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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농업정책의 유연성 확대, 취약
계층 식량안보 등이 강조되었고,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농업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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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 및 주요 전망

1.1 OECD 국가의 농업 지원정책 변화
OECD 국가들의 농업에 대한 총 지원액(Total support to agriculture)이 2018년부터 2020년 사
이 연평균 3,290억 달러임. 농업에 대한 총지원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지원액 중 73%인 2,400만 달러가 생산자 보조로 사용되었으며, 생산자 보조는 농업 생산자들의 총
농가 수입(gross farm receipts)의 18.2%를 차지함. 이 비율은 1986년~1988년까지 기간에는 약
35%였으며, 이 수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21%를 거쳐 낮아지고 있음.
표 1. OECD 농업 지원액(2020년 잠정)
단위: 백만 달러, %

1986-88
PSE
TSE 중 PSE 비율
GSSE
TSE 중 GSSE 비율
CSE
TSE 중 CSE 비율
TSE
OECD 전체 GDP 중 TSE 비율

2000-02

2018-20

2018

2020(잠정)

2019

230,213

216,862

240,185

240,063

242,507

237,984

35.4

28.4

18.2

17.7

18.7

18.1

25,568

36,555

44,366

44,360

44,264

44,474

9.3

13.2

13.5

13.4

13.5

13.6

-155,044

-117,029

-72,295

-76,850

-77,707

-62,327

-28.9

-18.4

-6.7

-7.3

-7.2

-5.7

275,737

276,997

328,894

331,403

327,818

327,460

1.9

1.0

0.6

0.6

0.6

0.6

주1) PSE(Producer Support Estimation): 생산자 보조 추정치
GSSE(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ion): 일반 서비스 보조 추정치
CSE(Consumer Support Estimation): 소비자 보조 추정치
TSE(Total Support Estimation): 총 농업 보조 추정치
주2) CSE가 0보다 작으면 정부의 시장 가격 보조가 소비자에게 간접세 형태로 부담을 발생시킴을 의미(김병률 외. 2008).
자료: OECD(2021).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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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보조가 농업 생산자의 총 농가 수입(gross farm receipts)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음. 1986~88년에는 이 비중이 평균 35%였으나, 2002~02년에는 평균 21%를 기록함. 2018~20
년에는 연평균 2,400억 달러가 생산자 보조로 사용되었으며, 총 농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로 낮아짐.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s to the sector)는 2000년~2002년 사이 매년 370억 달러가 투입되다
가 2018~20년에는 연평균 440억 달러로 증가함. 농업에 투입된 일반서비스 중 180억 달러는 인프
라 구축에 사용되었고, 140억 달러는 농업 혁신 부분에 사용되었음. 특히 농업 혁신 부문에 투자된
금액은 2002년~2002년과 비교했을 때 70%가 증가한 규모임.

1.2 신흥개도국의 농업 지원정책 변화
12개의 신흥개도국(emerging market)1)들은 2018년~2020년에 매년 3,850억 달러를 농업에 투자
하였고, 이 중 2,940억 달러(약 76%)가 생산자에게 전달됨.
몇몇 국가에서는 가격 조절을 통하여 특정 상품의 국내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이는 부(-)의 가격지지(negative market price support)2) 형태의 세금
부과(implicit tax)와 같으며, 그 규모는 2018년~20년 기간에 연평균 1,040억 달러에 달함.
신흥개도국에 투입된 일반서비스의 규모는 2018년~2020년에 매년 평균 570억 달러임. 투입된 비용
중 230억 달러는 관개 등 인프라 사업에 투자되었고, 170억 달러는 공공 비축에, 120억 달러는 농업
혁신에 투자되었음.

1.3 OECD 국가 및 12개 신흥개도국 전체 농업 지원정책
OECD 국가와 12개의 신흥개도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2018년~2020년까지 매해 평균 6,150억 달러
를 농업 분야에 투입했으며, 이 중 71%인 4,360억 달러가 생산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됨.
2000년~2002년과 2018~2020년을 비교했을 때, 생산자 지원액 중에서 시장 및 가격 왜곡을 발생시
킬 수 있는 정책의 비중이 감소하고, 직불제 형태의 지원이 생산자 지원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생산자 보조액 중 18%).
1)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코스타리카(코스타리카는
2021년 5월에 OECD 합류)
2) 주OECD대한민국대표부(2021)에 따르면,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생산량을 곱해 계산한 것으로 최
소가격보장, 관세, 수출세 등으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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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가의 GDP 성장률에 비해 농업 보조액의 증가율이 낮으며, 이는 농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작기 때문임.
그림 1. OECD 국가와 12개 신흥경제국의 농업 지원정책 변화

자료: OECD(2021). p.18 재구성

2

주요국 지원정책

2.1. 주요국 지원정책의 현황
2.1.1. 미국
미국은 2018년 농업법(2018 Farm Bill)에 따라 농업 보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임시 농업 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 2018 Farm Bill에 따라서 2018년과 2019년에 긴급재해지원프로그램(ad hoc disaster assistance
programmes)을 시행하였고, 이를 2020년에 보완함.
- 2019년 시장활성화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을 통해, 145억 달러를 보복관세로
피해 입은 생산자에게 지급함.
미국 농무부는 2019년 12월에 발표된 통합세출법안(the Further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0)에 따라 15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Wildfire and Hurricane Indemnity Program
Plus(WHIP+), Hurricane Insurance Protection – Wind Index(HIP-WI) 등을 통해 멕시코만,
대서양, 하와이 등에 있는 농가의 70여 개 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함.

3

제11호

e-세계농업

OECD 주요국 농업정책 및 지원 평가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소비, 유통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폄.
-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Coronavirus Farm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약 235억 달러의 직접 지불금을 지원해주었음. 직불금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장,
마케팅, 물류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됨.
- 취약계층의 식량안보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과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취약계층 식품 꾸
러미 사업(Farmers to Families Food Box Program) 등의 정책을 실시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
뿐 아니라 미국 내 소비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를 지원함.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 지원 보조액의 비중은 OECD 평균 이하(11.9%)로 나타남. 시장 가격
지지는 미국의 정책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소비자 정책
이 농업 재정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미국의 농업 지원정책 변화

자료: OECD(2021). p.18 재구성

2.1.2. 유럽연합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의 농업 지원정책에 변화가 발생함. 2020년 12월 31일에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면서,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물적, 인적, 서비스 교류가 어려워짐. 이로 인하여 영국에
서는 유럽연합과 미래의 무역과 협력에 대한 협상을 2020년에 시작하였고, ‘Agriculture Act 2020’
을 발표하여 농업 부문의 법안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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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21~22년을 새로운 공동농업협정(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으로의 전환
기간으로 삼음. 2020년 5월에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딜을 발표하였고, ‘농장
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은 유럽연합 내 생물다양성 감소를 방지하고,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식품공급시스템을 세계적 표준으로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함.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 하의 유연성 있는 정책과 예외적인 시장 조치, 농민 및 농촌에 대한
직접 지원 등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 2020년과 2021년에 투입된 코로나19 대응 임시 지원
정책(Temporary State Aid Framework)은 2020년 공동농업정책의 예산의 11%에 달하는 71억
달러임.
유럽연합은 전체 농업 보조액 중에서 생산자 지원정책에 OECD 평균에 가까운 19.5%을 투입함.
2020년 기준 직불제의 60%는 환경 보호 기준을 지킬 경우에 조건부로 지급되고 있으며, 14%는 자발
적 농업-환경 정책 참여에 따라 지급됨.
그림 3. 유럽연합의 농업 지원정책 변화

자료: OECD(2021). p.147 재구성

2.1.3. 중국
중국은 2021년 3월에 발표한 14번째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곡물 생산 확대를 통한 식품 접근
성 강화, 국내 종자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농업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를 주요한 목표로 삼음.
중국 농가의 수입 중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간 증가하였다가 2016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함. 2014년 이후 농업 면적에 따른 직불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가격지지 정책이 농업 지원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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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쌀에 대한 최저지지가격
(minimum support price)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높임. 또한 14번째 수립한 5개년 농업정책
(2021-2025)에서는 쌀과 밀 모두의 최저지원가격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중국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농지에 비식량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림 4. 중국의 농업 지원정책 변화

자료: OECD(2021). p.107 재구성

2.1.4. 일본
일본의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The basic plan for agriculture and rural areas)을 2020년 3월에
수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는 향후 10년의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이 됨. 식량 자급률 목표와 일본 내
식품 소비량 예측치를 수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쌀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현재
생산 수준보다 높은 생산 수준을 달성하고자 함.
일본 농업정책은 농산물 수출을 집중하고 있음. 2020년 4월에 농림수산식품의 수출 촉진법을 발표하
였고, 2030년까지 309억 달러 농식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2020년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속적인 농림수산부문에서의 탈탄
소화와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지원의 증액을 발표함.
일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GDP의 40%를 초과하는 2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지
원정책을 실행함. 이 중 일부가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 농업 노동력 확보 등의 방식으로 농업 부문과
소비자를 위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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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미국,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의 비중이 80%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 일본의 농업 지원정책 변화

자료: OECD(2021). p.107 재구성

2.2. 주요국 농업·식품지원정책 평가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생산자 지원과 보호 무역 정책을 축소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정책들
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 미국의 보험과 위험 관리 정책은 생산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적절하게 진행
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 프로그램이 상품 중심(commodity-specific)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가 수익(all farm-revenue approach)을 중심으로 보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의 자발적 보존 프로그램(voluntary conservation programmes)3)은 토양 보존, 수질 오염 문
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의 Farm to Fork와 생물다양성 전략은 농업 부문 생산성, 지속가능성, 회복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대한 이상적인 목표가 어떻게 추정되었는지 불명확하
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후환경이 더욱 건조해지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3)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EQIP),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ACEP)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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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시스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증명되었음.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
(Next Generation EU 등)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회복력이 높은 식품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하지만 일시적 대응 정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농가의 위기관리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필요함.
중국은 시장 가격에 간섭하는 정책을 직불금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농업정책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농업 일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는 증가
하고 있으나, 개별 농가 지원보다는 증가 속도가 느림. 공공투자를 통한 농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
중국 정부는 농업이 경제적·환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비료 효율성 강화, 쌀농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농업 바이오가스 생산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
부문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일본은 2000년 이후 농업정책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이 농업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시장가격지지 정책이 지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이로
인해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시장 신호를 왜곡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일본은 농업 생산 시 양분 초과율이 OECD 내에서 최상위권이며, 일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이 전체 메탄 배출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상호준수의무를 바탕으로 한 환경농업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농업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3

주요국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는 생산자 지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자 지원의 많은
부분이 직불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OECD에서는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가격지지와
같은 지원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 농업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농업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유럽연합에서는 적극적인 전환
을 통해 친환경 농업, 재생에너지의 사용 등으로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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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고 있음. 동시에 이러한 행동을 무역 파트너들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역 상대
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농업 지원정책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성과 상호의무준수가 강조되고 있음. 농가 직불금을 지원받
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함.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의무적인 기준 외에 추가적인 환경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농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일시적인 생산자 지원 및 손실 보장,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 지급, 취약계
층 및 전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식품 지원 혹은 생산지원, 무역 정책 및 검역 강화 등을 펼치고
있음.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는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0년의 계획(Farm Bill, CAP 등)을
바탕으로 농업정책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계획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
여,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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