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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와 한·EU FTA 타결을 계기로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28조 8천억 원 규모(2008~2020)의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 2008~2013년 동안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13조 

3,279억 원, 집행실적은 12조 9,467억 원

  - 지난 6년간 ‘축산 경쟁력 제고’와 ‘맞춤형농정 추진’에 전체 지원액의 46.8%(6조 

530억 원)와 27%(3조 4,943억 원)를 투입

◦ 축산과 과수분야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관련 투융자사업은 농가의 비용절감, 생

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에 기여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가(비육우)는 비수혜농가에 비해 ‘1등급 출현율’이 

2.9% 높고, ‘판매 시 평균체중’은 2.1% 더 큰 반면, ‘폐사율’은 15.4% 더 낮고, 

‘축사면적당 1인 일평균 노동시간’은 0.8% 단축

  - 2003년 대비 2012년 단위면적당 과일 생산량은 13.2%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11.4% 감소하고, 과원 10a당 소득(실질가격 기준)은 42.1% 증가

◦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축산물이력제’, ‘HACCP 인증지원’ 등의 사업은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

  -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등의 사업을 통해 매입된 농지는 

전업농과 2030세대 위주로 임대·이양되면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농지자원

의 원활한 재배치와 규모화, 식량자급률 제고 등에 기여

  - ‘농업재해보험’도 대상품목과 보장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모화된 농가의 위험관리 및 소득안정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

  - 지난 5년 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1회 이상)는 미가입 농가보다 농업소득

(농가소득)이 평균 9.1(3.8)% 더 높은 것으로 계측

◦ 기존 농정과 FTA 보완대책의 차별성 강화를 위한 개별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FTA 

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융자계획의 재조정 필요

  - FTA와 관련성이 낮은 생산기반에 대한 개보수는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 국산 

농산물 수요·소비기반 확충 관련 투융자 사업을 FTA 보완대책으로 추진

◦ 향후 FTA 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융자

금리 인하, 담보 규정 완화, 보증 지원 확대, 지급단가의 현실화 등이 필요

  - FTA 단기 피해보전대책의 경우, 수입기여도의 법규화, 피해보전비율의 상향조

정(90→100%), 폐업 시 축사시설 사용권 제한 등의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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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8.8조 원의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1. FTA 국내보완대책의 수립과 추진

1.1. FTA 국내보완대책의 수립

□ 정부는 한·칠레 FTA 때부터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

대에 대응하여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국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지원 특별법)을 

제정

◦ 정부는 이 법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

의 FTA 기금을 조성하고, 과수농가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융자 사업을 실시1)

□ 이후 한·미, 한·EU FTA 타결을 계기로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28조 8천억 원 규모

(2008~20년)의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한·미 FTA 원협상 타결(2007. 4.)과 재협상 타결(2010. 12.), 국

회비준(2012. 1.) 등을 거치면서 정부는 23조 1천억 원 규모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 한·미 FTA 이행이 2012년 3월 시작되었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 사업들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 또한, 한·EU FTA의 발효에 앞서, 정부는 2010년 11월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 기존 ‘축산업발전대책’ 등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배정된 지원계획에 2조 원을 추가한 10

조 8천억 원 규모의 ‘한·EU FTA 보완대책’을 제시

- 그러나 ‘한·EU FTA 보완대책’의 일부 사업들은 ‘한·미 FTA 대책’에

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들로 인해 중복된 예산을 제외하

면 5조 7천억 원이 ‘한·EU FTA 보완대책’의 신규 투융자 예산임

1) 한·칠레 FTA 기금사업으로 7년간 총 1조 255억 원의 투융자가 집행되었음.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7,878억 원이, 

폐원지원으로 2,377억 원이 각각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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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보완대책은 

중장기 투융자

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단기피해보전 

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용

”

그림 1. 농업분야 FTA 투융자계획 규모(28.8조 원)와 주요 사업

주: 2014년 4월 기준.

□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투융자 사업이며 단기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

원)는 보완적으로 운용

◦ 가장 많은 투융자가 계획된 ‘품목별 경쟁력 강화’는 축산과 과수를 중

심으로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

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개선 및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업의 체질개선’은 고령농 비중이 높은 인력구조를 전업농 중심으

로 개편하고, 규모화·전업화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

치를 확충하며, 기술개발 확대, 고품질화, 전후방산업 육성 등을 통

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단기 피해보전에는 총투융자액의 5% 가량인 1조 5천억 원(피해보전

직불 1조 원, 폐업지원 5천억 원)이 사용될 예정임2)

◦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 투융자 외에도 농업인의 경

영·소득 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제도 지원도 확충됨3)

2) 한편, 지원 기간 동안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이 증가할 경우,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피해보전이 추진되도록 법적으

로 보장되어 있음.

3) 세제지원으로는,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범위 확대, 면세유 공급 확대, 배합사료·비료·농약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

치세 영세율 유지(향후 10년간) 등이 있으며, 제도적인 뒷받침으로는 농어가 신용보증한도 확대, 재해보험 보장품목 및 범위 

확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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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농업분야 FTA 

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13조 3,279억 원,

집행실적은

12조 9,467억 원

”

1.2. FTA 국내보완대책의 추진

□ 2004~07년 동안 한‧칠레 FTA 기금사업으로 7,239억 원의 예산

이 배정되었고 6,282억 원이 과수분야 투융자 지원과 폐원지원으

로 집행4)

◦ 과수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거점APC 건설 등에 4,272억 원의 

투융자가 집행되었으며, 복숭아·시설포도·키위 농가의 폐원지원

금으로 2,010억 원이 지급됨5)

□ 2008~13년간 농업분야 FTA 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13조 3,279억 원, 집행실적은 12조 9,467억 원6)

◦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 앞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

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 FTA 발효가 지연됨에 따라 초기 집행실적은 다소 저조하였지만, 

한·EU FTA와 한·미 FTA가 이행되면서 집행률은 제고되는 추세

- 2013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의 집행실적은 3조 2,598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2.3%

- 한편, 2011년에 초과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

분보상금 지급(1조 6,678억 원)에 기인

그림 2.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주: 한·EU FTA 국내대책 예산은 2011년부터 반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2007년까지 한·칠레 FTA 기금사업의 집행률은 86.8%였으며, 2008년부터는 한·미 FTA 대책에 흡수됨.

5) 폐원지원 사업은 한·칠레 FTA 발효 5년차인 2008년에 367억 원이 추가로 집행된 이후 종료됨.

6) 2013년 기준 FTA 국내보완대책의 세부사업은 <부도 1>, 2008~13년간 사업군별 집행실적은 <부표 1>에서 각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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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쟁력 

제고’와 ‘맞춤형 

농정 추진’에 

전체 지원액의  

46.8%, 27% 투입

”

◦ 지난 6년간 ‘축산 경쟁력 제고’와 ‘맞춤형농정 추진’에 전체 지원액의 

46.8%(6조 530억 원)와 27%(3조 4,943억 원)를 투입

    - 원예 및 식량 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집행된 투융자 규모는 1조 

2,108억 원(9.4%)이며, 이외에도 정부는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농식품산업과 첨단지식·기술산업에 각각 7,269억 원과 6,266

억 원을 지원

    - 2013년에는 ‘FTA 피해보전대책’의 발동요건을 충족한 한우와 송아지에 대

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으로 각각 261억 원과 819억 원 지급

그림 3.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실적(2008~13년 합계)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08~13년 기간 농식품 분야 재정지출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의 

집행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

◦ FTA 국내보완대책을 포함한 전체 농식품 분야의 재정지출 규모는 결산 

기준으로 2001년 9.6조 원에서 2012년 13.2조 원으로 1.4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2%임(2013년 농식품 분야 예산은 13.5조 원)

◦ 2008년부터 FTA 국내보완대책의 투융자 예산이 집행되면서 농식품 

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농정사업의 재정지출

의 축소(△ 0.4%)도 함께 발생하고 있음7)

    - 2008년 이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6%이지만, 농식품 분야의 

경우 4.2%에 그침

7) 2001~07 평균 농식품 분야 재정지출액은 10조 8,100억 원이며 2008~13 평균 기존 농정 재정지출액(FTA 보완대책 제외) 10조 

7,650억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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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FTA 보완대책이 

시행되면서

농식품분야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 

기존 농정사업 

규모는 축소

”

◦ FTA의 추진에 따른 수입피해(농업생산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는 농업부문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 재정지출 1% 증가 시, 농림업생산액 0.12% 증가8)

그림 4. FTA 체결국에서의 농축산물 수입비중과 수입증가액 비중

단위: 천억 원

주: 2013년 농식품 분야 재정지출액은 2013년 예산 13.5조 원을 활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01~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13. 1.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8) 김미복 외. 2013.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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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농가는 

비수혜농가에 비해 

‘1등급 출현율’

2.9% ⇧
‘폐사율’

15.4% ⇩

”

2.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9)

□ 축산분야는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의 진전으로 비용절감, 생산성 향

상, 품질개선 등의 성과 가시화

◦ 6년간 9,007억 원이 투입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영향으로 전반

적인 사육환경이 개선되어 대다수 축종의 생산성이 향상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8년 54.0%에서 2010년 63.1%까지 상승한 

후 FMD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2013년 61.2%로 회복10)

    - 사업수혜자(2013년) 조사에서도 노동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

감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73.1%(매우만족 27.5)로 높게 나타남

그림 5. 축사시설현대화 성과지표 및 만족도 조사

자료 : 농업인등 지원센터. 2013.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농가(비육우)의 경영성과를 다른 조건이 

유사한 비수혜농가와 비교하여 계측한 결과(성향점수매칭법), 사업

수혜농가는 비수혜농가에 비해 ‘1등급 출현율’이 2.9% 높고, ‘판매시 

평균체중’은 2.1%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혜농가의 ‘폐사율’은 15.4% 더 낮고, ‘축사면적당 1인 일평균 노

동시간’도 0.8% 단축됨

◦ 다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한육우 공급과잉, 시설

투자에 따른 담보부담,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으로 보조･융자 

사업은 75.0%, 보조금이 없는 이차보전 사업은 38.6%에 그침

9)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를 요약·발췌.

10) 또한, 양돈의 ‘연간모돈두당 출하두수’는 2008년 14.4두에서 2013년 16.7두로 증가하였으며 폐사율도 2012년 22.9%에서 

2013년 16.9%로 하락, 양계의 ‘일당증체량’도 2008년 41.6g에서 2013년 49.2g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동 기간 폐사율도 하락

(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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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분야 투융자 

지원은 과일 

생산량 증대,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증대, 

유통비용 감소 등 

견인

”

그림 6. 축사시설현대화 비수혜농가 대비 수혜농가의 생산성 변화율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한육우 표본농가 447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자료: 농업인등 지원센터. 2013.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난 10년간 연평균 1,165억 원의 FTA 투융자가 지원된 과수분야

도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증대, 유통비용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둠

◦ 2004~13년간 5,403억 원이 투입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과원규모화(2,905억 원), 거점APC 건립 지원(1,304억 원) 등

은 과수부문 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에 기여

- 과수전업농: 20,242명(’08) → 21,116(’10) → 23,221(’13)

- 2004~13년 기간 과원규모화 사업을 통해 3,193ha 과원의 규모화 추

진(4,066 농가 참여)

- 2005년 대비 2010년 6대 과일(사과･배･복숭아･감귤･포도･감) 재배

면적은 2.6% 감소하였으나, 동 기간 호당 재배면적은 15.7% 증가

- 2003년 대비 2012년 단위면적당 과일 생산량은 13.2% 증가하고, 노

동시간은 11.4% 감소함에 따라 과원 10a당 실질소득은 42.1% 증가

- 2013년 거점 APC 매출액은 4,0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

그림 7. 과수분야 재정지원 추이 및 주요 과수 경제 지표 증감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통계청. 각 연도. ｢농산물생산조사｣; 2005년, 2010년. ｢농업총조사｣.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산물표준소득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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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지원을 

통해 

생산·가공·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국산 농축산물의 

시장차별화와 

식품안정성 제고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수혜자 144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품질 향상’, ‘노동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92.9%(매우만족 49.5)로 높게 나타남

    - 과원규모화 사업도 ‘과수 생산집중 가능’, ‘기계화율 향상’ 등의 이유로 

87%(매우만족 52.2)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8. ‘원예 생산 경쟁력 강화’ 주요 사업 만족 이유

자료: 농업인등 지원센터. 2013.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국산 농축산물의 시장차별화 

촉진과 식품안정성 제고

◦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축산물이력제’11), ‘HACCP 인증지원’ 등의 

사업은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

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

    - 쇠고기이력정보조회건수: 1,679천 건(’09) → 7,205(’10) → 13,917(’13)

    - HACCP 인증농가(업체)수: 273개소(’08) → 1,682(’10) → 2,172(’13)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 시행으로 친환경농업단지 내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 상승

    - ‘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중’: 6.7%(’11) → 7.3(’12) → 7.0(’13)

    - ‘무농약 이상 유통시장규모 비중’: 6.7%(’11) → 9.5(’12) → 12.4(’13)

◦ 국가인증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역시 높아져 친환경농식품 소

비 촉진 및 활성화 유도

    - ‘국가인증농식품 소비자인지도’: 46.6%(’11) → 50.3(’12) → 56.3(’13)

11) 2013년 ‘개체식별번호 위반율’은 1.3%(51,442개 업소 가운데 645개 업소 적발), ‘DNA 동일성검사 불일치율’은 18.2%(3,169

건 가운데 576건 불일치)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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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사업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농지 규모화, 

식량자급률 제고 

등에 기여

”

□ 영세농의 소득안정, 고령농의 노후생활보장, 전업농의 규모화 및 

경영안정(위험관리) 등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내농업의 

전반적인 체질강화 도모

◦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등의 사업을 통해 매

입된 농지는 전업농과 20~30대 위주로 임대·이양되고 있으며 이

들 사업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뿐만 아니라 농지자원의 원활한 

재배치와 규모화, 식량자급률 제고 등에 기여

- 2010년부터 시행된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고령농 

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2,651ha 매입12)

-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을 통해 2013년 신규 고령농업인 2,186명이 총 

1,952ha를 이양했고, 이 중 1,876ha(매입비축농지 76ha 제외)를 전업

농 등 1,960명에게 이양하여 1인당 0.96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

- ‘농지연금’ 사업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927건, 총 452억 원 지

원. ‘농지연금가입률’도 2011년 6.7%에서 2013년 17.4%로 상승

-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각각 

76.2%(매우만족 35.6)와 77%(매우만족 51)로 매우 높음

그림 9.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사업 만족 이유

자료: 농업인등 지원센터. 2013.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보장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농

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모화된 농가의 위험관리 및 소득안정 수

단으로 정착되고 있음

-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은 2013년에 5개 품목이 추가되어 대상

품목이 56개로 늘어났으며, 보장범위도 병충해·야생동물피해·화

재 등으로 확대

12)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통해 약 1만 톤의 쌀을 생산하였고, 임차농업인의 평균연령(46세)도 전국 평균보다 19세 낮은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매매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 등(이상 임차인)과 소득안정, 적정 수준의 매입가격 등(이상 매도인)의 이유로 

참여농가의 사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임차인의 만족도는 84.2%(매우만족 42.9), 매도인의 만족도는 77.5%(매우만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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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은  

농가의 위험관리 

및 소득안정 

수단으로 정착, 

반면 시행초기인 

밭농업직불제 

집행실적은 저조

”

   - 또한, 농업시설과 연계 및 자기부담비율 다양화 등 맞춤형 보험상품이 개

발되면서 ‘농작물(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2011년 40.2(54.5)%에서 2013

년 51(80.6)%까지 상승

   - 지난 5년 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1회 이상)는 미가입 농가보다 농

업소득(농가소득)이 평균 9.1(3.8)% 더 높은 것으로 계측

   -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농업경영 위험 감소, 경제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만족도는 59.6%(매우만족 7.7)로 높은 편임13)

그림 10.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사업 성과평가 및 만족도

자료 : 농업인등 지원센터. 2013.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편, 2012년에 도입된 ‘밭농업직불제’로 2013년에 26개 품목, 22만 

농가(73천 ha)에게 291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다소 엄격한 신청자

격(0.1ha 이상 경작, 도시지역 거주자 요건, 타 직불금 중복지급 제

외 등)과 직불금 소액수령에 따른 소규모 농가의 미신청으로 집행실

적은 저조

□ 농업인력 확보, 영농환경 개선, 기술개발, 전후방 연관산업 지원 
등을 통해 농업활성화 유인

◦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농기계임대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조성

    -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정부는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만 

6,542명의 후계농을 선정(2008년 이후 9,612명)하였으며, 영농기반 조

성(신규 후계농) 및 규모 확대를 위해 경영개선(우수 후계농) 자금을 이

차보전 형식으로 추가 지원

    - 농업교육 예산이 10% 증가하면, 농업노동생산성은 1.67% 향상14)

13) 농업재해보험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농업인들은 ‘실제 지급액이 적어서’(28.6%), ‘손해평가방식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낮아서’(28.6%) 등을 불만족 이유로 선택

14) 마상진 외. 2013.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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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 확보, 

영농환경 개선, 

기술개발, 

전후방연관산업 지원 

등을 통해 

농업활성화 유인

”

- 농업 경영컨설팅 전후 농업경영체 매출액은 평균 19.9억 원에서 25.7

억 원으로 29.2%, 순이익은 69백만 원에서 81백만 원으로 17.6% 증

가한 것으로 계측

- 농기계임대 농가는 2008년 3만 6천 호에서 2013년 21만 호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당 작업일수(일/대)도 2009년 6.5일에서 2013년 10.1

일로 증가

◦ 2013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26개 기업 혹은 기관이 

입주 의향을 밝혀 당초 목표치보다 두 배 많으며, MOU 체결 식품

기업 및 연구소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MOU 체결 식품기업 및 연구소 수: 32개소(’10) → 62(’12) → 88(’13)

- 전북 익산지역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4년 상반기에 착

공되며, 하반기부터 분양이 시작될 예정

◦ ‘종자산업 육성’ 사업은 국산 품종 증식 및 보급 기반 조성에 기여

- 국산 종자(딸기, 장미 등) 보급률: 40.0%(’10) → 49.2(’12) → 51.9(’13)

-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진행되며, 총 

4,911억 원(민간 926억 원)이 투자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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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투융자 규모

및

기존농정 사업과의 

차별성 논란

”

3. 문제점과 개선 방향

3.1. 문제점

□ 투융자 지원규모에 대한 논란

◦ 농업계는 단기 피해보전이 불충분하고 중장기 투융자 재원은 기존 

대책과 중복되어 지원규모가 과장되었다는 불만 제기

    - 119조 농업농촌종합대책 재원 전용(8조 원), 한·칠레 대책 흡수(2008년 

이후), 축산분야 대책 중복(축산업발전대책, 한·미 및 한·EU 보완대책)

◦ 반면, 비농업계는 농업분야에 과도한 재정지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

    - FTA 수입피해 과대추정(검역조치 해제 가정)과 대책수립의 부적정성 

지적(감사원, 2013. 7.), FTA 사전 피해예측과 사후 피해발생 규모의 

차이에 대한 논란(국회 통상관계대책특위, 2014. 3.)

◦ 또한, 정부는 재정지원 방식의 차이가 큰 보조와 융자, 이차보전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지원규모로 발표함으로써 농업계 안팎으로부터 

오해와 실효성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

□ 기존 농정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추진 중인 생산기반 조성, 경영안정, 산업육

성, 기술개발 등의 정책사업은 본연의 농정업무에 해당

    - FTA 이행과 관련성이 낮은 기존 농정사업을 FTA 대책으로 재분류하

고, 해당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

◦ 구제역, AI 등의 가축질병 발생 시 지원되는 예비비 성격의 살처분

보상금을 FTA 국내보완대책의 집행실적으로 전액 산정함으로써 대

규모 투융자 재원을 소진했다는 비판

□ 단기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농업인의 과다한 기대 및 실효성 논란

◦ 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법규화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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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농업인의 

과다한 기대 및 

실효성 논란과 

투융자 사업으로 

인한 경영위험, 

공급과잉 우려

”

-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FTA와 무관한 가격하락에 대

한 보상 요구 등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한 과도한 기대 초래

◦ 실제 피해보전 효과 미흡, 발동요건·보전비율·시행기간의 불합

리, 폐업지원의 부작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직면

- 수입기여도 적용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 복숭아 폐원지원(한·칠레 FTA 이행으로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

았으나 대규모 폐원 후 5년 이내 재배면적 회복)과 같이 구조조정 효

과는 작은 반면 수급 및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우려

- 폐업지원제도의 경우 품목의 특수성으로 인해 축사시설에 대한 추가

적인 규제로 임차인의 폐업 신청이 제한됨(임대인 동의 필요)15)

□ 맞춤형 농정 실천 미흡과 경영위험 노출 확대

◦ 영세농·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 프로그램 미흡, 구조

조정 지원사업 실적 저조

-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무산, 직불제 통합·개편 지연, 수입

보장보험 추진여건 불투명 등 종합적인 소득안정망 구축 지연

-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등 규모화·구조조정 지원사업 저조

◦ 융자, 이차보전, 자부담 등 FTA 투융자사업 참여농가의 금융부담

(금리, 담보, 부채) 가중에 따른 경영위험 노출 확대

□ 개별 경영체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높으나, 공

급과잉 우려 상존

◦ 생산자단체 등 품목·지역별 조직체에 대한 대규모 시설 지원이나 

교육·훈련·컨설팅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급조절 의무가 없는 개별 경영

체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은 공급과잉 유발 가능성 존재

15) 한편, FTA 체결로 실제 축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실제 사육농가)에 한해 현행 폐업지원제도의 시설규제 예외 

적용 검토 필요.



●○ 농정포커스_제91호

14 ∙  

“FTA 대책으로서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결과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투융자계획의 

재조정 필요

”

3.2. 개선 방향

□ FTA와 관련성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 등 일반 농정사업과의 차별

성 강화

◦ 개별 사업의 FTA 대책으로서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결과 반영, 농업

인 정책수요 파악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등 투융자계획의 재조정 필요

    - 과잉 투자 분야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고, 수입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와 정책수요가 많은 사업은 예산을 확대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16)

◦ FTA와 관련성이 낮은 생산기반에 대한 개보수는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국산 농산물 수요·소비기반 확충 관련 투융자 사업을 

FTA 보완대책으로 추진

    - 국산 농식품의 소비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바우처

(Voucher) 프로그램 도입,17) 농식품 전문 공익적 TV 홈쇼핑 운영,18) 

공공급식 확대, 농식품 수출 촉진 등

    - 한편, 공급과잉 유발 가능성이 있는 개별 경영체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

원은 출하조절이 가능한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추진

◦ 한·중 FTA, 영연방 3국 FTA, TPP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한 

대책 보완·수립 시 기존 FTA 대책과의 지원규모 중복 배제

    - 기존 FTA 대책에서 제외된 분야(밭작물, 농촌개발, 농업인복지)를 중심으

로, 예상피해 최소화와 실제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투융자 계획 수립

    - 하드웨어(물리적 시설)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인적자원, 시스템 개선 

등) 지원 비중 확대

    - 투융자계획 수립 시 기선정된 지원대상 품목 외에도 신규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시설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16)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정부가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는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실적, 사업수혜자 만족도, 농업인 정책건의 등이 포함되어 있음.

17)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식료품 구매와 관련된 바우처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Food Stamp 시스템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농산물 현물지원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Food Stamp는 저소득·무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쿠폰으로 

대형마트에서 신분확인 절차만 거치면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단, 제약 조건으로 근로능력 있는 성인(16~60세)의 직업

훈련 참가 및 훈련 후 근로 의무화).

18) 방송매체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FTA 보완대책의 일

환으로 공익성을 가지는 농산물 전문 TV홈쇼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높은 수수료로 인한 진입장벽이 해소될 경우 TV홈쇼

핑은 판매와 홍보를 겸할 수 있어 영세한 농식품업체와 농민의 효율적인 판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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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인하, 

담보규정완화,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와 

체감도 증진

”

    - 보조, 융자, 이차보전 등 지원방식별 재정소요액 명시. 살처분보상

금과 같은 예비비 형식의 재정지출을 FTA 보완대책의 집행실적에

서 배제

□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 증진

◦ FTA 대책에 포함된 융자사업 신청 시 농업인들이 가장 크게 부담

을 느끼는 부분은 1) 높은 금리와 2) 담보 조건임. 해당 사업별로 

융자금리 인하, 담보 관련 규정 완화, 보증 지원 확대 등이 필요19)

- 융자사업들의 금리는 3~4% 수준으로 정부 기준금리가 2.5%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담보에 대한 부담으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담

보가 시설투자 규모에 미치지 못해 시설투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

례가 많음

- 사전평가 및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업체를 선발하여 융자금 이

자율 차등 적용, 보증 및 지원한도 상향조정, 지원기간 연장 등의 인

센티브 제공 검토 필요

◦ 직접지불 방식 사업들의 경우, 지급단가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만족도와 참여율, 사업의 실효성 등을 제고할 필요

- 경영이양직불20), 밭농업직불21), 조건불리직불, 과원규모화, 농지매

입비축, 농지연금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지급단가의 현실

화가 필요. 특히, 토지 가치 측정 시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를 기

준으로 평가할 필요

◦ FTA 단기 피해보전대책의 시행에 관한 법률의 정비, 수입기여도와 

폐업 시 축사시설 사용권 등 해당 제도의 주요 시행요소에 관한 명

확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수입기여도의 법규화, 피해보전비율의 상향

조정(90→100%)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폐업지원 시 대상 시설에 대

한 5년간 사용권(재배·사육·임대·위탁 등의 경제활동) 제한을 명

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함

19) ‘축사시설현대화’,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 사업은 융자+자부담 지원방식에 지원금리가 3%로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큰 이익이 없고 담보부족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지 않음.

20) 2013년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수혜자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23.8%) 이유로 ‘지급단가(ha당 월 25만 원)가 낮아서’를 83.3%

가 선택하였음.

21) ‘밭농업직불금’의 2013년도 예산집행률은 44%로 저조했는데, 주된 요인은 소규모 밭 경영농가의 직불금 소액에 따른 신청 포기

와 함께 0.1ha 미만 경작자 제외, 도시지역 거주자 요건 미달,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타직불금 중복지급 제외 등의 신청제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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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제고 등 

산업발전 정책과 

직·간접피해 보상 

정책 구분 추진,

맞춤형 농정 구현

”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지원 특별법｣에 의해 10년 이라는 한시적인 기

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 및 가격하락 대응 피

해지원에서 탈피하여 포괄적인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망 프로그램에 

발전적으로 흡수되도록 검토

    - 폐업지원제도는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폐업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을 지원하거나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폐업원활화 지원’ 사

업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 맞춤형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거나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정책과 FTA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진해야 함

    - 규모화된 전업농의 경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

도록 유도하고,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사업은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 

은퇴 전까지 경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22)

    - FTA 국내보완대책에는 융자사업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경영실패나 금융부담으로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 상존. 

따라서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을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22) 예를 들어, 농지매입 비축사업에서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강화하되 매입단가

를 높이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임대료 인하가 요구됨. 또한, 경쟁력을 개선하여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자신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로 시설투

자를 유도하고 은퇴 전까지만 경영하고자 하는 생계형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증액하여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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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FTA 중장기 투융자 분야 18개 사업군과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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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군별(18개)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 원, %

정책목표 집행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13

합계

FTA 국내보완대책

(1+2+3+4+5)

예산 14,328 15,255 16,584 21,682 30,130 35,300 133,279

실적 8,981 11,378 13,338 36,728 26,444 32,598 129,467

집행률 62.7 74.6 80.4 169.4 87.8 92.3 97.1

1. 축산 경쟁력 제고 분야

예산 3,555 4,666 4,588 10,008 14,046 15,745 52,608

실적 2,298 3,983 4,274 26,163 10,240 13,572 60,530

집행률 64.6 85.4 93.2 261.4 72.9 86.2 115.1

  축산업 경쟁력 강화 실적 147 1,125 1,217 4,495 4,702 8,649 20,335

  축산물 수급 관리 실적 330 551 344  546  1,249    614 3,634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 실적  139 207  247  219  262  207 1,281

  친환경축산 지원 실적 1,370 1,760 1,951 1,887 2,093 2,465 11,526

  가축방역 실적 - - - 18,523 1,499 1,191 21,213

  축산기술 보급 실적  312   340  515   493   435 446 2,541

2. 원예 경쟁력 제고 분야

예산 2,566 2,318 2,458 1,849 1,930 2,042 13,163

실적 2,044 1,985 2,135 1,859 2,073 2,012 12,108

집행률 79.7 85.6 86.9 100.5 107.4 98.5 92.0

  생산 경쟁력 강화 실적 1,166 1,071 1,081 945 1,016 1,071 6,350

  유통 경쟁력 강화 실적 878 914 1,054 914 1,057 941 5,758

3. 맞춤형 농정 분야

예산 3,760 4,664 5,357 6,016 9,234 10,235 39,266

실적 2,624 3,049 3,989 5,211 9,944 10,126 34,943

집행률 69.8 65.4 74.5 86.6 107.7 98.9 89.0

  신규농업인력 육성 실적 1,308 1,120 815 853 1,343 1,409 6,848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실적 259 543 549 455 559 459 2,824

  경영안정화 실적 926 1,062 1,313 1,665 4,865 2,783 12,614

  영농규모화 실적 131 324 1,312 2,238 2,376 2,525 8,906

  생산기반 조성 실적 0 0 0 0 801 2,950 3,751

4. 신성장동력 창출분야

예산 2,447 2,707 3,631 3,259 4,020 6,378 22,442

실적 1,648 2,361 2,940 3,495 4,187 5,808 20,439

집행률 67.3 87.2 81.0 107.2 104.2 91.1 91.1

  친환경농업 육성 실적 623 631 456 1,116 1,025 1,147 4,998

  식품산업 육성 실적 0 20 537 540 540 634 2,271

  종자산업 육성 실적 104 129 145 163 183 431 1,155

  R&D 투자확대 실적 735 885 1,022 813 881 775 5,111

  농식품 수출촉진 실적 186 696 780 863 1,558 2,821 6,904

5. 직접 피해보전

예산 2,000 900 550 550 900 900 5,800

실적 367 0 0 0 0 1,080 1,447

집행률 18.4 0.0 0.0 0.0 0.0 120.0 24.9

  피해보전직불 실적 0 0 0 0 0 261 261

  폐업지원제 실적 367 0 0 0 0 819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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