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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최초로 도입한 직접지불제는 2016년 현재 농정
예산 중 14.7%를 차지하는 핵심 농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으로 운
영 근거와 방식, 그리고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효과를 둘러
싼 논의가 계속 제기되었다. 최근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가 여건이
악화되면서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직불제 도입 이후 20여 년 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직불제를 개편
하려면 직불제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고, 다양한 개선 과제와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까지의 여건 변
화와 기존 농정 대응 방식을 살펴보아야 직접지불제의 필요성과 역할을 보
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직불제를 농정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할지를 제안하며 그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할 수 있다.
2년 동안 수행하는 이 연구의 1차년도에서는 직접지불제를 둘러싼 쟁점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다원적 기능’을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수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
다.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관계자 여
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 결과가 향후 직접지불제 개편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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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구 배경과 목적
○ 직접지불제(직불제)는 2016년 농식품부 예산 중 14.7%를 차지할 만큼

핵심 농정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음.
○ 도입 근거는 가격지지 폐지·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 보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였음. 여건 변화 속에서 근거·목적의 타당성과 정합

성,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음.
○ 이 연구의 목적은 1) 직불제 실태 분석과 농정 속에서의 위치 조망, 2)

직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 3) 향후 개편 방향 제시임.

주요 쟁점
○ 기존 쟁점을 1)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유효성, 2) 생산중립성, 3) 구조

조정 저해 효과, 4) ‘다원적 기능’과 ‘공익형’ 직불제의 유효성, 5) 제도
설계, 6) 운영 방식의 효율성과 제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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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가 농업·비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소득보전형’ 직불제 성과 평가 (쟁점 1)
○ 직불제의 소득보전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2003~2015년 동안 농가소득

을 연평균 1.3%(전체 농가)~4.2%(논벼 농가) 증가시켰음.
○ 자산 대비 수익(ROA), 운영 수익 마진(OPM)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직

불제는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나, 10.0ha 이상 농가 경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
○ 1.5ha 미만 농가에 소득안전망 기능을 제공한 반면, 전반적으로 소득형

평성을 저하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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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중립성 (쟁점 2)
○ KREI-KASMO 모형을 이용하여 쌀변동직불제가 쌀 생산에 미친 영향

을 사후평가 하였음. 분석결과, 생산연계성이 있으나 연도별 재배면적
증가분은 베이스라인 대비 1.9% 이내여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 목표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방식대로 운영했다면 목표가격 안정, 재정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됨.
∙ 2005/06~2014/15 양곡연도 동안 목표가격은 139,225~163,121원/80kg으로 전망
됨. 같은 기간 직불제 발동 횟수도 실제 6회에서 0, 3회까지 줄어들고, 누적 재
정지출은 2.52~3.14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농가수취가격과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소비자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

망되어, 쌀변동직불제 개편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구조조정 저해 효과 (쟁점 3)
○ 직불금 지급은 토지 임차료 인상에 일정 정도(할인율 적용하지 않을 때

임차료 대비 17.1~36.4%) 영향을 미쳤으나, 이로 인한 지가 상승 영향
은 미미함.
○ 직불제가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함. 극단적으로
1ha 미만 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농활동을 제한하여도,

당초 기대한 규모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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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과 ‘공익형’ 직불제의 유효성 (쟁점 4)
○ 우리나라 여건상 ‘다원적 기능’을 규범적(수요 측면) 관점에서, 외부효

과, 공공재, 시장실패 속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다원적
기능’의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 속성을 고려하고 거버넌스와
연계하여야 함.
○ 직불제는 ‘다원적 기능’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공공 부문 개입 방식(의

무적 규제, 재정적·경제적 유인 제공, 공공재·외부효과의 내부화)의 하
나임. 농업·농촌이 사회 수요에 맞추어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
로 경제적 유인을 주는 ‘사회적 계약’ 형태임.
○ 위의 논의를 토대로 친환경농업직불제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음. 친환경

농업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005~2014년 동안 친환경농업 고정
자본(39.7~49.3%), 농가소득(5.4~16.3%), 친환경농산물 생산량(5.5~16.8%)
이 모두 감소하고, 농약·비료 사용량은 각각 5.8%, 0.5% 증가하였을 것
으로 전망됨.

제도 설계 (쟁점 5, 6)
○ 국민의식조사 분석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전통적 생산

기능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다원적 기능’ 확대로 점차 이
동하고 있음.
○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인정하나, 공공 부문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낮음.
○ 개별 직불제 목적은 대부분 도입 당시에는 적절했으나, 여건 변화 속에

서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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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설계 역시 여러 차례 개편을 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과제를 안고

있음.
○ 사업 관리 단계에서는 주체 간 역할 분산에 따른 효율성 저하, 의무이

행사항 준수 모니터링 미흡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성과지표는 직
불제별 목적과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개편 방향
○ (방향 1) 직불제 운영 근거 중 개방 피해 보상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원적 기능’ 수행과 소득보전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함.

<직불제 개편 방향과 비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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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2) 직불제 성격과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함.
∙ ‘다원적 기능’ 제공 유인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득보전을 실시함. 동시에
의무이행사항을 강화하여 영농방식 등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부정적 외부효과
를 최소화함(정책수단 조정 + 재정적 유인 제공).

∙ 넓은 의미의 직불제뿐만 아니라 현행 직불제를 대상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은 조정해야 함.

○ (방향 3) 소득보전을 수단(방향 2)이자 목적으로 삼고, 효과를 강화하여,

농가 단위에서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방향 4) 쌀변동직불제 개편은 불가피함.
∙ 쌀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제로 통합, 생산 비연계와 품목 비연계 방식 검토, 목
표가격 산정 방식 현실화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방향 5)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직불제를 운영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함.
∙ 사회적 기대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나, 거버넌스 체계 정비, 의무이행사항
구체화 등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 (방향 6) 개편 방향을 수립한 뒤 세부 제도 설계를 실시함. 소득보전 효

과 강화 및 형평성 개선, 의무이행사항 실효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춤.
∙ 세부 방안은 2년차 연구에서 수행할 예정임.

○ (방향 7) 소득보전 효과를 유지하면서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직불제를 재편하고자 한다면 예산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개편 방안에 따른 재정 소요 추정은 2년차 연구에서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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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8) 직불제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생산자, 전문가, 비농업 부문 관계자, 정책 결정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
렴하여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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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nhancing the Direct Payment Schemes
Based on Multi-Faceted Evaluation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guidelines for the current Direct Payment
Schemes based on in-depth analysis and evaluation. Since introduced in
1997, the Scheme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gricultural programs in Korea, accounting for 14.7% of total agricultural and food budget
in 2016. With constant modification, the Schemes, however, still have some
challenges to be addressed imperatively.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among
others, income effects, decoupling, and multifunctionality concerns.

Research Methodology
A number of research methodologies are employed including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d econometric analysis, ex-post evaluation based on
within-sample forecasting, and field studies. Main data contain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s, Farm Registration D/B, and other various
sources.

Conclusion and Implication
Income effect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Schemes implemented
during 2003 through 2015 have increased total annual farm income by, on
average, 1.8% (all farm types) ~ 4.3% (paddy rice farm). Arguably, the realized increment effects are way lower than initially anticipated.
Return on Asset (ROA) and Operation Profit Margin (OPM) are utilized
to measure to which extent the Schemes contribute to stabilize farm risk
management. It is shown that the Scheme payments are in effect on farms
whose sizes are less than 10ha.

xii

Also, the Schemes provide a safety net for small farms, especially those
less than 1.5ha. However, they appear to deteriorate inter-farm and inter-commodity equity mainly due to the design (the larger the farm size,
the more is paid).
Ex-post evaluation with KREI-KASMO is carried out to identify if the
Schemes (especially Fixed Rice Direct Payment (FRDP) and Variable Rice
Direct Payment (VRDP)) are empirically (de)coupled and, if coupled, the
degree they induce rice producers to increase production. Key finding are
as follows: 1) Variable Rice Direct Payment is definitely coupled while
Fixed Payment is not; 2) the effect of VRDP is rather limited; 3) adjusting
Target Price condition in VRDP is expected to mitigate current rice
over-supply problems and reduce the budget burden.
With respect to multifunctionality, few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hus,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what is multifunctionality and its implication on the Direct Payment Schemes in Korean context?”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is to be understood
from a ‘normative’ approach and that the Schemes as fiscal/economic-incentive based means to address market failure.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with the Organic Farming Direct Payment to support the reasoning above.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ints to be considered in reforming the
Schemes. First, the Schemes should be grounded on the notion of ‘rewards
for the service and function including multifunctionality concerns provided
by the agricultural sector on behalf of social welfare’ in place of previous
loss compensation. That is, the Schemes should be re-designed.
Secondly, in line with the first direction, more emphasis needs to be put
on multifunctionality-related payments. With these payment schemes being
prioritized, income support level should be increased to meet the end. At
the same time, detailed cross-compliance rules need to be introduced to
minimized potential negative externalities. Additionally, the scope and design of the Schemes should be streamlined to work more efficiently.
Thirdly, it is imperative to address problems relevant to VRDP. Some alternatives can be considered, for instance, such as consolidating VRDP into
FRDP, having VRDP be non-commodity specific, and adjusting Targ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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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ly, budget constraints need to be relaxed to facilitate some essential and required functions to be implemented.
Lastly, a consensus among as many of interest groups as possible is to
be reached.
Researchers: Rhew ChanHee, Park Joonki, Kim Jongin, and Park Jiyeon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mail address: chrhe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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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현재 8가지 직접지
불제(직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직불제는 2016년 농정 예산 전체 중
14.7%(순 직불제 기준)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과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는 직불제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온 명분은 1) UR 이후 가격지지 폐지와 시
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감소 보전과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multifunctionality)’에 대한 보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책전환 및 시장개

방에 따른 소득 상실분을 보전하려고 직불제를 도입하였지만 소득안정 효
과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직불제 도입
목적과 시행 방식 간 일치성 미흡, 직불금 지원의 형평성 저하, 직불제 간
역할 불명확, 특정품목 편중, 구조조정 저해 가능성, 농가의 의무이행사항
준수 불충분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전환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직불제를 도입한 것은 당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타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목적과 수
단이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한가?’라는 의문과 비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변화에 대처하려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물
론, 직불제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현행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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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까지의 여건 변화와 기존
농정 대응 방식을 살펴보아야 직접지불제의 필요성과 역할을 보다 정확하
게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직불제를 농정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자
리매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할지를 제안하고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1) 직불제의 실태를 살피면서 정책 목표와 직불제의
관계를 검토하고, 2)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와 개선과제를 분석
하여, 3) 중장기 개편 방향과 이에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3.1. 개별 직불제 효과1
3.1.1. ‘소득보전형’ 직불제
직불제 관련 선행연구 중 상당수는 개별 직불제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효
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경영
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도입한 목적이 소득안정에 있고, ‘소득보전
형’2 직불제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직불금을

1
2

개별 직불제 현황은 제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보전형’, ‘공익형’ 분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200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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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면 기대할 수 있는 소득증대 규모와 이 증가분이 소득안정이라는 목
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지(‘충분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김관수‧안동환‧민선형(2014)은 농가경제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쌀소득
보전직불금의 소득증대 효과와 소득안정화 효과를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직불금 수령 규모는 경작 규모와 비례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그 효
과가 오히려 감소함을 보였다. 경작 규모, 경영주 연령 등을 기준으로 유형
별로 비교하여 고정직불금은 소득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변동직불
금은 소득안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오내원‧채광석‧이명헌(2008)은 소득변동 완화를 중심으로 직불제 효과
를 분석하였다. 농가경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직불제 유무에 따라 농가
소득으로 가계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 비중과 농업소득 변이계수를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농가연령이 높고, 농업소득이 낮으며, 논벼농가일
수록 직불제의 소득안전망 효과가 커짐을 보였다.
이용기(2007a)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생산물 및 요소시장 참여자에게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목표가격과 지원율을 높이면 시장가
격을 하락시키는 반면, 생산자수취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면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를 감소시켜 생산량 감
소, 시장가격 상승, 농지수요 감소 등을 초래한다고 적시했다. 직불제를 시
행하면 생산자(수취가격 상승, 생산량 증가), 소비자(시장가격 하락), 지주
(임차농 소득 일부 귀속) 모두 이익을 보지만, 납세자 부담이 증가하고 자

원 배분 왜곡이 생긴다고 결론지었다.
이용기(2007b)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 초기 단계에서 후생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 배분 왜곡 등의 효율성을 계측하였다. 직접지불제를

따르되, ‘경영안정형’이라는 표현 대신 ‘소득보전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2009)에서는 ‘소득보전형’ 직불제에 쌀변동직불제와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포함시켰고, 쌀고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
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공익형’으로 분류하였다. 경영
이양직불제와 FTA폐업지원제는 ‘구조조정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보전형’ 직불제에 밭농업직불제까지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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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면 생산자 수취가격과 시장가격이 분리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
자 후생이 모두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 고정직불금 단
가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어 후생 수준과 효율성을 변화시킨다고 적시하
였다.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고정직불금 단가를 일정 수준 내에서 최대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접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용기(2014)에서도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고정직불 단가를 인상하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
진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박동규‧승준호(2013)는 고정직불금을 확대하면
경영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3
이명헌(2005)은 김한호 외(2014)와 비슷한 관점에서 직불금을 지급할 때
생길 수 있는 소득분배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논농업직불제를 대상으로
지니계수 변화율을 계측하여 직불제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불제의 소득분배 효과가 정부 이전(transfer)이나 조세보다는 상대
적으로 작지만 기존 수매제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급대상 면적
상한, 지급 단가 등에 변화를 주면서 농가 간 형평성을 계측한 결과, 정책
모수를 변화시키면 완화 효과가 달라짐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득 재분배 측면을 고려한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한호 외(2014)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면적비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
어 영세농의 소득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쌀소득 등의 보전
에 관한 법률｣ 에서 제시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라는 목적이 국민
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적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직불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기대 소득수준과 재정 소요액을 추계하였다.
‘소득보전형’ 직불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대

상으로 하였고, 선행연구별로 수행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르
고,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와 시사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3

“고정직불금이 인상되어 쌀직불금을 대체하는 경우, 쌀 가격 하락 시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워지고, 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과잉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이라고 주장하였다(박동규‧승준호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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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익형’ 직불제
‘공익형’ 직불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

규모가 작고, ‘공익형’ 직불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4
오내원 외(2002)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론
적 근거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면 농
가가 얻을 수 있는 편익(‘사적 편익’)과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다는 점,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지역 균형개발 차원
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원이 필요한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
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조사하여 조건불리지역 농업이 지니는
‘다원적 기능’ 가치를 1조 2,370억~1조 3,802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조건불리지역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도입과 관련된 논점을 검토한 뒤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동규 외(2004)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다원적 기능’과 관련
된 직접지불제 실태를 검토하고 정책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가가 선
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단조롭고, 직불금 단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지속할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며,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한 점
등을 그동안 실시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개선 방
안으로 메뉴 방식 도입, 단가 차등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태곤‧채광석‧허주녕(2010)은 농업 전반 여건을 고려한 직접지불제 개
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쟁점을 정리하고 실시 프로그램
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논‧밭을 아우르는 ‘공익형 기본직불’을 기본

4

이재옥(1999)은 농업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특성(결
합생산,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WTO 협
상에 대비한 기초 연구여서 심도 있는 접근을 하지는 못했다. ‘다원적 기능’ 자
체를 다룬 최근의 연구는 김태연(2015), 양승룡(201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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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되,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면 ‘가산지불’을 추가 지급하여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 설계, 대상 농지,
대상 품목, 지원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내원 외(2002)와 김태곤‧채광석‧허주녕(2010)은 모두 직불제 예산이
쌀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
규모가 작아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무엇보다 오내원 외(2002)를 제외하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3.2. 직접지불제 제도 측면
직불제 제도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룬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주
요 개선과제로 직불제의 포지셔닝(positioning) 불분명, 법적 근거의 명료성
부족, 운영 방식의 낮은 효율성과 제약성 등을 지적했다.
첫째, 직불제의 포지셔닝 문제는 개별 직불제 간 또는 직불제와 다른 정
책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영역이 있을 때 발생한다. 서세욱(2008:
10-11)은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경영이양직

불제와 상충됨은 물론, 구조조정정책인 영농규모화 사업과 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박준기 외(2015: 58-59)에서는 밭농업직불제와 FTA
피해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간의 관계 등 직불제 내부적으로 상충 또
는 중복되는 영역이 혼재한다고 적시하였다.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직불제
는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상충되는 직불제는 시행 과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강마야‧이관률‧허남혁(2014)은 법‧제도적 근거 측면에서 직불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직불제 관련 법률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1개 제
도당 많게는 4개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10개의 제도를 포괄하는 단
일법률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목적과 유형에 맞는 법률 제정과 체계적
인 정리가 필요”(강마야‧이관률‧허남혁 2014: 56-57)하다고 적시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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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 직불제6를 운영하여 사업대상자가 실질적으
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은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 왔다(서
세욱 2008; 강마야‧이관률‧허남혁 2014; 김한호 외 2014; 오내원‧채광석‧
이명헌 2008 등). 더욱이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 비중이 매우 높아 직불제
운영을 경직시키고 있다(서세욱 2008; 김한호 외 2014; 이정환‧김명환‧표
유리 2015; 조윤희 2015; 오내원‧채광석‧이명헌 2008 등). 쌀소득보전직불
제로 국한하더라도, 현행 직불제는 면적 단위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경지 면적이 넓을수록 수령할 수 있는 직불금이 많아져(면적비례 방식) 농
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김한호 외 2014; (사)한국농업경제학회
2014; 강마야‧이관률‧허남혁 2014 등). 쌀변동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

제는 발동조건 때문에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을 떨
어뜨리고 있다(임정빈‧한두봉‧안병일 2011; 임정빈 2014).
1997년 이후 개별 직불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제도 간 불일치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이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였다. 개별
직불제의 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관련된 문제도 누적되었다. 특정 품목에
예산이 편중되어 운영 신축성이 줄어들었고, 지원 결과도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3.3. 의도하지 않은 효과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인 문제가 생산연계성(coupling)과 직불금의 지
주 귀속이다.
5

6

이외에도 개별 직불제의 목적이 대부분 좁은 의미의 개념에 국한되고, 제도가
상호배타적이어서 농가소득 보전 기능이 미흡하며, 목표와 성과지표가 불일치
하고, 관련성이 적은 제도에도 ‘직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오인의 소지를 낳
는다고 지적하였다.
운영 중인 직불제 수는 연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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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계는 현행 직불제를 면적비례 방식으로 설계한 것이 원인 중 하나
이다. 가격지지 정책을 대신하여 소득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하였
기 때문이다. 생산량이나 생산면적을 늘리면 직불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
므로,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릴 유인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생산
량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7 시장가격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WTO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서세욱 2008;
안병일 2015; 김윤종 2013; 김윤식 2006; 사공용 2007b; 이용기 2005;
Goodwin and Mishra 2006; Sumner 2000). 최근 쌀 수급불안정이 심화되

면서 재고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쌀변동직불금
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b). 생산
연계성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대부분 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박동규
외(2012)는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면 밭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규
모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 실경작자가 수령하도
록 되어 있으나, 실경작자와 소유자가 달라 직불금의 일부가 지주에게 귀
속되기도 한다. 이 결과 실경작자 소득 증대 효과가 제약되거나, 농지 가격
이 인상되어 농지 유동화를 제한한다(김관수·안동환·민선형 2014; 김관수·
안동환·이태호 2007; 김형성·황성원 2009; 이정환 외 2006).
의도하지 않은 효과는 제도 설계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현재 사후관리
와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4. 직불제의 당위성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직접지불제의 ‘내부’ 개선과제를 중점적으

7

생산연계 정도는 자료, 분석 기간, 분석 자료, 방법론 등에 따라 상이하다. 그럼
에도 쌀고정직불제는 생산연계성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미미한 반면, 쌀변동직
불제는 일정 정도 생산연계성을 지닌다고 주장한 점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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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었지만, 일부 연구는 직불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직불제가 ‘한계농가’를 잔존시켜 구조화 정책
(특히 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사공용 2007a; 이태호
2009; 김정호 2004). 김병택‧김정호(2005)는 쌀 농업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한계를 적시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논박하기도 했다.

4. 연구의 흐름 및 방법

4.1. 연구의 흐름
이 연구는 2년 동안 진행되고, 2016년에 실시한 1년차 연구는 현실 인식
과 진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1년차 연구에서 두 가지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개별

직불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이다. 직불제 도입 초기에 상정한 목
표가 적절하다는 전제하에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짚어 보았다. 당초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모색하고자 했다. 두 번째 질
문은 ‘당초 설정한 목표 자체가 지금도 유효한가?’ 또는 ‘여건 변화 속에서
당초 목적이 정합성을 유지하였는가?’이다. 도입 당시 목표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기본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림 1-1>.8
개별 직불제의 목적 달성 여부는 제3장(‘소득보전형’)과 제4장(‘공익형’)
에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현행 직불제의 목적과 제도 설계가 여건 변화
를 담아냈는지를 분석한다.9 제6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접지불제

8

9

‘직불제가 최선의 정책 수단인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이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건 변화 속에서 직불제의 목적이 정합성을 유지하였는가?’라는 논의는 2년차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직불제 개편 방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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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직불제 역할과 위상 평가 체계 모식도

첫째, 직불제 운영 근거를 재정립한다. 기존의 손실 보상(compensation)
이 아닌 소득 보전(payment)이 필요한 이유와 ‘다원적 기능’을 사후적 보
상이 아닌 사회적 계약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둘째, 현행 직불제 중 일부를 다른 정책 수단이나 프로그램으로 대체 또
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쟁점 중 직불제 간 중복성을 해소하려는 시
도이기도 하다.
셋째, 쌀변동직불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목표가격 또는 보전율 재산
정, 지원 대상 범위 조정, 쌀변동직불제의 쌀고정직불제화 등 다양한 대안
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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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익형’ 직불제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충
청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태직불 사례를 심도 있게 살피
고자 한다.
다섯째, 위의 대안을 조합하여 시행할 때 예상되는 농가 단위 효과와 재
정 소요액을 추정하여 정책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을 타진한다.
여섯째, 농업 부문과 다른 부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
회를 실시하여 인식과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4.2. 연구 방법
문헌 연구, 통계 및 계량분석, 모형을 활용한 전망, 전문가 토론회 개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위탁 연구 수행, 현지 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연구 범위가 넓고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직불제 전반뿐만 아니라 개별 직불제를 둘러싼 의견도 다양하고 상이하
기 때문에 선행연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쟁점별로 공통되거나 상반
되는 의견을 비교하였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쟁점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제2장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주요 농정 기조 및 정책 수단
변화를 통시적(通時的)으로 살펴보았다.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 직접지불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이 같
은 기간 겪은 변화를 살피고, 어떠한 식으로 대응했는지는 조망하였다.10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소득보전형’과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조개선형’ 직불제에 속하는
경영이양직불제와 FTA폐업지원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다.11,12
10

상세한 내용은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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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형’ 직접지불제 중에는 쌀고정직불제, 쌀변동직불제, 밭농업직

불제를 주로 살펴보았다. 쌀고정직불제와 쌀변동직불제가 생산중립성을 지
니는지 이론적으로 살피고, 실증분석을 병행했다. 계량분석과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총량모형(KREI-KASMO)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익형’ 직접지불제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한 뒤,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김창길 외
(2013)의 모형을 수정하여 2011년 이후 변화를 반영한 뒤 친환경농업직불

제의 효과를 재추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경관보
전직불제는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량적‧정성적 분석 모두 한계
가 있어 제한적으로 접근하였다.
외부 전문가에게 2개 주제를 위탁하였다. 부산대학교 정원호 교수 연구
팀에게 소득보전형 직접지불제 효과분석을,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박사
에게 프랑스의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정책의 변천 과정 연
구를 의뢰하였다.
2016년 8월 20~30일까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하여 현지 조

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전문가
들과의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희망농업포럼’, 농림축
산식품부의 ‘직불제 포럼’, (재)지역재단의 ‘유럽 직불제 학습 모임’ 등에서
주제별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표 1-1> 부속보고서 작성 결과
연구 분류
부속 보고서 1
부속 보고서 2
부속 보고서 3

11

12

결과물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
유찬희‧오현석(2016)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거나(경영이양직불제), 그 효과가 간헐적, 한시적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있기(FTA폐업지원) 때문이다.
FTA피해보전직불제에 관한 최근의 종합적인 연구는 임정빈(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직접지불제 운영 실태와 쟁점

1. 농업‧농촌 정책 환경 변화와 직접지불제13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8개 직접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지불제는
2016년 전체 농정 예산 중 14.7%(순 직불제 기준)를 차지하는 중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동시에 직불제를 둘러싼 비판과 논의도 이어졌다. 이 같은
논의에 대처하려면 직불제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지금의 제도가 만들어
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까지
의 여건 변화와 기존의 농정 대응 방식을 살펴보아야 직접지불제의 필요성
과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주곡 자급달성을 농정의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

문에 토지 생산성 위주의 ‘증산농정’을 펼쳤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127). 신품종 통일벼 개발로 대표되는 녹색혁명과 이중곡가제 중심의 가격

지지 등이 핵심 정책이었다. 1977년 쌀 자급을 달성하였지만(김병택 2004:
94), 이중곡가제를 시행하면서 양곡회계 특별회계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김병택 2001: 63; 김병택 2004: 210). 한편 농가 부채 문제
가 심화되었고(농림축산식품부 2015c: 127), 농정 기조도 기존의 수입제한
정책에서 단계적 수입자유화로 전환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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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택(2001), 김병택(2004), 농림축산식품부(2015c)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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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압력 증대 등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이 1980년대 농정의 중심
축을 이루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337).14 농산물 수입이 확대된 이유
는 1978~1980년 작황 부진에 따른 수급 불안(김병택 2004: 95)에서 찾을
수 있지만,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후퇴시켜 저임금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김병택 2001: 64). 1986년 3월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에서
는 농어촌공업 도입, 소득원 다양화, 구조개선 촉진 등을 추진하였으나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79).15 이 시기에는
소득증대를 정책 핵심으로 설정하여 구조개선이나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
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128).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강해졌고, 1986년 9월에는 UR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
다.16 정부는 개방화에 대응하고자 1989년 3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
표하였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농어촌 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을 제시
하였고, 구조개선 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1991년 7월에는 ‘농
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고 1992~2001년 동안 42조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1970년대 말까지의 증산 및 가격정책(농가소득 증대)
기조가 1980년대 들어 농업구조조정정책으로 점차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김병택 2001: 70; 농림축산식품부 2015c: 130).
1990년대 들어서면서 UR 협상이 타결되고 WTO 체계로 전환되는 등 개

방화가 심화되었다. 시장개방이 공식화, 본격화되면서 농정의 우선순위는

14

15

16

1970년대까지 최우선 목표였던 ‘식량 증산’도 1982년에는 ‘주곡자급 유지’로
완화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337).
농외소득원을 늘리고자 시행한 농공단지 사업 등을 도입했고, 재촌탈농, 복합
영농 등의 개념도 이 당시에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부채가 크게 늘어났
고, 상업화 작목을 많이 재배하면서 가격 변동이 또 다른 문제가 되었다.
1980년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低)’ 현상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86
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이에 GATT 본 조항 제18조 B항(Balance
of Payment: BOP) 졸업을 요구받았다(김병택 2004: 97). 1989년 10월에 BOP를
졸업하면서 그동안 경상수지 적자 국가에 주어진 수입보호혜택을 더 이상 사
용할 수 없게 되었고, 농산물 수입 압력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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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였다. 대규모 투융자를 실시하여 농업
기술 현대화, 규모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큰 중대농 중심의 지원
에 집중하였다(전업농, 선도농). 1994년 6월에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에
서는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전업농 육성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특성
상 전업농 육성의 중심은 쌀 전업농이었고, 1997년 도입한 경영이양직불제
도 고령농가 은퇴를 촉진하고 농지 유동화를 장려하여 규모화에 기여하려
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98년 10월에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1999~2004년까지 45

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17 1999년 2월에는 ｢농업‧농촌
기본법｣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
특히 후반의 대책은 1980년대까지 농정 기조의 근간을 이룬 형평주의와
소농 보조가 전업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선택적 지원 방식의 경쟁력 확보로
바뀌었음을 뜻한다(김병택 2001: 97; 농림축산식품부 2015c: 130).
국민의 정부에서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하면서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를 도입하였다. ‘농업‧농촌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소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논농업직불제, 2002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 42

조(1992~1998년) 및 45조(1999~2004년) 투융자 계획을 시행하면서 규모화와
전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영위험이 크게 늘어났지만(농림축산식품부 2015c:
132) 소득안정장치가 부족했던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였다.
2000년대에는 DDA 협상 추진, FTA 추진, 쌀 협상 등 시장 개방 심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대응하여 2004년 2월에 ‘농업‧농촌종합대책
(2004~2013년)’을 발표하고, 2005년부터 119조 원 투융자계획을 집행하였

다.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013년)’에서는 소득정책의 일환으로 직불제
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2005년에 양정개혁18을 실시하면서 기존 논농업직

17

18

기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서 제시한 42조 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조기집행하기로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130).
기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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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하였다. 제도를 개
편하여 쌀 수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 영향을 정책적으로 상당 부분 흡수하여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137). 이 기간에 조
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FTA폐업지원도
도입하였다. 직불제 도입 시기 전후의 주요 농정 기조를 핵심 계획이나 대
책 중심으로 <표 2-1>에 요약하였다.
<표 2-1> 주요 시기별 농정 기조와 주요 투융자 사업 및 정책
정부
1980년대 이전

여건 변화와 농정 기조
- 만성적 식량 부족

- 녹색혁명

- ‘증산 농정’

- 가격지지(이중곡가제)

- 식량자급 달성(1977)
1980년대

- 양특회계 적자 누증
- UR 개시
- 소득정책 핵심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

주요 투융자 사업 및 대책

-구조개선, 경쟁력
강화

- ‘농어촌종합대책’
구조개선, 시장개방 대응 미흡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 ‘농어촌구조개선대책’

- UR 타결

-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문민정부

- WTO 체제 출범

- ‘15조 농어촌특별세사업’

(1993~1997년)

- 개방 대응 경쟁력

- ‘농어촌발전대책’

강화, 선택과 집중
국민의 정부

- 가족농 정책

- ‘농업‧농촌발전대책’

(1998~2002년)

참여정부
(2003~2007년)

규모화 등 인프라 구축
- ‘45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중소농 지원, 친환경농업 등

- DDA 협상 대응
- FTA 개방 확대
- 경영위험 증가

- 양정개혁
- ‘119조 중장기투융자계획’
- ‘농업‧농촌종합대책;
직불제 확대, 농촌 활성화

이명박 정부

- 선택과 집중 강화

- ‘FTA 국내보완대책’

(2008~2012년)

- 유통 혁신

- 식품산업 진흥, 수출 확대

박근혜 정부

- 부가가치 창출

- ‘FTA 국내보완대책’

(2013년~현재)

- 시장개방 영향 본격화

- 창조농업, 6차 산업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c), 김병택(2001), 김병택(2004)을 참고하여 작성.

직접지불제 운영 실태와 쟁점 17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책 변화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19,20 1980년

대부터 시장 개방 압력이 늘어났고, 점차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에서 미국
을 제외한 국가(한국, EU, 스위스, 일본)들은 공통점을 지닌다. 시차는 있
지만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무렵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직불제를 도입하기까지의 과정과 당시
여건 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 부문은 ‘(자립적) 자본 축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
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기회도 부족했다. EU 회원국, 스위스, 미국 등에
서는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보호농정과 가격지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농가가 규모화를 추진하고 자본을 축적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1968년 맨스홀트 플랜(Mansholt Plan)을 기초로 보호농정 기조

를 유지하던 1970년대에 ‘선별적’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실
시하였다(황수철‧이명헌 2002). 개방화 압력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자본
을 축적하면서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산 쌀부터 고미가(高米價) 정책을 시작하였지만,
1980~1983년에는 수매가격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추었다(농림축

산식품부 2015c: 336-337). 1990년대 투융자 계획을 추진하여 생산성이 크
게 증가하였으나 그 효과가 농가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였다(농림축산식
품부 2015c: 131). 이 기간에는 기반정비 등에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농업구조개선 방향 설정
(특히 조직경영체 중심의 규모화)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하지 못했다(김병택 2001: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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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에서 외국의 여건 변화와 정책 대응을 보다 상세히
비교하였다.
국가 간 여건 및 구조 변화, 그리고 대응 양상을 비교할 때 역사적 맥락
(context)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별도의 연구 주
제가 될 만하다. 그러나 이 내용을 심화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
난다고 판단하여, 대략적인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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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농정 방향은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등을 계속 강조하였

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이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
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있다(강마야 외 2014: 59).
둘째, 자본 축적이나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개방 압력이 커졌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 개방화 정책과 구조개선정
책이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농가 의사와 관계없
는 정책 변화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도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졌다. 예
를 들어, EU는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지불
(compensatory payment)을 도입하였지만, 유사한 시기에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2004년 양정개혁 때 보상지불 성격을 지닌 쌀소득보
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다.
‘시장 개방 등에 따른 보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논의를 하려면 직접지불제라는
정책 수단이 보상(compensation)과 정책수단조정(re-instrumentation) 중 어
느 성격을 지녔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직접지불제는 보상인가, 정책수단조정인가?>
보상은 정책개혁 결과 손해를 본(worse off) 집단에게 재정 이전(monetary transfer)을 해준다(Martini 2007:
4). 기존 추곡수매제 등 가격지지 정책을 폐지하면서 손해를 본 쌀 생산자(집단)에게 직불제라는 재정 이전 방식으
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보상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정책수단조정은 현재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바꾸는 것이다(Martini 2007: 5). 예를 들
어, 농가소득 유지를 목적으로 하되 기존의 가격지지 방식 대신 직접지불제를 사용하였다.
보상정책과 정책수단조정을 나누는 기준은 지불 기한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이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지불 만료기한을 정하지만, 정책수단조정은 그렇지 않다. 또한, 현행 정책목표를 유지하려 하는지도 기준이 된다.
위 기준을 따르면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은 보상이라기보다는 정책수단조정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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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정 기조와 정책 변화 속에서 직접지불제의 위치를 재조망해야
한다.21 많은 국가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농업 정책은 가격지지,
투입재 지원(금융, 조세, 보조금 등), 직불제를 포함한 소득보조, 경영안정
정책을 혼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양정개혁에서
철폐한 가격지지 정책의 대안이었고, 소득보조와 경영안정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밭농업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역시 소득보조와 경영안
정 차원에서 도입하였다. ‘직접지불제를 어떠한 형태로 시행해 어느 목적
을 달성하고자 하는가?’라는 문제는 개편 방향 설정과 직결된다.

2. 직접지불제 실태

2.1. 직접지불제의 개념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시장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재정을 집행하여 농가
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방식(농림축산식품부 2013)이나 재정에서 개
별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 이전 성격의 보조를 의미한다(박동규
외 2004: 12). 따라서 직불금을 포함한 소득지지 정책은 보조금의 범주에
들어간다(김병률 외 2009: 116).22,23

21

22

23

예를 들어, 현행 직접지불제를 면적비례 지급 방식으로 설계한 것은 집행이 용
이하기도 하지만, 양정개혁 당시 규모가 큰 농가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당시와 현재까지 유효한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기조에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WTO 분류에 따르면 보조 정책은 1) 보조금, 융자 등 자금 이전 성격 보조, 2)
세금 감면 조치, 3)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일반 기반시설 제외), 4)
가격 및 소득지지로 구분된다(김병률 외 2009: 1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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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류상 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최소

허용보조(De-minimis), 생산제한 요건 직접지불(Blue Box), 허용보조
(Green Box)로 나눌 수 있다. 쌀고정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이상 생산중

립적 소득보조)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이상 환경보전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허용보조에 속한다. 쌀변동직불제, 밭농업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는 감축대상보조이다(김윤종 2013: 443).

2.2. 직접지불제별 목적과 근거 법령
우리나라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직접지불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
였고, 현재 8종류의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쌀산업발전종합대책’에서 제
시한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고자 19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다.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에

친환경직불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를 도입하였다. ‘농업‧농촌발전계획’에서도 제시한 소득안정대책의 일환으
로 2001년 논농업직불제, 2002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4년 정부는 예정된 무역협상에 대비하여 가격지지 성격을 지닌 수매

제도를 폐지하는 양정개혁을 단행했다. 양정개혁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
하고자 WTO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되는 여러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5년에
는 기존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개
편했다.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
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
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직불제
는 국고 또는 지방비로 전액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보조금의 정의에도 부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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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에 대응하여 2004년 FTA피해보전직불제, FTA폐업지원, 조
건불리지역직불제를 도입하고, 2005년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
였다. 한‧미 FTA 보완대책 일환으로 2012년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2009)는 쌀소득보전직불제(변동), 밭농업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소득보전형’(경영안정형)으로, 경영이양직불제, FTA폐업
지원을 ‘구조개선형’으로 분류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에 속한다.
현행 직불제별 목적과 근거법령은 <표 2-2>에 요약하였다. 다수 직불제
가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법령에 근거한다.
<표 2-2> 현행 직불제별 목적 및 근거법령
목적
쌀소득보전
직불제

경영
이양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근거 법령

1)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 ｢농업소득법｣ 제3조

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1)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2)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업구조
개선

-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
- ｢시행규정｣ 제4조 등

1)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2)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
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기본법｣ 제39조 제3항
- ｢삶의 질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시행규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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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목적
경관
보전
직불제

FTA
피해
보전
직불제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근거 법령
-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 ｢시행규정｣ 제5장
- ｢삶의 질 특별법｣ 제30조
- ｢기본법｣ 제44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
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

- ｢무역특별법｣ 제6조

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기본법｣ 제17조

밭농업
직불제

1)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2)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 ｢농업소득법｣ 제4조
- ｢시행규정｣ 제5장의 2

주 1) 직불제별 사업 대상자 제외 규정은 표시하지 않았음.
2) ｢농업소득법｣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무역특별법｣ 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
별법｣, ｢기본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정｣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
불제도 시행규정｣, ｢삶의 질 특별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경영체육성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득보전법｣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
한 법률｣, ｢친환경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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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2.3.1.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가. 도입배경 및 목적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2001~2004년에 시행한 논농업직불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논농업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라 가격지지를 지양하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도입되었다. 논농업직불제를 수
령하는 농가는 담수,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영농기
장 기록·관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2005년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
제를 포함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였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1)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2)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려고 시행되고 있다(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5~
2014년까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고, 2015년부터

근거 법령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나. 개편 과정
<표 2-3>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천 원/ha
연도별

진흥지역 안
지원 단가(A)

진흥지역 밖
지원 단가(B)

평균
예산단가

2005년

640

512

600

2006~2012년

746

597

700

2013년

850

680

800

2014년

970

728

900

1,076

807

1,000

2015~2016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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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이후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점차 인상되었다<표
2-3>. 변동직불제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당시 170,083원/80kg이었고, 2013

년 188,000원/80kg으로 인상24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표 2-4>.
<표 2-4> 변동직불 목표단가와 지급액, 산지가격 등
연산별

목표가격
(원/80kg)

산지
쌀값
(원/80kg)

지급
단가
(원/80kg)

ha당 지급액
(원)

농가 수
(천 호)

지급면적
(천 ha)

지급총액
(억 원)

2005년산

170,083

140,028

15,710

958,310

984

940

9,007

2006년산

170,083

147,715

7,537

459,757

1,000

951

4,371

2007년산

170,083

150,810

4,907

299,327

1,016

932

2,791

2008년산

170,083

162,307

-

-

1,025

920

-

2009년산

170,083

142,360

12,028

733,708

815

809

5,945

2010년산

170,083

138,231

15,588

950,868

781

789

7,501

2011년산

170,083

166,308

-

-

740

754

-

2012년산

170,083

173,779

-

-

719

747

-

2013년산

188,000

174,707

-

-

697

735

-

2014년산

188,000

166,198

4,226

266,238

669

729

1,94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4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은 정해진 산식에 의하여 도출하는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된다. 이 산식은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제시되어 있다.
- 비교연도: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
- 기준연도: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
- 절단평균: 직전 5개 연도 수확기 쌀값에서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 변경목표가격 

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 값 변경 목표가격산출
×
직전 목표가격
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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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대상 및 조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전제로 지급한다.25 다른 작물로 전환하

거나 휴경해도 지급받을 수 있다.26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에
더해 ‘논에 물을 가두어 생산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농림사업시행지침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 논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
상 농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
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이다. 2008년까지는 논 0.1ha 이상을 경

작하는 주체 모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9년부터
는 기수령자 이외의 신규진입자에 대한 조건을 강화했다.27 2015년부터는
신규진입자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었다.28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면적제한은 2005년 도입 당시에 없었으나 2009
년에 농업인은 30ha, 농업회사법인은 50ha의 상한이 도입되었다. 2015년부
터는 들녘경영체에 한해 직접지불제 대상면적 상한을 400ha로 확대하였다
<표 2-5>.

25

26

27

28

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이웃농지와의 구분이 가능
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농림사업시행지침서).
원칙적으로 휴경면적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하나, 2009년부터는 논 경작 면
적이 0.1ha일 때만 휴경을 해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 1ha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농림사업시행지침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
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농림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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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 면적 상한
단위: ha
연도

농업인
하한

상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하한
상한

2005~2008년

0.1

0.1

-

2009~2014년

0.1

30

0.1

50

2015~2016년

0.1

30

0.1

50

공동영농조직(들녘경영체)
하한
상한
-

-

-

0.1

400

주: 2008년까지는 실경작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2009년부터는 논농업에 실제로 이용되는 실경작면적이
0.1ha 이상이어야 직불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라. 직불금 단가

재배품목 및 쌀값과 관계없이 농지 형상을 유지하면 해당 농지의 경작자
에게 당해연도 12월에 쌀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29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 농지를 구분
하여 농업진흥지역 단가를 우대할 수 있다.30
쌀변동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농가에 지급
되며, 산지가격에 따라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으면 쌀고정직불금만 지급되고 쌀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목표가격에서 산지가격을 차감한 값의
85%에서 쌀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쌀변동직불금으로 받는다<그림
2-1>. 쌀변동직불제가 발동하면 쌀변동직불금을 다음해 3월에 지급한다.

29
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2016년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단가는 1,076,416원/ha이고, 이 외에서는 807,312
원/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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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수령액 산정 방식

경
영
비

고정
지불

판
매
가
격

3

고정지불 산정

당
년
도
판
매
가
격

고정
지불

지불금액

7

고정
지불

표준적인
판매가격
과(거 년평균 )

표준적인
생산비
과(거 년평균 )

가
족
노
동
비
(8할)

변동
지불

지불금액

목표
가격

당
년
도
판
매
가
격

당년도 지불금액

자료: 김태곤･채광석･허주녕(2010: 10).

마. 예산 현황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현행 직불제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크다. 2016년
예산은 1조 5,432억 원(고정직불 8,240억 원, 변동직불 7,192억 원)으로 전
체 직불제 예산 중 73.1%를 차지한다.
직접지불금 총예산은 당해연도 산지 쌀값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그림
2-2>. 2008, 2011, 2012, 2013년에 생산된 쌀은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아

쌀변동직불제가 발동되지 않은 반면, 2005년과 2009년산 쌀은 약 95만 원
/ha이, 2015년산 쌀은 약 100만 원/ha이 쌀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되었다.

쌀고정직불금 예산은 2005년에서 2014년까지 6,000억~7,100억 원 범주
에서 머물다가 2015년부터 8천억 원대로 늘어났다. 쌀고정직불금 단가 인
상이 예산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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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쌀소득보전직불금 예산 추이(2005~2016)

주: 고정직불금은 당해년에 즉시 지급되는 반면, 변동직불금은 이듬해에 지급됨. 따라서 변동직불제의 예산액은
전년도에 생산된 쌀에 대한 예산임.
자료: e-나라지표(http://index.go.kr); 농림축산식품부.

2.3.2 밭농업직접지불제
가. 도입배경 및 목적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FTA에 따른 시장개방 때문에 발생하는 농가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대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을 도모하고 주요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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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편 과정

밭농업직불제는 1) 지목상 ‘밭(田)’에서 재배한 밭작물 대상 직불금, 2)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토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3) 동계 이모작 직불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목상 ‘밭’인 토지에서 재배하는 19개 밭작물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가
2012년 도입되었다. 2013년 밭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이 26개로 확대되었다.
2014년 논에서 재배하는 동계 이모작 직불금이 도입되었다. 2015년 밭농

업직불제 지급 토지31가 지정되며 밭고정직불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2016
년에는 지목상 ‘밭’인 토지에서 재배된 26개 작물 대상 직불금이 폐지되었
다. 3가지 밭농업직불제도의 도입 시기와 대상 작물, 단가 변동은 <표
2-6>에 요약하였다.
<표 2-6> 밭직불제 대상 토지, 대상품목과 단가 인상 추이
단위: 만 원/ha
대상
토지
대상
작물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목상 ‘밭’1)
19개 밭작물5)
40
40
40
9)

40
-

7개 밭작물6)
40
40
409)
-

나머지
밭작물
25
10)

40

밭직불 등록토지2)
(밭고정직불금3))
시설재배작
물7)
25
40

쌀직불금수령 토지4)
휴경
25
40

동계 이모작8)
40
50
50

주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해당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
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임.
2) 밭고정직불제 대상토지로 2015년에 처음 지정됨.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함)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
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가 대상임.
3) 밭고정직불금은 지목이나 재배 품목, 재배량과는 상관없이 토지의 넓이에 비례하여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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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가 대상이다.

30 직접지불제 운영 실태와 쟁점

4)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쌀직불금 등록토지 이외에도 이후에 조성된 소수의 간척지를 포함함.
5)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임.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
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임.
6) 동계작물은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임.
하계작물은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임.
7)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 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
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8)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
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를 포함함.
9) 지목상 전이면서 밭직불등록토지이면 수령하는 밭직불금은 40만 원/ha임.
10) 모든 밭작물의 단가가 40만 원/ha로 조정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다. 지급대상 및 조건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3가지 밭직불제는 각각 지급대상 토지와 지급조건이 다르다. 지목상 ‘밭’

에서 재배한 밭작물 대상 직불금은 1) 지목이 ‘밭’인 토지에서 2) 지정된
밭작물32을 재배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동계 이모작 직불금은 1) 논농업고
정직불금 지급대상 토지33에서 2) 논 휴경기에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해
야 지급받을 수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1) 밭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
지34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2) 휴경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가경영체의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면적 상한은 2014년까지 논 농지
보유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받았다<표 2-7>. 2015년 쌀직불제 대상농지

32
33

34

19개 밭작물(2012년), 2013년 이후 26개 밭작물을 대상으로 했다.
논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 토지 이외에도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를 포함한다.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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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면적이 5ha 이상이면 밭직불금 지급면적이 제한되던 기존의 규정을
바꿔 쌀직불금 등록토지의 면적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밭직불제 대상 토
지를 4ha까지 등록할 수 있게 했다<표 2-7>.
<표 2-7> 연도별 밭농업직불제 대상 토지 면적 상한
단위: ha
연도

구분

밭직불상한

농업법인

이모작상한

밭직불상한

이모작상한

들녘
경영체

0~5ha 미만

4

30

10

50

-

5~8ha 미만

3

30

10

50

-

8ha 이상

2

30

10

50

-

2015

4

30

10

50

-

2016

4

30

10

50

400

논 농지
2014

농업인

보유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라. 직불금 단가

밭농업직불제 종류에 따라 직불금 단가도 다르다. 지목상 ‘밭’에서 재배
한 밭작물 대상 직불금 단가는 40만 원/ha이다.35 동계 이모작 직불금은
2014년 40만 원/ha가 지급되었고, 2015년부터 50만 원/ha가 지급된다. 밭

고정직불금은 2015년 25만 원/ha, 2016년 40만 원/ha가 지급되었다. 2017
년부터 밭직불제는 4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40만 원/ha에서 매년 5
만 원/ha씩 인상해 2020년에는 60만 원/ha까지 인상될 예정이다.36

35
36

이 항목은 2016년 폐지되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2015년 11월 30일 가결되며 여야정협의체는 2017년 이후
밭직불제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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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산 현황
2012년 밭농업직불제 예산 규모는 624억 원이었다. 홍보 부족, 신청 저

조 등으로 성과가 미흡했고, 주요 밭작물인 양파·마늘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3년부터는 지급대상
을 26개로 확대하여 예산 지출도 726억 원으로 증액했다.
2014년에는 논에 심는 밭작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논의 이모작 작물37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표 2-7>. 대상 토지가 논까
지 확대되면서 2014년 밭직불금 예산도 1,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5%
늘어났다.
2015년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이 시작되고 동계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

가 40만 원/ha에서 50만 원/ha로 인상되어 예산액이 1,929억 원으로 전년
도보다 약 620억 원 늘었다.
2016년에는 밭고정직불금 단가가 40만 원/ha로 인상되어 2,118억 원이

밭농업직불금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2016년 이후 단가가 인상되면 밭농업
직불제에 할당되는 예산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3.3 친환경농업직불제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과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
전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처음 도입되었다.

37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
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
무, 감자, 고구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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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편 과정

친환경직불제는 크게 1) 전체 항목 단가를 인상(2012년)하고, 2) 직불금
을 3년까지 수령하도록 허용했던 제한을 유기농업에 한해 5년으로 늘리고
(2012년), 3) 유기농 논‧밭의 친환경직불금 수령 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였으며(2015년 유기지속직불 도입), 4) 밭작물직불금과 친환경직불
금을 중복수령을 허용38(2015년)하는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친환경정
책39에 따라 제도를 수정해 왔다<표 2-8>.
<표 2-8>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 추이
단위: 만 원/ha
토지구분
친환경구분

논
유기2)

무농약

밭
저농약3)

유기2)

무농약

유기지속직불1)
저농약3)

논

밭

2006

39.2

30.7

21.7

79.4

67.4

52.4

-

-

2007

39.2

30.7

21.7

79.4

67.4

52.4

-

-

2008

39.2

30.7

21.7

79.4

67.4

52.4

-

-

2009

39.2

30.7

21.7

79.4

67.4

52.4

-

-

2010

39.2

30.7

21.7

79.4

67.4

52.4

-

-

2011

39.2

30.7

21.7

79.4

67.4

52.4

-

-

2012

60

40

21.7

120

100

52.4

-

-

2013

60

40

21.7

120

100

52.4

-

-

2014

60

40

21.7

120

100

52.4

-

-

2015

60

40

21.7

120

100

52.4

30

60

2016

60

40

-

120

100

-

30

60

주 1) 유기지속직물은 유기농업의 친환경직불제 지급 기한 5년을 넘긴 후에도 3년 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
도록 한 항목임.
2) 전환기유기는 유기농업에 포함됨.
3) 친환경 저농약인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림사업시행지침서.

38

39

이 밖에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직접지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강마야 외 2014).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16년부터 인증제를 폐
지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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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대상 및 조건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40을 받은 농업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및 법인을 대상으
로 지급된다. 유기농산물은 최대 8회, 무농약농산물은 3회까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라. 직불금 단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인증 단계(저농약, 무농약, 유기)와 논, 밭 여
부에 따라 다른 단가가 적용된다<표 2-8>.
마. 예산 현황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은 2015년 기준 508억 1천만 원으로 전체 직불금
예산액의 2.8%에 불과하다.

2.3.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한‧칠레 FTA 보완대책으로 2004년 도입된 ‘공익
형’ 직접지불제 중 하나이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
역에 지원하여 소득진작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1) 조건불리지역을 정의·분류하는 기

40

저농약인증은 2016년 폐지되어 친환경인증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서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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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2) 대상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급단가, 3)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행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나. 지급대상 및 조건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마을에 있는
농지(｢농지법｣ 제2조) 및 초지(｢초지법｣ 제5조)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에 등록하거나 2003~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관리된 토지로 한정된다.
조건불리지역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정의되
는데, 경지율이 22% 이하인 읍·면 지역,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 면
적을 50% 이상 포함하는 법정리와 제주도를 포함한 법정리로 정의되며, 동
지역을 제외한다. 조건불리지역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
지 또는 초지를 0.1ha 이상 이용 및 관리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위의 조건 외에도 이행조건을 수행해
야 한다. 이행조건은 1) 농지관리의무41, 2) 마을공동기금 조성의무42, 3)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선택사항)이다.
다. 직불금 단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지정 농지에 대해 50만 원/ha, 지정초지에 대해 25
만 원/ha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43 쌀소득보전직불금이나 밭농업직
불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수령한 직불금의 일부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41

42

43

경작의무 또는 연 1회 이상 경운 및 제초를 실시하여 밭 기능을 유지하거나 휴경을
하려면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직불금 수령액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마을공동기금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에 따른 사업
을 추진하는 데 활용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밭 4ha, 초지 30ha이고, 농업법인은 밭 10ha, 초지 5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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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 현황

조건불리지역지불제 예산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직불제 예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1%(395억 1천만 원)에 그쳤다.

2.3.5 경관보전직불제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2005년 도입된 ‘공익형’ 직접지불제 중 하나이다.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
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급대상 및 조건

경관보전직불제는 1)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2) 사업대상자 및 대상작물
선정, 3) 이행 여부 점검 및 성과목표 및 지표 도출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관
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과 농민은 마을경관 협약을 체결
해야 한다. 마을에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마을경관보전활
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마을경
관보전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다.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되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에는 마을 내 경관자원보유현황, 경관작물식재
계획44,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 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등을 명시
하는데, 직접지불금 수령이 확정되면 사업신청서의 경관작물식재계획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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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불제 대상작물과 대상 토지가 된다. 지급받은 경관작물직불금을 바탕
으로 위원회는 경관보전활동을 하며, 사업 이행 여부는 사업신청서를 바탕
으로 점검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이행 여부는 작물재배관리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별도로 점검한다. 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후자는 지자체에서
점검한다. 성과지표로 방문객 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라. 직불금 단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단가는 경관작물을 재배할 때 170만 원/ha, 준경관
작물을 재배하면 100만 원/ha이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경관보전비
명목으로 15만 원/ha을 지급받는다.
마. 예산 현황
2013~2015년 경관보전직불제 평균 예산은 약 140억 원이었다. 농림축산

식품부 직불제 전체 예산에서 0.8~1.3%를 차지한다. 경관보전직불금은 국
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4

경관작물 명칭, 식재면적, 식재시기가 모두 포함되어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경관작물의 종류와 식재면적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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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경영이양직불제
가. 도입배경 및 목적

경영이양직불제는 ‘구조개선형’ 직불제45로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와 생
활 안정을 도모하려고 1997년 도입되었다.
나. 개편 과정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연령은 고령에 대한 기준이 변하면서 함께 달라졌
다. 2006~2008년에는 63~69세 농업인이 대상이었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대상 연령을 65~74세로 바꾸었다.
다. 지급대상 및 조건

경영이양직불금은 고령농이 타인에게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조건
으로 지급된다. 고령농은 65~74세인 농업인 중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정의한다(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16).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라. 직불금 단가
2009년 이전에는 매도에 대한 직불금 단가와 임대에 대한 직불금 단가

가 달랐으나, 2009년부터 연간 300만 원/ha으로 통일되었다.

45

경영이양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전·답·과수원)를 한국농어촌공사, 64
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 50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에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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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산 현황

경영이양직불제 예산 규모는 2015년 기준 590억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의 직불금 전체 예산에서 3.2%를 차지한다.

2.3.7 FTA피해보전직불제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FTA피해보전직불제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 경제 동반

자협력(CEPA)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생기는 피해를 보전하고자
2004년에 도입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자유

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가
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한다.
나. 개편 과정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기타 개편내용은 <표 2-9>에 요약했다. 2004

년 도입 당시와 비교해서 발동기준이 완화되었고, 보전비율은 올라갔으며
대상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지급한도를 지정하여 대형 농가에 직
불금 지급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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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편
도입 초기
(2004)

2007년 대책
(2007. 11.)

종합대책
(2011. 8.)

추가보완대책
(2012. 1.)

80% 이하

85% 이하

90% 이하

기준가격

국내가격1)의

(발동기준)

80% 이하

보전비율

차액의 80%

차액의 85%

차액의 90%2)

보전 기준

가격

조수익

가격

지급한도

대상품목

법인: 5,000만 원

-

개인: 3,500만 원

사전지정

사후지정

(키위, 시설포도)

(모든 품목)

시행기간

2004~2010년

7년

한·EU FTA 발효 후 10년

(2017.12.31.까지)

(2011.7.1.~2021.6.30.)

주 1) 국내가격은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임.
2) 2016년부터 보전비율 인상안(90% → 95%)이 입법예고 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273) 재인용.

다. 지급대상 및 조건
FTA피해보전직불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어업인 등(｢세계무역기구협
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게 지급한다.
FTA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 가격 요건, 2) 총수입량

요건, 3)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해당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
금을 지급한다.
첫째, 가격 요건은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46로
하락하면 충족된다. 둘째, 총수입량 요건은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

46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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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총수입량보다 많
으면 발동된다. 마지막으로 수입량 요건은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
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47보다 많아지면 충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
도 상황을 조사하여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짓고 고시
한 후 지급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직불금을 지급한다.
라. 직불금 단가
FTA피해보전직불제 지급 금액은 부문별 산출 공식을 써서 도출한다<표
2-10>. 직접지불금 수령액은 생산면적과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에 지

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다. 지급단가는 가격 하락분의 보전비율을 반
영하는 부분으로,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90%(보전 비율)를 지급단가로 결정한다.48 가격 하락 폭이 더 클수록 지급

단가도 커진다. 조정계수는 WTO에서 규정하는 국내 농어업보조금 지급 한
도와 가격 하락분 중에서 실제로 FTA가 초래한 가격 하락분을 반영한다.

47

48

기준수입량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로 계산한다.
수입피해발동계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시행규칙에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수입피해발동계수는 시장점유율
(= 수입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수출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할 것을 예고하였다(농림축
산식품부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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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농업부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공식
- 직접지불금 수령액 =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지급단가: [기준가격1] –해당연도 평균가격] × 0.92)
- 조정계수 =

지급가능보조액
×수입기여율
지급신청총액

- 수입기여율: ‘두 시점 간 해당 농산물의 실제 가격하락률’ 대비 ‘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초래한 가격하락률’로
‘FTA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계측한다.
주 1) 기준가격은 발동기준이 되는 가격과 같음. 기준가격은 해당품목의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의 90%(2012년 개정된 기준)로 정의함.
2) 보전비율은 2004년 도입 당시에는 80%였고, 2007년 85%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11년 이후로
90%가 적용되고 있음. 2016년 보전비율 인상(90%→95%)이 예고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271-274) 재구성.

마. 예산 현황
FTA피해보전직불제는 3가지 발동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예산을 지급

하기 때문에 예산 불용이 많다. 2008~2012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예산은
2,500억 원에 달했으나 이 기간에는 직불제가 발동되지 않아 실적은 없다.

하지만 그 이후 2013년부터는 261억 원(2013년), 403억 원(2014년), 495억
원(2015년)이 지급되었다<표 2-11>.
<표 2-12> FTA피해보전 대책 예산 및 실적 현황
단위: 억 원, %
2008~2012
예산
FTA피해
보전직불금

2,500

2013

실적

예산
0

600

2014

실적
261

예산
605

실적

2015
집행률

4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282). 재인용.

66.7

예산
882

실적
495

집행률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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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접지불제 운영 실적과 문제점
2.4.1. 직접지불제 예산 현황
우리나라 직불제 예산은 2001년 2,221억 원에서 2006년 1조 6,900억 원,
2016년 2조 1,199억 원으로 늘어났다<그림 2-3>, <표 2-12>. 몇 가지 특징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3> 농림축산식품 전체 예산 및 직불제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일반지출과 기금을 포함했고, 외청 예산을 포함하지 않음.
2) 수산 부문 예산과 수산발전기금은 제외하였음.
3) 직불금 예산은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 변동(기금)),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
불제, 경관보전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폐업지원제를 포함함.
자료: e-나라지표(http://index.go.kr);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첫째, 변동직불금이 발동한 해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그림 2-4>.
2005~2007년, 2009~2010년, 2014~2015년 변동직불금 평균 예산은 약
7,159억 원으로 발동하지 않은 기간 평균 예산 625억 원을 크게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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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제 발동 여부에 따라 농업 부문 예산 대비 직불제 예산 비중 변화도
두드러진다.
둘째, ‘공익형’ 직불제 예산 규모가 ‘소득보전형’ 직불제보다 큰 연도가
많았다<그림 2-4>. 쌀고정직불제를 ‘공익형’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쌀고
정직불제를 제외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전체 직불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2015년 동안 평균 5.7%에 불과해, ‘구조개선형’ 직불제(평균
7.5%)보다도 비중이 낮았다.
<그림 2-4> 직불제 성격별 예산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주: 예산액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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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직접지불제 도입 경과 및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합계

2016년 예산
국고

소득보전형49

7,192.9

7,192.9

-

소득보전형

2,118.3

2,118.3

-

FTA피해보전직불제(2004)

소득보전형

1,004.8

1,004.8

-

경영이양직불제(1997)

구조개선형

573.4

573.4

-

FTA폐업지원(2004)

구조개선형

1,027.2

1,027.2

-

공익형

8,160.0

8,160.0

종류(도입연도)
쌀소득보전직불제(변동, 2005)
밭농업직불제(2012)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 2005)

유형

지방비

친환경농업직불제(1999)

공익형

436.5

436.5

-

조건불리지역직불제(2004)

공익형

491.7

395.1

96.6

경관보전직불제(2005)

공익형

합계

-

193.7

135.9

57.8

21,198.5

21,044.1

154.4

주 1) FTA폐업지원은 2014년, FTA피해보전직불은 2014년 축산 기준임.
2) 예산액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4.2. 우리나라와 외국 직접지불제 현황 비교
가. 외국의 직접지불제 도입 및 개편 경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 직불제를 도입했
고, 왜 직불제를 개편해 왔는지를 살피고, 최근에는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
고 있는지를 검토하면 향후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일본, 미국, 스위스의 경험을 간략하게 요약하
였다<그림 2-5~2-8>.50

49

50

원자료에서는 ‘소득안정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소득보전형’
으로 통칭한다.
상세한 내용은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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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유럽연합의 농정 개혁 및 직불제 도입‧변천 경과

자료: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13).

<그림 2-6> 일본의 농정 개혁 및 직불제 도입‧변천 경과

자료: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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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미국의 농정 개혁 및 직불제 도입‧변천 경과

자료: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41).

<그림 2-8> 스위스의 농정 개혁 및 직불제 도입‧변천 경과

자료: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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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온 국가와 한국 모두 직불제 도입 이전 시장개방
압력 확대 등 비슷한 여건 변화를 경험했다. 시장개방 외에도 집약화와 규
모화를 실시한 결과 심화된 문제점(생산과잉, 재정부담 증가, 환경 문제
등)을 경험한 점도 비슷하다(유찬희‧김종인‧박지연 2016: 64).
한국과 직불제 시행국가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 EU는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반면, 스위스와
일본은 대표적인 수입국이다. 위의 국가들은 1) 직불제가 당초 의도와 달
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2) 사회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여러 차례 대대적으로 직불제를 개편하였다51. 한국에서도 직불제를 개편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유
찬희‧김종인‧박지연 2016: 64-65).
나. 예산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인 한국, 일본, EU, 스위스, 미국의 농
업 예산과 직불금 예산 규모 등을 비교하였다<표 2-14>.52 국가 전체 예산은
자료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OECD 통계(OECD.STAT) 자료 중 정부 총
지출(total government expenditure)을 이용하였다. 단, 유럽연합 예산은
OECD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어 유럽연합 재정보고서(EU Financial Report)를

활용하였다. 농업 예산은 연방 또는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예산만
을 포함하였다. 농가 수, 농가소득, 농업소득은 국가별 행정기관 자료를 이
용하였다. 국가별로 직접지불제 범위는 <표 2-13>과 같다.

51

52

이 점에서 EU의 경험을 주목할 만하다. 상세한 논의는 이명헌(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비교 기간이 2012~2014년이기 때문에 EU에 영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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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우리나라와 직불제 시행 국가 직불제 비교
국가
한국

주요 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 변동),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FTA폐업지원
경영안정형 직불제(밭작물직불제(게다),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나라시), 수입감소영향완화 이행

일본

원활화대책, 쌀직불제(고정, 변동), 재생이용직불제, 규모확대가산직불제, 녹지윤작가산직불제),
논활용직불제, 일본형 직불제(자원향상직불제, 농지유지직불제, 환경보전형농업직불제, 중산간
지역등직불제)

유럽연합

스위스

단일직불제(SPS), 단일면적직불제(SAPS),53 설탕지불제(separate sugar payment), 과일 및 채소
지불제(separate F&V payment), 연계직접지불(specific support-Article 68), 기타 직불제
일반직불제, 생태직불제(2014년부터 7개 프로그램으로 재편)
고정직불, 소득손실보전직불제(CCP), 수입보전직접직불제(ACRE), 융자부족불제(LDP/MLG), Certificate

미국

Exchange Gains, Milk Income Loss Payments, Dairy Margin Protection Program, Tobacco
Transition Payment Program, Conservation,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Supplemental and
ad hoc Disaster Assistance, 기타 프로그램

국가별로 농가소득, 농업소득 개념과 산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
다.54 우리나라에서는 직불금이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이전소득),
미국, EU, 스위스, 일본에서는 직불금이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
리나라 기준에 맞추어 해당 국가의 농업소득에서 직불금을 차감한 뒤 농업
소득 중 직불금 비중을 비교하였다.
모든 대상국가의 자료를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연도는 2013년 기준
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직불금 예산 규모나 호당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주요 직불제 시행 국가에 비해 낮다<표 2-14>.55

53
54
55

2007년 유럽연합 확대(EU enlargement) 기준 신규 회원국에 적용한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정리하였다.
추가 논의는 <부록 2>와 <부록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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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국가별 직불제 예산 등 비교(2012~2014)
국가

한국

일본

EU

단위

2012

2013

2014

국가 전체 예산

조 원

323

338

348

농림 예산(본청+기금)

억 원

136,778

140,431

143,681

직접지불금

억원

10,016

10,511

12,924

농림 예산 대비 비중

%

7.3

7.5

9.0

농가 수

천 호

1,151

1,142

1,121

농가소득

천 원

31,031

34,524

34,950

농업소득

천 원

9,127

10,035

10,303

호당 직불금

천 원

870

920

1,153

직불금/농가소득

%

2.8

2.7

3.3

직불금/농업소득

%

9.5

9.2

11.2

국가 전체 예산

억 엔

913,446

939,003

924,409

농림 예산

억엔

21,727

22,976

23,267

직접지불금

억엔

10,623

7,778

7,536

농림 예산 대비 비중

%

48.9

33.9

32.4

농가 수(가족경영체)

천 호

1,532.7

1,482.4

1,439.1

농가소득(가족경영체)

천 엔

4,762

4,727

4,562

농업소득(가족경영체)

천 엔

1,347

1,321

1,186

호당 직불금

천 엔

693

525

524

직불금/농가소득

%

14.6

11.1

11.5

직불금/농업소득(직불금 제외)

%

51.5

39.7

44.2

국가 전체 예산

백만 유로

148,049

152,502

121,435

농림

EAGF

백만 유로

43,969.6

43,654.7

43,778.1

예산

EAFRD

백만 유로

14,617.0

14,817.0

5,299.0

직접지불금

백만 유로

40,510.7

40,931.9

41,447.3

농림 예산 대비 비중

%

69.1

70.0

84.5

농가 수

천 호

-

농가소득

유로

농업소득
호당 직불금
직불금/농가소득
직불금/농업소득(직불금 제외)

10,841.0

-

38,547

37,025

-

유로

19,609

17,903

-

유로

-

3775.7

-

%

-

10.2

-

%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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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가

스위스

미국

단위
국가 전체 예산
농림 예산
직접지불금
농림 예산 대비 비중
농가 수
농가소득
농업소득
호당 직불금
직불금/농가소득

백만 CHC
백만 CHC
백만 CHC
%
천 호
CHC
CHC
CHC
%

직불금/농업소득

%

국가 전체 예산
농림 예산
SNAP
농림 예산(SNAP 제외)
직접지불금
농림 예산(SNAP 제외) 대비 비중
농가 수
농가소득
농업소득
호당 직불금
직불금/농가소득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십억 달러
%
천 호
달러
달러
달러
%

직불금/농업소득(직불금 제외)

%

2012

2013

2014

65,786
3,711
2,791
75.2
46.0
82,736
55,965
60,666
73.3

67,313
3,706
2,798
75.5
45.0
88,513
61,386
62,232
70.3

67,521
3,693
2,774
75.1
43.8
94,119
67,806
63,339
67.3

108.4

101.4

93.4

4,029.9
140.0
80.4
59.6
10.6
17.8
2,043
111,524
25,038
5,204.4
4.7

3,953.1
156.0
84.1
71.9
11.0
15.3
2,045
121,120
30,639
5,379.9
4.4

3,907.0
149.0
88.8
60.2
9.8
16.2
2,053
134,165
31,025
4,757.3
3.5

26.2

21.3

18.1

주 1) 빈칸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EU 예산은 집행위원회 안과 의회 안 중 집행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하였음.
3) 일본의 '가족경영체'는 농업생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연간 30만 엔 이상) 중 가구원이
농업경영을 하는 경영체로, 개별 법인경영체를 포함함.
4) 2015년 일본 정부 전체 예산총액은 OECD 자료가 없어 재무성 자료를 사용하였음.
5) 일본의 농업소득에는 직불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직불금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직불금/농업
소득)이 과소계상 될 수 있음.
자료 1) 공통: OECD STAT.
2) 한국: 통계청;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e-나라지표(http://index.go.kr).
3) 일본: 재무성. 予算書・決算書データベース; 농림수산성(www.maff.go.jp/j/budget).
4) EU: EU Commission(각 연도). EU Financial Report; EUROSTAT; EU FADN.
5) 스위스: 연방통계청(http://www.bfs.admin.ch/bfs/portal/en/index.html).
6) 미국: 농무부(각 연도).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USDA ERS.
Principal Farm Operator Househol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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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지불제 관련 주요 쟁점

직접지불제 도입 이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
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지불제가 안고 있는 개선 과제를 개별적으로 접근
하지 않고, 유사한 부류로 구분하였다. 쟁점별로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
진 논의는 추가로 다루지 않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중점
적으로 분석‧논의하고자 한다.

3.1. 쟁점 1: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유효성
‘소득보전형’ 직불제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과연 (직불제를

통해서) 소득보전을 계속해 주어야 하는가?’이다.
소득보전에 반대하는 입장의 대표적인 논리는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를 부분적으로 흡수(변동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하면 오히려 경쟁력 향상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사

공용 2007a).56 1990년대 구조농정의 핵심 배경이자 논리였던 ‘일정 수준
의 개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 투
자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직불제로 소득 보전을 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주요 논거였다(오내원 외 2002: 22).
그러나 양정개혁 같은 정책 전환은 전환 전에 사회적 비효율이 생겼을
것을 인지하고 바로잡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과거 정책에 맞추어 적응해
온 이해관계자가 급작스런 여건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
전하는 것 역시 이론적 정당성을 갖는다(이정환‧조영득 2013).57 그럼에도
56

57

이러한 주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추구한 최근 농정 기조를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013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유럽
연합 의회가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사공용(2007a)도 “개방체제하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농산물가격지지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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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초 소득보전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는
되짚어 봐야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적응 정도에 상응하여 소득보전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변화하는 여건과 농정 속에서 직불제 위치
재정립과도 맞닿아 있다.
‘소득보전형’ 직불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기본 요건58 외에 몇 가지 지급 요건59만 만족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
다. 일반적인 영농활동을 하면 대부분 지급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농가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
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큰 쟁점은 대다수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보전형’ 직
불금이 그 목적대로 농가소득 안정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로 좁
힐 수 있다(김관수·안동환·민선형 2014; 서종석 외 2014; 김한호 외 2014;
이용기 2007a; 이용기 2007b; 이명헌 2005; AGROSYNERGIE 2011;
Gocht et al. 2013)<표 2-2>.

58

59

어렵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서 직접지불
제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논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
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지원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자격 요건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쌀소득보전직불지불제 사업) pp.
1~8을 참고하기 바란다.
고정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농지의 형상 및 기
능 유지)에 따라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2) 이웃 농
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 3)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
이 없도록 잡초 제거, 4) 농지 주변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하면 받을 수
있다. 변동직불금은 위의 조건에 더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0조(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5)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에 따른 농약 사용, 6)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
장하는 시비량 기준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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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을 둘러싼 논의 중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직불제를
도입‧시행하면서 농가소득을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 설계상 당연
하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반면, 추가로 논의할 세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직불제의 농가·농업 소득 증대 효과를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 둘째, 개별
직불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안정’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직불제가 의
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3.2. 쟁점 2: 직불제를 실시하면서 의도치 않게 유발한 영향
이 쟁점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생산중립성(decoupling)
이다.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면 1) 생산 증가 유인 때문에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2) 시장 가격이 불안정해지며, 3) WTO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
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서세욱 2008; 안병일 2015; 김윤종 2013; 김
윤식 2006; 사공용 2007b; 이용기 2005; Goodwin and Mishra 2006;
Sumner 2000).60 쌀변동직불제가 생산연계성을 가진다는 점에는 상당 부

분 동의가 이루어졌다. 직불제가 부재지주나 임차료 인상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 역시 확실하다. 그러나 생산연계성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직불금이 부재지주에게 귀속되어 실경작자 소득보전 효과가 제약되거나,
농지 가치(가격)에 반영되어 농지 유동화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다(김관
수·안동환·민선형 2014; 김관수·안동환·이태호 2007). 이러한 비판은 비교
적 자주 거론되었지만, 직불제가 규모화(구조조정)에 미친 또는 미칠 수 있

60

엄밀하게 보면 WTO에서 정의하는 무역왜곡보조총량(Overall Trade-Distorting
Support: OTDS) 또는 국내보조총량(Aggregate Measure of Support: AMS)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현행 WTO 규정상 AMS 한도(한국은 2016년
현재 1조 4,90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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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김관수‧안동환
(2006a; 2006b)은 직불금 중 약 16%가 지주에게 귀속된다고 추정하였다.

후속 연구인 김관수‧안동환‧이태호(2007)는 직접지불제 시행이 임차 수요
에 미치는 영향을 1) 쌀 가격 변화가 농가 임차 면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
향(직접효과)과 2) 쌀 가격 변화가 임차료 변화에 영향을 주고 다시 농가 임
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간접효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직불금이
커질수록 임차료가 올라(직불금이 지주에게 귀속) 간접효과 비중이 낮아진
다고 주장했다. 직접지불제의 소득보상효과 때문에 임차 수요가 증가하여
농가의 토지 집적이 어려워져서 규모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61
오내원·채광석·이명헌(2008: 27-36)은 1) 임대차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상당하고, 2) 경지 규모별 ‘잉여’ 크기가 임대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
을 준다면 직불제 지급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제가 되는 두 가지 가정(특히 후자)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지불
제를 실시해도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결론지
었다.

3.3. 쟁점 3: 직불제의 구조조정 효과 저해 가능성
앞선 쟁점들이 주로 직불제 ‘내부’에 관한 것이라면, 직불제 ‘외부’에서
직불제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인 주장이 직불제가 ‘한계농가’를
잔존시켜 구조화 정책(특히 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사공
용 2007b; 이태호 2009; 김정호 2004; 김형성‧황성원 2009). 반면, 김병택‧
김정호(2005) 등의 연구는 쌀 농업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한계를 비판했다.
이 쟁점은 아직 실증 분석이 부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1

3ha 이상 농가가 겪는 규모화 역행 효과 중 98% 정도를 직접효과가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김관수‧안동환‧이태호 2007: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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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쟁점 4:‘다원적 기능’과‘공익형’직불제의 유효성
‘공익형’ 직불제를 둘러싼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예산이

불충분하다. 둘째, 제도 설계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오내원 외(2002), 김태곤·채광석·허주녕(2010) 등은 ‘공익형’ 직불제 예
산 규모 자체가 작고, 제도 설계 등이 상세하지 않아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

과정에서

의무이행사항

(cross-compliance)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강마야‧이관률‧허남혁 2014; 김한

호 외 2014)는 점도 문제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 부문이 ‘다원적 기능’을 공급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다룬 연구나, 더 나아가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주요 근거 중 하
나인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62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 비중이 작다는 비판은 오랜 기간 이어졌기 때

문에 이 연구에서는 쟁점화하지 않았다. 의무이행사항 규정이 충분히 기능
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견이 없다. 반면, ‘다원적 기능’이란 무엇인지, 이
를 직불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3.5. 쟁점 5: 직불제 제도 설계
직불제 간 또는 직불제와 다른 정책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영역이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오랜 기간 제기되었다(서세욱 2008;
강마야‧이관률‧허남혁 2014 등). 예를 들어, 밭농업직불제와 FTA피해보전
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간의 관계 등 직불제 내부적으로 상충 또는 중복
되는 영역이 혼재하고 있다(박준기 외 2015: 58-59).
직불제의 포지셔닝 문제는 법적 근거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직접지

62

비교적 최근 연구는 이재옥(1999), 오세익·김수석·강창용(2001), 김태연(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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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제 목적이 2개 이상이거나 중첩되기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미흡하다. 개별 직불제의 근거 법령과 정책 대상도 다양하다. 제도 목적과
유형 분류가 부합하지 않고, 직불제별로 1~4개의 근거 법령을 가지고 있어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강마야‧이관률‧허남혁 2014).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농가소득보전(지원) 정책과 농업구조조정(개
선) 정책의 사이에서 정책이 성숙하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관성을 유
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여건 혹은 여론에 밀려 유동을 반복하였다는 것”
(김형성‧황성원 2009)이 원인일 수 있다.63

직불제 제도 설계 자체가 그동안 누적된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 설계를 전반적으
로 검토해야 한다.

3.6. 쟁점 6: 직불제 운영 방식의 효율성과 제약성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부
분이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집중되어 있다(서세욱 2008; 김한호 외 2014; 이
정환·김명환·표유리 2015). 이 결과 쌀에 편중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다른 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기 어려웠다. 품목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
로 제기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첫째, 현행 면적비례 지불 방식 때문에 소득재분배 과
정에서 역진성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다(김한호 외 2014; 서종석 외 2014).
소규모 농가의 소득보전 기능이 미흡하고, 농가소득 양극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
둘째, 쌀변동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제 등은 발동조건이 까다로워 대

63

이러한 맥락에서 ‘직접지불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깊게
다루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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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하여,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임정빈·한두봉·안병
일 2011; 임정빈 2014). 제도 설계보다는 예산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이다.
셋째, 제도 설계 자체가 직불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동일필지 중복
수급 제한 때문에 개별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직불제 종류와 직불금 규모
를 제한하고 있다(강마야‧이관률‧허남혁 2014; 서종석 외 2014; 성진근
2015)<표 2-15>. 개별 직불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조건불리지역지불제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점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표 2-15> 직불제 간 동일필지 중복수급 금지 원칙
쌀고정

밭(논 이모작)

밭(밭 고정)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

쌀고정

-

○

×

×

○

○

밭(논 이모작)

○

-

×

×

×

○

밭(밭 고정)

×

×

-

×

○

○

조건불리

×

×

×

-

○

○

경관보전

○

×

○

○

-

○

친환경

○

○

○

○

○

-

주: ○는 중복수급 허용, ×는 중복수급 금지를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직불제 예산이 쌀에 편중되었다는 점과 현행 면적비례 방식이 많은 문제
점을 초래했다는 점에는 다수 연구에서 동의가 이루어졌고, 여러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양한 대안이 있었던 만큼, 대안들을 비교하고 판단을 내리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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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직접지불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
고,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존 논의들은 개
별 직불제 위주로 또는 제도 설계 측면에서 주로 접근해 왔다. 다수의 직
불제가 품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온
면도 있다. 기존 논의들은 주로 부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
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쟁점 6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전 연구와 논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
석·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편방향의 토대로 삼는다.
쟁점 1, 2, 3은 제3장에서 다룬다. 제3장 1.2절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를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 경영안정 효과, 안전망 효과, 형평성 효과를
분석한다. 제3장 2절에서는 쌀변동직불제가 쌀 생산에 미친 효과를 정량
분석하여 생산연계 유무와 정도를 살피고 함의를 이끌어낸다. 제3장 제3절
에서는 직접지불제가 구조개선 효과를 저해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제4절에서 앞의 논의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쟁점 4는 제4장에서 살펴본다.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정책 수단을 둘러
싼 입장을 정리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할 관점과 범위를 구체화한다. 이를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 개선과제를 살피고, 친환경농업직불제 효과를 실
증분석한다.
제5장에서 쟁점 5와 6을 분석한다. 직불제별 목적, 제도 설계, 사업 관리
면에서 현행 제도를 조망한다. 당초 여건 속에서 설계한 제도가 변화한 상
황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앞선 분석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제6장에서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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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앞의 쟁점 중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유효성(쟁점 1)과 의도
치 않게 유발한 영향(쟁점 2), 직접지불제의 구조개선 저해 여부(쟁점 3)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소득보전형’ 직불제 효과 분석64

1.1. 이론적 검토
직접지불제가 농업‧비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3-1>에 도식화
하였다. 직접지불제 중 ‘소득보전형’ 직불제는 상품 산출물(commodity
outputs: CO)과 관련이 있고, ‘공익형’ 직불제는 비상품 산출물(non-commodity
outputs: NCO)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다.65 상품 산출물은 대체로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가치가 시장가격에 반영된다. 비상품 산출물은 가치 교

64
65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에서 ‘소득보전형’ 직불제 효과를 추가 분석했다.
상품 산출물은 영농활동을 하여 1차적으로 생산하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식량
과 섬유(food and fiber)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꽃, 에너지 작물
등을 생산하기도 하므로 ‘식량’보다 넓은 정의가 필요하여 ‘상품’이라는 정의가
보다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영농활동이라는 생산과정에서 결합 생산(jointly
produced)되는 결과물을 통칭하여 비상품 산출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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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기 쉽지 않다.66 직접지불제
가 미치는 또는 미칠 수 있는 효과는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상품 산출
량에 미치는 영향, 직불제 제도 설계 및 효율성, 직불제의 공공재 성격과
외부효과, 직접지불제 전달체계 또는 거버넌스 등이다.
<그림 3-1> 직접지불제가 농업‧비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모식도

상품 산출물 시장에서 직접지불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살펴보
고자 한다. 이해를 돕고자 쌀을 예시로 든다. 농가는 생산 의사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 올해 벼를 얼마나 심고,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지) 영농활

동을 하여 쌀(상품 산출물)을 생산한다. 그해 수급 상황과 정책 등에 따라
쌀 가격(P*)이 결정되고, 해당 농가는 수익을 얻는다. 이론적으로 이 농가

66

모든 비상품 산출물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농업(농촌) 관광은 비상품 산출물인 경관(landscape)을 관광상품화하고 소정의
대가(예를 들어, 체험비)를 받기도 한다. 이때 비상품 산출물에 대한 시장이 형
성되고, 이 가치를 일정 부분 내부화(internalization)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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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윤극대화(profit maximization)를 추구한다면, 올해 수익 등을 고려하
여 다음 해 생산 의사결정을 내린다. 농가가 올해 얻은 수익을 토대로 내
년에 농사를 얼마나 어떻게 지을지를 결정한다면, 농가가 받은 직접지불금
규모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지불금을 더 받으려
고 경지면적을 넓히려 할 수도 있고, 직접지불금을 받아서 생계 문제를 해
결할 수도 있다.
농가의 생산 의사결정 과정은 농가 모형(household model)으로 분석할
수 있다. Lee(1965)가 제안한 농가 모형은 농가 구성원 전체가 가계소비
등에 얼마나 지출하고, 일과 여가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여 가구 효용
(household utility)을 극대화하는지를 분석한다.67 이 연구에서는 ‘농외소득

이 있는 농가’ 사례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68
농가는 효용극대화 가정하에 영농활동, 농외활동, 여가에 각각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지를 결정한다.69 농가는 영농활동과 농외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합계를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영농활동에서 얻는 생산
물 한계가치(marginal value of product: MVP)가 농외활동 임금과 같아지
는 수준에서 투입시간을 결정한다. 영농활동만 하는 전업농과 비교하면,
영농활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 농외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
을 투입한다(AGROSYNERGIE 2011: 37-38).
직접지불제가 ‘농외소득이 있는 농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연계 직불제(쌀변동직불제)와 생산중립적 직불제(쌀고정직불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70 두 직불제는 모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지만, 생산 의사

67

68

69

70

이런 점에서 직접지불제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농가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전업농(full time/professional farm) 사례는 AGROSYNERGIE(2011: 36-37)를 참조
하기 바란다.
‘한국 농업 부문에 농외활동 기회가 충분히 있는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분석 편의상 기회가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 노동력, 농외활동 비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쌀고정직불제가 생산중립적이고 쌀변동직불제가 생산연계성을 지닌다고 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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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현행 제도 설계상 쌀 재배면적을 늘리면 쌀변동직불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는 영농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유인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농외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농외소득이 감소
한다. 직접지불금을 받아 늘어나는 농가소득 중 일부는 농외소득 감소 때
문에 상쇄된다<그림 3-2~3-3>.
<그림 3-2> 생산연계 직불제가 소득과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

주 1) YF는 농업소득, YO는 농외소득, YT는 농가소득, TF는 농업활동에 투자한 시간, TNF는 농외활동에 투자한
시간, TW는 일한 총시간, TL은 여가활동 시간, TT는 사용할 수 있는 총시간임.
2) 편의상 비경상소득과 직불금을 제외한 이전소득은 없다고 가정함. 이 때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비경상소득, 직불금의 합과 같음.
자료: AGROSYNERGIE(2011: 40).

적으로 가정하였다. 실증분석은 제3장 2.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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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정직불금은 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정직불금
만 받는 농가는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비해 영농활동 시간을 덜 늘릴
것이다.71 농외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줄이기 때문에, 농
외소득 감소분도 작아진다. 즉, 쌀고정직불금 중 농가소득으로 이전되는
비중은 쌀변동직불금보다 커질 것이다(AGROSYNERGIE 2011: 40-41).
요컨대 직불제 성격에 따라 농가소득과 생산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생산비연계 직불제가 소득과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

주 1) YF는 농업소득, YO는 농외소득, YT는 농가소득, TF는 농업활동에 투자한 시간, TNF는 농외활동에 투자한
시간, TW는 일한 총시간, TL은 여가활동 시간, TT는 사용할 수 있는 총시간임.
2) 편의상 비경상소득과 직불금을 제외한 이전소득은 없다고 가정함. 이 때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비경상소득, 직불금의 합과 같음.
자료: AGROSYNERGIE(2011: 41).

71

실제로는 대다수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같이 받고 있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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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증 분석
‘소득보전형 직불제’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성’과 품목 간,

농가 간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충분성’이 무엇인지 개념을 먼
저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박성재 외(2006)와 오내원·채
광석·이명헌(2008)에서 제시한 개념을 이용하였다<그림 3-4>. 박성재 외
(2006)는 소득안정정책이 소득보전정책, 소득안전망정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재 외 2006: 13-14).
<그림 3-4> 소득안정정책의 개념

자료: 박성재 외(2006: 14).

1.2.1. 소득보전 효과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는 이 제도가 농가의 소득(농
업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하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어
느 정도’란 표현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소득수준을 정책 목표로
명시한 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계측된 소득보전
효과가 농가소득 수준과 정부 재정, 비농업 부문 소득 등 여러 가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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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적으로 공감할 만한 것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직불제의 소득보전 효과는 <그림 3-4>에서 ‘소득 추세선 C를 C’로 끌어
올리는’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72 고정직불금은 소득선을 상향 이동(shift
upward)시키고, 변동직불금은 추세(slope)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대부분

농가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고 있으므로, 현재 소득 추세를 <그림 3-4>
의 C’라고 볼 수 있다. 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생겼을 가상적
(counterfactual) 상황에서의 소득선 C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두 소득선 간 격차를 직불제가 소득에 미친 영향으로 보았다.
2003~2015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몇 가지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다. 첫째, 농가경제조사 표본은 5년
마다 바뀐다. 분석 기간 중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5년 표본
은 동일한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분석 기간 동안 표본이 바뀌기 때
문에 추세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후 분석 결과에서도 기간별로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표본농가 변동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둘째, 변동직불금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다음 해 3월에 지급된다. 따라서
동일 표본을 조사한 기간 중 마지막 연도(2007년, 2012년) 농가소득은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2007년, 2012년산 쌀에는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셋째, 농가경
제조사 항목에서 직불금 금액만을 분리하기 어렵다.73 따라서 분석 결과
는 직불제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과대추정할 수 있다.74 넷째, 현행 직불금
대부분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이기 때문에 영농형태가 ‘논벼’인 농가 위주로

72

73

74

이 연구에서는 ‘소득보전’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있지만, 농림사업시행지
침서 등에서는 ‘소득안정형’ 직불제로 통칭한다. 원래 용어를 받아들이면 소
득안전망 또는 소득변동 완화 성격도 지닐 수 있다.
고정직불금은 2003~2010년에는 ‘이전소득> 공적보조금> 기타 농업보조금’으로,
2011년부터는 ‘이전소득> 공적보조금> 기타 공적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농업총수입> 농업잡수입> 농업피해보상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농가경제조사 자료에서 직불금을 별도로 분리할 방법은 없다.

68 ‘소득보전형’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

분석하였다.75
<표 3-1>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유무에 따른 농가소득과 소득증대율 비교
단위: 천 원, %
논벼 농가
연도

쌀직불금
포함(A)

쌀직불금
제외(B)

전체 농가
(A-B)/B*100

쌀직불금
포함(A)

쌀직불금
제외(B)

(A-B)/B*100

2003

21,813

21,674

0.6

24,484

24,414

0.3

2004

22,004

21,859

0.7

26,315

26,243

0.3

2005

24,404

23,713

2.9

29,967

29,629

1.1

2006

29,507

29,011

1.7

32,341

32,106

0.7

2007

28,252

27,819

1.6

33,984

33,784

0.6

2008

31,833

30,983

2.7

34,997

34,616

1.1

2009

28,572

26,436

8.1

33,711

32,859

2.6

2010

25,319

22,762

11.2

32,121

31,196

3.0

2011

21,147

20,382

3.8

27,466

27,169

1.1

2012

20,877

20,090

3.9

27,736

27,458

1.0

2013

24,557

23,763

3.3

32,165

31,891

0.9

2014

23,952

22,744

5.3

32,534

32,096

1.4

2015

27,841

25,506

9.2

32,908

32,135

2.4

평균

25,391

24,365

4.2

30,825

30,430

1.3

주: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농림어업)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75

농가경제조사 자료에서 사용하는 ‘영농형태’는 판매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
을 기준으로 한다. ‘논벼’ 농가는 쌀 판매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이기 때문에,
‘논벼’ 농가의 소득이 전적으로 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벼’ 농
가만을 분리해도 여전히 오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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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3~2015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금
이 농가소득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직
불금을 실제로 수령했으므로, ‘직불금을 받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
여 농가소득을 비교하였다.
2003~2015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여 논벼 농가소득을 평균 4.2% 증가

시켰다. 2008년 이후 직불금 수령 유무에 따른 농가소득 격차가 커졌다.
쌀고정직불금의 면적당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일 수 있지만,76 표본 교체
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직불금을 수령해도 전체 농가소득은 평균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2009~2010년과 2014~2015년에는 직불금 수령 여부가 논벼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이 커졌다<표 3-1>. 2009년과 2010년에 쌀변동직불금을 각각
5,945억 원, 7,501억 원 지급했기 때문이다. 2014년, 2015년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직불금을 제외한 농가소득(불변가격 기준)은 계속 감소하여
2004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직불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농가소득 하락을 일

정 부분 완화했음을 시사한다.77
직불금 수령 여부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표 3-2>. 직
불금이 구분상 이전소득 등에 속하지만, 영농활동을 전제로 수령하기 때문
에 농업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2015년 동안 쌀직불금을 지급하여 논벼 농가 농업소득이 평균
11.8% 증가하였다. 직불금 유무에 따른 농업소득 변동 양상은 농가소득과

비슷하지만, 2009~2010년, 2014~2015년에는 변동 폭이 훨씬 크다. 변동직
불제가 발동한 해에는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낮았으므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농업수입과 소득이 더욱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
체 농가 농업소득 증대 효과는 평균 4.0%로 논벼 농가에 비해 낮았다.

76

77

분석 기간 동안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5년산이 60만 원/ha에서 2006년 이후 70만
원/ha으로 인상되었고, 최종적으로 100만 원/ha까지 늘어났다.
외국의 직불금과 농가소득 간 관계를 <부록 2>와 <부록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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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유무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증대율 비교
단위: 천 원, %
논벼 농가
연도

쌀직불금
포함(A)

쌀직불금
제외(B)

전체 농가
증가율

쌀직불금
포함(A)

쌀직불금
제외(B)

증가율

2003

9,928

9,789

1.4

9,630

9,561

0.7

2004

11,127

10,983

1.3

10,934

10,862

0.7

2005

10,568

9,878

7.0

11,608

11,269

3.0

2006

12,364

11,868

4.2

12,106

11,870

2.0

2007

11,138

10,705

4.0

11,062

10,862

1.8

2008

12,106

11,256

7.6

11,068

10,688

3.6

2009

10,768

8,632

24.7

10,610

9,757

8.7

2010

8,830

6,273

40.7

10,098

9,173

10.1

2011

6,972

6,207

12.3

7,974

7,677

3.9

2012

7,945

7,158

11.0

8,158

7,880

3.5

2013

8,121

7,327

10.8

9,349

9,075

3.0

2014

7,517

6,309

19.1

9,591

9,153

4.8

2015

9,112

6,777

34.5

9,954

9,181

8.4

평균

9,730

8,705

11.8

10,165

9,770

4.0

주: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농림어업)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업‧농가소득을 ‘충분히’ 보전했는지 여부는 신중하
게 판단해야 한다.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던 119조 투융자 계획 중 직불
제 관련 목표(2013년 투융자 예산 대비 22.9%, 농가 소득의 10%) 나 전체
소득 대비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직불금을 수령한 결과 농가소득이 ‘충분
히’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농업소득 정체와 도농 소득격차 확대라는 사실
에 비추어도 그러하다.78 단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직불제를 시행
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농가(농업)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이 낮다는

78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정환(2012, 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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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참고할 만하다<표 2-14>. 소득보전 효과의 ‘충분성’에 대한 논의와
대안은 2년차 연구에서 심화시키고자 한다.

1.2.2. ‘경영안정’ 효과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목적 중 하나는 농가소득(경영) 안정이다. 농가

특성에 따라 인지하는 농가소득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적으로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기준을 토대로 직불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쌀변동직불금은 농가수취가격을 목표가격에 가깝게 유지시
켜 소득변동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그림 3-4>의 영역 A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 소절에서는 몇 가지 경영지표를 이용하여 직불금이 농가 경영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여 직불제의 경영안정 효과를 평가한다.79 경영지표
별로 위험구간(critical zone)을 설정하고, 이 구간에 속하는 농가는 경영이
불안정하다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라 직불금 수령 여부가 농가 경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산 대비 수익 비율(Rate of Return on Assets: ROA)은 생산에 투입한
자원 대비 수익의 비율로, 높을수록 수익성이 양호하다. 농가경제자료에
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80
ROA = (농가 순소득81 + 이전소득82 – 경비) / 연말 농가 자산 *100

79
80
81
82

Hoppe(2014)의 산식을 준용하였고, 농가경제조사 항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농가자산과 농가부채는 연말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합이다(통계청).
2003~2010년 자본수입은 이자 및 배당수입, 유가증권매매차익, 농지 임대료,
기타 임대료로 구성되었다. 2011년부터는 농지임대료와 기타 자본수입으로 바
뀌었다. 분석 과정에서 2011~2012년에 기타 자본수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ROA%를 과대평가하고, 결과적으로 ROA% 기준 위험구간 포함 농가 비중을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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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대비 수익 비율(Rate of Return on Equity: ROE)은 농가 순가치(net
worth) 대비 수익의 비율로, 높을수록 수익성이 양호하다. 농가 순가치는

연말 기준 농가 자산과 농가 부채의 차액이다.
ROE = (농가 순소득 – 경비) / 농가 순가치 *100

운영 수익 마진(Operating Profit Margin: OPM)은 농업총수입 대비 수익
의 비율로, 높을수록 경영 상태가 양호하다.
OPM = (농가 순소득 + 이전소득 – 경비) / 농업총수입 *100

위의 경영지표를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농가가 위험구간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위험구간에 속한 농가는 앞으로 재무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유찬희 2015). Northwest Farm Credit Service(2008)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83 ROA <1.0%, OPM <10.0%이면 위험 구간에 속한
다고 보았다.84 이외에 자산-부채 비율(Debt-to-Asset Ratio: DAR)도 계산
하였으나 목적에 맞는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위험구간에 속한 농가’는 경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농
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ROA, ROE, OPM 수준이 높을수
록 경영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석하는 방식과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ROA와 OPM 기준 위험구간에
속하는 비중이 늘어난다<표 3-3>.85 대체로 경지 규모가 클수록 위험구간
에 속하는 농가 비중도 늘어났다. 직불제가 없었다면 중대농의 경영안정
정도가 더욱 저해되었을 수 있었다. 1.0~7.0ha까지는 직불금 지급 여부가

83

84
85

Northwest Farm Credit Service(2008)에서는 13개 지표에 대해 위험 구간을 제시
하였다. 이 중 ROA, ROE, OPM, DAR를 다루었다.
ROE 위험구간 농가 비중은 ROA와 비슷하여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경영위험 구간에 속한 논벼 농가 비중이 높다는 점 자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별도 연구 주제라고 판단하여 깊게 다루지 않았다.

‘소득보전형’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 73

경영안정 정도에 미친 영향이 대체로 비슷했다. 경지 규모 7.0~10.0ha 농
가에서 비중이 상승하였다. 10.0ha 이상 농가는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경영안정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표 3-3> 쌀직불금 지급 여부에 따른 ‘위험구간에 속한 논벼농가’ 비중 변화
단위: %, %p
2003~2015년 평균
전체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직불금 지급 시
ROA%
OPM%
19.6
16.2
25.2
16.9
18.7
13.5
20.1
15.2
18.1
14.6
22.3
19.3
18.2
17.3
20.5
20.1
13.2
15.5
16.9
16.9

직불금 미지급 시
ROA%
OPM%
21.6
17.6
26.6
17.8
20.3
14.4
22.1
16.7
20.1
16.2
24.6
21.4
20.6
19.0
22.8
22.0
16.7
16.7
17.3
16.9

변동률(%p)
ROA%
OPM%
2.0
1.4
1.4
0.9
1.6
0.9
1.9
1.5
2.0
1.6
2.3
2.1
2.4
1.7
2.2
1.9
3.5
1.2
0.4
-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표 3-4> 쌀고정직불금 지급 여부에 따른 ‘위험구간에 속한 논벼농가’ 비중 변화
단위: %, %p
2003~2015년 평균
전체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직불금 지급
ROA%
OPM%
19.6
16.2
25.2
16.9
18.7
13.5
20.1
15.2
18.1
14.6
22.3
19.3
18.2
17.3
20.5
20.1
13.2
15.5
16.9
16.9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직불금 미지급 시
ROA%
OPM%
20.7
17.0
25.9
17.4
19.6
14.0
21.1
16.2
19.3
15.1
23.5
20.6
19.5
18.4
22.0
20.7
15.8
16.1
17.3
16.9

변동률(%p)
ROA%
OPM%
1.1
0.8
0.7
0.5
0.9
0.5
0.9
1.0
1.2
0.5
1.2
1.3
1.4
1.1
1.4
0.6
2.5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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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쌀변동직불금 지급 여부에 따른 ‘위험구간에 속한 논벼농가’ 비중 변화
단위: %, %p
2003~2015년 평균
전체

직불금 지급 시
ROA%
OPM%
19.6

16.2

직불금 미지급 시
ROA%
OPM%
20.4

16.9

변동률(%p)
ROA%
OPM%
0.8

0.7

0.5ha 미만

25.2

16.9

25.9

17.4

0.7

0.5

0.5~1.0ha 미만

18.7

13.5

19.2

14.1

0.5

0.6

1.0~1.5ha 미만

20.1

15.2

20.8

16.0

0.7

0.8

1.5~2.0ha 미만

18.1

14.6

18.7

15.1

0.6

0.5

2.0~3.0ha 미만

22.3

19.3

23.3

20.2

0.9

0.9

3.0~5.0ha 미만

18.2

17.3

19.5

18.0

1.3

0.7

5.0~7.0ha 미만

20.5

20.1

22.0

20.9

1.4

0.8

7.0~10.0ha 미만

13.2

15.5

14.8

16.1

1.6

0.6

10.0ha 이상

16.9

16.9

16.9

16.9

0.0

-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쌀고정직불제와 쌀변동직불제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보아도 경영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경지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3-4~3-5>. 10.0ha
이상 농가의 경영안정 변동은 역시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가 적었다. 평
균적으로 고정직불금이 경영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변동직불금보다 근소하
게 컸다.

1.2.3.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안전망’ 효과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에 미친 ‘의도하지 않은’ 안
전망과 형평성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한 목적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이었다.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전망으로 기능하게
끔 하거나 농가 간‧품목 간 형평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면적비례 지급 방식 때문에 생기는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비
판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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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이 농가소득을 ‘충분히’ 높이거나 안정화시키는지 여부와 별도로
‘안전망’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림 3-4>에

서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면 농가소득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을(영역 B)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최저생계비
가 가구별 가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안전망’으로 보았다.
가. ‘안전망’ 효과: 최저생계비 기준

연도별‧가구원 규모별 최저생계비는 <표 3-6>과 같다. 농가경제조사
에서는 1인 가구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가구 최저생계비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86
<표 3-6> 연도별‧가구원 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천 원/월
2003

2006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 가구
356
418
436
504
532
553
572
603
617
2인 가구
589
701
734
858
906
942
974
1,027
1,051
3인 가구
810
940
973
1,110
1,173
1,218
1,260
1,329
1,360
4인 가구
1,019
1,170
1,206
1,363
1,439
1,495
1,546
1,630
1,668
5인 가구
1,159
1,353
1,405
1,615
1,705
1,772
1,832
1,932
1,977
6인 가구
1,308
1,542
1,610
1,867
1,971
2,048
2,118
2,234
2,286
자료: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최저생계비계측조사, 국가승인통계 제33104호; e-나라지표(http://index.go.kr)에서 재인용.

‘최저생계비 이상 농가소득을 얻고 있지만, 직불금을 제외하면 소득수준

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떨어지는 논벼 농가’(이하 ‘최저생계비 농가’) 비
중을 연도별로 계산하였다<표 3-7>. 더불어 오내원·채광석·이명헌(2008)의
연구 방법을 따라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
여 직불금의 안전망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농가소득을 얻
더라도 가구가 가계지출87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불금이 안전망 기능을 적
86

1인 가구는 2015년 농가경제조사부터 100호씩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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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농가’ 비중이 2003년 0.3%에서 2012년 1.7%,
2015년 6.8%까지 증가하였다<표 3-7>. 분석 기간 동안 경영비의 급격한

인상, 표본농가 교체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지불제가 보다 많은 농가에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저생계비 농가’ 비중이 현격하게 늘어난 2009~2010년, 2014~2015년에

는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하였다.
<표 3-7> 논벼 경지 규모별 직불금 유무에 따른 ‘최저생계비 농가’ 비중 변화
단위: %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0.7

0.0

2.4

1.7

1.2

0.0

2.9

3.3

0.0

0.0

0.0

6.5

6.0

0.5~1.0ha 미만 0.0

0.5

1.5

1.2

1.0

0.0

7.1

4.9

2.1

2.2

2.4

6.7

4.5

1.0~1.5ha 미만 0.6

0.6

0.0

0.0

0.7

0.0

4.0

7.7

4.7

4.2

8.6

7.8

9.7

1.5~2.0ha 미만 0.0

0.0

0.0

1.4

0.0

0.0

2.4

11.0

1.3

1.3

9.3

1.4

4.5

2.0~3.0ha 미만 0.0

0.0

0.0

0.0

0.0

0.9

8.8

10.5

2.8

1.6

2.9

3.4

9.9

3.0~5.0ha 미만 0.0

0.0

0.0

0.0

0.0

1.4

4.5

9.4

1.5

0.0

0.0

4.6

8.8

5.0~7.0ha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2

0.0

3.7

7.0~10ha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ha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0.3

0.3

1.2

1.0

0.8

0.3

5.0

7.2

2.2

1.7

3.8

4.7

6.8

0.5ha 미만

주: ‘합계’는 연도별 전체 표본농가 중 ‘최저생계비 농가’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87

식료품,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교육, 교양‧오락 등과 주거용 건물 및 가정용 기계‧기구‧비품 등의 감가
상각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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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분석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 농가’ 중 61.8%가 경지 규모 1.5ha 미
만 농가였다. 경지 규모가 클수록 ‘최저생계비 농가’의 비중은 낮아졌다.
경지 규모가 클수록 정부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지만(오내원·채광석·이명
헌 2008: 24), 농가소득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직불금을 포함
한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경지 규모가 큰(농가소득이 많은) 농가의 소득
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반면, 경지 규모가 작은(소득
이 적은) 농가가 받는 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소규모
농가의 입장에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8
나. ‘안전망’ 효과: 가계지출 기준

위의 방법은 농가소득 수준 자체가 최저생계비 수준과 비슷한 농가들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망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
다.89 이 한계를 보완하고자 오내원·채광석·이명헌(2008)의 방법을 이용하
여 ‘가계 소비지출’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직불금 유무에 따라 농가소득
으로 가계 소비지출액을 감당할 수 있는 농가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직불제 유무에 따른 경지 규모별 ‘최저생계비 농가’ 비중 변화
와 비슷했다<표 3-8>.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농가소득이 가계 소비지
출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율이 2003년 0.6%에서 2015년 4.3%까지 증가하
였다. 쌀변동직불금 지급액 규모가 컸던 2009~2010년에 비중이 특히 높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계 소비지출을 감당할 수 없
었을 농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최저생계비 농가’ 비중 변화와 달리 중
대 규모 농가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가구 소득 등에 따른 지출 규모 증
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88

89

김미복‧오내원‧황의식(2016: 7)에서도 고령 소농의 농업소득이 감소하였지만
이전소득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이 보전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농가소득 자체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나 농가소
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농가는 직불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농가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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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경지 규모별 직불금 유무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 이하’ 논벼농가 비중 변화
단위: %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0.0

0.4

1.6

1.3

0.4

0.0

0.0

0.0

0.0

0.0

0.0

0.0

0.0

0.5~1.0ha 미만 1.3

0.0

1.8

1.5

2.3

0.6

2.1

3.3

1.4

3.6

1.2

0.8

0.0

1.0~1.5ha 미만 0.6

0.6

5.9

4.4

3.0

0.7

4.0

2.9

0.0

3.2

0.0

1.0

2.2

1.5~2.0ha 미만 0.0

0.0

0.0

1.4

1.4

3.8

7.1

4.1

3.9

2.6

3.7

1.4

4.5

2.0~3.0ha 미만 0.0

0.0

0.0

0.0

1.4

2.6

9.9

5.3

2.8

0.0

2.9

2.3

6.2

3.0~5.0ha 미만 0.0

0.0

0.0

0.0

0.0

2.9

6.0

13.2

4.5

3.3

1.7

4.6

17.5

5.0~7.0ha 미만 0.0

0.0

0.0

0.0

0.0

0.0

11.8

9.1

0.0

0.0

0.0

0.0

3.7

7.0~10ha 미만. 0.0

0.0

0.0

0.0

0.0

0.0

0.0

25.0

0.0

0.0

9.1

0.0

0.0

0.5ha 미만

10.0ha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0.6

0.2

2.0

1.7

1.6

1.6

5.0

5.2

1.8

2.3

1.6

1.5

4.3

주: ‘합계’는 연도별 전체 표본농가 중 ‘가계 소비지출액 이하’ 농가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2.4. ‘형평성’ 효과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품목 간, 농가 간 소득형평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
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 소절에서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사용하
여 직불제의 소득 형평성 효과를 시산하였다.90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직불금 수급 형평성이 개선(악화)되었다면, 농가
소득 형평성도 개선(악화)되었을 것이다. 농업경영체 D/B 2014~2015년
원자료를 분석하였다<표 3-9>.91 2개 연도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90

이명헌(2005)은 논농업직불제와 다른 정책(쌀 수매, 조세)을 도입했을 때 농가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를 계측하여, 논농업직불제가 쌀 수매제보다 소득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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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급 형평성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는 어렵다. 그럼
에도 지니계수값 자체를 보면 현재 직불금 분배 형평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야 하지만 직불금을 지급한 결과 소득형평
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3-9> 주요 직불제 지니계수(2014~2015)
쌀소득보전

밭농업

고정

변동

밭 고정

밭 기타

조건
불리

2014

0.559

0.562

-

0.644

0.509

2015

0.565

0.568

0.488

0.785

0.517

자료: 농업경영체 D/B 원자료(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3. 요약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논벼농가로 한정해도,
쌀직불제는 소득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했다. 2004년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연도별 농가소득 수준에 비추어도 그 효과
가 크지 않았다. 전체 농가 유형으로 확대하면 직불제의 소득보전 효과는
더욱 작아진다. 둘째, 경영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경영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셋째, 제도 설계 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농
가에 ‘안전망’을 제공하였다. 추가로 분석해야 하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면
서 소득형평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요컨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도입 당시 천명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일정 부분 개별 직불제의 목적 또는 제도 설계 자체에서 기
인했을 수 있으므로, 제5장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91

상세한 분석은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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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중립성 분석

2.1. 생산중립성의 정의
생산중립성은 “농산물이나 생산 투입재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정책수단”을 뜻한다. 실제 무역협상 과정에서는 “특정 정책이나 여러
정책이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매우 작을 때”를 의미한다
(OECD 2001: 9). WTO 부속서 2 제6조 (c)항에서는 “직접지불제는 기준

연도 이후 생산에 영향을 주는 국내 또는 국제 가격에 근거하거나 관련되
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윤종 2013: 205).92

<완전한 생산중립성이 있을 수 있는가?>
생산중립성의 정의는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은 없다. OECD(2001)와 Maier and Shobayashi(2001)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Cahill(1997)의 정의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 완전히 생산중립적(fully decoupling)인 정책은 “정책 지원을 받는 농업인의 생산 결정에 전혀 영
향을 미치지 않고, 그 결과 가격 결정이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뜻한다. 완전히 생산중
립적인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공급, 수요는 전혀 변하지 않아야 한다.
- 사실상 완전히 생산중립적(effectively full decoupling)인 정책을 도입하면 “균형 생산량과 무역
량이 정책 도입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의 영향을 받아 공급 곡선의 기울기
등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균형 수준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완전히 생산중립적인 정책보다 다소 완
화된 개념이다.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직불제 설계 자체가 생산중립성을 저
촉할 수 있다. 현행 변동직불제는 생산과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가
92

‘생산중립성’ 개념은 UR 농업협상문에서조차 ‘생산중립적 소득 지원(decoupled
income support)’ 범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OECD 2001: 10).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속서 2의 제6조(“Decoupled income support”)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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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 수준이 결정되므로 생산연계성을 지닌다(김윤식 2006). 현행 직
불제는 면적비례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면적을 늘릴 유
인이 있다. 이러한 제도 설계 때문에 변동직불제는 감축대상 보조(amber
box)로 분류된다<표 3-10>.93

변동직불제가 생산연계성을 지닌다면, 생산연계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
석해야 한다. 현행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야 제도
를 개편할 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10> WTO 농업협정에 따른 직불제 분류
관련 규정

허용
대상

내용
생산중립적

- 쌀고정직불제

소득보조(6항)

- 경영이양직불제

부속서 2의 5조

환경보전

- 친환경농업직불제

6~13항(Green Box)

지원(12항)

-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지원(13항)
감축
대상

6조 1항(Amber Box)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투입재 등 기타 보조

- 쌀변동직불제

- 감축대상 직접보조

- 밭농업직불제

- 가격지지

- FTA피해보전직불제

자료: 김윤종(2013: 44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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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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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 정도 분석
이 소절에서는 이용기(2005), Goodwin and Mishra(2006), 정원호‧임청룡
‧홍승표(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총량 모형인 KREI-KASMO 모형을

이용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변동직불제가 쌀 농가의 생산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94,95
이용기(2005) 및 Goodwin and Mishra(2006)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쌀변동직불제 설계가 생산자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
원호‧임청룡‧홍승표(2016)는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DB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직불제가 생산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농가
유형별 영향 정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용기(2005)는 주로 이론적
으로 접근하였고, Goodwin and Mishra(2006)의 방법을 이용한 분석은 표
본농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보완하고자 총량 수준에서 생산연계 효과가 쌀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실증분석했다. 이 결과를 함께 살펴야 현행 쌀변동
직불제를 유지하거나 제도를 개편했을 때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향후 개편 방향 도출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쌀변동직불제가 실제로 생산을 증가시킬 유인이 된다면, 2005년부터 쌀
변동직불제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가상의) 쌀 재배면적은 실제보다 작아졌
을 것이다. 따라서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했을 때 쌀 재배면적을 베이스라인
(baseline)으로 하고, 쌀변동직불제를 도입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비교하였다(시나리오 1). 변동직불제를 유지하되 목표가격 수준을 조정한
시나리오도 분석하였다(시나리오 2, 3).
재배면적 외에도 농가수취가격, 소매가격, 쌀 자급률 등을 함께 비교하
였다. 다만, 단위면적당 수확량, 경영비 등 변동직불금 외의 다른 변수는

94

95

이용기(2005)와 Goodwin and Mishra(2006),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의 방
법론을 적용한 분석 결과는 <부록 5>에 수록하였다.
KREI-KASMO 모형 구조에 대한 개관은 <부록 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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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기준값과 시나리오값의 차이 전체를 쌀
변동직불제 때문에 파생된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96

2.2.1. 베이스라인
2005년 쌀변동직불제 도입 후 쌀 생산면적, 생산량, 수요량, 농가소득,

정부 지출액(쌀고정직불금+쌀변동직불금) 등을 표본 내 전망(within- sample
forecasting) 방식으로 베이스라인을 산출하였다<표 3-11>.97 베이스라인 값

을 시나리오별 결과와 비교하면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에 미친 영향을 계측
할 수 있다.
<표 3-11> 쌀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 효과 분석 결과: 베이스라인
단위: 천 ha, 천 톤, %, 천 원/10a, 천 원/80kg, 조 원
연도
재배 면적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980

955

950

936

924

892

854

849

833

816

생산량

4,768

4,680

4,408

4,843

4,916

4,295

4,224

4,006

4,230

4,241

총수요량

5,008

5,060

4,675

4,790

4,703

5,168

4,880

4,491

4,435

4,197

자급률

95.2

92.5

94.3

101.1

104.5

83.1

86.6

89.2

95.4

101.0

농가 소득

673.7

671.5

605.2

734.6

707.8

606.9

701.4

682.2

758.8

764.6

농가수취가격

165.6

166.7

167.2

173.8

165.9

165.3

177.8

185.3

187.4

184.9

소비자 가격

172.0

174.0

177.9

181.1

166.3

172.4

175.3

186.3

183.7

179.9

정부 지출액

1.50

1.15

0.99

0.71

1.22

1.37

0.61

0.61

0.69

0.95

주 1)
2)
3)
자료:

96

97

양곡연도 기준임.
농가수취가격은 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임.
정부지출액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합계임.
KREI-KASMO.

예를 들어, 쌀변동직불금이 없었다면 단수를 줄여 생산량이 더욱 감소하였을
수도 있다.
표본 내 전망이므로 베이스라인 값은 실측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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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도입한 밭농업직불제가 쌀 생산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

다.98 2012년 밭농업직불제 도입 이후 밭작물의 기대 수익이 커지기 때문
에, 쌀에서 밭작물로 전환할 유인이 늘어나거나, 밭작물에서 쌀로 전작할
유인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별도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밭농업직불제가 생산 대체에 미친 영향이 작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밭농업직불금 단가가 25만~50만 원/ha이어서 쌀
직불금 단가보다 낮았다.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는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논이모작직불금은 중복 수령 가능, 농
림사업시행지침서 2016) 전작 유인이 작았을 수 있다. 둘째, 전체 밭 면적
대비 밭농업직불금 신청 면적 비중이 작았다. 2012~2014년 밭농업직불금
신청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평균 13.8%에 불과했다(2015년 57.6% 포함하
면 평균 24.9%).99 단가가 낮고 도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밭작물 생산자 의
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2.2.2. 시나리오 1: 쌀변동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2005년부터 쌀변동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주요 변수의 변화를 추

정하여 베이스라인 값과 비교하였다<표 3-12>.
첫째, 쌀변동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농가 수취가격이 떨어지고 농
가소득이 줄어들어 실제보다 생산면적을 줄였을 것이다. 변동직불제를 도
입하지 않았을 때 쌀 재배면적이 베이스라인보다 감소했다는 점이 이를 반
증한다.
둘째, 생산연계성이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변동직불제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연도별 재배면적 감소분은 실제 면적 대비 1.9%를
넘지 않았다.100,101 그러나 쌀변동직불제가 실제로 생산 유인에 미친 영향

98
99

분석을 간소화하고자 쌀-콩만을 고려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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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망치보다 클 수 있다. 모형 구조 때문에 영향 정도가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102
<표 3-12> 쌀변동직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시나리오 1) 효과 분석 결과
단위: %
연도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재배 면적

0.0

-1.1

-1.3

-1.2

-0.9

-1.4

-1.9

-1.1

-0.6

-0.3

생산량

0.0

-1.1

-1.3

-1.1

-1.0

-1.4

-1.9

-1.1

-0.6

-0.2

총 수요량

0.0

-0.4

-0.7

0.3

-0.9

-0.9

-1.2

-1.2

-1.0

-0.8

자급률

0.0

-0.8

-0.6

-1.4

-0.1

-0.5

-0.7

0.1

0.4

0.6

농가 소득

-14.2

-5.8

-2.4

-1.5

-8.6

-12.2

3.8

3.9

3.1

-1.5

농가수취 가격

-9.5

-3.8

-1.5

-1.0

-5.5

-7.4

2.4

2.4

2.0

-0.9

소비자 가격

0.0

0.9

1.8

-1.3

2.3

2.6

3.4

3.4

2.9

2.2

정부 지출액

-60.0

-37.4

-28.3

0.0

-48.4

-54.7

0.0

0.0

0.0

-20.0

주 1)
2)
3)
4)
자료:

연도는 양곡연도임.
변화분은 베이스라인 값 대비 시나리오값의 차이를 나타냄.
농가수취가격은 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임.
정부지출액은 고정직불금 지출액임.
KREI-KASMO.

100

101

102

서세욱(2016: 155)에서도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공급 과잉을 가속시키기는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구조적 공급과잉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동규 외(2016: 72)에서도 2010년 이후 변동 직불금의 생산유발 효과를 0.4~
1.4%로 추정하였다.
수급 모형에서는 품목별로 ‘한 명의 대표적인 생산자(representative farmer)’가
생산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현행 쌀변동직불제하에서는 생산
면적이 클수록(생산량이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생산유인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형 전망치는 실제 생
산연계성과 생산유인 효과를 과소추정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시나리오 2~4에
도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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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쌀변동직불금이 없었다면 농가소득은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감소한 결과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농가소득이 증대한 효과도 고
려해야 한다. 두 효과 중 어느 쪽이 큰지는 연도별로 다르다.103 쌀변동직
불금이 없었을 때 생산면적(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
랐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104
넷째, 생산량이 감소하여 쌀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후생은 증가할 수 있
지만,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쌀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 소비자는 이전보
다 비싼 가격에 쌀을 구입해야 하므로,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전가
되었을 것이다.105,106
다섯째, 변동직불제가 실제 발동되었던 해와 비교하면 정부 지출이 감소
하였다. 고정직불금은 지급하지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2.2.3. 시나리오 2: 당초 목표가격 산식 + 2004년 수매가격 적용
2005년부터 쌀변동직불제를 도입하되 목표가격 산정 방식을 당초대로

적용하였을 때 주요 변수 변화를 추정하여 베이스라인 값과 비교하였다
<표 3-13>. 시나리오 2에서는 한 가지 가정을 추가하였다. 2005~2007년

목표가격 수준이 변경목표가격과 같도록 산정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 목표
가격 산정에 필요한 ‘직전 목표가격’이 없기 때문에, 2005년 목표가격이
2004년 추곡수매가격 160,160원/80kg과 같다고 가정하였다.107

103

104

105

106

베이스라인에서는 목표가격이 있기 때문에 쌀 시장판매가격과 농가수취가격이
연동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농가가 단기적인 경영 위험을 겪더라도 영농활동을 계속한다는 것
을 암묵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직불제하에서 생산자 수취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용기
(2005, 2007a) 등의 논의와 부합한다.
쌀변동직불금을 폐지했다면 정부 재정 부담은 분명히 감소하였을 것이다. 정부
재정 부담 감소까지 고려한 전체 사회 후생은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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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목표가격이 158,496~163,121원/80kg으로 베
이스라인 목표가격보다 낮아져 생산 유인이 감소하였다.
둘째, 목표가격이 현행 수준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
가 줄어들었고 생산면적과 생산량도 감소하였다. 변동직불금을 도입하지
않은 시나리오 1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작았다.
<표 3-13> 변경목표가격을 적용했을 때(시나리오 2) 효과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
연도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재배 면적

0.0

-0.5

-0.9

-1.0

-0.6

-1.2

-1.6

-0.9

-0.6

-0.2

생산량

0.0

-0.6

-0.9

-0.9

-0.8

-1.3

-1.6

-1.0

-0.5

-0.2

총 수요량

0.0

-0.2

-0.4

0.2

-0.6

-0.7

-0.9

-1.0

-0.8

-0.6

자급률

-0.2

-0.5

-0.3

-1.1

-0.5

-0.1

-0.7

-0.2

0.6

0.0

농가 소득

-7.6

-6.3

-3.3

-0.8

-8.9

-9.4

3.1

3.3

2.6

-1.8

목표 가격

160.2

158.5

163.1

농가수취가격

-5.1

-4.1

-2.0

-0.5

-5.7

-5.7

2.0

2.0

1.7

-1.2

소비자 가격

0.0

0.5

1.1

-0.7

1.7

2.1

2.9

2.9

2.4

1.8

정부 지출액

-32

-37

-28

0.0

-47

-42

0.0

0.0

0.0

-20

주 1)
2)
3)
4)
자료:

107

연도는 양곡연도임.
변화분은 기준값 대비 시나리오값의 차이를 나타냄.
농가수취가격은 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임.
정부지출액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합계임.
KREI-KASMO.

2005년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값에 따라 2008년, 2013년 목표
가격 수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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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베이스라인과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이 떨어지면서 농가소득도
감소하였다. 생산면적‧생산량이 감소하여 2011/12~2013/14 양곡연도에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쌀 공급량이 줄어들어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였다.
다섯째, 변동직불제 발동 횟수가 베이스라인 6회108에서 3회로 줄어들고,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줄어 정부재정 지출이 감소하였을 것이다.

2.2.4. 시나리오 3: 당초 목표가격 산식 + 2005년 수매가격 적용109
시나리오 3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2와 동일하다. 다만 2005년 목표가격
이 2005년 추곡수매가격인 140,245원/80kg과 같다고 가정하고, 주요 변수
변화를 추정하여 베이스라인 값과 비교하였다<표 3-14>.
시나리오 3 분석 결과는 시나리오 2 분석 결과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생
산면적‧생산량‧농가수취가격‧농가소득‧소비자가격 모두 더 크게 변했다.
시나리오 2보다 목표가격이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변동직불제를
유지하였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변동직불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1보다는 효과가 최소한 같거나 컸다.
첫째, 초기 목표가격이 139,225~143,034원/80kg으로 베이스라인이나 시
나리오 2 목표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생산 유인이 줄어들었다. 재배면적
은 시나리오 2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시나리오 1보다는 적게 감소하였다.
둘째, 목표가격이 시나리오 2보다 낮아지면서 변동직불금이 분석 기간
동안 발동하지 않았다.
셋째, 베이스라인 및 시나리오 2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이 떨어지면
서 농가소득도 감소하였다. 감소 정도는 시나리오 2보다 크고 시나리오 1
보다 작았다.
넷째, 변동직불제가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 규모는 시
나리오 1과 유사한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108
109

2015년산을 대상으로 발동한 횟수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전 5개년 가격 중 최댓값,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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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변경목표가격을 적용했을 때(시나리오 3) 효과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
연도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재배 면적

0.0

-1.2

-1.3

-1.2

-0.9

-1.5

-1.9

-1.2

-0.6

-0.2

생산량

0.0

-1.1

-1.3

-1.1

-1.0

-1.4

-1.9

-1.1

-0.6

-0.2

총 수요량

0.0

-0.4

-0.7

0.3

-0.9

-0.9

-1.2

-1.2

-1.0

-0.8

자급률

0.0

-0.8

-0.6

-1.4

-0.1

-0.5

-0.7

0.1

0.4

0.6

농가 소득

-14.2

-5.8

-2.4

-1.5

-8.6

-12.2

3.8

3.9

3.1

-1.5

목표 가격

140.0

139.3

143.0

농가수취 가격

-9.5

-3.8

-1.5

-1.0

-5.5

-7.4

2.4

2.4

2.0

-0.9

소비자 가격

0.0

0.9

1.8

-1.3

2.3

2.6

3.4

3.4

2.9

2.2

정부 지출액

-60

-37

-28

0.0

-48

-55

0

0

0

-20

주 1)
2)
3)
4)
자료:

연도는 양곡연도임.
변화분은 기준값 대비 시나리오값의 차이를 나타냄.
농가수취가격은 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임.
정부지출액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합계임.
KREI-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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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시사점
총량 모형으로 변동직불제 개편 시 발생했을 효과를 전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가격을 당초 방식대로 운영했다면 2005~2014년 목표가격 수
준은 현행 수준보다 크게 낮아졌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시나리오 2, 3).
둘째, 변동직불금 발동 횟수가 감소하고, 발동하더라도 지급 금액이 감
소하여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거나(시나리오 2, 3)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시나리오 1) 생산면적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부분적으로 모형 설계상
도입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기인한다(각주 102번 참고).
넷째,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에 따라 농가수취가격과 농가소득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변동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때 농가소득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2.3. 요약
이 소절에서는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한 결과 쌀 농가의 생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생산 증가 유인을 제공하였다는 논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쌀변동직불금은 생산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 쌀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해야 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시장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생산
중립성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둘째, 쌀변동직불금은 생산연계성을 가지
고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다.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한 농가 단위 분석
결과와 총량모형 분석 결과 모두에서 변동직불제 유무가 생산면적에 영향
을 주었다. 셋째, 변동직불제를 폐지할 때 관련 주체들의 후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생산자는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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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지만, 생산량이 감소하면 수취가격이 오를 것이
므로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농가소득의 증감
여부는 연도별로 다르다.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변동직불금을 많이 받고
생산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규모 농가의 후생이 상대적으로 크
게 변화할 것이다. 정부에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다른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쌀 소매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할 것이다.
생산중립성을 논의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생산중립성이
라는 것이 보다 엄밀한 의미의 생산중립성(예를 들어, 휴경과 같이 생산 활
동을 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지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품목과 분리된 생
산중립성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두 정의 중 어느 쪽을 따르느냐
에 따라 생산조정제 같은 관련 정책의 타당성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향후 직불제 개편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우
리나라 상황에서 생산중립성을 강화해야 하는지도 타진해 봐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생산중립
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이나 식량공
급력 유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일정 부분 생산연계성을 유지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력을 고려할 때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할 여
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수출금지 조치, 기상이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
인 식량에의 접근성을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안병일‧한두봉
2012).110

110

EU에서도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여 생산중립적인 방식으로 직불제를 개편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과거 정책 때문에 공급 과잉이 이루어진 결과, 재정 부
담이 증가하고 잉여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교역국과 마찰을 빚었다는 점이 영
향을 미쳤다. 또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제 가격이 낮아져 재정 부담을 가중
시켰기 때문이다(안병일‧한두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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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지불제의 구조조정 저해 효과 분석

3.1. 선행연구 결과
제2장에서 직불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쟁점과
비판이 개별 직불제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직불제와 정책 기조 간 상
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다. 대표적인 논쟁은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면
서 한계농가를 잔존시켜 구조개선 정책에 역행했다’는 비판이다(사공용
2007b; 이태호 2009; 김정호 2004 등). ‘소득보전형’ 직불제와 ‘구조개선

형’ 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폐업지원제)와 효과가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
다.111 ‘구조개선형’ 직불제 예산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보전
형’ 직불제가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비교적 자주 거론되었지만, 직불제가 규모화(구조조정)에
미친 또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
다. 제2장에서 살펴본 김관수‧안동환(2006a; 2006b), 김관수‧안동환‧이태
호(2007)와 오내원·채광석·이명헌(2008: 27-36)은 직접지불제 도입이 구조
조정에 미친 영향을 두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
위 연구들은 직불금 지급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 정
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만약 구조조정 지연 효과
가 문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면 직불제와 구고조정 정책의 상충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직접지불금이 한계농가를
온존시켜 규모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11

최근
예를
다고
제의

도입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도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다.
들어, 이정환 외(2006: 99)는 쌀생산조정제가 경영이양직불제를 저해한
주장했으며, 이용기·이동명(2011)도 현행 직불제를 유지할 때 생산조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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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접지불금의 구조조정 저해 효과 분석
먼저 직불금이 농지 가치를 얼마나 상승시킬 수 있을지 시산해 보고자 한다.
농지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2010~2014년 전국 농지가격(원/㎡)을 추산하
였다. 농림지역 내외 가격 자료가 모두 있는 129개 시‧군 자료만 사용하였
다. 농림지역 내외 논 가격을 가중 평균한 결과 ㎡당 가격은 평균 39,431.3
원이었다. 같은 기간 논 ㎡ 평균임차료(토지용역비)는 110.7원(자가)~126.4
원(임차)이었다(국가통계포털, 농축산물생산비조사).
2014년 지급한 변동직불금(26.8원/㎡, 2010~2014년 모두 지급했다고 가

정)과 고정직불금(2010~2014년 동안 100만 원/ha 또는 100원/㎡이라고 가
정)은 5년 동안 평균 126.8원/㎡을 받은 셈이다.112 강마야‧이관률‧허남혁
(2014: 57)의 분석 결과에 따라 최대 270만 원/ha113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직불금 단가는 270원/㎡이다. 김관수‧안동환(2006a; 2006b)에 따라 이 중
16%가 지주에게 귀속된다고 가정하면 ㎡당 최대 20.3~43.2원의 지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잠재적 인상분을 지가 또는 토지용역비와
비교하면 직불제가 토지임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시산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가정할 때 직불금 수령에 따른 ㎡당 임차료 상승분이
임차료(평균값 118.6원/㎡ 기준) 대비 17.1~36.4%에 이른다.114 그러나 지
주에게 귀속되는 직불금 수령액은 지가 대비 0.05~0.11%에 불과하다. 그
러나 직불제가 토지 임차료 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임차료 인상이 지가 상승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위의 시산 결과에 따라 직불금이 농지 임차료를 실제로 인상시키지만,
그럼에도 소규모 농가들이 영농 활동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자.115 이 결과

112

113
114

115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작다. 직불금이 임차료에 미치는 영향의
상한(upper bound)으로 볼 수 있다.
고정직불금 단가 90만 원/ha을 100만 원/ha으로 수정하였다.
이 인상분은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더 작을
것이다.
김병택‧김정호(2005)에서 주장하듯이 “고령 경영주는 다각적인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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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된 농가의 토지 집적이 어려워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 영세농
이 받는 혜택이 늘어나도록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이들
계층은 직불금이 아닌 복지제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한석호 외
2013: 171)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116

극단적으로 1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농가들이 영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필지들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3ha 이상 농가들에게 집적된다고 가정하자.117
2010년 1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 574,143호가 경작한 면적은 257,970ha

이었고, 3ha 이상 농가 50,845호가 317,133ha를 경작하였다(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총조사, 2010). 위의 가정을 따르면 50,845호의 평균 경작면적
은 6.2~11.3ha로 증가할 것이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 재배규모별 논벼 생산비, 재배규모별
논벼 소득분석, 재배규모별 논벼 생산농가의 경영개황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시산했다.118

116
117

118

요인에 의하여 영농활동에 애착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바와
달리 수익성이 낮더라도 실제로는 영농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였다.
최소 3단계, 즉,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규모 농가가 이탈하고, 이 농지
가 대규모 농가에 효과적으로 집적되고, 규모화 효과가 시현되는 과정이 순조
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규모화된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을 고려하여, 2015년 5.0~7.0ha 미만과 10.0ha
이상의 평균 단위면적당 수확량, 생산비, 10a당 소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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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재배규모별 논벼 생산농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단위: kg/㎥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평균

0.681

0.671

0.689

0.657

0.706

0.722

0.5ha미만

0.665

0.667

0.671

0.646

0.692

0.728

0.5-1.0ha

0.670

0.658

0.674

0.642

0.703

0.722

1.0-1.5ha

0.665

0.672

0.681

0.660

0.704

0.725

1.5-2.0ha

0.669

0.668

0.676

0.652

0.705

0.722

2.0-2.5ha

0.688

0.670

0.690

0.652

0.694

0.706

2.5-3.0ha

0.680

0.701

0.698

0.659

0.695

0.720

3.0-5.0ha

0.700

0.702

0.703

0.680

0.702

0.732

5.0-7.0ha

0.742

0.713

0.724

0.645

0.721

0.764

7.0-10.0ha

0.695

0.736

0.725

0.648

0.713

0.746

10.0ha 이상

0.700

0.583

0.709

0.698

0.715

0.687

주: 재배규모별 주산물 수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국가통계포털(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위 시나리오대로 규모화가 이루어지면 10a당 생산비는 668,300원에서
626,943원으로 6.2% 낮아질 것이다. 이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2,378억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다.

단위면적당 생산비가 줄어들더라도 논벼재배 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119 2015년 10a당 논벼 재배소득(5.0~7.0ha 651,013원, 10ha 이상
529,960원)을 적용하면 소득은 오히려 6,991억 원 감소할 수 있다. 단위면

적당 수확량이 경지면적이 커지면서 증가하다가 7.0ha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뒤집힌 U자형’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표 3-15>. 규모를 확대
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단수 감소에 따른 조수입 감소 때문에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19

이정환 외(2006: 15)에서도 경영규모가 커지면 생산비가 감소하더라도 임차지
의존율이 높아져 경영비가 늘어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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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요약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직불제가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다수 소규모 농가가 점유하는 경지면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들을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영농활동을 포기하도
록 유도해도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120 셋째, 규모화가 진전
되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조차 생산농가의 생산비
감소분이 경영비 증가분이나 조수입 감소분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 직접
지불제가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직접지
불제를 개편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4. 소결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한 결과 농가소
득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했지만, 경영안정과 안전망 기능을 일정 부분 수
행했다. 쌀변동직불제는 쌀 생산을 자극하는 유인이지만, 그 효과는 제한
적이라고 판단한다. 직불금을 지급한 결과 ‘한계농가’가 영농활동을 계속
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정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지금보다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현행 직불제 설계 또
는 지급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예산 총액을 늘릴 수 있다면 소득보전 효
과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예산 한도를 늘리기 어렵다면 1) 경지 규모별
로 받을 수 있는 금액(또는 단가)을 조정하거나, 2)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
120

이정환 외(2006: 27)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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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2년차 연구에서 분석할 예
정이다.
둘째, 쌀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 정도가 제한적이어도 개편해야 한다. 쌀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직불제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거나
쌀변동직불제 규모를 줄이면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이므로 이 충격을 완화
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쌀고정직불금 단가 조정이나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직불제가 구조개선을 심각하게 저해시키지 않는다면, 소규모 농가
를 대상으로 소득효과 또는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
편할 수도 있다. 소규모 또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 장치가 충분하
지 않은 상황에서 직불금이 일정 부분 이 역할을 대행할 수 있고, 제4장에
서 논의할 ‘공익적’ 기능 수행의 전제가 되는 영농 활동을 지속하도록 유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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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논의에서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다원적
기능’을 살펴보고, 이 논의를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의 효과를 분석한다
(쟁점 2). ‘공익형’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

보전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를 포함한다.121 먼저 ‘다원적 기능’ 정
의와 속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하
고,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한다.

1. ‘다원적 기능’과 정책 수단

1.1.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논의 배경
1.1.1. ‘다원적 기능’ 개념의 등장과 발전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세계 각국에서 농

업 정책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과 비슷하다(Cahill 2001: 36).
‘다원적 기능’의 정의 또는 개념이 최초로 공식 등장한 것은 1992년 ‘지속

121

쌀고정직불제는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 제고라는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분류를 따라 ‘공익형’에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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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였다(Garzon 2005: 2). 이후 다양하고 유사한 개념들이 등장하였고,
1998년 OECD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2001년 잠정적 정의(working
definition)를 제시하였다(Maier and Shobayashi 2001).
1980년대 후반부터 WTO 협정 논의가 진전되면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개념과 정의도 발전하였다.122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
는 관점과 입장도 국가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다.123124 예를 들어, 유
럽이나 아시아 국가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농업을 보호해야 ‘다원적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 4-1> ‘다원적’ 기능을 옹호하는 국가들의 주장
주장

함의

1. 일반 쟁점 및 다음 협상 논의 사항
“모든 비교역적 기능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특성을 지닌
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확
대하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노르웨이)
“한국에서 논의 홍수 조절 기능이 지니는 금전적 가치는 쌀 생산 전체 가치보다
크다. 쌀 시장가격이 이러한 외부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개입
해야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 (한국)

다원적 기능은 외부효과를 지니
므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몇몇 국가들은 다원적 농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안을 마련할 때 이러한 기
능 전반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농업협정 부속서 2에서 허용하는 정책수단을 확
대하여야 한다.” (스위스)

Green Box를 확대하여 ‘다
원적’ 농업 정책을 이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비교역적 기능을 자국 그리고 다자간 정책 설계에 반
영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보호나 비효율성 문제없이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다자간 협상에서 비교역적 기
능을 고려해야 한다.

122
123
12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에 제시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부록 2>와 <부록 7>에 정리하였다.
‘다원적 기능’ 중 중요한 농업과 생태‧환경 간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이 이후 논의의 핵심이다. 미국과 EU 관점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보다 자
세한 논의는 Dobbs and Pretty(2004), Baylis et al.(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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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주장

함의

“농업 경관의 가치는 영농 방식과 관계가 있다. 농업 경관은 그 정의상 농업의 1
차적인 생산 기능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중략) 이 공공재는 영농활동을 하면서
결합생산 된다.” (노르웨이)

농업 생산을 계속해야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다양한 가
치를 보전할 수 있다.

2. 환경 측면

3. 식량안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려면, (중략) 국내 생산, 수입,
비축 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내 식량 공급 구조가
약해진다. 따라서 국내 생산은 안정적 식량 공급의 기반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유
지하고 증가시켜야 한다.” (일본)

국내 생산을 유지해야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국내 농업 생산을 증가시켜 식량 공급을 보장하는 1차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
다. 국내 생산을 통해 식량안보를 보장해야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
“농업 생산을 전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기면 식량안보를 이루기 어렵다. 식량안보를 비롯
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일정 수준의 정책 개입(국내 보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개입을 생산과 완전히 분리시키기는 어렵다.” (일본)

WTO에서 규정하는 생산과
연계된 지원은 식량안보 등 ‘다
원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 Bohman et al.(1999: 7-8). 재구성.

반면 미국,125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케언즈 그룹 등 보호수준이 낮
은 국가들은 ‘다원적 기능’이 실재하고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이와 관련
하여 생산이나 무역과 관련된 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Cahill
2001: 37).126 이러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농업, 환경과 관련

된 비상품 산출물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이 있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루어
졌다(Ollikainen and Lankoski 2005: 2).

125

126

미국과 EU는 ‘다원적 기능’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상이한 정책 수단을 써 왔
다. Freshwater(2002: 5-6)는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를 1) 미국에서 사용한
다각적 용도(multiple-use) 개념은 사적 소유권과 관련이 적었고, 2) 영농활동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사안별로 해결하고자 했으며, 3) 토지 사
용 관리는 국가 차원보다는 지역(local)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는 점에서 찾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다원적 기능’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
책에서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책을 살펴보면 경관,
열린 공간이 제공하는 어메니티(open space amenities),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
과 수자원 오염, 농촌경제 활성화를 농업 부문의 비상품 산출물로 받아들이고
있다(Freshwater 2002: 2).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모두 포괄한다면, 위의 4
가지 모두를 ‘다원적 기능’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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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핵심은 ‘다원적 산출물(multifunctional outputs) 또는 비상품 산출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려면 어떠한 정책 수단이 가장 적합한지’이다. 다원

적 산출물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의
와 2) 농업의 기능 중 어느 것이 ‘다원적 기능’의 정의를 만족하는지의 문
제로 귀결된다(Sakuyama 2003: 37).

1.1.2. ‘다원적 기능’의 정의
Maier and Shobayashi(2001: 13)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1) 영농활동을

하면서 상품 산출물(commodity outputs)과 비상품 산출물(non-commodity)을
결합생산(joint production)하고, 2) 비상품 산출물이 외부효과(externality)
나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지니지만, 3) 비상품 산출물에 대한 시장
이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또는 농업 전반에
관한 논의에서 ‘(농업의) 다원적’ 또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127 ‘다원적 기능’은 농업 부문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농업 부문
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근거, 또는 친환경농업 확산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해 왔다(김용렬·정학균·민자혜 2013; 이홍림·박
윤선·권오상 2015; 김광임 2006; 유진채 1999; 오세익·김수석·김차용
2001; 공기서·이충열·이명훈 2013; 유진채 외 2010; 농촌진흥청 2001, 신

용광·이상영·김영 2004 등).
그럼에도 국내 연구에 국한다면 ‘다원적 기능은 무엇인가’ 또는 ‘다원적
기능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김태연(2015)
도 ‘다원적 기능’을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형태나 기능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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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용어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나,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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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민단체, 학계에서는 농업보호와 지원의 근거로 농업의 다원적 기

능을 주장한다. (중략)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이유로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중략) 또한 농업 관련 연구들을 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갖는 가치가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계측 결과를 도출하
고 이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증적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는 농가나 정부 모두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중략) 요컨대
다원적 기능을 농업 보화와 지원의 결정적 근거로 주장하면서도 그 지원이 농
업의 다원적 기능 중에 어떤 것을 실현하려는 것인지, 그 기능을 실제로 발휘
되고 있는지, 도리어 역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없는지에 관심이 없고,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다.”(김태연 2015: 3-4).

<다원적 기능, 다원적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비교역적 기능의 정의>
다원적 기능, 다원적 농업(multifunctioanl agriculture),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은 일견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
능’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해야 이후 논의 과정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 ‘다원적 기능’은 앞에서 소개한 Maier and Shobayashi(2001)의 정의를 따른다. 영농이라는 활동
(행위)에서 파생되는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다원적 농업은 “식량(또는 상품 산출물) 생산 외에도 상품 산출물에 포함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기능(비상품 산출물)을 수행”(Zander et al. 2005: 11)
또는 “영농활동을 하면 식량과 섬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상품 산출물을 생산”(Ollikainen and
Lankoski 2005: 1)한다는 의미이다. 다원적 기능과 비교하면 행위에 보다 중점을 둔 개념이다.
- 지속가능한 농업은 “1) 생물학적, 생태적 측면(자원 순환, 질소 고정, 토양 재생, 타감 작용
(allelopathy),128 천적 이용 등)을 식량 생산 과정에서 고려, 2)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생
불가능한 투입재 사용 최소화, 3) 농업인의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인적 자원 활용 증가, 4) 사람들의
집합적 역량(collective capacities)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지, 수로 관리, 관개 등을 수행”하는 원칙을
지키는 농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Pretty 2008: 451).
- 비교역적 기능은 WTO 협상 과정에서 수입국을 중심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WTO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
고 있고, 협정문 초안에서 ‘다원적 기능’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삽입하였다(Potter and Burney 2002:
38). ‘다원적 기능’보다는 좁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129,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Sakuyama 200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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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화학물질을 체외로 배출하여 그 물질의 화학적 작용을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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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이 연구에서 ‘다원적 기능’의 범위
‘다원적 기능’의 범위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표 4-2,
4-3>,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130 영

농활동은 기본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
한 비상품 산출물이 나오고 이 결과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가 생긴다
(Adler 2001: 4; Alber 2004: 10). 따라서 ‘다원적 기능’의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인 범주로 대별하고자 한다.131 2년차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분석
을 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증가시키고(예를 들
어, 직불제 등으로 유인 제공), 부정적 효과를 감축하는 방안(예를 들어, 의
무이행사항132 강화)을 세밀하게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식량안보, 경관보전133, 생물학적 다양성134,
129

130

131

132

133

134

농업협정(AoA)에서는 “non-trade concerns, including food security and th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라고 정의하고 있다(WTO 1999).
이외에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다원적 기능’ 사례를 다루었으나, 모두 제시하
지는 않았다.
동일한 영농 활동에서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쌀을 재배하면서 경관을 개선하거나 홍수를 방지할 수 있지만,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의무이행사항은 OECD(2010: 11)를 준용하여 ‘생산자가 준수해야
농업소득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생태 등 성과와 관련된 조건’으로 정의
한다. OECD(2010)에서는 ‘환경‧생태 등’이 아닌 ‘환경’으로 국한하였다.
‘경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원적 기능’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김미영 외(2010: 10)를 따라 ‘농촌지역의 자연적 요소와 함께
인간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농촌지역의 풍경’으로
정의한다. 다른 연구의 정의는 김미영 외(2010)의 8-1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유럽연합에
서는 European Commission(2011c)을 발표하여 2020년과 2050년까지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농업 부문의 역할은 목표 3(Target
3)에 “2020년까지 생물학적 다양성과 관련된 정책 수단을 적용하는 농지(초
지, 경지, 영구경지 등) 면적을 극대화하여 (중략)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1c: 4). 2015년에는 중간평가
를 실시하였고 생물학적 다양성과 농업, 그리고 공동농업정책 간의 관계를 평

‘다원적 기능’과 ‘공익형’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 105

농촌 활성화, 환경 보전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치는 ‘다원적 기능’ 사례
로 제시하였다<표 4-2>.135
<표 4-2> 긍정적인 ‘다원적 기능’ 예시

Miceli(2005)

식량
안보

경관
보전

동물
복지

생물
다양성

여가

문화
유산

○

○

○

○

○

○

Potter and Burney(2002)

○

OECD(1998)
van Huylenbroeck et al.(2007)

○

○

OECD(2001)

○

○

Sakuyama(2003)

○

van Huylenbroeck and Durand(2003)
Cahill(2001)

○

○

○

○

○

○

○

○

○

○

○

○

○

○

○

오세익 외(2001)

○

이재옥(1999)

○

유진채(1999)

○

주 1)
2)
3)
4)
5)

○

○

공기서 외(2013)

○

○
○
○

○

○

○

○

○

○

○

○

○

○

○

○

○

○

○

유진채 외(2010)

○

농촌
환경 보전
활성화

○

○

○

○

○

○

○

○

○

각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다원적 기능과 비상품 산출물을 모두 포함함.
환경 보전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토양 보전, 수질 정화, 대기정화, 기후 완화 등을 포함함.
농촌지역 활성화는 고용을 포함함.
오세익 외(2001)는 식량안보에 식품안전성 보장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van Huylenbroeck and Durand(2003)에서는 농촌다운 삶의 방식(rural way of living)도 제시하였으나,
이 표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포함시켰음.

135

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5: 10).
문화유산을 농촌 어메니티라고 볼 때, 이홍림 외(2015)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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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Maier and Shobayashi 2001)와 농촌 활성화(Maier and Shobayashi
2001; Alber 2004)를 ‘다원적 기능’으로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

지만,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면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15년 식
량자급도(사료용 포함)는 23.8%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식량안보를 중요한 농업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는 명백하게 농업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 활성화를 ‘다원적 기능’에 포함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농촌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가나 휴양 활동이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맥락에서 포함할 수 있다. 동물복지나 생물학적 다양성은 유
럽연합 등에서 제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Sakuyama 2003: 3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8항에서는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기능’으로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의 보전, 3)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5) 생태
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6)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다원적 기능’ 예시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
<표 4-3> 부정적인 외부효과 예시
환경
오염

축산
악취

Abler(2001)

○

Abler(2004)

○

○

Lívia et al.(2013)

○

○

Shortle and Uetake(2015)

○

Bohman. et al.(1999)

○

Pretty et al.(2001)

○

○

동물
복지

생물
다양성

지구
온난화

○

○

○

○

○

○

○

○

○

○

○
○

주 1) 각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다원적 기능과 비상품 산출물을 모두 포함함.
2) 환경오염은 토양 침식, 수질 오염, 토양염화, 공기 오염 등을 포함함.

홍수
위험

물
부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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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활동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도 발생한다.136 선행연구별로 구체
적인 사례는 다양하지만, 토양‧물‧공기 등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기
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대표적이다<표 4-3>.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원적’ 기능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제도, 특히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할 때 이 점을 고려해
야 한다. 대원칙은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실제 직불제 설계 과정에서 긍정적인 ‘다원적 기능’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무이행사항을 강화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
직접지불제가 ‘다원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매
우 어렵다. 첫째, 정량화된 자료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편
의상 분류를 하였지만 하나의 비상품 산출물이 둘 이상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개별 ‘다원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
하기 어렵다. 셋째, 여가, 문화유산 등은 일정 정도 내부화(internalization)
되었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137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환경보전(친환경농업직불제)에 한정
하여 효과를 정량적으로 시산해 보고자 한다.138 다른 ‘다원적 기능’의 효
과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
과’를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가늠하고자 한다(제5장의 2절 참고).

136

137

138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다원적 기능’이라는 표
현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부정적 외부효과 역시 ‘다원적
기능’의 한 범주로 볼 수 있다.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공공 부문에서 개입하는 방식은 제4장 3.4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직접지불제는 유인 제공 방식인 반면, 여가, 문화
유산 등은 농촌관광이라는 형태로 시장을 창출하는 방식이 보다 일반적이라
고 판단하였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효과는 제3장 2.3절에서 KREI-KASMO 모형으로 직불금
지급 여부에 따라 식량자급률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계측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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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원적 기능’의 속성과 관점
1.2.1. ‘다원적 기능’의 속성
가. 공급 측면
Maier and Shobayashi(2001)의 잠정적 정의에서는 생산결합성(jointness),
(강한, 약한) 처분성((strong/weak) disposability), (강한, 약한) 분리성((strong,
weak) separ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였다. 연구 목적상 이 속성들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는 생략하고, 영농활동과 관련된 함의만 도출하고자 한
다.139 OECD(2001)는 ‘다원적 기능’ 개념을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농업,
환경과 관련된 비상품 산출물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Ollikainen and Lankoski 2005: 1), 영농활동과 ‘다원적
기능’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결합성이 있다면, 상품 산출물 생산량과 비상품 산출물(외부효과
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합 생산이 이루어질 때, 상품
(비상품) 산출물 생산량을 변화시키면, 비상품(상품) 산출물 생산량도 변화

한다. 예를 들어, 쌀(상품 산출물)을 키우면서 논에 물을 가두면(담수 기능)
긍정적인 외부효과(비상품 산출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벼를 재배하려
고 논에 물을 가두면서 생긴 담수 기능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니지만, 이
기능의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논이 ‘다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줄이려고) 논 면적을
늘린다면(줄인다면) 논의 담수 기능도 늘어날(줄어들) 것이다(결합성).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하더라도 영농방식(집약적-조방적, 관행농법-친환
경농법), 생산기술 수준, 영농 시스템 등에 따라 비상품 산출물 생산량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외부효과를 지니는 공공재 공급량은 지역, 영농방식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van Huylenbroeck et al. 2007: 9).
139

자세한 논의는 Maier and Shobayashi(2001: 27-38)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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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한 처분성(strong disposability)이 성립한다면, 비상품 산출물을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비상품 산출물
(예를 들어, 지하수 오염)을 추가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증대시켜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한 처분성
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약한 처분성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약한 처분성
이 있다면 비상품 산출 수준을 늘리거나 줄일 때 비용이 발생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려면 비용이 든
다. 예를 들어, 논의 담수 기능을 늘리려면 논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이 때
다른 용지를 논으로 전환하거나 수로를 만들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즉, 긍
정적 외부효과를 늘리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려면, 상품 산출물 생산
량을 줄이거나 투입재를 줄여야 하므로 생산자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결합생산은 단순히 기술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Buysse et al. 2007), 처분성(disposability)은 실제 영농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강한 분리성이 성립한다면,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도 영농활동을
통해 제공하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140 반대로 약한 분리성이
있으면, 영농활동 외에 다른 활동에서 ‘다원적 기능’을 영농활동만큼 제공
하기 어렵다. 농업 부문 상품과 비상품 산출물이 대체 또는 경쟁
(competitive) 관계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약한 처분성과 마찬가지로 긍정

적 외부효과(담수 기능)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부정적 외부효과(지하수 오
염)를 줄이려면 상품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약한 분리성하에서는 상품 산
출물 생산량을 바꾸어야 외부효과를 지니는 비상품 산출물 발생량을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0

Maier and Shobayashi(2001: 37)에서는 분리성이 있다면 농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
들이더라도,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고려하면, 영농활동을 하면서
비상품 산출물을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Cahil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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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Maier and Shobayashi(2001)의 잠정적 정의를 따르되 상
품‧비상품 산출물 간에 결합생산성, 약한 처분성, 약한 분리성이 있다고 가
정한다. 또한, 농업 부문의 비상품 산출물이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를 지닌
다고 가정한다.
나. 수요 측면
Maier and Shobayashi(2001)의 잠정적 정의에서 수요 측면과 관련된 핵심 속

성은 외부효과(externality), 공공재(public goods),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다.
첫째, 한 주체(agent, 사람이나 기업 등)의 행동이 다른 주체의 후생이나
효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비용이나 가격에 반영되지 않
을 때 외부효과가 있다고 한다(Varian 1992: 432). 농업이 환경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외부효과)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Cahill 2001:
37; Miceli 2005: 21; Pretty et al. 2001: 2).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벼를 경

작하는 과정에서 담수 기능 덕분에 홍수 방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긍정
적 외부효과) 농약을 뿌려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지만(부정적 외부효
과), 이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이나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장실패가 생기는 이유는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의 특성 때
문일 수 있다. Pretty et al.(2001: 2)과 Pretty(2008: 452)는 농업 부문에서
생기는 외부효과는 최소한 다음 4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1) 외부
효과 때문에 생기는 편익/비용이 간과되며, 2) 시차를 두고 외부효과가 나
타나며, 3) 외부효과 때문에 이익을 보거나 피해를 입는 집단은 대체로 정
치적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141 4) 외부효과의 원인
또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둘째,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배제성(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해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과 경합성(rivalry, 특정 주체가 해당 재

141

조영득‧안병일(2010)에서도 한국 쌀 생산자들이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매우 작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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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주체가 사용에 제한을 받음)이 없거나 그 정
도가 낮을 때,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Varian 1992: 414).142 반대
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면 사유재(private
goods)라고 정의한다<표 4-4>. 이후 논의하겠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공공재 중에서도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143 이러한 분류에 따라 ‘다원적 기능’도 나눌 수 있다<표 4-4>.
<표 4-4> ‘다원적 기능’ 속성에 따른 분류
경합성 높음
배제성 높음

(사유재)

(클럽재)

- 농산물(상품 산출물)

- 생물다양성(배제성 있음)

(공유재)
배제성 낮음

경합성 낮음

- 생물다양성(사용 가치)
- 수자원 양, 이용 가능성

(순수 공공재)
- 생물다양성(비사용 가치)
- 경관(비사용 가치)
- 홍수 조절, 산사태 방지

주 1) <표 4-2>의 ‘다원적 기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2) 비사용 가치(non-use value)는 (1) 어떤 자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여하고, (2)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의미함.
3) 사용 가치(use value)는 (1) 실제로 사용해야 얻을 수 있고, (2) 미래가 불확실해도 특정 자원을 쓸
수 있을 때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함.
자료: OECD(2015: 13).

셋째, 시장실패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최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
는 현상, 즉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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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혼잡 효과(congestion effects)까지 고려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다원적 기능’과는 관계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OECD(2015: 21)에서는 공공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
분하였다.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분은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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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기능’에서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때문에 생긴다. 긍정적(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대가(제재)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가 사회에
서 원하는 수준보다 적게(많이) 공급된다. 예를 들어, 관행농법 대신 유기
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면 식품안전성이나 환경 질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친환경 쌀 가격이 이러한 편익을 모두 반영하지 못
하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농약이나 비료를 적정 수준 이
상 사용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 Arrow-Debreu 정리에
따르면, 상품이 공공재 속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으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시장이 존재
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시장실패가 존재한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수요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Hall and Rossillo-Calle 1999).

첫째, 경제적 기능(economic function)은 농업이 경제 전반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다.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비
상품 산출물이 가져다주는 간접적인 경제적 편익이 중요하다.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진 비상품 산출물이 늘어나면 다른 주체들의 편익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면서 환경 질이 개선되었다
면, 긍정적 외부효과가 늘어나 지역 주민(건강 증진), 주거 가치 상승,144
관광 부문(방문객 증가), 다른 경제 부문(예를 들어, 지역특산물을 생산하
는 식품 회사)도 편익을 얻는다.
둘째,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은 농촌 지역이나 공동체를 유지해야
농업과 관련된 생태계(agro-ecology)를 지속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다원적 기능’은 주로 농촌 지역 활성
화에 기여한다(Sharpley and Vass 2006). 사회적 기능을 평가할 때는 도시
민들의 농업에서 원하는 바나 농촌 지역에 대한 지불의사 등을 조사한다.
이외에도 속성가치평가(hedonic pricing)나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144

Irwin(2002), Irwin and Bockstael(2001) 등에서는 농촌 지역 어메니티가 개선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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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등을 많이 사용한다.

셋째, 환경적 기능(environmental function)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
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다원적 기능’ 관점에서 접근하면 농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 수준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환
경적 기능을 연구한 선행연구(Benton et al. 2003; MacDonald et al. 2000)
에서는 집약적 농업일수록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쉽고, 영농활동
을 포기해도 경관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다. 공급-수요 관계

앞에서 살펴본 ‘다원적 기능’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농가 단위에서 <그
림 4-1>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영농활동은 비상품 산출물을 생산하는 필요조건이다(결합성). 영농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급해 온 비상품 산출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둘째, 극단적으로 결합생산 관계가 없다면 농업 생산과 무관하게 ‘다원적
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가가 영농활동을 중단해도 관광회사가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고려하면, 영농활동을 하면서 비상품 산출물을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Cahill 2001).
셋째, 영농방식 등에 따라 비상품 산출물 생산량이 달라진다. 농가에서
어떤 작목을 심고, 어떤 방식으로 영농활동을 할지는 경제적인 조건에 영
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비상품 산출물 공급을
늘리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갖는 비상품 산출물 공급을 줄이려면 농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145

145

상품 산출물과 비상품 산출물의 정의, 그리고 농가 단위에서 두 가지를 어떠
한 식으로 조합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논의와 실증 분석은 Belletti(2003)을 참
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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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원적 기능의 공급과 수요

주 1) 상품 산출과 비상품 산출물은 원자료에서 각각 marketable goods and service, non-marketable
goods and services임. services는 농촌관광, 경관 관리 같은 활동과 탄소 흡수, 문화 보전, 환경 질
개선 등 의도치 않은 서비스까지 포함함.
2) 두 원 사이의 관계가 결합생산임.
자료: van Huylenbroeck et al.(2007: 12).

넷째, 농가와 사회 주체가 생각하는 ‘다원적 기능’의 가치가 다를 수 있
다. 소비자 선호가 바라보는 비상품 산출물의 경제적 가치는 ‘비상품 산출
물 생산을 늘리고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 또는 일종의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WTP)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예를 들어,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영농방식으로 바꿀 때 수반되는 비용)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생산자가 보상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 WTA)로 볼 수 있다(Zander et al. 2005: 13).

마지막으로, 공공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농가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주어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요 측면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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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장 실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개입하여 ‘다원
적 기능’을 사회적 최적 수준에 가깝게 공급하도록 유인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146

1.2.2.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
‘다원적 기능’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은 1) Maier and Shobayashi(2001),
WTO 등에서 사용하는 시장지향적인 실증적 관점(positive approach), 2)

유럽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쓰는 규범적 관점(normative
approach),147 3) EU에서 사용하는 농촌개발 지향적인 관점이 있다(Zander
et al. 2005: 10).148,149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을 비교한

다. 실증적, 규범적 접근은 ‘다원적 기능’의 다른 측면을 각각 강조하지만,
공통적으로 1) 영농활동을 하면 결합생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비상품
산출물을 생산하고, 2) 일부 비상품 산출물을 외부효과를 지니고, 공공재이
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본다(van Huylenbroeck 2007: 12).

146

147

148

149

이 문제 제기를 연장하면 ‘누가 혹은 어떠한 농가가 이러한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가
족농(family farm) 혹은 규모가 작은 농가(가족농과는 겹치면서도 약간 다르
다)가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최근 논의는 Ye and Pan(2016)
을 참고하기 바란다.
Dufour et al.(2007: 317)에서 주장하듯이, EU 회원국 간에도 ‘다원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EU 전체가 아닌
특정 회원국의 여건 변화와 ‘다원적 기능’ 개념 활용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부록 7에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농촌개발과는 다른 의미이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도 규범적
관점을 중시하되, 강조하는 ‘다원적 기능’의 속성은 다르다.
이외에 ‘다원적 기능’을 지역에 배태된(locally embedded) 농업 모델의 새로운
형태로 보는 관점도 있다(van der Ploeg and Roep 2003). 이 관점에서는 ‘다원적
기능’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농촌 공간과 결부 짓고,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체 농식품 체계(agro-food system)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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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증적 관점

실증적 관점은 ‘다원적 기능’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으로
Maier and Shobayashi(2001)에서는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다원적 기능'을

규명하였다. 생산 과정에서의 결합생산성, 처분성 분리성을 분석하였다.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 주장하는 결합생산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여, 투입
재를 사용하면 둘 이상의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원적 기능'의
주요 특성으로 본다. 이 관점은 ‘다원적 기능'을 사회적 기대라기보다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특성으로 이해한다(van Huylenbroeck 2007: 8).
실증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영농활동에서 발생하
는 결합생산성, (약한) 처분성, (약한) 분리성을 실증적으로 계측하기가 매
우 어렵다.150 둘째, 결합생산성 등이 있더라도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정도
가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
의 정도나 가치를 분석할 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다. 셋째,
미국,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등에서 옹호하는 실증적 관점은 암묵적
으로 순수 공공재에 대해서 공공 부문이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Garzon 2005).151 식량안보를 예로 들면, 국내 농업 기반을 유지하
여 식량자급률 확보라는 외부효과를 확보하는 대신, 수입량을 조절하여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나라에
서 중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식량안보 문제 등을 다룰 때 이 관
점에서 접근하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15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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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er and Shobayashi(2001)나 후속 연구에서도 분석 틀(analytical framework)만
제시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Swinbank(2001)는 유럽연합의 교역 상대국들은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 자
체가 보호주의를 완곡하게 둘러 표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보았다.
영농 활동을 해야만 ‘다원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하려면 매우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증 분석이 어렵다. 이 부분은 이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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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범적 관점

규범적 관점은 ‘다원적 기능'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에서
보면, 농업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Casini et al.(2004)은 농업 부문의 기능을 “농업 부문 구조, 생산 과정, 공

간적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물질적‧비물질적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할 잠재력을 갖추어, 사회적 기대와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정
의했다. 즉, ‘다원적 기능’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특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규범적 관점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약한 분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농 활동을 해야 기존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활동이나 산업에서 영농 활동을 대신해서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약한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 또는 농업인은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다원적 기능'을 더 제공하려면 비용이 들지
만, 늘어난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가를 지급할 시장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이다(시장실패).
셋째, 약한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다원적 기능'을 증진시키려면 상품 산
출물을 줄여야 한다.
이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다원적 기능’을 증진시키려
면 상품 생산량이 줄어 농가 수익이 감소한다. 둘째,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시장 실패 때문에 농가는 적절한 대가(rewards)를 받지
못하므로 수익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가는 ‘다원적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다원적 기능’은 사회적 최적 수준
(social optimum)보다 적은 수준에서 공급될 것이다.

규범적 관점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계속 공급하거나, 영농 활동을 ‘더욱
다원적 기능에 부합하게’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다
(Maier and Shobayashi 2001: 14; Garzon 2005). 직접지불제는 정책 목표

를 달성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공공 부문
개입을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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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의 관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규범적 관점을 채택하여 ‘다원적
기능’의 속성 중 수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다.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결합생산
성 같은 기술적인 논의를 하는 것보다, 영농활동에서 파생되는 긍정적‧부
정적 외부효과 중 우리나라 국민(사회)의 기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공통적으로 인정하
는 ‘다원적 기능’이라면, 공급 측면을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더라도, 농업
부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다원적 기능’이
실재한다고 가정하고 사회적 기대와의 관계153를 규명하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다 잘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농촌 지역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 공간에서 점차 ‘소비가 이
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해 가면서(Potter and Tilzey 2005) 사회적 수요를
채워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지 기능(maintenance
function)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다원적 기능’이야말로 새로운 사회 수

요에 부응하여 탈근대(post modern) 농업으로 이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보기도 한다. ‘다원적 기능’을 이러한 변화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를 타진하려면 사회와의 관계를 짚을 수 있는 규범적 접근이 적합하다.

153

실증적 관점에서는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구분하고 동등하게 취급한다.
반면, 규범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대를 고려하여 농업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보다 강조한다(van Huylenbroeck et al. 2007: 10).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 관점을
받아들이되 농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에도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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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주요 국가의 농업정책 패러다임 비교
‘의존적 농업’
(예전 패러다임)
농업 부문
특성‧현황

정책 목표

‘경쟁력 있는 농업’
(미국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원적 농업’
(EU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 낮은 농가소득

- 평균 수준의 농가소득

- 농업소득 불충분

- 타 부문보다 낮은 경쟁력

- 타 부문과 경쟁 가능

- 사회적 최적 수준과 공공재

- 타 국가보다 낮은 경쟁력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 정부에서 시장 창출

- 시장지향성 강화

- 농촌, 환경 보전

- 공급 조절 필수

- 공급 조절 완화

-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 생산중립적 보조

- 환경 관련 보조

- 위험관리

- ‘단작’ 위주 농업 방지

- 안전망 기능 부족

- 농촌개발 정책

- 국경 보호 조치
정책 수단

- 농산물 수매
- 국영무역
- 수출 보조

공급 불일치

자료: van Huylenbroeck et al.(2007: 16).

1990년대 이후 농정 기조를 ‘농업 근대화(규모화)’로 바라본다면, 위의

논의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내원 외(2002: 1)는 “1990년대
실시한 구조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농가 규모를
확대해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둘째, 전업농 규모를 확
대하려면 다수 농가가 탈농 또는 은퇴해야 하는데, 이들의 비농업 부문 취
업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할 재정 지출이 가능한지 불투명
하다. 셋째, 소수 전업농을 제외한 농가가 탈농하여 이촌하면 농촌 마을과
지역사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농촌 공간이 ‘생산 공간’에서 벗
어나고 있고, 기존의 ‘농업 근대화(규모화)’가 한계를 지닌다면, ‘다원적 기
능’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실
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이한 관점에서 ‘다원적 기
능’을 바라보는 국가의 패러다임을 <표 4-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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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원적 기능’과 직접지불제
규범적 관점에 입각하여 공공 부문이 개입할 때는 1) 생산자에게 ‘직접
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원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
준에 가깝게 공급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지와 2) 일정 수준 이상 공급한 농
가에게 어떠한 식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Dobbs
and Pretty 2004: 227).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부 개입 방식은 1) 의무적 규제, 2) 공공 부문에
서 재정적‧경제적 유인 제공, 3) 공공재, 외부효과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창출이다(Dobbs and Pretty 2004: 227-228; Miceli 2005: 19).154
규제는 ‘다원적 기능’ 제공 등의 기능을 사회적 의무(social commitment)
로 보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행정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모니터링 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규제를 하면 수익성이 낮아져 영농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특히 한계
지역에서 일어나기 쉽다.
재정적‧경제적 유인 제공은 일종의 자발적인 장치로 생산자에게 특정 활
동을 하면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면서 비용이 늘어나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전해 주
면, 영농활동을 계속하거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게끔 유도할 수 있
다. 유럽연합의 의무이행사항은 간접적인 재정 유인(indirect financial
incentive tools) 형태로 볼 수 있다. 의무적 규제와 재정적‧경제적 유인 제

공 모두 생산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154

Pretty et al.(2001)에서는 공공 부문이 개입하여 외부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수
단으로 지도 및 제도적 수단(advisory and institutional measures), 규제와 법적
수단(regulatory and legal measures),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을 들었
다. 지도 및 제도적 수단은 지도와 교육, 영농 방식 보급 등이다. 규제와 법적
수단은 기준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환경세, 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함하고, 본문의 의무적 규제와 유사하다. 경제적 수단은 유인을 제공하여 생
산자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정적‧경제적 유인 제공 방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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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농가 수익과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Pretty et al. 2001).
공공재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장 창출의 대표
적인 예는 농촌관광이다. 농촌관광은 비상품 산출물인 경관(landscape) 등
을 활용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하고 체험비 등 ‘대가’를 받는다. 이
때 비상품 산출물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이 가치를 일정 부분 내부화
(internalization)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지불제를 ‘다원적 기능’을 계속 공급시키고자 하는
공공 부문의 접근으로 판단한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는 사회적 최적 수
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다원적 기능’을 더 공급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
다.155 그러나 ‘다원적 기능’이 지니는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
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56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비롯한 비상품 산출물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수요가 있다

는 점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57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농업이나 영농활동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으로 유지해야 한다.158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자 ‘사전적인

155

156

157

158

이론적으로 인센티브 정책 수단은 대상자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농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농가가 ‘공익형’ 직불제에 얼마나
참여할지, 의무이행사항 등을 제대로 준수할지를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한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공적 부문(집행기관)과 사적 부문(참
여자) 모두에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수반된다.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는 Falconer(2000)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거 사례를 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지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접근 방식을 따르면,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
엽적인’ 문제를 놓고 논의가 고착될 수 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농업계
내부에서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 “직불제가 농업‧농민의 사회적 기여가 있을
때에 지불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산자와 정책당국에 자리 잡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정히 평가해 볼 때 우리의 경우 직불제가,
표방하는 정책목표와 무관하게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만 인식
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명헌 2013: 90)
앞에서 논의한 결합생산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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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라는 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농업 부문의 ‘다원적 기능’은 지역 공공재 성격을 지니
기 쉽다<표 4-4>.159 즉, 배제성과 경합성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낮
고, 파생되는 외부 효과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논의 담수 기
능 사례를 다시 들어보면, 특정 지역에서 논에 물을 가두어 긍정적 외부효
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정 범위에만 미칠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수혜 대상은 소수의 사람이나 일정 범위에 그치지만, 정부가 개
입했을 때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거나 시장에 맡길 때 과소공급이 이루질 가
능성도 순수 공공재에 비하면 낮다(OECD 2001: 21).
지역 공공재의 효과도 지역 특성(예를 들어, 평지와 산간지)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OECD(2001: 21)에서 언급한 지역 공공재의 다른 사례인 농촌
지역 고용증대나 방문객이 누리는 경관 가치를 보더라도 지역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농업 부문의 ‘다원적 기능’을 지역 공공재라고 보면, 직접지불제 개편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지역이나 영농형태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의 종
류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접근으로는 충분한 유
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정 지역의 특성(site or area-specific)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160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접근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자체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에 앞서 또는 동시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161,162

159

160

161

OECD(2006: 12)에서는 식량안보를 제외한 비상품 산출물의 속성은 특정한 지
역과 결부지어야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서 2014년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면서 도입한 녹색화(Greening)는
이러한 시도 중 하나이다.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부록 8>에 소개하였다.
관련 논의는 제5장 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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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와 ‘사회적 계약’>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농업 관련 기관 담당자와 면담 조사를 했을 때, 직접지불제를 ‘사회적 계
약’으로 받아들이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농업이 다양한 방
식으로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농업소득을 지지하여 영농활
동을 유지시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물론 의무이행사항이나 모니터링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제
공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농업인들이 의무이행사항을 추가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지
역 특성이 영농 방식에 녹아든 것도 한 이유지만, 이러한 방식을 일정 부분 유지해 왔다는 자체가 사회와
농업 부문 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다(오스트리아 Vorarlberg 주 농업회의소 및 농업청 면담 결과).
사회 구성원이 농업‧농촌에서 기대하는 기능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스위스 내 이해집단들
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원적 기능’은 매우 다르다. ‘사회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면 다
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스위스 이해집단별 평가 비교>
이해집단

식품생산
식량안보

동물친화적
생산시스템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생물다
양성

주변지
인구/전통
생활양식

농촌경관/열린
경관

농림부

+++

++

++

++

++

환경부

+

+

+++

-

+

농업인 단체

+++

++

+

+

+

환경 단체

-

-

+++

-

-

동물보호단체

-

+++

+

-

-

관광 부문

+

++

++

++

+++

소비자/도시민

+++

+++

+++

+

-

주 1) +++, ++, + 순으로 중요하다는 뜻이고, -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임.
2) 소비자/도시민이 생각하는 식품생산과 식량안보는 스위스산(Swissness)을 의미함.
자료: 유찬희･오현석(201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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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ni et al.(2009)을 참고할 만하다(특히 서론).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주제를 ‘다원적 기능’으로 바꾸
어도 유사한 논의를 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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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접지불제: 독일 바이에른 주 KULAP 사례>
독일 바이에른 주의 경작경관 프로그램(KULAP)은 직접지불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이다.
KULAP은 바이에른 주 안에는 농림부 산하 농업청 47개에서 정책을 직접 수행하되, 법적‧재정적 권
한은 농림부가 가지고 있다. KULAP은 21개 사업 코드로 분류하고, 사업별로 EU-연방 정부-주 정부
예산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영농 방식에 대한 보상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88년 도입하였다. 환경친화적 영농 방
식으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단수 감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 정책의 기초는 “강
제적 규정보다 자발성이 우선(Freiwilligkeit vor Ordnungsrecht)한다”이다. 규제보다는 농민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KULAP 사례로는 간작을 이용한 겨울철 녹화, 유기 농산물 공급 촉진 프로그램 등이 있다. 겨울철
녹화는 구릉지가 많은 바이에른 주 특성을 반영하였다. 비가 많이 오면 토양 침식이 발생하므로, 작물
수확 후 침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돈이 안 되는 작물을 심어서 침식을 방지한다. 사용 기술(멀칭, 직파
등)에 따라서 ha당 100~150유로를 지급한다. 다음 해 농사 대비 토양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최근
바이에른 주 유기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자 유기 농산물 공급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EU 공통 규정을 준수하고, 초지 규모에 맞게 가축 사육 규모를 정해
야 한다. 경종과 초지는 273유로/ha(이전 200유로에서 인상), 채소와 연년생 작물은 각각 ha당 468,
975유로를 지급한다. 관행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해도 2년 동안은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이
기간 동안 훨씬 높은 단가로 지원한다.
자료: 유찬희･오현석(2016: 127-12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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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접지불제: 독일 바이에른 주 VNP 사례>
독일 바이에른 주의 계약형 자연보호 프로그램(VNP) 역시 직접지불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이
다. VNP는 주 환경부에서 관할한다.
VNP는 몇 가지 점에서 KULAP과 다르다. KULAP 수혜자는 농업인 및 관련 있는 농업인
(associated farmers)이지만, VNP는 비정부 조직(NGO)도 대상으로 한다. KULAP에 지원하려면 경지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하지만, VNP는 경지면적 0.3ha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VNP는 미리 정해
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만 대상으로 하며, 지원하기 전에 자연보호청과 카운슬링 먼저 해야 한다. 다
양한 정책 수단이 있고 땅의 특성도 다르므로, 가장 적합한 정책 수단을 찾으려면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
VNP의 기본 취지는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영농을 해서 멸종위기 종을 보전하고, 경작지에 자라는 야
생초, 새, 햄스터 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농약 사용 금지, 시비 금지 또는 시비량 감축 등을 정책 수단
으로 사용한다.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남쪽 지방은 초지 비중이 높고, 습한 초지나 경사지에서 기계
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지(meadow)에서도 위험 생태 종을 보전한다. 북쪽 지방에서는 방목지
(pasture)에서 생태 종을 보전한다. 내수면 어업이 많아 적절한 양식 방법을 사용하고 조방적으로 양식
하여 물고기도 보호한다.
VNP는 Modular system으로 운영하여 약 50개의 다른 정책 수단을 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
월 1일 이전까지 풀 깎지 않기(350유로/ha)163 + 시비나 제초제 금지(150유로/ha) + 추가 요건(400
유로/ha, 특수한 기계로 풀 깎기, 땅 놀리기, 습지 관리 등) 등을 만족하면 900유로/ha를 받을 수 있
다. 지역 상황, 종 특성에 맞추어 최적 수단을 적용할 수 있고, Natura 2000에서 지정한 서식지와 종
등에 맞춤형으로 정책 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
자료: 유찬희･오현석(2016: 130-13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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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꽃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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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형’ 직불제 효과 분석: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2.1. ‘상품 산출물’생산 관련 효과 분석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소득을 보전
한다. 관행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면 단기적으로 소득이 감소(정
학균 외 2014: 7)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려
는 농가에게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창길 외(2013)에서 사용한 계량 모형을 확대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 GDP(경상, 실질),
농가 경제활동 인구, 농가 취업자, 농업 노동임금, 농가 호수, 농업 생산량,
친환경 농업 부문 정부 지원(친환경농업직불금 포함), 국민소득 등을 변수
로 사용하였다.164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 자료를 2014년까지 연장하였다. 연장된
기간 중 발생한 여건 변화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저농약 인증 폐지를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저농약 신
규인증을 2010년부터 중단하고, 2015년에는 저농약 인증을 폐지하기로 하
였다(정학균 외 2014: 2). 이후 저농약 인증 농가 중 상당수가 무농약이나
유기 인증을 받는 대신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정학균 외
2014: 4; 국회예산정책처 2014: 88). 결과적으로 저농약 인증을 중단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면적이 감소했을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85).
따라서 2010년 이후 변화를 분석할 때, 저농약 인증 폐지가 미치는 효과를
같이 분석해야 한다. 2012~2014년 동안 발생한 변화를 고려하여 모형에
사용한 추정식들을 다시 추정하였다.165
도입 초기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을 50% 감액하거나(시나리오 1)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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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모형 구조와 설계는 김창길 외(2013: 86-91)를 참고하기 바란다.
모형 재구성은 산업연구원 이용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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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또는 증액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2, 3)를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였다.
베이스라인 값은 과거 실측치이므로, 시나리오별 친환경농업 부문 고정 자
본 형성, 생산량, 농가소득 등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토대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행 효과를 분석하였다.166
친환경직접지불금이 없었을 상황에 가까운 시나리오 (1)의 분석 결과를
보면, 베이스라인에 비해 친환경농업 부문 고정 자본 형성, 생산량, 농가소
득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표 4-6>. 직불금 감액에 거의 상응하는 비율로 고
정자본 형성이 감소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현행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농가소득도 2005년을 제외하면 10.3~16.3% 감소하였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산물 생산량과 소득 감소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경향
이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없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친환경농업 확산이
어려워졌거나 친환경농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6> 친환경농업직불제 시나리오별 친환경 농업 부문 영향 분석
단위: %
결과
친환경
고정
자본 형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친환경
농가
소득

시나리오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39.7

-40.9

-43.8

-39.7

-44.2

-43.3

-48.7

-49.3

(2)

-7.5

-7.8

-8.3

-7.5

-8.4

-8.2

-9.2

-9.4

(3)

7.4

7.6

8.2

7.4

8.2

8.1

9.1

9.2

(1)

-5.5

-11.0

-15.1

-10.5

-11.5

-13.5

-16.8

N/A

(2)

-1.0

-1.8

-2.4

-1.7

-1.8

-2.1

-2.6

-2.6

(3)

0.5

0.8

1.1

0.8

0.9

1.0

1.2

1.2

(1)

-5.4

-10.7

-14.7

-10.3

-11.3

-13.1

-16.3

N/A

(2)

-1.0

-1.8

-2.4

-1.6

-1.8

-2.1

-2.6

-2.6

(3)

0.5

0.8

1.1

0.8

0.8

1.0

1.2

1.2

주 1) (1), (2), (3)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50% 감축, 10% 감축, 10% 증액한 경우임.
2) ‘N/A’는 모형 균형값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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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도입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분석하려 했으나
균형값을 찾을 수 없었다. 2010년 이후 변화를 반영하였음에도 모형 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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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나리오 (1)보다 더욱 극단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친환경농업 확산이 저해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창길 외(2013: 99), 정학균 외(2014: 11)에서도 친환경농업직불제
가 기반시설, 생산‧유통단지 조성보다 친환경농업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분석하였다. 요컨대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한
결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 (2)와 (3)도 시나리오 (1)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6>. 다만, 연도별 직불금을 동일한 비율로 증감시켜도, 직불금을 줄

인 경우(시나리오 2)의 효과가 증액한 경우(시나리오 3)보다 크게 나타난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직불금 단가를 늘릴 때보다 줄일 때
효과가 크다는 분석 결과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소득
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손
익분기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직불금 규모가 생산 지속 여부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자체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나
노동 강도 때문에 확대가 더딜 수도 있다.167 직불금 증감 규모가 동일하더
라도 생산자 의사결정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기
간이 끝나면 관행농법으로 돌아가는 농가 비중이 적지 않다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4-7>.
<표 4-7>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기간 종료 후 관행농업 회귀 농가
단위: 호, %
2011년 직불금
수령 완료 농가

2012년 관행농법
회귀 농가

비중

2013년 직불금
수령 완료 농가

2014년 관행농법
회귀 농가

비중

유기

1,325

141

10.6

1,793

236

13.2

무농약

17,029

3,446

20.2

12,963

3,511

27.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최미희(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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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론은 예시로 든 것이고, 엄밀한 분석 결과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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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상품 산출물’ 생산 관련 효과 분석
2.2.1. 친환경농업직불제가 환경에 미친 영향 시산
몇 가지 강한 가정하에 앞 소절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친환
경농업직불금 확대‧축소가 환경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하였다.168 첫째,
분석 기간 동안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하에
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생산량 감소분은 생산면적 감소분과 동
일해진다. 둘째, 감소한 면적 전체에서 저농약 쌀을 재배했었다고 가정한
다. 인증 기준이 가장 낮은 저농약을 기준으로 하면 친환경농업 축소 효과
의 하한(lower bound)을 시산할 수 있다. 품목별 시비량이 다르지만 편의
상 쌀을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저농약농산물 재배 시 유기합성농약 살포
량은 실제 평균 사용량의 1/2, 화학비료 시비량은 권량기준의 1/2이라고 가
정하였다.169
위의 가정하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실시하지 않아 친환경농업 면적
이 현재보다 작았을 때’(시나리오 1) 추가로 사용했을 농약과 화학비료 투
입량을 시산하였다<표 4-8>. 시산 결과,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실시하지 않
았다면 농약 사용량과 비료 시비량은 2005~2013년 평균 실제 투입량보다
각각 평균 5.83%, 0.48% 증가했을 것이다.
이 시산 결과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했을 때 농지나 수자원,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실시하면서 파생된
간접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결과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시산 결과이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해야 하고, 영향 정도 자체도 추가
분석해야 한다.
168
169

엄밀한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간단한 시산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저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 살포횟수 1/2 이하, 최종살포일 2배수 적용, 화
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정학균‧문동현 2013). 그러
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용자료를 준용하였다. 이 때문에 시산 결과를
과대 또는 과소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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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시나리오 (1)에서 농약 및 화학비료 투입량 증가분 시산 결과
항목

농약
사용량

화학
비료
시비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천 톤)

1.9

1.8

1.9

1.8

1.9

1.8

1.8

1.8

1.7

ha당
(kg)

12.8

12.9

13.1

13.8

12.2

11.2

10.6

9.9

10.9

ha당 추가
(kg)

6.4

6.5

6.6

6.9

6.1

5.6

5.3

5.0

5.5

총추가
(톤)

17.6

46.7

88.2

160.7

185.2

114.1

105.6

109.7

129.6

전체 대비 증가율
(%)

1.8

2.6

4.8

8.8

9.9

6.3

5.9

6.2

7.4

전체
(천 톤)

722

477

631

570

500

423

447

472

459

ha당
(kg)

376

257

340

311

267

233

249

267

262

188.0

128.5

170.0

155.5

133.5

116.5

124.5

133.5

131.0

총추가
(천 톤)

0.5

0.9

2.3

3.6

4.1

2.4

2.5

3.0

3.1

전체 대비 증가율
(%)

0.1

0.2

0.4

0.6

0.8

0.6

0.6

0.6

0.7

ha당 추가
(kg)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내부자료;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 한국작물보호협회(http://koreacpa.org/
korea); 한국비료협회(https://fert-kfia.or.kr:50016/new/00_main/main.asp).

3. 소결

제4장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이론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의
정의와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았다. 첫째,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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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보다는 규범적 관점에서 ‘다원적 기능’을 살피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직접지불제를 ‘다원적 기능’을 공급하려는 정부 개입 방식 중
재정적‧경제적 유인으로 이해한다. 셋째, ‘긍정적 외부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대원칙하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해야 한다.
제도를 설계할 때 지역 공공재 성격을 반영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확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시나리오 1).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감시켜 전망
치를 비교한 결과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기한이 끝나면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등의 현상과 부합했다.
엄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한 결과, 환경 부하 경감 등 비산출물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지불제 제도 분석과 평가

제3장과 제4장에서 직접지불제 효과를 분석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
지 평가하였다. 이 장에서는 제도 분석의 관점에서 직불제 운영을 평가하
고자 한다. 직불제 도입 이후 당초 목적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 왔는지, 여
건 변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을 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직접지불제 제도 설계(쟁점 5)와 운영 방식의 효율성 및 제
약성(쟁점 6)을 다룬다. 첫째, 직불제별 목적과 시행 방식이 명확하고 적절
한지 평가한다. 제도 설계-시행 절차-사후평가 및 성과지표 순으로 분석한
다. 둘째, 농업부문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을 인지하고, 필요성과 가치
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농업·농
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라는 여건 변화를 가늠한다. 셋째,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당초 직불제의 목적이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도상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편 방향의 근거를 찾
고자 한다. 앞선 논의와의 맥락을 고려하여 ‘소득보전형’과 ‘공익형’ 직불
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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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
사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변화
를 살펴보았다.170,171 ‘직불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직접 답을 제공하
지는 못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불제를 비롯한 재정을 어떤 쪽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살피고, 향후 직불제
개편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다.172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의견은 2007년을 제외하면 60%를 상회
했다<표 5-1>. 한‧미 FTA 등이 타결된 이후인 2012년과 2014년 결과를
보면 농산물 시장이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중이
각각 82.2%와 75.7%였다. 반면, 2012년부터 새로 조사한 ‘개방될수록 소
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항목에 동의한 도시민 비중도 2012년 60.5%, 2014
년 67.2%로 나타났다. 도시민은 시장 개방 또는 개방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소비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시장개방에서 비롯된 피해 보전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소비자
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가격지지 대신 소득보전
방식을 도입한 선택도 타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170

171
172

이 조사는 매년 도시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년 응답자 표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식 조사 결과가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다수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유일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전반적인 추세 변화를 살펴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응답한 도시민 수는 2012년 1,508명이고, 다른 연도는 1,500명이다.
황영모 외(2016)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유사한 조
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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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반대 소계

60.7

54.1

60.4

61.1

69.6

82.2

75.7

찬성 소계

39.2

45.8

39.5

38.9

30.4

17.8

24.3

모름/무응답

0.0

0.1

0.1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주 1) 반대는 ‘더 이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은 안 된다’와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이상
2006~2010) 또는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2012, 2014)를 합산한 결과임.
2) 찬성은 ‘농산물 시장 개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와 ‘농산물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이상
2006~2010)를 합산한 결과임.
자료: 김동원･박혜진(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서 현재 기대하는 기능 중 ‘식량의 안정적 공급’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표 5-2>. 특히, 2008년에는 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한 도시민 비중이 75.5%였다. 2000년대 중반 곡물 가격 급등 현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낀 결과인 듯하다. ‘자연환경 보전’을 중시한다고
응답한 도시민 비중이 2008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특기할 만하다. 전통적인 식량 공급 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 환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Potter and Tilzey 2005)하는 비중이 늘
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나
타났던 사회적 기대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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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농업‧농촌의 역할(현재)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식량의
안정적 공급

42.3

42.6

75.5

42.1

42.4

43.6

39.3

42.6

국토의
균형발전

24.3

17.5

10.5

15.6

15.7

15.4

15.8

14.4

자연환경
보전

10.9

21.3

8.5

24.7

23.0

22.1

22.9

21.1

전통문화의
계승

10.8

6.6

1.3

9.1

8.4

8.8

10.9

7.2

관광 및
휴식의 장소

7.2

3.4

1.7

3.0

3.7

4.1

4.3

6.1

전원생활의 공간

4.4

8.3

2.4

5.4

6.6

5.8

6.7

8.4

기타

0.1

0.1

0.1

0.0

0.1

0.0

0.1

0.1

모름/무응답

0.0

0.2

0.1

0.0

0.1

0.0

0.0

0.0

자료: 김동원･박혜진(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이 앞으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기능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현재 수행 중인 기능에 대한 기대와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표 5-3>.
조사 기간 전반에 걸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낮아졌다. ‘자연 환경 보전’ 역시 현재 수준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낮
아졌으나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미래에 ‘전통문화의 계승’, ‘전원생활의
공간’, ‘관광 및 휴식의 장소’ 등의 역할을 기대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대부
분 연도에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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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농업‧농촌의 역할(미래)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식량의
안정적 공급

36.1

26.4

50.1

48.2

42.0

32.2

21.7

25.9

국토의
균형발전

22.8

14.7

13.5

13.6

13.1

13.5

12.4

13.8

자연환경
보전

13.7

19.5

15.2

15.8

16.6

18.6

17.2

18.6

전통문화의
계승

11.4

11.3

5.6

9.3

12.3

10.9

14.8

12.0

관광 및
휴식의 장소

8.0

12.7

6.4

7.8

9.5

12.1

14.7

14.9

전원생활의 공간

7.8

15.0

9.0

5.3

6.4

12.4

19.0

14.7

기타

0.1

0.1

0.1

0.0

0.1

0.1

0.1

0.2

모름/무응답

0.1

0.4

0.1

0.1

0.1

0.1

90.

0.1

자료: 김동원･박혜진(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조사
기간 동안 2009, 2010, 2013년을 제외하면 최소 61.9%가 공익기능이 가치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5-4>.
공익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응답을 보면, ‘공익기능이 가치를 지
니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는 않은’ 도시민
비중이 늘어났다<표 5-5>.173 예를 들어, 공익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
중이 가장 높았던 2006년(90.4%), 2007년(87.3%), 2015년(70.5%)에도 세
금 부담 의향은 각각 52.8%, 39.1%, 59.5%에 불과했다.

173

이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지불의사를 묻지는 않았다. 지불의사 등을 조사한다
면 긍정적인 응답이 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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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치
있다

90.4

87.3

63.4

58.6

55.9

64.1

61.9

53.7

66.2

70.5

보통
이다

-

-

28.5

33.1

35.7

-

-

-

-

26.1

가치
없다

9.6

12.7

8.0

8.3

8.4

35.9

38.1

46.3

33.8

3.4

주: 2008~2010년과 2015년에는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로 조사하였음. 이 중
‘매우 많다’와 ‘많다’를 ‘가치 있다’로, ‘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를 ‘가치 없다’로 통합하였음.
자료: 김동원･박혜진(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표 5-5>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찬성

52.8

39.1

40.5

50.3

59.7

52.7

44.9

60.1

50.9

59.5

반대

47.1

28.4

26.7

41.9

40.3

47.3

55.1

39.9

49.1

40.5

모름/무응답

0.1

32.5

32.9

7.8

0.0

-

-

-

-

-

주: 2008~2010년에는 ‘적극 찬성’, ‘찬성’, ‘잘 모르겠다’, ‘반대’, ‘적극 반대’로 조사하였음. 이 중 ‘적극 찬성’과
‘찬성’을 ‘찬성’으로, ‘반대’와 ‘적극 반대’를 ‘반대’로 통합하였음.
자료: 김동원･박혜진(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종합하면, ‘다원적 기능’에 속하는 다양한 속성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사
회적 기대)는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농업‧농촌이 현재 수행하고 있고, 앞
으로 제공하기를 바라는 기능은 세부 항목별로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Potter and Tilzey(2005)가 주장한 것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 공간보다

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또는 정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지만 농업‧농촌이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요를 채워 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로서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
나 공공 재정으로 농업 부문을 지원하여 이러한 기능 제공을 유도하는 방
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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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1996년 국민투표, 그 이후>
스위스에서 1996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76%의 찬성을 얻어 헌법 제104조를 수정한 사실은 다원
적 기능’이라는 개념을 널리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잘 알려져 있다. 여건이 변화하면서 국민 인식도 같
이 달라지고 있다. 2012년에 사회에서 농업 부문에 기대하는 바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러한 변화를
일부분 반영한다.
이해집단에 따라 ‘다원적 기능’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제3장 3.4. 참고). 공공재정으로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데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다(67% 찬성). 특히 산간 지역 지원은 70%
가 동의했는데, 산간지역에서 경쟁력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 비용
이 많이 든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두 가지 이유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면담자 의견으로는 1996년에 비하면 공공 부문 재정 소요에 대한 동의가
다소 줄었다고 한다.

<세금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시민의 찬반 투표 결과, 2012년>

자료: 유찬희･오현석(201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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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설계
2.1. ‘소득보전형’ 직불제
2.1.1. 목적의 정합성 평가174
‘소득보전형’ 직불제 목적은 도입 당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표 5-6>.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가격지지 철폐와 양정개혁이라는 전환 과정에서 소득
을 보전하고자 도입하였다. FTA피해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FTA
타결에 대응하고자 도입하였기 때문에 목적에 여건을 반영하였다. 그럼에
도 개별 직불제 목적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
<표 5-6>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목적
목적
쌀변동
직불제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밭농업
직불제

1)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FTA피해
보전직불제

도모

2)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의 경
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174

농어업선진화위원회(2009) 분류에서 평가하였다. 2차년도에서 개편 방향을 제
시할 때 분류를 바꾼다면 목적 역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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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쌀변동직불제

쌀변동직불제 목적은 ‘소득안정’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배경과 목적 간
에 상충 우려가 있다.
먼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제3장에서 논의한 ‘소득안정’의 의미를 되짚
어 본다. 소득효과의 ‘충분성’을 소득 변화 추세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제3장 1.2절 참고). 이와 함께 변동직불제를 운영하여 소득 변동성
을 낮추는 경영안정성을 중요시해 왔다. 양정개혁을 실시하면서 직불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 목적을 소득분배 개선이 아닌 정책 전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데 두었기 때문이다. 면적비례 방식으로 설계한 것 역시
손실이 클수록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농가
소득 양태 변화를 살펴보면,175 소득감소분을 완화하는 것 외에 경영(소득)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도입 시에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일정 수준(예를 들어, 농가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소득안정이 쌀 농업소득의 안정성 도모를 뜻한다면 이 제도를 시행한 결
과인 쌀 가격 안정이 쌀 농업소득 안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
다. 쌀변동직불제 도입 이후 쌀 조수입 변동성은 수확기 가격과 소득에 비
해 낮다<표 5-7>. 제도 설계상 수확기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변동직
불금을 지급하여 그 격차를 메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득 변이계수를
보면 소득 변동성이 심하다. 이는 변동직불제를 실시하면 수확기 가격은
안정시킬 수 있지만, ‘소득안정’을 달성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음을 시
사한다.

175

최근 연구 중 김미복‧박성재(2014), 김미복‧오내원‧황의식(2016)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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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쌀 수확기 가격, 조수입, 소득 변동성 비교
목표 가격
(천 원/80kg)

수확기 가격
(천 원/80kg)

조수입
(천 원/80kg)

소득
(천 원/10a)

2006

170.1

166.2

184.7

542.5

2007

170.1

174.7

187.4

489.9

2008

170.1

173.8

185.3

623.7

2009

170.1

166.3

177.8

549.3

2010

170.1

138.2

165.3

434.2

2011

170.1

142.4

165.9

570.0

2012

170.1

162.3

173.8

578.4

2013

188.8

150.8

167.2

643.4

2014

188.8

147.7

166.7

615.2

변이계수

0.047

0.086

0.052

0.119

주 1)
2)
3)
자료:

변이계수는 표준편차/평균으로 계산하고, 2006~2014년 값을 적용하였음.
조수입은 수확기 쌀값 당해연도 고정 및 변동직불금(80kg 기준으로 환산)을 더한 값임.
수확기 가격은 양곡연도 기준임.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국가통계포털. 농산물생산비조사.

제3장에서 분석했듯이 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고
려하면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은
그 자체가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목표가격과 농가수취가격(또는 조수입)의
격차를 줄여 주기 때문에 농가는 생산유인을 가진다. 생산 증가 유인이 있
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쌀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변동직불금의 목적 자체가 쌀값 하락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을 소모하여 가격 하락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더욱이 목적 자체에서 배경으로 언급하는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중 과잉기조 속에서 이 목적이 타당한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

직접지불제 제도 분석과 평가 143

<예시: 경작규모별 고정직불금 단가 차등화>
현행 ha당 100만 원인 고정직불단가를 차등화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산했다. 분석 편의상
고정직불금을 이용했으나, 아래의 논의를 변동직불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논 면적 기준으로 0.5ha 미만, 0.5~5.0ha 미만, 5.0ha
이상으로 구간을 나누어 직불금 단가를 차등지급하였다.176 둘째, 시나리오에서 0.5ha 미만 농가에게는
규모와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지면적 30ha 이상인 농가는 지급대
상에서 제외한다. 넷째, 고정직불금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시나리오에서 5.0ha 이
상 농가에 지급하는 65.4만 원은 예산 총액을 현재 수준과 같도록 하는 계산한 결과이다.
시산 결과 2015년 현재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농가들은 평균 28만 원의 고정직불금을 받았으나,
단가를 차등화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5.0ha 이상 농가가 받는 직불금은 약 35만 원 감소
한다. 농가경제조사표본농가와 정확히 매칭(matching) 할 수 있다면 농업소득, 농가소득 증가분을 보
다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을 것이다.177
다만, 차등화를 실시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들의 농업‧농가소득을 보전하면서 농가 간 소득불균형
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8>.178

<표 5-8> 쌀고정직불 단가 차등 시 수령액과 재정소요액 시산
평균 고정직불 수령액
현행

시나리오

재정소요액
현행

시나리오

0.5ha 미만

100만 원/ha

50만 원

899.6억 원

1,608.4억 원

0.5-5.0ha 미만

100만 원/ha

100만 원/ha

5,498.5억 원

5,498.5억 원

5.0ha 이상

100만 원/ha

65.4만 원/ha

1,989.3억 원

1,267.8억 원

자료: 농업경영체 D/B 원자료(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76

177

178

2014년 현재 0.5ha 미만 농가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30%
미만이고, 5.0ha 이상 농가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거의 비슷하다.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표본을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응
답을 받았다. 대안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등을 이용하면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등화 등 대안은 2차년도 연구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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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득안정이 농업(또는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라면 제3장에서 논의한 ‘충분성’ 문제에 직면한다. 면적비례 지급방식
등 현행 설계하에서는 전체 농가 중 약 70%에 이르는 소규모 농가가 정책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적비례 방식에 더해 개별 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경지 규모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농가 특성을 반영하여 직불금 단가를 설정한다면 그 효과가 달
라질 수 있다.179
어느 의미로 정의하든지 쌀변동직불제의 현재 목적이 적절하지 않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나. 밭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의 목적은 두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주요 밭작물
의 자급률 제고’는 ‘소득보전형’보다는 ‘공익형’ 직불제 목적에 더 부합한
다. 쌀고정직불제 목적과 비교해 봐도 그러하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는 타당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쌀변동직불제와 마찬가지
로 ‘소득안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둘째, 밭농업직불제와 FTA피해보
전직불제 목적 간 관계가 불분명하다. 밭농업직불제의 목적은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밭농업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다는 인식이 불충분하였고,
FTA피해보전직불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였다(박준기 외
2015: 58).

179

김한호 외(2014)에서는 농가 단위 지급, 영세농 중심 농가 단위 지급, 경작규
모별 고정직불금 차등 지급, 새로운 소농 지원 직불제 도입 등을 상정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예시에서 고려한 방식은 경작규모별 고정직불금 차등
지급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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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TA피해보전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목적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밭농업직불제

목적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라는 표현
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경영안정’ 역시 ‘소득안정’과 차별성을 명확하
게 할 필요가 있다.

2.1.2. 제도 설계 평가
가. 면적비례 지급 방식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양정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도
입하였기 때문에 면적비례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도입 당시 타당성을 지
녔다. 그러나 당시 타당했던 설계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초래했다. 소득지지 효과가 불충분하고, 쌀변동직불제가 생산연계
성을 지녀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현행 직불제 대부분은 면적비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 규
모가 클수록 많은 직불금을 받는다. 경지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규모가 필연적으로 제한된다.180 이 결과 소규모 농가들의 소
득 수준을 충분히 증가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가 간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

180

직불제별로 면적 상한을 적용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가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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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쌀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의 경지 규모별 수령 실태
고정직불금
농가 수

변동직불금

수령액

천호

%

십억 원

%

농가 수

수령액

평균
(천 원)

천호

%

십억 원

%

평균
(천 원)

0.5ha 미만

339.0

43.8

94

11.3

278

275.1

40.2

76

10.5

277

0.5-1.0ha

202.3

26.1

142

16.9

700

184.0

26.9

115

15.9

628

1.0-1.5ha

91.6

11.8

111

13.2

1,212

87.1

12.7

92

12.7

1,061

1.5-2.0ha

45.8

5.9

79

9.4

1,728

44.5

6.5

67

9.4

1,511

2.0-3.0ha

42.8

5.5

105

12.5

2,442

42.1

6.2

92

12.6

2,172

3.0-5.0ha

30.1

3.9

116

13.9

3,858

29.9

4.4

105

14.4

3,509

5.0-7.0ha

10.9

1.4

66

7.8

5,987

10.9

1.6

60

8.3

5,546

7.0-10.0ha

6.6

0.8

55

6.6

8,458

6.5

1.0

52

7.1

7,908

10ha 이상
전체

4.8

0.6

70

8.4

14,789

4.7

0.7

66

9.1

13,879

773.9

100.0

838

100.0

4,384

684.8

100.0

725

100.0

4,054

자료: 농업경영체 D/B 원자료(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5년 농업경영체 D/B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지 규모 1ha 미만

농가 수는 전체 농가 수의 69.9%였으나 고정직불금 수령액 비중은 28.2%
에 그쳤다. 반면 경지 규모 5ha 이상 농가 비중은 2.8%에 불과하지만 고정
직불금 수령액 비중은 22.8%로 나타났다. 변동직불금도 농가 수와 수령액
비중 차이가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표 5-9>. 설계 당시에는 형평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현재 여건 속에서는 형평성 완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
지고 있다.
나. 특정 품목 편중

도입 당시 여건을 고려할 때 쌀 관련 직불제 예산 비중이 클 수밖에 없
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는 특정 품목을 제도 명칭에 포함하고 있는 점도 당시 여건을 반영한 것이
라고 판단한다.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FTA 확대에 따라 밭작물 자급
률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예산이 집중되어
다른 직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한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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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은 “지급대상 농지181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
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후략)”로 되어 있다. 반면, 쌀변동직불금
을 받으려면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농림사
업시행지침서).
이 규정 때문에 쌀 이외 작목을 생산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첫째,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을 해도’ 쌀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

제 전작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부분의 쌀 농가에게 쌀 생산 기대소득은
양(+)의 값을 지닐 것이기 때문에, 즉, 농사를 지으면 조금이나마 추가소득
을 올릴 수 있으므로182 휴경을 할 유인이 적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더라
도 여전히 쌀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나
영농기술 등 때문에 품목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휴경이나 전작을
하면 현행 규정상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영농활
동에서 어느 정도 신축성을 허용하고 있지만 쌀 이외 작목으로 전환할 유
인이 줄어든다. 셋째, 직불금 단가를 비교해도 쌀 이외 품목을 선택할 유인
이 적다. 현행 쌀고정직불금 단가 100만 원/ha183은 밭농업직불금 단가(밭
고정직불금 40만 원/ha, 논이모작직불금 50만 원/ha)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러한 제도 설계 때문에 타 작목으로의 전환 효과가 더욱 낮아지고, 쌀에
예산이 집중되어 다른 직불제 운용에 한계가 있다.

181

182
183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
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와 2)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된다(농림사업시행지침서).
변동직불제하의 목표가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농업진흥지역 안 1,076,416원/ha, 농업진흥지역 밖 807,312원/ha의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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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중립성

다수의 선행연구 외에도 제3장 분석결과에서도 쌀변동직불제가 생산연
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문제가 생긴 원인 중 하
나는 위에서 논의한 특정 품목 편중과도 관계가 있다.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해야만’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쌀 이외 작물을 재배
할 유인이 줄어든다. 즉, 품목특정적(commodity-specific) 방식으로 변동직
불제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목표가격 체계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
한 법률｣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1항은 5년 단위로 목표가격
을 고정하고(“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킬로그램당
18만 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 제2항에서는 국회의 동의

를 받아야 목표가격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
(목표가격의 산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하는 목표

가격에 대한 산식184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국
실제 목표가격이 변경목표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되므로185 생산중립성
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186
라. 기타 검토 사항

밭농업직접지불제가 제도 측면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조건불리
지역직접지불제 등과의 중복수급 금지, 단가의 적절성, 대상 품목과 농지
의 적정성 등이다. 첫째, 현행 규정상 밭농업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
접지불금을 동일 필지에서 중복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농림축산식품부
184

185

186

변경목표가격 = (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 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 변경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으로 규정하였다.
변경목표가격과 실제 목표가격의 차이에 대한 예증은 제3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량적 분석은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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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직불제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187 둘

째, 현행 밭농업직불금 단가는 논이모작직불금을 포함하더라도 쌀소득보전
직불금보다 낮다. 밭작물의 단위면적당 노동투입 시간이나 생산비용이 논
에 비해 대체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셋째, 밭농업직
접지불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농지는 2013~2014년까지 ‘공부상 밭’으로
한정하고 있었다(김태곤‧허주녕‧전애라 2014: 41). 2015년부터는 지목에
상관없이 밭농업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26개 품목의 밭농
업직접지불금은 여전히 ‘공부상 밭’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188 2016년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밭농업고

정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논이모작직불금 대상 농지도
논농업고정직불금 농지 및 기타 조건을 만족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이 문제는 ‘현황주의’와
‘지목주의’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 사례이다.189
FTA피해보전직불제도는 가격지지율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가격지지

율이 소득지지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현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이는 제도 설계 자체보다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품목 가격을 지지하기는 하였지만

피해보전율은 감자(21.8%), 닭고기(10.3%)를 제외한 품목(시설포도 6.1%,
노지포도 2.9%, 고구마 0.3%, 밤 0.0%)에서는 낮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84).

기준가격에 포함되는 수입기여도190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적

187

188
189

2016년 6월 면담한 한 지자체 담당자에 따르면, 밭농업직접지불제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단가가 인상되면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2015년에는 30여 농가가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에는 신
청농가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은 지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논쟁은 송재일(2013)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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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졌다. 이 개념의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산출 과정에
사용하는 중요한 모수인 탄성치의 민감도와 신뢰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임정빈 2014: 23-25).

2.2. ‘공익형’ 직불제
2.2.1. 목적의 정합성 평가191
‘공익형’에 속하는 직불제별 목적을 살펴보면 ‘다원적 기능’과 직간접적

으로 연계되어 있다<표 5-10>. 농지의 사회적 편익과 식량자급률 제고, 농
업의 환경보전 기능, 지역 활성화, 경관 형성 및 유지 등은 제4장에서 논의
한 ‘다원적 기능’ 범위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몇 가지 개선과제가 있다.
<표 5-10>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
목적
쌀고정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1)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2)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2015a).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190

191

특정 품목 가격 하락분 중 어느 정도가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 때문인지를
수치화한 지표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2009) 분류에서 평가하였다. 2차년도에서 개편 방향을 제
시할 때 분류를 바꾼다면 목적 역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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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문제점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불제별로 추구하고자 하는 ‘다
원적 기능’을 명료하게 밝히지 않았다. <표 4-2>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다
원적 기능’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부합한다면, 식량자급률 제고(쌀고정직불
제), ‘환경보전’(친환경농업직불제), ‘지역 활성화’(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
관보전직불제) 등은 적합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주된 목표와 부수적인 목표
를 보다 명백하게 제시하여 직불제의 성격과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야 한다. 둘째, 개별 직불제별로 제시한 ‘수단’과 ‘목적’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
(쌀고정직불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

익 기능 제고’(친환경농업직불제),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
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경관보전직불제) 등이 그 예이다.192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책 수단 집행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다. 셋째, 쌀고정직불제, 친
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복수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일
련의 목표(objectives)를 달성하려면, 정책 수단의 수가 목표 수와 같거나
더 많아야 한다’(Tinbergen 1952)는 점에서도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직불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나. 쌀고정직불제

쌀고정직불제의 목적은 쌀변동직불제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 쌀고정직
불제의 목적에서 제시한 ‘식량 자급률 제고’는 현실적으로 ‘쌀 자급률 달

192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중 관련 사업 내용 전반을 보아도 명료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송미령‧성주인(2005)은 농촌경관이 농촌관광 수요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유승우‧박경철(2004)은 지역 축제 중 상당
수가 농촌경관 자체를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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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가깝다. 쌀고정직불제금은 ‘20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쌀변동직불제와

연동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쌀 이외 작목을 재배할 유인은 낮다. 따라서 변
동직불제와 병행하여 시행하면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 달성’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쌀고정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목적은 ‘다원적 기능’ 중 긍정적 외부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논한 것처럼, 영농활동의 외부효과는 긍
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으므로, ‘부정적 효과 감축’ 역시 목
적에 제시해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제시해야 의무이행사항 강화가 필요하
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2.2. 제도 설계 평가
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지급대상자로 친환경농업을 시행하는 농가로서 친
환경농업 경영면적이 0.1~5.0ha인 농가로 한정하였다. 0.1ha 이하는 법상
농업인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할 수 있고,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
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5.0ha는 다른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상한을 지
정하여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대부분이 이 조건을 만족하
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인증면적이 5ha를 초과하는 농가가 신청하는 비중
이 2006년 5.1%에서 2015년 6.7%로 점증하고 있다<표 5-11>. 친환경 인
증면적이 5ha 이상이어도 5ha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면적 분포를 세
밀하게 살펴보고 현행 지급면적 기준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다원적 기능’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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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농가 수 및 면적 현황

전체 농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농가 수(천 호)
5.0ha 미만
농가 수

비중(%)

전체 면적

친환경농업직불금
적격 면적(천 ha)
5.0ha 미만
농가 면적

비중(%)

2006

39.6

39.2

99.1

35.0

33.2

94.9

2007

59.3

58.7

98.9

53.7

50.5

94.1

2008

81.6

80.6

98.7

76.3

71.2

93.3

2009

93.2

92.1

98.8

90.0

84.5

93.8

2010

96.9

95.8

98.8

93.3

87.7

94.0

2011

74.8

73.9

98.8

71.8

67.3

93.7

2012

52.2

51.7

98.9

48.9

46.0

94.0

2013

39.0

38.6

98.9

37.6

35.4

94.2

2014

27.1

26.8

99.0

25.7

24.3

94.6

2015

24.4

24.0

98.6

26.1

24.3

93.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첫째, 사업대상자는 법률에서 정한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으로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친환경농어업 육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을 받으면
직불금 신청자격이 있다. 하지만 유기‧무농약인증을 받을 때 지켜야 할 사
항 외에 ‘다원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영농활동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지 못하여 다원적 기능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19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도 구체적인 의무이행사항을 제
시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현재 제도하에서는 ‘다원적 기능’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유기식품 등 인증 기준을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기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무농
약농산물 등의 인증 기준을 같은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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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역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으로 국한하고 있다. 더불어 지
원 기준이 관행적 ‘투입재의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농 방식을
바꾸면 나타날(또는 나타나야 하는) 환경자원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
고 규정도 부재하다(김태연‧김배성 2016: 209-210). 이런 점에서 볼 때, 물
적 기반 조성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제도 측면에서 ‘다원적 기능’을 발현
또는 확산할 수단이나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원적 기능’의 한 갈래인 농업환경 보전 측면으로 국한해도 친환경농

업직불제는 관련 있는 사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즉, 농업환경 보전 차원
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별사업 중심이어서 실제 효과를 높
이는 데 한계가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a: 19)<표 5-12>.
<표 5-12> 농업환경 보전정책 관련 사업 현황
단위: 억 원
사업명

2015년 예산

주요 내용

친환경농업직불

508

친환경 농가 소득감소분 보전 및 환경보전

경관보전직불

139

지역별 경관작불재배 유도

조건불리직불

40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기능 유지 지원

쌀변동직불

195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 차액 보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15

단지‧지구조성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부산물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

친환경농자재지원

2,286

가축분뇨처리시설

877

가축분뇨 퇴비‧액비화로 환경오염 방지

농업용수수질개선

169

농업용수원 수질조사 및 개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a: 18).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처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품목에 따라 경과 연수가 다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유기지속직
불금(논 30만 원/ha, 밭 60만 원/ha)은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친환경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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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가들이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일률
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작물별 소득이나 재배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고, 단가 자체가 2009년에 산정한 기준을 토대로 책정되어 최근 추세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89-90).194

<참고: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 방안>
첫째, 친환경직불금 지급 상한을 현행 5ha에서 개인 30ha, 법인 50ha로 확대하고, 논‧밭을 구분하
여 개별기준도 마련하고자 한다. 품목군별로 재배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부 작물은 밭농업직불금 중복 지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저농약 직불금 수령 농가가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령 급액은 무농약 직불금 전액 또는 기존 저농약 직불금과의 차액에 상당한다.
셋째, 유기지속직불 기간을 연장하는 등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넷째, 친환경농업직불제 관리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현행 제도와 체계를 평가한다. 첫째,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수단 또는 인센티브이다(성주인‧박주영 2008). 그럼에도 자금 수혜자
들이 직불금을 보조금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정책 효과를 떨어
뜨리는 것 같다(박진현‧황한철 2012). 둘째, 농촌 경관을 가꾸는 것이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작물 재배를 제외한 다른 관리 수단을 명시하지 않
고,195 유사 또는 유관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경관 가꾸기 행위

194

농림축산식품부(2016a: 35)에서는 추진 방향 중 생산기반 부문에서 ‘친환경농
업직불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친환경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
고 저농약 농가가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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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경관 작물 재배’에 국한되어 있어 농업 활동 또는 농업 관련 시설
이 창출하는 다양한 경관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김태연‧김배성
2016: 209).196 셋째, 마을경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민 역량을 중

심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역량을 축적하거나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송미령‧박경철 2005; 박진현‧황한철
2012). 이 부분은 현행 제도 설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마을경관보

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농림사업시행지침
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역량을 충분하
게 축적할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에서는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등), 대상 작물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
역의 자연적‧인적 특성이나 활동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 송미령‧박경철(2005)에서도 주장하듯이, “사람마다 좋은 경관에 대
한 판단이 다르고 지역마다 문화적 특질에 따라 좋은 경관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작물을 심으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오히려 좋은 농촌경관
의 모습이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문
제는 경관보전직불제나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195

196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도 마을경관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작물재배관리(경
관작물 식재, 성실한 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농지‧용배수로‧주변 정리,
꽃길 조성, 안내판 등 정비,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등으로만 규정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정빈·이명헌(2016: 32)은 실제 예시된 경관작물이 준경관작물보
다 더 높은 경관효과를 지닌다는 근거가 없고, 특정 작물을 재배해야 직불금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고유의 경관을 저해하고 농촌경관의 다
양성을 감소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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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197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농림사업시행지침
서)라는 명백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생산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여 타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게끔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
모하고 지역 내에서 ‘다원적 기능’이 발현되도록 유인하는 것이 제도를 설
계한 취지이다.
지원 조건을 만족하면 작물 생산량에 관계없이 지급대상 면적에 비례하
여 개별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는 생산 여건
이 불리한 점을 반영하고 생산중립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럼에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 첫째, 지역별로 생산
여건과 불리한 정도가 다르지만 지원 조건과 지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개선 과제이다. 경지율과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이미 수집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단가를 차등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농업 활
동 지속을 전제하고 있으나, 지원 조건하에서는 실제로 농업활동 또는 농
지 관리 활동을 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198 셋째, 마을공동
지금을 보조금 중 20% 이상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과 개별 농
가가 수령하는 실질 직불금 규모는 밭농업직불금과 같거나 더 낮다. 마을
공동기금 규모가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197
198

임정빈‧이명헌(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지급 요건에서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으로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또는 2) 작목을 재배하지 않
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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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관리
3.1. ‘소득보전형’ 직불제
3.1.1.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직불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직불금 신청부터 지급, 사후관리, 농가
이행 상태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간이 역할 분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표 5-13~5-14>. 그러나 사업
시행단계별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농가 의무이행사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5-13>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 추진 절차
사업 단계

담당기관
-

4.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
등록증 교부

5.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농지형상점검

7. 토양·농약
잔류검사

읍·면·동
읍·면·동장

업무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대상농지·농업인·무담점유 여부, 면적, 벼 재배면적, 휴경 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
등록제한자, 농외소득자 지급제한 여부 확인

읍·면·동

등록증 교부

읍·면·동

시·군·구에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점검, 확인결과를 시·군·
구청장에게 송부
토양검사
농약잔류검사

주: 1. 신청･접수 전, 2. 사업등록 신청, 3. 신청자 정보공개, 6. 고정직접지불금 교부 요청, 8. 고정직불금
지급, 9. 변동직불금 지급, 10.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는 표시하지 않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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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밭농업직불제 업무 추진 절차
사업 단계

주체
지자체(읍·면·동)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4. 이행사항 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5. 이의신청 단계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7. 사후관리 단계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현지(서면)조사 및 필요 시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점검을 의뢰

표본농가 선정 및 대상품목, 면적확인 등 현지 조사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이행결과통보, 농업인 이의신청 접수, AgriX 시스템에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조사 요청
시·도에 자금배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밭농업보조금지급

시장·군수·구청장

부당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서면통보

시·도(시·군·구)

사업추진상황 현장 지도·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현황 현장점검

시·군·구

등록현황, 제외자, 지급대상자, 지급결과,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지급제한 실적보고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8. 보고 사항
국립농산물

현지조사결과,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

품질관리원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주 1) 1. 사업 신청 단계,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는 표시하지 않음.
2) 사업 신청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관원, 농업인이 참여함. 등록신청서 접수 및 정보공개 단
계에는 농관원,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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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불청 사례>
프랑스 지불청(Agence de service et de paiement: ASP)은 농림부, 경제부, 산업 및 고용부 공동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동농업정책 지원금 신청, 의무이행사항 감독･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ASP의 주요 업무는 1) 공공지원금의 행정적･재정적 관리, 2) 새로운 공공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행정･기술 서비스 제공, 3) 모니터링 및 평가이다. 17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고, 2014년 현재 2,050명
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 시행 체계도>

각 기관 감독관이 농장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의무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감독관은
안내서를 지참하고, 감독 대상 항목과 감독방식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감독 후 의무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농가가 의무이행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변칙 이행했으면, 농장주로 하여
금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관과 농장주가 보고서에 함께 서명한다. 서명이 이뤄진 보고서는
도 농업국과 농장주에게 제출된다.
자료: 유찬희･오현석(2016: 171).

직접지불제 제도 분석과 평가 161

예를 들어, 4단계인 신청내용 현지 조사 등을 지자체 단위에서 수행하고,
농지형상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맡으며, 토양‧
농약 잔류검사는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업무 성격상
전문성을 살리고자 도입한 방식이겠지만 일부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거
나 업무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주체가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주체별로 업무를 수
행할 때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밭농업
직불제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표 5-15>. 밭농업직불제는 업
무절차가 더 복잡하고, 담당주체가 더 분할되어 있다.199

3.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평가한다. ‘소득
보전형’ 직불제는 전략목표 Ⅲ(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
대로 농가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1(농가경영안정)에 포
함된다<표 5-15>. 이 소절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성과지표 자체의 적절성
과 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한다.
직불제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지표는 농가소득
이 일정 수준을 달성하였는지 또는 경영안정성을 완화시켰는지를 계측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 종사 농가소득과 관련되거나
밭작물 자급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소득보전형’ 직불제 중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의
성과지표는 목적을 평가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
첫째, 농가소득 보전사업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할 때 ‘호당 총수입 감소
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총수입 변화분을 계측해도
경영비 변화 등 다양한 요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9

이 문제는 2년차 연구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층적으로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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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쌀변동직불제의 성과지표인 ‘농가소득 지지율’은 적절하나, 지표와
산식 간에 괴리가 있다. 산식이 ‘수취가격(=산지 쌀값 + 고정직불금 + 변
동직불금) / 목표가격 × 100’인데 이는 ‘목표가격 대비 수취가격 비율’이
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취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
하더라도 소득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이 성과지표는 적절하
지 않다.
셋째, 밭농업직불제 성과지표인 신청 면적 대비 적격 비율은 신청 과정
에서 투명성 등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나, 직불제 시행 목적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표 5-15> 농가소득 증대 사업의 세부사업별 성과관리 현황(‘소득보전형’)
단위사업
농가
소득
보전

직접
피해
지원

세부사업

성과지표

2015년 목표

2015년
달성

2016년
목표

쌀직불제

쌀 농업 총수입
호당 감소율 완화

-2.9%

-1.4%

-2.6%

경영이양직불제

경영이양 면적

570ha

311ha

1,500ha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97.5%

97.3%

97.5%

100%

119.8%

100%

100%

-

100%

피해보전직불제
FTA 협정 주요 품목 가격지지율
폐업지원

주 1) 위 직불제는 전략목표 III(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농가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1(자연재해 대응 강화 등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농가
영영안정).)에 속함.
2) 쌀 농업 총수입 호당 감소율은 (생산량 추정치×80kg당 조수입×쌀변동직불금 수급 농가 수)의 2014~
2015년 변화율임.
3) 농가소득지지율은 ‘해당연도 수취가격/목표가격×100’임.
4) FTA 협정 주요 품목 가격지지율은 ‘[(당년가격+직불금)/기준가격*]×100’임. 기준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90%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4: 9-10). 재구성; 대한민국정부(2015a); 대한민국정부(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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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득보전형’ 직불제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경영이양직불제의 성과
지표 문제도 검토하고자 한다. 2015년 경영이양 면적이 목표치 570ha(당초
750ha)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에도 2016년에는 1,500ha를 목표치로 설정하

였다. 근거나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FTA 협정 주요 품목 가격지지율은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
한 해에만 계산하는 것이 올바르다. 산식인 ‘[(당년가격+직불금) / 기준가
격*]×100’에서 직불금의 범주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외의 직불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공익형’직불제
3.2.1.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공익형’ 직불제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신청부터 지급, 사후관리,

농가 이행 상태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유관기간이 역할 분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표 5-16>.
‘공익형’ 지불제 집행 단계별 추진 주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기능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친환경농업 인증이나 마을협약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보전형’ 직불제보다 과정이 더욱 복잡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단계별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농가 의무
이행사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도 한계가 있다. 추진위원회 수준, 농관원과
지자체 간 협업 수준 등에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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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공익형’ 직불제 업무 추진 절차
종류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단계
3. 사업자
선정 단계

4. 이행
점검 단계

주체
시‧군‧구,
읍‧면‧동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농식품부

시·도에 사업량배정

시‧군‧구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

인증기관

시‧군‧구에 점검 결과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조건
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1.
조건불리 지역
선정 및 통보

농식품부
AgriX
유지보수단
시·도‧군, 읍·면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단계

3.
사업 이행
단계
경관
보전
직불제

4.
이행점검단계

업무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읍·면

농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 제출
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지
시·군(읍·면)에서 사업신청서를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조건불리지역을 알리고 농업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이행점검 총괄
이행사항 점검 및 확인, 결과 보고
이행점검 결과 보고, 마을공동기금의 적정성 등을 관리 및
점검, 관리협약 준수여부 확인

시·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시·군

사유발생 시 사업대상자 변경

시·군

농관원에 이행점검의뢰

추진위원회

작물재배관리

추진위원회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위원회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농관원

이행점검 계획 수립, 점검 및 결과 통보

시·군

이행점검결과 시·도와 추진위원회에 통보

시·도

이행점검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액 결정

시장·군수구청장

이행점검결과 통보받은 후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통보

주: 일부 단계는 표시하지 않았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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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체계 기반조성: 스위스와 독일 사례>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직불금 신청과 모니터링 절차를 전산화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다. 비슷한 기반을
조성하려면 많은 재원과 노력,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직불제
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지리적 농지 조사 방식은 자율신고(self-declaration)를 원칙으로 한다. 항공사진이 기본이
되고 중앙정부 산하 별도 기관이 필지 조사를 하고 이 정보를 받아서 GIS에 활용한다. GIS 정보가 틀
리면(예를 들어 녹색은 초지, 보라색은 생산 안 하는 지역) 농민이 직접 고치지 못하고, 이의제기를 해
서 정부기관에서 수정한다.
농가에서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고령농 등 직접 하기 어려운 사람은
지역 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다.

<스위스의 지리적 농지 조사 방식 예시>

자료: 유찬희･오현석(2016: 48-5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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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체계 기반조성: 스위스와 독일 사례(계속)>
주 내 영양‧농업‧임업 사무소에서 사무소에서는 지원, 교육, 지도 및 컨설팅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농
업‧환경 프로그램 신청은 한 번만 하면 5년 동안 지속(1-2월에 신청)되고, 단일직불, 보상 수당, 일부 농
업‧환경 프로그램은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내역과 경영체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육규모, 농지 이용 실태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도와 연계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실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전체 신청 경영체의 5%를 무작위 추출하여 실사한다.
Greening, 환경농업 등은 동물보호, 위생, 질소 시비 관련 등을 세밀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1% 표본
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주를 20개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한다. 제출한 경영체 정보와 비
교하여 차이가 생기면 추가 실사를 나간다.
Konigsauer Moos 지역 사례를 보면, 지역 내에 VNP 경지를 집중시켜 놓았다. 농업청(KULAP)과
환경지원청(VNP)에서 특정 필지를 어느 프로그램에 등록할지 계속 논의한다. 한 필지에서 KULAP과
VNP를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개별경영체가 필지를 나누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다.

<바이에른 주 Konigsauer Moos 지역 사례>

자료: 유찬희･오현석(2016: 131).

3.2.2. 성과지표의 적절성
직불제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익형’ 직불제 성과를 평가하려면 ‘다
원적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성과지표는 적절하나,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지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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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농가소득 증대 사업의 세부사업별 성과관리 현황(‘공익형’)
단위사업

세부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가
소득
보전

성과지표

2015년 목표

2015년
달성

2016년
목표

99.0%

99.0%

99.0%

5.0%

5.2%

3.0%

9.0%

4.5%

7.0%

정주농 비율

경관보전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불제

방문객 증가율

친환경농업

무농약 이상 친환경

직불제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주 1) 위 직불제는 전략목표 III(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농가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1(자연재해 대응 강화 등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농가
경영안정).)에 속함.
2) 정주농 비율은 (지원 대상 법정리의 당해연도 정주농비율 /최근 5개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4: 9-10). 재구성; 대한민국정부(2015a); 대한민국정부(2015b).

첫째,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로 분
류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전’ 사업 단위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경관보전직불제 성과지표인 방문객 증가율은 직불금 수령보다 다
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개연성이 높다. 같은 이유에서 정주농 비
율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두 직불제의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영
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셋째, 최근 친환경인증 면적 감소 추세와 2016년 저농약 인증 폐지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업직불제 목표치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국회예산
정책처 2015: 241). 또한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제시한 목표치 12%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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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개별 직불제 제도 설계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소득보전형’ 직불
제 제도 설계에서 면적비례 지급 방식, 특정 품목 편중, 생산연계성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규정 등이 주요 개선과제이다. ‘공익형’ 직불제에서는 ‘다
원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기제 부족, 규정 자체의 제약, 지
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중요한 문제점이었다.
‘소득보전형’ 직불제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은 생산연계성 문제와

관련된 쌀변동직불제 개편이라고 판단한다. 쌀변동직불제를 개편하면 생산
연계성을 줄여 쌀 수급 불균형을 완화함과 동시에 다른 직불제 운용 신축
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품목 편중 문제와 면적비례 지급
방식을 개편할 수 있다. 품목 편중 문제는 품목 기반에서 농지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
불제 그리고 필요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까지 농지 기반 방식으로 통합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농지 기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면적비례 방
식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직불제별 단가를 조정하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을 확대하고 의무이행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선

결과제이다. 지급 단가를 조정하여 참여 유인을 높이되 의무이행사항을 부
과하여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증가(감소)시키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설계는 지역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방식이 어렵다면 프로그램화하는 방식을 검
토할 수 있다.
직불제 전반에 걸쳐 사업 시행단계별로 담당기관이 분산된 문제는 불가
피한 부분이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한해서는 지자체 권한과 기능을 강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
하고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결

론

1. 1년차 연구 결론: 시사점 및 제언

직불제 성과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직불제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토
대로 개별 직불제 목적을 재설정하며, 개별 직불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쟁점 분석·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한다.
첫째, 당초 직불제를 도입했을 때의 목적이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불제 운영 근거와 목적,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정책 집행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온 명분은 1) UR 이후 시장지지 폐지와 시
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2) 농업의 다원적 기
능에 대한 보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책전환 및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상실분 보상을 목적으로 직불제가 도
입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 상실을 보상한다는 명분 자체가 약화되
고 있다. 시장 개방에 대한 도시민 의견을 고려하면(제5장), 아직은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이라면 시
장 개방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근거
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손실 보상이라는 근거와 이를
토대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원적 기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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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유인 등 사회적 기대 충족과 소득보전의 2가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그림 6-1>.
<그림 6-1> 직불제 개편 방향과 비중 모식도

주 1) ‘다원적 기능’은 식량안보와 고용･농촌 활성화를 포함함. 최근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지만 향후 변
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2) 각 꼭짓점에 있는 삼각형 크기는 예산 등의 비중을 의미함.
3)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하였기 때문에 각 영역의 비중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둘째, 직접지불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제2장 참조).
1) 양정개혁 이후 정책 집행 경과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직접지불제는 보상 성격을 강하게 지녀왔다. 앞
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때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조정이라
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첫 번째 방향에 맞추어 ‘다원적
기능’ 제공 유인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되, 소득보전을 수단으로 자리
매김한다.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원적 기능’과 영농활동은 불가
분의 관계이다. ‘다원적 기능’을 사회적 기대에 맞는 수준까지 제공하
려면 영농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필요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함을 시사한다(<그림 6-1> 삼각형 왼쪽 아래 꼭짓점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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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아래 꼭짓점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의무이행사항을 강화
하여 영농방식 등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전환은 정책수단조정이자 공공 부문 개입 수단
중 재정적 유인 제공에 해당한다(<그림 6-1> 삼각형 위 꼭짓점에서
오른쪽 아래 꼭짓점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2) 직불제가 농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소득보전형’

직불제가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지만(제3장) 엄밀히 말하면 직불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직불제는 정책 명칭이 아니라 정책수단이라
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직불제 목적과 수단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
책 수단이 아닌 ‘현행 직불제’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한다. 현재 넓은 의미의 직불제에 포함된 사업200을 직불제 영역에
서 제외하고, 현행 직불제 중 경영이양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 등도 성격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그림 6-1> 삼각형의
영역과 경계를 분명히 한다).
셋째, 소득보전은 ‘다원적 기능’ 제공을 촉진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그 자
체를 직불제 시행 목적으로 설정한다. 정책수단조정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목적을 달성

하려면 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농가 단위에서 재생산 활동
이 이루어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
에서 직불제로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는 접근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그림 6-1> 삼각형 위 꼭짓점에서 왼쪽 아래 꼭짓점으로 비중을 강
화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보전형’ 직불제는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안전망 기능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초 목적 중 소
득 보전 효과가 미흡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소득형평성을 오히려 악화

200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농어민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취약농가인력 지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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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현행 면적비례 지급 방식을 유지하면 면적이 큰 농가가 더 많은
직불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직불금을 많이 받을
수록 형평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직불제 도입 목적이 소득 형평성 증진
보다는 소득보전에 있기 때문에, 소득보전 효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
다. 다만, 면적비례 지급 등 직불금 지급 방식과 지원대상 등은 개편할 수
있다.
넷째, 쌀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
하다. 몇 가지 개편 방향을 검토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
할지는 2년차 연구에서 제안하고 한다.
1)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제로 통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고정직

불금이 생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
져 있다. 생산중립성을 강화하면서 농가소득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통합 시 단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쌀 가격이 폭락할
때 소득지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등의 쟁점이 있다.
2) 생산 비연계와 품목 비연계 중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할지를 고민할

수 있다. 생산 비연계는 쌀을 생산하지 않아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
는 방식이다. 휴경을 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중립성
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직불금을 지급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한계가 있
다. 품목 비연계는 쌀 외에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
는 방식이다. 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생산연계성을 낮출 수 있지
만 전작을 해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다른 작목에 지급할 단가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등의 쟁점이 있다.
3) 목표가격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제3장에서

분석했듯이 목표가격 수준이 생산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목표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도 생산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직불제 운영 명분을 점차 옮기고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그림 6-1> 삼각형 위 꼭짓점 비중을 줄이고 오른쪽
아래 꼭짓점 비중을 늘린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
대가 점증하고 있으므로 ‘공익형’ 직불제를 개편하고 확대하는 것 역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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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목적이나 수단 측면에서 핵심요소인 ‘다원
적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서 살펴볼 정합성 여부까지 고려하
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제4장에서 논의한 지역 공공재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
하여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발현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을 정의하고, 농가와 지역 단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다듬으며, 시행 과정에서 프로그램화하
는 등 사전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개편 방향을 설정한 뒤 이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수정
해야 한다. 그동안 대내외 여건이 변했음에도 현행 개별 직불제의 목적이
나 제도 설계 등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 설계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서 제시한 ‘다원적 기능’ 강화와 맞물려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면
서 동시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의무이행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계와 방안은 2년차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일곱째, 소득보전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재편하고자 한다면 전체 예산 규모가 현재보다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다.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직불제 규모나 농정 예
산 중 비중, 농가경제에서 직불제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표 2-14>, 직불
제를 확충할 필요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식과 정량적인
재정 소요분 추정은 2년차 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여덟째, 직불제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다원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
회적 기대의 주체인 납세자 외에도 생산자, 전문가, 비농업 부문 관계자,
정책 결정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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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 요약

2. 2년차 연구 계획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 및 평가 결과와 개편 방

향을 토대로 직접지불제 개편 방향과 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첫째, 직불제를 운영하는 근거를 재정립할 것이다. 1년차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직불제를 도입‧운영해 온 기존의 명분과 근거를 다시 설정
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실 보전, 소득 안정, ‘다원적 기
능’ 제공 유인 등 사회적 기대 충족을 기준으로 삼되, ‘다원적 기능’과 소
득 안정에 방점을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소득보전형’, ‘공익형’, ‘구조개선형’의 분류도 재정의

결론 175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분류는 직불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2009년부터 적용한 사후적 분류일 뿐 아니라, 직불제 개편 방향을
바꾼다면 이에 맞추어 성격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류를 재조정하
면서 직불제 간 역할을 다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보전형’ 직불제는 쌀변동직불제를 시발점으로 하여 개편 방안을 도

출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다원적 기능’ 제공 유인을 높이게끔 설계를
바꾸고 의무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실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지역 공공재 특
성을 반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개선형’ 직불제는 다른 형태
직불제나 정책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직불제의 전반적인 방향과 분류를 설정한 뒤 이를 토대로 범주별 직불제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전체 개편 방향 속에서 개별 직불제 개
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201 쌀고정직불제와
쌀변동직불제 그리고 필요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가칭 ‘농지관리직불’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를 현행 방식으로
운영할지,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할지도 검토할 것이다. 이에 수반되는
의무이행사항 강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직접지불제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끔 제도와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 살펴본 제도 문제를 개선하고, 점검 체계를 보
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현재 직
접지불제와 연동하여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 D/B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별 역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해외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년차 연구에서는 직접지불제를 도
입한 배경과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편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에 대응한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년차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제 설계와 시행 방안에 무게를 두고 분석
할 것이다.
201

2년차 연구에서 수행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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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구에서 제시할 개편 방향과 방안을 따를 때 예상되는 소요 재정

규모를 추산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직불제별 개편 방안,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등을 조합하여 다양한 조합을 이끌어내고, 대안별 효
과 정도와 소요 예산 규모를 추정할 것이다. 더불어 재원 마련 방안을 함
께 모색하고자 한다.
2년차 연구에서 제안할 방향과 방안에 대해 농업인, 비농업 부문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정책 토론회 등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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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과 EU의 농가경제 관련 용어 정리
제2장에서 국가별 직불금이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농가경제 및 구조를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소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가
장 근사한 정의를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직불제가 농업, 농가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미국

농가 총현금소득(Gross Cash Farm Income: GCFI)은 농축산물 판매액
(crop and livestock sales), 정부 보조금(government payments), 기타 농업

관련 소득(other farm-related income)의 합계이다. 기타 농업 관련 소득은
농작업 대행(custom work), 농기계 대여, 가축 급여 대행 수수료, 목재 판
매, 생산 계약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Hoppe 2014: 3).
농가 순소득(Net Farm Income: NFI)은 농가 총현금소득 + 재고 가치 변
화(inventory change) + 가계 소비(home consumption) + Imputed Value of
Farm Dwelling – 현금 비용(이자 포함) - 유급 노동력 급여(현금 외 형태) -

감가상각으로 계산한다.
앞의 분석에서는 미국 농무부 농업자원관리조사(ARMS: 2016년 5월 2일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Farm Income’을 ‘농업소득’으로,
‘Total Household Income’을 ‘농가소득’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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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판매액(output)은 농축산물과 가공품 판매 금액의 합이다. 농축산물 및
가공품 판매액 + 농축산물 재고 변화 + 가축 가치평가액 변화(change in
valuation of livestock) - 가축 구입비용 + 기타 판매액(various non-exceptional
products)으로 계산한다.

총중간재소비(total intermediate consumption)는 생산비용(농가에서 생산
한 투입재 포함)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overheads)을 합산한 금
액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총외부투입재 비용(total external factors)은 농가가 소유하지 않은 투입재
(노동, 토지, 자본)를 사용하면서 지불한 보수이다. 임금, 지대, 이자 비용의

합계로 계산한다.
투자 보조금 및 세금 차액(balance subsidies and taxes on investment)은
당해연도 생산 과정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조금과 세금의 잔액이다. 투자
보조금 + 낙농 중단 프리미엄(premiums for the cessation of dairy farming)
- 투자 관련 부가가치세로 산정한다.

농가 총소득(Gross Farm Income)은 판매액 - 총중간재 소비 + 투자 보조
금 및 세금 차액과 같다.
농가 순 부가가치(Farm Net Value Added: FNVA)는 생산 활동에 사용한
투입재(농가가 소유했는지는 무관)에 대한 보수이다. 농가 순 부가가치는
판매액 + Pillar I & II 지불금(직불금 포함) + 기타 보조금 + 부가가치세
차액(VAT balance) - 총중간재 소비 – 농가가 납부한 세금(소득세 제외)
- 감가상각비와 같다.

농가 순 소득(FNI)은 생산 활동에 사용한 투입재와 생산자가 감당한 위험
에 대한 보수로 정의한다. 농가 순 부가가치 – 총외부투입재 비용 + 투자
보조금 및 세금 차액으로 계산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Farm Accountancy Data Network(FADN:
2016년 7월 4일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EU의 경우 ‘농가 총소득’을 ‘농

업소득’으로, ‘농가 순 소득’을 ‘농가소득’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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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U 공동농업정책 개관202

1. 공동농업정책의 변천 과정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지난 반세기 동

안 유럽 통합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서 유럽시민들을 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탄생한 유
럽경제공동체(EEC)의 공동농업정책은 소비자들에겐 적절한 가격으로 식
료품을 제공하고,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적정 수준의 농산물 판매가격을 수
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1962년 도입한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1)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affordable) 가격 수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공급하고, 2) 농업인 2,200

만 명의 삶을 ‘괜찮은(decent)’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
다.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유럽 농업인들을 지
원하여 5억 명 이상인 유럽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자 시행하고 있다.203
반세기가 지난 현재 공동농업정책의 이와 같은 목표들은 대부분 현실이
되었다. 공동농업정책은 국제 농업 환경의 변화는 물론 유럽 사회의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공공정책으로서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려 노
력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농민들과 EU 사이에 긴밀하게 이루어진 역동적

202
203

유찬희‧오현석(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준비하면서 강조한 우선순위는 1) 활력 있는
(viable) 식량 생산, 2)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3) 유럽연합 전역 농촌 지
역의 균형 잡힌 발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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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의 결과로서 공동농업정책 진화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지었다.
공동농업정책은 대략 3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해 왔다.
첫 단계는 유럽 농업이 공동농업정책의 강력한 시장개입 수단(가격지지)
에 힘입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이 때문에 유럽의 식량 사정이
기근에서 자립을 넘어 점차 공급 과잉 국면으로 이행하는 단계이다. 시기
적으로는 1960년대 초에서 1980년대 말에 이른다. 공동농업정책 초창기만
해도 유럽의 농업활동은 다수 소규모 농가들이 주로 수작업에 의존하는 상
태였다. 전후 식량기근 시기의 굶주림과 상점 앞에 늘어선 행렬에 대한 기
억이 유럽 시민들에게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던 시기였다. 1962년 공동농
업정책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은 보조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농장비를 구
입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고,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면서 농업생산성이 비
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농민들의 소득수준은 점차 높아졌고,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해 토지와 시설, 장비를 늘리는 등 농업생산
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었다(생산주의 시대). 그러나 산업화가 한창이던 이
시기에 청년층 이농은 계속되었으며, 농촌에서의 삶의 질은 여전히 상대적
으로 낙후돼 농가의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의 농장을 승계받기를 꺼려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럽농업이 ‘지속가능성’ 및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도
전에 직면하여 변화와 적응을 모색하던 단계이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1990
년대를 관통한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한 이 시기의 2세대 유럽
농민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했으나,
부모 세대와는 다른 농업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잉생산으로 잉여농산
물이 발생하면서, 공급을 시장수요에 맞추라는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시민
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따라 생산물에 대한 가격지지는 축소됐
고, 대신 생산자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직불) 방식이 도입됐다(생산물에서
생산자로 지원방식의 전환). 환경에 부담을 주는 집약적 농업 대신 조방적
농업이 장려됐다. 농산물 품질,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등의 과제가 1990년
대 농정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농민들은 농산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도 환경보호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추가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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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유럽 공동농업정책 변천사
연도

주요 내용
• 로마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 창설(프랑스, 독일 등 6개국)

1957년

- EEC의 공동정책으로서 유럽공동농업정책 예정
- 목적: 적정 가격으로 농산물 공급, 농민의 균형적 생활수준 담보

1962년
(1세대공동
농업정책)

1970~
1980년대
1992년
(2세대 공동
농업정책)

• 공동농업정책 탄생
- 기본목표: 생산자에게 적정 수준의 농산물 가격 보장,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
공급
- 식량안보 목표 달성
• 생산 억제
- 농산물 생산 공급과잉, 잉여 비축 문제 발생
- 생산을 시장수요에 맞게 조절하기 위한 특수 수단 도입
• 공동농업정책, 시장지원에서 생산자지원으로의 이동
- 가격지지 축소, 농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 직접지원 조건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농업으로 유도
• 공동농업정책, 품질에 방점

1990년대 중반

- 농업투자, 교육훈련, 가공 및 상품화 기술 개선 지원
- 전통 및 지역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도입
- EU 최초의 유기농에 대한 법 시행

2000년대
(3세대 공동
농업정책)

• 농촌개발이 공동농업정책의 중요 과제로 부상

2003년

• 보조금과 생산 비연계(디커플링, 의무이행사항)

2000년대 중반
2007년

- 유럽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방점
- 시장의 요구에 보다 민감한 방향으로 개혁

• EU 농업시장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시장접근 자유화
• 2004~2007 EU 회원국 확대로 EU 농민 수가 두 배로 증가
-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12개국 회원 가입, EU 인구 5억 명 이상으로 증가
• 공동농업정책 개혁

2014년

- 농업부문의 경제적, 생태적 경쟁력 강화
- 혁신 촉진, 기후변화 대응
-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창출과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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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유럽의 농업이 단순히 식량생산을 넘어 농촌 풀뿌리경제
의 기초로 재인식되고, 농촌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농민들의 역할을 재조명
하는 단계이다.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른다. 이 시기의 농민들
은 공동농업정책의 3세대로서 농업생산자이면서 동시에 농촌을 관리하는
한편, 다각화된 농기업의 경영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농업정
책은 직불제에 디커플링을 도입하면서 농민들의 농업활동이 시장변화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농업활동에 대한 환경적 요
구를 강화하는 대신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시스템을 제도화했다.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가족노동력을 배경으로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거
나 직접 판매하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농촌관광과 관련된 활
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농촌지역에 새로운 창업 기회는 물론 문화적 활동과
의 연계 속에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끌고 있다.

2. 공동농업정책과 직불제의 변화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MacSharry Reforms)을 통해 도입된 직불제는

공동농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했다. 이후 EU 직불제는
1999년과 2003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거치면서 단순히 소득보전을 넘

어 농업활동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한층 강화했다.
이제 직불제는 유럽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부응해 지원방식도 생산과 연계하
지 않은 방식으로 진화해 갔다.
공동농업정책 주요 개혁시기마다 이루어진 직불제의 주요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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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genda 2000과 직불제: 2000~2006년
1999년 공동농업정책 개혁(Agenda 2000)은 1992년 개혁의 연장선에서

역내 농산물 가격지지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국제가격 수준에 접근시
키는 한편, 조방적 농업활동을 전제로 소득보전직불을 확대했다.
공동농업정책의 구조를 개혁해 기존의 시장정책과 소득보전직불 분야를
제1축으로, 신설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제2축으로 한 7년 단위(2000~2006)
의 공동농업정책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이후 공동농업정책은 7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돼 공동농업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예산계획 등을 담
은 중기 정책프로그램으로 발전한다.
EU 규정 1259/99는 농촌개발 부문을 제외하고 가격지지 인하에 따라 시

행되는 모든 소득보전직불에 대해 ‘수평적 수단’을 마련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의무이행사항들을 소득보전직불에 대한 이행조건으로 부과했다.
일부 직불시책은 2축의 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의
9개 EU 관련 규정을 공동농업정책 제2축을 위해 ‘EU 농촌개발규정’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1축의 소득보전직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2축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의 구조시책들(조기은퇴, 조건불리지역
지원, 환경제약지역, 농업환경조치, 산림화 등)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품목에 따라 지지가격을 15~20% 인하하

는 대신 소득보전 차원에서 곡물 및 경종작물에 대해서는 면적 비례 직불
금을, 우유 및 유제품은 생산량 비례 장려금을, 육우는 사육두당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면적 비례 직불금은 과거 특정 기간 기준수확고를 적용
했기 때문에 회원국과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했다. 농업비경영체(자급
자족을 위한 경영체 등)들을 배제하고 실제 농업경영주들에게 직불금이 지
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직불금 지원대상은 농업인사회보장
제도에 가입한 농업경영주로서 최소 1ha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로 제
한했다. 소득보전직불에 대한 환경조건 의무이행은 주로 축산활동을 대상
으로 사육밀도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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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리스본 전략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직불제 : 2007-2013년
1990년대를 거치면서 공동농업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부상한 직불제

는 EU 외부와 내부로부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외부적으로는 WTO
협상과정에서 EU의 직불제가 생산과 연계됨으로써 교역기능을 왜곡한다
는 비판이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내부적으로는 EU의 장기발전
전략인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이 2005년 EU 정상회의에서 수정돼
‘환경과 사회친화적인 방법을 이용한 삶의 질 향상’을 새로운 목표로 한
‘신리스본 전략'이 채택되면서, 공동농업정책 또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

는 정책수단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204
2003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룩셈부르크개혁)은 디커플링과 의무이행사

항을 특징으로 한다. 시장기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생산중립적인 방식으
로 직불제를 전환하는 한편(단일지불제), 환경보호,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
질,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과 기대에 더 적극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농업활동에 대한 환경부과 의무이행을 강제한 것이다(의무이행
사항). 직불금은 재배면적이나 사육두수, 생산량과 같이 더 이상 생산과 연
계되지 않고, 환경, 동물복지, 식품안전 분야의 19개 EU 관련 규정을 의무
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생산연계직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EU는 2003년 공동농업정책

204

리스본 전략은 EU가 미국을 겨냥해 2000년 3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EU의 장기발전전략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EU 경제는 미국과의 격차가 확
대되었고, GDP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도 미국에게 역전 당한다. EU
는 1999년 단일통화인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
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
고 리스본 전략을 추진한다. 그러나 리스본 전략이 착수된 지 5년이 지난 후
추진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서도 EU 경
제는 저성장, 생산성 하락에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
가 확대된다. 2005년 3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는 2000년 리스본 전략을 수정
하여 ‘신(new)리스본 전략’을 채택하고, ‘환경과 사회친화적인 방법을 이용한
생활수준 향상’을 새로운 목표로 정해 신리스본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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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서 모든 소득보전직불에 대해 완전한 디커플링을 추진했으나, 회원
국 간에 이견이 커 최종 합의과정에서 두 개의 직불유형(생산연계 및 생산
비연계직불)이 공존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U는 회원국에 할당된 공동농
업정책 예산범위 내에서 회원국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두 개의 직
불유형을 조절(modulation)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3.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직불제: 2014-2020년
EU 직불제는 그동안 정책목표의 불명확성과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시행의 복잡성 등으로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비판의 배경에는 EU 회원국 확대와 비농업 분야의 예산 증대 요구가 있으
며, EU 예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EU 내의
예산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농업계와 비농업계, GDP 대비 농업비중이 낮
은 북유럽 회원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남유럽 회원국 간에 공동농업정책의
예산규모와 구조를 놓고 갈등과 타협이 반복돼 왔다.
정책목표와 관련해서도 회원국 간, 시민계층 간에 이견이 계속됐다. 기
후변화, 녹색성장 등을 중시하는 회원국(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1% 미만으
로 떨어진 북유럽 회원국)들과 환경단체들은 공동농업정책의 친환경 의무
를 더욱 강조하는(Greening) 반면, 유럽 농민연합(Copa-Cogeca) 등 농민단
체들과 남유럽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환경의무 부과는 결과적으로 유럽농
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의 직불금을 소득보조 직불과 추가적 환경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직불로 구분하자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직불체
계를 이처럼 이원화하는 것 외에도 농가 간, 지역 간, 회원국 간 직불금 분
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상한제 도입, 기준단가 차이 완화(지역
간, 회원국 간 평균치를 중심으로 한 균형화 조치)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
해서 제기됐다.
EU는 2009년부터 차기(2014~2020) 공동농업정책을 위한 논의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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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0년 11월에는 ‘2020년을 향한 공동농업정책’ 구상을 발표한다. 이
정책구상에서 EU는 유럽 농업이 식량안보, 환경과 기후변화, 지역균형발
전이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동농업정책 개
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은 이러한 도전과제를
EU의 다른 분야 정책수단들과 공조해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3년간의 숙고와 토의, 협상의 결과로 나온 2013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안은 공동농업정책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들을 재검토한 결과이며, 유럽의
회와 유럽집행부가 공동으로 법안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2013년 개혁
안은 여전히 공동농업정책을 두 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공동농업정책의 두 축 간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됐으며, 지원방식
또한 포괄적이며 통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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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EU 회원국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부표 3-1> EU 회원국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2014년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구분
국가 총세출(A)

벨기에

179.4

EU농업부문예산(C)

638.5

국가 총세출(A)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체코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덴마크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독일

0.7
13,211.5
379.4
1,006.3
10.5
47,245.7
646.4
1,176.6
3.9
109,440.6
455.4
1,034.8
1.4
375,781.0

농업 예산(B)

5,538.0

EU농업부문예산(C)

6,131.9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에스토니아

122,722.5

농업 예산(B)
농업 예산 비중((B+C)/A *100)

불가리아

2014년 예산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3.1
6,504.0
97.4
179.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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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가

구분
국가 총세출(A)

아일랜드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그리스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스페인

68,170.0
300.0
2,843.5
4.6
224,500.0

4.8
494,775.0

농업 예산(B)

4,363.0

EU농업부문예산(C)

8,516.4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2.6
14,136.1
373.8
96.6
3.3
478,042.0

농업 예산(B)

4,959.0

EU농업부문예산(C)

5,467.2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라트비아

2.9

6,502.7

국가 총세출(A)

사이프러스

1,236.1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이탈리아

750.5

4,181.0

국가 총세출(A)

크로아티아

68,757.6

농업 예산(B)
농업 예산 비중((B+C)/A *100)

프랑스

2014년 예산

2.2
6,814.4
126.6
83.1
3.1
5,290.7

농업 예산(B)

113.0

EU농업부문예산(C)

224.6

농업 예산 비중((B+C)/A *1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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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가

구분
국가 총세출(A)

리투아니아

324.9

EU농업부문예산(C)

623.1

국가 총세출(A)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헝가리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말타

39.5
1.3
38,040.3
638.6
1,887.8
6.6
3,477.6
19.0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국가 총세출(A)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1.5
175,858.0
1,050.0
961.1
1.1
117,012.9
1,365.1
999.4
2.0
92,504.3

농업 예산(B)

1,599.1

EU농업부문예산(C)

5,057.7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포르투갈

163.6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폴란드

15,043.4

32.9

국가 총세출(A)

오스트리아

11.3

농업 예산(B)
농업 예산 비중((B+C)/A *100)

네덜란드

8,355.1

농업 예산(B)
농업 예산 비중((B+C)/A *100)

룩셈부르크

2014년 예산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7.2
68,557.6
668.0
1,505.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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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가

구분
국가 총세출(A)

루마니아

1,213.2

EU농업부문예산(C)

2,182.1

국가 총세출(A)

EU농업부문예산(C)

260.6

19,696.9
246.2

EU농업부문예산(C)

530.4

국가 총세출(A)
농업 예산(B)
EU농업부문예산(C)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3.9
58,615.0
1,763.0
609.4
4.0
132,796.8

농업 예산(B)

691.0

EU농업부문예산(C)

924.3

농업 예산 비중((B+C)/A *100)
국가 총세출(A)
영국

3.5

농업 예산(B)

농업 예산 비중((B+C)/A *100)

스웨덴

12,157.1
163.0

국가 총세출(A)

핀란드

9.1

농업 예산(B)

농업 예산 비중((B+C)/A *100)

슬로바키아

37,512.8

농업 예산(B)

농업 예산 비중((B+C)/A *100)

슬로베니아

2014년 예산

1.2
913,568.7

농업 예산(B)

2,989.6

EU농업부문예산(C)

3,932.7

농업 예산 비중((B+C)/A *100)

0.8

주 1) EU 농업예산은 EU에서 구분한 9개 분야 중 ‘2. Sustainable Growth: Natural Resources’ 내
2.0.1. EAGF, 2.0.2. EAFRD, 2.0.4. EMFF를 합산하였음.
2) 2014년 기준으로 영국을 포함함.
3) 회원국별 전체 예산은 중앙정부 총세출액(Total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기준임.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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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주요 국가의 국내 보조 추이

1. 한국의 국내보조 현황

한국의 국내보조 금액은 200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
후 크게 증가하였다<부도 4-1>. 국내보조 중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OTDS)205은 1995년 약 26억 6천만 달

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5년 이후 OTDS 증감은 쌀변
동직불금 지급 여부에 따라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2007~2011년 동안 허용보조
(Green Box)가 국내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었다.

품목별 AMS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쌀 또는 보리에 할당하였다.
쌀변동직불금은 지급 규모에 따라 AMS 또는 최소허용보조로 분류되었다
<부표 4-1>.

205

OTDS는 AMS, 최소허용보조(De-minis),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의
합계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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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1> 한국의 무역왜곡보조 및 허용보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

<부표 4-1> 한국 AMS 통보 내역, 2001~2008년
단위: 백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356.8

3,344.5

3,301.6

3,728.9

3,627.3

3,638.9

3,583.7

3,966.3

172,1

164.4

156.7

149.0

149.0

149.0

149.0

149.0

AMS

163.2

155.0

147.2

145.8

3.3

97.4

3.7

3.3

쌀

쌀

쌀

쌀

쌀

품목

158.3

150.4

142.6

137.1

90.1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4.8

4.6

4.6

4.0

3.3

2.8

3.7

3.3

39.6

29.1

41.4

43.8

45.0

37.1

23.5

29.2

농업 총
생산액
AMS
한도

특정1)
품목
불특정2)

주 1) 기타 품목은 보조금 지급액이 품목 생산액의 10% 미만으로 최소허용보조에 해당함.
2) 농업총생산액의 10% 미만으로 최소허용보조에 해당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 문한필 외(2014: 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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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불제 개편 시 검토 사항

2.1. 허용보조의 기본 및 추가 요건
WTO 농업협정은 회원국별로 국내 농업 정책 목표를 달성할 권리를 인

정하고 있고, 목적 자체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반면, 국가별로 목적을
이행하려고 도입‧실행하는 정책 수단이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를 판단한다(Bohman et al. 1999: 5).
WTO 협정상 기본 요건(“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해야 한다.”) 및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접지불제는 다음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허용보조로 인정
받을 수 있다(WTO 농업협정문 부속서2의 제5항).206
- 제6항의 (a): 명시적이고 고정된 기간 동안 명백히 정의된 기준(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 소유주로서의 지위, 요소 사용 또는 생산량 등)을 기
준으로 수급자격을 정해야 한다.
- 제6항의 (b): 특정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규모는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의 생산량이나 생산형태와 관계가 있거나 이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 제6항의 (c): 특정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규모는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에 이루어진 생산에 적용되는 가격(국내, 국제 불문)과 관계
가 있거나 이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 제6항의 (d): 특정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규모는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에 사용한 생산요소와 관계가 있거나 이에 기초하면 안 된다.
- 제6항의 (e): 직불금 수령 요건으로 생산 활동을 강제하면 안 된다.

206

WTO 협정상 쌀고정직불금은 생산중립적 소득보조(제6항)에 속한다. 쌀고정직
불제는 기본 요건과 추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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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첫째, 정책을 변경하면서 기준 기간(base period)을 변경하는 사례가 일
부 있었다. 현행 기준 기간보다 이전 또는 이후로 옮길 수 있는지는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가격손실보전지불(Price Loss Coverage: ARC)이나
EU의 단일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 SPS)207 사례 등이 있다.

둘째, 기준 기간을 바꿀 때 어떤 품목을 심었던 농지가 자격을 갖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1996년 도입했던 경작자율계약직불(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FC)208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과거 계약면적(historically
based contract acreage)과 과거에 심었던 품목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

했다. 예를 들어, 1991~1995년 사이에 밀 부족분 지불(deficiency payments)에
참여해 계약을 맺었던 농가가 1996년에 7년짜리 PFC에 참여하였다. 7년
동안 이전 계약면적에 어떠한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밀을 심은 것으로 간
주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셋째, 현행 변동직불제를 유지하면 현행 AMS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다.
직불제 개편 방안을 모색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207

208

EU Commission. CAP Reform Summary. Available at <http://ec.europa.eu/agriculture/mtr/sum_en.pdf>.
2002년 고정직불제(Direct Payments: DP)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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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판례 및 사례 검토209
2.3.1. 브라질-미국 면화 분쟁
브라질과 서부 아프리카 4개 면화 생산국(C-4)은 미국이 면화에 보조금
을 지급하여 세계 면화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미국을 WTO에 제소
하였다. 당시 미국이 사용하던 주요 정책인 직접지불(Direct Payment: DP),
소득손실보전직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

시장손실지원지불

(Market Loss Assistance Payment: MLA), 생산자율계약지불(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FC) 등을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미국은 위

의 제도가 ‘품목특정적(product-specific)’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브라질 등은 PFC와 DP가 허용보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분쟁조정위원회(Debate Settlement Body: DSB)의 평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DP, PFC는 농지사용 제한(면화재배 농지에 다른 작물 재배 제한)을 부

과하기 때문에 허용보조는 아니나, 세계 시장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주
지는 않는다.
- MLA, CCP 등은 세계 시장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사용자 구매지불(Use Marketing Payment: Step-2)은 세계 시장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보조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 기간 등을 변경하여 지급대상 농지를 새
로이 지정하더라도, 해당 농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을 두면 분
쟁 가능성이 있다. 재배 가능 품목을 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중 어
떤 것으로 제안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209

송주호 외(2013: 33-4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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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미국의 가격손실보전지불(PLC) 사례
가격손실보전지불은 2014년 농업법(the Agricultural Act of 2014 또는
Farm Bill 2014)에서 소득손실보전직불을 폐지하면서 대신 도입한 제도이

다. 가격손실보전지불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프로그램 단수를 갱신하
고, 생산자가 원하면 기준 면적(base acre)을 재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단수 갱신과 기준 면적 재배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
지 1번만 할 수 있다.210
기준 면적과 프로그램 단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생산 왜곡 효
과를 지닐 수 있다(송주호 외 2013: 44). 기준 면적을 갱신하고자 하는 농
가는 현재 가능한 한 생산량을 늘려 향후 보조금 산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2.3.3. EU의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 사례
EU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주기적으로

개편해 왔다. 2003년 개혁에서는 생산중립적(decoupled) 단일지불제(SPS)
를 도입하였다. 2000~2002년을 기준 연도로 이 기간 동안 받은 직불금 규
모(수급권(entitlement)이라는 단위를 사용)를 기초로 단일지불금 금액을 산
정하였다(EU Commission).
수급권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송주호 외(2013)가 제기한 문제가 여전
히 생길 수 있다. 정책을 변경하면서 기준 연도를 바꾸는 자체는 허용되는
것 같다.

210

<https://www.extension.iastate.edu/agdm/crops/pdf/a1-32.pdf>. (검색일: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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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일본의 쌀고정직불제 사례
일본 정부는 2010년 쌀직불제를 도입하고 2013년까지 유지하였다. 쌀직
불제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이루어진다. 고정직불제는 생산비를 보
전하는 것이고, 변동직불제는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에 대비해 평년 수준의
판매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쌀직불제는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Blue Box 요소가 있지만, 지급대상 면적이 과거 생산면적 기준이 아닌 당

해연도 생산면적 기준이어서 감축대상보조(Amber Box)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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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직불제 생산중립성 분석 결과

1. 이용기(2005) 방법 적용

이용기(2005)는 이윤극대화 모형에서 최적 생산량을 도출하고, 직불제를
시행했을 때 생산량 변화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생산연계 정
도를 계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용기(2005)가 제안한 생산중립도 계
측식은 다음과 같다.211


      
   
주: DD는 생산중립도(Degree of Decoupling), ψ은 소득보전율, r은 고정직불단가(원/ha), Y는 기준단수,
PT는 목표가격, P0은 당해연도 시장가격임.

산출한 DD 값이 커질수록 생산중립성이 강하고, 반대로 작아질수록 생
산연계성이 강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용기(2005)는 다른 조건이 동일
할 때, 소득보전율과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생산연계성이 강해지고, 고정직
불금 단가를 높일수록 생산중립성이 커져 Green Box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5~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분석

했다<부표 5-1>. 소득보전율, 고정직불단가, 기준단수, 목표가격은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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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얻은 결과는 근사치이고, 변화율이 작을수록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이용기 200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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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품부 자료를 이용하였고,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수
확기 가격을 계산하였다.
변동직불금을 지급한 해의 생산중립도는 0.447~0.805였다. 이 기간 동안
목표가격, 기준단수, 고정직불 단가(2005년은 60만 원/ha), 보전율이 일정
했기 때문에,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생산연계 정도가 달라졌다. 변동직불
제가 어느 정도 생산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부표 5-1> 이용기(2005)의 방법을 이용한 생산연계 수준 계측
단위: 원, 가마
연도

보전율
(ψ)

고정직불단가
(r)

기준단수
(Y)

목표가격
(PT)

시장가격
(P0)

DD

DD’

지급
여부

2005

0.85

600,000

61

170,083

140,028

0.477

-

Y/Y

2006

0.85

700,000

61

170,083

147,715

0.663

-

Y/N

2007

0.85

700,000

61

170,083

150,810

0.745

0.000

Y/N

2008

0.85

700,000

61

170,083

162,307

1.626

0.000

N/N

2009

0.85

700,000

61

170,083

142,360

0.564

1.362

Y/N

2010

0.85

700,000

61

170,083

138,231

0.510

1.371

Y/N

2011

0.85

700,000

61

170,083

166,308

3.190

0.000

N/N

2012

0.85

700,000

61

170,083

173,779

-2.955

0.000

N/N

2013

0.85

800,000

63

188,000

174,707

1.105

0.000

N/N

2014

0.85

900,000

63

188,000

166,198

0.805

2.814

Y/N

2015

0.85

1,000,000

63

188,000

150,659

0.575

0.000

Y/N

주 1)
2)
3)
4)
5)

시장가격은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수확기 평균 쌀값임.
DD 또는 DD’ 값이 클수록 생산중립성이 높다는 의미임.
DD’는 이전 3개년 가격 평균을 목표가격으로 했을 때 생산중립도를 계산한 결과임.
DD 또는 DD’ 값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는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임.
2012년 DD 값이 음인 이유는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임. 그러나 2012년에는 변동직불
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DD 값이 큰 의미가 없음.
6) 지급 여부에서 왼쪽은 현행 목표가격하에서, 오른쪽은 3개년 평균 가격하에서 변동직불금 발동 여부를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산지쌀값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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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생산중립도와 변동직불금 발동 횟수가 변했
다. 당해연도 이전 3개년 평균가격을 목표가격으로 삼았을 때 생산중립도
(DD’)를 산출하여 DD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현행 목표가격 방식을 사

용할 때보다 생산중립도가 높아졌다. 당해연도 이전 3개년 평균가격을 적용
했을 때는 도입 첫 해인 2005년을 제외하면 변동직불금이 발동하지 않았다.
변경 목표가격212을 적용했을 때는 2005, 2009, 2010, 2015년에 변동직불금
이 발동하였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제3장의 2.2.3절에서 제시하였다.

2. Goodwin and Mishra(2006)의 방법 적용

Goodwin and Mishra(2006)는 기대효용 극대화를 가정하여 농산물시장

이행지불금(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 Payment: AMTA)과 시장손
실보전지불(Market Loss Assistance Payment: MLA)이 생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213 보험 가입 여부 역시 생산자의 위험회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보험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중립적 지원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절에서는 농가경제조사 2008~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214 영

212

21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변경 목표가격 산식을 규정
했다. 변경 목표가격은 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비교연도(변경 목
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 기준연
도(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올림픽 평균값)이다.
직접지불제를 비롯한 정책 도입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방대하다(Moro and Sckokai 2013; Serra et al. 2009; Cahill 1997; Bhaskar and
Beghin 2007; Britz, Heckelei, and Pérez 2006; Walters et al. 2012; Hennessy
1998; Hennessy, Babcock, and Hayes 1997 등). 이 중 Goodwin and Mishra(2006)
의 방법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여 선택하였다. 위의 결과
들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가장 정확하
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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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형태 중 ‘논벼’ 농가만을 선택하였고, 종속변수는 연도 초 면적을 사용
하였다. 추세변수로 전기 경작면적의 영향을 반영하였고, 자본-부채 비율,
농작물 수입, 총비용(경비+노무비+비료비+농약비), 전년도 고정직불금, 전
년도 변동직불금,215 연도 식별변수를 포함시켰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입금액‧직접지불금
의 교차항을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보험 관련 변수가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 대상인 논벼 보험이 2009
년 도입되었기 때문에 분석 기간 동안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Goodwin and Mishra(2006)와 달리 보험이 의사결정에 미치
는 영향까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농가는 투자 여력이 감소하여 이후 경작
면적을 줄일 유인을 가질 수 있다.216 분석 결과, 자산-부채 비중이 늘어나
면 이후 경작면적을 감소시키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표 5-2> Goodwin and Mishra(2006)의 방법을 이용한 생산연계 수준 계측
설명변수

계수(탄성치)

표준편차

886,553.6*

P-값

46,837.4

0.059

*

-441.7

233.1

0.058

자산-부채비율

-842.4(-0.003)

1,857.8

0.650

농작물 수입

0.0006(0.744)**

0.0000

0.000

총비용

0.0003(0.226)**

0.0000

0.000

고정직불금

0.0000(0.009)

0.0001

0.444

상수항
연도

변동직불금
0.0005(0.026)**
0.0002
Adj. R2 = 0.707, Obs. = 2,333.
주 1) *는 유의확률 10%에서, **는 유의확률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탄성치는 평균값에서 계측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214

215
216

0.004

변동직불금이 다음 해 2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동일 패널을 사용한 기간 중 마
지막 연도인 2012년은 제외하였다.
직불금 관련 문제는 각주 73번을 참고하기 바란다.
규모가 큰 농가가 투자용 부채를 늘린 결과 자산-부채 비율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후 경작면적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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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수입이 늘어나면 다음 해 경지면적을 증가시킬 유인으로 작용한
다는 결과는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부표 5-2>. 그
러나 특정 연도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다음 해 경작면적을 증가시킨다는 결
과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고정직불금 수령은 경지면적을 확대시킬 유인이 되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부표 5-2>. 이는 고정직불금이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다음 해 경작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변동직불금이 논
벼 농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의 방법 적용

3.1. 이용 자료와 농가유형 분류 기준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소득안정에 기
여한 효과와 생산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가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하여 2016년 3월 발표한 경영체 유형 구분217에 기초하여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는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DB, 통계
청 KOSIS 농림어업통계자료 등 3개의 상이한 자료를 이용했다.
농가경제조사는 전국 2,800개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농
가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 등을 조사한 패널자료이다. 2003~2007년
과 2008~2012년의 5개년 패널자료 2개를 기초로 분석했다. 쌀직불제가 소

217

농림축산식품부(2016b) 농업경영체 DB분석에 기초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기본구상(안), 경영체유형화특별추진단,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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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안정과 쌀 생산면적 증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했다. 따라서
2,800개의 표본농가 중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논벼농가만을 대상으로 분석

했다.
농업경영체 DB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
으로 일괄등록기간을 거쳐 일반 현황, 농축산물 생산 현황, 농업경영 관련
각종 현황을 조사한 전수조사 자료이다. 농업경영체 DB가 각종 농림지
원사업과 연계되며 비교적 정확하게 관리되기 시작한 2014~2015년의 2개
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
제가 소득안정에 미친 효과와 함께 쌀직불제가 생산면적 증대에 미친 효과
분석에 이용했다. 전체 156만 농가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
역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KOSIS 농림어업통계자료는 총량 자료로서 매년 품목별 생산
자료와 가격 지수 등을 제공했다. 쌀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의 전년인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쌀 재배면적, 생산비, 가격지수 등을 이용

하여 쌀직불제가 생산면적 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농가경제조사 패널 농가를 5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부표 5-3>.
농림축산식품부(2016b)에서 제시한 6개 유형(전문농, 일반농(예비전문농, 6
차농, 일반농), 고령농, 은퇴농)을 이용하되, 6차농을 일반농에 포함시켰다.
<부표 5-3> 농가경제조사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
연령

경영지표

농가유형

상위30%+조수입 5천만 원

전문농

+조수입 3천만 원

예비전문농

기타

일반농

65~75세 사이

-

고령농

75세 이상

-

은퇴농

65세 미만

자료: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 5-6).

204 부 록

농업경영체 DB 농가를 7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농림축산식
품부(2016b)에서 제시한 8개 세부 유형(전문농, 일반농(예비전문농, 6차농,
일반농), 고령농, 은퇴농, 창업농, 취미농)을 이용하되, 6차농을 일반농에
포함시켰다.

3.2.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 요약218
3.2.1. 소득증대 효과
연도별 직불금 수령 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 분석 결과 2003년에서 2007
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고정직불금을 수령하여 평균소득이 0.8~1.3% 증가
했다<부표 5-4>. 대응표본 T검정 결과 1% 유의수준하에서 고정직불금 수
령 유무에 따른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이는 고정직불
금이 농업소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변동직불금은 발동조건을 만족할 때만 지급되므로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2006년(2005년산)과 2007년(2006년산)의 변동직불금 유무에 따른 농업소

득 차이를 분석했다.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논벼농가 평균소득은 각각
2.7%, 1.5% 증가했다<부표 5-4>. 대응표본 T검정에서도 1% 유의수준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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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년과 2008~2012년 패널 분석 결과가 비슷하여 2003~2007년 분석
결과만 수록하였다. 소득안정 및 형평성, 안전망 효과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
았다. 자세한 내용은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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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4> 연도별 직불금 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 분석
단위: 천 원, %
소득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12,537

13,214

12,793

13,171

11,671

12,641

13,320

12,927

13,327

11,823

0.83

0.80

1.05

1.18

1.30

T값(B-A)

24.55***

24.82***

25.78***

24.94***

24.26***

금액(C)

12,537

13,214

12,793

13,530

11,844

0.00

0.00

0.00

2.73

1.48

-

25.32***

25.59***

직불금 제외(A)

고정
직불금
포함

변동
직불금
포함

고정
+변동
직불금
포함

금액(B)
증가율

증가율
T값(C-A)
금액(D)
증가율
T값(D-A)

-

-

12,641

13,320

12,927

13,686

11,996

0.83

0.80

1.05

3.91

2.78

24.55***

24.82***

25.78***

28.37***

29.02***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농가경제조사.

농가유형별 직불금 수령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 분석 결과, 고정직불금
수령유무에 따라 은퇴농의 소득변화율이 1.76%로 가장 높았다. 변동직불
금 수령 여부는 일반농의 소득변화율(0.95%)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부표 5-5>. 은퇴농은 고정직불금이, 전문농, 예비전문농, 일반농은 변동직

불금이 상대적으로 소득 증대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고령농은 고정직불금
과 변동직불금 간 소득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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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5> 농가유형별 직불금 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 분석
단위: 천 원, %
소득 구분

전문농

예비 전문농

고령농

직불금 제외(A)

42,879

19,320

13,934

9,873

7,603

12,677

42,988

19,424

14,043

10,047

7,660

12,807

0.25

0.54

0.78

1.76

0.75

1.03

T값(B-A)

10.02***

11.23***

23.23***

46.62***

15.85***

54.57***

금액(C)

43,180

19,481

14,048

9,961

7,675

12,784

0.70

0.83

0.82

0.89

0.95

0.84

7.09***

9.75***

17.55***

23.7***

11.95***

30.6***

43,289

19,584

14,158

10,134

7,732

12,914

0.96

1.37

1.61

2.64

1.70

1.87

9.25***

13.12***

39.34***

24.55***

15.93***

48.79***

고정
직불금
포함
변동
직불금
포함
고정
+변동
직불금
포함

금액(B)
증가율

증가율
T값(C-A)
금액(D)
증가율
T값(D-A)

은퇴농

일반농

전체 농가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농가경제조사.

3.2.2. 경영안정 효과
농가유형별로 직불금 수령 유무에 따른 ROA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고
정직불금 지급에 따른 ROA 증가율은 은퇴농이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변동직불금의 경우 예비전문농의 ROA 증가율이 0.75%로 가장 높았다
<부표 5-6>. 직불금 유무에 따른 ROA 수준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 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효과를 연계하여 살펴보면, 전문농,
예비전문농, 일반농은 변동직불금에 따른 ROA 증가율이 고정직불금에 따
른 증가율보다 크게 높은 반면, 은퇴농은 고정직불금에 따른 ROA 증가율
이 변동직불금에 대한 증가율보다 높았다<부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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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6> 유형별 ROA에 대한 직불금 효과
단위: %
소득 구분
직불금 제외(A)

전문농

예비 전문농

고령농

은퇴농

일반농

전체 농가

10.404

8.392

9.097

8.552

7.504

8.613

10.424

8.425

9.144

8.640

7.539

8.676

0.19

0.39

0.52

1.03

0.47

0.73

T값(B-A)

11.25***

12.71***

28.4***

58.46***

19.97***

66.56***

ROA(C)

10.460

8.455

9.149

8.599

7.552

8.663

0.54

0.75

0.57

0.55

0.64

0.73

T값(C-A)

10.81***

11.48***

26.77***

33.22***

19.93***

49.52***

ROA(D)

10.480

8.489

9.196

8.687

7.587

8.726

0.73

1.16

1.09

1.58

1.11

0.73

13.65***

14.83***

33.97***

54.27***

24.73***

70.65***

ROA(B)
고정
직불금

증가율

포함

변동
직불금

증가율

포함

고정
+변동
직불금
포함

증가율
T값(D-A)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농가경제조사.

농가유형별 직불금 유무에 따른 OPM 차이를 보면, 고정직불금과 변동
직불금 모두 일반농의 OPM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표 5-7>. 은
퇴농은 고정직불금이 OPM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변동직불금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큰 반면, 나머지 농가유형들은 변동직불금이 기여하는 효과가 더
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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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7> 유형별 OPM에 대한 직불금 효과
단위: %
소득 구분

전문농

예비 전문농

고령농

은퇴농

일반농

전체 농가

203.994

47.394

42.992

47.852

15.391

48.602

204.135

47.669

43.371

48.694

15.685

49.165

0.07

0.58

0.88

1.76

1.91

1.16

T값(B-A)

10.49***

10.6***

11.3***

16.21***

8.97***

21.25***

OPM(C)

204.399

47.959

43.559

48.377

15.911

49.134

0.20

1.19

1.32

1.10

3.38

1.16

T값(C-A)

10.1***

10.39***

5.23***

7.48***

8.33***

11.70***

OPM(D)

204.541

48.235

43.938

49.220

16.205

49.698

0.27

1.77

2.20

2.86

5.29

1.16

12.39***

12.25***

8.17***

11.46***

9.93***

16.74***

직불금 제외(A)
OPM(B)
고정
직불금

증가율

포함

변동
직불금

증가율

포함

고정
+변동
직불금
포함

증가율
T값(D-A)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농가경제조사.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농가유형별 위험농가 비율을 살펴보면, 고정직

불금 또는 변동직불금 수령 유무를 막론하고 일반농의 위험비율이 해당 유
형 농가 수의 약 20%(ROA 기준) 또는 약 16%(OPM 기준)로 상당히 높았
다<부표 5-8~5-9>. 직불금 지급으로 위험농가 비중이 감소하는 비율이 가
장 높은 유형은 은퇴농(ROA와 OPM 기준 각각 6.3%와 5.3%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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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8> 유형별 ROA 기준 위험농가
단위: 가구, %
직불금 제외
빈도
전문농

전문농

은퇴농

49

49

백분율

11.4

11.4

11.4

11.4

증감률

-

0.00

0.00

0.00

79

78

79

78

백분율

16.63

16.42

16.63

16.42

증감률

-

-1.27

0.00

-1.27

290

286

283

279

백분율

11.42

11.26

11.14

10.98

증감률

-

-1.38

-2.41

-3.79

빈도

350

340

340

328

백분율

8.26

8.03

8.03

7.74

증감률

-

-2.86

-2.86

-6.29

302

302

300

300

백분율

20.54

20.54

20.41

20.41

증감률

-

-0.72

-0.66

-0.66

빈도

1,070

1,055

1,051

1,034

백분율

11.69

11.53

11.49

11.30

증감률

-

-1.40

-1.78

-3.36

빈도
일반농

전체

고정+변동직불금 포함

49

빈도
고령농

변동직불금 포함

49

빈도
예비

고정직불금 포함

자료: 농가경제조사.

전체 농가

430

475

2,540

4,235

1,470

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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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9> 유형별 OPM 기준 위험농가
단위: 가구, %
직불금 제외
빈도
전문농

전문농

고령농

은퇴농

전체

고정+변동직불금 포함 전체 농가

40

41

40

백분율

9.53

9.3

9.53

9.3

증감률

-

-2.44

0.00

-2.44

69

68

68

67

백분율

14.53

14.32

14.32

14.11

증감률

-

-1.27

0.00

-2.90

빈도

246

245

244

243

백분율

9.69

9.65

9.61

9.57

증감률

-

-0.41

-0.81

-1.22

빈도

263

256

259

249

백분율

6.21

6.04

6.12

5.88

증감률

-

-2.66

-1.52

-5.32

238

237

236

235

백분율

16.19

16.12

16.05

15.99

증감률

-

-0.42

-0.84

-1.26

빈도

857

846

848

834

백분율

9.37

9.25

9.27

9.11

증감률

-

-1.28

-1.05

-2.68

빈도
일반농

변동직불금 포함

41

빈도
예비

고정직불금 포함

자료: 농가경제조사.

430

475

2,540

4,235

1,470

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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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결
농가경제조사 2개 패널(2003~2007년과 2008~2012년)을 기초로 쌀직
불금이 논벼농가의 농업소득지지 및 안정, 소득형평성, 그리고 농업경영에
기여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했다.
농가유형별로 보면 전문농, 예비전문농은 변동직불금이 기여한 효과가
고정직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은퇴농과 고령농은 고정직불금의
효과를 더 크게 누렸다.
쌀직불금은 농업경영과 농가소득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쌀직
불금을 제외하면 일반농 중 약 16~28%가 경영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은퇴농 중 약 5~16%가 쌀직불금을 통해 경영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직불금이 없었다면 은퇴농과 고령농의 약 1~3%는
최저생계비나 가계소비지출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적어도 고령농, 은퇴농, 일반농에 대해서는 쌀직불금(특히 고정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3.3. 농업경영체 DB 분석 결과 요약219
농가경제조사 결과와 달리 모든 농가유형에 대해 쌀고정직불금만 포함
하면 평균소득 증가율이 변동직불금만 포함했을 때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
다<부표 5-10>. 모든 농가에 대해 고정직불금이 변동직불금보다 소득지지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과 2015년 고정직불금 지급단
가(ha당)는 각각 90만 원/ha과 100만 원/ha으로 크게 인상된 반면 변동직불
금은 2015년에만 지급되고 지급단가도 266,238원/ha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19

소득보전 효과를 중심으로 수록했고, 소득안정 및 형평성, 안전망 효과는 별도
로 제시하지 않았다.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효과도 별도로 제시
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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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0> 농가유형별 쌀직불금 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 분석
단위: 만 원, %
소득 구분

직불금
포함

변동
직불금
포함
고정
+변동
직불금
포함

예비
전문농

고령농

은퇴농

일반농

취업농

취미농

전체
농가

12,633

3,530

2,158

1,054

838

1,392

556

2,575

금액(B)

12,915

3,697

2,249

1,116

896

1,425

579

2,670

증가율

2.23

4.73

4.22

5.88

6.92

2.37

4.14

3.69

173.1***

161.7***

289.0***

304.3*** 282.2***

37.9***

22.0***

430.1***

금액(C)

12,697

3,568

2,180

1,070

851

1,396

558

2,597

증가율

0.51

1.08

1.02

1.52

1.55

0.25

0.34

0.85

153.4***

143.3***

268.3***

294.6*** 255.6***

19.6***

9.2***

398.3***

금액(D)

12,979

3,734

2,271

1,132

909

1,429

581

2,693

증가율

2.74

5.78

5.24

7.40

8.47

2.62

4.50

4.58

170.3***

160.0***

287.4***

307.2*** 282.9***

35.7***

20.8***

427.3***

직불금 제외(A)
고정

전문농

T값
(B-A)

T값
(C-A)

T값
(D-A)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농업경영체 DB.

농업경영체 DB 자료(2014년과 2015년 패널)를 기초로 쌀직불금의 농
업소득 보전 및 안정과 소득형평성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쌀직불금은 모든 농가유형에 걸쳐
고정직불금이 기여한 효과가 변동직불금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쌀고정직불금이 인상된 영향이 크다. 밭농업직불금은 고정과

일반직불금 간 차이가 크지 않고 농가유형별로도 특이할 만한 차이가 없었
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농가유형별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쌀직불제가 농가소득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쌀고정직불금의 역할이 크게 나타났다. 쌀직불금이 없었다면 은퇴농, 고령
농, 일반농이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로 전락하는 비율은 각각 3.45%,
2.44%, 1.99%로 추정된다.

부 록 213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적어도 은퇴농, 고령농, 일반농에
대해서는 쌀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3.4. 생산연계 효과 분석 결과 요약
3.4.1. 농림어업통계 분석 결과
2004~2015년까지 통계청(KOSIS) 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쌀 재배면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종속변수는 쌀 재
배면적, 독립변수는 전년도 쌀 생산자가격(생산자물가지수로 실질화, 2010
년=100), 전년도 고정직불금(지급총액, 양정자료), 전년도 변동직불금(지
급총액, 양정자료), 전년도 농촌 노임(생산자물가지수로 실질화, 2010년
=100) 등을 포함했다.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이 쌀 재배면적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부표 5-11>. 전년도 변동직불금이 1%
증가하면 당해 재배면적은 0.0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율은 크지
않으나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년도 쌀 가격이 1%
증가할수록 당해 재배면적은 0.33% 증가하고, 전년도 농촌 노임이 1% 증가
할수록 당해 재배면적은 0.67% 감소하는 것으로 경제이론과 부합한다. 고
정직불금의 추정계수는 정(+)이었으나 생산연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
는 논리에 기초하여 예상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214 부 록
<부표 5-11> 2004~2015년 총량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변수

추정계수

p-value

14.8838***

상수항

*

0.000

ln(전년도 쌀 가격)

0.3294

0.060

ln(전년도 고정직불금)

0.0332

0.823

**

ln(전년도 변동직불금)

0.0062

0.041

ln(전년도 농촌 노임)

-0.6673***

0.003

***



 = 0.928
주 1) F = 16.15
2)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농림어업통계.

3.4.2.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
2003~2007년 패널 농가에 대한 분석 결과 F값이 6,759.4로 1%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든 추정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
다<부표 5-12>.
추정계수들을 살펴보면, 상수항, 전년도 순 자산비율, 전년도 농가소득,
전년도 재배면적, 전년도 변동직불금액, 경영주 연령 등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당해연도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 전년도 순 자산비율이 낮을수
록, 전년도 농가소득과 재배면적이 높을수록 당해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경영주 연령에 대한 추정계수는 (-)로 나타나 경영주 연령
이 낮을수록 재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년도 변동직불
금이 1% 증가하면 재배면적이 0.00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
총량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정직불금 효과는 통계
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 중에서 표준화계수를 통한 변수별 영향력
을 살펴보면 전년도 농가소득이 당해 재배면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전년도 재배면적, 전년도 변동직불금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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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2> 2003~2007년 전체 농가에 대한 분석 결과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

-4.3334

0.1017

-

-0.0008***

0.0002

-0.0161

전년도 농가소득

0.5712***

0.0113

0.5866

전년도 재배면적

0.4218***

0.0128

0.3996

전년도 고정직불금

-0.0060

0.0046

-0.0102

전년도 변동직불금

0.0092*

0.0048

0.0164

-0.0114***

0.0042

-0.0144

-0.0016

0.0032

-0.0025

상수항
전년도 순 자산비율
(자산－부채)/자산

경영주 연령
가구원규모


주 1) F = 6,759.4***
 = 0.955
2)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농가경제조사.

3.4.3. 농업경영체 DB 분석 결과220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쌀 농가들의 재배면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부표 5-13>.
전년도 재배면적, 전년도 변동직불금, 경영주 연령, 가구원 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전년도 변동직불금이 1% 증가하면 당해 재
배면적을 0.942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 총량자료나 농가경제
자료에 비해 그 효과가 대단히 컸다.

220

농가유형별 영향 차이는 정원호‧임청룡‧홍승표(2016)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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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계수를 이용한 변수별 영향을 보면 변동직불금이 재배면적에 미
치는 영향이 여타 변수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다. 자료 성격은 상이하지
만 연도가 지날수록 변동직불금이 다음 해 재배면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직불금은 연도나 자료의 종류와 무
관하게 재배면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표 5-13> 2014~2015년 농가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6.2309***

0.0127

-

전년도 순 자산비율
(자산－부채)/자산

0.0000

0.0000

-0.0006

전년도 조수입

0.0012

0.0009

0.0014

전년도 재배면적

0.0043**

0.0020

0.0043

전년도 고정직불금

-0.0038

0.0022

-0.0036

전년도 변동직불금

0.9428***

0.0008

0.9333

-0.0026***

0.0001

-0.0265

0.0191***

0.0022

0.0067

상수항

경영주 연령
가구원 수


주 1) F = 213,082***
 = 0.882
2)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농업경영체 DB.

쌀직불금 지급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동직불금
은 재배면적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고정직불금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농가유형별 회귀분석 결과도 전체 농가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유형별 특성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 록 217

상이한 분석 자료를 이용한 결과이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변동직불금이
다음 해 재배면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은퇴농, 고령농, 일반농 등 고령영세농
에 대한 농업경영 및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쌀고정직불제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쌀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성 때문에 WTO 감축대상보조에도 해당되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쌀수입보장보험 등 시장친화적
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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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KREI-KASMO 모형 개관221
KREI-KASMO는 한국 농업 부문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동태 부분균형

모형(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이다. KREI-KASMO 2015 모형
구조는 <부도 6-1>과 같다.
<부도 6-1> KREI-KASMO 2015 모형의 구조

자료: 한석호 외(2015: 14).

221

한석호 외(20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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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 실시한 변동직불제 효과 분석은 KREI-KASMO 모형 중 재배
업(쌀) 면적 함수222를 변경하여 시나리오를 추정하였다. 공급함수 또는 재
배면적함수에 포함시키는 변수 중 ‘보조금’ 항목을 변동직불금 시나리오에
따라 반응하도록 설계하였다. KREI-KASMO 모형에서 재배면적반응함수
는 기대순수익에 반응하도록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변동직불
금 규모는 생산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재배면적을 변화시킨다.

보조금   농판가격   단수 
경영비 

               
보조금   농판가격   단수 
         정책변수 
경영비 
주 1) ACR는 재배면적함수임.
2) 하첨자 i, j, t는 각각 품목, 대체 품목, 시간을 의미함.
자료: 한석호 외(201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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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배면적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는 한석호 외(2015: 68)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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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223,224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국가별 입장

1. 실증주의 관점 국가와 규범주의 관점 국가

실증주의 관점을 대표하는 미국, 규범주의 관점이 지배적인 유럽연합,
그리고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교적 비슷한 일본에서 ‘다원적 기능’을 바라
보는 관점을 비교하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다원적 기능’을 논할 때는, 주로
부정적 외부효과에만 초점을 맞춘다. ‘다원적 기능’의 당위성을 완전히 부
정하지는 않지만, 이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225
유럽에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과 달리, 다원적 기능 중 경관 제
공과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을 더 강조한다. 유럽에서는 비교역적 기능이라
는 명목하에 동물복지, 식품안전성, 소비자 후생 등을 특히 강조한다는 점
도 다르다. 동물복지나 식품안전성이 영농활동과 반드시 결합생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Maier and Shobayashi(2001)에서 정의한 ‘다원적 기능’과 다
르다.
일본에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첫
223
224
225

Sakuyama(2003), Garzon(2005)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박사의 위탁원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다원적’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한 최초의 문건은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1997) 같다(Swinbank 2001). “In order to keep alive the fabric of the
countryside throughout Europe, multifunctional agriculture has to be spread
throughout Europe, including regions facing particular difficulties.(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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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농업 부문 가치의 대부분이 쌀 농업에서 비롯된다. 둘째, 일본에서는
농업의 기능 중 식량안보를 중시한다. 셋째, ‘다원적 기능’과 비교역적 기
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국가별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다원적 기능’을 옹
호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EU 안에서조차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수단도 상이하다.

2. 유럽연합 회원국 간 관점 차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공동농업정책과 개혁 과정에서 등장했던 다원적
기능이라는 개념에 매우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2.1. 영국
영국에서는 1980년대 합의가 이루어진 후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
해 왔다. 1980년대 합의는 자유 시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졌고, 이
결과 영국 농업 부문이 비교우위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 실패가 생겨서 외부효과의 가치를 시장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했다. 초기에는 외부효과를 환경 측면 위주로 받아들였으나, 점
차 농촌개발 전반을 포함한(“교외(countryside)”)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해석
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영국 농업 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
농가 구성을 보면, 소농과 대농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중간 규모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서도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농가 등이 자원,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불리함
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정책을 도입해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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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원 전략(dualist approach)226을 추구했다. 특히, 노동당이 집권하던
1999~2000년에 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이원 전략을 제도화하였다. 이후 영

국 농업 정책에서 주된 입장은,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상업농에게 공적 지
원을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소농에게 맞춘(targeted) 지
원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전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
서, 영국 농업 정책은 다원적 기능을 환경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이해했고, 환경 질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이행하게끔 하는 수단으로
파악했다.

2.2. 독일
독일의 여건은 영국과 판이하게 달라, 지역별로 농업 생산구조가 확실하
게 구별되었다. 특히, 통일 이후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더욱 커졌고, 지역
단위 농업정책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 남부에서는 규모가 작고
경제적으로 취약한(fragile) 농가가 대다수이고, 지역과 사회 차원에서도 중
요한 계층이었다. 남부 지방정부(the Southern States)는 재정이 풍족했기
때문에, 1990년대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었음에도 환경 정책을 도입하여 농
가를 계속 보조하여 생산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북서부 지역에서는 농업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 정책(특히 소득지지)을 실시하는
대신 환경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보전하는 데 초
점을 맞추었다. 구 동독 지역에서는 농업이 잠재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
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지역
은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연방정부 지출에 많이 의존했다.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실시한 주요 농업정책은 경종작물 생산에 대한 직접소득지지
(direct income support)였고,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 환경 정책

은 연방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
226

대규모 농가와 소농에게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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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여건이 상이했기 때문에,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도 크게 달랐다. 특히, 독일 내에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혼
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했다. 2000년 이전까지는 남부 지역 소농을 옹호하던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규모
화를 추진하는 한편, 영농활동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다각화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가 힘을 얻었다. 이 시기 독일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농업 부문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기능이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
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경 정책이나 농업관광을 지원하
여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농가의 소득격차를 보상하려는 정책을 뒷받침하
는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농업과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논쟁은 2000년 BSE(‘광우병’) 사태를 겪
고, 당시 농업 정책이 급변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이 매우 높아지면서, 독일에서는 농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목가적
인’ 기대를 버렸다. 대신 자체적으로 식품 생산을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
서, 새로운 환경, 건강, 동물복지 관련 규범과 새로운 생산 방식(유기농업
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새 정책 기조는 농업의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는
대신, 기존처럼 경쟁력 강화와 규모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전과는 달리
경제적 유인을 부과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독일 농업 정책
이 크게 변화하면서 유럽 차원에서 논의하던 다원적 기능의 개념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독일의 새로운 관점에 발맞추어, 식품 안정성과 환경
부문에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2.3. 스페인
스페인의 농업 여건과 다원적 기능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 양상은 또
다르다. 스페인 농업은 독일과 비교해도 한층 더 다양하고, 유럽연합 가입
이후 비교적 일관된 농업 정책을 견지해 왔다. 스페인은 공동농업정책에서
제공하는 재정과 규제 수단을 활용하여 생산구조를 현대화하고 시장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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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공동농업정책 재원 분배가 지중해 국가에게 불리
하게 이루어지고, 중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수가 감소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정책 기조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이
유로 1980년대 이후 스페인에서는 농촌 지역의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
문을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환경 보호와 시장에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농업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우
선 순위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스페인이 비교우위를 지닌 품목을 중심
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농업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주요 쟁점은 경제‧사회적 통
합(cohesion)과 재정 배분(funding distribution)이었다.
유럽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원적 기능 논쟁이 스페인에서 시작되었을 때,
이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이 상이했다. 전통적으로 주요 농업인 단체와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한 우파 정당(the rightist)은 다원적 기능 개념을 교역되
는 상품(traded goods)에 우선 적용하고, 농가 소득을 유지하는 데 활용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the leftist) 정당의 입장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
다. 일부 정당은 우파 정당의 주장에 동조했고, 소농들과 연계된 일부 정당
에서는 이 개념을 활용하여 대안적 생산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농업 부문
고용과 사회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내부에서 다양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의 논쟁도 이 점을 반영하게 되었다.
즉, 강한 지역적 특색(territorial dimension)을 반영하고 회원국이나 지역별
로 다양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2.4. 프랑스
앞선 나라들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농업의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
다. 프랑스는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내와 EU
차원에서 가격지지 방식의 농업부문 지원을 계속해서 선호해 왔다. 그러나
1993년 UR 협상타결을 앞두고 이뤄진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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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접소득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EU의 직접소득지원 방식이
1999년 개혁과 2003년 개혁을 거치면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디커플링

방식으로 전환해 갔으나, 프랑스는 회원국에 부여된 자율성을 활용해 생산
연계지불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에도 생산연계지불금은 경영체 지원금의 10%를 웃돌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1998~1999년에 농업 기능을 둘러싼
공개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이 결과 프랑스 사회는 농업이 공공 정책 개입
이 필요한 중요한 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역할에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에 사회구성원들도 동의하였다. 프랑스
사회는 식품 안전 문제를 겪으면서 독일과 유사한 흐름을 경험했다. 즉, 농
업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환경, 식품안전, 동물복지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기존의 법령을 묶은 새로운 법(omnibus
law)을 상정하였는데, 이 법에서 다원적 기능이 초석이 되었다. 이 법에서

는 농업의 기능을 경제적, 사회적, 지역(territorial)‧환경적 측면에서 규정하
였다. 이 법령은 농업정책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수출 잠재력을 강화해
야 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당시 무역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수출보조 감축과 국내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
산물 품질을 높이고 유럽 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프랑스 내부적으로 직접지원(direct aids)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서, 농업인 단체를 포함한 농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
괄적인 지원을 줄이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다원적 기능은 새로운 사회 수요에 발맞추어 농업정책을
개편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도입한 전환적 개념
(transformative concept)이었다. 다원적 기능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에 발맞추어 직접지불제의 조건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새로운 기준을 근거로 프랑스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재분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직불제에 관한 일반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국
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 변화가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당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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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농업정책 개혁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프랑스의 상황에 부합했기 때문
에, 프랑스 정부는 다원적 기능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명분
하에 “자율조절(modulation)”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227 2002년 보수당 정
권에서 이 개념을 채택하면서, 다원적 기능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인정
받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데
EU의 어떤 회원국보다도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동농업정책이
1992년 개혁 이후 농업환경규정을 신설하고, 조방적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자,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목표로 농업환경시책(Mesures Agri-Environnemenales: MAE)을 패키지화
하여 자국의 대표적 농정브랜드로 포장해 왔다. 1992년의 지역농업환경실
행프로그램(Opérations locales agro-environnementales: OLAE), 1999~2002
년의 국토경영계약(Contrât Territorial d'Exploitation: CTE), 2003~2006년
의 지속가능농업계약(Contrât d'Agriculture Durable: CAD), 2007년 이후의
지역농업환경시책(Mesures Agro-Environemental Territorialisées: MAET)
이 대표 사례이다.

3. OECD 회원국 간 관점 차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도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
는 시각과 접근이 다르다. OECD 회원국 간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다. ‘다
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떠한 기능을 중시하는지가 다르면, 정책
227

자율조절은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도입한 메커니즘으로, 2009년 종합점검에
서 일부 수정되었다. 자율조절 메커니즘은 직접지불금 규모를 줄이고, ‘첫 번째 기둥’
의 유럽농업보장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에서 절약한 예산을 ‘두 번
째 기둥’의 유럽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에 할
애할 수 있도록 하였다(http://ec.europa.eu/agriculture/glossary/index_en.h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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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수단 역시 달라진다(OECD 2015: 15). 일부 OECD 회원국의 인식
차이를 <부표 7-1>에 요약했다.228
<부표 7-1> ‘다원적 기능’에 대한 주요 국가의 관점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중요성 보통

중요성
낮음

중요성
낮음

중요성 보통

중요성 보통

수질

중요성 보통

중요성
낮음

중요성 보통

중요성
높음

중요성
높음

수량,

중요성
높음

중요성 보통

중요성
낮음

중요성
낮음

중요성
낮음

중요성
낮음

중요성
낮음

중요성 보통

중요성 보통

중요성
낮음

중요성
낮음

중요성
낮음

중요성 보통

중요성 보통

N/A

생물다양성

중요성
높음

중요성 보통

중요성
높음

중요성
높음

중요성
높음

농업 경관

N/A

중요성 보통

중요성
높음

중요성
높음

중요성
낮음

N/A

중요성
높음

중요성 보통

중요성
낮음

N/A

토양 보호
및 질 유지

이용 가능성
공기 질
기후 변화온실가스 배출

자연재해 시
복원력

주: N/A는 자료가 없거나 중요성이 아주 낮음을 의미함.
자료: OECD(20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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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OECD(2015)의 제2장부터 제5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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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녹색화(Greening)’ 의무에 대한 공청회 결과 요약229

1. 조사 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 녹색
화 의무 적용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Your Voice in Europe’ 홈
페이지에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이해집단이 의견을 개진하
였다. 농업인, 회원국 공무원, 생산자 단체, 비정부기구, 학계‧연구계 등 다
양한 집단이 참여하였다.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639/2014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641/2014에 의거하여 실시한 녹색화 의

무 실행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녹색화 의무를 실천하면서 국가 간 형
평성을 개선시켰는지, 생산 잠재력(production potential)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녹색화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설문지는 1) 응답자 특성, 2) 농업, 환경, 기후변화 대응 간 관계, 3) 녹색
화 효과, 4) 녹색화 실천, 5) 형평성에 미친 영향, 6) 간소화, 7) 기타로 구
성되었다. 1)과 2)는 모든 응답자가 공통으로 답변해야 하고, 일부 문항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만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229

European Commission(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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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결과

2.1. 응답자 특성
조사 기간 동안 총 3,30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농업인
(82.0%), 도시민(7.2%), 생산자 단체(4.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부표
8-1>. 국가별로는 덴마크(1,399건), 프랑스(393건), 오스트리아(321건), 폴

란드(237건), 벨기에(182건), 영국(95건) 등의 비중이 높았다.
<부표 8-1> 응답자 특성
응답자 집단
공공 기관

응답 수(건)

비중(%)
54

- 회원국 중앙기관

14

- 회원국 지역기관(regional)

21

- 회원국 지방기관(local)

19

농업인 단체
- 유럽연합 단위

138

93

- 지방 단위

41

환경단체(NGO)

51

- 기타 단위

4.2

4

- 회원국 단위

- 유럽연합 단위

1.6

1.5

8
43

농업인

2,709

82.0

도시민

239

7.2

학계‧연구계

55

1.7

기타

58

1.8

합계

3,304

100.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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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농업인 2,861명의 영농 형태는 비교적 다양했다<부표 8-2>. 곡물
‧유지작물 등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758건), 여러 작물/축종을 기르

거나 사육하는 농가(645건), 기타 전문 재배 농가(437건)가 많이 응답했다.
<부표 8-2> 응답자(농업인) 영농 형태
응답자 집단

응답 수(건)

여러 작물 재배

145

여러 축종 사육

77

여러 작물/축종 재배‧사육

645

축산 전문 농가

141

낙농 전문 농가

357

곡물, 유지작물 전문 농가

758

기타 작물 전문 농가

437

양돈, 가금 농가

114

기타
화훼
올리브

24
4

양, 염소

24

과수

17

와인

28

양봉

9

기타

81

합계

2,861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응답자 중 녹색화 의무를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경지면적 50ha 이상
농가에서 높았고, 경지면적 10ha 미만에서는 현격하게 낮았다<부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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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8-1> 영농규모별 녹색화 의무 이행 비중
단위: %

자료: EU Commission(2016).

응답자 중 40% 이상이 농촌개발정책에서 허용한 농업-환경-기후 수단
(agri-environment-climate measures)을 환경친화적 영농 방식으로 가장 많

이 사용했다.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식(conservation agriculture)을 도입한
농가도 많았다. 응답자 중 약 1/4은 환경친화적 영농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부도 8-2>.
<부도 8-2> 영농 방식별 비중
단위: %

주: 복수 응답 문항임.
자료: EU Commissi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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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원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지금보다 더욱 환경친화적인 생산 방

식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
답자 중 약 80%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부도 8-3>.
<부도 8-3> 지원 수준에 따른 영농방식 변경 의사
단위: %

자료: EU Commission(2016).

2.2. 농업, 환경, 기후변화 대응 간 관계
‘농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응답자 집

단에서 70% 이상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부도 8-4>. 생
산자 단체와 도시민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중은 비슷했다. 개별자 생산
자는 동의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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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8-4> 농지 환경 보호 여부에 대한 의사
단위: %

자료: EU Commission(2016).

‘농업이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

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집단 반응도 비슷했다<부도 8-5>. 모든 집단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줄어들었다. 생산자 단체와 도시민이 긍정적
인 답변을 한 비중은 비슷했다. 개별자 생산자의 동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부도 8-5> 농업과 기후 변화 완화 간 관계에 대한 의사
단위: %

자료: EU Commissi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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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여 환경‧기후 친화적 방법으로 농사를 짓도

록 하여, 장기적으로 환경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환경단체를 제외한 모든 응답 집단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부도 8-6>.
<부도 8-6> 농업 부문 ‘다원적’ 기능 수행과 재정 지원에 대한 의사
단위: %

자료: EU Commission(2016).

2.3. 녹색화 효과
‘녹색화 의무를 실천하면서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제약을 어느 정도 또는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부
도 8-7>. 3가지 준수사항(다각화, 생태초점구역, 영구초지 유지)별로 느끼
는 부담 정도가 달랐다<부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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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8-7> 녹색화 의무가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정도
단위: %

주: 농업인만 응답함.
자료: EU Commission(2016).

<부표 8-3> 녹색화가 영농 활동에 미친 효과 사례
효과/의무

다각화
- 연작 피해 줄어듦.

긍정적

- 토질이 개선됨.
- 최대 단수 증가함.

중립적

영구초지 유지

- 질소고정작물 심어 토질이 개선됨. - 담수 및 홍수방지 기능이 강화됨.
- 화학비료 사용량이 줄었음.

- 생물다양성이 증진되었음.

- 경관 개선, 농촌관광과 연계

- 토질이 개선됨.

가능함.

- 고품질 사료를 생산, 활용함.

- 녹색화 도입 이전부터 하던 일이라 부담 없음.
- 부담 적지만 눈에 띄는 효과도 없음.

- 수익성 없는 작물까지 심어야 함.
부정적

생태초점구역

- 생산비용이 늘어남.
- 영농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졌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 투입재를 더 사용해야 함.

- 작목이나 축종 변경이 어려워졌음.

- 수요가 없거나 지역에서 안 맞는 - 일부 농가는 영구초지 판정을
작물을 심어야 함.
- 영농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졌음.

받지 않으려고 초지를 일시적으로
갈아엎기도 함.

236 부 록

‘녹색화 의무를 실천하면 국가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편익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집단별로 다르게 반응했다<부도 8-8>.
공공 기관과 생산자 단체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환경단체와 농업
인이 가장 미온적이었다. 모든 집단에서 매우 그렇다고 평가한 비중보다
그렇다고 평가한 비중이 높았다.
녹색화가 토질과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탄소 저감보다 많았다.
<부도 8-8> 녹색화 의무가 국가/EU에 미치는 편익 정도
단위: %
<토양 질>

<탄소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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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자료: EU Commission(2016).

‘녹색화 의무를 실천하면 개별 농가에게 장기적으로 편익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 비중이 부정적인 의견 비중보다 높
았다<부도 8-9>.
<부도 8-9> 녹색화 의무가 개별 농가에 미치는 편익 정도
단위: %

주 1) 농업인만 응답함.
2) 다각화와 생태초점구역 사업에 지원한 농가 중 10ha 미만은 제외함.
자료: EU Commissi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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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화를 실시하면서 유럽연합 또는 국가 수준에서 식량 생산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많았다<부도 8-10><부표 8-4>. 장기
보다는 단기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많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별 농가 단위에서
도 생산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부도 8-11>.
<부도 8-10> 녹색화 의무가 국가/EU 식량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단기>

<장기>

자료: EU Commissi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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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8-11> 녹색화 의무가 개별 농가 식량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자료: EU Commission(2016).

<부표 8-4> 녹색화가 생산 잠재력에 미친 효과 사례
효과

사례
-다각화 의무를 이행하려면 휴경을 하거나 녹비작물 또는 수익성 낮은 작물을 재배해야 하므로

긍정적

지력을 개선할 수 있음.
-토질을 개선할 수 있고, 잡초나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짐.

중립적

-많은 농가가 이미 녹비 방식을 사용해 왔으므로 녹색화를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음.
-다각화를 하면 수익성 낮은 작물도 재배해야 함. 소규모 농가일수록 불리함.

부정적

-소규모 농가는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다각화 조건을 충족하려고 휴경을 함.
-영구초지를 유지하려면 사료 자급이 어려워지고, 작목 전환도 제한을 받음.
-녹색화를 해도 농지 생태계를 크게 개선하기 어렵고,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응답자 집단 모두 생태초점구역을 설정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비
료‧작물보호제 사용 금지‧제한을 선택하였다<부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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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5> 가장 효과적인 생태초점구역 정책 수단
집단
공공 기관
생산자 단체
환경단체
농업인
학계･연구계
도시민
기타

1순위

2순위

비료･작물보호제 사용 금지‧제한

윤작 등 적용

윤작 등 적용

다양한 작물 파종

비료･작물보호제 사용 금지‧제한

별도 제한 필요 없음

윤작 등 적용

다양한 작물 파종

비료･작물보호제 사용 금지‧제한

경지 이용 기한 제한/ 품종 선택

윤작 등 적용

비료･작물보호제 사용 금지･제한

비료･작물보호제 사용 금지‧제한

윤작 등 적용

주: 제시된 수단 목록에서 2개까지 선택하였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2.4. 녹색화 실천
녹색화 의무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경단체를 제외한 응답
자들은 실천이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부도 8-12>.
<부도 8-12> 녹색화 의무 시행 난이도
단위: %

자료: EU Commissi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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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화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 교육, 기술 지원 수준을 보통이거나 부
족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많았다<부도 8-13>. 공공 기관은 다른 응답자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각화, 생태초점구역, 영구초지 유지 의무 모두 규정을 이해하거나 준
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부도 8-14>. 3가지 프로그램 중 영
구초지 유지 시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공공 기관이 생산자보다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현상은 생태초점구역 시행 시 더욱
두드러졌다.
설문에 응답한 생산자는 녹색화 프로그램 지원 시 행정 절차에 대해 대
체로 부정적이었다<부도 8-15>. 2015년 신청 시 소요 시간이 이전보다 길
어졌다는 응답이 많았고, 앞으로도 서식 작성 시간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서식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도 8-13> 녹색화 의무 시행 난이도
단위: %

자료: EU Commissi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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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8-14> 녹색화 의무 시행 시 어려운 점
단위: %
<다각화>

<생태초점구역>

<영구초지 유지>

자료: EU Commissi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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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8-15> 녹색화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반응
단위: %
<2014년 대비 2015년 서식 작성 시간>

<향후 서식 작성 시간 변화 예상>

<서식 작성 시 전문가 도움 필요 여부>

자료: EU Commissio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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