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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 2023년부터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하였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하였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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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등 3개 품목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수박, 생강, 참깨, 블루베리, 산약(마), 두릅, 양상추, 봄배추, 귀리, 시설 봄감자,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밑줄 친 작물이 1단계 평가 최소요건 충족)

새롭게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각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정비하여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조사·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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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 현황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6

2006

떫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15

2009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장성)

30

2012

인삼, 시설(멜론, 파프리카), 오디(전북, 전남, 상주, 안동),
차(보성, 광양, 구례, 하동)

35

2013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 시설(미나리), 양배추(제주),
오미자(문경, 상주, 예천, 단양, 장수, 인제, 거창)

50

2017

시설(쑥갓), 무화과(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유자(고흥, 완도, 진도, 거제, 남해, 통영)

53

2018

양송이버섯(전국), 새송이버섯(전국), 메밀(전남, 제주),
브로콜리(제주)

57

2019

배추(고랭지 - 정선, 삼척, 태백, 강릉, 평창 / 월동 – 해남),
무(고랭지 – 홍천, 정선, 평창, 강릉 / 월동 – 제주), 당근(제주),
호박(경기), 파(대파 - 신안, 진도, 영광, 평창 / 쪽파·실파 – 아산, 보성)

62

2020

호두(김천), 팥(횡성, 나주, 천안), 시금치(남해, 신안),
보리(해남, 보성, 김제, 군산, 밀양), 살구(영천)

67

합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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