라면, 카운티 내에 2개 이상의 

구획, 혹은 보험 상 작물의 식부면 이 어도 660 에이커를 포함하는 하

나의 구획을 포함해야 함.

       
Sec4 Sec3 Sec2 Sec1

○ ‘20/20’ ule 

- 구획들  어도 2개가 각각  20에이커 혹은 enterprise unit에서 보험 

상 작물면 의 20%  작은 면 을 식부해야 함.

2단계: 선택단  번호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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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구획에 옥수수 10에이커 식부

- 1구획에 옥수수 20에이커 식부

- 총식부면 은 30에이커

- 30 × 0.20 = 6 에이커(총면 의 20%)

- 자격요건을 갖추기 해서는 각 구획에 6에이커의 면 이 필요

      

Sec4
Sec3 Sec2

Sec1

5. 농가단위(Whole Farm Units)

○ 기본 으로 모든 작물의 모든 단 가 결합됨.

○ 옥수수 단 로부터의 보험  자 은 콩 단 의 보장을 과한 생산 때문에 

상쇄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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