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통상문제의 핵심: 가격리스크와 대응

~핵심 문제는 ①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리스크의 실체 ② 그 리스크의 분담~

1. 농업의 가격리스크 실체

o 리스크 1: FTA 이행과 비관세 장벽 축소에 따른 리스크

¡ 53개국과 FTA 이행 → 관세 감축과 TRQ 증량 2030년경까지 지속

¡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국제규율 강화 → 동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제한 중인

과수, 채소, 축산물에 대한 단계적 국가별 수입허용 전망

⇨ 다양한 농산물 수입 증가 지속 → 농산물 가격의 하락 → 수요대체와 생산대

체의 미스매치 → 품목별 가격 급등락 불가피

o 리스크 2: 개도국 지위 졸업에 따른 리스크

¡ WTO에서 개도국 문제가 핵심 쟁점 → 미국은 중국 견제 목적으로 개도국문

제 집중 제기 → 미국의 강력한 개도국 졸업 선언 요구에 직면

¡ 그러나 개도국 졸업 선언의 영향은 WTO의 새로운 농산물 협상이 타결 이행

되는 시점에 실현

¡ 현실적 시나리오: 개도국 특혜에 대한 대립으로 DDA 결렬 후 미국 등 선진국

WTO 개혁 요구 → 중국 등 반발 → 새로운 농산물 협상 10년 이상 어려울 듯 →

개도국 졸업 자체가 불가능 → 개도국 졸업 선언의 영향 없음

¡ 그러나 예상 밖의 상황 전개 가능성 완전 배제 못해

－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협상에 전격적 합의 → 농산물 협상 타결 → 이번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개도국 졸업 불가피 → 영향은 타결 방식과 시점에 따

라 매우 불확실 (큰 충격? FTA 효과로 상쇄되어 미미?)

⇨ 개도국 졸업선언의 영향은 없거나 적을 가능성, 그러나 개도국 졸업시 충격

가능성은 존재



2. 가격리스크에 대한 트라우마

o 트라우마 형성

¡ 1989년 BOP 졸업, 1995년 WTO 출범, 2005년 FTA시대 개막 → 세계사상 유

례없는 숨가쁜 농산물 시장 자유화, 수입 급증

－ 소고기, 오랜지 등 농산물 총수입 2.1배 증가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농가의 투자 확대 → 농업생산 지속적 증가

－ 채소, 축산물 등 농산물 총생산 21% 증가

⇨ 농산물 실질가격 지속적 하락 → 농업의 성장과 농업소득의 괴리

－ 소비자물가 82%, 농산물 가격 39%만 상승

－ 그 결과 농산물 생산 21% 증가, 농업 실질소득 40% 감소

¡ 이 같은 경험이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트라우마 형성

－

농업 총생산과 실질 농업 총소득의 괴리



o 개도국문제가 농가의 트라우마 자극

¡ 농가는 개도국 지위를 농업보호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

가격 리스크에 대한 트라우마 자극

－ 확률은 낮지만 리스크 1에 리스크 2가 겹쳐 농업에 마치 ‘후지와라 효과’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

¡ 치명적 위험은 비록 확률이 매우 낮아도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 형성 → 개도

국 졸업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감과 반발은 불가피

－ 원전, 초기 광우병, 신종 바이러스 질병, 강력 범죄 등에 대한 공포감 및 대응

태도와 유사

3. 현명한 선택

o 개도국 졸업을 선언하되 농업의 가격리스크 완충 장치 구축

¡ 미국의 개도국 졸업 선언 요구 거부 →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비협조 → 국

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성

¡ 미국 요구 수용 (개도국 졸업 선언)에 따른 손실은 불확실한 반면 거부의 손

실은 명확하므로 졸업선언이 국가적으로 합리적 선택

⇨ 개도국 졸업을 선언하되 리스크에 대한 완충장치 구축 → 국가적 필요

와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동시 달성

¡ 단,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소수 품목은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 (식량안보 등에

필요한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는 국제적 양해사항)

o 가격리스크 완충장치 도입 방안

¡ 선진국 농정의 핵심은 가격리스크 완충장치 운용

－ 미국은 1930년대부터 중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 장치(론 레이트 제도), 1970

년대부터는 기준가격 보전장치(부족분지불제, CCP, PLC 등)가 농정의 핵심



－ EU는 1950년대부터 농산물 가격지지 장치(부가금 제도), 1990년대에는 기준

가격 보전장치(보상직불제)가 공동농업정책의 중심

－ 우리나라는 융자·보조사업에 의한 투자지원이 중심 (설계주의적 농정)

¡ 우리나라도 개도국 졸업 선언을 계기로 선진국형 가격리스크 완충장치 도입

－ 중요 농산물별 최근 평균가격을 기준가격(reference price)으로 설정

－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85% 내외를 농가에 직접 보전

－ 당년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 비연계 방식’, ‘객관적 기준에 따른 기준가

격 설정 규범’ 도입으로 특정작물의 과잉생산 촉발 차단

¡ 관련 법률 (가칭 ‘농업경영위험 완충을 위한 가격변동대응직불에 관한 법률’)

을 조기에 제정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도모

⇨ 작물별 가격 리스크가 축소되어 경영리스크 완충은 물론 작물별 재배면적

안정에 기여 → 농가의 투자와 혁신 촉진

¡ 농업의 환경 생태 경관 가치 제고를 위한 공익형직불과 함께 선진국형 농업정

책의 양축을 형성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 발휘 → 농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