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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농업보조금은 가변적인 농산물시장으로부터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

에서 평가받기 어려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

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업보조금 구조 

전반을 개혁하고 있다.

농업보조금 제도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2005년 이후 “쌀 소득보전 직불

제”가 도입됨에 따라 농가소득을 직접보조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가소

득 안정과 관련한 농업보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논의가 충돌하는 현실이

다.

본 과제는 과거와 현재 농업보조금 운영 추세의 변화를 정리하고, 향후 농업보

조금 운영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농업보조금 지급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

화 효과를 실증분석하여, 공익형 직불제 및 기타 농가소득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농업보조금 정책과 관련

한 실무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형 직불제 및 기타 농업보조금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0. 11.

경기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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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시기별 농업보조금의 운영형태 및 주요 정책 목표 등 구조 변화와 관련한 연구

는 다수의 정책보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

라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의 유형별 구성이 대폭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점검

할 필요가 존재한다. 더욱이 농업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에 대한 산업계의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과제는 과거와 현재의 농업보조금 지급추세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분석하고, 직불제 시행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농업보조금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WTO 및 OECD의 농업보조금 분

류 현황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

으로 농업보조금 유형별 비중을 계산하고, 국외 농업보조금 지급추세와 비교하였

다.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 분류는 소득지원 유형을 명시한 국내 연구자의 기준을 

준용하였다.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에는 Antle(1983, 1987)의 적률

접근법을 활용하고, 농가소득 분포의 왜도 변화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차별화하

고자 하였다.

국외의 농업보조금은 허용보조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도 2005년 “추곡

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허용보조 중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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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농업보조금, 공익형 직불제, 농가소득 안정화, 위험 프리미엄, 적률함수

직불제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 허용보조의 구성은 일반 

농업서비스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병해충 방제 등 농가의 소득을 직접 지지하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높다. 국내외의 허용보조 농업보조금의 운영 방식은 차이를 

보이고, 국내의 경우 국내식량원조를 통한 신선농산물의 소비 증대효과 등 허용보

조 중 활용이 미미한 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농가소득 적률함수의 추정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

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다. 농업보조금 변수는 농가소득의 분산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감소시키고, 농가 위험을 경감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분석결과 농가

소득의 분산과 왜도가 심하게 변동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농가의 위험 프리미

엄은 최대 400백만 원 이상에 달하고,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대비 2% 가량이 

농가소득 위험 감소 효과로 도출되었다. 본 과제의 분석결과는 최근 시행하는 공익

형 직불제 및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농민기본소득 등 농가소득 지원 정책의 타당성

과 보조금 단가 설정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이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한계점을 보완할 

경우, 농업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허용보조 중 생산자 

직접지불 및 국내식량원조 등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고, 보조금 구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 정책이나 공익형 직불제와의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직접지지와 시장 불안정성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보조금의 지급 단가 및 지급 구간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자의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지급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는 농업보조금 유형 

중 농가소득지지만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농가 생산성에 대한 농업보조금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함

에 따라 결과 해석의 현실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의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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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서 역할 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조건 및 농산물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 등 

농업생산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과소화가 급속히 진행

됨에 따라 농가의 영농여건은 불리한 현실이다. 농업은 타 산업 대비 생산과정에서

의 기계화율이 낮으나, 일부 선도 농가는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을 영농활동

에 활용하는 등 경영능력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농업은 산업임과 동시에 농촌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등 공익적인 기능1)(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산업 

전반에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구조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에도 농산업

의 구조개선이 더딘 이유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부문과 연계한 농

업⋅농촌의 특성에 기인할 것이다. 1990년 후반 이후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최근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농가의 공익활동 증진 

노력에 이르기까지 농업보조금은 산업을 넘어 농촌주민들의 삶을 유지하는 농업⋅
농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농업보조금 제도는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 유지에 많은 

역할을 해왔고, 국내 농업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보조

금을 통해 영농규모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하여 농업

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농업보조금 지급의 실효성과 지급 목적에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3조 제9항에 명시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이다. 유찬희⋅김태영(2020)에서 재인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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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음이 지속하고,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논의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상태이다. 경제⋅사회⋅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공공재적인 특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지

나, 농산물의 시장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보조금의 지원 없이는 시장

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

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농업보조금 지급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허남혁 외, 2013; 유찬희⋅김태영, 

2020; IAASTD, 2008). 다만 농업보조금 지급에 따른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통해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예

산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국내의 농업보조금을 유형화한 연구를 근거로 농업보조금 유형

별 지급추세의 변화를 살펴본다.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농업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 : 위 그림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역할 및 기능 간의 상호연계성을 의미    

자료 : IAASTD(2008)의 내용을 경기연구원이 재구성

<그림 1-1>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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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위한 농업보조금 정책의 역할을 정

립하고,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공익

형 직불제와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농민기본소득의 운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위한 농업보

조금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 

등 새로운 농업보조금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를 포괄

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여 취약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나, 농가의 경영안정

을 달성할 수 있는 직불금 단가결정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직불금 지급에 따른 농가의 소득 안정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향후 직불금 단가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과제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본 과제에서 활용한 농가경제

조사 자료는 시도 수준에서 공표하고, 추정한 농업보조금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전국단위의 농가를 대표한다. 시간적으로는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을 대

상으로 분석한다. 공익형 직불제 및 아직 시행하지 않은 소득보조 정책(농민기본소

득 등)의 효과는 분석자료 시계열에 포함되지 않고, 과거 농업보조금 전체의 효과

를 추정하였다2).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 <그림 1-2>와 같다. 우선,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국내

외 농업보조금의 유형을 분류하고, 최근까지의 농업보조금 변화 추세를 분석한다. 

추세 분석에서는 OECD 가입국 중 농업생산국가의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액 변

2) 본 과제는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설문항목인 공적보조금 중에서 농업보조금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농업보

조금 변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일부(고정직불금)를 포함하나, 농약 및 비료 등 투입재 보조와 농업정책 

자금 보조 등 다양한 유형의 농업보조금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본 과제의 분석결과는 전체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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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유형별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Antle(1983, 1987)의 적률접근법을 통해 농가소득 적률함수를 추정한다. 

Antle의 방식은 농가의 생산기술 및 효용함수를 특정하지 않고 농가의 위험 태도 

및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기추정한 농가소득 적률함수를 

통해 농업보조금 지급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고, 위험 상황별 위험 

프리미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농

업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국내외 농업보조금 유형 분류 및 추세 분석

-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화

- 해외 농업보조금 유형 분류와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 농가소득 적률함수 추정

- 1차⋅2차⋅3차 농가소득 적률함수 추정 
  (Antle, 1983; 1987)

- Arrow-Pratt 절대위험회피계수 및 하방위험회피계수 추정

↓

■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 농업보조금 지급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정량화

- 농가소득 분포 변화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계측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그림 1-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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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제1절 농업보조금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연구

1. 농업보조금의 정의 및 의의

본 과제는 국제기구가 정의하는 보조금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

자들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정의와 비교하고자 한다. UN 국민계정 체계에서의 보조

금은 재화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예산 지출을 의미하는 협의의 정의로서,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 기업이 생산⋅판매⋅수입한 재화나 서비스의 양 또는 가치

를 근거로 기업에 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반면, WTO는 정부지출 이외에 세금 감면

을 포괄하는 광의의 보조금을 정의한다. WTO의 보조금 범주에는 ① 자금의 이전

을 포함하는 정부 정책(보조금, 융자), ② 거두어들이지 않은 정부 수입(세금 감면), 

③ 일반적인 기반시설을 제외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정부 조달품, 

④ 가격 및 소득지지 관련 사항 등이다3).

반면 국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

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및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정부 예산 중에서 융자를 제외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성재 외, 2011).

농업보조금의 개념은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수의 기관과 정부에 따라 다소 차이

를 보인다. 우선, WTO 농업협정에서 명시한 농업 보조정책은 농업생산 및 발전을 

위해 수립한 모든 형태의 국내정책이고, 이와 관련한 재정 및 조세지출 등을 농업보

조금으로 산정하고 있다(농식품부, 2009). WTO의 농업보조금은 아래 <그림 

3) 본 과제는 박성재 외(2011)에서 언급된 UN과 WTO의 보조금 정의를 재인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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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와 같이 ① 생산자 직접지불금, ② 생산요소 지원, ③ 생산 촉진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 ④ 농산물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서 사용하는 예산, 

⑤ 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 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 6가지로 구분된다4).

자료 :김병률 외(2009)의 내용을 경기연구원이 재구성

<그림 2-1> 보조금의 포괄 범위

 

자료 :박민선 외(2014)의 내용을 경기연구원이 재구성

<그림 2-2> WTO 보조금의 범위

OECD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비용 감소5)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시장가격

지지 등의 조치를 농업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강마야 외, 2012). OECD의 농업

보조금 정의는 시장가격지지를 포괄하는 측면에서 광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OECD의 시장가격지지 개념은 농산물 소비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농업보조금을 과대추정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OECD는 국가별 농업보조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개념을 도

입하는데, 이는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PS) 총액에 정부의 재정

지출(aggregate Budgetary and Other Transfers to producers from 

policies, BOT) 수준을 합산한 것이다6). 여기서 시장가격지지는 국내외 농산물의 

가격 차이에 국내 농산물 생산량을 곱한값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농산물가

격 대비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 시장가격지지 수준이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4) 박민선 외(2014)의 내용을 인용함

5)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한 가격과 농업생산자에게 지급하는 하한 가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을 농산물 

소비자 및 생산자의 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6) 경상대학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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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격 차이를 정부가 보전7)한다는 개념인 시장가격지지로 인해 국내의 생산

자지지추정치는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자료 : 박민선 외(2014)

<그림 2-3> OECD의 생산자지지추정치 개념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농림축산분야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농업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은 중앙정부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구체적

인 용도나 교부조건 등을 붙여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축산분야의 국고보조

금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①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 구축(수리시설 등

과 같은 농업인프라 관련 비용), ② 농촌지역개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③ 

농어업경영체 지원(유통시설비 지원 또는 융자금 금리차 지원 등), ④ 직접지불(직

불금 및 직불성 예산), ⑤ 수급 안정(비료구입자금 지원, 공공비축미 매입 등), ⑥ 

기타 등이다.

7) 국내외 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정부의 보조금 지출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존재한다. 농산물의 유통(도소

매)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프리미엄이 적용되고, 제품의 품질 등으로 국내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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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 유통 가공
판매
⋅

소비

R&D
⋅

정보
위생 식품

경영
⋅

소득

교육
⋅

인력

기반
확충

사회
복지

환경
지역
개발

금융 

구조
조정
⋅

제도
기반

OECD ○ ○ ○ ○ ○ ○ ○ ○

WTO ○ ○ ○ ○ ○ ○ ○ ○

NTC ○ ○ ○ ○ ○

EU ○ ○ ○ ○ ○

한국 ○ ○ ○ ○ ○

자료 : 송유철 외(2002), 이재옥(2002), 박성재 외(2011), 강마야(2017), WTO(2000), EU(2011),     

       OECD(2014)의 내용을 재인용

<표 2-1> 정부 정책개입 영역 분류

그 밖의 일반 연구자들은 WTO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농업보조금 정의를 

준용하되,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기준으로 농업보조금을 정의하였다. 강마야 

외(2012)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모든 지원금을 농업보조금으로 정의

하고, 정책 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농업보조금의 의의를 명시하였다. 박민선 외

(2014)는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농업경영체 및 농기업 등 농업 부문

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모든 지원을 포괄적인 농업보조금으로 지칭하였다. 본 연

구는 농업보조금을 정의한 국내 연구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는 주요 연구자의 분류 기준을 따르는 경우이다. 연구자별로 농업보조금의 정의에 

사용하는 용어 및 농업보조금 유형 분류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는 국제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WTO와 OECD의 농업보조금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농업보

조금을 논의하였다. 세 번째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

고, 협의의 관점에서 농업보조금을 다룬 경우이다. 연구자마다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보조금을 정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농업보

조금 지급추세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내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농업보조금을 정

의하고,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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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자 농업보조금 기준

주요 연구자 

박민선 외(2014)
사업목적(투입지원/혁신지원/소득지원)과 집행방식(재정사

업/조세사업)에 따라 6가지로 구분

이관률 외(2014) 박민선 외(2014) 기준 적용

조윤희(2015) 박민선 외(2014) 기준 적용

노용환⋅박진도(2015) 박민선 외(2014) 기준 적용

Sumner(2008)

농업보조금의 주요한 형태를 정의 : 직접지불/가격지지/최

저가격 설정 규제/작물보험, 재해대응, 신용, 마케팅, 관개 

등/수출 보조금/쿼터, 관세, 규제 등의 수입장벽/휴경, 생산

쿼터 등 공급통제/농업연구개발, 홍보, 농업⋅농촌 인프라

장하준(2012)

농업보조금을 투입 및 산출정책과 관련한 것으로 구분 

: ① 투입(농지, 지식, 신용, 물리적 투입재 등), 

 ② 산출(농가소득 안정성 증진, 마케팅 및 가공 개선 등)

국제 

송주호⋅배종하(2009) OECD, WTO 기준 적용

문한필 외(2014) WTO 기준 적용

이정화 외(2011) WTO 기준 적용

김문희⋅김충현(2020) OECD 기준 적용

박성재 외(2011)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논의 이후 WTO 기준으로 현황 정리

특정사업

김재경(2013)
직접지불제(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 정부가 

정액을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로 한정

한원구⋅박종섭(2007)
진천 장미화훼단지 설립 및 개보수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

조금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표 2-2> 국내 연구자의 농업보조금 정의 방식 분류

2. 농업보조금 유형화에 대한 논의

본 과제는 국내외 농업보조금의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국내외 

농업보조금 지급 추세를 비교⋅분석하는데 적합한 분류방식을 선별하고자 한다. 

아래 <표 2-3>의 WTO 농업보조금 유형 분류8)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은 농산물 

무역과 생산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무역왜곡보조총액과 허용 

보조로 구분된다.

무역왜곡보조총액 중 감축대상보조는 무역 및 생산량 왜곡 효과로 인해 이행 

기간에 걸쳐 일정 목표량의 감축을 권고하고9), 보조총액 측정치(Aggregate 

8) 본 연구는 다수 연구자가 작성한 WTO 농업보조금 유형에 관한 해석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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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Support, AMS)로 계량화한다. 감축대상보조에는 ① 시장가격

지지, ② 비면제 직접지불, ③ 투입재 보조 및 기타 감축대상보조 등이 해당하고, 

위 세 가지 항목의 합은 보조총액 측정치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수매

제가 대표적인 시장가격지지 제도였고, 과거 쌀 변동직불제 및 송아지생산안정자금 

등은 비면제 직접지불에 속한다. 투입재 보조 및 기타 감축대상보조에는 농안기금

융자지원(채소, 과일류 등 수매), 한우품질고급화장려금, 원유수급안정사업, 이차

보전(농업종합자금, 축산긴급경영안정자금, 사료구매자금), 종자수급관리, 농안기

금융자지원(소비지유통활성화 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사업, 운영활성화 사업), 비료가격안정대책 등이 해당한다(김병률 외, 2019).

구분 항목 세부내용

무역왜곡보조
총액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

감축대상보조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시장가격 지지

비면제 직접지불

투입재 보조 및 기타 감축대상보조

감

축

면

제

보

조

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DM)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보조는 당해 품목 

총생산액의 5%(개도국 10%)와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 10%) 이하 

수준에서 AMS에 해당하지 않음

생산제한 요건 직접지불

(Blue Box, BB) 생산제한을 전제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개도국 개발보조

(Development Box, DB)

허용 보조
(Green Box)

생산자 가격지지 효과가 없고, 

무역왜곡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로서 감축 의무가 없음

정부의 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국내 식량원조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자료 : 김병률 외(2009)

<표 2-3> WTO의 농업보조금 유형 분류

9) UR 농업협정문에서 WTO 회원국은 기준시점(1986~1988년)에 실제 지급한 감축보조총액을 기준으로 선진

국의 경우 6년(1995~2000년) 동안 20%, 개도국은 10년(1995~2004년) 동안 선진국 감축 수준의 13.3%

를 매년 균등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은 1995년 UR 당시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감축보조 상한이 0으로 설정되어 현재 감축보조를 지급할 수 없다(서진교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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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면제보조 중 최소허용 보조는 특정 농산물 혹은 전체 농산물의 생산액 대

비 보조금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이다. 최소허용 보조는 FTA에 

관한 지원대책으로서 활용 가치가 존재하고, 최근 최소허용 보조 활용도 제고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2014~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 특정 허용

보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5개 채소품목(양파, 마늘, 배추, 무, 고추 등)의 최소허

용보조금 지급실적은 4.0~4.6%에 불과하였다10). 생산제한 요건 직접지불은 생산

제한을 전제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로서 최소허용 보조와 마찬가지로 무역왜

곡의 정도가 작다고 인정되어, 감축대상보조에서 제외한다. 이는 허용보조와 같이 

지급 상한이 없고, 다음과 같은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1). ① 고정된 면적과 

단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③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직접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다. 감축면제

보조의 마지막은 개도국 개발보조이고,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촉진하기 위

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간접적인 보조이다(서진교 외, 2019).

허용보조는 다른 유형의 보조와 달리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① 공공재정에 의한 보조, ②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 부재 등 2가지 기준12)을 

충족하면, 지급에 제한이 없다. 허용보조는 정부의 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국내 식량원조,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정부서비스는 농업 및 농촌과 관련한 서비스나 혜택으로서 재정 및 조세 조치를 

모두 포괄한다13).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은 식량안보 관리품목을 시장가격으

로 구매하거나 방출하여, 가격지지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식량안보 품목의 수매

비축 및 재고 유지를 위한 것이다14). 국내식량구호는 국내의 먹거리 빈곤 취약계층

에 식량을 지원한다. 영양학적 기준으로 수혜자격을 판단하고, 수혜자에게 직접 

식량을 제공하거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15). 마지막으로 농산물 

10) “채소류 농업보조금 지원 인색...WTO 허용치 4%대 불과”, 연합뉴스(2019.10.18.). 

11) 관련한 내용은 UR 농업협정문 제6조 5항에 명시되어 있음, 본 과제는 서진교 외(2019)에서 이를 재인용함

12) 관련한 내용은 농업협정 제7조와 농업협정 부속서 2에 명시되어 있음. 본 과제는 서진교 외(2019)에서 

이를 재인용함

13) 관련한 내용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조 2항에 명시되어 있음. 본 과제는 서진교 외(2019)에서 이를 

재인용함

14) 관련한 내용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음. 본 과제는 서진교 외(2019)에서 이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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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방식

재정사업 조세사업

사업
목적

투입지원 투입재정사업 투입조세사업

혁신지원 혁신재정사업 혁신조세사업

소득지원 소득재정사업 소득조세사업

자료 : 박민선 외(2014)

<표 2-4>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화 예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농업이나 농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일반서비스

와 달리 개별 농가에게 직접 지불하는 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타 보조사업과 차별

화한다16). 

박민선 외(2014)는 재정 및 조세지출을 농업보조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업

보조금 집행방식과 사업목적에 따라 아래 <표 2-4>와 같이 농업보조금을 유형화

하였다. 재정사업이란 투⋅융자사업을 의미하고, 조세사업은 특례규정에 의한 세

금면제를 의미한다. 투입지원은 토지⋅노동⋅자본으로 대표되는 생산요소 지원사

업이고, 혁신지원은 농가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지원은 세제감면을 포함한 농가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및 주제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보조

금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보조금 유형별로 지급추세의 변화를 살펴보는 수

준에서 박민선 외(2014)의 기준에 따라 농업보조금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박민

선 외(2014)의 기준은 조세지출도 농업지원금에 포함하고, 사업목적에 따라 농업

보조금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농업보조금 전반을 검토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17).

15) 관련한 내용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조 4항에 명시되어 있음. 본 과제는 서진교 외(2019)에서 이를 

재인용함

16) 이정환 외(2011)

17) 박민선 외(2014)는 2013년 기준 252개 농업보조사업(총 11조원 규모) 중 농업 관련한 특정인 및 특정단체 

사업(총 7.6조원 규모, 64개)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농업보조금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자 농림축산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농업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농업보조금 유형별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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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업보조금의 효과 실증연구

농업보조금의 효과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요한 연

구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본 과제는 관련 선행연구를 ① 농업보조금의 생산연계 

효과, ② 농업보조금의 지수귀속 효과, ③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효과 

등으로 정리하고, 본 과제의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농업보조금의 생산연계 효과를 

추정한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대상으로 하고, 직불금이 

농가의 재배면적 의사결정 등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이용기, 2005; 

김윤식, 2006; 이용기, 2006; 사공용, 2007; 이춘수⋅양승룡, 2012; 안병일, 

2015; 민선형⋅김관수, 2019; 이문호⋅김관수, 2020). 국외의 선행연구도 직불

제가 재배면적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직불제 유형에 따라 생산왜곡효과가 존

재함을 보였다(Chavas and Holt, 1990; Hennessy, 1998; Goodwin and 

Mishra, 2006; Girante et al., 2008; Mary, 2013; Becker and Judge, 2014). 

생산과 비연계(decoupled)하는 직불제 사업도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통하여 생산과 연계됨을 보인 것이다. 국내는 부재지주와 실경작자 간의 미스매칭

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심화하고 있고, 실제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직접지불금의 혜택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연구는 농업보조금이 지주에게 귀속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직접지불금이 경작농가에 귀속되어야 생산자의 소득과 경영안정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임차료 상승을 통해 지주에게 귀속됨을 보였다

(김관수⋅안동환, 2006; 김관수 외, 2007; Goodwin and Ortalo-Magne, 

1992). 마지막으로 본 과제의 연구주제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농업보조금이 기대 

농가소득 및 농가소득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등 소득효과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이용기, 2006; 이춘수⋅양승룡, 2007; 사공용, 2009; 민선형 외, 

2015). 이용기(2006)는 쌀 약정수매제 폐지 이후 도입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농

가소득 보장 및 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산자의 위험 회피적(risk averse) 

파악하였다. 모든 농업보조금이란 재정지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

체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의 지출액이고,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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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가정하고, 수매제 대비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따른 농가의 기대소득 

평균과 변이계수의 변화를 통해 소득안정 효과를 계측하였다. 이춘수⋅양승룡

(2007)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변

화에 따른 농가소득의 평균 증대 및 변동성(변이계수)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민선형 외(2015)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농가소득의 평균 및 안정성 변화와 

농가특성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농가소득의 안정성은 2년간 

농가소득 변이계수의 변화율로 추정하였고, 농가소득이 가장 적은 ‘70세 이상’ 연

령대와 경지면적이 넓을수록, 주업농일 경우 직불제의 소득 안정화 효과가 높았다.

본 과제는 농가의 위험 선호를 가정한 선행연구와 달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 평균적인 농가가 가지는 위험 회피성향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화한다. 선행연구

는 농가소득의 하방 위험(downside risk) 등 영농위험과 관련한 요소를 명시적으

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농가소득의 분산 및 

변이계수의 변화를 통해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계측함에 따라 기후변화 등 극단적인 

사건 발생에 따른 농가소득의 분포 변화를 계측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농가소득 

중심적률 함수를 추정하여 농가소득 분포의 하방 위험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Antle(1987)의 적률접근법을 통해 농가의 영농위험 수준을 위험 프리미엄 형태로 

정량화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제3절 농업보조금 관련 이슈

국내 농업정책은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무역자유화 진전에 따

른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정한 추세로 변모해왔

다. 본 연구는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고,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을 

계획하는 등 국내 농업보조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농업보조금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18).

첫째, 농업보조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을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

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18) 본 과제는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이슈를 다룬 연구 및 언론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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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국내의 경우 감축대상보조(AMS)가 농업보조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3.1%에서 2005년 0.6%로 감소한 이후, 1%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반면, 농가의 소득지원과 밀접하게 연계한 허용보조는 2000년 69.0%에서 

2005년 88.3%로 급증한 이후, 2015년에도 약 90% 가량을 차지해 국내 농업보조

금의 대부분이 허용보조에 속하는 실정이다19). 허용보조 중에서도 농가 직접지불

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직불제가 타 농업보조금 유형 대비 효율적인 지급

방식이라는 논리가 아닌,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농가소득 직접지원의 마중물 역할이 강화한 것이다20). 둘째, 농업보조금 예산 증액

에 관한 요구와 정책 목표에 부합한 효율적인 사업운영의 필요성 등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에서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실제 보조

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의 비율은 

4.7%(2015년 기준)21)로서 OECD 가입국가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2021년도 전체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예산은 대략 2.9%22)로 2019

년 국가 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1.8%)23)을 고려할 때, 농업보조금 예산은 작은 

수준이 아니다. 반면, 대표적인 농업인 소득보장제도인 직불제가 국내 농가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3.9%(2010년 기준)에 불과하고, 이는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24). 농업보조금이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농업

보조금 제도의 한계로서 언급되어왔다. 농업현대화시설을 구축하고, 농촌마을 내 

인프라를 확장하는 목적의 농업보조금 지급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지 않

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중간사업자들의 몫으로 귀결되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셋째, 농촌개발 정책 등 농업인 및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농업보조금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식량증산을 위한 생산주의적인 농정 

19) 서진교 외(2019)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20) 유찬희⋅김태영(2020)에서는 먹거리 공급이 풍부할수록, 안정적인 식량 공급의 가치보다 사회 및 문화 부문

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환경 부담 감소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

가 기대하는 농업의 역할 변화에 관한 내용은 유찬희 외(2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한국 농업보조금 OECD 꼴찌 수준”, 농민신문(2017.7.26.). 

22) “[사설]농업예산 비중 3%대 붕괴…농업홀대 심하다”, 농민신문(2020.12.7.). 

23) “[시론] 청년농을 위한 스마트농업은”, 농민신문(2020.7.8.).  

24) 박경철⋅강마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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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형 농업

(생산주의적 농업)
다기능적 농업

(탈생산주의적 농업)

대상 농가 중대농, 기업농 중소농, 가족농, 고령농

환경 고려 자연자원 투입 증가로 인한 환경부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활용

사회 고려 양적 측면에서의 식량 공급
소비자와의 공정한 신뢰관계 및 

지역사회 주체간의 협력관계 구축

생산물 표준화, 획일화된 농산품 지역성을 반영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 방식 단작, 외부투입물 의존 다품목 소량생산, 저투입 농업

판매 방식 타 지역, 중앙시장, 수출시장 지향 로컬푸드 직거래, 지역시장 지향

정책 기조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 농업의 

다기능성 극대화

정책주체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 지역의 거버넌스 활용한 상향식 정책

자료 : 허남혁 외(2013)에서 재인용

<표 2-5> 국내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서 농업이 창출하는 사회⋅환경적인 가치를 주목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농촌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개발 정책 부문에 농업보조금이 증

가함은 WTO 체제 출범 이후 허용보조를 중심으로 농업보조금 운영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넷째, 농업보조금 수혜자가 농업활동에 따른 공익적인 가치 

창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농업보조금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홍보할 필요성이 

대두한다. 2020년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에 다양한 준수사항을 규정

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농업보조금 정책과 차별화한다. 일방적으로 농업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닌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기능의 제공자로서 역할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섯째, 농업보조금 정책의 내용이 농정 패러다임

의 변화를 반영하는가의 문제이다.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은 생산주의적 농정에서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과거에 수립된 정책

수단 및 시행 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농정 가치가 지향하는 바를 일부 

농업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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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보조금의 과거와 현재

제1절 국내외 농업보조금 현황

1. 국내외 농업보조금 현황(WTO 기준)

1) 국내 농업보조금 현황

한국 정부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내 농업보조금 현황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3-1>과 같다. 2020년 정부 예산안 기준 농업보조금 총액은 7조 6,536억 

원으로 민간경상보조가 22.6%, 민간자본보조가 13.5%, 자치단체경상보조가 

43.0%, 자치단체자본보조가 20.9%를 차지한다.

<표 3-1> 2020년 정부 예산안 기준 세출별 농업보조금

세출별 사업비 (억 원) 비중

[320-01]민간경상보조 17,308 22.6%

[320-07]민간자본보조 10,353 13.5%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2,883 43.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5,991 20.9%

계 76,536 100%

자료 : 2020년 세출/지출세목예산편성현황 자료를 활용해 경기연구원 작성

2) 국내외 농업보조금 비중 비교

WTO의 농업보조금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각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총액이 농

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할 때25), 한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수준은 전 

세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1995년 이후 한국의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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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 2005년 전후 비교

 

 주1 : 수직선은 한국 농업보조금 비율의 평균값임

 주2 : 한국의 농업보조금 비율은 2005년 이전(빨간색 수직선)에서 이후(파란색 수직선)로 감소

 주3 : 분석결과는 시장가격지지분을 포함한 값임 

자료 : 서진교 외(2019)의 자료를 활용해 경기연구원 작성

비율(이하, 농업보조금 비율)은 19.3%로서 전 세계26) 평균 37.6%와 비교하여 

약 18.3% 가량 낮은 수준을 보인다. 농업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수준과 비교하

여도, 한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수준은 국내 농산업의 가치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어 

있다. EU,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일본 등 농업선진국의 농업보조금 비율의 평균

값은 49.6%에 달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인도

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업보조금 비율의 평균값은 8.3%이고, 한국에 

비해 11% 가량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 농업 부문과 타 산업간의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가 증가하고, 농업 부문

의 지원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서진교 외, 2019).

<그림 3-1> 주요 농업국의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의 분포 변화(WTO 기준)

25) WTO의 농업보조금에는 시장가격지지분이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외국 농산물에 비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내 농업보조금 현황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WTO 기준에 

따른 국가별 농업보조금이 농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값을 국가별 농업보조금 추세변화 비교에 활용하

였다.

26) 본 연구는 서진교 외(2019)에 수록된 EU,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인도, 일본, 중국, 한국 등의 농업 총생산

액과 농업보조금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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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신흥국

  

  주 : 빨간색은 2005년 이전 분포의 평균, 파란색은 2005년 이후 분포의 평균

자료 : 서진교 외(2019)의 자료를 활용해 경기연구원 작성

시장경제를 왜곡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 유형에 대한 축소가 시행되고, 최근으

로 올수록 국가별 농업보조금 비율은 변화를 보인다. 임의로 200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국가별 농업보조금 비율 값을 비교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농업보조금 비율은 42.4%에서 34%로 약 –8.4% 가량 감소하였다. 한국도 약 

-8% 가량 감소하여, 전 세계의 농업보조금 비율 감소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2005년 이전의 농업보조금 평균 대비 감소율은 전 세계 –19.9%, 한국 –

33.8%로써 한국의 농업보조금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도 농업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농업보조금이 농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2%와 8.6%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2005년 이전(55.3%) 대비 이후의 농

업보조금 비율이 약 -10% 감소하였다. 신흥국은 2005년 이전(7.6%) 대비 이후의 

농업보조금 비율이 약 1%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위 수치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선진국 농업보조금 비율의 감소율은 –18.2%로서 –33.8%가 감소한 한국과 비교할 

때, 감소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최근 타 산업과 농업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지원을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2005년 이후의 농업보조금 비율은 13.2% 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3-2> 선진국 및 신흥국의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의 분포 변화(WT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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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EU

이전 36.5 5.32 0.15

이후 23.33 3.8 0.16

전기간 29.32 8.04 0.27

노르웨이

이전 104.3 2.5 0.02

이후 78.79 7.98 0.10

전기간 89.42 14.27 0.16

미국

이전 34.5 4.2 0.12

이후 35.5 3.34 0.09

전기간 35.05 3.7 0.11

스위스

이전 58.3 2.54 0.04

이후 58.5 9.81 0.17

전기간 58.42 7.55 0.13

인도

이전 6 1.15 0.19

이후 6 2.45 0.41

전기간 6 2.03 0.34

일본

이전 43 12.49 0.29

이후 30.08 1.62 0.05

전기간 35.95 10.56 0.29

아래 <표 3-2>와 같이 본 과제는 농업보조금 비율 값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27)를 기준으로, 국가별 농업보조금 지급의 변동성을 살펴

보았다. 1995년 이후 선진국, 신흥국, 한국의 농업보조금 비율의 변이계수는 각각 

0.192, 0.26, 0.24로 계측되었고, 한국 농업보조금 지급의 변동성은 선진국보다 

높고 신흥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2005년 이후에도 선진국, 신흥국, 한

국의 농업보조금 비율의 변이계수는 각각 0.114, 0.29, 0.15로 계측되어,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변이계수의 중간값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2005년 이후 농업보조

금 변이계수의 변화율은 선진국(-8.1%), 신흥국(114.8%), 한국(66.7%) 등으로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농업보조금 지급 수준이 연도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였

다.

<표 3-2> 국가별 농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보조금 비율(WTO 기준)
(단위 : %)

27) 변이계수의 값이 클수록 자료의 분산 정도가 크고, 농업보조금 비율의 변이계수가 커짐은 연도별 농업보조금 

지급 수준의 편차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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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중국

이전 9.17 0.75 0.08

이후 11.17 1.9 0.17

전기간 10.5 1.86 0.18

한국

이전 23.5 2.01 0.09

이후 15.55 2.38 0.15

전기간 19.33 4.61 0.24

전체

이전 42.44 29.64 0.7

이후 34 24.75 0.73

전기간 37.58 27.18 0.72

 주1 : 2005년 이전(1995-2004년)과 이후(2005-2018년)로 구분

 주2 : 소숫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 변이계수는 평균 대비 표준편차의 비율로서 자료의 퍼진 정도(불확실성)를 나타냄

자료 : 서진교 외(2019)의 자료를 활용해 경기연구원 작성

 

2. 국내외 농업보조금 유형별 비교

1) 감축대상보조

우리나라는 2000년대까지 감축대상보조(AMS) 한도액의 94% 이상을 사용하

는 등 감축대상보조 사용 수준이 높았으나, 2015년 기준 3.2%까지 활용도가 감소

하였다28). 또한 품목불특정 최소허용 보조보다 품목 특정 최소허용 보조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대부분 품목별 보조금 지급 수준(2015년의 22개 폼목을 기준

으로 총 3,010억원이 지급)은 상한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농민신문, 

2020.7.8). 아래 <표 3-3>과 같이, 2015년 기준으로 최소허용보조 지급률이 높

은 품목으로는 마늘(56.7%), 보리(51.1%), 감자(41.8%) 등이고, 배추(6.2%), 고

추(5.8%), 사과(4.7%), 팥(4.2%) 등은 지급 상한액 대비 10% 이하의 낮은 지급률

을 보인다.

28) 서진교 외(2019)의 년도별 AMS 상한액 및 AMS 지출액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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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보리 팥 고구마 감자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사과 배 포도

상한액 94 24 496 564 997 773 900 440 664 1,448 426 586

최대 
지급
실적

48 1 1 236 58 438 91 10 41 68 63 165

비중
(%)

51.1 4.2 0.2 41.8 5.8 56.7 10.1 2.3 6.2 4.7 14.8 28.2

자료 : “농업계, 미국 등 선진국 주도 WTO 체제 개혁 대비해야”, 농민신문(2020.7.8).

국내 미국

자료1 : “농업계, 미국 등 선진국 주도 WTO 체제 개혁 대비해야”, 농민신문(2020.7.8.).

자료2 : 서진교 외(2019)의 자료를 활용해 경기연구원 작성

<표 3-3>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 상한액과 지급실적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억 원, %)

2) 허용보조

우리나라의 허용보조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의 일반 서비스(66%), 생

산자 직접지불(31%), 식량안보용 공공비축(2%), 국내식량원조(1%) 등의 순이다. 

미국의 경우, 국내식량원조(86%), 정부의 일반 서비스(10%), 생산자 직접지불

(4%), 식량안보용 공공비축(0%)으로서 정부의 일반 서비스 및 생산자 직접지불의 

비중이 감소하고, 국내식량원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3-3> 국내외 허용보조 세부항목별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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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3-4> 우리나라 WTO 농업협정상 보조금 현황

제2절 국내외 농업보조금 유형의 변화 추세

1. 농업보조금 지급의 추세 변화(국제기구 기준)

1) WTO 기준

WTO의 농업보조금 유형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시하는 자료에 따

르면, 국내 농업보조금 지급 유형의 변화는 아래 <그림 3-4>와 같다. 2015년 기

준, 농업보조금은 총 8조 1,997억 원으로 집계되어 농업총생산액 대비 16.1%를 

차지하고 있다.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금의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8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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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농업총생산

(A)
농업보조금

(B)
B/A
(%)

OECD 1,147,164 136,357 11.9

EU 463,922 86,836 18.7

노르웨이 3,789 1,998 52.7

뉴질랜드 18,419 21 0.1

멕시코 56,437 3,107 5.5

미국 332,542 30,257 9.1

스위스 8,905 3,517 39.5

아이슬란드 316 113 35.6

이스라엘 8,636 245 2.8

일본 82,323 7,159 8.7

칠레 16,114 373 2.3

캐나다 45,648 1,928 4.2

터키 51,592 2,661 5.2

한국 43,789 2,307 5.3

호주 43,455 1,095 2.5

  주 : 농업보조금은 전체 PSE(Producer Support Estimate)에서 MPS(Market Price Support)를 

      뺀 금액

자료 : OECD Data, 김문희⋅김충현(2020)의 내용을 재인용

<표 3-4> 2018년 농업보조금 국가별 지급현황(OECD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 OECD 기준

본 과제는 OECD의 농업보조금 측정치인 생산자지지추정치에서 시장가격지지

를 제외하고 농업보조금을 산출한 김문희⋅김충현(2020)의 결과를 참고하였

다29). 아래 <표 3-4>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농업보조금은 약 23억 

달러(한화 약 2조 7천억 원)로 농업총생산액의 약 5.3%로 추정되고, 이는 OECD 

평균인 11.9% 대비 낮은 수준이다.

 

29) 본 보고서 제3장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을 해외 농업보조금 수준과 비교하는데 있어 WTO 기준

을 적용하였다. WTO 기준은 시장가격지지(MPS)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수준을 과대

평가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시장가격지지분을 제외한 집계결과를 보면, 농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보조

금의 비중이 절반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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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방식 합계

재정사업 조세사업 금액

사업
목적

투입지원
22,528

(16.6%)

32,308

(23.6%)

54,566

(40.2%)

혁신지원
13,368

(9.8%)
-

13,368

(9.8%)

소득지원
32,580

(24.0%)

27,249

(20.1%)

59,829

(44.1%)

기타
8,060

(5.9%)
-

8,060

(5.9%)

합계
76,536

(56.3%)

59,287

(43.7%)
135,823

  주 : 2020년 조세사업 지출액은 잠정치임

자료 : 2020년 세출/지출세목예산편성현황 자료와 조세지출예산서를 활용하여 경기연구원 작성

<표 3-5> 사업목적 및 집행방식별 농업보조금 사업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

2. 농업보조금 지급의 추세 변화(국내 연구자 기준)

1) 국내 농업보조금 사업목적 및 집행방식별 현황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2020년 농업보조금 총액(13.6조 원) 중 소득지원 사업 

지출액이 약 6조 원(44.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투입지원사업 

5.5조 원(40.2%), 혁신지원사업 1.3조 원(9.8%), 그 외 분류되지 않는 기타 항목

은 0.8조 원(5.9%) 등의 규모로 집계되었다. 소득지원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WTO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을 기준으로, 국내 농업보조금의 89.8%(2015년 기준)

가 허용보조임을 고려할 때, 허용보조 중 실제 농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제한됨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3-5>의 농업보조금 지원규모는 2016년 11.6조 원에서 2020년 

13.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농업보조사업 지출액 13.6조 원에서 7.7조 

원(56.3%)은 재정사업, 5.9조 원(43.7%)은 조세사업에 지출되어 재정사업의 규

모가 조세사업 보다 크다. 총 보조금과 재정지출, 조세지출의 연평균 성장률30)은 

30) 본 과제는 다음의 연평균 성장률 공식을 사용하였다. 연평균 성장률 = 
, 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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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주 : 2020년 조세사업 지출액은 잠정치임

자료 : 재정지출의 경우 세출/지출세목예산편성현황(각 연도),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활용하여 경기연구원 작성

<그림 3-5> 농업보조금 지원규모 동향(2016-2020)

각각 4.1%. 3.7%, 4.7% 가량 상승하였다. 연평균 성장률 측면에서는 조세지출 

지원 규모가 재정지출 보다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국내 농업보조금 재정지출 동향

재정지출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소폭 감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인 상

승추세를 보였다(<그림 3-6>). 사업목적별로 투입지원, 혁신지원, 소득지원 사업

은 각각 –4.6%, -1.3%, 15.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재정지출 운영이 소득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소득지원과 관련한 재정지출

액은 약 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원 이상 증가하였는데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소득지원으로 분류된 사업이 실제로 농가소득을 지

원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업별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시점의 가치, 는 종료시점의 가치, T-1는 진행 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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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자료 : 세출/지출세목예산편성현황(각 연도)을 활용하여 경기연구원 작성

<그림 3-6> 농업보조금 재정지출 동향(2016-2020년)

2020년 기준 재정지출 관련 농업보조사업(256개 세부사업) 중 지출액이 가장 

큰 사업 상위 10개는 아래 <표 3-6>과 같다. 기존의 농업직불제를 통합하고, 중⋅
소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익기능증진직불’31) 사업 예산은 약 

2.4조 원으로 재정지출 관련 농업보조금의 30.8% 이상을 차지한다. 재해 취약시설 

보강 및 저수 용량 확보 목적의 ‘수리시설개보수’32) 사업(0.5조 원, 7.0%)과 기초

생활거점육성⋅권역단위거점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시군역량강화 목적의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33)(0.5조 원, 6.8%) 등 투입지원 목적 사업도 타 사업 대비 

높은 비중을 보인다. 상위 10개 사업 중 투입지원 사업이 5개로 절반을 차지하나, 

공익기능증진직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지원 성격의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다.

31) 2015년 쌀소득보전법 폐지 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2) 1968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행 이후 2013년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

기계획 수립｣에 따라 2030년까지 사업 시행을 계획

33) 국정과제(낙후지역을 新발전지대로)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

역발전정책 수립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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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비
총 재정지출액 
대비 사업비

1 농가소득보전(직불기금) 공익기능증진직불 소득지원 23,594 30.8%

2 농업시설개선(농특) 수리시설개보수 투입지원 5,381 7.0%

3 일반농산어촌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투입지원 5,239 6.8%

4 농업정책보험(구조계정) 농업재해보험 소득지원 4,794 6.3%

5 다목적 용수개발 농촌용수개발 혁신지원 3,434 4.5%

6 재해예방(농특) 배수개선 투입지원 3,056 4.0%

7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지원 투입지원 1,913 2.5%

8 농어촌공사시설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 투입지원 1,500 2.0%

9 농업정책보험(구조계정)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기타 1,118 1.5%

10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기타 1,095 1.4%

합계 51,124 100%
자료 : 2020년 세출/지출세목예산편성현황을 활용하여 경기연구원 작성

<표 3-6> 재정지출 사업 중 상위 10개 사업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

3) 국내 농업보조금 조세지출 동향

아래 <그림 3-7>을 살펴보면, 농업보조금 중 조세지출의 경우 최근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총 조세지출액 중 소득지원과 투

입지원은 각각 46.0%,(2.7조 원), 54.0%(3.2조 원)의 비중을 보인다. 2016년 이

후 연평균 성장률은 소득지원과 투입지원 각각 5.3%, 4.1% 가량 증가하였다. 

2020년까지 투입지원 성격의 조세지출 비중이 높았으나, 연평균 성장률의 관점에

서 소득지원 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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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주 : 2020년 값은 잠정치임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각 년도)를 활용하여 경기연구원 작성

<그림 3-7> 농업보조금 조세지출 동향(2016-2020년)

2020년 기준으로, 농업보조금 조세지출 내역을 정리한 <표 3-7>을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농업ž축산업ž임업ž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34)으로서 전체의 33.2%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3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

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35) 사업이 25.4%, 농림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 공급에 대해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는 ‘농업ž임업ž어업용 석유

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36) 사업이 19.6%를 차지하였다. 재정지출과 달리 조세지

출 사업의 상위 10개 사업 중 소득지원 목적이 7개이나, 투입지원 목적 사업의 

비중이 54.8%로 과반수 이상이고, 상위 3개 사업이 전체 조세지출액의 대다수

(76.9%)를 차지하였다. 

34)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는 1989년부터, 축산업용 기자재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1995년부터 적용

35) 1993년 신설

36) 1986년 농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어업용 기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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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사업명 유형 지출액 비중

1
농업ž축산업ž임업ž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투입지원 19,359 33.2%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지원 14,820 25.4%

3 농업ž임업ž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투입지원 11,403 19.6%

4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소득지원 5,604 9.6%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소득지원 3,194 5.5%

6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투입지원 1,158 2.0%

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지원 992 1.7%

8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소득지원 716 1.2%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지원 566 1.0%

10 영농상속공제 소득지원 470 0.8%

합계 58,282 100%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2020)를 활용하여 경기연구원 작성

<표 3-7> 조세지출사업 중 상위 10개 사업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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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할 경우 100만원/ha 지급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소득보전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산지쌀값 차액의 일부를 보전

밭농업직불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직불금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직불금 지원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경관보전직불
농촌의 경관을 형성⋅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재배⋅관리지구에 직불금 

지원

경영이양직불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피해보전직불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피해품목에 대하여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폐업지원 FTA 이행으로 재배⋅사육이 곤란한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주 : 위 내용은 기타 직불제(농업재해보험, 송아지생산안정, 논타작물재배지원), 직불성 복지사업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촌보육여건개선, 취약농가인력지원)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직불제 사업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2019)의 내용을 재인용

<표 3-8> 과거 농업직불제 현황

제3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추진의 의의

1. 과거 농업직불제의 성과 및 한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 보상의 목적으로 도입된 농업직불제도는 

1997년 경영이양 직불사업을 시작으로 다수의 사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

여하였다. 아래 <표 3-8>과 같이 농업직불사업별로 사업내용이 상이하나, 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은 공통된 사업목적이다. 과거 쌀 직불제의 경우, 목표가격 

대비 농가수취액에 대한 직불금의 기여도가 평균 99.7%에 달하는 등 농가 소득안

정에 기여하였다37).

  

하지만 과거 농업직불금 사업은 아래와 같이 몇몇 한계점이 지적되었다38). 첫

째, 직불금 사업은 쌀에 편중하고, 쌀 이외의 작물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전장치로서

는 한계를 드러냈다39).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보조금 예산 자료를 분석한 국회예

37) 국회예산정책처(2019)

38) 과거 농업직불금 사업의 한계점과 관련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2019)와 기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39)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예산은 2조 4,390억 원이고, 이 중 77.4%(1조 8,890억 원) 가량이 

쌀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에 해당하는(김용렬 외, 2018) 등 쌀 직불금에 편중한 예산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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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 쌀 고정직불, 쌀 변동직불, 밭농업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의 수취금액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합한 값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2019)의 내용을 재인용함

<그림 3-8> 경영규모별 직불금 수령 현황(2018년 기준)

산정책처(2019)에 따르면, 최근 10개년 동안 쌀 직불금 사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4%(연평균 1조 2,680억 원)이고, 나머지 직불금 예산은 25%에 불과하

다. 쌀 직불금의 높은 비중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된다40)(국회예

산정책처, 2019). 둘째, 과거의 직불금 제도는 재배면적 당 단가를 적용하여 대규

모 전업농에게 유리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직불금 수령 농가 중 76.8% 가량이 

1ha 미만의 소농이나, 실제 수취액은 전체의 약 31.9%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의 

5.3%인 3ha 이상의 대농은 총 직불금의 34.8%를 수령하는 등 비대칭적인 직불금 

지급 구조가 심화하였다. 소농 대비 대농의 농가당 평균 수취액 비율은 경영이양직

불(6.5배)에서 밭농업직불(15.5배)에 이르기까지 대농에 유리한 구조이다. 추곡수

매제가 폐지된 2005년에 시장개방 위험에 따른 대농의 피해를 경감 하고자 재배면

적에 비례적인 직불금 지급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나,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은 농업

인 개개인에게서 비롯되는 만큼 소농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직불금 단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40) 유엔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주곡의 비축물량은 전체 소비량의 17~18%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평균 소비량(436만톤)을 기준으로 쌀의 적정 재고량은 74만 1천톤~78만 5천톤 수준이나, 2018년 쌀 재고

량은 144만톤으로 쌀이 과잉생산된 구조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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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8 35 39 51 58 49 13 1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한국농정(2019.1.20.)의 내용을 재인용

<표 3-9> 쌀 직불금 부당수급 현황 자료

셋째, 농업보조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에 귀속되는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농업보조금의 효과가 감소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강마야⋅이

도경(2019)은 충남지역의 4개 행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농업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약 78%이고, 나머지는 소유주와 임차

농 사이에 거래가 발생함을 지적한다. 강마야⋅이도경(2019)은 직불금의 정상적

인 수령이 어려운 이유로 토지이용 행정자료와 실제의 괴리를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조사한 4개 행정리 마을의 필지별 실제 경작자와 토지이용 행정자료 상의 

소유자 간의 일치율이 50% 내외 수준을 보이는 등 기초통계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실제 소유자에게 농업직불금이 지급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3-9>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쌀 직불금 부당수급 사례이나, 부당수급 사례는 아래 

예시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농업보조금 예산 증액과 관련한 논

의가 진행되나,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업보

조금 예산사용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보조금 지급 과정에

서 발생하는 한계는 주어진 농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을 시사한다.

넷째, 농업보조금을 활용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에 한계가 존재한

다. 이정민 외(2019)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시민의 60.9%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2011년 73.1%에서 12.2%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농업⋅농촌의 공익

적 기능을 높이 평가한 도시민의 비중은 2017년 70.0%에서 2019년 64.2%로 

5% 이상 감소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직불금 수령자들의 준수의무 강화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개선 및 홍보할 필요가 존재한다.



40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

정부는 국정과제 중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꼼꼼한 확충(82)’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농업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공익형 직불제는 

중⋅소농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통해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가 

수동적으로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이 아닌, 공익적 가치 창출을 통해 농가의 사회적 

역할을 국민에게 인정받는 기회이다. 2020년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과거 

농업직불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① 직불제도의 형평성 확보, ② 쌀 생산과잉 문

제 해소, ③ 낮은 공익적 가치 증진 기능 등)에 대한 대안임과 동시에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기능(환경보전, 경관유지,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능 등)에 대

한 보상으로 역할 할 것이다.

아래 <표 3-10>과 같이,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

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을 기본형으로 통합함에 따라 과거 쌀 품목에 집중된 직불

금 구조를 개선하였다. 2020년 11월 5일부터 지급된 공익형 직불금 중 밭농가 

수령액은 2019년 밭 직불금 보다 4,440억 원 이상 증가한 6,436억 원으로 추산되

고, 전체 지급액의 28.3%에 달한다41). 지급 단가를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에 면

적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과 면적직불금(면적이 넓어질수록 역진적으로 단가

를 책정)으로 분류하여, 대농과 소농 간의 비대칭적인 직불금 지급구조 개선의 효

과도 존재한다.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는 14만 3,000ha 규모의 43

만 1,000농가이고, 농가당 120만 원 지급액을 기준으로, 총 5,174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농직불금 증가로 중소규모(0.1ha~0.5ha) 농가의 직불금은 전체 지급

액의 22.4%를 차지하고, 전년도 동일한 재배규모에 비해 11.8% 증가하였다42). 

기존 직불금의 수령 요건과 달리 농업인의 준수의무43)(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

지, ②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③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의무 이행, ④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41) “공익직불금시대 ‘활짝’…5일 첫 지급”, 농민신문(2020.11.9.).

42) “공익직불금시대 ‘활짝’…5일 첫 지급”, 농민신문(2020.11.9.).

43) “‘공익형 직불제’ 아시나요?…도, 농업인 대상 홍보 나서”, 경기도 보도자료(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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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를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효과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에서도 직불금의 부당수령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

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대상농지와 대상농업인의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44)을 

요건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나, 농지소유주와 실경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부정수급 문제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개 편 전 개 편 후

⇨

공

익

직

불

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농업, 축산) 등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쌀소득보전직불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

고정

논이모작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자료 : “‘공익형 직불제’ 아시나요?…도, 농업인 대상 홍보 나서”, 경기도 보도자료(2020.1.15.).

<표 3-10> 개편된 농업직불제도의 종류 및 유형 

44) 2017~2019년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나 2016~2019년 4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가를 의미





43제3장 농업보조금의 과거와 현재 

 

제 4장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제 1 절 분석방법 및 자료

 제 2 절 농가소득함수 추정

 제 3 절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45제4장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제4장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제1절 분석방법 및 자료

1. 분석방법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가 체감하는 영농활동 위험의 크기를 측정

하고, 농업보조금을 받은 이후의 위험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농업보조금의 지급

에 따른 농가의 위험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수적 분석을 활용하여, 농업보조

금 변수와 농가소득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외부충격으로 인한 농가 

위험의 변화는 농가소득 분포를 시각화함에 따라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본 

과제는 분포 변화에 따른 위험 경감 정도를 위험 프리미엄으로 정량화하였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 평균 농가의 위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Antle(1983, 

1987)의 적률접근법을 사용하였다. Antle(1983, 1987)의 적률접근법은 적률함

수를 활용해 경제주체의 위험 태도와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생산기술

과 효용함수를 특정하지 않는 유연한 추정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아래 수식 중 기대

효용극대화 모형의 변수 표기 방식은 위험회피 선호 하에서 농가의 의사결정 문제

를 다룬 Groom et al.(2011)의 방식을 준용하였다. 아래 식 (1)에서 π는 수익, 

p는 작물 가격, f(⋅)는 생산함수, X는 K개의 투입재를 포함한 변수 벡터, r은 생산

요소 단위 가격, U는 효용함수, λ는 라그랑지 승수, 는 예산제약 하에서 최대 

투입재 사용량, ε은 기후변화 등 영농활동의 위험을 포함한 오차항, G(⋅)는 오차

항의 분포이다.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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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에서 생산물과 투입재의 가격인 p와 r은 외생변

수로 가정하고, k번째 투입재에 대한 일계조건은 식 (2)와 같다. 농가가 위험 중립

태도일 경우, 식 (2)의  ′  
′ 항은 0이나, 농가가 위험회

피자일 경우 부(-)의 방향으로 비례 증가한다. 투입재를 증가함에 따른 한계효용

( ′)과 한계생산( )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위험회피 선호 농가는 

위험중립 농가 대비 투입재의 최적 사용량이 감소한다.

(2)  × ′ = 





 
× ′


 - 

     ⇔ 

   ′
 = 

   +  ′
 ′  

또한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은 아래 식 (3)과 같이 중심적률 함수(μj(X))를 극대

화하는 모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Groom et al., 2011). 여기서 μj=E(π-μ1)
j는 

j번째(j=2, 3) 중심적률 함수45)로서 본 연구는 2차 및 3차 중심적률 함수를 활용하

여 농업보조금 지급에 따른 농업소득 분포의 분산 및 왜도 변화를 계측하였다. X는 

농업소득에 영향을 주는 변수 벡터이다.

(3)     =    , s.t.,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농업소득 평균함수는 아래 식 (4)와 같다. 여기서 i(=농가) 

= 1, ..., N, t(=연도) = 1, ..., T, ICit는 농가소득(백만 원), 변수 벡터 X 중 CAPit는 

자본금(백만 원), LABit는 노동시간(시간), INTit는 중간투입재(백만 원), rnfinc는 

농외소득 비중, rtinc는 이전소득 비중, reinc는 비경상소득 비중, wit는 농가가 

45) 적률함수는 변수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원적률(raw moment)과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계산하는 

중심적률(central moment) 등 형태가 다양하다. 본 과제는 농업소득의 분포와 왜도 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중심적률 함수를 사용하였다. 중심적률 함수는 활용도가 높으나, 평균함수 구성에 오류

(specification error)가 존재하면, 이후의 고차 적률함수(2∼N차 적률) 추정치에 편의(bias)가 발생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Tack et al., 2012). 본 과제는 농업소득 함수의 내생성을 고려할 수 있는 형태의 평균함

수 추정을 통해 평균함수 추정결과에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고자 한다.



47제4장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예측할 수 있는 생산 충격(productivity shock), 는 오차항을 구성하는 확률적 

요소로서 임의 충격(random shock)이다46).

(4)  = =  +  +  + 

+  +  +  +  + 

본 과제는 Olley and Pakes(1996)(이하, OP)와 Levinsohn and Petrin 

(2003)(이하, LP)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생산함수 추정 과정에서 관찰되

지 않는 생산성 충격(unobservable productivity shocks)의 효과를 고려한다. 

관찰되지 않고 농가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생산성 충격 효과는 농가의 투입재 

수량 결정 등에 영향을 주는 등 상관관계를 보인다47). 이 경우, 일반적인 최소제곱

추정량(OLS)을 통한 생산함수 추정은 추정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것이다. Olley 

and Pakes(1996)와 Levinsohn and Petrin (2003) 등은 대리변수를 활용하여, 

위의 동시적 상관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가 참고한 LP 

방법론은 중간투입물(intermediate input)을 관찰할 수 없는 생산성 효과의 대리

변수로 활용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3가지 가정을 제안하였다48). 첫째, 중간투입물

은 농가의 상태변수와 오차항의 비확률적인 요소(wit)의 함수이다. 본 과제의 평균

함수에 속하는 변수 중 자본금(CAPit)은 농가가 투입 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려운 변수로서 상태변수에 해당한다.

(5)    =  ( , ) 

둘째, 대리변수인 중간투입물이 에 강단조 증가 성질을 만족할 경우, 위의 

식 (5)는 에 관한 역함수로 치환된다. 여기서 중간투입물 수요는 자본재 상태변

46) 회귀모형의 오차항은 wit와 등 비확률적인 요소와 확률적인 요소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해석은 

Petrick and Kloss(2013)에 있고, 본 과제는 민선형⋅김관수(2019)에서 재인용 하였다.

47) 민선형⋅김관수(2019)는 오차항 중 wit는 투입물 사용과 관련한 농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측이 가능하고, 

따라서 오차항과 투입재는 서로 독립관계가 아님을 서술하였다.

48) LP의 3가지 가정은 민선형⋅김관수(2019)와 Mollisi and Rovigatti(2017)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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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독립이다(  =0).

(6)   =  ( ,  )=( ,  )

셋째, 에 1차 마르코프 과정(1st order Markov process)을 가정하면, 

는 식 (7)과 같다. 식 (7)을 식 (4)에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본 과제에서 추정하

려는 평균 함수(식 8)가 된다. g[h(⋅)]는 조절함수(control function)로서 관찰

가능한 변수로 구성되나 미지의 함수 형태를 보인다. OP, LP 그리고 국내의 민선

형⋅김관수(2019) 등은 3차 다항함수를 조절함수로 사용하였다.

(7)   =       +  =    +  

            = [(  ,   )] + 

식 (8)에서 오차항()은 순수한 오차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중간투입재 변수

는 기술효율성 충격(technology efficiency shock) 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LP

는 2단계에 걸쳐 아래 식 (8)을 추정하였다.

(8)  = =  +  +  +  + 

+  +  + [(  ,   )] +  ,  =  + 

본 연구는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 

식 (9)와 같이 2차 및 3차 중심적률 함수(j=2,3)를 구성하였다. 평균함수의 독립변

수 구성에 농업보조금 변수(SUBSIDYit)를 추가하고, 2차 및 3차 적률함수를 추정

하였다. 농업보조금은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단위로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 함수의 

평균값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과제는 농가소득

의 분산과 왜도에 대한 농업보조금의 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쌀 재배면적 변수(논 일모작 및 이모작 면적)에 고정직불금 단가를 곱하여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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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고정직불금 수취액을 계산한 선행연구(이문호⋅김관수, 2020)와 달리, 본 과제

는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공적보조금 항목 중 농업보조금을 농업보조금 변수로써 

사용하였다49). 선행연구는 전년도 재배면적에 근거하여 산출된 고정직불금 변수

가 당해연도 재배면적 의사결정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통계적 검증하였다. 하지

만 고정직불금 변수가 전년도 재배면적 규모에 정확히 비례함에 따라 정(+)의 추정

결과가 전년도 재배면적 규모와 당해연도 재배면적 규모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비롯

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식 (9)에서 추정계수()는 농가소득 

불확실성 모수(분산, 왜도)의 감소 및 증대 효과를 나타내고, 추정계수의 부호에 

따라 각각의 독립변수는 농가의 위험을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변수로 분류한다. 

Chavas(2004)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위험회피 선호(risk-aversion 

preference)를 보일 경우, 확률변수의 분산()이 증가할 때, 위험도가 늘어난다. 

왜도()가 음수인 경우,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 형태를 보이고, 하방위험

(downside risk)을 나타낸다. 하방위험이 증가하면, 이해당사자의 위험도 증가하

게 된다. 따라서 2차 및 3차 적률함수에서 추정계수의 부호가 각각 정(+), 부(-)의 

방향일 경우, 농가의 영농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9)  =  
 =  +  +  + 

+  +  +  +  + 

Antle(1983, 1987)의 적률접근법은 아래 식 (10)과 같이 k번째 투입재에 대

한 일계조건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θjk(j=2, 3)는 평균 농가의 위험 태도 모수를 

나타낸다. θ2k와 θ3k는 각각 농가의 위험 태도를 의미하는 지표인 Arrow-Pratt 

49) 쌀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를 계측한 선행연구에서는 쌀 재배면적 변수를 통해 고정직불금을 직접 산출

하고, 재배면적에 대한 고정직불금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으

나, 본 과제는 농가소득 함수와 쌀 재배면적 반응함수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시스템을 추정하였다. 선행연구

의 방식으로 직접 산출한 고정직불금 변수의 계수를 쌀 재배면적 1차 시차항(쌀 재배면적 반응함수의 도구변

수로써 사용)과 동시에 추정할 경우, 쌀 재배면적에 대한 고정직불금의 효과는 더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과제는 선행연구에서 가정한 고정직불금 변수가 전년도 재배면적 변수와 강한 상관관계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고, 농가경제조사의 공적보조금 중 농업보조금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농업보조금 설문 

항목은 쌀 직불제 이외에도 농약, 비료 등의 보조, 농업정책 자금 보조 등을 포함하고, 본 과제는 농업보조금

의 전반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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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위험회피계수(AP)와 하방위험회피계수(DS)50)로 해석할 수 있다. uk는 오차

항이다.

(10)  


 =  + 


 + 


 + 

양(+)의 AP와 DS는 각각 위험회피 농가특성과 이상기후와 같은 하방위험에 

대한 회피 선호를 보여준다. 식 (3)의 효용극대화 모형 하에서 AP와 DS 추정 모수

를 통해 아래 식 (13)과 같이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 계측이 가능하다.

(11)   = - ′
 ″

 ≅ -


 = 

(12)   =  ′
 ″′

 ≅ 


 = -

(13)   =  -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은 소득분포에 상이하고, 농가소득의 평균, 분산, 왜도 등

의 정보를 통해 농가소득 분포의 변화를 시각화하고, 불확실성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 농가가 농업보조금을 수령하면, 농가의 평균소득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나, 

농가소득의 분산 및 하방위험 등의 변화는 실증적인 문제이다. 일례로, 농작물 생산

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는 평균적으로 농산물 생산을 감소시키기도 하지

만, 농산물 생산의 변동성을 확대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등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하방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아래 <그림 4-1>은 농가소득 분포 변화와 위험과의 관계를 보여준

다. 평균보유확산(mean-preserving spread)의 경우, 평균은 동일하나, 농가소

50) 이미 본문에 서술하였다시피, DS가 음수인 경우에 하방위험으로 해석한다. 양수인 경우는 상방위험(upside 

risk)이 될 것이다(Chava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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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ow loss v.s. deep loss mean-preserving spread more deep loss event

자료 : Tack et al. (2012)의 분석 내용을 인용함

득의 퍼진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농가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 경우, 평균과 분산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위험 증가분을 정량화할 수 있다. 반면, 하방에서의 경미

한 손실(shallow loss)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손실(deep loss)로 발전할 수 있

다. 이러한 하방위험은 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해 계측할 수 있다. 

<그림 4-1> 농가소득 분포 형태에 따른 위험 변화

본 과제는 농가소득의 분포 변화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MBME(moment-bas

ed maximum entropy)51)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Tack et al., 2012). 농가소

득의 평균값, 2차 및 3차 적률함수의 추정치를 제약조건으로 만족하는 다수의 분포 

중 엔트로피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분포를 선별하는 원리이다. 사전( )에 

연구자가 임의로 확률변수의 분포 형태를 가정해야 하는 방법론과 달리 해당 방법

론은 준모수적인(semi-parametric)접근 방법으로써, 사전적으로 분포를 가정하

지 않는다. 최대 엔트로피 확률밀도 추정방식에 관한 설명인 아래 식 (14)와 식 

(15)는 Tack et al.(2012)의 표기법을 준용하였다. 식 (14)는 엔트로피 함수이고, 

연속확률변수 와 확률변수의 밀도함수 로 구성된다. 궁극적으로 MBME는 식 

(15)와 같이 주어진 적률조건을 만족시키는 밀도함수 중 엔트로피 함수를 극대화

시키는 분포를 추정한다.

(14)     ln    

51) Wu and Wa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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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농가소득
농가별 농업소득⋅농외소득⋅

이전소득⋅비경상소득의 합(백만 원)
35.49 41.53 -309.4 1,554

노동
가족노동, 고용노동, 품앗이, 일손돕기 

시간의 합(시간)
1,309 1,389 0.500 24,281

중간재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광열비(백만 원)
10.59 43.63 -18.75 1,038

자본
건물, 기계⋅기구⋅비품, 재고, 

대동물, 소동물, 대식물(백만 원)
110.4 162.5 -42.16 4,048

농외소득 
비중

농가소득 대비 농외소득 비중(ratio) 0.377 6.900 -137.5 1,054

이전소득 
비중

농가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중(ratio) 0.325 7.134 -352.3 659.6

비경상소득 
비중

농가소득 대비 비경상소득 비중(ratio) 0.175 9.837 -25.65 1,581

농업보조금
쌀 고정직불금, 농약⋅비료 등의 

보조금, 농업정책 자금 보조 등이 

포함된 농업보조금(백만 원)

1.598 4.521 0 385.9

자료 : 김영준⋅이한빈(2020)이 구축한 농가경제조사(2008-2017년) 자료를 활용해 경기연구원 작성

<표 4-1> 분석자료 기초통계량

(15)     arg max 


,  ,  , 

     (=적률) = 1, 2, 3.   

               

2. 분석자료

본 과제는 김영준⋅이한빈(2020)에서 사용한 농가경제조사 패널 자료를 사용

하여 농가의 소득함수를 추정하였다. 김영준⋅이한빈(2020)은 물가지수 자료를 

활용해 10년(2008~2017년) 동안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구축하였다. 농가경제

조사는 5년마다 조사표본을 변경하고,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표본을 조사한 

최근 5개년(2013∼2017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과제

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 이외에 다수의 모형을 추정하고, 최대한 많은 표본을 통해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 활용한 표본수는 25,989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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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농가소득 평균 농가소득 변동성(변이계수)

농업보조금 
포함(A)

농업보조금 
제외(B)

((A-B)/B)
*100

농업보조금 
포함(A)

농업보조금 
제외(B)

((A-B)/B)
*100

2008 39.02 37.71 3.47 0.95 0.97 -1.58 

2009 37.23 35.53 4.78 1.05 1.07 -1.94 

2010 34.46 33.05 4.27 1.11 1.14 -3.03 

2011 31.3 30.07 4.09 1.55 1.60 -3.23 

2012 31 29.72 4.31 1.15 1.18 -2.57 

2013 35.65 33.94 5.05 1.10 1.14 -3.02 

2014 37.32 35.33 5.65 1.24 1.26 -1.69 

2015 38.32 36.43 5.18 1.22 1.25 -2.74 

2016 36.48 34.64 5.30 1.20 1.24 -3.59 

2017 34.21 32.56 5.08 1.11 1.14 -2.78 
자료 : 김영준⋅이한빈(2020)이 구축한 농가경제조사(2008-2017) 자료를 활용해 경기연구원 작성

<표 4-2> 농업보조금 지급에 따른 농가소득의 평균 및 변동성 변화
(단위: 백만 원, %)

본 과제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농가소득으로서 농가소득은 농업소

득⋅농외소득⋅이전소득 등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구성한다. 자료상에

서 농업소득의 평균은 표본 농가 당 12.9 백만 원으로, 농가소득 평균치의 37.18%

이다. 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등 나머지 소득 구성요인의 효과를 제어하

기 위해 농외소득 비중⋅이전소득 비중⋅비경상소득 비중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

다. 농가소득 평균함수를 구성하는 주요변수인 자본과 중간재는 백만 원 단위이고, 

노동은 시간으로 측정하여, 가족⋅고용⋅품앗이⋅일손돕기 등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농업보조금은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설문 항목인 공적보조금 

중 농업보조금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과제는 농업보조금의 유무에 따른 농가소득의 평균 및 변동성(변이계수) 

변화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지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4-2>와 같

이, 연도별 농업보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평균 농가소득은 3.47%에서 5.6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보조금 지급에 따른 농가소득 분포의 평활효

과(smoothing effect)는 변이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농업보조금

을 지급받은 이후의 변이계수는 지급받기 이전에 비해 –1.58%에서 –3.59% 가량 

감소하였다. 아래 분석결과는 농업보조금 지급과 농가소득 안정화 정도 간의 인과

관계(causality)를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본 과제는 회귀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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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가소득함수 추정

본 과제는 lp 방법론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평균함수를 추정하되, 주요 변수 

추정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OLS. 패널 고정효과 모형, 

WLP(Wooldridge-Levinsohn-Petrin)52) 등의 추정방식도 사용하였다. 추정결

과, 모든 모형에서 노동시간53)의 증가는 1% 유의수준에서 농가소득을 증가시킨

다. 본 과제에서 투입한 노동시간 변수는 가족노동, 고용노동, 품앗이, 일손돕기 

시간의 합이고, 농가의 생산 효율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은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노동공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재 투입량의 증가는 OLS, 고정효

과 모형, lp에서는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wlp는 음(-)의 추정계수를 도출하였

다. 하지만 wlp의 추정계수(–0.0000749)는 미미한 수준이고, 농가소득 감소 효과

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노동공급량과 마찬가지로 농가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중간재 투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 변수

는 모든 모형에서 정(+)의 부호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자본 

변수의 추정계수는 lp 모형에서 가장 크게 도출되었다. 최근의 한국농업은 노동력 

중심의 농업에서 자본재 의존도가 심화하고, 자본재의 증가는 농가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결과가 강건하게 도출된 노동⋅중간재⋅자본과 

달리 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등 농업소득 이외에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요소의 비중 변수는 모형별로 상이한 추정결과를 산출하였다. lp 모형을 기준으로 

농외소득 비중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증가하나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반면,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 비중이 높은 농가는 농가소득이 낮고, 

이전소득 비중 변수의 추정계수는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52) Wooldridge(2009)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는 OP와 LP의 방식과 달리, GMM을 활용하여, 추정 과정을 

축약하고, 추정계수의 일치성을 확보하였다(민선형⋅김관수, 2019).

53) 노동은 가족(자가)노동과 고용노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가노동과 고용노동 등에 따라 상시고용 및 

임시고용 등 노동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수 있다. 노동유형을 분류한 

추정은 향후 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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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농가소득

(1) (2) (3) (4)
OLS Fixed Effects wlp lp

노동
0.00410*** 0.00370*** 0.00335*** 0.00356***

(0.000512) (0.00106) (0.000524) (0.000295)

중간재
0.166*** 0.0733 -7.49e-05*** 0.213***

(0.0343) (0.101) (9.54e-06) (0.0701)

자본
0.0699*** 0.0517** 0.0722*** 0.124***

(0.0103) (0.0228) (0.00653) (0.0321)

농외소득 비중
0.0526 -0.0397 0.0848 0.0472

(0.0463) (0.0259) (0.0517) (0.0365)

이전소득 비중
-0.0886** 0.00633 0.0477*** -0.118***

(0.0392) (0.0297) (0.00693) (0.0437)

비경상소득 비중
-0.0210** 0.0351*** 0.0707 -0.0175

(0.00910) (0.00768) (0.0471) (0.0123)

상수항
20.66*** 24.16***

- -
(0.989) (2.832)

관측치 수 25,989 25,989 19,365 25,989

R-squared 0.220 0.016 - -

 주1 : 괄호 ( )안의 숫자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

 주2 :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변수가 유의함을 의미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표 4-3> 농가소득 평균함수 추정결과

본 과제는 2차 및 3차 중심적률 함수를 추정하여, 농업보조금을 포함한 독립변

수가 농가소득의 분산 및 왜도 등 위험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였다. 본 과제의 

관심변수인 농업보조금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농가소득 분포

의 분산을 줄여, 농업보조금은 농가의 위험을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

업보조금 추정치는 왜도에 정(+)의 방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의 하방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규명할 수 없었다. 그 밖

에 2차 적률함수에서 노동⋅중간재⋅자본 등 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부호를 보였다. 노동⋅중간재⋅자본 등의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농가

일수록 영농활동에 따른 위험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경상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농가의 경영 위험이 감소하였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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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평균함수 2차 적률함수 3차 적률함수

노동
0.00356*** 0.438* 483.1**

(0.000295) (0.259) (206.2)

중간재
0.213*** 29.80** -16,067

(0.0701) (14.81) (11,779)

자본
0.124*** 22.35*** 315.5

(0.0321) (4.247) (4,868)

농외소득 비중
0.0472 -0.727 -1,410

(0.0365) (2.271) (1,673)

이전소득 비중
-0.118*** -1.930 1,562

(0.0437) (3.732) (1,335)

비경상소득 비중
-0.0175 -2.141** -1,412*

(0.0123) (1.082) (771.4)

농업보조금 -
-74.17* 21,474

(43.38) (27,031)

상수항 -
-1,572*** -346,267

(459.3) (461,516)

관측치 수 25,989 25,989 25,989

R-squared - 0.083 0.002

 

 주1 : 괄호 ( )안의 숫자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

 주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변수가 유의함을 의미

 주3 : 평균함수는 lp 방식으로 추정하였고, 2차 및 3차 중심적률은 OLS로 추정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표 4-4> 농가소득 적률함수 추정결과

적률함수 추정결과, 노동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여, 노동투입량이 증가할수록 농가소득의 하방위험이 감소하였다. 반면, 비경상

소득 비중은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부호를 보여, 비경상소득이 높은 농가일수

록 하방위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과제의 관심변수인 농업보조금 변수의 추정

계수가 2차와 3차 적률함수에서 각각 부(-)와 정(+)의 부호를 보여, 분산 및 하방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나, 3차 적률함수 추정값은 통계적 유의성이 부재하다. 

본 과제는 통계적 유의성이 부재한 3차 적률함수를 제외하고, 평균함수와 2차 적률

함수만을 통해 농업보조금 지급에 따른 농가의 위험 변화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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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계수


0.000246***

(0.0000506)


-0.000000285***

(0.0000000453)

상수항
0.0778***

(0.00234)

관측치 수 3,000

R-squared 0.021

 주1 : OLS 추정결과이고, 괄호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주2 : ***는 1% 유의수준에서 변수가 유의함을 의미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표 4-5> 평균농가의 위험태도 모수 분석결과(식 10)

 

제3절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본 과제는 우리나라 평균 농가의 위험 태도를 나타내는 모수 값을 도출하기 

위해 위의 식 (10)을 추정하였다. 식 (10)은 농가의 위험 태도를 나타내는 모수를 

k번째 투입재별로 나타내었으나, 농가의 투입재별로 위험 태도가 달라짐은 직관적

으로 이해가 어렵다. 본 과제는 농가의 위험 태도가 투입재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아래 <표 4-5>와 같이 위험 태도 모수 θ2와 θ3를 추정하였

다. 추정결과, θ2와 θ3의 추정부호는 각각 정(+), 부(-)로 도출되고, 우리나라의 

평균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선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Arrow-Pratt 절대위험회피

계수를 나타내는 θ2가 1% 유의수준에서 정(+)의 부호로 도출되어, 농가소득의 

불확실성(퍼져있는 정도)이 심해질수록 농가 위험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θ3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가지고, 이는 농가소득

의 하방위험을 의미한다. 농가는 농가소득의 분산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왜도가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하방위험 상황에서도 위험을 체감함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이후의 농산물 생산량 폭락이나, 그 밖의 예측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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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위험 프리미엄

(백만 원)
증감액
(원)

상대적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변화율(%)

BAU 0.356 - 1.003% -

10만원 0.354 -1,821 0.998% -0.511%

30만원 0.351 -5,463 0.988% -1.534%

50만원 0.347 -9,104 0.978% -2.557%

100만원 0.338 -18,209 0.952 -5.115%

 주1 : 증감액은 BAU 대비 농업보조금 지급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변화분

 주2 : 상대적 위험 프리미엄은 평균 농가소득 대비 위험 프리미엄의 비중

 주3 : 위험 프리미엄 변화율은 BAU 위험 프리미엄 대비 농업보조금 시나리오에서의 위험 프리미엄 변화율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표 4-6> 농업보조금 지급 시나리오에 따른 농가소득 위험 변화

 

본 과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AP(0.0002455)와 DS(-0.000000285) 모수 

추정치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균 농가의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였다. AP와 DS 

계수를 활용해 도출한 우리나라 평균 농가의 위험 프리미엄은 36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농가소득의 약 1.0% 가량이 위험 프리미엄이고, 

불확실성이 제거된 확실한 농가소득은 3,513만 원 가량이다. 불확실한 농가소득으

로부터의 효용과 확실한 농가소득으로의 효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위험 회피

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농가는 영농활동 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36만 원 

가량을 지불할 것이다.

본 과제는 위 <표 4-4>의 농가소득 적률함수의 추정계수를 통해 농업보조금 

지급 시나리오별 농가소득 위험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아래 <표 4-6>에

서 농업보조금을 10만원 지급할 경우, 농가소득의 평균을 10만원 지지하는 효과 

이외에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경감효과가 –1,821원 가

량 존재하였다. 본 과제에서 농업소득의 분산 및 왜도에 대한 농업보조금 효과는 

선형 형태이기 때문에 농업보조금 증가에 비례하여, 위험 프리미엄도 감소하였다. 

최대 100만원 가량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18,209원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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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농가소득 대비 위험 프리미엄의 비율인 상대적 위험 프리미엄 수치는 

BAU에서 1% 이상이었으나, 농업보조금 100만원 지급 시나리오에서는 1% 미만

으로 감소한다. 본 과제에서는 농가경제조사 중 공적보조금 항목에 수록된 농업보

조금 변수를 활용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위험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농업

보조금 변수는 농업정책 자금 보조, 농약⋅비료 등의 투입재 보조, 쌀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조 이외에도 다양한 농업보조금 유형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54). 향후 

공익형 직불제 및 농민기본소득 등 농가소득보조 유형의 농업보조금 자료를 구축하

고, 농업보조금 유형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보조

금 지급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는 농업보조금 지급액의 약 2%로 도출되었다. 평

균적인 농가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서 농가의 영농 유형 및 재난재

해 발생 등 극단적인 위험 상황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위 <표 4-6>의 BAU 시나리오의 위험프리미엄 추정결과는 농가소득의 분산

과 왜도가 평균수준일 경우 도출되는 값이다.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분산 및 왜도가 극단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본 과제

는 아래 <그림 4-2>와 같이 농가소득의 분포 변화를 시각화하였다. 아래 <그림 

4-2>의 초록색 점선은 기준시점에서의 농가소득 분포이고, 연간 농가소득이 증가

할수록 확률밀도는 감소하여, 농가소득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 농가의 밀도가 높았

다. 소득이 전혀 없는(x축의 값이 0) 농가를 의미하는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꺼운 

팻 테일 리스크(fat tail risk)가 발견되었다. 본 과제는 농가소득의 분산이 75 백분

위수로 증가하는 시나리오(빨간색 점선)에서 기후변화 혹은 거대한 외생충격에 따

른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증대 효과를 시각화하였다. 분산의 75 백분위수를 기준으

로, 농가소득 분포는 중간층의 확률밀도가 감소하고, 하방위험(팻 테일 리스크)과 

상방위험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따라서 농가소득의 분산이 증가함은 위험 프리미엄 

수치를 증가시키고, 시각적으로도 하방위험과 상방위험이 명확히 드러나는 등 전반

적인 농가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54)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이정환 외(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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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초록색 점선과 빨간색 점선은 각각 기준시점(BAU)과 분산의 75 백분위수에서의 농가소득 

       분포를 나타냄

 주2 : 가로축은 농가소득(백만 원)이고, 세로축은 가로축에 대응하는 밀도를 나타냄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그림 4-2> 위험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분포 변화

 

본 과제는 아래 <그림 4-3> 및 <표 4-7>과 같이, 분산과 왜도의 분위수별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위험 프리미엄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75 

분위수 시나리오에서 농가소득의 위험 프리미엄은 평균수준의 분석과 유사하나, 

90 분위수 이상에서 위험 프리미엄은 약 1백만 원 가량으로 증가하고, 전체 소득의 

2.6%에 이른다. 분산과 왜도가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99 분위수 시나리오에서 위

험 프리미엄은 4백만 원 이상으로 농가소득 평균의 약 12%를 차지하는 등 위험이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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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원, %)

  주 : 본 과제는 2차 및 3차 적률함수 추정치의 분위수(75%, 90%, 95%, 99%)별로 위험 프리미엄  

   의 변화를 계측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그림 4-3> 분산 및 왜도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변화

시나리오 농업보조금
위험 프리미엄

(백만 원)
상대적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변화율(%)

75 percentile

10만원 0.396 1.116% -0.458%

30만원 0.392 1.106% -1.373%

50만원 0.389 1.096% -2.288%

100만원 0.380 1.070% -4.576%

90 percentile

10만원 0.928 2.616% -0.196%

30만원 0.925 2.606% -0.587%

50만원 0.921 2.595% -0.979%

100만원 0.912 2.570% -1.958%

95 percentile

10만원 1.499 4.225% -0.121%

30만원 1.496 4.215% -0.364%

50만원 1.492 4.205% -0.606%

100만원 1.483 4.179% -1.213%

99 percentile

10만원 4.187 11.800% -0.043%

30만원 4.184 11.790% -0.130%

50만원 4.180 11.779% -0.217%

100만원 4.171 11.754% -0.435%
 주1 : 상대적 위험 프리미엄은 평균 농가소득 대비 위험 프리미엄의 비중

 주2 : 위험 프리미엄 변화율은 개별 시나리오의 BAU 위험 프리미엄 대비 농업보조금 증액 시나리오  

 에서의 위험 프리미엄 변화율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표 4-7> 분산 및 왜도 시나리오에 따른 농가소득 위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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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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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농업보조금 지급의 효과성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인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운영을 통해 농가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실익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과제는 국내외 농업보조금 지급실적을 다양한 기준에서 비교⋅분석하고, 국내외 

농업보조금의 추세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외는 WTO의 농업보조금 권고기준에 따

라 농업보조금 중 감축대상보조금이 감소하고, 허용보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내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따라가나, 품목특정 혹은 품목불특정 

최소허용 보조금에 대한 사용이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등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한다. 위와 같은 농업보조금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

어 과거 농업보조금 지급 과정 및 사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한계점도 언급되고 있다. 

특정품목(쌀) 및 재배면적에 근거한 직불금 지급구조에 따른 비대칭적인 직불금 

수혜구조와 직불금 부당수령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의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부재지주와 실경작자 간의 미스매칭에서 

비롯하고, 우리나라 토지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나, 농업보조금 지급 

단계에서 일정 부분은 스크리닝이 가능할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중 기본형은 기존의 직불금 종류를 통합하고, 소농직불금을 통해 특정작목 

및 전업농에 농업보조금이 집중하는 현상을 해소하였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는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 형상⋅기능 유지, 공익증진 교육 이수,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조정 등 상호준수의무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현재까지 농업보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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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조건적으로 농업보조금을 수령하는 이미지로 고착화되었다. 따라서 향후 공익

형 직불제의 운영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의 실천자로서 농업보

조금 수령자의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55).

본 과제는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허용보조 

항목 중 생산자 직접지불 보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소농

의 농가경영 안정화 효과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Antle(1983, 1987)에 의해 제안된 적률접근

법을 활용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농업보조금 지급을 통한 농가소득 

분산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Arrow-Pratt 절대위험회피계수와 하방위험계수 추

정을 통해 우리나라 평균농가의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농업보조금에는 농가위험을 경감하는 효과가 존재한다. 농업보

조금은 농가소득의 왜도에 정(+)의 부호를 보여, 하방위험 감소를 통해 재난재해 

발생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농가소득 위험을 경감하나, 본 과제에서는 추정계수

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변수는 농가특성에 따라 

내생성을 지닐 수 있고, 농업보조금 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본 과제는 실증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농업보조금의 질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의 구조는 농업선진국과 같이 허용보조의 비중이 90%(2015년 기준)에 이르나, 

실제 생산자의 소득을 직접 보조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고(농민신문, 

2020.7.8.), 인프라 구축 및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다. 국내와 같이 

허용보조가 일반 농업 서비스에 편중한 사례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허용보조 중 국내 식량원조와 생산자 직접지불 비중이 각각  85%, 

76% 이상 차지하는 등 일반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작다. 반면, 국내는 국내식량원

조 비중이 1%에 불과하나(농민신문, 2020.7.8.), 국내식량원조를 통해 품질 좋은 

신선농산물 소비를 증대하고,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제도 등의 보조가 가능하

다는 측면에서 향후 활용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산자 직접보조를 통해 인구 

55)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호준수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농업보조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용렬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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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정주공간 개선이 필요한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등 농업보조금 사업

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최소허용보조 

유형의 농업보조금 활용에 관한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보

조에 속하나 품목 총생산이나 농업총생산액의 5% 수준에서 가격지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 대비 농가의 수가 많아, 생산자 직접지불에 소요되는 지출 비중

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운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품목은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함이 필요하다. 가격지지 및 

시장격리 정책은 농산물시장을 왜곡하고, 특정품목에 편중한 생산을 유발하는 측면

에서 한계가 존재하나, 공익형 직불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농업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써 고려가 필요하다. 유찬희⋅김태영(2020)은 막셀 마주와이에(2013)의 

공공 정책 제안을 인용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제도 도입의 요구를 

서술하였다. 막셀 마주와이에(2013)는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는 시

스템 구축’과 ‘저소득층 대상 식량 보조금 지원’, ‘취약 농가 대상 소득직불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최소허용보조 농업보조금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거

나, 허용보조 중 국내 식량원조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다. 셋째, 중장

기적인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농업보조금의 지급 단가에 대한 검토56)와 농업보조

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업보조금을 통해 창출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보다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과 연계한 농가의 의무준수 노력이 이루어져야 납세자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주어진 농업보조금의 총량을 통해 농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전체 농업보조금 중 생산 및 기반확

충 부문에 40% 지원, 특정품목인 쌀과 축산 등에 48% 지원하는 등 농업보조금 

편중 현상이 존재하고, 개별 경영체에는 분산적⋅시혜적인 농업보조금 지급이 이

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 비중은 60~80%이나,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원은 3~10%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 및 자율성이 저해되는 구조이

다.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지원 및 공익적 가치 창출 기능을 중심으로 농정방향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배분 및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56) 해당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2019)에서 언급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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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과제는 실증분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일부는 향후 연구과

제에서 추진하기로 한다. 첫째, 실증분석에 사용한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전국에 

존재하는 농가패널자료이고, 본 과제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평균수준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논벼⋅과수⋅채소⋅특작⋅화훼⋅전작⋅축산 등 농가의 유

형에 따른 위험 정도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실제 공익형 직불제가 특정품목에 편중

하지 않는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갖추었으나, 축산 등의 유형은 기타 유형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향후 농가 유형 분류에 따른 위험 변화 정도를 비교⋅분석함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보조금은 재정 및 조세 유형이나, 투입⋅혁신⋅소득지원 등 

사업목적에 따라 농가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농업

보조금 추세가 농가에 농업보조금을 직접지불하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새로이 시행

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농가의 소득안정임을 고려하여, 농가소

득 안정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반면, 농업보조금 투입에 따른 농가

의 투입재 선택의 변화, 농업보조금이 농업 혁신활동에 미치는 효과, 농가의 공익적 

가치 창출 수준 등 농업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과제의 주요한 관심변수인 농업보조금 

변수의 내생성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과제는 LP 모형을 활용

하여,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 효과와 농가 투입재 간의 상관관계를 제어하고, 농업보

조금 변수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포함된 농업보조금 변수는 농가의 영농형

태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고, 농가의 농업보조금 수령

여부는 내생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농업보조금에 포함된 복합요인

(compounding factor)을 제어하고, 실제 효과(real effects)를 계측하려는 시도

가 필요하다. 본 과제의 추정결과 중 3차 적률함수의 경우, 농업보조금 지급이 농가

소득 분포의 왜도에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과제는 향후 연구에서 농업보조금의 복합요인을 제거함에 따른 결과를 현재의 결과

와 비교하고자 한다. 넷째, 본 과제의 실증분석은 농업보조금의 성격을 농업보조금

의 소득 안정화 효과에 한정하였으나, 농업보조금 유형에 따른 농가의 생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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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효과 계측이 필요하다. 향후 농업보조금의 성격을 생산과 소득 부문으로 

분리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농위험과 농가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영농위험을 최소화하

는 농업보조금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효과와 관련한 시사점 도출도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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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rm Income 
Stabilization Effect of 

Agricultural Subsi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time trend of agricultural 

subsidies and evaluate the farm income stabilization effect in the context 

of income support subsidies.

This paper uses a moment approach suggested by Antle(1983); the 

farm level data(2008~2017) was utilized to estimate the moment 

equation for farm incom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ment approach 

investigates the risk-reducing effects of agricultural subsidi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onetary value of the risk reduction 

approximately accounts for 2% of the total agricultural subsidies. This 

paper’s empirical result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efficient 

subsidy system for the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Program and 

Farmer Basic Income in the future.

Lastly, this paper summarizes several suggestions to the extent of 

improving the effects of agricultural subsidies, including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credibility of the subsidy level. However, this paper 

leaves evaluating farm productivity effects of subsidy as a futur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