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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미래학자들은 인류사회의 변천에 하여 농경사회 5천년과 산업사회 4백년

을 거쳐 오늘날 정보화사회 1백년의 끝자락에 와 있으며,앞으로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견하고 있다.

실제로 농업과 농 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지난 반세기 동안

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 후가 더 많이 변할 것이라는 언이 무리하게 들리

지 않는다.증산 시 를 이끌어 온 60~70 의 농업인들이 농 장에서 거

은퇴하게 됨으로써 농업과 농 은 새로운 양상으로 개될 것이다.

첨단과학기술과 신시장은 농업의 희망과 비 을 제시하는 요소이며,도농교

류 활동도 당분간 농 에 활력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농업·농 을 둘러

싼 험 요인도 만만치 않다.최근의 화두로 두되는 기후변화,에 지,환경

등의 여건 변화는 농업‧농 의 새로운 도 을 요구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비하고 불확실성과 험에 효과 으로 응하

기 해서는 미래 측이 요하다.미래를 측하고 비하는 능력이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발 을 한 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 을 둘러싼 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장기

으로 망하는 것은 재의 좌표를 검하는 동시에 향후의 정책을 비하기

한 유용한 수단이다.이 연구는 한 세 가 교체되는 시 의미를 갖는 40

년 후인 2050년까지의 농업‧농 의 모습을 망하고 비 을 찾아 으로써 미

래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미리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미래학자와 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며,이 보고서가 농업‧농 의 비 을 제시하고 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 한다.

2010.8.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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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연구 목 과 의의

이 연구는 2050년까지의 농업‧농 의 모습을 망하면서 미래에 비하기

한 정책 과제를 미리 검토하려는 것이다.다만,향후 40년은 상당히 긴 기간

이기 때문에 간 연도에 해당하는 2030년은 수치를 이용하여 망하고 2050

년에 해서는 략 인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 뉴 니엄시 를 맞아 각국 국제기구에서 략 으로 미래 측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2008년 5월에 통령 직속으로 미래기획

원회를 발족시키고 국가비 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 각 부처별

로도 비 작업을 추진 이므로,이 연구는 농업 분야의 장기 비 수립을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2050년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 번째는

장기 비 수립의 합성으로,농업 부문은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농업정

책의 성과 발 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특히 농업구조 정책은 20년 이상

의 장기 응이 요구된다.두 번째는 한 세 가 교체되는 시기라는 으로,

인간의 생애주기(lifecycle)는 약 40년이므로 2050년은 재의 ‘증산농정’주

역들이 은퇴하고 ‘과학 농’의 신세 가 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2.메가트 드와 농업·농 의 향

메가트 드(megatrend)는 시 ‘거 한 흐름’으로,미국의 미래학자 나이

스빗(JohnNaisbitt)이 처음 사용하 다.미래 측을 한 트 드는 경제사회

측면과 과학기술 측면으로 나 어볼 수 있는데,경제사회 트 드는 인간행동

의 공통 패턴을 규정하고,과학기술 트 드는 인간욕구(needs)를 반 함으로

써 미래 측의 수단으로 리 활용된다. 한 아직은 미약하지만 미래 트 드

를 형성하게 될 이머징 이슈(emergingissue)를 악하는 것도 요하다.

미래학자들이 견하는 세계 메가트 드로서,먼 경제사회 트 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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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탈산업화사회:물질주의 탈피,신가치 추구,② 로벌 경제:무한경쟁,지

역경제권, 국의 성장,③ 에 지·식량부족:탈석유시 ,물 부족과 식량난,④

기후변화·환경문제:지구온난화,환경악화,질병 만연,⑤ 인구구조 변화:개도

국 인구증가,세계 고령화,⑥ 국제정치 불안:미국 심에서 탈피,다극체제

등이 거론된다.그리고 과학기술 트 드로는 ① 기술개발 가속화:나노기술 등

으로 빠르게 발 ,② 녹색기술 성장:에 지,환경기술 산업화,③ 융복합기술

발 :IT·NT·BT·CT·ET연계 는 결합 등이 거론된다.

미래 한국의 메가트 드로서 경제사회 트 드로는 ① 안정 경제성장:한

국경제의 미래 잠재력 상승(골드만삭스 측 2050년 국민1인당 GDP9만$),

② 고령화와 인구감소:2000년부터 고령화사회 진입,2018년부터 총인구 감소,

③ 다문화사회 시 :결혼이민자,외국인노동자 증가,④ 한반도 정세 변화:남

북한 경제교류 경제통합(미국NIC는 2025년경 통일한국 측)등이 거론된

다. 한 농업과학기술 트 드로는 ① 녹색기술 성장:신재생에 지,친환경기

술 발 ,② 첨단기술 융복합화:첨단기술의 농업 활용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내외 인 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 농업·농 의 변화로 견되

는 메가트 드와 이머징이슈를 다음과 같은 8가지로 정리하 다.먼 미래 농

업·농 을 둘러싼 메가트 드로는 첫째,고령화사회로서 장수시 를 고하며,

둘째, 로벌 경제로서 무한경쟁 시 를 고하며,셋째,기후변화와 환경 시

로서 녹색산업 시 를 고하며,넷째,과학기술 발 으로서 융복합기술 시

를 고하며,다섯째,새로운 가치 지향으로서 문화창조 시 를 고한다.그리

고 미래 농업·농 의 이머징이슈로는 첫째,남북경제 통합으로서 통일농업 시

를 고하며,둘째,다문화 사회로서 다양성과 융합 시 를 고하며,셋째,

로벌 식량 기로서 식량부족 시 를 고한다.

3.농업·농 의 미래에 한 국민의식

미래 농업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 산업이며,미래에도 값싸고 질 좋은 국민식량을 안정 으로 안

하게(safeandsecure)공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둘째,농업은 부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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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며,농 은 통과 지역문화 계승의

터 으로서 정치 ·사회 안정기반으로서 요하다.셋째,농업은 국토환경을

아름답게 보 하는 ‘환경·문화지킴이’의 역할이 있으며,사회경제 측면에서

공익 인 기능을 최 한 발휘하고 반 로 환경에 한 부하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넷째,농업은 지구온난화와 에 지·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바이오연료 등 체에 지의 생산을 통해 에 지 부족

을 해결하고,홍수조 ,수자원 함양을 통한 효과 인 물 리로 물 부족 문제

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농 의 미래 측을 하여 연령세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재와 미

래에 한 국민들의 기 수 을 조사하 다.조사 상은 국 16개 역시도

에 거주하는 20 ,40 ,60 성인 남녀 총 900명으로,리서치앤리서치사에

의뢰하여 2010년 6월에 화조사로 실시하 다.

재와 2030년경의 농업·농 에 기 하는 역할에 하여 비교한 결과,식량

안정공 ,자연환경 보 ,국토 균형발 등의 역할은 비 이 어드는 반면에,

원생활 공간의 역할에 해서는 재보다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연

령 별로 비교하면,2030년에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에 60 가 되는

재 40 모두 농업·농 에 기 하는 역할로 식량 안정공 과 자연환경 보

의 요성은 하락하는 반면, 원생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상

하고 있다.특히 도시민의 농 거주 의향에 하여 체 으로 농 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재 8.5%에서 2030년에 16.0%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연령별로 보면 2030년에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에 60 가 되는

재 40 모두 재보다 미래에 농 에서 꼭 살고 싶거나 기회가 되면 살고

싶다는 망이 크게 높아지는 의향이 나타났다.

4.농업·농 2030/2050 망과 비

비 (vision)이란 실 하고 싶은 ‘바람직한 모습’을 말한다.따라서 농업·농

의 비 이란 의로는 국민이 기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며, 의로는 농업이 유망한 직업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 하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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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 주민은 물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 발 하는 것이다.특히 2050

년경에는 통일한국의 국민소득 8만 달러 시 를 고하고 있으므로,농업은 보

다 효율 인 문경 체제가 정착되고,농 은 다양한 산업과 사람이 공존하

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농업·농 의 2030/2050년 미래 모습과 비 을 검토하기 하여 첫째,앞으

로 요 화두가 될 기후변화·환경 시 의 농업 비 ,둘째,농업이 산업 으로

발 할 수 있는 성장동력과 새로운 활로,셋째,미래의 농 공간과 지역사회

가 변화될 모습과 비 등의 세 가지 분야로 나 어 각각의 분야별로 10 이

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4.1.기후변화·환경 시 의 농업 비

기후변화는 21세기 화두이며,농업생산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업기술 진보의 여건인 동시에 새로운 발 계기가 될 것이다.특히 2030년

경부터 고투입·고산출 패러다임의 한계에 착하게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온난화에 따른 주산지 이동:지구온난화 향으로 2050년경에 한반도 평

균기온이 2℃ 상승할 망이며,한반도는 차 아열 기후로 바 어 기존 작

물의 주산지가 북상하고 열 과일 재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병충해 발생이

차 증가하겠지만,농업기후 변화를 측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안정 농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2)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보편화:기후변화 환경에 응하는 지

능형농업(smartagriculture)은 세계 인 추세이며,첨단기술이 다양하게 농업부

문에 활용되면서 2020년경부터 고능률·작업 쾌 화 농업기술 보 이 확산될

것이다.지능형로 (2015),시비로 (2020),인공강우(2025),가상 아바타

(2030),스마트더스트(2050)등이 차례로 개발 될 것이다.

(3) 탄소 녹색기술의 정착:‘탄소 녹색성장’국가 략에 따라 농업부문

도 녹색기술이 확산되고 있으며,이미 태양 ,지열히트펌 ,LED등이 상용

화되고 있다.앞으로 녹색기술이 미래농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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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친환경 유기농업의 보편화:소득 증가 환경에 한 심 등으로 친환

경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최근 연평균

60~70%씩 성장하고 있으며,시장규모도 재 3.7조원에서 2030년에는 10조원

수 이 될 것이다.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농업의 필수조건으로

2050년에는 한반도 체의 친환경농업화가 실 될 것이다.

(5) 천후 농업으로 식물공장 운 :식물공장의 ‘공장제 생산기술’개발이

진 되고 농업기술과 IT·NT·BT·CT·ET등의 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

다.2020년부터 완 제어형 식물공장이 보편화되어 미래에는 한국형 수직농장

랜트의 해외 진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6)기후변화 응 GM농산물 생산:1996년부터 미국에서 GM농산물이 재배

되기 시작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앞

으로 GM농산물은 인체에 무해한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진 되어 기후변화에

응하는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고 상용화될 것이다.

(7)바이오리 이 리 기술의 정착:바이오리 이 리(Bio-refinery)는 바이

오매스를 재활용 정제하여 바이오연료나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기존의

석유 오일정제와 차별화된다.2030년경부터 국 으로 바이오리 이 리 시

스템이 정착되어 농업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이다.

(8)분자 기술에 의한 앨지 실용화:앨지(algae,미세조류)는 곡물보다 단 면

당 300배의 연료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체하는 미래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앨지를 활용한 축산분뇨 처리도 가능하며,간척지나 습지에서

앨지를 량생산하여 바이오연료 산업화를 실 할 것이다.

(9)배양육 산업의 발 :배양육은 식량 기의 응 기술로 개발되어 축산

환경 문제의 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미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배양육의 상

용화에 착수하 으며,우리나라에서도 ‘첨단기술+친환경 상품’이미지를 살려

배양육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10)물부족 시 의 해수농업:해수농업은 경작지 확 기능성작물 재배

에 활용이 가능하다.1970년 부터 미국에서 해수농업을 시도하여 재 상업

화 기 단계이며, 국도 1990년부터 해수농업을 실험 이다.우리나라도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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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다인 한반도의 강 을 살려 해수농업 기술을 발 시킬 수 있다.

4.2.농업의 성장동력과 새로운 활로

1990년 반부터 농업의 산업 지 가 축소되고 성장시 에 진입하 다.

KREI-KASMO추계에 의하면 2030년까지 농업생산은 연평균 0.3%성장이

상되지만,농업부가가치는 -0.2%,경지면 은 -0.7%,농가인구는 -1.8%등으로

감소세가 상된다.농가인구 감소는 농업구조조정의 청신호로 볼 수 있으며,

지역농업 차원에서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농업의 역을 농

식품산업과 농생명산업 등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1) 문경 체 심의 농업구조: 업농의 규모화· 문화가 진 되어 논

3ha이상 농가의 생산 비 은 2010년 32%에서 2050년에 77%로 증가가 상된

다. 한 조직화·법인화에 의한 규모농업회사 형성되고 있다.논농업은 자

농가가 병존하지만,원 ·축산은 업경 체 심으로 정착되어 2050년의

업농 생산비 은 80% 수 을 유할 것이다.

(2)품목별 조직화와 로벌 농업회사 성립:축산계열화는 1970년 부터 진

행되어 재 육계는 계열주체 시장 유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며,최근 정부

의 품목별 조직화 정책에 힘입어 품목별 표조직이 늘어나고 있다.미래농업

은 규모 농산물 유통회사(조합)의 계열화 체계가 정착되고,국내에도 선키스

트나 제스 리와 같은 로벌 농산물유통기업이 출 할 것이다.

(3) 과 원 작물 심의 생산체제:식생활 변화에 따라 품목별로 성장·쇠

퇴 경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미래 농업은 자 을 유지하면서 원 작물

심의 고소득 농업 체제로 재편될 것이다.자유무역 정이 체결된 국 농업

과의 분업체제에서 한국은 비교우 가 있는 원 작물에 집 할 수 밖에 없으

며,축산은 친환경축산 생산방식으로만 존속될 것이다.

(4)고령화 진 과 실버농업:우리 사회는 2026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이상)에 진입할 것이지만,농가는 이미 1999년부터 고령화가

시작되었다.고령화는 기인 동시에 기회이며,앞으로 노후형 귀농·귀 을 잘

활용하면서 고령친화산업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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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상거래와 RFID기반의 농산물 유통: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 비

이 축소되고 형유통 직거래· 자상거래의 시장지배력이 증가 추세이다.

인터넷과 IT발 으로 자상거래가 빠르게 진화하여 2020년경부터 자태그

(RFID)농산물유통시스템이 구 되며,2030년에는 유닛로드시스템(ULS)과 콜

드체인시스템이 완성되면서 사이버마켓(직거래)시 가 도래하여 도매시장과

형식품매장은 차 축될 것이다.

(6)농식품 산업과의 연계 발 :국내 식품산업규모(식품제조+외식)는 2006

년 101조원에서 2020년 260조로 성장할 망이며,식품시장이 동북아 지역으

로 진출할 가능성도 크다.2010년부터 조성 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2030

년경에는 세계 5 식품클러스터로 면모를 발휘하고,국내에도 네슬 와 같은

로벌 농식품기업이 성립될 것이다. 한 ‘한식’이 로벌 웰빙식품으로 정착

되면서 향토음식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7)농생명 바이오산업으로 발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인 동시에

동식물자원 이용산업으로 발 할 것이다.식물자원으로 종자,기능성제품 등

이,동물자원으로 이종장기,천 등이,미생물자원으로 발효,미세조류 등이

산업화되고,인간의 건강·생명연장 니즈가 증가하면서 농업BT와 의료기술의

융복합이 발 하여 농생명자원제품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8)지구 곳곳의 해외농업 기지운 : 로벌 식량 기와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로 인하여 해외농업 개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재 10개국에 28

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해외농업 개발을 통해 한국농업이 세계로 진출하여 유

사시 식량공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개도국에

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9)통일농업 시 :미국NIC나 문가 등은 남북한 통일시기를 2025년경으

로 측하고 있으며,통일국가의 기 모습은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을 상

정하고 있다.남북경제통합이 실 되더라도 상당기간 독자 통화체계를 유지

하면서 북한은 ‘생산기지+국내시장’으로서 역할이 기 된다.통일한국은 인구

8천만명 수 으로 내수기반이 확충되고,북한농업은 남한의 농업기술·자재 보

을 바탕으로 생산력을 회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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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우주 농업으로 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우리별1호 발사(’92),무궁

화1호 발사(’95),아리랑1호 발사(’99),나로호 개발(2009),천리안 성 발사

(2010)등으로 발 하여 2025년에는 달 탐험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선진

국들은 이미 우주농업 실험에 착수하 으나,우리나라는 2050년경에 우주공간

의 식물공장시스템 구축을 실 할 것으로 망된다.

4.3.농 공간과 지역사회의 비

농 을 둘러싼 여건은 정 ·부정 측면이 동시에 진화하고 있다.즉,부

정 측면은 출산·고령화에 따른 농 인구의 과소화이고, 정 측면은 농

업 6차산업화 정주환경 개선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는 이다.미래 농 공간은 농 주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일터·삶터·쉼터

로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1)러바니제이션 상의 보편화: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이란 농 과

도시의 환경이 혼재하고 도시민과 농 주민이 어울려 생활하는 상황을 말한

다.앞으로 도시민의 원생활 선호,귀농·귀 증가 추세 등으로 ‘도시화’진

이라기 보다는 국토 체로 인구가 분산되어 도시와 농 의 구분이 무의미

한 시 로 바 고,행정구역이나 국경 등의 의미도 상실할 것이다.

(2)정주 체계는 계층형에서 직결형으로 변화: 재의 정주 체계는 마을↔읍

면소재지↔이웃 거 도시↔ 도시 등으로 되어 있으나,앞으로는 마을↔도시

심지라는 직결 체계로 발 할 것이다.읍면 소재지의 공공서비스 기능이 약

화되고,새로운 농 심지가 형성될 것이다.

(3)다양한 형태의 농 마을 형성:농 마을은 수 으로 감소하고 마을인구

도 감소하여 평균 인 농 마을은 양극화될 망이다.즉,도시 주변은 인구가

증가하고 원주택단지가 발달하는 반면에,순농 지역은 인구 감소로 해체되

는 마을이 발생할 것이다. 한 새로운 수요로서 창작공간,고 원주택,휴양

지 등이 출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특화된 마을이 성립될 것이다.

(4)농 커뮤니티시설의 복합 서비스기능:농 마을의 성장·축소에 따라 커

뮤니티시설도 변모하여 성장마을에서는 복지·문화회 의 기능이 강화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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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마을에서는 마을회 ,경로당 등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이와 함께 소규

모 커뮤니티시설의 통폐합이나 리모델링이 진 되고,도농교류를 한 문화자

원으로 탈바꿈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5)교통 발달과 이동 패턴의 변화:교통수단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 하여

2020년에는 한반도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고속도로망이 구축되고,철도

(KTX)와 항공의 수송분담율이 증가할 것이다.지능형 교통체계,텔 매틱스,

유비쿼터스 교통 등이 실 되고,농 도로의 기능도 변화하여 생태축,경 축,

생활여가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6)농 다운 경 확산:농 의 환경,경 ,문화 자원에 한 심이 증가

하면서 농 경 에 한 사회 니즈도 변화할 망이다.‘경 ’이 새로운 가

치로 등장하여 농 다운 디자인이 추구되고,농 의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

이 보편화될 것이다.

(7)지역 산업 다양화와 농업의 6차 산업화:지역별 농특산물 가공 랜

드화가 확산되고,‘농산물 지역특화+생태·문화 (6차산업)’으로 소득을 창출

하는 농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농 의 문화 경 을 바탕으로 농 의

로벌화도 기 된다.

(8)농 형 직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농 과 도시의 물리 거리 축소에

따른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다.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농 에 다양한 직업

인이 거주하고,농업은 농장에 출퇴근 가능한 직업으로 변모하며,신직종으로

귀농컨설턴트,문화해설사,바이럴마 터 등이 출 할 것이다.

(9)다문화사회 도래: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2050년에 10% 수 에 달할

것이며,농 의 국제결혼은 당분간 증가할 망이고,외국인 농업노동자의 수

요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따라서 농 은 다문화사회의 선구자로서 문화 다양

성을 구 하고 국제 인 농 문화 교류의 기능도 수행할 것이다.

(10)귀농·귀 의 확 :앞으로 귀농은 ‘직업’보다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으

로 발 하여 귀농인들이 새로운 농 사회 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미래에

는 고 경쟁력 있는 인재의 귀농이 증가하여 생태,로컬,여유,가치 등을

시하는 안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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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래 농정의 방향과 과제

우리나라 농업·농 의 미래를 망할 때에 커다란 변화의 흐름은 네 분야로

나 어 정리할 수 있다.첫째는 로벌 환경의 변화로서, 로벌 경쟁의 확산,

식량·자원 안보,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등이다.둘째는 국내 환경의 변화로서,

성장 시 ,지식산업 확산,고령화 장수 시 등이다.셋째는 과학기술의 변

화로서,IT·NT·BT·ET·CT등의 기술 발 지식정보 컨텐츠의 진화이다.넷

째는 사회문화 인 변화로서,다문화사회와 여성시 ,삶의 질과 신가치,라이

스타일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여건을 반 하여 한국 농업의 바람직한 미래상(비 )을 실 하기

한 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기 (newnormal)설정과 일 성 있는 추진

이 필요하다.2050년에 농업·농 의 주역이 될 차세 를 한 비 과제를 장

기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이는 ‘농어업농어 기본법’에 반 하여

정부가 바 더라도 정책 인 실행을 보장해야 한다.

미래 농정의 기본 방향이 될 뉴 노멀은 다섯 가지로,첫째, 로벌 시 에 걸

맞게 한··일 동북아농업의 분업체제를 구축하고,둘째,국내 으로는 공정한

경쟁제도를 확립하고 신을 지속하며,셋째,소외계층 지역에 하여 배려

하고,넷째,농업의 미래를 한 신성장동력에 투자하며,다섯째,농 어메니티

를 배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장기 으로 차세 를 한 정책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을 비해야 한다.첫째, 성장 시 에 비하기 한 과제로서,신성장동력

개발,인재 양성,수출농업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둘째,환경 시 에 비

하기 한 과제로서,지역순환농업 정착,한반도 친환경농업화 추진 등이 필요

하다.셋째,고령화·장수시 의 비하기 한 과제로서,유연한 은퇴지원,고

령친화농업 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넷째,다문화시 를 비하기 한

과제로서,문화 응 지원,농 문화 국제교류 등 문화 다양성 계발 등을 추진

해야 한다.다섯째,통일 시 의 비하기 한 과제로서, 변시 환가능한

‘하이 리드 농업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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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sionof2030/2050AgricultureandRuralSectorinKorea

Thepurposeofthisstudyispredictiononappearanceoftheagricultureand

farmingareain2030/2050andplansforvisionandistoreviewaheadthe

policydirectionandchallengestoprepareforthestructuralchangeinthe

future.In2000,nationalandinternationalorganizationspromotedstrategic

forward-lookingresearchandthePresidentialCommissionontheFuture

PlanningCommitteewasestablishedandanationalvisionandstrategyis

workingonMay2008,inKoreaaswell.Inaddition,theGovernmentisalso

promotingaplanofvision,thestudyoftheagriculturalsectorcouldbeused

toestablishlong-termvision.

Thevision2030/2050ofAgricultureandfarmingareaonCharacterand

Significancecanbesummarizedbytwopoints.Thefirstthingisthesuitability

oflong-term vision forthe agriculturalsectorto be established.The

agriculturalsectortakesaconsiderableperiodforresearchanddevelopment

(R&D)and outputofagriculturalpolicies,aswellasitwilltakea

considerableperiod,particularlyagriculturalrestructuringthatisaccompanied

byagenerationalshift.Thesecond,thefocusofthecurrentgenerationof

2050isbeingreplaced.Thehumanlifecycleisabout40years,onegeneration

isreplacedwith thenextone.

The'transpirationagriculturalpolicy'leadingroleswereexperiencedaland

reformareretired,thenextgenerationisamajorplayerofagriculture.The

nextgenerationgrewupintheITage,thedigitalcivilizationwillbethemain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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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all,themega-trendsthatthefutureofagricultureandruralchange

willbedrivenweresummarizedwithreferencetopreviousstudiesandexpert

opinions.ThefutureflowsofgreatchangeinKoreaAgricultureandFarming

areain2050aredividedwithfourareas.Thefirstthingisaglobal

environmentalchangethatisthespreadofglobalcompetition,foodand

resourcesecurity,climatechangeandenvironmentalissues.Thesecondisa

changesinthedomesticenvironmentalthatistheslowgrowthperiod,the

spreadofknowledgeindustries,anagingeraoflongevity.Thethirdisa

technology changes that is the IT·BT·ET·NT·C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andtheevolutionofknowledgeandinformation.Thefourthisa

socialandculturalchangethatincludesmulticulturalsociety,andwomenage,

thequalityandworthoflife,changesinlifestyle.

TheVisionmeans'thedesirablefigure'wewanttoachieve.Thevisionof

agricultureandfarmingareaistheroleofthepeopleexpectedtoseefaithfully

performedinabroadsense.Inanarrow point,theagriculturehastobe

developedasasustainableindustryandpromisingbusinessandfarmingarea

hastobedevelopedaspeople'sworkplace,livingplot,shelter,therural

peopleaswell.Inparticularnotethatby2050thenationalincomeof$

80,000aunifiedKorea.Theagriculturewillbemoreefficientprofessional

managementsystemtosettle,andavarietyofruralindustriesandpeoplewho

willserveasaco-existingspace.

Inthisstudyistoreviewthefutureofagricultureandruralappearanceand

visionin2030/2050.Thefirstistheagriculturevisionoftheclimatechange

andenvironmentageswillbethenextimportanttopic.Thesecondisthe

growthpowerandnewwayouttodevelopagricultureintheindustry.The

thirdistheimageandvisionofthefuture'stheruralspaceandthe

communitywillbechanged.Andthisstudyisdividedintothreeareas,each

of10issuespresentedineach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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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thereareproposedinregardtothecimatechangeandenvironment

agesagriculturevision.(1)thechiefproducingplacemovementbyglobal

warming,(2)thesmartagriculturalgeneralizationusinghigh-tech,(3)the

establishmentoflowcarbon,greentechnology,(4)theeco-friendlyorganic

universalizationofagriculture,(5)factoryfarmingoperationsofall-weather

plant,(6)theclimatechangeGM agriculturalproducts,(7)thesettlementof

biorefinerytechnology,(8)Algaepracticaluseofmoleculartechniques,(9)the

manufacturingofmeatproductsindustrydevelopment,(10)thedaysofwater

shortagesandagriculturalwater.

Second,thereareproposedinregardtoagriculturalgrowthpowerandnew

wayout.(1)theprofessionalmanagementoftheagriculturalstructure,(2)the

itemizedsystematizationandestablishmentofaglobalagribusinesscompany,

(3)theproductionsystemsofrice-basedandhorticulturalcrops-based,(4)an

agingagriculturalgrowthandthesilverindustry(5)thee-commerceand

RFID-basedfooddistribution,(6)therelationtoagriculturalandfoodindustry

development,(7)thebio-industrydevelopment,(8)theinternationalagricultural

baseoperations,(9)theunifiedagriculturalage,(10)anddevelopmenttospace

agriculture.

Third,thereareproposedinregardtotheruralareaandthecommunity's

vision.(1)thegeneralizationofRurbanizationphenomenon,(2)thesettlement

systemschangefrom hierarchicaltypetodirecttype,(3)theformationof

various types ofvillages,(4)the ruralcommunities multiple service

capabilitiesofthefacility,(5)thetrafficdevelopmentandchangesin transfer

patterns,(6)therurallandscapespreaddown,(7)theregionalindustrial

diversificationand6thindustrializationofagriculture,(8)theruraltypejobs

andnew jobscreation,(9)themulticulturalarrival,(10)theexpansionof

returntofarming,rural.

Finally,thereareproposedinregardtopolicychallengesfor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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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ofagricultureforthenextfivechallenges.First,theslowgrowthperiod

toprepareforthechallenges,thenew-growthenginedevelopment,human

resources,agriculturalexport,and agriculturaldevelopmentshould be

promoted.Second,the environmentagesfordaysto prepare forthe

challenges,thesettlementofregionalcycle agriculture,and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agriculturalindustrializationintheKoreanpeninsulais

necessary.Third,theaging,longevity,timetoprepareforthechallenge,the

flexibleretirementsupportanddevelopmentandagricultureprogramsforthe

elderlyareneeded.Fourth,toprepareforthechallengestomulticultural

society,theculturaladjustmentassistance,internationalexchangesinrural

cultureandthedevelopmentofculturaldiversityshouldbepromoted.Fifth,to

prepareforthechallengestounification,'hybridagriculturaldevelopmentplan

isneedtoestablishtoeasytochangewithrespecttoanysuddenchanges.

Researchers:Jeong-HoKim,Chang-GilKim,Mi-RyungSong,Suk-HoHanand

Do-HwanJang

E-mailaddress:jh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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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의 필요성과 목

세계 인 미래학자이자 유엔미래포럼 회장인 제롬 (JeremyC.Glenn)

박사는 2010년 4월에 방한하여 “지난 25년 동안의 변화보다 앞으로 25년 동안

의 변화가 더욱 격할 것”이라고 망하 다(부산일보,2010.4.26).그의 주장

이 아니더라도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류사회의 변천에 비추어 우리는 농경사회

5천년과 산업사회 4백년을 거쳐 오늘날 정보화사회 1백년의 끝자락에 와 있으

며,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견하고 있다.

농업과 농 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지난 반세기 동안의 변화

보다 앞으로 10년 후가 더 많이 변할 것이라는 측이 무리하게 들리지 않는

다.1970년 의 증산 시 에 농업의 주축이었던 농업인들이 재 60~70 의

고령자가 되어 있으며,이들이 머지 않아 거 은퇴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세

를 심으로 농업‧농 이 다른 양상으로 개될 것이다.

농업‧농 의 변화도 메가트 드(Megatrend)라는 거 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

고 있다.세계 인 메가트 드와 국내 인 메가트 드가 농업‧농 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를 들어 농업‧농 에 향을 미칠 사회경제 인 메가트

드로서 고령화 사회, 로벌 경쟁 체제,도시화 혼주화 등이 거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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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과학기술 분야에서는 IT·NT·BT·ET·CT보편화,로 상용화,우주시

등에 힘입어 첨단기술농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나아가 국민소득 증

가와 선진국 진입에 따라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소비 패턴도 변화하면서 농업‧

농 의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고 창출될 망이다.

농업의 미래에 하여 유엔 니엄 로젝트의 한국 표인 (사)유엔미래

포럼 박 숙 표는 2010년 6월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특강에서 ‘신농업 명’

이 도래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과학기술 발 과 신수요·신시장은 한국 농업의

희망과 비 을 제시하는 요소이며,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할 것이므로 농 에서 먼 다문화사회에 비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 라고 하듯이 많은 험 요인이 견되고

있다. 로벌 시 가 성숙함에 따라 에 지 기나 물 부족 같은 지구 규모

의 불확실성과 험 요인이 국내에 되고 있다.최근에 화두로 두되는 기

후변화,환경 시 등의 여건 변화는 농업‧농 의 새로운 도 을 요구하고 있

다.그리고 한반도의 남북 문제는 국가 인 불안 요인이기도 하지만, 정 인

측면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진척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비하고 불확실성과 험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미래 측이 요하다.미래를 측하고 비하는 능력이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발 을 한 석이 되어가고 있으며,정확한 미래

측을 통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OECD국가들이나 국제기구에서도 2000년 뉴 니엄(newmillennium)시

를 맞으면서 미래 측과 략 연구를 의욕 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의 장기 비 을 논의하기 하여 2008년 5월에 통령

직속으로 ‘미래기획 원회’를 발족시켜 미래사회 망 이에 기 한 사회통

합과 안 ,인구,환경,교육,문화,에 지,식량,수자원,건강,정보통신과 미

디어,우주개발 등 미래생활과 련된 총체 국가비 략의 수립을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 원회는 범부처 으로 미래를 한 정책을 수립하여 2010

년 6월 에 청와 에서 ‘미래비 2040보고 회’를 개최하기도 하 다.

국가 비 에서 차지하는 농업‧농 부문은 지 까지의 산업 비 으로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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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극히 미미한 것이다.그러나 미래학자들이 견하듯이 식품·생명·환경산업

으로의 발 가능성은 단히 크다.따라서 국내외의 메가트 드를 반 하여

농업과 농 의 미래를 장기 으로 망하는 것은 재의 좌표를 검하는 동

시에 향후의 정책을 비하기 한 유용한 수단이다.

이 연구는 한 세 가 교체되는 시 의미를 갖는 40년 후인 2050년의 농

업‧농 의 모습을 망하고 비 을 구상함으로써 미래에 비하기 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미리 검토하려는 것이다.다만,향후 40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

기 때문에 간 연도에 해당하는 2030년은 수치를 이용하여 망하고 2050년

에 해서는 략 인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050년은 뉴 니엄이라는 ‘새 천년’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되는 시

의미를 가지며,인간의 생애주기(lifecycle)가 략 40년 정도이므로,

2050년은 재로부터 한 세 가 교체되는 인구사회학 인 의미를 가지는 시기

이기도 하다. 한,농업은 장기 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농업구조

를 바꾸기 해서는 세 교체를 수반하며,신품종 육성 등의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를 얻기까지는 최소한 20년이라는 기간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에서 장

기 비 을 보는 연구가 큰 의미를 가진다.

2.미래학의 연구 방법

2.1. 미래학  역사1

미래학(futurology)이란 용어는 오시 트하임(OssipK.Flectheim)이라

는 미국의 정치사회학자가 1943년에 ‘역사의 미래에의 확장’이라는 논문에서

1이 부분은 하인호,｢미래학이란 무엇인가｣,일송북,2009 키백과 http://ko.wikipedia.org/

wiki/미래학에서 발췌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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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1960년 이후부터 문 표기는 Futures

studies라는 용어로 더 보편화되어 있다.

미래학은 미래의 일어날 일을 시간 축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미래학의

측은 가능성(possible)으로 말하는 언과 구분된다. 한 연구의 유용성으로

서 미래학은 미래의 일에 비하고 재 진행하고 있는 일의 방향을 알아보는

데 사용된다.

이와 같이 미래학의 특징은 미래 사회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도

으로 실증할 수 없다는 이다.따라서 학계에서는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존

재할 수 없다는 비 도 있으나, 사회에서 미래 사회에 한 불안감이 증

하면서 미래학의 존재 가치가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래학은 제2차 세계 이 끝나고 경제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950년 들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차 학계에서 학문으로 받아들이

기 시작하 다.당시 유럽 각국들은 쟁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한 국가재건

을 시작하 고,이 때 철학자와 술가들이 장기 으로 인류가 행복한 삶을

할 국가의 모습을 망하기 시작하 다.소련과 동구권이 유럽 재건에 손을

면서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어 사회 목표를 체계 으로 확립하고 발 계획

을 수립하기 한 미래 문가가 필요하 다.한편,미국에서는 시스템 분석이

발달하면서 미래학과 목되었는데,특히 2차 당시에도 쟁에 이기기

한 략을 검토하기 한 시나리오기법이 발 하 다.

  1960년 들어 학계에서 지구 의 장기 인 미래 계획의 필요성이 두되었

다.미국에서는 디자이 이자 건축가인 벅민스터 풀러(BuckminsterFuller)가

로벌트 드에 한 연구에 자 을 지원하면서 미래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

되었다. 1968년에는 이탈리아의 실업가이자 과학자인 아우 리오 페체이

(AurelioPeccei)가 환경오염 문제에 한 연구의 시 함을 감하고 각국의

문가 30명을 모아 로마클럽을 결성하 다.그리고 1972년에 “성장의 한계(

TheLimitstoGrowth)”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자원 고갈의 심각성을 알렸다.

로마클럽은 100여 명의 학자와 기업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1994년에 21세

기를 비하기 한 미래 측보고서를 발간하여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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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들의 모임으로 학회도 결성되었다.1967년에는 세계미래학회

(WorldFuturesStudiesFederation,WFSF)가 창설되고 기회장으로 노르웨이

의 사회학자 요한 갈퉁(JohanGaltung)이 선출되었다. 재 400여명의 미래학

자들이 활동 이다.한편,미국에서 월간지 퓨처리스트(TheFuturist)를 발간하

는 편집인 에드워드 코니쉬(EdwardCornish)가 1966년에 세계미래회의(World

FutureSociety,WFS)를 결성하 다.WFS에는 앨빈 토 러(AlvinToffler)등

세계 80여개국의 미래학자와 과학자,사회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2010년

에 “2010~2025미래 망”보고서를 발간하 다.

1970년 들어 학의 미래연구소들이 설립되었다.1971년에 하와이 학교

의 짐 데이터(JimDator)교수가 미래학연구소를 설립하고 미래학 강좌를 개설

하여 석사학 를 수여하기 시작하 다.1975년에는 휴스턴 학교 클리어 이

크(UiversityofHoustonClearLake)에서 미래학 석사학 를 개설하 다. 재

세계 60여개의 학에서 석·박사 과정에 미래연구를 개설하고 있으며,다양

한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1990년 후반부터 세계의 약 30개국이 국가미래청,미래기획원,미래

원회 등을 설립하고 국가미래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특히 국은 2002년에

총리실 산하에 국가미래 략청(StrategyUnit)을 설립하 는데,다양한 미래

략 수립에 한 실태분석·실행·운 을 통한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국가 략 미래비 을 제시하고 있다.

1996년에 유엔미래포럼(UNFutureForum)이 결성되어 연구를 시작하 다.

니엄 로젝트(TheMillennium Project)는 유엔 학교(UNU)의 미국 원

회 국제미래 략그룹(TheFuturesGroup)이 주도하는 미래 측 로젝트로,

유엔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의 각 연구기 과 긴 한 조를 통해 세계 갈등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단체이다.이 로젝트에는 세계 50여개 국가의

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의 박 숙

표가 한국지부 역할을 맡고 있다.2

2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http://www.unfuture.org/)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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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미래 련 국내외 연구기 황

구분 기 명 주 요 기 능 설립

국

내

민간학회 한국미래학회
학계와 정계, 계,업계,문화계 등 각 방면에 걸친 지
성들이 한국의 재 진단과 미래를 측하고 바람
직한 미래를 구상

1968

민간연구소 미래 략연구원
미래의 흐름을 읽고 그 응 략을 제시하는 네트
워크형 민간 싱크탱크로 문연구자,정책결정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

2001

사단법인 미래포럼
오피니언 리더가 모여 미래세 의 터 인 가정과 사
회가 더불어 발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
천하는 모임

2004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유엔 니엄 로젝트의 한국 표이며,미래의 한
국을 망하며 미래 국가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한
연구 국제미래학회 등을 운

2005

사단법인
국가미래
정책포럼

사단법인으로 미래 국가정책 비 안 제시,
미래 측 문가 네트워크 구축,미래 측 방법론
등을 연구

2007

사단법인 세계미래포럼
미래학자와 미래 측기 들의 포럼으로 미래 지식
의 수 원활화,미래교육 컨설 ,개인·기업·정
부의 미래경 지원

2009

국

외

미국

학회 세계미래학회
사회 기술발 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에 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비 리 사
회·과학 교육기

1966

정부
기

국가정보 원회
범 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구 미래 트 드
악을 한 해외 각종 정보수집·분석과 ·장기 국
가발 략 연구

1973

스웨덴

정부
출연
연구
소

미래연구원
정부지원을 받는 독립연구기 으로 미래 연구
장기분석을 통해 미래 기회요인과 도 요인을 악
하고 이를 공론화

1987

핀란드
국회
상임 미래 원회

정부 각 부처와 긴 한 계를 유지하며 정책수립
과정에 장기 비 제시 미래 측연구를 통해 얻
은 종합정보 제공

1993

국
수상
직속

미래 략처
수상 직속기 으로 국가장기발 략 각 부처
략수립 지원과 고난도 사회이슈에 한 해법 제시
미래 략보고서 발간 등

2002

호주
수상
직속

2020호주

미래최고회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10개 분야에 한 국가 미
래 장기 략 수립을 해 천 여명의 각계 문가들
이 모여 연구·토론

2008

OECD
국제
기구

국제미래연구
장기 시각에서 미래 경제·사회 분야의 주요 추세
와 장기 주요 이슈들에 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사 결정자들을 지원

1990

UN
국제
기구

뉴 니엄

로젝트

국제기구, 계,학계 등에 종사하는 문가 싱크탱크
로 구성된 미래연구기 으로 국가미래지수 미래
연구방법론 등을 연구

2002

자료:기획재정부 미래 략과 자료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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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미래학 연구단체로는 1968년 7월에 ‘한국 2000년회’라는 이름으로

한국미래학회(www.koreafuture.net)가 발족하 다.미래학회는 인문·사회·자연

과학이 망라되어야 한다는 에서 ‘종합과학’이어야 하고,사회 각계가 참여해

야 한다는 에서 ‘종합분야’의 성격으로 운 되고 있다. 한 학회는 표를

두지 않고 간사단에 의하여 운 되다가 1998년부터 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재는 서울 학교 환경 학원 상인 교수가 제3 회장을 맡고 있다.

앞에서 미래학의 연 에 하여 간략히 정리하 듯이,미래학의 목 은 의

사결정을 개선하기 해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에 해 체계 으로 탐구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특히 세계화 시 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지식과 정

보가 미래 측에 동원되어야 의사결정의 측력을 높일 수 있다.오늘날 국가

으로 제기되는 여러 이슈 이에 한 해결책은 개별 국가나 기구 는 학

문 등을 월하여 검토하지 않으면 부분 인 해답에 근할 수밖에 없다.

한 미래 연구는 부분의 학제 연구와 연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학

제 연구는 그것이 진 됨에 따라 연구의 범 를 좁 가는 경향이 있으나,이

와는 조 으로 미래 연구는 연구의 진 에 따라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고려

하기 하여 그 범 를 넓 가는 경향이 있다.그리고 미래 연구는 엄 한 의

미에서의 학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왜냐하면 미래 연구가 실행자의 숙련도

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측이 불가능하다.미래가 재에는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다가오는 변화를 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다.미래가 측 불가능하더라도 미래학자들은 미래 측을 한 다양한 방법

을 개발하여 실험하고 응용하여 실용 가능함을 발견하 다.응용 미래학은 개

인이나 집단이 미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스스로 원하

는 방향으로 형상화 즉 실천계획을 통해 미래가 실 되도록 만들어 다.

이런 에서 미래 측과 미래 비 연구는 계속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성공하기 한 비 작업이며,기회와 도

을 미리 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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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래학  연구 법3

미래학의 연구 방법에 하여 체계 으로 정리한 책자는 몇 권에 지나지 않

는다.그 에서도 유엔미래포럼에서 최근에 발간한 ｢ 략 사고를 한 미래

측｣은 미래 측의 다양한 방법론을 수록하고 있다.

유엔미래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래 측 방법

이 27가지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이것도 사실은 세계에서 사용하는 방법

들을 다 모은 다음 비슷한 것끼리 통합하여 27개로 정리한 것인데,최근에 와

서는 40가지 정도로 재분류하고 있다고 한다.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미래

측 방법론이라는 분야가 학문 이나 이론 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분

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미래를 측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많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아직도 그런 방법들이 체계 으

로 잘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미래 측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그 나라의 국민성과

련이 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를 들어 유럽은 가정을 내세우는 시나리오

(scenario)기법을 선호하는 데 비하여,아시아는 문가 의견을 존 하는 델

이(Delphi)기법을,그리고 미국은 토론 문화에 바탕을 둔 워크 (workshop)

기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2.2.1.미래 측의 차

구체 으로 미래 측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미래를 측하기

한 진행 순서는 이슈를 확인하는 단계와 그러한 이슈의 진행 방향을 측하

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측하려고 하는지 이슈를 확인

하는 단계이다.이슈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환경을 스캐닝(scanning)한다거나

3 이 부분은 박 숙,제롬 ,테드고든,｢ 략 사고를 한 미래 측｣,교보문고,

2007에서 발췌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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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조사(survey)한다거나 SWOT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특히 SWOT는

이슈를 악하기 해서 내 으로 강 (strength)과 약 (weakness),그리고 외

으로 기회(opportunity)와 험(threaten)을 분석하는 것이다.강 과 기회,강

과 험요인,기회와 약 , 험과 약 등등과 같이 각 요소를 어떻게 고려

하느냐에 따라 략이 바 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슈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확인된 이슈가 어떤 방법으

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이는 그 이슈의 미래가 어떻게

개될 것이냐를 추정하는 것이다.이슈의 진행 방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통계

인 방법과 주 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통계 인 방법은 회귀분석이나 시뮬 이션 등의 기법을 동원하여 이슈의 진

행 방향을 측하는 것이다.그리고 주 인 방법은 문가들의 견해 등을 모

아서 문가들이 미래 내용을 단하는 질 인 측 방법이다.이 게 이슈의

진행 방향을 추정한 다음에 그 진행 방향에 하여 우선 순 를 정하여 더 가

능성이 있는 것 는 더욱 인 처가 필요한 것들을 단하여 미래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 으로 말하는 미래 측은 주 인 측을 지칭한다.따라서

흔히 듣는 인스토 ,델 이기법,시나리오기법 등을 소 미래 측 방법

론이라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단순한 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의 과정을

넓 서 보면 에서 언 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2.2.2.미래 측의 기법

이슈를 확인하고 나서 이슈의 진행 방향을 추정하게 되는데,이를 통상 미래

측 방법이라고 한다.그 방법으로는 통계 인 분석 방법과 질 인 검증 방법

이 있는데,질 인 검증 방법은 의의 미래 측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통

계 인 분석 방법은 수리과학 으로 회기분석이나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통

계 인 추세를 찾아내는 방법이다.이하에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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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트 드(Trends)분석

트 드(trend)란 우리말로 추세를 뜻하는데,일정한 기간 내에 어떤 상이

지속 으로 규칙성을 보이면서 발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험 인 검증을 통하

여 확인되고 발견된 결과를 의미한다.따라서 추세란 어떤 상이 일정한 기간

동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규칙성과 반복성 그리고 지속성을 보여 주면서

나타난 상을 의미한다.

트 드 분석은 재와 과거의 역사 자료 는 추세에 근거하여 미래 사회

변화의 모습을 투사(projection)하는 방법이며,과거와 재의 사례가 미래에도

유사하게 반복되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한다.일련의 시계열 자료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세를 측할 수 있으며,수학 ·통계 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

다. 컨 출생률,사망률,경제성장률,에 지 소비량 등 지난 수년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 추세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수년 후를 측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트 드 분석은 재의 주도 트 드를 찾고 연장선에서 미래를 측

하기 때문에 측의 오류를 래할 수도 있다.즉,트 드의 향력,방향성,

패턴이 변화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 실제로

재의 주류 트 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 해도 그 향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지 된다. 를 들어 웰빙 트 드는 여 히 요하지만,이미 보편화되

어 과거처럼 리미엄 가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결국 미래 트 드의

변화 가능성에 한 진지한 고민 없이 재의 지배 트 드에만 을 맞춘

다면 미래 략이 사회 변화에 뒤처지는 문제에 착할 수도 있다.

(2)델 이(Delphi)조사법

델 이 조사법(DelphiTechnique)은 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하는데,델 이

라는 이름은 고 희랍 신화 에서 아폴로 신이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하 다

고 하는 신 인 델 이 신 에서 명명되었다.1948년 최 로 미국의 랜드 연

구소(RandCorporation)에서 헬머(O.Helmer)가 국가방 기술 수요 측과 사

회기술 발 추세 측 등 긴 한 국방 사회 문제에 한 집단의견 수집 방

법으로 개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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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이 기법이 개발된 동기는 원회, 문가 토론,집단 차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한 것이었다. 한 집단 내의 왜곡된 정보를 피하고,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하여 집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며,동료집단의 의견

에 반 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한 목 으로 개발되었다.따라서 기의

델 이 기법은 ①무기명(anonymity)으로 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②개인의

의견을 취합하고 두 세 차례 그 결과를 참여자 모두에게 하여 각자가 제

시한 단과 비교하기 한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반복(iteration)하 으며,③취합된 결과의 요약을 질문지에 담아서 응답자들에

게 배부하는 통제된 환류(feedback)의 방법을 활용하 고,④응답자의 견해를

취합하여 체 인 경향을 수,분포도,빈도수 등의 통계 집단 반응 방

법을 활용하 으며,⑤ 부분의 경우 델 이 기법을 통해 문가들 간에 의견

의 일치를 도출하는 것을 최종 으로 지향하 다.

이와 같이 델 이 기법은 여러 문가를 상으로 반복 인 설문을 통해

문가들의 의견을 반복 으로 수집 교환함으로써 제시된 의견을 발 시켜 나가

는 미래 측 방법이다.조사에 참여한 문가들이 제시된 의견은 종합 으로

정리되어 다른 모든 문가들에게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

시하는데,이처럼 되풀이되는 환류가 델 이 기법의 주요한 특징이다.

델 이 기법의 장 은 설문지를 통하여 의견을 조사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고 익명성의 보장으로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

며, 향력 있는 소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단

으로는 단순한 의견 수집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무엇보다 응답자 선정,질

문구조화,정보해석 등 일련의 차가 코디네이 ·모니터링 의 시각에 좌우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험하다는 비 도 많다.

(3)시나리오(scenario)기법

일 이 허만 칸(Hermankahn)이 기획에서 시나리오라는 용어를 최 로 사

용했는데,이는 “결정의 시 이나 인과 계에 을 둘 목 으로 설계된 가설

인 일의 순서”라고 정의하고 있다.다른 말로,시나리오는 미래에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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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상되는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우리의 일상생활

은 내일,내주,내년 등 다가오지 않은 신비스러운 세계의 모험에 한 호기심

으로 가득차 있다.이러한 구상이나 모험들이 문 인 연구자나 정부 리,군

사 략가,기업가 등에 의해 조직화되고 발 된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소한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미래에 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

오를 구상하여 각각의 개 과정을 추정하는 기법이며,미래의 가상 상황에

한 단편 측이 아니라 복수의 미래를 측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나

타날 문제 등을 상해 보는 방법이다.따라서 인과 계 탐색을 통해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깊이 고찰해 으로써 왜 목표 에 도달해야 하며 어떻게

목표 에 도달할 것인가를 측해 볼 수 있고,이런 측을 통해 미래의 부정

결과를 이는 동시에 정 결과를 높일 수 있다.특히 시나리오 작성법

은 심리 사회 정치 경제 제반 요인들의 복합 인 상호작용을 그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시나리오 기법의 장 은 미래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 을 때 그 상황

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채택하게 함으로써 이에 응하는 략을 바로 마

련할 수 있다는 이다.반면에 단 은 시나리오를 3～4개로 이는 과정에서

임의성이 크게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발생가능성이 높거나 요한 시나리오

는 아니지만 미래에 요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들이 무시될 수 있다.

가장 표 인 시나리오 기법에 의한 미래 측은 매도우(Meadows)등이

술한 ｢성장의 한계｣(TheLimitstoGrowth)로 인구 증가가 자원 활용,자본 형

성,환경오염 등 지구에 미칠 결과를 측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시나리오 기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모의실험(simulation)기법이 있다.

모의실험법이란 말 그 로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그 작동하는 상태를 분석해

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측하는 방법이다.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기

하여 모델에 의한 실험, 는 사회 상 등을 해결하는 데서 실제와 비슷한

상태를 수식 등으로 만들어 모의 으로 연산을 되풀이하여 그 특성을 악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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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령세 분석기법(age-cohortanalysis)

연령세 분석기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분석하는데,공통 인 사고

와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동일한 시 와 공간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에

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즉,어떤 특정한 세계 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세

가 정치 경제 으로 쇠퇴하고,기존 세 와는 다른 신념과 행동 양식

을 가진 새로운 세 가 나타날 때 그러한 세계 출 으로 인한 사회 변화와 세

계 변화를 포착하는 기법이다.

미국의 리엄 스트라우스(WillamStrauss)와 네일 하워(NailHower)는 식민

시 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의 사이클,즉 이상주의자(idealist),반

응자(reactor),시민(citizen), 응자(adapter)라는 네 가지 세 를 통하여 이들

이 주도한 사회 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나아가 그들의 21세기를 형상

화하는 모습에서 미래를 측하 다.구체 으로,이상주의자는 베이비 붐 세

로서 이상을 좇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양산하는 세 이다.그 다음 세 는 반

응자로서,부모 세 가 거세기 때문에 이에 항하여 회의 이고 반응하는 세

가 나타난다.그 다음은 보편 인 시민 세 로,시 변화에 응해 가면

서 열심히 일하는 세 이다.시민운동과 같은 격변기가 있으며,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부지런한 세 이다.그 다음은 응자로서 회의하고 부정하고 응하

는 세 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령세 분석기법은 과거 세 가 재,나아가 미래로 이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가치 과 행동 양식이 사회 상을 규정하게 되며,그러한

것이 다음 세 에 향을 주면서 차세 의 가치 이 형성된다는 반복 사이클

을 특징으로 한다.따라서 연령세 의 인구 구성을 살펴서 어느 연령층이 많은

가에 따라 미래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측할 수 있는 것이다. 컨

자기 주장이 강한 1960년 생의 X세 , 로벌 마인드를 가진 1980년 생의

Y세 ,그리고 첨단기술에 익숙한 21세기 니엄 시 에 태어난 사람들이

각기 주류를 형성하면서 그 시 를 특징지우고 나아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인류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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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 밖의 미래 측 기법

미래 측 기법으로 그 밖의 몇 가지를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머징 이슈 분석(emergingissueanalysis)은 트 드 분석과 조되는 것으

로,1977년 그 이엄 몰리터(GrahamMoliter)에 의해 음 소개되었는데,한번

나타났던 상은 더 이상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이머

징 이슈 분석의 핵심은 어느 한 이슈에 한 문제와 기회가 ‘S’자 형태의 일정

한 순환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따라서 이 분석 방법은 실 가

능한 미래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는 측의 측면과 아울러, 재 진

행되는 상황에 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직 측(IntuitiveForecasting)은 미래 측자의 주 단에 입각하여

미래를 추측하는 방법이다.추측의 기 는 측자의 통찰력,창조 지각력,내

면의 숨은 지식 등 직 력으로부터 나온다.따라서 측의 결과는 측자 자신

의 목표,가치,신념,선입견,편견,의도 등이 무의식 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에 미래 측가의 오랜 경험과 많은 지식이 독특한 심리 편향

을 유발토록 하여 측모델을 잘못 수립하거나 자료를 편향 으로 선택하게

할 수 있다.따라서 심리 편향은 미래 측 과정상의 자료 수집,모델 구성뿐

만 아니라 미래 측 이용자로 하여 올바른 측을 잘못 해석,이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 측면에 악 향을 래할 수 있다.

자유토론 기법(Brainstorming)은 각 분야의 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

운 토론을 주고받는 가운데 미래에 한 망을 종합해 내는 기법으로,기본

으로 직 측방법에 따른 것이다.주로 연구 기에 반 인 상황을 조망

하고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거나 과제를 추출하는 단계에서 리 사용된다.정

해진 기간 동안 주기 모임을 통해 주어진 주제의 미래 망에 해 토론하

고 략을 수립하는 장 이 있다.

의사결정나무 작성법(DecisionTreeMethod)은 미래에 벌어질 만한 일들을

나뭇가지가 뻗어가듯이 그림으로 그려가며 추 하여 미래를 측하는 방법이

다.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 규칙을 도표화하여 심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측하는 데 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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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업·농 2050비 의 의미

3.1. 근 립  장  농업·농   내용

정부는 새 천년을 맞은 2001년부터 농업·농 의 장기 비 을 마련하기

한 작업에 착수하 다.당시 국민의정부는 2002년 3월에 통령 직속으로 ‘농

어업·농어 발 특별 책 원회’를 설치하고 장기 책을 마련하도록 하

다.동 원회는 수차례의 문가 회의 정부 계부처의 의를 거쳐 그해

12월에 ｢농어업·농어 의 새로운 활로｣라는 보고서를 완성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기 농정 방향의 패러다임을 환하도록 하여,첫째,소

비자·도시민을 지향하는 농어업으로 환,둘째,정부 주도에서 시장지향 인

정책으로 환,셋째,생산 심에서 다원 기능에 한 지원으로 환,넷째,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는 소비자와 소비지 유통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품질 고 화와 마 신 추진으로 환,다섯째,농어 을 열린 공간으

로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 발 도모 등의 방향을 제시하 다.

참여정부 때는 ｢농업‧농 종합 책｣(2004.2)을 수립하여 10년 후인 2013년

의 비 을 설정하고,그 실 을 한 정책과 투융자계획을 마련하 다.이

책에서는 “농 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 사회”를 비 으로 제시하고,향

후 10년간 으로 추진해야 할 9 신과제를 설정하 다.

  9 신과제는 첫째,농업의 추세력으로 업농 육성,둘째,미래 농업을

선도할 은 인재 양성,셋째,농가소득안정을 해 다양한 직불제 농외 소

득원 확충,넷째,농식품의 안 성 제고를 해 제도 장치 확충,다섯째,소

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확산,여섯째,과학 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지평

개척,일곱째,품질 고 화로 새로운 시장 개척,여덟째,농업인의 삶의 질 향

상,아홉째,농 은 어메니티를 갖춘 살기 좋은 농 개발 등이다.

재의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농정의 성과를 종합 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10년을 비하기 한 비 수립에 착수하 다.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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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는 ‘비 2020’을 수립하기 하여 농어업선진화 원회의 논의 결과,뉴

질랜드,네덜란드, 랑스,일본 등 해외 선진사례 분석,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문기 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 다.그

리고 2010년 2월 24일에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 정책의 종합 인 비

과 추진 략을 제시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 비 2020｣을 수립하여 발표하

다.

‘비 2020’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함께,자연과 함께”라는 기본

표어 하에 추진해 온 식품산업종합 책(’08.11)’,농업경쟁력 강화방안(’09.1),

농어업선진화방안(’09.7),신수산 30 로젝트(’09.10)등 그동안 추진된 정

책을 체계화하고,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 도실용주의에 맞게 고령농·

세농 등 서민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기반 에 농식품 분야도 다른 분야만

큼 산업화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더 큰 농림수

산식품산업을 만들기 한 장기 략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

”을 미래 비 으로 설정하고,신성장 녹색 생명산업,건강한 삶과 매력 인

먹을거리,쾌 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 의 3 정책미션을 달성하기 하

여 5 략과제를 추진하기로 하 다.즉,앞으로 10년 비 키워드를

체질 환,신성장동력,식품산업 등으로 설정하여,각각의 비 에 한 세부

목표로서,체질 환 분야에는 창조 문농업 경 체 34만호 육성,농식품클

러스터 집 모태펀드 확 로 신 농기업 활성화 등의 목표를,신성장동

력 분야에는 동식물 자원 활용 생명산업 육성,녹색산업 활성화 등의 목표를,

식품산업 분야에는 매출액 260조원 고용 212만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농

식품 수출 300억불 세계 10 권 수출국으로 도약 등의 목표를 세웠다.그리

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하여 국가식품시스템으로 ‘국가식품 원회’

(가칭)를 신설하고 비축제를 확 하며,지역역량 강화를 하여 1만명의 지역

리더를 육성하고 1시군·1명품화를 추진하며,농정 추진체계 개편으로 거버

스 확립,농정기 별 조직개편, 융 R&D활성화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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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농   2050  격과 

이 연구의 ‘2050비 ’은 재부터 40년 후라는 장기를 내다보는 미래 비

이라는 에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첫째는 시기 으로 한 세 가 교체된

다는 측면이고,둘째는 미래 측의 방법과 련하여 메가트 드(megatrend)에

더하여 상당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이다.

먼 ,미래 비 은 그 시 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 과 행동양식이 반 된다

는 에서 인구 구성이 요한데,2050년은 재의 주력 세 가 교체되는 시

기가 된다.인간의 생애주기(lifecycle)가 략 40년 내외이므로,2050년은

재로부터 한 세 가 교체되는 시기에 해당한다.특히 1950년 농지개 을 경

험한 세 들,그리고 1970년 에 농업생산을 담당해 온 ‘증산농정’의 주역들이

은퇴하고,차세 가 농업의 주역이 되는 시기이다.

세 의 교체는 농업구조의 변화를 가져 온다.오늘날 농가를 상속할 농후

계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후계자가 없는 농가는 농업경 이 단 될 수밖에 없

으며,후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성향에 따라 농업경 의 성격이 달라

질 수 있다. 컨 벼농사를 규모로 경 하거나 고수익의 원 경 을 선호

할 수도 있으나, 원생활을 즐기면서 부업 으로 농업경 을 유지하는 경우

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력 세 는 이른바 ‘베이

붐 세 ’로서 략 1955～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명에 달한다.그 후

1965～7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X세 ’(는 신세 )라고 불리는데,사

회학자들은 그들이 탈권 주의 이며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뚜렷한 세 라고

특징을 지운다.4 나아가 1977～97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N세 ’

(Net-gener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이들은 IT시 에 성장하여 디지털 기기를

4
X세 라는 용어는 캐나다의소설가 더 러스 코 란드(DouglasCoupland)가 1980년
후반에 쓴 ｢Generation-X｣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이 책에서 1960년 미국을
풍미했던 ‘히피’세 가 그토록 거부했던 인스턴트문화에 오히려 길들여져 있는 새 세

의 정체성 혼란을 규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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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하게 다루는 디지털 문명 세 를 말한다.

따라서 2050년은 베이비 붐 세 는 물론 X세 마 은퇴하기 시작하고

재 10～20 인 Y세 가 주축이 되는 시기로서,Y세 가 농업·농 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미래 비 에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이를 반 하여 이

연구에서도 연령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농업·농 에 기 되는 역할에 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40년 후의 미래를 측하는 것에 한 제약과 한계이다. 를

불확실성의 시 라고 하는데,이러한 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

이 아니다.앞 에서 미래 측의 방법론을 몇 가지 정리하 는데,미래의 농

업·농 을 측하기 해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인 메

가트 드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며,여기에 더하여 상당한 가정과 상상력

이 동원되어야 한다.이런 에서 미래 연구의 한계가 있다.

를 들어 DDA나 FTA등의 시장개방 조치로 인하여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 로 이행하는 것은 세계 으로 인정하는 메가트 드라고 이해할 수 있으

나,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 통일시 는 국내 으로 상당히 기 되고 견되는

‘이머징 이슈’(emergingissue)라고 할 수 있다. 한 북한의 변 정세도 가상

할 수 있는데,미래학자들은 이를 ‘와일드카드’(wildcard)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농업에 해서도 도도히 흐르는 거스를 수 없는 트 드가 거론

되는데, 를 들어 시장 경제가 폐쇄에서 개방으로 환되며,소비자의 선택

기 이 가격에서 품질로 이행하고,생산 요소는 토지에서 사람이나 기술이

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농 의 기능이 농업생산 공간에서 자연생태나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것은 사회 가치의 변화이다.이와 같이 미래

측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측되어야 한다.“ 비하는 사

람에게 미래가 있듯이”미래를 측하고 비하는 능력이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발 을 한 석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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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체계  범

이 연구는 재의 농업과 농 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하여 미

래를 2050년까지 내다보면서 바람직한 모습(비 )을 그려보며,나아가 이러한

비 을 실 하기 하여 비해야할 정책 과제를 도출하려는 것이다.따라서

이 연구의 시간 범 (timehorizon)는 향후 40년 동안으로,그 간 연도인

2030년에 해서는 추세 분석 등을 통한 수치를 병행하여 망하고,2050년에

해서는 련 문헌 등을 토 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미래상을 제시한다.

특히 이 연구의 일환으로 메가트 드,경제,사회,국토,환경,기후변화,과

학기술,농업기술,미래 가치 등의 9개 분야에 하여 문가들에게 집필을 의

뢰하여 ｢ 문가들이 보는 2050농업·농 의 미래｣(2010.7.31)라는 자료집을 발

간하 으며,이 책자에서 미래 망에 한 문가 견해를 정리하 다.

그림 1-1.농업·농 비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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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vision)’의 국어사 인 정의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지만,일

반 으로 의지가 담긴 정 인 의미로 사용되어 ‘실 되어야 할 바람직한 미

래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물론,미래의 변화에는 발 (정)인 측면과

쇠퇴(부정)인 측면이 존재하는데,부정 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정 인 방

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비 연구의 요한 역이다.이러한 제약 요인을 최

소화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 을 연구하는 기본 인 인식은 미래에 한 정 이고 발 인

측면이다.즉, 재의 농업이 앞으로 기술진보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나아가 농업이 후방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 미래 농

업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한 농 이 농업생산을 한 공간만이 아니라

비농업을 포함하는 산업 공간(일터)이고 나아가 농업인과 비농업인 그리고 도

시민까지 포 하는 주거 공간(삶터) 여가·휴식 공간(쉼터)이 될 것이라는

것도 실 하고 싶은 농 의 미래상이며 비 이다.

한편,미래의 농업과 농 을 어떻게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연구의 범 와 직

연 된다. 컨 2050년경의 농업과 농 의 모습은 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농업(생산)만을 보면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규

모가 매우 왜소하게 개될 것이 자명하다.비록 농업GDP가 성장한다고 하더

라도 산업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은 작아질 것이다.따라서 미래의 농업

은 비즈니스 역이 확 된 의의 농산업으로 야 하며, 한 농 에 해서

도 미래에는 도시와 농 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므로 국토공간이나 지역사회의

시각에서 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 같이 농업과 농 을 농산업 국토공간의 에서 악하는 것은 연

구의 범 를 정하는 데 요한 착안사항이다.그러나 농산업은 농업을 확장한

개념이며,농 을 국토공간으로 보는 시각도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본질은

재의 농업과 농 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하는 이며,미래의 모습을 재

의 좌표에서 악하는데 의미가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재의 모습이 미

래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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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 드와 농업·농

1.세계 메가트 드의 선행연구 내용

1.1.  사회  가트 드  특징

메가트 드(megatrend)는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JohnNaisbitt)1박사

가 1982년에 술한 ｢Megatrends:TheNew DirectionsTransformingour

Lives｣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한 시 조

류, 세,거 물결 등을 뜻한다.그는 21세기가 정보와 창조에 바탕을 둔 후

기 산업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측하면서,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갈 메가

트 드로서 탈산업화 사회, 로벌 경제,분권화,네트워크형 조직 등의 10개

항목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에서 발간된 “세계 미래학자 10인이 말하는 미래 명”

책자에서 21세기를 ‘3F시 ’로 규정하고 감성(Feeling),가상(Fiction),여성

(Female)이 주도할 것이라고 망하 다.특히 미래의 메가트 드로서 4가지

를 지 하 다.첫째,이미지 문화 시 로서,앞으로 가상 실이 일반화할 것이

1
http://www.naisbi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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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상 회의와 화상 수업 등의 사이버 세계가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이다.둘째,

아시아권의 부각으로,인도와 국의 인구 증가로 강 국이 되고 경제 상

이 커질 것이다.셋째, 로벌 경제의 성숙으로,세계화 물결 속에서 개인과 기

업의 경제 활동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날 것이다.넷째,물질과 정신이 공존

하는 시 로 이행한다는 것이다.특히 물질 만능주의와 실용주의에 지친 서양

이 동양의 정신세계와 신비로움을 재인식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21세기의 세계 메가트 드에 하여 명한 미래학자와 국제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기로 한다.

미국의 게리 매티슨(GarryMathiason)박사가 2001년에 인 자원 리학회

(SHRM:SocietyforHumanResourceManagement)에서 “미래 인 자원 변화:

재와 미래”를 발표하면서 미래 사회의 트 드를 측하 는데,미래의 직업

과 일자리에 하여 유익한 망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하여 경제 구조, 로벌 구조,인구 구조,사회 구조,국제교역 구조 등의 5

가지 측면에서 트 드를 정리하 다.2

첫째,경제 구조의 변화로서,제품 생산 즉 제조업 시 에서 서비스산업 시

로 환되고,자연자원보다 인 자원이 요하고,제품 자체보다 제품의 정

보·지식·사고·아이디어가 더 비싼 사회가 될 것이다. 둘째, 로벌화로서,지구

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제약이 사라질 것이다.셋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이 보편화되고,도시 발

으로 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다.넷째,사회 구조의 변화로서, 부

분의 일반 노동이 고임 시 가 쇠퇴하면서 고 인력 문가만이 고임 이

고,각국의 임 평 화 시 가 도래할 것이다.다섯째,국제교역 구조의 변화

로서,세계 교역량이 국내총생산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2008년 1월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즉 세계경제포럼(WorldEconomicForum)

에서 미래 략 문가인 롤란드 버 (Roland Berger)는 “ 로벌 트 드

2 Garry Mathiason (Littler,Mendelson,Fastiff,Tichy & Mathiason)SHRM Annual

Conference,Jun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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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GlobalTrendsto2030)을 발표하고 2030년의 다양한 측을 제시하

다.미래의 메가트 드로 다룬 것이 건강,환경,교육,개발과 빈곤,세계정부와

안보,윤리도덕 등이다.특히 지구 온난화로 자원이 부족하게 되며,빈부격차에

서 오는 쟁을 불안 요인으로 망하 다.3

랑스의 미래홈페이지(www.2100.org)에서 1900년부터 2100년까지의 시

인 트 드를 정리한 것을 보면, 는 문화· 술 시 라고 특징지워진다.

즉,1900～1940년까지는 생산사회(productionsociety),1940～1980년은 소비

사회(consumptionsociety),1980～2020년은 연 사회(ShowBusinessSociety),

2020～2060년은 교육사회(education society), 2060～2100년은 창조사회

(creationsociety)라고 분류하 다. 를 들어 산업 명기에는 원자재와 에 지

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 지만, 의 정보화 시 에는 마이크로 자이나

바이오 나노공학이 지배하고 있으며,앞으로는 교육이 번성하면서 인지 명

(cognitiverevolution)의 시 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세계미래회의 회원사인 미국의 쇼셜 테크놀로지(SocialTechnology)사는 각

국의 회원과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2020년 메가트 드와 기를 10가지로

정리하여 2010년 4월에 발표하 다.

첫째,세계의 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한다.2020년 국 인구 19억명

에 인도가 17억명으로 아시아 인구가 56억명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미국은 4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이러한 인구 비 으로 정치·경제·문화의 심이 아시

아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둘째,세계화에서 다시 지역화로 바 다. 앙정부의

수입원은 법인세와 세 으나 자유무역 정(FTA)으로 세원이 축소되고,역내

에서 생산품을 조달하는 시 가 올 것이다.셋째,고령화와 여성 주도권의 시

가 온다.후기 정보화 시 에는 여성의 섬세함·감수성·정제된 지식·서비스

마인드 등이 경쟁력을 갖기 때문이다.넷째,물과 에 지 부족 시 가 올 것이

다.인구 증가에 비하여 수자원과 화석 연료는 고갈되어 가고 있다.다섯

3이하 이 의 내용은 (사)유엔미래포럼 홈페이지(http://www.unfuture.org)에서 인용하여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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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지구 온난화를 돌이킬 수 없다.탄소배출을 쉽게 일 수 없어 지구온난화

는 불가피하다.기온이 5℃ 상승하면 지구의 85%가 사막이 될 것이다.

여섯째,다양한 체에 지가 개발된다.기후변화로 인해 지 까지 인류가

풍족하게 사용하던 에 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거나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된

다. 따라서 풍력,지열,태양열 등의 체에 지 기술을 상용 보편화하려는 노

력이 강화될 것이다. 일곱째,문명 통합의 시 가 온다.USB메모리의 장용

량이 커지고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월하는 다문화인이 되어 세계 문명이 하

나가 되는 시 가 올 것이다.여덟째,핸드폰으로 연결된 세상이 온다.교육과

사회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핸드폰 주로 재편성하게 될 것이다.아홉째,책

읽기의 종말이 온다.지 까지 쓰고 읽고 셈하는 시 가 가고 창의 사고와

분석 사고가 요시되는 시 로 변하게 될 것이다.열째,인터넷이 교사가

된다.미래에는 부모의 재택근무로 홈스쿨이 탄생하며,사이버 교육의 시 가

되어 교사는 지식 달자가 아니라 지식 도우미의 역할로 바뀔 것이다.

OECD국가들은 국가미래보고서 등 다양한 분야별 미래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그 에서도 노르웨이는 2006년에 15개 부처가 참여하여 미래보고서를

냈는데,여기에서 2030년에는 국가의 경계가 사라져 재 존재하는 국가 모습

이 사라질 것이라고 측하 다.국제기구는 수없이 늘어나 8천여 개가 될 것

이며,많은 은이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된다고 보았다.그리고 환경 문제,

국제 범죄,물 부족 등은 로벌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측하

다.이 보고서에서 2030년에는 세계정부가 탄생하고,국가들은 느슨한 FTA로

연결된 경제블록으로 나뉘어서 국경 월 정치경제기구 8개로 편성된다고 망

하 다. 한 EU,아 리카동맹, 아랍동맹,남미동맹, 남미동맹,NAFTA,

ASEAN등이 존재하고 동북아동맹이 부상할 것이라고 측하 다. 로벌화,

지구 문화에서 여성의 역할 재조명과 UN등 국제기구의 심,국제 NGO등

사회단체 남성 리더들과의 력,특히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네트워

크를 통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측하 다.

다음으로,국가미래보고서로서 각 분야 문가들이 쓰는 최고의 보고서는

미국 국가정보 원회(NIC)의 로벌 트 드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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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발표되는데,국내에서는 2008년 보고서가 단행본으로 처음 출간되었

다.4이 보고서는 CIA(앙정보국),FBI(연방수사국)등 주요 정보기 과 토

러 회 등 최상 의 싱크탱크,각 분야 문가들이 참여해 만들기 때문에 세계

의 향후 트 드를 망하고 측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만한 보고서로 평

가받고 있다. ,4년마다 열리는 미국 통령 선거 기간에 맞춰 발표되어 여

야 통령 출마 후보들에게 직 보고된다는 도 특징이다.

‘로벌 트 드 2025’는 NIC의 로벌 트 드 시리즈(1997년,2000년,2004

년)에 이은 네 번째 보고서이다.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5년 단 로 미래를

측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나,내용은 장기 측을 담고 있다.이 시리즈의 목

은 특정 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 으로 언하기보다는,미국 정

부가 장기 으로 국가 략을 짜는데 필요한 큰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즉,

세계의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망하면서,그런 추세가 바람직하다

면 계속 순항하도록 독려하고,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어

떻게 해야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것이다.4년 동안에 발생한 여

러 변수들과 요인들을 고려해 다음 보고서에서는 이 보고서에서의 잘못된

망과 측을 수정하는 것도 이 보고서 시리즈만이 갖는 장 이다.

‘로벌 트 드 2025’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목차의 키워드로 요약하기로

한다.제1장 ‘로벌 경제-세계화의 명암’에서는 국과 인도의 귀환, 산층

의 성장,국가 자본주의-동양에서 부상하는 비민주 시장,국제 융의 다극

화,서구 모델의 안 등을 논하고 있다.제2장 ‘인구 동향:늙어가는 세계’에

서는 동시에 발생하는 인구 증가·감소·다양화,고령화로 인한 연 수 자

증,청년층이 지속 증가하는 사하라 이남,고향을 떠나는 물결 등이다.제3장

‘국제 정치- 심이 사라진 시 ’에서는 부상한 거물- 국과 인도,기타 핵

심 주역들-러시아,일본,유럽, 라질,미래의 강국-인도네시아,터키,이란

등을 논하고 있다.제4장 ‘에 지·식량·자원-신음하는 지구’에서는 탈석유시

의 도래,에 지의 지정학,물 부족과 식량난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을 담고 있

4
유지훈 역,NIC｢ 로벌 트 드 2025: 변 이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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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5장 ‘지역 분쟁-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에서는 불안정의 아크 지역,

태로운 동의 핵 군비경쟁,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테러-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아 가니스탄과 키스탄 그리고 이라크-진정되지 않는 내부 갈등

등을 논하고 있다.제6장 ‘국제 시스템-불완 한 변화’에서는 국제기구의 낡

은 틀,책임보다 권리 앞세우는 신흥 강국,비국가 세력들의 네트워크 등을 담

고 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에서는 리더십,미국 리더십의 약화,

NGO의 역할 증 ,달러화의 약세,제한 인 군사 우 ,우발성이 지배하는

세계,지도자들의 책무 등을 논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심을 끄는 목은 2025년 무렵에 한반도는 통

일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다.남북한 단일 국가는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의 남

북 연합 형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통일된 한반도

는 재건에 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재정 부담에 크게 시달릴 것이므로,우

크라이나가 1991년 이후에 걸었던 길과 비슷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즉,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국제 으로 이를 수용하게 한 다

음 경제 지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한,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길을 끄는 것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앞으로

세계가 마주칠 갈등과 과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특히 기후

변화의 가상 시나리오가 길을 끄는데,이 보고서는 보다 비 인 견해에 무

게를 두고 있다.즉,탄소 배출량을 여 획기 인 기술은 2025년이 되어도

개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측한다.기후변화는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이

라는 문제도 래해 아 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등에서는 기후변화 난민도

거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기후 변화로 정한 농업생산량을 유지하지 못하

는 최빈국에서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기반시설의 낙후로 도시 인구를 부

양하지 못하게 되면 정치 ·사회 불안이 가 될 것이다.그런 나라가 세

계 으로 최소한 20개국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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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우리나라의 박 숙 유엔미래포럼 표는 미래 도시 사회의 특징

으로 문 A～H까지 8가지 메가트 드를 정리하 다.

첫째,Ageing(출산,고령화)으로,과거의 농경·산업 시 에 자식은 ‘자산

(asset)’이었으나,정보화 시 에서는 자식이 ‘비용(expense)’으로 인식되어 출

산율 하가 심각한 상태이다.둘째,Blending(혼합,지구 문화통합)으로,지

구 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여러 인종과

문화가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자연 인 혼합뿐만 아니라,첨단 의료기

술의 발 으로 디자이 베이비가 보편화 될 것이다.셋째,ClimateChange

(기후변화)로서,지구 온난화에 응하기 하여 바닷물을 뿜어내어 더운 공기

를 식히는 해양 설비의 연구가 진행 이며,여러 나라에서 태양 발 시설

이 리 이용되는 등 신재생에 지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넷째,DevelopmentofS&T(과학기술 발 )로서,머지않아 종이 신문이 소멸

하고,각국어 통역기가 보편화되어 세계 어디를 가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다섯째,Education(교육)으로,과학기술의 발 은 교육 시스템에도 큰

향을 미칠 것이다.언제 어디서든 컴퓨 이 가능해지면서 원하는 정보를 아

무 때나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학교와 교사가 사라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시 가 올 것이다.여섯째,Female(여성성 강화)로서,여성의 구매력과 지도력

이 강화되면서 여성성에 어필하는 디자인이 각 받는 시 로 변화하고 있다.

일곱째,Globality(로벌화,국제화)로서,과학기술의 발 에 힘입어 로벌 시

에는 국제 헌법이 통용되고 세계가 하루 한 날 투표하는 시 가 될 것이

다.여덟째,HomeAlone(독신 가구)로서,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 1인 1가구

가 늘어나면서 미래 사회의 주택은 더 작아지고 간단 편리해지며 이동성이 강

화된 작은 공간이 주를 이룰 것이다.

끝으로,최근에 미국,일본, 국,독일 등이 미래 비 을 수립하면서 로벌

메가트 드를 정리한 것을 <표 2-1>에서 요약하 다.국가별로 살펴보면,미국

에서는 환경 괴 지 운동,세계화,인구 증가,세계 유행병,사회구조 변화

등 7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있으며,일본에서는 건강 문제,생활정보 환경,안

한 도시,지구환경 변화 등과 같은 경제사회 실 을 지 하고 있다. 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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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환경 괴 지 운동

-세계화

-정치 불안

-생태학 재앙

-인구증가

-세계 유행병

-사회구조의 변화 등

-건강의 시

-뇌과학 발 에 따른 생활지원

-즐거운 인생

-생활인 라 정보환경

-안 하게 지속되는 도시

-지구환경 응 세계의 공동 생존 등

국 독일

- 세계 인구이동의 증가

-지식의 디지털화

-나노테크놀로지

-지식기반 경제의 진화

-에코시스템 서비스

-물 부족

- 동의 미래 등

-인구구조 변화

-개인주의 심화

-유비쿼터스

-건강에 한 심

-이동성 증

-기술융합

-기후변화와 환경 향 등

는 세계 인구 이동의 증가,지식 디지털화,나노테크놀로지,물 부족 등을 지

하 으며,독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개인주의 심화,유비쿼터스 사회,건강

심,기술융합,기후변화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있다.

표 2-1.국가별 미래사회 트 드

자료:이정원 외,｢미래경제사회 망과 과학기술 비 ｣,2007.

1.2. UN 니엄 프 트  15  지구  도  과

유엔미래포럼(속칭 ‘ 니엄 로젝트;MillenniumProject’)은 1996년에 창

립한 표 인 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로서 재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으며,유엔을 비롯하여 유엔 산하의 각 연구기 과 긴 한 조를 통하여 세

계 갈등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40개의 지부를 통해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세계 3천여 명의 학

자 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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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과 제 명

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

2 깨끗한 수자원 확보

3 인구 증가와 자원 배분의 균형

4 권 주의 체제에서의 순수 민주주의의 확산

5 장기 시각에 입각한 정책 결정

6 정보통신기술(ICT)융합

7 빈부격차 완화를 한 윤리 시장경제 확산

8 신종 염병 확산

9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역량 제고

10 테러리즘과 상살상무기 사용의 억제를 한 안보정책

11 여성의 권익 신장

12 국제 범죄조직 확산

13 에 지 수요 증가

14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

15 윤리 의사결정

(사)유엔미래포럼은 2008년 12월에 니엄 로젝트 미래 측보고서의 한

국 ｢유엔미래보고서:미리 가본 2018년｣를 발간하 는데,이 책자에서 15

지구 도 과제(GlobalChallenges)를 선정하고 안을 제시하 다.이 지구

도 과제는 매년 세계 문가 패 들이 선정하는데,2008년에는 지속가

능한 발 ,깨끗한 수자원 확보,인구 증가,정보통신기술(ICT)융합,빈부격차

완화,여성 권익 신장 등을 선정하 다.이하에서는 15 과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기로 한다.5

표 2-2.유엔미래포럼의 15 지구 도 과제

첫째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 이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IPCC(기후변

화 정부간 패 ) 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지구 기온도

5
동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미래 략과에서 요약한 자료를 발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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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1,250억 달러의 손실액과

3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형 재보험회사들은 10년 내에 기후변

화로 인한 연평균 경제 손실액이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과제로 세제·보조 정책 외에 자동차 연비 개선을 비롯한 에

지 효율성 제고,환경교육 강화,기후변화 응 로그램 개발 등 방 인

응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는 깨끗한 수자원 확보이다. 재 세계 약 7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

을 경험하고 있으며,이는 기후변화·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25년에 30억 명

까지 증가할 우려가 있다.FAO는 증가하는 인구의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해 2030년까지 세계 농업용수가 60%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개

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약 80%의 질병이 물과 련되어 있으며,매년 180만

명의 인구가 설사(diarrhea)로 인해 사망하는 실정이다.OECD는 물· 생 분야

에 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해 2015년까지 매년 100

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물 장 처리

시설 개선,해수농법 활성화,친환경 수송 건설,조림사업,가정 생

시설 개선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인구 증가와 자원 배분의 균형이다.개도국을 심으로 인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50년 세계 총인구가 91억 5천만명에 이를 망이며,특히

도시화의 진행으로 2030년 총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다.인구 증가

와 경제성장을 감당하기 해서는 식량 생산이 30년 내에 2배로 증가해야 하

는 상황이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자원의 효율 인 수요·공 매칭을 한

ICT(정보통신기술)의 활용,농약과 식품개발 등을 한 나노바이오기술의 활

용 등을 해 지속 인 기술개발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는 민주주의의 확산이다.민주주의 자유화 정도가 3년 연속 하락하

고 있으며(www.freedomhouse.org,2009), 세계 인구의 14.4%만이 완 한 민

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EconomistIntelligenceUnit,2008)따라서 미래 과제

로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미디어 근성 제고,국제 공조,문맹 퇴치,장기

경제 안정 등을 통해 민주주의 확산 도모 등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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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는 장기 시각에 입각한 정책결정이다.미래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

를 측하고 잠재 /기회 요인에 사 으로 처할 수 있는 응 시스

템 필요하다.최근에 발생한 융 기의 경우 발생 가능성과 그 효과에

해 사 으로 검토된 바가 없었으며,이는 국제 인 미래 비 능력이 미흡함

을 의미한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국민의 집단지성(collectiveintelligence)

국내외 문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래 비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이다.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

술융합은 세계화·민주화·경제성장·교육 등에 범 한 향을 미치고 있다.

재 세계 인구 25%가 인터넷에 속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 장소(Web1.0)에서 세컨드라이 (SecondLife;인터넷

가상세계), 키피디아(www.wikipedia.org),유튜 (www.youtube.com)등과

같이 사용자가 직 참여하여 컨텐츠를 생산하는 시스템(Web2.0)으로 진화하

고 있다.따라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앞으로 사이버 범죄나 지 재산권

침해에 한 응 정보격차 해소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곱째는 빈부격차 완화를 한 윤리 시장경제 확산이다.개발원조액의

지속 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 인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빈곤인구의 감소

속도가 낮아질 망이다.세계 직업 50%는 직업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80%의 노동자는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2009년 세계 실업률은

6.5~7.4%에 이를 망이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공정경쟁 세계무역의 확

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 성장 빈곤 감축을 지원해야 한다.

여덟째는 신종 염병의 확산이다.지난 40년간 39종의 새로운 염병이 발

견되었으며, 염병으로 인해 한 해 약 1,70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비 염

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져 역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심 계 질

환,암 등 비 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추월하

고 있다.2030년에는 세계 사망원인의 70%를 비 염성 질병이 차지할 것으

로 망된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백신 의료기술 개발,보건의료 문가 양

성, 생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는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역량 제고이다.세계가 차 복잡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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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성이 강해지면서 집단의 의사결정 역량 제고가 요해지고 있다.변

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상황을 인지하고 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 여

유가 어드는 상황이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다양한 의견수렴의 통로,집단

의사결정을 한 효율 인 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열째는 테러리즘과 량살상무기 사용의 억제이다. 로벌 경제 기,물·식

량·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이는 향후 국가간

분쟁·테러리즘,국제 범죄 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국

제 갈등에 응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간의 긴 한 공조 다양성 존 을

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열하나째는 여성의 권익 신장이다.양성평등에 있어 일부 진 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 히 불평등한 임 ,가부장제,성폭력 등 여성의 권익을

가로막는 요인이 존재한다.여성이 세계 노동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세계 임 의 25%이하를 받으며,재산의 1%만을 소유하는 실

정이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양성평등에 한 교육,가정폭력 방 여성권

리 신장 등을 한 국제 인 력 강화가 필요하다.

열둘째는 국제 범죄조직의 확산이다.국제 범죄조직에 한 포 응의

미흡으로 돈세탁, 조,마약거래,사이버 범죄 등 국가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미국 보안업체인 맥아피(McAfee)는 2008년 사이버를 통한 도 등의 범

죄가 기업들에 총 1조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한다.따라서 미

래 과제로 국제 범죄 활동에 응하기 한 로벌 컨센서스 확산 체계

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열셋째는 에 지 수요의 증가이다. 국과 인도를 심으로 에 지 수요가

증가하여 2030년까지 총에 지 수요가 2배로 증가할 망이다.정책이나 기술

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2030년까지 에 지 수요의 80%는 화석연료로 충족되

고,이에 따라 탄소포집· 장·재사용 기술이 주목받을 것이다.재생에 지는

2010년 이후 력생산 부문에서 가스를 추월하여 석탄 다음으로 큰 공 원이

될 것으로 망된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무공해 석탄에 지, 기자동차,해양

바이오연료 등에 한 투자를 확 하는 한편,심야 력 활용,에 지 약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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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 다각 인 에 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열넷째는 과학기술 발 이다.2008년에 세계 으로 16만 4천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고,600개 이상의 나노기술 상품이 생산되었으며,나노 련

상품 시장은 2015년에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측된다. 로벌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 R&D는 년 비 3.2%증가할 것으로 망

된다(Battelle연구소 추산).IBM은 2011년까지 20페타 롭(petaflop)의 속도를

갖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 는데,슈퍼컴퓨터는 지구상의 모

든 인류가 자계산기를 들고 320년간 계산해야 할 분량을 단 1시간만에 끝낼

정도의 성능이다.따라서 기술발 의 가속화로 인해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국제 심과 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열다섯째는 윤리 의사결정이다.도덕성, 융 투명성,책임감 등을 높이기

한 정부 국제기구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UN반부패 약에 참여 국

제 투명성기구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기업의 사회 책임 윤리경 역

시 확 되는 추세이다.그러나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리 불확실

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매년 1조 달러의 뇌물,2조 달러 규모의 조직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5천만 톤의 자 폐기물(e-waste)이 개도국에 버려지고 1

천만명 이상이 노 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따라서 미래 과제로 국제사회와

건 한 가치 확립의 요성에 한 인식을 함께 하고 논의를 활성화하는 한

편,윤리 가치에 한 교육이 확 되어야 한다.

그 후 (사)유엔미래포럼은 2009년 12월에 ｢유엔미래보고서2:2020년 기와

기회의 미래｣를 발간하 는데,“미래 생존을 한 15 과제”를 다시 발표하

다.15 과제를 정리하면,1)기후변화,2)물 부족,3)인구 증가와 자원의 균

형,4)인류를 하는 질병,5)빈부격차의 해소,6)정보통신기술의 발 ,7)

에 지 수요의 충족,8)안보 략과 테러,9)범죄조직의 축소 책,10)여성

의 지 변화,11)과학기술의 발 과 삶의 질,12)의사결정 역량의 개선,13)

로벌 장기 략,14)독재정권과 민주주의,15)지구 의사결정 과정의 윤리

고려 등이다.6이들 15 과제는 2008년에 선정된 과제와 순 가 조 달라

졌을 뿐 내용상으로는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4 제2장34

아울러 2009년 유엔미래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세계 인 경제 기에 응하

는 각국의 노력을 반 하여 향후 20년간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갈 주요 요인에

하여 35개 항목을 선정하여 정리하 다.이를 하여 문헌조사,인터뷰,유

엔미래포럼 기획 원회의 정보 평가,집단 토의 등을 거쳐 35개 항목을 선정하

으며,이 35개 항목에 한 요도를 평가하기 하여 세계 유엔미래포럼 지

부에서 선정한 인사 217명이 미래의 에서 10 만 으로 요소별 요도를

평가하 다.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2-3>이다.

그 에서 순 별로 주요 20개 항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경제시

스템 내 윤리문제의 부각,2)삶의 질을 반 한 새로운 개념의 GNP/GDP등

장,3)공기나 해양 등 로벌 공유재를 보존하기 한 국가간 합의,4)집단지

성의 활용,5)온라인 교육 시스템 확산-지속 으로 업데이트되는 커리큘럼,

6)투명성 증가에 따른 정보 격차 감소,7)상품의 가격에 자연 자원 보존을

한 비용 추가,8)남성과 동등해지는 여성의 정치 경제 역할,9)조세 피난처

와 비 계좌의 외부 공개 증가,10)부의 개념 재정립-단순 물질 가치 축

이 아닌 지식이나 경험 시,11)수요와 성장을 창출하기 한 인 노력의

증가,12)신설 기업과 개별 연구자들에 한 개인의 직 투자 증가,13)탄력

인 업무 확 ,14)인터넷을 통한 고용 증가,15)시 지 창출 지능에 비되

는 경쟁 지능,16)소유권 약화- 재의 로는 개방된 소 트웨어,17)기존

의 경제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품을 한 경제이론 등장,18)개

인 국가 지성이 경제 비교우 로 작용,19)세계화 확산으로 지리 경계

의 소멸,20)모든 것이 원격으로 연결되는 세상 등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가장 높은 찬성표(평균 요도 7.74)를 얻은 요소는 ‘지식

경제사회를 한 인류공동자산으로서의 집단지성(collectiveintelligence)'의 역

할이었다.앞으로 집단지성은 각종 자료·정보·지식의 융합과 력을 바탕으로

문가들의 지속 인 지 성장과 함께 커갈 것이며,이를 통하여 쟁과 경제

기 그리고 기후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6박 숙 외,｢유엔미래보고서2:2020년 기와 기회의 미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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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이슈 키워드

8.36 경제시스템 내 윤리 문제의 부각

7.96 삶의 질을 반 한 새로운 개념의 GNP/GDP등장

7.75 공기,해양 등 로벌 공유재를 보존하기 한 국가간 합의

7.74 집단지성(collectiveintelligence)의 활용

7.64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확산-지속 으로 업데이트되는 커리큘럼

7.61 투명성 증가에 따른 정보 격차 감소

7.56 상품의 가격에 자연 자원 보존을 한 비용 추가

7.25 남성과 동등해지는 여성의 정치 경제 역할

7.10 조세피난처와 비 계좌의 외부 공개 증가

6.83 부의 개념 재정립:단순 물질 가치 축 이 아닌 지식이나 경험 시

6.80 수요와 성장을 창출하기 한 인 노력의 증가

6.73 신설 기업과 개별 연구자들에 한 개인의 직 투자 증가

6.68 탄력 인 업무 확

6.64 인터넷을 통한 고용 증가

6.60 시 지 창출 지능에 비되는 경쟁 지능

6.60 소유권 약화 - 재의 로는 개방된 소 트웨어

6.59 기존의 경제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품을 한 경제이론 등장

6.59 개인 국가 지성이 경제 비교우 로 작용

6.51 세계화 확산으로 지리 경계의 소멸

6.49 모든 것이 원격으로 연결되는 세상

6.45 주식 거래,부채 비율 등에 있어 새로운 융 규정 등장

6.25 권 가 아닌 이해를 통한 경 확산

6.24 기 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포 인 활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 부상

6.21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설정되는 로벌 최 임

6.15 재 세계 증권 거래소를 월하여 인터넷이 주 거래시장으로 부상

6.03 새로운 기축통화 등장

5.86 융 상품에 한 정보 공개 확

5.77 바이오 자원에 한 지역 원주민의 구 소유권 인정

5.02 융 자동 안정화를 한 로벌 메커니즘 도입

4.94 세계 단일 화폐 등장

4.58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 인 삶 확산

4.40 노동조합의 국제화

4.03 매년 개인의 과거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자동화 시스템 등장

3.98 실 경제와 동일한 형태의 가상 경제가 세컨라이 등 사이버 세계에 등장

2.73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새로운 지역 화폐 등장

표 2-3.유엔미래포럼의 향후 25년 신경제 키워드 35항목

자료:박 숙 외,｢유엔미래보고서2｣에서 제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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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학  트 드  미래 

과학기술 발 은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데,이러한 과학기

술은 수요자인 인간의 니즈와 기술진보가 결합한 산물이기 때문에 비교 정

확한 측이 가능한 분야로 알려진다. 컨 장수를 한 인간의 욕망과 생명

과학기술의 발 이 지속 인 수명 연장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최신 연구 성과를 토

로 측하는 것이 요하다.여기서는 최근에 미래 문가들이 발표한 과학기

술 측 자료를 몇 가지만 정리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먼 ,미국 국가정보 원회(NIC)의 로벌 트 드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세계의 경제·사회·문화 변 을 래할 6가지 첨단기술(SixTechnologies

withPotentialImpactsonUSInterestsoutto2025)을 정리하 는데,이는

2008년 4월 미국 스탠포드연구소(SRI)에서 펴낸 보고서의 내용이다.NIC가

SRI에 의뢰하여 앞으로 가장 큰 국민과 국가의 삶에 향을 미칠 첨단기술이

무엇이며,이 기술이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연구하게 하 다.

 SRI는 앞으로 다가오는 15년간 변 을 가져오는 기술,즉 종래 기술이나

사회구조를 괴하는 기술(Adisruptivetechnology)6개를 선정하 다.이들은

바이오기술(Biogerontechnology),에 지 장물질(EnergyStorageMaterials),

바이오연료와 바이오기반의 미컬(BiofuelsandBio-BasedChemicals),클린

석탄기술(CleanCoalTechnologies),사교로 (ServiceRobotics),인터넷(The

InternetofThings)등이다.이를 간략히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바이오기술은 인간 삶의 기본 조건을 바꾸며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한

다.고령화에서 겪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값비싼 의료비용이 들기 때문

에 수명 연장은 경제 ·사회 ·의학 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특히 신약

개발이나 신의료기술 개발은 비용이 더욱 많이 들고,헬스 어 부문의 국가

산이 상상할 수 없이 늘어난다.국가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건강하게 장

수하려는 새로운 욕구,고령인구의 다양한 사회활동 욕구를 반 하여 모든 경

제사회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모든 법령이 65세 은퇴에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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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은퇴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질서의 변화가 온다.

둘째,에 지 장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완 히 바꾼다.주로 교통과 이동성

기기나 기구에 사용하던 에 지 장기술이 더욱 발 한다.배터리 소재,울트

라배터리,수소 장물질 특히 연료 지기술이 개발된다.새로운 소재 물질이

개발되면서 통 인 기술이나 산업 구조와의 갈등을 야기한다.가장 큰 사회

변화는 로벌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다.에 지 장 물질이 개발되면서 세

계 경제구조가 화석연료 즉 석탄이나 기름의 유통으로 지어진 모든 건물이나

도로나 주유소나 가정집들의 패러다임이 바 다.석유가 아닌 연료 지를 사

용하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지구 의 경제사회 구조가 바 다.바이오연료가

재로서는 석유 디젤 가스등을 체하기에 가장 가까운 기술이다.

   셋째,바이오연료에는 식물기름을 자동차에 사용하는 기술이 재도 경제성

이 있어 국가 SOC 체를 바꿔야할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의 인 라가 필요

없다.바이오연료는 지구온난화에 도움이 되며 온실가스를 인다.바이오 연

료 시 가 되면 존하는 에 지시장은 붕괴되고 새로운 에 지시장이 뜬다.

에 지 효율 인 바이오연료로 환하면 미국의 에 지안보가 보강되는데,이

는 석유 유 확보 쟁에 국제경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미국이 바이오연료

경제를 개발하지 않으면, 동의 산유국에 더욱 의지하게 되면서 에 지안보

가 태로워질 수 있다.

넷째,클린석탄기술이 개발되면 규모 력생산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고

온실가스가 감소하며 석탄을 이용한 에 지가 보장된다.클린석탄은 바이오연

료나 연료 지 자동차 등이 나오기 이 에 개발되어 잠시 활용 가능하지만,기

존 화력발 소 등에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일 수 있는 기술이다.만약 클

린석탄기술이 개발되면 곧바로 동 산유국에 응하는 에 지시장이 생기며,

미국이 심을 가지는 석유생산국과의 외교 계 등 미국으로서는 다른 지

리 인 안보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로 은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신할 수 있다.로 의

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제조업에서 이미 인간

체효과를 가지고 있으며,2025년이 되면 로 이 다양한 사교서비스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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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생명에 을 주는 다양한 테러 장에서 무인로 의 활용이

가능해진다.고령화 사회에 고령인구 도우미로서의 로 개발이 진행 이며,

인간지능까지 가진 로 이 인간과 함께 고령자들을 돌보고 재활치료를 담당하

고 언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가정에서 필요한 청소나 일거리를 도맡아

하는 도우미들이 복지사나 가정도우미를 신하여 값싸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

를 담당할 수 있다.

여섯째,2025년까지 인터넷은 모든 곳에 연결이 된다.식품포장,가구,문서,

모든 곳에 인터넷이 연결된다.자신의 가구나 집기에 연결된 인터넷을 먼 곳에

서 조종하는 시 가 온다.인터넷을 통해 수요와 공 체인을 조 하거나 능률

인 방식으로 개발하면 유통분야에서 명이 일어난다.값이 반으로 싸지

거나 효율성이 두 배로 높아지거나 인간노동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다양

하게 유통된 물건에 센서 데이터가 가능하여,물건을 가 도둑질하거나, 군

가가 물건을 매 매석하거나,물건이 골고루 배치되지 않거나 한곳에 집 되

면 방 악이 가능하다.인터넷은 앞으로 더 많은 물건의 정보를 가지게 되

고,물건의 데이터를 갖게 되어 유통 명이 온다.아주 비싸고 좋은 물건만 한

곳에 집 되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물건들의 재배

치나 다양한 사회복지가 해결 될 수도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

다음으로,국제 인 미래기술 측을 하여 문가들이 모여 기술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 ‘테크 캐스트’(TechCast.org)7를 구축하 다.이 사이

트에는 100여 명의 하이테크 CEO,과학자,엔지니어,학자,컨설턴트,미래학

자 등이 모든 분야의 미래기술을 측하고 집단지성으로 안을 모색하고 있

다. 재로서는 과학기술에 한 세계 최고의 미래 측 시스템이며,기술 신

의 분야를 측하며 지속 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이다.이 웹사이트는

미국공학아카네미(U.S.NationalAcademiesofScienceandEngineering)에서 3

베스트 시스템의 하나로 인용되었고,인터넷 검색순 도 2,3 에 오를 정

도로 신뢰가 높다.

7
http://www.techca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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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기술
실 가능
연도

시장규모
(1～10)

문가
신뢰도
(0～100%)

Information

Technology

Intelligentweb 2015 5.3 71
IntelligentInterface 2016 4.3 69

GridComputing 2015 3.8 65

CloudComputing 2015 4.1 68
Broadband 2013 5.1 75

Biometrics 2015 3.8 73
Biocomputing 2025 4.1 61

ArtificialIntelligence(AI) 2025 5.8 69

Wireless 2011 6.1 82
VirtualReality 2018 4.2 66

VideoConferencing 2015 4.6 70

ThoughtPower 2023 3.1 60
Telework 2019 4.6 69

SmartPhones 2012 5.3 76
Quantum Computing 2024 4.3 57

PervasiveNetworks 2017 5.1 70

OpticalComputers 2018 4.2 63

E-Commerce

DigitalConvergence 2012 6.1 75

Web2.0 2012 4.6 73

VirtualEducation 2017 4.7 68
OnlinePublishing 2013 4.2 70

GlobalAccess 2016 6.8 68
E-Tailing 2014 6.2 70

Entertainment 2012 4.8 76

E-Government 2014 4.9 69

Manufacturing

&Robotics

SmartSensors 2015 3.2 65

SmartRobots 2024 4.6 65

PowerStorage 2019 5.4 67

Nanotechnology 2021 5.7 66

ModularHomes 2021 4.3 64

Micro-Machines 2022 4.3 63

MassCustomization 2017 4.9 66
DesignedMaterials 2018 4.5 65

Space
StarTravel 2069 3.1 44

SpaceTourism 2014 2.4 72

표 2-4.테크 캐스트의 최신 기술 측 결과(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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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Base 2028 3.1 58
HumansOnMars 2034 2.5 62

Contact 2070 3.0 42

Transportation

SmallAircraft 2028 3.2 58
IntelligentCars 2015 4.4 72

HypersonicPlanes 2032 3.8 60

HybridCars 2015 5.1 71
Hi-SpeedTrains 2032 3.9 59

FuelCellCars 2015 3.5 65
ElectricCars 2023 6.3 70

Eco-Bikes 2021 3.3 59

AutomatedHighways 2027 4.6 63

Medicine&

Biogenetics

Telemedicine 2015 4.6 69

SyntheticLife 2021 3.7 62

PersonalMedicine 2021 4.3 66
LifeExtension 2036 5.0 66

GrownOrgans 2025 4.4 61
GeneticTherapy 2025 4.9 62

ChildTraits 2031 3.8 58

CancerCure 2025 5.2 65
BodyMonitoring 2020 4.7 68

ArtificialOrgans 2022 5.4 68

Energy&

Environment

SmartGrids 2025 5.2 63
Recycling 2020 3.9 65

PrecisionFarming 2016 4.2 66
OrganicFarming 2021 3.8 61

NuclearFusion 2037 6.0 52

HydrogenEconomy 2033 5.0 55

GreenBusiness 2015 5.5 69
GeneticCrops 2022 4.9 60

Desalination 2024 4.4 62

ClimateControl 2017 6.1 67

Aquaculture 2018 4.3 63
AlternativeEnergy 2022 6.8 70

자료:http://www.techcast.org/Forecasts.aspx

이 테크캐스트를 운 하고 있는 미국 조지워싱턴 학 리엄 할랄(William

E.Halal)교수는 기술 측 데이터를 7개 분야로 나 어 앞으로 부상할 기술에



메가트 드와 농업·농 4141

한 비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8

첫째,에 지와 환경은 기를 가장한 기회이다.에 지 수요 증가,환경오

염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에 지와 환경의 기가 확산될 것이며,이에 따라 녹

색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측된다.각국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한 다양한 책을 마련할 것이다.풍력 터빈,바이오 연료,핵발

소,태양 지 등의 체에 지 자원은 매년 30~40%씩 증가하고 있으며,이것

은 략 무어의 법칙(Moore'sLaw)9과 같은 수치이다.녹색 기술의 체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기 되고 있으며,자동차,헬스 어,국방

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커질 것이다.즉, 재의 에 지 환경 기는 실제

로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정보기술(IT)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컴퓨터의 능력은 매 2년마다

배가되고 있으며,2세 학,생물학 ,양자 컴퓨터가 10년 안에 등장할 비

를 하고 있다.그리고 지식 수 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인공 지능이 발 하

고,인간의 삶을 온라인에서 가상세계로 이동시키고 있다.10년 안에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쇼핑,수업,그 밖의 부분의 일을 하면서 큰 모니터의 고화질 이

미지를 보고 사람들과 화를 하게 될 것이다.아마 당신은 스크린에 있는 로

에게 물건의 이름만을 말함으로써 상품을 구입하게 될 지도 모른다.로 은

모든 상품의 정보를 알고 있고,요구에 따라 보여 것이며,문의사항에 답변

해 주고,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IT의 발 이 경제,시장,라이

스타일의 변화로 일어나면서 티핑포인트(tippingpoint)를 제시한다. 존하

는 산업에 한 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자상거래가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오늘날 부분의 자상거래는

10~15%의 응 벨로 운 되고 있으나,머지 않아 온라인쇼핑,출 ,교육,

엔터테인먼트,그 밖의 다른 서비스에서 자상거래는 30% 벨에 도달할 것

8
http://www.ifuturestudy.org/.할랄 교수는 (사)유엔미래포럼이 주최한 미래 측워크
(2010.3.23)에서 “미래기술과 녹색경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하 다.

9인터넷 경제의 3원칙 가운데 하나로,마이크로칩의 도가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

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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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된다.앞으로 인구가 많은 국,인도, 라질과 그 밖의 개발도상국

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해질 것이다.우리는 앞으로 50억의 인구가 더

빠르고 더 리하며 상호작용 인 온라인 시장을 통해 수조 달러를 벌 수 있

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

넷째,첨단기술이 용되는 제조업은 나노기술(nano-technology)이 체한다.

산업화 시 의 공장에서는 제품을 렴하고 신속하게 생산하기 해 량생산

시스템을 만들었다.나노기술은 어떤 형태의 제품도 만들 수 있고, 량 주문

에도 개개인을 해 디자인된 매우 정교한 제품을 배달이 가능하게 한다.나노

기술의 특징은 물리·재료· 자 등 기존의 재료 분야들을 횡 으로 연결함으로

써 새로운 기술 역을 구축하고,기존의 인 자원과 학문 분야 사이의 시 지

효과를 유도하며,크기와 소비 에 지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구

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경제성을 실 할 수 있다.나노기술의 발 으로 수

십년 안에 가난한 국가들의 산업화를 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의학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생을 기 하게 한다.수명연장 과정을

과학기술로 정복하기 해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었다.인공 장기는 거의 모든

신체의 기능을 체하기 해 발 하고 있으며,뇌의 일부분을 포함해 장기교

체를 가능하게 할 기세포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자의료기록,온라

인 상에서의 진찰,컴퓨터화된 진단,원격 진료 등은 비용은 이면서 의료의

질은 높이게 될 것이다.나노기술은 암세포를 찾아서 신시킬 수 있는 작고

지능 인 기기를 만드는 데에 쓰이고 있다.미국암연구센터는 2015년까지 암

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산업화 시 에 부분의 물리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생명과학기술의 진보는 생물학 인 세계를 지배 가

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섯째,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기자동차와 극 음속비행기가 부상한다.하

이 리드, 기,연료 지 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은 략

2013~2018년에 나타날 것으로 측하고 있으며,지능형 자동차도 등장할 것이

다.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자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정보

시스템이 여행을 체할 것으로 보이지만,정보는 실세계와 평행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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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실을 만들어 낼 것이다.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방문하고 상품을 거래하

며,어려운 결정은 함께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물리 인 에 한 필

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우주의 사유화가 시작된다.미국 항공사인 버진에어의 리차드 랜

슨(RichardCharlesNicholasBranson)회장은 2011년 지구 궤도 밖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그의 경쟁자들은 달과 우주호텔 방문 등의 계획을 추진 이

다.불과 몇 년 만해도 이러한 생각은 웃음거리 으나,지 은 우주여행이

우주를 개인 으로 탐험할 가능성을 열어 것으로 보인다.우주에 한 짜릿

한 경험이 확산될수록 새로운 모험에 한 기업의 창의력을 기 할 수 있다.

문가들은 수년 내에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이 일반 항공비행 만큼이나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상한다.

2.한국 메가트 드의 선행연구 내용

2.1. 외국에  보는 한국  가트 드

한국에 한 연구가 미래학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심사이며,연구해 볼 만

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미국 텍사스주의 8분의 1에 불과한 면 이지만,경제

력은 세계 10 권에 달하여 2010년에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반세기

에 민족상잔의 쟁을 겪고 그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 열에 동참하고 있

는 한국의 역동성에 미래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세계 인구의 증가 추세로 미루어볼 때 국과 인도를 심으로 아시아

권의 부상이 견되는 가운데,한국은 인 자원이 부임에도 불구하고 2300

년경에는 인구소멸 가능국가로 락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한다.한국의 평

균 출산율은 1970년 4.53명,1983년 2.1명,2003년 1.19명,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 를 기록하고 있는 추세인데,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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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먼(DavidColeman)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이 이 로 간다면 지구 에서 사라

지는 최 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 다.반면에 2025년에 GDP세계 1

를 할 국과 지리 으로나 정서 으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최 강국 미

국과 친한 국이 제2인자 노릇을 하듯이 국이 1등을 하면 제2인자는 한국

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측을 하기도 한다.

뉴 니엄을 10년 경과한 2010년에 명한 미래학들이 유엔미래포럼 워크

에서 선진국의 열에 신참으로 참여한 한국의 미래를 정 으로 평가하며

극 으로 조언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

새로운 기술에 한 략과 제도 변화의 연구로 세계 으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학의 리엄 할랄(William Halal)교수는 ‘미래기술과 녹색경제

(FutureTechnologyandGreenEconomy)’를 발표하 다.그리고 그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녹색기술산업 련 기술 측을 말하면서 한국이 필요한 것은

기술 측 문가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하 다.

친환경도시 설계의 선구자이며 에코시티(Eco-City)라는 어휘를 만들어낸 리

처드 지스터(RichardRegister)회장은 ‘에코시티/에코빌딩과 녹색기술(Eco

City/EcoBuildingandGreenTechnology)’을 발표하 다.그리고 그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인 에코타운이나 에코도시로 국의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제언하 다. 한,미래학 연구의 학문 체계를 만들어낸 하와이

학 미래학연구소장인 짐 데이토(Jim Dator)박사는 ‘교육의 미래 2020-2030

(FutureofEducationin2020-2030)’을 발표하고 한국 교육개 의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하 다.한국은 인 자원밖에 없는 나라인데,지 교육개 이 따르지

않으면 2020년 한국은 하강할 수 밖에 없다고 견하 다.

이 밖에 한국에 한 미래학자들의 견해가 몇 가지 더 있으나,여기서는

2009년에 발간된 유엔미래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

리하기로 한다.11

10
유엔미래포럼이 2010년 3월 23일 한경아카데미(한국경제신문 3층)에서 개최한 Future
InsightWorkshop.

11
박 숙 외,｢유엔미래보고서:미리 가본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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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북한과의 계로,미래학자들은 남북한의 통일 변수가 2020년 이 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 주된 이유는 정보화 진 때문이라고 하며,2017년

에 인터넷 속의 평등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에서도 컴퓨터나 휴 화로 인

터넷 속이 가능해져 개개인이 해지고 정보를 갖게 된다.권력 세습에

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 여론이나 투쟁 등 ‘스마트 몹(smartmob)’

행 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따라서 미래 측을 통해 다가오는 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둘째,경제 분야에서는 인구 감소가 가장 요한 변수이다.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2015년에 이미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

을 다.이제 집을 더 짓지 않아도 되고,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을 더 생산하지

않아도 되며,도로 건설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은 충격 이다.인구가 자

연 감소하면 축소 성장으로 환해야 한다.한국은 모든 정부 정책이나 안을

‘2015년 기에 한 응’으로 바꿔야 하며,‘경제 살리기’가 아닌 ‘경제 인공

호흡 략’을 비해야 한다.한편,남북경제 력을 통해 북한의 렴한 노동

력과 남한의 첨단기술이 융합하면 시 지를 얻어 한국경제가 제2의 성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출산 문제와 다문화사회에 비해야 한다.신

세 는 자신들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출산의 의무감보다 강하기 때문에 출산

에 해 자 심을 갖지 않는다.따라서 미래 한국을 강국으로 만들기 해서는

출산장려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미 한국도 순수 이민 유입국으로 환되

었다. 재 100만명인 다문화 가족이 10년 후면 4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다문화 련 문가가 가장 인기 있는 직종 하나가 된다.양성 평등

의 시 가 되어 남성의 여성화 그리고 여성의 남성화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구분이 없어지고,남자가 하던 힘든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던 요리나 육아를 남자들이 즐겨 하게 된다.

  넷째,정치 분야에서는 개개인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말 없는 다수’보다

‘말 많은 소수’가 힘을 발휘하는 시 가 온다.지 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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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국민들은 결정된 의사를 통보 받는다.

자민주주의(e-democracy)가 오면 국회와 정부가 요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

고 교환하며,국민들이 의사결정과 조정·평가 과정에 참여한다.정보통신의 발

달로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손쉽고 값싸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투표장에 가

지 않고 동자로 본인을 확인하는 휴 화 투표나 자투표로 모든 앙·지

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기존 질서를 괴하는

상도 나타나 정부·국회·사법기 의 기본구조가 흔들리며,정치가 오의

상으로 가장 먼 약화될 수 있다.

표 2-5.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도달년도 증가 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노르웨이 1885 1977 2024 92 47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호주 1939 2012 2028 73 16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캐나다 1945 2010 2024 65 14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국 1929 1976 2026 47 50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한국 2000 2018 2026 18 8

주:음 부분은 이미 도달한 연도.

자료:일본 인구문제연구소 안구통계자료집.통계청,장래인구 추계.

한편,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Sachs)는 2010년 세계경제보고

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30년에 44,602달러,2050년에 90,294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 에 오를 것으로 망하 다.특히 한국은 21세기 후기

문명사회에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창출하기 한 교육,기술 그리고 자본을 통

해 정성 성장 동력을 지속 으로 발 시켜 나갈 경우,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메가트 드와 농업·농 4747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랑스 국 캐나다 국 인도 러시아

GDP
22,817 2,241 5,814 3,761 3,306 3,595 2,061 25,6106,683 4,265

38,514 4,083 6,677 5,024 4,529 5,133 3,149 70,71037,6688,850

1인당

GDP

62,71744,60249,97547,26352,32755,90452,66317,5224,36034,368

91,68390,29466,84668,25375,25380,23476,00249,65020,83678,576

고 평가한 것이 주목된다.

표 2-6.2030/2050년 주요국의 GDP추정치

단 :십억 달러

주:각 패 의 상 열은 2030년,하 열은 2050년 추정 망치
자료:GoldmanSachs,TheN-11:MoreThananAcronym,GlobalEconomicsPaper

No.153,2010.

2.2. 국토연구원  2050 그랜드 

국토연구원은 2009년부터 국토의 미래 망을 연구하여 ｢그랜드 비 2050:

우리 국토에 향을 미칠 미래변화 망 분석｣보고서를 발간하 다.이 보고

서는 우리나라의 2050년 인구,경제,환경 등에 하여 고령화·다문화 사회,

세계 역 경제권,기후변화,여가문화 르네상스,IBEC(정보통신,바이오,에

지,문화)융합기술,한반도 구조 변화,신 세 시 12도래 등 모두 7개의

메가트 드를 잡아 분석하 다.

먼 ,경제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2050년 1인당 국민소득

이 8만 달러로 미국,EU,일본 등 선진국과 비슷한 발 수 의 국가가 될 것

으로 망하 다.세계 경제는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E7(국,인

도,러시아, 라질,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의 경제규모가 G7의 경제규모보

12
세계 으로 도시화가 진 되어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지 의 21개에서

2050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국토연구원은 이러한 상이 베네치아
함부르크 등 상공업 발달로 도시국가 심으로 재편된 세 시 와 유사하다고 보고

'신 세 시 '라고 이름 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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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망 우리나라 망

ㅇ인구분포의 양극화 상:선진국의 인

구감소( 12억 명에서 소폭 증가)

개도국의 인구 증가( 54억 명에서

79억 명으로 증가)

ㅇ인구구조 형태의 변화:피라미드형에

서 모스크형으로 변화,65세 이상 비

율은 16.2%로 증가하나 15세 미만 비

율은 19.8%로 하

ㅇ 이주 노동 국제 결혼 등 국경을

월한 사회의 도래

ㅇ 인구시 :총인구수가 4263만명 정

도로 추정되며 일본,폴란드,독일에

이어 4 의 인구감소 국가

ㅇ세계최고령 국가: 고령화 비율이

38.2%로 세계 평균(16.2%)의 두 배를

넘어섬

ㅇ복합민족 사회로 진입:국내 외국인

체류자수가 409만명으로 인구 구성비

의 9.8%를 차지할 것으로 망

다 50% 더 커질 것으로 망하 다.

  인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본격 인 인구감소 시 에

어든다.2050년의 남한 인구는 재보다 700만명 감소한 4200만명,북한이

100만명 증가한 2500만명으로 남북한 통합 6700만명이 된다.세계 인구 우

리나라 인구 비율이 재 1.1%에서 0.8%로 낮아지고,일본,폴란드,독일에 이

어 4번째의 인구 감소 국가가 된다.반면,고령화 비율은 38.2%로 세계 평균

16.2%에 비해 두 배나 높아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외국인 비율은 2007

년에 100만명을 기록하 는데 2050년은 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409만명으로

늘어날 망이다.이에 따라 외국인 인구는 체 인구의 9.8%를 차지하여

국과 같은 수 의 복합민족 국가가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2050년에 한반도는 아열 지역으로 변

할 것으로 측되었다.연평균 기온은 100년 후에 4℃가량 올라가고 강수량도

17%증가해 사과나무는 재배할 수 없게 되고,소나무 신 졸참나무가 한국에

번성할 것으로 분석되었다.물 부족 상도 2050년에 심화될 망이다.세계

인 물 부족 상으로 2050년 물 부족 인구는 24억명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

우리나라도 지역별 물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상된다.

표 2-7.국토연구원의 그랜드 비 2050요지

①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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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망 우리나라 망

ㅇ지구온난화:지구 평균기온이 1.8～

3.0℃상승,강수량은 2.3～3.0% 증가

할 망

ㅇ주요 자원의 고갈:석유 40년,가스

58년,석탄 130～200년 등 고갈 상

ㅇ세계 인 물부족 상:2050년 물부족

인구는 24.3억 명에 이를 것

ㅇ 형 재해가능성 증 생물종 감소

ㅇ한반도 아열 화:한반도의 연평균 기

온은 향후 100년 후에 4℃가량 상승,

강수량도 17% 가량 증가할 망

ㅇ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신재생에 지

보 의 확 :2050년까지 신재생에

지의 보 률을 20% 이상 확

ㅇ지역별 물부족 상으로 물싸움 등 심화

ㅇ한반도 아열 화로 인한 식생변화:소

나무 신 졸참나무가 한반도 표식

생이 될 것

세계 망 우리나라 망

ㅇ세계화의 지속 진 :‘지구 시장

경제’의 출 국경을 월한 국

기업 심의 연 가 확산

ㅇ다극화체제 아시아의 극부상:미국

심의 세계경제질서가 다극화체제로

변모, 국ㆍ인도 심의 아시아의 극

부상

ㅇ3극 경제블록화:북미경제공동체,유럽

연합경제권,아시아연합경제권의 3극

체제로 재편

ㅇ미국 심의 세계화 탈피:과거 특정

국가 심의 세계화서 벗어나 교역,

직 투자,기술 도입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 간의 교류 력 추진

ㅇ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량 내지 조

정자의 역할 수행:아시아 지역 내 가

장 역동 이면서도 안정 인 비즈니

스 요충지

ㅇ한ㆍ ㆍ일ㆍ아세안을 심으로 한

역 네트워크 형성

세계 망 우리나라 망

ㅇ‘도시화 국가시 ’도래:세계의 도시

화율은 재의 50%를 넘어서 2050년

70%에 이를 것으로 망

ㅇ메가시티의 부상:인구 1000만명이 넘

는 메가시티가 재 21개에서 2050년

2배 이상 증가할 망

ㅇ다양한 도시유형의 출 :압축도시,

에 지 고효율도시,수직도시,부유하

는 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 출

ㅇ‘국토의 도시지역화’실 :2020년

이후에는 도시와 농 의 구분의 의미

가 거의 상실되며 2020년 도시화율이

95% 수 에 도달

ㅇ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량 내지 조정

자 역할 수행:아시아 지역내 가장 역동

이면서도 안정 인 비즈니스 요충지

ㅇ한ㆍ ㆍ일ㆍ아세안을 심으로 한

역 네트워크 형성

②경제

③도시

④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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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망 우리나라 망

ㅇ융합사회(FusionSociety):IBEC

융합 통합체계 실

ㅇ로 의 상용화:노동시간의 50%가 로

으로 체,2025년 로 시장의 규모

가 800억 달러에 이를 것

ㅇ우주시 개막:우주분야는 2015년

4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국은 2040년까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망

ㅇ 기술 이동수단 신종 건축물 등

출

ㅇIBEC 기술의 보편화:Telematics,

U-health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ㅇ로 산업의 확 :로 련 기술수

향상 가정용 로 의 상용화

ㅇ지역별 물 부족 상에 한 물싸움 등

이 심화

ㅇ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건출물

등장:자연재해 발생 증가에 비한 거

주형 MobileEmergencyHousing등

출

세계 망 우리나라 망

ㅇ‘마음’의 풍요시 :국내총생산(GDP)

보다 국민총행복(GNH)의 비 이 더

커짐

ㅇ지식창조사회:세계화가 지식기반경제

화를 진

ㅇ여가가치 추구,신유목민:정주하는 사

람들의 집합에서 2050년 이동하는 사

람들의 집합 개념으로 체

ㅇ드림소사이어티

ㅇ국민행복시 : ‘국민행복지수’ 등의

지표개발을 통한 국민행복시 개막

ㅇ지식창조산업의 경쟁력 주도:2050년

산업 비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

치 비 은 52.2%로 증

ㅇ한류 열풍 가속화:IT 인 라 강국,

부드러움이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성

향상 등 세계로 한국의 문화가 빠

르게 확산

세계 망 우리나라 망

ㅇ한반도 문화.경제권 형성:‘문화 한

류’와 ‘경제 한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룸

ㅇ동북아 산업 력.지식교류벨트.환경

력 확 :2030년경 동북아 지역은

재의 EU와 비슷한 수 의 역내 개방

성을 갖게 되면서 교류와 력의 국토

경 이 확

ㅇ남북한 경제통합:남북한 경제통합과

소득 균등화에 소요되는 기간은 40년,

2050년경 경제 통합이 어느 정도

진척될 것

ㅇLandBridge:한반도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문으로서 일본과 북미와 연

결되고 국,러시아,유럽 아시아

등 륙을 연결하는 LandBridge

⑤기술

⑥문화

⑦한반도

자료:국토연구원,그랜드비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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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국내 과학  미래 

많은 과학자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의 해체·융합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집 육성하고 있는 6T(BT,IT,NT,ET,

ST,CT)의 경우,BT는 재의 농학,생물학,의학,화학 등이 합쳐진 형태가

될 것이며,IT역시 2020년 정도에는 유비쿼터스기술이 상용화되어 유무선을

통합한 정보 리가 실 되고 2030년까지는 진 으로 가상 실,나노,무선

통신,에 지 기술 등이 합쳐져 의학과 생활을 아우르는 정보문화기술로 발

한 뒤,2050년에는 재의 컴퓨터 운 체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가단 의

운 의사소통체제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ET는 미래의 가장

큰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로 최첨단기술이 모두 집약된

재의 ST처럼 환경공학,도시설계,생물학,화학 등 IT·BT·NT가 총망라된 종합

과학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 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도시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설계 리모델링,하

천 생태복원,수직형 식물공장 등의 도시농업기술,폐기된 건물 도로에

한 단기간의 복원기술,폐수·폐기물의 환경친화 복원,친환경 교통

교통망 발달로 인한 도심 배후지의 거주공간 개발,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단지

개발 등 인간생활에 깊이 여하여 생활문화화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ST

역시 련기술의 발달로 재 채산성 때문에 실행하고 있지 못한 우주여행

장례식(2030년),우주공간을 활용한 식물육종,신소재 개발 등의 연구시설,손

실없는 태양에 지를 활용한 발 시설,지구보호를 한 폐기물 처리기술

(2050년)들이 일반화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CT분야는 세계 인 트 드인

로벌화가 IT를 심으로 진행되어 2030년까지는 지역·문화에 한 차별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2030년경에는 IT,BT등의 기술 발달

로 인해 얻어지는 여유시간으로 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새로

운 교육체제와 사회규범이 자리 잡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망한 미래 기술에 하여 2009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서 선정한 10 미래유망기술을 간략하게 소개한다.13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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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가 202명에게 380개 신기술을 제안받아 이 가운데 24개를 선정한 후,

이를 시민패 22명에게 6시간에 걸쳐 설명하고 그 사용 의향 여부에 하여

참신성·시장성·공공성 측면에서 단하도록 하 으며,이 결과에 하여 다시

기술 분야별로 문가들이 평가한 다음에 두 결과를 종합하여 10개의 제품 기

술을 선정하 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입는 컴퓨터이다.몸에 착용하거나 옷처럼 입는 형태의 개인용 컴

퓨터로서,머리,손목,손가락에 착용하거나 티셔츠,바지 형태로 입는다. 재

일부 기술이 군사용으로 용되고 있으나,앞으로 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

용 폭을 넓 갈 것이다.

두 번째는 3차원 디스 이이다. 재는 극장 등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나,

앞으로 무안경식 가정용 3차원(3D)디스 이나 홀로그램 텔 비 이 등장하

여 가정에서 3차원 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간병 도우미 로 이다.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을 인식하여 상황에

따라 하게 응하고 환자의 몸을 안 하게 부축하는 등 간병사들처럼 환

자를 돌보는 데 도움을 것이다.

  네 번째는 다목 백신이다.여러 병원균들의 공통 인 DNA를 목표로 개발

하여 병원균의 변종에 의한 질병을 부분 방할 수 있으며,특히 방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하는 어린이들에게 환 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유 자 치료이다.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 자를 치환하거나 치

료용 유 자를 새로 넣어주는 치료법으로,다만 안 성 확보와 윤리 문제 해

결이 선결과제이다.

여섯 번째는 가정 건강검진(HomeHealthcare)시스템이다.가정에서 측정한

생체정보를 병원으로 송해 진단받고 이상이 있을 때 신속히 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간단하거나 만성 질환의 경우 간이처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고효율 휴 용 태양 지이다.낮은 력생산단가와 높은 효율만

보장되면 개인 휴 자장치,자동차 등으로 련산업 범 가 넓어 2020년에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9년 KISTEP10 미래기술 선정에 한 연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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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여덟 번째는 스마트 원자로이다.분산 원이 필요하거나 낮은 력망 용량을

가진 국가 는 원자력을 해수담수화에 이용하려는 국가 등을 심으로 소

형 원자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홉 번째는 무선 력송수신 기술이다.콘센트와 러그가 없어도 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며, 재 40%에 불과한 력 달 효율을 개선하고 휴

용으로 소형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열 번째는 에 지 감형(Eco-EnergyZero)건축이다.에 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되고 에 지 소비 감축이 의무화됨으로써 에 지 감형 건축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2.4. 농업   망

농업기술의 망에 해서는 2008년에 농림기술 리센터(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에서 문가 조사를 통해 향후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미래

기술을 망하 다.농산업 분야는 최근 들어 생명공학기술(BT),정보기술(IT),

환경기술(ET),나노기술(NT)등을 응용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가고 있

다.분야별 기술 신의 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

첫째로,생산 분야에서는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라 농업인력을 체

할 수 있는 자동화·로 화·무인화 련 농기계가 차 확산될 망이며,첨단

기술의 발 과 융합화로 인해 정 농업(precisionagriculture)의 발 이 가속화

될 것으로 상된다. 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친환경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물농약,유기질비료,천 등을 포함한 친환경 농자재 산업이 발

할 것이다.나아가 안 한 농산물 생산 리를 한 이력 리 체계,작물

축산물 련 질병 신속 진단,친환경 사육시설 등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

이며,기후변화 가속화 고유가 지속으로 에 지 약 재배기술 개발이 활발

14
농림기술 리센터,｢농산업 R&D로드맵｣,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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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이모작 특수농지 이용 등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로,식품 가공·유통 분야에서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건강한 수명 연

장을 한 기능성 식품,질병 방용 식품 등 고기능성 식품에 한 수요가 증

가할 것이다.웰빙(Well-being),로하스(LOHAS)트 드의 확산을 통해 환경친

화 이고 건강한 식품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맛을 즐기고 가치를 시하는

소비패턴이 일반화될 것이다.그리고 환경 문제에 한 심과 깨끗하고 안

한 식품에 한 심과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지구 농식품 시장이 속히

개방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통 확 에 따른 국내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한 노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셋째로,식물육종·이용 분야에서는 웰빙문화 확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기능성 제품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특히 천연물 유래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

이다.이에 따라 기능성 식품·의약품 산업,천연물 한약제제 산업,바이오

의약품 산업 등이 발 할 것이다.농약·화학비료의 과다 시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생물농약 유기질 비료 사용량이 증가되는 한편,내병성

형질 환 작물 재배가 확산되고 형질 환 종자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이다.앞

으로는 지구온난화 고유가 지속으로 바이오에 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

고,기후변화에 응 가능한 스트 스 항성 작물의 개발도 증가할 것이다.

넷째로,동물 육종번식·동물건강 분야에서는 시장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수

입제품과 경쟁하면서 시장에서의 우 를 차지할 수 있는 유망 농산품의 개발

련기술 확보가 요할 것이다.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격한 증가는

노화 질환으로 고생하는 인구의 증가를 래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한 의료·의약기술은 동물 바이오 기술과의 목을 통해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조류 인 루엔자(AI),사스(SARS)등 고병원성 인수공통 염병이 발생

하고 인간에게 됨으로써 동물 질병과 련한 사 방 사후처방에

한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한편,농 진흥청에서는 농업기술 측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여 ①신작

물 개발·생산,②농업생산시스템 신,③첨단 융복합기술 발 ,④그린 비즈

니스 활성화,⑤환경보 자원 리기술 정착 등으로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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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2010～30년 개발 활용 2030～50년 개발 활용

신작

물개

발 /

생산

랫폼 기반 육종기술 정착(2015년),인

체에 무해한 선발마커 개발(2016년),불

량환경 항성 GM작물 보 (2020년),

목 형질 연 형질 동시 분석기술

개발(2020년),생육제어 작물품종 개발

(2020년),의료단백질 생산 작물(2020

년),산업소재용 GM작물 개발(2023년),

공익 기능 품종 개발(2023년),Food

Vaccine(2025년)

맞춤 농산물 생산기술(2030년),다기능

성 GMO등장(2030년),산업 용 작물

일반화(2032년),NT기술 기반의 GMO

개발(2035년),GMO완 제어 작물개발

(2035년), 해성을 스스로 표시하는 작

물 개발(2037년),불모지 재배용 품종개

발(2038년),우주 품종 육종(2040년),우

주에서 개발한 특수형질 품종 보

(2050년)

농업

생산

시스

템

과채류 목 로 보 (2015년),바이오

가스 력생산 보 (2015년),맞춤형

비료 공 (2015년),천 과 미생물 이용

생물학 방제(2015년),이동형 수직식

물공장 개발(2015년),자원순환 농업 정

착(2020년),인공 성 탄소배출량 측

기술(2020년),LED이용기술 면 보

(2020년),작물 수확량 측센서 기술

(2020년),바이오 가스 생산과 열병합

발 확 (2025년),인공강우 강설기술

(2030년)

기후변화 응형 작물개발 완료(2050

년),바닷물 담수화/인공강우 기술(2050

년), 기세포와 조직배양 기술 이용 쇠

고기 생산(2050),바이오 매스 가스화

복합발 기술(2050년),인공섬 이용

력생산 기술(2050년),탄소제로 식물공

장(2050년), 가상아바타의 상용화

(2050),스마트 더스트 기술(2050년),해

수농업 기술(2050), 우주농업 기술

(2050년)

첨단

융복

합기

술

의료소재 개발기술(2020년),천연식품

소재 개발(2020년),오믹스 활용 기능성

식품개발(2030년),디톡스 식품 개발

(2030년),형질 환동물 효율성 개선

(2020년),바이오신약 분리정제 기술 확

립(2020년),바이오장기용 복제돼지의

산업 생산기술(2030년)

맞춤형 생물신소재 생산기술(2040년),

생물자원 유래 신약물질 개발(2040년),

식품성분 나노바이오 입자화기술(2040

년),생리활성 유도체 개발(2040년),맞

춤형 바이오신약 생산용 동물(2040년),

바이오장기 량생산(2040년),맞춤형

바이오장기생산 동물(2050년)

그린

비즈

니스

GMO식품안 기술(2020년), 장기 식

품 장기술(2030년), 자태그 기반 이

력추 리(2030년),

사이버 품질 별 기술(2040년),항노화

기능성 식품개발(2040년),우주식품 소

비시스템 구축(2050년)

환경

보

/자원

리

폐기물 감·재활용 기술(2015년),에

지자립형 탄소녹색마을(2020년),토

양오염 제거용 식물 개발(2025년),가정

용 폐기물 제로기술(2023년),우주태양

발 시스템 개발(2030년)

가상수 농법 기술(2050년),도시빌딩 녹

화식물 개발(2050년),가상 실 체험형

학습시스템 개발(2050년)

표 2-8.농업의 미래기술 측

자료:KREI,｢ 문가들이 보는 농업·농 의 미래｣(이규성,“농업기술 발 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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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신작물 개발 생산 분야에서는, 다수성 품종개발로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가축사료를 체하고,바이오에 지 원료로 사용하여 체 인 식량

자 도가 높아진다. 한 병해충·가뭄·염해·동해 등에 항성을 가진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조건이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수확량을 유지하게 된다.GM작

물은 인체에 무해한 방향으로 개발되어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된다.식물공장

용 품종이 개발되고,기후변화에 합한 작물군의 재배가 일상화된다. 한

소비자 개인의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성 농작물을 생산하게 되어 비만,당

뇨병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둘째,농업생산 시스템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속 인 식량생산을 한 과학기술이 발 하여 육종이나 생

명공학 기술뿐만 아니라 에 지 감 기술과 지속 식량생산을 한 자동화ㆍ

로 화,식물공장,정 농업 기반이 2030년까지 조성될 것이다.2050년에 이르

기까지 성과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작황정보 시스템이 가동되며 이상

기상과 재해를 측하고 인공강우기술이 일반화될 것이다.원격제어 농기계에

서 출발하여 자율주행 로 ,뇌 제어 로 등으로 자동화된 농업생산이 가능

해지며,기후 환경변화에 향을 받지 않고 식량을 안정 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직형 식물공장,우주기술과 목된 우주농업,물 부족을 극복한 해수

농업이 정착될 망이다.

셋째,IT·BT·NT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업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식품산업을 뛰어넘어 다양한 기능성 식품뿐만 아니라 생물 신소재와

의약·의학소재를 생산·제공하는 첨단산업의 총화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동식

물 곤충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으로 만든 의약 백신을 이용함으로써 부작

용과 질병에 한 내성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재건 의학 분야에서는

에에서 추출한 천연실크로 만든 인공고막과 인공 ,그리고 감귤 등 천연식물

성분을 이용한 인공피부를 이용하여 간편한 시술과 빠른 재생률을 경험하게

되고,유 자 융합기술의 발달로 개발된 바이오장기 동물을 통해 부분의 인

간 장기를 생산하고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체 인 의료비용 감을 통해 보건복지를 한 사회 비용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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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게 된다.

넷째,그린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최 의 환경친화 인 농산물의 생산·유

통· 매 시스템이 구축된다.가공식품은 장기 보 이 가능한 식품을 생산하

여 유통시킴으로써 에 지 생력화와 식품 손실부분을 감한다. 매 단계에

서는 환경의식이 향상된 소비자에게 맞추어 시스템이 발 한다.소비자는 사

이버마켓(Virtualmarket)에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식품의 부분을 구입하

게 된다.식품 정보는 자태그에 장,기록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휴 폰으로

언제든지 상품정보를 종합 으로 확인하고,구입과 소비에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소비자의 식품 소비정보는 병원과도 연계되어 소비자에 한 건

강 리를 지원하게 된다.빌딩형 식물공장이 주축이 되어 매장+식당을 연계

하는 도시푸드 비즈니스가 형성된다.유 자변환 농산물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증농산물을 주로 소비하게 되며,유 자 조작기술이 계하는 식품안

기술이 크게 발 하게 된다.

다섯째,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창하면서 자

연주의 산업과 생태체험 등이 시된다.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더욱

강조되고 자원순환 개념이 도입되면서 2020년까지 에 지자립형 탄소녹색

마을이 조성될 것이다15.에 지제로하우스가 보 되고 폐기물 감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며,가정용폐기물 제로기술이 2023년경에 실용화될 것이다.공

기와 토양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가로수가 보 되고 폐기물 감 재활용 기

술의 실 으로 오염없이 발 하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된다. 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생산성 감소에 비하고 인간을 보살필 수 있는 로 이 보

되어 청소,세탁 등을 일상생활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 이 2023

년에 일반화 될 것이고,농 에도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과 인 라 지속 투자

로 구 되는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이 실화될 것이다.

15 탄소녹색마을에 해서는 이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농 진흥청,「농 진흥

청 녹색성장 추진계획」,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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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가트 드와 한국 농업·농 의 향

3.1. 농업·농  러싼 가트 드  그 향

앞에서 검토한 세계 한국의 메가트 드를 토 로 2050년까지 이어질 농

업·농 을 둘러싼 메가트 드를 크게 5개 항목으로 구분하 으며,그에 따른

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령사회로의 이행이다.65세 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14% 이상이면 ‘고령사회’,20%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부른다.통계청의 ｢2009한국의 사회지표｣16를 보면,2009년 기

우리나라 총인구가 4,874만명이고,그 65세 이상 인구가 519만명으로 10.7%

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해당한다.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 7.2%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어들 것으로 보이며,2026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2050년에는 40% 수 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특

히 농업 분야는 재 도시부에 비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2009년 재 농

가인구 65세 이상 비율은 34.2%로서 이미 고령사회에 해당하며,농 인

구 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에 18.6%로서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한다.고령

화 사회에서는 건강한 삶에 한 수요,수명연장 등에 응하는 의료기술의 개

발이 증가하고,아울러 고령인구에 한 안 과 편의,소비패턴 변화 등이

상된다.농업 생산력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농 사회의 활력 하가 우려되지

만,반면에 고령친환 인 실버농업이 부상하고 청장년 업농이 주력을 형성

하게 되는 것은 정 인 상이다.

16
통계청에서는 한국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1979년 이후 매년 작성
하고 있으며,2009년에는 인구,노동,소득,소비,교육,보건,복지 등 13개 부문에 총

479개 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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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장수 시 )

∘ 출산,인구증가율 둔화,평균

수명 연장

∘2026년 고령사회 진입

∘건강,장수에 한 니즈

∘노인복지 수요 증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

∘농 사회의 활력 하 지역

경제 축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청장년 업농이 주력 형성

로벌 경제

(무한경쟁

시 )

∘FTA 진 ,동북아경제 블록화,

아시아연합경제권 등으로 발

∘미국 심의 세계화 탈피, 지

구 시장경제 출

∘2030년경부터 경제국경 소멸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

로 구조 조정

∘농업·농 의 양극화 확

∘농산물 수입증가,수출시장 확

기후변화와

환경 시

(녹색산업

시 )

∘지구온난화로 2050년 기온 2℃

상승,강수량 8% 가량 증가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

지 사용 확

∘세계 인 물부족 상

∘한반도 아열 화로 인한 식생

변화,열 과일 재배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하

∘ 체에 지용 유지작물,미세조

류(해수농업)등 확산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

과학기술발

(융복합기술

시 )

∘INBEC기술의 보편화,융합화

∘유비쿼터스 시 도래

∘로 상용화로 2025년 노동시장

50% 체

∘우주시 본격화,원격탐사기술의

농업분야 활용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

∘기계화·자동화의 정 농업 발 ,

우주농업,원격탐사 기술 등

∘농산물 상품화,유통체계 발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

새로운 가치

지향

(문화창조

시 )

∘경제성장에서 탈피,삶의질 시

∘개성,집단지성

∘지식창조사회

∘여가 문화 가치 증

∘식품안 성,맛과 양 시

∘농 어메니티 활성화,농

산업화

∘귀농·귀 인구 증가

∘휴양공간, 원생활 수요 증가

표 2-9.농업‧농 메가트 드와 향

둘째, 로벌화의 진 에 따른 경쟁 심화이다.세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

든 면에서 로벌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경쟁에 기 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지구 으로 보편화되어 세계경제의 공조화 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상된다.미국 심의 세계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국가 간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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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추진되어 지구 시장경제가 출 할 것이다.우리나라와 주요국의

FTA추진이 확 되고, 국과 일본과의 동북아경제 블록화에서 나아가 아시

아연합경제권 등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2030년경부터 경제 국경의 의

미가 소멸됨으로써 기업은 국경을 넘어 무한경쟁에 직면하고,세계화에 한

응 여부에 따라 성장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우리나라와 이웃한 국의 경제성장이 주목된다. 국은 2010년 2/4분

기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 를 기록하 으며,일부 문가들은 향

후 20～30년 후에는 세계 1 인 미국까지 추월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경

제성장에 따라 국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므로,우리나라의 고품질 농

식품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이 게 무한경쟁 시 가 성숙함에 따라 시장 응력의 격차로 국가,지역,

기업,소득 등의 양극화 상이 심화될 것이다.반면에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

치 농업(품목,경 체,조직)으로 구조조정이 진 되고, 로벌 경제에 응하

여 수출시장이 확 될 것이다.

셋째,기후변화에 따른 에 지 환경의 요성이다.지구온난화로 1970～

2000년 비 평균기온은 2030년에 1.0～1.5℃,2050년에 2.0～2.5℃ 상승할

망이다. 한 강수량은 2030년에 4～5%,2050년에 8～9%가량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화석연료의 고갈도 우려되는데,석유는 향후 40년,천연가스는 58년,

석탄은 130～200년 정도에 고갈될 것으로 상된다.앞으로의 에 지원은 화

석연료를 신하여 소 신재생에 지 혹은 체에 지로 불리는 태양력(태양

열+태양 ),바이오매스,풍력,조력,수력,원자력 등이 부상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향을 망하면,한반도 아열 화로 인하여 식생

이 변하면서 기존의 농산물 주산지가 재편될 것이다. 컨 열 과일 재배가

가능해지고,기존 과일의 재배 지가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곡물의 생산 감소

와 채소류의 품질 하가 우려되며,반면에 새로운 성장작목으로 체에 지

용 유지작물이나 바이오매스 자원 이용,미세조류 생산(해수농업)등이 확산될

것이다.지구 환경의 악화에 따른 응으로 미래 농업은 자연순환 기능,환경

보 ,지역자원 리 역할 등이 매우 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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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과학기술의 발 에 따른 융복합기술의 농업 활용이다.과학기술사

측면에서 보면 19세기의 합성 발견,멘델의 유 법칙 기계발 등이 20

세기 후반부터 농업기술을 탄생시켰다.이어서 DNA발견, 자공학,정보

과학의 발 등이 21세기형 농업기술 신을 가져왔으며,최근 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이 향후 50년간의 농업 발 에 신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산업 분야에서는 IT(정보통신),BT(바이오),ET(환경 는 에 지),

NT(나노),CT(문화),ST(우주)등의 신기술이 융복합되어 산업화되는 경향이

며,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특히 유비쿼터스 시 ,로 상

용화 시 ,우주시 등은 2050년까지 첨단과학기술에 기 되는 시 인 성

격이기도 하다.

이 게 과학기술이 발 이고 농업·농 에 됨으로서 첨단기술 수용의 격

차 확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미 정보격차(digitaldivide)가 사회 문제로 두

되고 있듯이,미래에는 과학기술과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고령농업인들

은 농 사회에서 소외됨으로써 사회 갈등을 래할 수도 있다.반면에 첨

단과학기술을 농업에 극 활용함으로써 정 농업(precisionagriculture)이 발

하고,우주농업(spaceagriculture)도 가능할 것이다.농산물 상품화 기술은

물론 유통체계의 신도 실 할 수 있으며,U헬스 시스템 등으로 농 지역의

의료복지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새로운 가치 지향의 사회가 성숙된다.한국 사회는 그동안 국민소득

이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증가할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온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면서 물질 풍요의

정선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인들은 경제성장과 소득이라는 양 풍요보다

삶의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한 미래 사회는 개성이 시되는

동시에 집단지성(collectiveintelligence)이 발휘되는 시 라고 한다.이미 키

피디아(wikipedia)17와 웹2.0과 같이 집단지성에 의한 지식창조사회로 어들

고 있다.

17
네티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백과사 .http://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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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

통합

(통일시 )

∘2025년경 한반도 통일시 고

(미국NIC보고서)

∘ 비 여하에 따라 사회 혼란 상

∘통일 비용 증가

∘통일 시 에 비한 농업부문의

사 비 필요

∘북한농업 재건과 한반도 농업의

구조조정

다문화사회

(다문화

시 )

∘2020년경 다문화가정 인구비

10% 시 진입

∘다문화가정을 구분하는 의미가

차 상실

∘외국인 노동자,결혼 이민자에

한 농업인 지 검토

∘농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 교육 문제

∘다문화가정의 사회복지 책

로벌

식량 기

(식량부족

시 )

∘2007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등,

애그 이션 우려 상존

∘식량생산 증가 요인보다는 감소

요인이 많다.

∘식량안보에 한 국민의식 하

∘국내 식량생산 기반 축

∘해외 곡물수입선의 안정 확보

노력

표 2-10.농업‧농 이머징 이슈와 향

새로운 가치 지향의 시 에서 농업의 다원 기능이나 농 어메니티가 더

욱 부각될 것이다.식품안 성,맛과 양 시,농 어메니티 활성화,농

산업화,귀농·귀 인구 증가,휴양공간이나 원생활 수요 증가 등은 미래

농업·농 의 변모를 요구하는 소비자·도시민의 니즈인 것이다.

3.2. 미래 농업·농  이 징 이슈

재에는 아직 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농업·농 에 래서도 강

력한 트 드를 형성하게 될 이머징 이슈(emergingissue)로 다음과 같은 세 가

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남북경제통합이라는 변수이다.앞에서 소개하 듯이 2009년에 발간된

미국 국가정보 원회(NIC)의 로벌 트 드 보고서에 의하면,2025년경에 한

반도가 통일되어 있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남북한 단일 국가는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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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몇몇 문가들이 남북통일의 시기에 하여 조심스럽게 망하

고 있다.2010년 6월에 서울경제신문이 통일 문가 10명을 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그 7명이 2030년 이 에 통일한국이 실 될 것으로 보았다.18

한 (사)세계미래포럼에서 2010년 8월에 북한 통일문제 문가 4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20년 이내에 통일 될 것이라는 응답이 50.0%

이고,10년 이내라는 답변도 4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2050년을 측하는 이 연구에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이

러한 남북경제통합의 향을 측하기는 어렵지만,사 비 여하에 따라서

사회 반의 커다란 혼란이 상된다.농업 부문에서는 북한의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농가 부양을 한 소득원을 창출해야 하며,농 지역을 재정비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통일 시 에 비한 비가 필요하다.

둘째,다문화 사회가 도래한다는 이다.법무부 출입국통계에 의하면,우리

나라 결혼이민자는 2009년에 12만명을 넘었고,다문화가정의 자녀도 10만명을

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결혼이민자는 2009년 17만명에

서 2020년에 40만여명,2040년에 80만여명,그리고 2050년에는 98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 다. 한 그 후손을 합친 결혼이민 인구는 2050년에 216만명

에 달하여 총인구의 5.1%를 차지할 것으로 망하 다.20 출산·고령화에 따

른 인구 감소를 다문화가족이 보완하는 셈이며,이들이 사회 반에 강하게 편

입되어 있으므로 차 다문화가족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재 농어 에는 3만 5천 가구의 다

문화가정이 있는 것으로 악된다.근년에 농 총각의 결혼 문제가 심각해지

면서 외국에서 배필을 구하여 다문화가정을 꾸리는 경향이며,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고령화된 농 사회에서 자녀 출산과 후계농업인력 유입이라는

정 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18
서울경제신문 2010.6.24일자.

19
한국경제신문 2010.8.12일자.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 질 수 에 미치는 향,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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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문화가정이 농 사회에서 상당한 지 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에

비하여 농정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에 한

농업인으로서의 처우와 함께 이들의 자녀 교육 문제도 머지않아 부각될 요

한 정책 과제이다.

셋째, 로벌 식량 기와 애그 이션(agflation)21에 한 우려이다.최근의

국제곡물 가격의 동향을 보면,2007년 부터 과 옥수수 가격이 등하다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으며, 단립종 도 재 가격이 2007년 이 보다 2배 가

까이 상승한 상태이다.2007년에OECD-FAO에서 발표한「농업 망2007-2016」

에 따르면,곡물의 바이오에 지용 원료 사용 증가와 각국의 장기 바이오연

료 생산정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곡물가격이 과거의 균형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 을 형성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은 신흥개발국의 사료곡물 수요 증가에 더하여

바이오연료 수요가 증가하 으나,반면에 경지면 의 감소와 기상이변의 향

으로 곡물 생산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으로 망되며,따라서 로벌 식량 기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그래서

FAO는 2050년까지 세계인구가 91억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이들에 필요한

식량은 재보다 70% 정보가 더 생산되어야 한다고 지 하 다.22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의 등은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자 률이 20% 에 그

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식량안보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다.즉,

은 100%자 하고 있으나, 을 제외한 곡물자 률은 5% 에 불과한 것이

우리 실정이다.따라서 세계 제 2 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 실정에서 식량안보

는 국가 과제이며,따라서 국내 식량생산 기반을 안정 으로 유지하면서 수

입선의 확보에도 계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21
애그 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 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농산물
가격 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상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22
www.newsis.com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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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농 의 역할과 국민의식 동향

1.1. 농업·농  능과 역할

농업의 역할은 경제 발 의 과정에 따라서 변하고 있으며,특히 산업 사회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농업의 외부경제 효과와 같은 비교역 기능이 새롭게 부

각되고 있다.더욱이 이러한 산업 인 기능보다도 강조되어야 될 것이 국민경

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익 기능이다.이러한 공익 기능에 한 경제

가치가 농업생산액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속속 명되고 있다.

산업화와 경제 발 의 과정에서 농업은 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일

기 구즈네츠(SimonKuznets)는 경제 발 에 한 농업의 역할을 정리하 는

데1,그가 지 한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는 것이다.즉,국

민식량 공 제조업의 원료 제공,공산품 소비의 내수시장 기능,산업 부문

의 토지와 노동력 공 ,국제무역수지 개선 등의 역할이다.

한 농업의 기능과 역할은 산업사회의 발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표

1
근 경제성장론 (사이몬 쿠즈네츠 /정창 역),한국경제신문사,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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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산업사회의 단계를 농경사회,산업사회,후기산업

사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각각의 단계별로 시장 여건,농업생산 방식,농

업기술 성격 등을 특징지울 수 있다. 컨 2010년 재의 우리나라는 산업

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간에 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산업사회의 발 단계와 농업의 특징

농경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시장

여건

◦ 자 자족(먹을거리)

-생계형 생산=소비

-단순교환

◦ 시장화(값싼 식품)

-상업 이윤추구

-시장경쟁, 매우선

◦ 탈시장화(좋은 식품)

-신수요․신상품 지향

-세계화,틈새시장

농업

생산

방식

◦ 자연의 지배

-자연이용

-자연재해의 최소화

◦ 자연의 정복,약탈

-토지 약탈

-생태계 괴

◦ 자연과의 조화

-자연재해의 리

-친환경,생태계 복원

농업

기술

성격

◦ 증산을 한 생물학 ․

화학 기술

-생계형 다품목 소량생산

-분산화,다양화

◦ 이윤추구를 한

비용 감 기술

- 량생산의 단작화

-규모화, 문화

◦ 안 한 식품을 한

융복합 기술

-고품질 다품목 소량생산

-탈규모화,시스템화

따라서 미래 농업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 ,농업은 국민의 먹

을거리를 생산하는 식품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미래에도 농업은

값싸고 질 좋은 국민식량을 안정 으로 안 하게(safeandsecure)공 하는 생

명산업으로서의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생명의 원천인 식량·식품을 제

공하는 문제를 자주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기틀을 유지하기

어려우며,농업생산 기반이 무 진다면 이를 회복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지 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농업의 요한 역할이다.농업은 부존자원의 부가가치와 고용

을 창출하는 산업이며,농 은 통과 지역문화 계승의 터 ,정치 사회

안정기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농업은 국토환경을 아름답게 보 하는 ‘환경·문화지킴이’로서의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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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세계농업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이 지닌 토양보 , 기정화

기능 등에 한 국민 인 인식도 증 되고 있으며,지구환경보 노력의 확산

에 따라 환경친화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미래 농업은 사회

경제 측면에서 공익 인 기능을 최 한 발휘하고 반 로 환경에 한 부하

는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나아가 미래 농업은 지구온난화와 에 지․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농업은 온실가스의 흡수 감소 기능을 통해 지구온난

화에 응하고,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을 방지할 수 있다.바이오연료 등 체

에 지의 생산을 통해 에 지 부족을 해결하고,홍수조 ,수자원 함양을 통한

효과 인 물 리로 물 부족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농업의 다원 기능

자원보 역할┌ 수자원 보 ...과 같은 역할................공공재
┣ 토양보 ...사방구조물과 같은 역할.......공공재
┗ 환경정화...정화조 같은 역할.................공공재

사회문화 역할┌ 생물공간 유지..휴양․교육의 장 역할......공공재
┗ 지역사회 유지.....지역사회와 문화 리자 역할

자원훼손의 기능┌ 수자원 오염
┣ 토양오염
┗ 토양침식과 황폐화

식량안보의 역할┌ 양 안 ...............동완충기능
┗ 질 안 ...............안 식품 공 기능

고용역할.....................고령자의 고용 유지.................실업보험 기능

소득원 역할......................부가가치 창출.....................농가소득원 기능

외부
경제
기능

농업

상품
생산
기능

주 : 선 안은 농업의 비시장 기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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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래 농업·농  역할에 한 행연구  조사 결과

농업·농 의 역할에 하여 국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악

하는 것은 농업과 농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러한 배경으로 연구자들과 련 기 에서 국민의식 조

사를 실시하고 있는데,21세기에 즈음하여 미래 농업·농 의 역할에 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2

먼 ,1997년에 농 앙회가 실시한 “도시민의 농업·농 에 한 인식조사

보고서”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44명을 상으로

조사하 는데,국민 식량공 (37.4%),국토 균형발 (27.4%),자연환경 보

(16.8%), 통문화 계승(5.5%), 원생활 공간(4.7%),타산업에 노동력 공

(4.6%),기타(2.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농업인의날 추진 원회’에서는 도시민 1,558명을 상으로 조사

하 는데,안 한 농산물 공 (74.2%),자연환경 보 과 녹색공간 제공

(22.2%), 통문화 계승(3.3%),기타(0.3%)등의 순이었다.

한 1999년에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처음으로 농업·농 의 역할에 한 국

민의식 조사를 실시하 다.조사는 여론조사 문기 인 한국리서치가 담당하

여 국 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국 단 의 조사를 실시하 다.이

조사에서 농업·농 에 기 되는 기능과 역할에 한 응답으로 식량의 안정

공 (61.3%),자연환경의 보 (48.1%),국토의 균형발 (30.2%), 원생활의

공간(26.7%), 통문화의 계승(17.2%), 휴식의 공간(13.5%),기타

(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농 에 거주하는 지통신원을 상

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는데,2006년부터는 조사 상을 도시민까지 확 하

여 농업·농 의 기능과 역할에 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조사 결과를 보

면 2006년에는 식량 안정공 (35.8%),국토 균형발 (20.5%),자연환경 보

2
박 식 외,｢농업·농 의 역할에 한 국민의식조사｣,한국농 경제연구원,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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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시민 농업인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량의 안정 공 1,081 36.1 606 35.4 1,687 35.8

국토의 균형발 684 22.8 282 16.5 966 20.5

자연환경 보 411 13.7 438 25.6 849 18.0

통문화의 계승 342 11.4 91 5.3 433 9.2

휴식의 장소 241 8.0 110 6.4 351 7.5

원생활의 공간 234 7.8 134 7.8 368 7.8

기 타 2 0.1 6 0.4 8 0.2

모름/무응답 - - 47 2.7 47 1.0

계 2,995 100.0 1,714 100.0 4,709 100.0

구 분
도시민 농업인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량의 안정 공 723 48.2 291 32.1 1,014 42.1

국토의 균형발 205 13.6 149 16.5 354 14.7

자연환경 보 236 15.8 148 16.3 384 16.0

통문화의 계승 139 9.3 50 5.5 189 7.9

휴식의 장소 117 7.8 88 9.7 205 8.5

원생활의 공간 80 5.3 51 5.6 131 5.4

기 타 - - - - - -

모름/무응답 - - 129 14.2 129 5.4

계 1,500 100.0 906 100.0 2,406 100.0

(18.0%), 통문화 계승(9.2%), 원생활 공간(7.8%), ·휴식 장소(7.5%)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런데 2009년 조사에서는 식량 안정공 (42.1%),자연환

경 보 (16.0%),국토 균형발 (14.7%), ·휴식 장소(8.5%), 통문화 계승

(7.9%), 원생활 공간(5.4%)등으로 순 가 조 바 것이 에 띈다.

표 3-2.미래 농업·농 의 역할에 한 인식(2006년)

단 :명,%

표 3-3.미래 농업·농 의 역할에 한 인식(2009년)
단 :명,%

주:응답항목 1순 기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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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본수(명) 비 율(%)

체 900 100.0

학력별

졸 이 하 189 21.2

고 졸 256 28.8
재 이 상 445 50.0

직업별

농/임/어업 137 15.3
자 업 100 11.1

블 루 칼 라 100 11.1

화이트 칼라 133 14.8
가 정 주 부 180 20.0

학 생 147 16.3
무 직 /기타 103 11.4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27.9

150～249만원 160 20.7

250～399만원 195 25.2

400만원 이상 202 26.2

2.농업·농 의 미래에 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2.1. 조사 개요

이 조사는 농업·농 의 미래 측을 하여 연령세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재와 미래에 한 국민들의 기 수 을 조사하고자 하 다.

조사 상은 읍면동 단 국 16개 역시도에 거주하는 20 ,40 ,60

성인 남녀이며,표본수는 총 900명으로 연령 별,성별,지역별 동수로 하 다.

따라서 표본추출은 연령 별 각 300명을 배정하여 남녀 동수,도시(동)/농

(읍면)동수로 임의할당한 후 인구비례 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하 다.최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 에서 ±3.3% 포인트이다.

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사에 의뢰하여 컴퓨터지원 화조사(CATI)를 통

하여 2010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 다.

표 3-4.국민의식 조사표본의 인 특성



농업·농 의 역할과 미래에 한 국민의식 7171

78.9

83.9

83.2

88.4

71.4

80.8

7.9

11.8

8.1

10.3

17.9

15.3

3.7

3.0

3.1

1.0

8.6

3.3

9.5

5.6

2.2

0.6

0.3

1.2

2030년경

현재

2030년경

현재

2030년경

현재

하다 그저그렇다 하  않다 름/무 답

(단 : %,  N=900)

40

20

60

2.2. 조사 결과

2.2.1.나라경제에서 농업의 요성

나라경제에서 농업의 요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하여 체

인 경향으로 “ 요하다”라는 응답은 재 84.4%에서 2030년경에는 77.9%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 요하지 않다”는 재 2.4%에서 2030년

경에는 5.1%로 증가하고 있다. 재보다 앞으로 나라경제에서 농업의 요성

에 한 인식이 미미한 추세로 감소할 것임을 말해 다.

그림 3-2.농업의 요성에 한 인식

이를 연령 별로 보면,2030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되는 재 40 모두 나라경제에서 농업의 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다만, 은 층에서 농업의 요성을 더 낮게 보고 있는데, 재 40 와

2030년경 40 (재 20 )를 비교하면 농업의 요성에 한 인식은 88.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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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1.4%로 하락하고 있다. 재 20 로서 2030년경에는 40 가 되는 세 는

재 40 와 비교하여 농업의 요성이 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그러나 재 60 와 2030년경 60 (재 40 )는 각각 83.9%와 83.2%로

응답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농업·농 에 기 하는 역할

농업·농 에 기 하는 역할에 해서는 체 으로 재는 식량 안정 공

(67.5%),자연환경 보 (55.5%),국토 균형발 (23.2%)등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2030년경에는 식량 안정 공 (59.6%),자연환경 보 (49.5%), 원생활 공

간(24.3%)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재와 2030년경의 농업·농 에 기 하는

역할에 하여 비교한 결과,‘식량 안정공 ’,‘자연환경 보 ’,‘국토 균형발

’등의 역할은 비 이 어드는 반면,‘원생활 공간’의 역할 비 은 재보

다 커질 것으로 상된다.특히 원생활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재 16.7%보

다 2030년경에는 24.3%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농업·농 의 역할 기 에 한 인식

67 .5

72 .4

60 .7

68 .0

50.5

62 .1

47.9

55 .7

50 .8

53 .8

49 .9

57 .1

24 .0

21 .9

21 .3

25 .5

19 .1

22 .2

18 .8

29 .2

24 .9

13 .1

15 .0

10 .0

10 .9

21 .1

21 .5

8 .5

7.9

20 .1

13 .9

33 .1

20 .4

12 .3

21 .5

16 .2

2 .9

1 .9

1 .8

6 .0

0 .5

2030년 경

현 재

2030년 경

현 재

2030년 경

현 재

식 량  안 정  공 연 환 경  보 전 토  균 형 발 전 전 원 생 활  공 간

전 통 문 화  계 승 과 휴 식  제 공 타 름 / 무 답

(단 : %,  N=900)

40

20

60



농업·농 의 역할과 미래에 한 국민의식 7373

연령 별로 비교하면,2030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되는 재 40 모두 농업·농 에 기 하는 역할로 식량 안정 공 과 자연환

경 보 의 요성은 하락하는 반면, 원생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으

로 측하고 있다.즉, 재 40 는 식량 안정 공 (68.0%),자연환경 보

(53.8%),국토 균형발 (25.5%), 원생활 공간(21.5%)등의 순이고,2030년경

40 (재 20 )는 식량 안정 공 (50.5%),자연환경 보 (49.9%), 원생활

공간(24.9%),국토 균형발 (19.1%)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 재 60 는 식량 안정 공 (72.4%),자연환경 보 (55.7%),국토 균형

발 (21.9%), 원생활 공간(12.3%)등의 순이고,2030년경 60 (재 40 )는

식량 안정 공 (60.7%),자연환경 보 (50.8%), 원생활 공간(29.2%),국토

균형발 (21.3%)등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2.2.3.농업의 발 가능성

농업의 발 가능성에 해서는 체 으로 “희망있고 발 인 요소가 많

다”는 응답이 재 27.6%에서 2030년경 34.1%로 증가하고 있으며,“비 인

요소가 많다”는 응답은 재 29.2%에서 2030년경 26.5%로 감소하고 있다.

재보다 앞으로 농업의 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연령 별로 비교하면,2030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되는 재 40 모두 앞으로 농업이 희망있고 발 인 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그러나 재 20 는 비 인 요소가 많을 것이라는 응답도 함

께 증가하고 있다.즉, 재 40 는 “희망있고 발 인 요소가 많다”가

31.5%,“비 인 요소가 많다”가 27.4%인데 비하여,2030년경 40 (재 20

)는 희망 인 응답이 30.0%이고 비 인 응답이 26.6%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 60 는 “희망있고 발 인 요소가 많다”가 29.7%인데 비하여

“비 인 요소가 많다”가 35.6%이고,2030년경 60 (재 40 )는 희망 인

응답이 36.2%이고 비 인 응답이 2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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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농업의 발 가능성에 한 인식

2.2.4.농 의 생활 여건

농 의 생활 여건에 해서는 체 으로 “쾌 하고 살기좋은 공간이다”라

는 응답이 재 22.9%에서 2030년경 38.1%로 증가하고 있으며,“살기 어려운

공간이다”라는 응답은 재 41.7%에서 2030년경 27.2%로 어들고 있다.

재보다 앞으로 농 생활 여건이 더욱 살기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경향으로 보인다.

연령 별로 비교하면,2030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되는 재 40 모두 앞으로 농 의 생활 여건이 앞으로 더욱 향상될 것이라

고 정 인 망을 보이고 있다. 재 40 와 2030년경 40 (재 20 )는 각

각 17.4%와 35.4%로서 “쾌 하고 살기 좋은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 60 와 2030년경 60 (재 40 )도 각각 29.4%와 38.1%로서

마찬가지로 살기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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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농 의 생활 여건에 한 인식

2.2.5.식량자 의 필요성

식량자 의 필요성에 해서는 체 으로 “식량자 률을 더 높여야 한다”

는 응답이 재 40.9%에서 2030년경 43.5%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어느

정도 자 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재 53.8%에서 2030년경 46.0%로 감

소하고,“수입에 의존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재 4.1%에서 2030년경 7.2%

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2030년경에도 재와 마찬가지로 여 히 식량자 률

은 요하지만 수입에 의존해도 된다는 의견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이 주목

된다.

연령 별로 비교하면,2030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되는 재 40 모두 미래에 식량자 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망을 하고 있

으나,앞으로는 수입에 의존해도 무방하다는 망도 늘어나고 있다.반면 재

60 는 식량자 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망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즉, 재 40 와 2030년경 40 (재 20 )는 각각 41.1%와 48.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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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 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 고, 재 60 와 2030년경 60 (

재 40 )는 각각 41.2%와 44.1%가 “식량자 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

다.

그림 3-6.식량자 의 필요성에 한 인식

2.2.6.식품 선택 기

식품의 선택 기 에 하여 체 으로 재는 품질(60.5%),원산지(26.5%),

가격(12.2%)등의 순으로 요하게 생각하 는데,2030년경에는 품질(64.9%),

원산지(21.4%),가격(11.4%)등의 순으로 ‘품질(맛, 양,안 성)’이 요한 선

택 기 으로 그 비 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말해주고 있다.

연령 별로 비교하면,2030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되는 재 40 모두 식품의 선택 기 으로 품질(맛, 양,안 성)이 가장

요하다고 응답하 으며,미래에는 그 요성이 더욱 증 될 것이라고 측하

고 있다. 재 40 와 2030년경 40 (재 20 )는 품질(맛, 양,안 성)에



농업·농 의 역할과 미래에 한 국민의식 7777

59.9

57.6

67.4

61.4

67.3

62.5

19.8

26.4

23.1

28.5

21.2

24.8

15.7

15.3

12.1

0.3

4.6

0.8

8.2

9.2

10.4

0.9

1.0

1.1

0.6

2030년경

현재

2030년경

현재

2030년경

현재

품 원산 가격 타 름/ 무 답

(단 : %,  N=900)

40

20

60

하여 각각 61.4%와 67.3%이 요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재 60 와 2030

년경 60 (재 40 )도 거의 비슷하게 57.6%와 67.4%로 응답하 다.

그림 3-7.식품 선택 기 에 한 인식

2.2.7.거주지 선택 기

거주지의 선택 기 에 하여 체 으로 재는 일자리(36.5%),주거/문화

시설(23.3%),자연환경과 경 (20.2%),교육환경(19.0%)등의 순으로 응답하

으나,2030년경에는 자연환경과 경 (37.3%),주거/문화 시설(22.8%),일자리

(22.2%),교육환경(13.6%)등으로 요하게 보고 있다. 재 가장 요한 기

인 ‘일자리’의 요성은 앞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반면 ‘자연환경과 경

’의 요성이 크게 증가하여 가장 요한 거주지 선택 기 이 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 별로 비교하면,2030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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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재 40 모두 거주지의 선택 기 으로 일자리의 비 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자연환경과 경 의 요성은 크게 증 할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즉,

재 40 는 일자리(31.2%),교육환경(29.0%),주거/문화 시설(20.5%),자연환

경과 경 (18.7%)등의 순이며,2030년경 40 (재 20 )는 주거/문화 시설

(34.7%),자연환경과 경 (28.8%),교육환경(19.0%),일자리(17.6%)등의 순이

다. 한 재 60 는 일자리(41.6%),자연환경과 경 (29.1%),주거/문화 시설

(16.5%),교육환경(11.0%)등의 순이고,2030년경 60 (재 40 )는 자연환경

과 경 (46.4%),주거/문화 시설(23.9%),일자리(17.0%),교육환경(10.0%)등으

로 나타났다.

그림 3-8.거주지 선택 기 에 한 인식

2.2.8.농업·농 에 한 정책 지원

농업·농 에 한 정책 지원에 해서는 체 으로 “정책지원을 늘려야 한

다”는 응답이 재 92.7%에서 2030년경 88.0%로 어들고,“지원할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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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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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응답이 재 4.9%에서 2030년경 6.8%로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앞으

로도 “정책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응답의 비율은

재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지원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소폭 상승하 다.

연령 별로 보면,2030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되는

재 40 모두 농업·농 에 한 정책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90% 이상 동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러나 20 는 미래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

는 응답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한편 60 는 정책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세 보다 낮으며,미래에는 그 요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즉,“정책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설문에 하여 재 40 와 2030년경

40 (재 20 )는 각각 93.3%와 91.9%로 응답하 고, 재 60 와 2030년경

60 (재 40 )는 각각 89.2%와 92.4%로 응답하여 미미하게나마 은 세

가 농업 지원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그림 3-9.농업·농 의 정책 지원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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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도시민의 농 거주 의향

최근에 들어 귀농과 귀 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반 하듯이 이번 조사에

서도 도시민의 농 거주에 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도시민의 농 거주 의향에 하여 체 으로 “꼭 농 에 살고 싶다”는 응

답이 재 8.5%에서 2030년경 16.0%로 증가하고,“ 농 에 살고 싶지 않

다”는 응답은 재 28.6%에서 2030년경 17.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보다 앞으로 꼭 농 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농 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어드는 것은 고무 인 경향이다.

그림 3-10.도시민의 농 거주에 한 의향

연령 별로 보면,“꼭 농 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은 재 40 와 2030년

경 40 (재 20 )가 각각 5.1%와 9.3%이고, 재 60 와 2030년경 60 (

재 40 )는 각각 17.1%와 21.0%로 조사되었다.이와 같이 도시민 가운데 2030

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되는 재 40 모두 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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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에 농 에서 꼭 살고 싶거나 기회가 되면 살고 싶다는 망이 크게 높

아지고 있으나,반면 60 는 재와 미래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의 20 와 40 의 은 세 일수록 농 거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미래의 농 이 주거지로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2.2.10.농 주민의 도시 거주 의향

도시민의 농 거주 의향에 비하여 농 주민의 도시 거주 의향은 상 으

로 낮으며,특히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 주민의 도시 거주 의향에 해서는 체 으로 “꼭 도시에서 살고 싶

다”는 응답이 재 5.6%에서 2030년경 3.8%로 어들고,“ 도시에서 살

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재 59.5%에서 2030년경 65.8%로 증가하고 있다.

재보다 앞으로 꼭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도시에서 살

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림 3-11.농 주민의 도시 거주에 한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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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별로 비교하면,“꼭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은 재 40 와 2030

년경 40 (재 20 )가 각각 4.5%와 5.4%로 나타났고, 재 60 와 2030년경

60 (재 40 )는 각각 5.1%와 1.9%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농 주민 가운데

2030년경 40 가 되는 재 20 와 2030년경 60 가 되는 재 40 모두

재보다 미래에 도시에서 꼭 살고 싶거나 기회가 되면 살고 싶다는 망이 크

게 낮아지고 있다. 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

향이 엿보인다.미래에는 거주지로서 도시과 농 간의 벽이 차 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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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농 주요지표의 추이와 2030년 망

미래의 농업과 농 은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하여

먼 농업부문 주요지표에 한 과거의 추이와 미래의 망치를 간략히 비교

해 보기로 한다.

주요지표의 과거 추이는 1970년 이후의 통계를 정리하 고,미래 망치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망모형인 KREI-KASMO(KoreaAgricultural

SimulationModel)을 이용하여 2030년까지를 측하 다.KASMO에서는

망을 한 외생변수로 경제성장률,추계인구 망,환률,국제유가,국제곡물가

격 등의 사용하고 있으나,이들 변수 역시 타기 에서 추정한 망치이기 때문

에 상당한 가정을 두는 셈이다.추정 방법 등은 부록에 정리하 으며,참고로

KREI-KASMO로 추정한 2010～30년의 추세를 연장하여 2050년 주요지표를

부록 <부표 7>에 수록하 다.

<표 4-1>은 농업부문 주요지표에 하여 197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간격

으로 변화를 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그리고 간연도로 2020년의

수치도 함께 정리하 다.다만,농업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은 가액 개념으로 과

거 수치는 2005년 기 이고 미래 수치는 2010년 불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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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 1970 1990 2010 2020 2030
2010/
1970

2030/
2010

농가호수　 천호 2,483 1,767 1,172 1,078 924 0.47 0.79

농가인구　 천명 14,422 6,661 3,039 2,295 1,732 0.21 0.57

65세이상
비율　

% 4.9 11.5 35.3 45.2 51.4 7.20 1.46

경지면 　 천ha 2,298 2,109 1,718 1,574 1,488 0.75 0.87

벼 재배면 　천ha 1,203 1,244 910 809 802 0.76 0.88

농업
부가가치

10억

원
10,762 16,827 20,691 18,705 18,755 1.92 0.91

농가소득　 만원 650 1,895 3,298 3,910 5,746 5.07 1.74

농외소득
비율　

% 23.1 25.7 39.4 48.2 62.0 1.71 1.57

는 있으나, 략 재 가치로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1.농업 총량지표 추이와 망(1970～2030)

주:1970～90년 수치는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에 의함.
2010,2020,2030년 수치는 KREI-ASMO추정치.
농업부가가치는 2005년 기 가액.농가소득은 GDP디 이터(2005=100) 용.
2020,2030년 수치는 2010년 불변 가액.

먼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추이를 보면,지난 40년간 농가호수는 반 수

으로,농가인구는 2할 수 으로 감소하 다.그러나 앞으로는 감소 속도가

다소 완화되어 2030년에 농가호수는 92만호,농가인구는 17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농가인구 65세 이상의 비율이 2030

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망된다.따라서 농업경 주 수를 유추해 보면

2030년경에 실질 으로 농에 종사하는 기간 업농가는 20만호 정도에 불

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지면 감소는 지난 40년 동안에도 완만하게 진행되어 왔으며,앞으로도

거의 같은 추세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다만,지 까지는 간척과 개간 등을

통하여 신규농지가 조성되어 경지면 감소를 상쇄하 으나,앞으로는 신규

조성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농지의 순감소가 계속된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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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경지면 은 2010년 172만ha에서 2030년 149만ha로 감소하고,벼 재배면

도 동기간 91만ha에서 80만ha수 으로 완만한 감소가 상된다.

농업부가가치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향으로 1990년 반 이후부터 정체

를 나타내고 있으며,앞으로도 증가보다는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KASMO 망 결과에 의하면 농업부가가치는 2010년 21조원(불변가격)수

에서 2030년에는 시장개방 가속화의 향으로 19조원 수 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것으로 추정된다.최근에 들어 통 인 경종작물이 쇠퇴하고 다양한 소득

작목이 개발되어 보 되고 있으며,앞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소득작목이 개발

됨에 따라 농업생산의 감소 추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 된다.

농가소득의 추이를 보면 앞으로도 농업소득이 정체되는 반면에 농외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망이다.따라서 호당 농가소득은 2010년 3,300만원(불변

가격)수 에서 2030년에는 5,700만원 수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물론

업농가의 소득은 재도 평균 농가의 1.5배 정도에 달하므로 앞으로도 평균

이상의 소득이 상된다.

한편,농업부문 총량지표,특히 농업생산 지표는 농산물 소비 패턴의 변화에

크게 향을 받는다는 에서 그 추세를 면 하게 찰할 필요가 있다.우리나

라는 1978년에 주곡인 의 자 을 실 한 이후 농업생산이 상업화 시 로

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그 바탕에는 식품소비 변화,즉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

가 농업생산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는 한 마디로 ‘서양화’라고 할 수 있는데,곡물

소비가 감소하고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다.여기에 신선채소와 과일류

가 정체 내지 소폭 증가세에 있으므로,이에 맞추어 생산도 쇠퇴작목과 성장작

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표 4-2>는 1970년 이후 국민 1인당 주요 농산물 소비량의 추이와 향후

2030년까지의 망치를 정리한 것이다.1970년과 1990년은 실 치이고 2010

년과 2030년은 KASMO 망치이다.

먼 , 소비량은 지난 40년 동안에 반 수 으로 감소하여 2010년 1인당

73kg으로 추정되며,앞으로의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2030년에는 47kg수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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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90 2010 2020 2030
2010/
1970

2030/
2010

130.5 120.8 73.0 59.7 46.7 0.5 0.6

콩 6.1 8.3 8.4 9.4 9.9 1.1 1.2
사과 5.2 11.5 10.7 11.0 11.0 2.1 1.0

배 1.1 2.5 7.9 7.4 7.4 7.2 0.9

배추 19.3 46.9 49.5 47.0 42.6 2.6 0.9
무 19.1 26.7 22.8 19.6 15.9 1.2 0.7

고추 1.4 1.8 4.0 4.0 3.7 2.9 0.9
마늘 1.8 6.5 7.5 7.9 7.6 4.2 1.0

쇠고기 1.6 4.1 9.1 12.0 13.2 5.7 1.5
돼지고기 3.6 11.8 19.5 22.6 24.5 5.4 1.3

표 4-2.국민 1인당 주요 농산물 소비량 추이와 망(1970～2030)

단 :kg/1인당

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일 소비는 지 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1970년 비 사과는 2배,배는 7배

나 증가하 으나,앞으로는 사과 소비량은 증가 속도가 정체되고 배는 약간 감

소할 것으로 망된다.채소류도 지 까지는 소비가 크게 늘었으나 앞으로는

약간 감소 추세로 반 되어 2030년경에는 재 소비량의 90%수 이 될 것으

로 망된다.

육류 소비는 지 까지의 증가 속도에는 못미치지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203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쇠고기가 13kg,돼지고기가 25kg수

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1970～90년 수치는 식품수 표에 의함.
2010,2020,2030년 수치는 KREI-ASMO추정치.

다음으로 농 공간과 지역사회의 망을 살펴보면,가장 요한 지표로서

농 인구가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농 인구,즉 읍면 단 인구가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0.0%에서 2010년에는 17.4%로 추정되

며,이 비율은 계속 어들어 2030년에 15% 수 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한 농 인구에서 농가인구 비 이 어들면서 농 지역의 혼주화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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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명 2000 2010 2020 2030

농 인구 (만명)

-농 인구/총인구 비율 (%)

-농가인구/농 인구 비율 (%)

938

20.0

43.0

850

17.4

36

790

16

30

740

15

23

농 생활 편익시설

-수세식 화장실 보 율 (%)

-상수도 보 률 (%)

-자동차 보 률 (%)

-PC보 률 (%)

52.2

22.4

41.4

24.1

80

50

60

50

90

70

80

70

95

80

90

85

게 진행되는 추세이다.농 인구 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에 43%에 달하 으나,2010년에는 36%로 추정되며,2030년에는 23%까지 감

소할 것으로 망된다.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농 마을의 공동체

성격이 취약해지는 추세이다.10여년 까지만 하더라도 자연부락은

략 50호 정도의 농가로 구성되었으나,2005년 재 20호 미만 농가로 구성된

마을이 체의 31%로서 마을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다.

최근에 농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생활편익시설은 빠르게 화되고 있으

나,농가의 주거환경은 아직 낙후된 실정이다.200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농가의 자동차 보유율은 51.9%,컴퓨터 보유율은 37.0%,농가 입식부엌 비율

은 95.8%,수세식화장실 보유율은 73.5%,상수도 보유율은 34.3% 등이며,앞

으로 농가의 생활 환경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표 4-3.농 공간 주거생활의 추이와 망(2000～2030)

주:농 인구는 읍면단 인구.

자료:김정호 외,농업부문 비 2030 장기지표 개발,2007에서 부분 수정.

농가인구 감소에 따라 농 은 농업인들의 생산 공간에서 국민의 산업·생활

공간으로 변모하는 추세이다.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넓어지고,농

마을 생활기 시설은 소도시 수 으로 향상될 것이다.최근에 정부도 복합

생활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의 귀 을 장려하는 한편 농 인구 감소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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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여 2030년에는 농 인구의 총인구 비율이 15%수 을 유지하도록 목표를

삼고 있다.농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지역사회가 유지되고,그럼으로

써 국토공간이 리될 수 있다는 단이다.

최근의 이슈인 농 은 농 지역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한

국농 경제연구원에서 2007년에 추계한 바에 의하면 농 비 은 2005년

에 국내 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나,2030년에는 40%이상을 유할 것으

로 내다 보았다.농 이 활성화되어 있는 랑스에서는 재 국내 의

50% 정도를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의 농 도 유럽과 같이 단순한 도농교류에서 체류형 으로

발 하는 경향이며,경 농업,휴양 농업,도시(정원)농업과 연계한 농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이러한 추세로 농 마을 수

는 2010년 재 약 800개소에서 2030년에는 2천개소 정도로 늘어나 지역경제

의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 된다.

표 4-4.농 수요의 추이와 망(2005～2030)

                                                                  단 : 만 , %

국내여행 인구

총량

(A)

넓은 의미의

농

인구(B)

비

(B/A)

좁은 의미의

농

인구(C)

비

(C/A)

2005

2010

2015

2020

2030

25,779

27,848

29,414

31,067

59,468

3,867

5,708

8,426

12,438

27,102

15.0

20.5

28.6

40.0

45.6

464

801

1,308

2,136

5,692

1.8

2.9

4.4

6.9

9.6

자료:김정호 외,농업부문 비 2030 장기지표 개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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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변화와 환경에 응하는 농업의 비

2.1. 논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특정지역의 기 상태를 지칭하며,기후변화는 자연

요인과 인 요인에 의해 평균 상태를 벗어나는 기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구 온도의 평균 인 증가를 의미하는 지구온난화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

할 메가트랜드로서 핵심 인 고려 요인이다.UN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IntergovernmentalPanelonClimateChange,IPCC)의 ｢기후변화 한 제

4차 보고서｣(2007)에서 과학 인 근거가 제시된 바 있다.

세계의 기후변화는 지역 특성과 사회경제 변수,기상변수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으로 실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

성하여 측이 이루어졌다.이 보고서는 경제여건 변화를 기 로 여러 가지 시

나리오를 구성하여 장기 기후변화를 망하고 있다.미래의 온도상승 폭에

해서는 세계평균으로 1980～1999년에 비해 21세기 말(2090～2099)의 평균

기온 상승은 1.1~6.4℃인 것으로 측되고 있으며,해수면은 열팽창과 육지빙

하의 손실로 18～59cm상승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따라서 2050년경의 평

균기온 상승은 0.6~2.5℃로 망되고 있다.

IPCC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의 정도와 도별 치에 따라

온난화 향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망되고 있다.기온 상승이

1℃ 미만인 경우 물 부족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발생이 견되고 있으나

2～3℃인 경우 부분의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평가된 동식물 종의 약 2

0～30%정도가 멸종 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한편 3℃ 이상

인 경우 물 부족 문제의 심화,생태계 괴,식량생산 감소,질병발생 증가 등

상당한 경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그림 4-2>.

2030/2050년 인구,자원 에 지,식량생산 등 주요부문별 국내외 련기

(OECD,FAO,국립기상연구소,국토연구원,KREI등)의 망치를 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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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향을 정리한 것이 <그림 4-1>이다.특히 인구 식량생산은

FAO(2009)의 2050년 농업 망,OECD(2008)의 2030환경 망 자료를 이용하

여 각 분야별 변동 추세를 악하 다.

자료:IPCC,2007.

습윤열대 역과 고위도 역에서의 물 이  가능성 

물

0 1 2 3 4 5℃

위도 역  저위도 역의 물 이  가능성 감소  한  

수억 명이 물 부족 문제 면

최대 30%의 종 멸종 위험 

생태계

산호의 화 

종의 분포 위 화  

산림화재위험 가

최대 40%의 종 멸종 위험 

대부분 산호의 산호사멸이 위하게 행

15% ~40%의 생태계가 향을 아 
육상 생태계의 탄소 출 행

해양 심층순환 약화로 생태계 화

소 모 농가, 자급적 농가에서 대한 합적인 마이너스 향

식 량 저위도 역 곡물생산성저하

위도 역 일부 곡물 생산성 향상

저위도 역 모든 곡물생산성 저하

특정 역 상당한 곡물생산성 저하

홍수  폭풍 에 의한 손실 

해안 역 세계 해안 습 의 약 30% 소실

추가적으로 매년 홍수피해 인 의 수 만명 가

양실조, 설사, 호흡기 환, 감염 에 의한 사회적 부하 가

건 강 의료서비스 대한 부하

몇 개의 감염  매개 생물 분포 화

열파․홍수․한 에 의한  생률, 사망률 가

그림 4-1.지구온난화에 따른 부문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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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림 4-2>에서 2050년까지의 분야별 변화의 추이를 망하 는데,시

나리오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련분야의 문가들이 표 인 망치로 제

시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 다.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체로 2030년을 기

으로 다투입-고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 착할 것으로 망된다.

그림 4-2.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변화 추이와 망

에 지 기는 인류의 지속 인 산업화에 의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한

에 지 자원의 사용가능한 량의 고갈을 의미하며,특히 화석연료의 고갈

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에 지원은 화석연료인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과 소 신재생 에 지 혹은 체에 지로 불리는 태양력(태양열+태양 ),바

이오매스,풍력,조력,수력,원자력 발 에 쓰이는 우라늄 등이 있다.

기후변화,식량,에 지 부족 등 인류 생존의 기가 차 실화되는 기후-

에 지 시 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지속 인 발 에 따른 IT·ET·BT·NT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를 미래 여건 변화의 응 요인으로 활용하 다. 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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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소비 환경 문제와 련하여 미래사회를 안 성, 양성,환경성 등을

요하게 여기는 웰빙-로하스가 시되는 사회로 설정하 다.지구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농업은 자연순환 기능,지역자원 리 역할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매스

자원,에 지 이용,환경보 형 농업이 매우 요하게 될 것이다.1

그림 4-3.기후변화와 환경에 응한 미래농업의 망 체계

1
이에 해서는 본 연구의 자료집으로 발간한 최재천 외,“기후 변화와 농업·농 의 미
래” ｢ 문가들이 보는 2050 농업·농 의 미래｣,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7.
pp.157-202 박은우 외,“환경 변화와 농업·농 의 미래”,상게서,pp.203-243을 참고

할 수 있다.

∘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진단과 망

∘자원 에 지 변화 진단과 망

∘식량생산 변화 망

∘ 10 분야별 여건과 망

-농산물주산지 이동과 농업생태계 변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농업 보편화

- 탄소 농업기술의 정착

-친환경․유기농업의 보편화

-식물공장과 수직농장의 천후 농업정착

-기후변화 응 GM농산물 생산

-완 한 자원활용 바이오리 리 리 정착

-분자생물기술을 활용한 앨지 실용화

-세포공학기술을 활용한 배양육 생산

-물 부족시 해수농업 정착

∘신농업 명

-지능형농업

-분자농업

분야별

비 설정

∘농업기술발달 반

-IT․ET․BT․NT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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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이슈  2030/2050 망과 

2.2.1.온난화에 따른 주산지 이동과 농업생태계 변화

(1)여건과 망

UN을 비롯한 범세계 인 노력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이 히 어들더라

도 2050년 정도까지는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것

으로 망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기상연구소(2006)의 측결과에 의

하면 2001～2100년간 기온은 꾸 히 상승하며,강수량은 반 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측하고 있다.2020년까지 기온은 평년(1971～2000년)에 비해

1.5℃,강수량은 5% 상승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후 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망되는데,기온이 2℃ 상승하게 되면 아열 기후 가 해안선을 따라 남한

체로 북상하게 되고,4℃ 상승시에는 백두 간 고지 를 제외한 남한 평야지

부분이 이 기후 의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된다.지구온난화로 2050년경

에 기온이 약 2℃상승하는 경우에 서울과 경기지역까지 아열 기후 (1년 가

운데 평균 기온이 20℃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이며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

가 뚜렷한 기후)로 변화할 것으로 망된다(국립기상연구소,2008).

그림 4-4.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망

자료:국립기상연구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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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농산물 생산에 향을 미쳐 주산지가 변동될 것으로 망된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향으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겨울 1.

9℃,여름 0.3℃)상승하고,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며 꽃 개화시기가

빨라져 농산물 재배 지가 북상하고 있다.사과의 주산지가 경북에서 충북으

로,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원 작물이 남해안 지역을 거쳐 북까지 북상하

고,월동배추는 남 해남으로,겨울감자는 북 김제까지,한라 은 남 고

흥과 경남 거제, 북 김제까지 북상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4-5>.

지구온난화로 남부지역과 해안지역이

아열 기후 로 환되면 새로운 아열 그림 4-5.농산물 주산지 이동 동향

열 채소류․과실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망된다.고온성작물(망고,키 ,

한라 ,감귤 등)의 재배 가능지역이 확

될 것으로 망되며,지구온난화로 인

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했던 열

작물과 열 과수의 재배가 가능해지면

서 재배면 도 확 될 것으로 망된다.

온난화로 농산물 주산지가 북상함에 따

라 2050년경 강원도는 과 채소 생산은

물론이고 과수 주산지로 각 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한반도 미래기후 망 가운데 하나인 A1B시나리오(에 지원의 균형 시)

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부의 향후 열 과수 재배가능성을 측해보

면, 를 들어 구아바는 재의 기온 에서는 극히 은 면 이 재배가능지역

으로 포함되지만 기온이 지속 으로 상승한다면 앞으로 2050년경(연평균 2℃

상승)에는 남 경남지역을 심으로 확 될 것으로 상된다.구아바 외에

도 아보카도,아떼모야,망고,용과, 야의 재배가능 지역도 차 북상하며

‘구아바․아보카도→아떼모야․망고→용과→ 야’순으로 재배가능지역 북

상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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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기온상승에 따른 열 과수 재배가능지역 측도

< 재> <2℃ 상승> <3℃ 상승> <4℃ 상승>

자료:서형호 외,2009.

기후변화는 작물의 생육시기와 생육특성에 향을 미침으로써 농작물의 생

산성에 변화를 야기한다.일반 으로 정한 범 내에서의 기온 상승은 작물

의 생육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수 있

다.2지구온난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 증가는 합성 작용을 진시

켜 작물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이산화탄소 시비효과)가 있으나,탄소 증가

와 기온 상승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물 수량 감소,채소류의 생

육지연과 품질 하,과수의 착색 불량 당도 하 등이 발생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나,

체로 농업생산에 부정 향을 미친다.평균기온이 2℃ 상승하는 경우 10a당

벼 수량은 국평균은 515㎏으로 평년보다 4.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별로는 남과 북이 5.9～6.9%감소하여 감

2
기후변화에서 지칭하는 기온상승은 평균온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 기온의
일정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시기에 따라 온도편차가 격하여 여름
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더라도 상승폭이 더 크다면 그해의 평균온도는 상승
하는 것으로 표 될 수 있다.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작물생산성이 하
될 가능성도 있다.이와 같이 기후변화가 모든 기간 동안 균일한 양상으로 용되지

않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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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평년
2℃ 상승 3℃ 상승 4℃ 상승 5℃ 상승

수량 평년 비 수량 평년 비 수량 평년 비 수량 평년 비

강원 493 471 95.5 450 91.3 457 92.6 443 89.8

경기 520 501 96.3 480 92.3 470 90.4 449 86.5

경남 517 488 94.4 474 91.6 463 89.4 444 85.9

경북 550 532 96.7 506 92.1 503 91.5 481 87.6

남 535 498 93.1 481 89.9 474 88.6 431 80.6

북 531 500 94.1 487 91.7 472 88.8 456 85.8

충남 591 575 97.3 549 93.0 529 89.6 495 83.8

충북 523 510 97.6 484 92.5 494 94.4 457 87.3

평균 539 515 95.5 495 91.8 486 90.1 459 85.1

주:평년은 1971～2000년까지 30년 동안의 평균치를 나타냄.
자료:김창길,심교문(2009).

소폭이 가장 크고,충남과 충북은 2.4～2.7% 정도 감소하여 감소폭이 상

으로 을 것으로 분석된다(CERES-Rice모형 활용 망).

표 4-5.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측

단 :kg/10a(정곡 기 ),%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직 으로 농업생산성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생물다양성 변화,수자원 변화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에

도 향을 다.특히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새로운 병해충을 발생시키며

농작물 피해를 증가시킨다.실제로 기후변화에 따라 갈색여치에 의한 사과,복

숭아,포도,콩 등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갈색여치는 2001년

충북 충주와 단양에서 첫 피해사례가 발생하 고,2006년부터 충북 동을

심으로 옥천,청원,보은 지역의 야산에 인 한 복숭아,포도 등의 과수원에서

규모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피해면 은 약 20ha에 달하 으며,2007년에는

충북지역 역에서 약 30ha의 피해가 발생하 다.

한 벼의 경우 무늬잎마름병의 발생지역은 1935년 진주, 양,구례 지역

에서 최 발생 후 북쪽으로 확 하여 2001년에는 경기 7개 시․군에서도 발

생하 고,2007년에는 경기,충남, 남북,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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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피해를 래하 다.이 밖에도 과수의 경우 주홍날개꽃매미에 의해 포도,

복숭아,사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1979년 최 로 발견된 이후 피해

사례에 한 보고가 없었으나 2007년에 충남 연기군에서 피해가 발생하 고

2008년에는 포도과수원 91ha에 피해가 발생하 다.

재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해충이 직간 으로 유입되지만, 부분이 오래

가지 못하는 원인 에는 겨울을 성공 으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

다.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 망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에 도시지역

부분이,2050년에는 보령,부안,인천 등 해안 지역들이 아열 화할 것으로

망된다.이러한 기후 변화가 측 로 진행될 경우,2030년에는 국내로 유입

된 해충 도시지역으로 유입된 개체군은 겨울의 온스트 스가 없으므로

성공 으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 개체군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

라 해충다양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국내에 해충의 천 이 없다면 도시지역에서 겨울을 난 해충이 농

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2050년에는 아열 지역이

부분의 해안지역으로까지 확 되므로 이와 같은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다.경우에 따라서는 농 지역에서도 해충 개체군이 지속 으로 생존하기도

할 것이다.겨울의 실종과 높은 온도는 해충 개체군의 생존율 높이고 세 주기

를 단축하여 연 여러 세 가 반복 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이에 따라 연

지속 으로 해충 피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비

지구온난화 향으로 2050년경에는 아열 작물이 남 경남 지역에 재

배 가능하게 되며, 를 들어 구아바,아보카도,아떼모야,망고,용과, 야

등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 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한 기술개발을 통해 생태계

변화에 하게 응하고 농산물 수량감소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생태계 변화 측을 통해 병해충 발생에 처하여 내재해성,고온등숙성,고온

응성 높은 품종개발을 통해 수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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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보편화

(1)여건과 망

세농 구조에서 생산 효율성과 농업소득 증 를 도모하기 어려우므로 고생

산성 농을 한 정 농업(precisionagriculture)의 요구가 증 되고 있다.

농규모 확 의 계속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모경제(scaleeconomy)실 에

한계가 있으며,근본 인 해결책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농업(smart

agriculture)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농업 분야에서도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농업이 차 으로 실 되

고 있다.최근 토양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 필지 단 별로 장에서의 즉

석 맞춤형 비료를 조제·공 하는 기술이 정착단계에 있다. 한 기후변화에 따

른 돌발 병해충을 조기 감시하는 센서 IT기반 기술이 개발되어 사 방제

를 통한 피해를 일 수 있다.첨단 농업기술 발 으로 2020년경에는 벼농사

의 정 농업이 국 으로 확산되고,원 축산 분야에서도 고능률·작업쾌

화 기술이 진 으로 개발 보 될 망이다.

재 GPS부착 이앙기,무인헬기 방제,완효성 비료 등이 실용화 단계에 있

고,생력화·노동 쾌 화를 한 기계화가 빠르게 진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

에도 농업생산 활동에서 특화된 기능을 정 하게 수행하는 지능형 용로 ,

환경제어형 기능형 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망된다. 한 작물 수확량

측과 련 작물에 부착한 수확량 모니터 센서에 의해 수확량 측이 가능하고,

시비 로 에 의한 과학 인 토양 비배 리가 가능할 것으로 측된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첨단기술의 발달로 부분 으로 지능형 농업이 실 되

고 있고, 략 2050년경에는 지능형 로 농업이 보편화될 것으로 망된다.

한 성과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역별,작목별 세계 작황정보 시스템

이 가동되며,이상 기상과 재해를 측하고 인공강우 등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

에 의한 피해를 사 방할 수 있을 것이다.원격제어 농기계에서 출발하여

자율주행 로 ,뇌 제어 로 등으로 자동화된 농업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망된다.



농업·농 2030/2050 망과 비 9999

한 지능형 먼지(smartdust)에 의해 모든 농업환경 생산 정보가 자동 수

집 분석되고 뇌 인식 지능형 로 에 의해 원격 농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공강우와 강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의 실용화

가 가능하여 들이 활용이 가능하고,스마트 더스트인 농경지에 소형 센서를

뿌려 작물 주변의 온도,습도, ,이산화탄소 등 각종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로

리할 수 있게 됨으로서 원격제어 농업도 실 될 것으로 보인다.

(2)비

첨단 과학기술을 기 로 한 과학 스마트농업(smartagriculture)을 통한 미

래 지식농업의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것이다.

를 들어,경종 분야의 경우 지능형 농업이 정착되면 기상 조건을 원격탐사

하여 생육정보와 연계하는 농작업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한 토양진단을 통

한 최 물 리와 시비,컴퓨터제어 균평기,원격조정트랙터,경운로 등 농장

경 자가 쉽게 농작업을 수행하고 리할 수 있도록 리모트센싱 농업이 활성

화될 것으로 망된다.

그림 4-7.리모트센싱을 통한 지능형 경종농업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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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야에서도 원격제어를 통한 방목시스템 조사료생산 기계화 체계

등이보편화될것이다.낙농부문에서무선정보인식장치(radio-frequencyidentification,

RFID)를 통한 착유로 과 개체별 자동 여시스템,완 배합사료(totalmixed

ration,TMR)를 통한 최 사양,가축분뇨의 악취제거와 자원화를 통한 순환농

업시스템 등 축산물의 생산과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생산이력 리 등 지능

형 과학기법을 이용한 첨단과학 축산이 실 될 것으로 망된다.

그림 4-8.지능형 첨단과학축산의 구상도

나아가 농업 부문의 정보화시스템도 진화할 것이다.농축산물 산지와 생산

방식, 양성분,가공·유통경로 등의 정보에 생산부터 소비·폐기 등의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흡수량(탄소발자국)과 비료 등에 의한 환경

향의 정도를 소비자가 구입할 때에 확인할 수 있도록 DNA의 정보를 ID로서

이용한 자태그(RFID)활용도 보편화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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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탄소 녹색기술의 정착

(1)여건과 망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주류를 이루며 배

출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기 으

로 약 1,840만tCO2로 국가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2006년까지는 감소

하 으나 가축사육두수 증가와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환되었다.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벼 재배,농경지토양,잔사소각 등 경

종부문이 65.4%,장내발효와 분뇨처리 등 축산부문이 34.6%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극 으로 처하고 국가 미래 략으로 채택한 탄소 녹색성

장을 한 패러다임 환을 해 정부는 2009년 11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 망치(BusinessasUsual,BAU) 비 30%를 자발 으로 감

축하기로 발표하 다.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응하고 향후 부문별 온실

가스 감축을 한 탄소 기술의 용이 확 될 것으로 보여 탄소 농업기술

보 이 확 될 것으로 망된다.

농업분야의 탄소 농업기술은 농경지 리, 농방법 개선, 개방법 개선,

휴경지 리,장내발효개선,바이오매스 활용 등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어 실용

화되고 있다. 를 들면 농작물 바이오매스 토양의 탄소 장 기술의 확 ,

친환경 유기농법 실천을 통한 화학비료 감축을 통해 아산화질소 배출 감,

휴경지와 유휴지 활용 다년생 목본작물 재배를 통한 탄소 장 확충,최소경운

과 보 경운 잔사 리 등 농경지 토양 리를 통한 탄소 장 확충이 가능하

다.지열냉난방시스템은 지하 땅속에 축 된 태양열을 퍼 올려(히트펌 )이용

하는 냉난방시스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온실가스 배출감소,난

방비의 획기 감(경유 온풍난방기 비 난방비의 70～80% 감),반 구

수명 등으로 탄소 시설농업의 유력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농식품의 신재생에 지 보 사업으로 시설원 부분에서 지열히트 펌 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보 이 확 되고 있다.LED는 온실가스 감,생육 진,

해충방제,살균기술,가축질병 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될 수 있어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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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다목 의 원 농자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LED도입은 상당한

기 설치비가 수반되어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기술개발과 보 확

로 설치비용이 어들면 농가이용이 크게 확 될 것으로 망된다.

그림 4-9.지열히트펌 와 LED의 농업 활용 사례

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 략 추진에 힘입어 농업분야의 지열 태양

발 이 지속 으로 확 될 것으로 보인다.온실가스 감축을 한 화석에

지 감과 에 지 이용 효율 제고를 한 지열히트펌 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보 이 크게 확 될 것으로 망된다.시설원 부문에서 축열식 수평형 지열

히트펌 시스템 보 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며,농업용 에 지 소비를 최소

화하는 차세 농업시설 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망된다.

(2)비

탄소 농업기술 실천을 통한 농업분야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탄소 농업기술 보 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미래농업

의 지속 인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 지역은 태양 이 풍부하고 축사,창고,직 장,바이오매스 이용 시설

등 농업경 에 이용되는 여러 설비에 태양 발 시스템 도입함으로써 에 지

약과 동시에 비용 약 가능하다.2050년경에 농 지역은 어디서든지 태양

지 설치가 가능하여 태양열 발 이 상당히 보편화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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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친환경 유기농업의 보편화

(1)여건과 망

소득 수 이 증가하고 환경의 질 개선에 한 심이 커질수록 안 성과 환

경성을 기 로 하고 있은 친환경농산물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세계 으로도 농산물의 안 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랜드의 확산

으로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내외의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는 농산물시장 개

방이 확 되면서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1990년 후반 이후 매년 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 수 의 증가와 농산물의 안 성에 한 심이 커지면서 친환경농산

물에 한 수요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지속 으로 확 될 것으로 망된다.농업부문 녹색

성장의 표 인 분야인 친환경농업은 정부의 극 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연평균 60～70%인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0.친환경․유기농산물 시장 망(2015년 이후 농약 폐지시)

자료:김창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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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3조 7,355억원으로 추정되며, 농약 신

규 인증제가 폐지되는 2010년에는 4조 940억원,2013년에는 5조 95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약 인증제 자체가 폐지되는 2015년에는 농약

농가 일부가 무농약 인증이나 유기 인증으로의 환을 가정하면 2013년보다

감소한 4조 9,216억원이 될 것으로 망된다.그 후 거래가 차 회복되어

2020년에는 체 농산물 시장규모의 20%인 7조 676억원이 될 것으로 측되

고 있다<그림 4-10>.

(2)비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의 확 추세가 지속되어 2030년에는 체 농

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 은 30%,2050년에는 50% 정도를 차

지할 것으로 망된다.

2050년경에는 친환경·유기농업이 국내외 여건 변화와 사회 수요에 부응하

는 녹색성장의 핵심 분야로 정착될 것이다.농산물의 안 성과 환경 질 개선으

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이 농업부문의 요한

치를 차지할 것이다.

2.2.5. 천후 농업으로 식물공장 수직농장의 운

(1)여건과 망

기후변화에 응하여 사계 천후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식물공장 운 이

추진되고 있다.식물공장은 통제된 시설 내에서 생물의 생육환경(빛,공기,열,

양분 등)을 인공 으로 제어하여 공산품처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인

농업형태를 의미한다.식물공장은 농업기술과 IT,BT,NT,ET등 차세 첨단

산업기술을 융합한 형태로 첨단 녹색기술을 용해 생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

고,단 면 당 높은 토지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며,연 안정 인 농산물 생

산이 가능하다. 한 무농약재배 등 친환경 농업생산이 가능하고,병해충 방제

와 생장 진 등 효능향상이 강화된 고부가가치 안 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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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히 식물공장은 온실가스 감의 표 인 기술인 LED를 이용하여 선택

장을 공 할 경우에 식물의 색소제어나 항산화 물질의 증강과 병해충 방

제가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식물공장은 공간과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생산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작물육종기술과 IT기술과 결합한 주문형 맞춤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과 연계하여 미래농산물 생산의 요한 분야로 부각될 것으로 망된다.작물

의 생육환경을 인 으로 조 할 수 있는 작물의 품종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의료용 단백질(백신)을 품종 개발 이를 지원하는 분리정제기술이 출 할 것

으로 망된다. 한 오폐수 정화 속 등을 처리하는 능력이 강화된 환

경정화 식물 품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공장의 실제 인 운 사례로 (주)인성테크는 경기도 용인시 죽 동에

165㎡ 규모의 식물공장을 설치하여 2009년 12월부터 수입 엽채류의 한 종류

인 ‘롤로’를 한 달에 약 2.25톤(150g 지 1만 5천개)을 생산하고 있다.여기서

는 태양 발 축 시스템,온도ㆍ습도ㆍ이산화탄소 자동조 장치,이산화

탄소 포집장치,폐열 재가열시스템 등을 연 수확 가능한 재배시스템으로 구

되고 있다.

그림 4-11.식물공장 운 사례((주)인성테크)

(2)비

식물공장은 향후 국내 기후변화에 한 극 방안의 하나이며,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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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공장설비 수출이 가능한 성장분야로 망된다.식물공장의 육성은 련

후방산업 성장 농업고도화의 장 을 발할 것으로 기 된다.선진국들

은 식물공장 분야를 미래의 신시장 선 을 한 장기 인 공공투자의 시각에

서 근하고 있어 향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미래에 견되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시 에 비하여 첨단기술의 융복합

을 통한 완 제어형 식물공장(는 수직농장)이 확 될 것이다.이들 시스템은

IT,NT,ET등의 첨단융합기술로 통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직농장(verticalfarm)도 미래 농

업의 새로운 형태로 발 할 것이다.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식물

공장의 발 한 형태로 도심에 수십층짜리 고층빌딩을 지어 각 층을 농경지로

활용하는 수직농장이 구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2.미래의 빌딩형 수직농장 조감도

자료:김정호,식물공장의 동향과 망,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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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기후변화에 응하는 GM농산물 생산

(1)여건과 망

인구 증가,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수요의 증가와 유가 등,지

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응한 바이오에 지의 수요 증가 등으로 곡물가격의

상승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곡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고자 세계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제한된 경지면 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에게 닥쳐온 새로운 도 에 슬기롭게 응하기 하여 지난

10여년간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 자변형(GM)농산물 생산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GM의 장 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작물

생산체계에서 식용과 사료 섬유 안보를 향상시키기 한 작물 생산성 증 ,

빈곤과 기아 완화,환경에 미치는 농업의 향 감소,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

소 바이오연료의 효과 인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다.

반면에 GM 식품의 안 성에 한 논란도 많다.건강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 해성 논란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

히 공공의 GM 식품에 한 수용도가 낮은 실정이다.특히 GM이 자연을 거스

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 이다.

재 상업화된 유 자변형 생물체의 표주자는 유 자변형 농작물(GMO)

이다.세계 으로 GM 농산물은 1996년부터 본격 으로 재배가 시작된 후 면

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25개국에서 1억 3400만㏊에 걸쳐 재배

되었다.1996년의 170만㏊에 비하면 79배 증가한 기록이다.작물별로 보면

두가 5,860만ha로 세계 면 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옥수수가 3,520만ha

로 30.8%,면화가 1,500만ha로 13.1%,유채(카놀라)가 550만ha로 4.8%로 차지

하고 있다. 한 지역별로 보면 2007년 기 GM 농산물 재배면 은 미국이

가장 많은 5,770만ha로 50.5%를 차지하고,아르헨티나 1,910만ha(16.7%),

라질 1,500만ha(13.1%),캐나다 700만ha(6.1%),인도 620만ha(5.4%), 국

380만ha(3.3%)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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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농 진흥청이 2009년까지 18작목 88종의 GMO와 2가축 9

종의 형질 환동물을 개발 에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서 개발된 GMO의 품종화·산업화는 아직 실 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림 4-13.주요 국가의 GM작물 재배면 (199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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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

GMO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

으로 망된다.식품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의약품에 이용되어

질병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GM 농산물은 인체에 무해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식량증산을 이루어 특히

아 리카,개도국 등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식물공장 용 품

종이 개발되고,기후변화에 응하는 작물군의 재배가 일상화될 것이다. 한

소비자 개인의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어 비만,당

뇨병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발 에 따라 GMO의 안 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망된다.이에

따라 2050년경에는 다수 국가에서 GM 농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이를

통해 농업이 식량공 산업에서 다양한 고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고부가 기

반산업으로 발 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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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바이오 리 리 리 기술의 정착

(1)여건과 망

바이오산업이란 바이오기술(BT)을 바탕으로 생물체 기능 정보를 활용하

여 유용물질을 상업 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군을 의미한다.산업

바이오는 바이오매스를 원료(옥수수,콩,사탕수수,목재류 등)로 생물공학

기술(효소,효모 등 생 매 이용)을 이용하여 바이오 기반 화학제품 는 바이

오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바이오산업의 요성은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석유자원 체효과와 화석연료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

축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다.

특히 석유자원의 안으로서 태양 ,풍력,조력 등과 함께 바이오매스를 기

반으로 하는 바이오에 지 바이오화합물을 활용할 수 있다.바이오에 지

바이오화합물은 석유자원 기반으로 구성된 사회의 인 라를 거의 그

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 을 가지고 있다.

OECD는 바이오 신기술(유 체,유 학,단백체학)이 타 기술들과 융합을 지

속하여 2030년경에 로벌 경제에 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경제 시 로

진입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OECD,2009).바이오경제 시 에 진입함에 따

라 바이오리 이 리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망된다.

바이오리 이 리(Bio-refinery)는 오일리 이 리(Oil-refinery)를 체하기

한 새로운 개념으로,기존 산업시스템에서 석유로부터 생산하던 에 지,연

료,부가가치 화학제품 등을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하는 총체

인 시스템을 말한다<그림 4-13>.바이오리 이 리를 구성하는 공정에는 원료

로서 바이오매스의 수집과 장, 처리,주 부산물의 회수,부산물의 후속

이용,주/부산물의 가공 제품화 등 까지 포함할 수 있다.바이오리 이 리

공정을 통해 유기산,아미노산,바이오 라스틱 등이 있으며,바이오 연료로서

는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부탄올 등 바이오 기반 화학제품의 생산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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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바이오리 이 리와 오일리 리 시스템의 비교

(2)비

바이오리 이 리 기술을 농업분야에 용하는 경우에 폐기물을 거의 발생

시키지 않고 환경친화 인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를 들면 임계유

체(임계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 놓인 물질)를 이용한 미강제품(미,탈지미

강 등)생산 의 바이오리 이 리 도입 등 새로운 융합 녹색기술의 실용

화가 확 될 것으로 망된다.

향후 바이오리 이 리 련기술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망되며,

바이오리 이 리 방식의 농업분야 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와 환경

질 개선을 극 화하는 완 한 바이오농업이 실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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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분자기술을 활용한 앨지 실용화

(1)여건과 망

첨단 녹색기술인 화석연료의 체수단으로 앨지(algae,미세조류)이용의 활

성화를 들 수 있다.앨지는 옥수수,콩,야자 등의 곡물 바이오 작물보다 단

면 당 300배 더 많은 연료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진다.앨지는 햇빛과

물,CO2를 이용한 합성으로 에 지를 축 하며 신속하게 성장하므로 단기

간에 수확이 가능하다.

앨지는 민물과 해수에서 자라는데,생육에 필요한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그

리고 20～22℃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뿐이다.그리고 앨지의 여러 종류마다

서로 다른 비율의 오일,탄수화물,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엘지에서 짜낸 기

름은 바이오디젤로 변환할 수 있으며,나머지는 에탄올과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앨지를 재배하기 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수 천 종이 있으며,

각 종은 세포 내에 각기 다른 비율의 지방,단백질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이런 미생물을 이용한 에 지 활용 가능성에 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5.분자생물학 개량균주를 이용한 앨지 생산과정

자료:박 숙,유엔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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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는 비식용 조류를 이용하여 유용물질을 량 생산한다는 기술인 분자농

업(molecularfarming)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분자농업은 비용 고효율 구조

의 미래 산업 활용도가 높은 미래의 유망 기술이다. 재는 주로 바이오의약

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나,앞으로 화장품과 효소,비타민 등 다양한 물질 생

산에 용할 수 있는 효과가 큰 기술로 볼 수 있다. 한 분자농업을 이용

하면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에탄올,메탄 등 다양한 청정에 지 생산

도 가능하다.

나아가 앨지를 친환경축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앨지를 이용하여 축산폐수

의 질소,인 등에 한 생물학 고차처리가 가능하며,이를 통해 수질 개선

을 실 할 수 있다.

앨지 생산은 친환경 3세 바이오에 지 생산시설 지원으로 녹색성장 가

능하고,간척지와 같은 경작이 불가능한 국토의 효율 인 이용이 가능하며,자

체 인 바이오에 지 생산으로 세계 에 지 기에 비할 수 있다.이 밖에

도 앨지는 분자생물학 개량균주 개발로 지속 인 에 지 생산이 가능하고,

농 토지의 효과 인 개발로 국토의 균형 인 발 을 추구하는 동시에 농

지역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2)비

앞으로 앨지를 간척지나 습지 등에서 량생산하여 바이오연료 산업화를 실

할 수 있을 것이다.첨단 녹색기술을 활용한 앨지의 량생산 기술을 기반으

로 체에 지 산업화를 도모하고,분자농업 핵심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농업

을 제조업 수 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앨지를 통하여 상용화될 분자기술은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 산업 역으로

환시킬 것이다.분자농업 기술이 정착되는 경우 농업생산물의 활용 범 를

식품에서 의약품과 바이오에 지 등으로 환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한 분자농업기술을 식물공장과 연계하는 경우 새로운 고

소득작물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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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배양육 산업의 발

(1)여건과 망

물 부족과 식량 기에 비한 방안으로 기세포를 이용한 배양육 생산기술

이 빠르게 발 하고 있다.배양육(CulturedMeat,meatwithoutanimals,

in-vitromeat)은 세포공학기술로 쇠고기의 세포를 배양하여 육류를 만드는 기

술이다.배양육은 처리 가공된 육류를 원하는 크기나 모양으로 배양 가능한데,

특히 소시지,햄버거, 겟 배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그림 4-15>.

그림 4-16.세포공학기술을 활용한 배양육 생산

자료:박 숙,유엔미래포럼.

공장에서 어내는 고기 즉 포장육(invitromeat)는 NASA에서 개발한 것이

다.우주에서 동물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우주비행사들에게 제공하기 하여 개발되었다.미국의 FDA에서 1995년에 승

인을 한 기술인데,NASA는 2001년에 실제로 배양육 고기를 생산한 바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08년 4월에 theFoodResearchInstituteofNorway라는 연

구소 주 으로 상업용 배양육 시회를 가졌으며,2009년 11월에는 네델란드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돼지고기 세포를 축출 배양한 배양육을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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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 다.네덜란드는 2012년에 기세포 배양육을 생산하여 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배양육 생산에는 특정 세포만이 사용된다. 기세포를 이용하면 배양의 속

도가 아주 빨라진다. 기세포 사용은 근육질세포로 확정된 세포를 가지고 오

거나 아니면 기세포와 근육질세포를 함께 넣으면 속도도 빨라지고 맛도 좋

아지는 방법이 개발 에 있다.배양육 생산 기술이 정착되는 경우 축산분야에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환경친화 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망된다.

(2)비

배양육은 값싸고 건강하며 동물 애호가들의 염원이면서 환경오염을 이는

최 의 식량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배양육을 생산하게 되면 축사에서 가축

을 집약 으로 사육하는 것보다 환경친화 이고 축산 분야의 환경 문제를 발

생시키지 않고 단백질 공 과 생태계 보 지구온난화를 여 탄소경제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2050년경에는 ‘동물 없는 고기’를 생산하는 배양육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

으로 망된다.배양육 산업은 동물복지 주창자들이 강력하게 후원하는 산업

이 될 것이다. 한 배양육과 같은 맥락에서 식량생산에 사용되는 땅이 어드

는데 한 안으로 땅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배양곡물이나 배양채소 등도

미래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2.2.10.물 부족 시 의 해수농업

(1)여건과 망

해수농업은 농작물 경작지 확 기능성 작물 재배에 활용될 수 있다.담

수에만 의존하는 농업은 가뭄,사막화 등 물 부족을 겪게 될 험에 노출되어

있으나,해수는 무한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해안 지역 내륙 사막 등의

불모지에서 해수농업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바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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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양 염류 미량요소를 활용하여 기능성 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다.3

해수농업은 제2차 세계 이후에 검토하기 시작하여 1970년 부터 시도

되었으나,아직 상업화의 기 단계에 있다.해수농업의 실제 인 용사례로

1978년 멕시코 서부 해안가에서 처음으로 실험 재배되었으며, 재도 염기에

강한 식물을 재배하는 실험농장을 운 하는 수 이다.해수농업 분야의 연구

를 선도하는 해수재단(TheSeawaterFoundation)에서 염기에 강한 유지작물인

Salicornia나 Atriplex를 캘리포니아,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키스

탄,인도 등에서 재배를 성공하 다.

국은 1990년 들어 해수농업을 실험하고 가능성을 확인하 다.1990년

부터 약 30만ha에 달하는 산동성,허베이성, 동성,하이난성 등의 해안 지

역 염기성 토지와 갯벌에 과 그리고 유지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국 과

학자들은 해수를 사용하여 유 자변형 토마토,가지,후추, 등을 세계 최

로 해안지역에서 재배했다고 발표하 고,하이난 학 연구소는 담수에서 자라

는 작물에 해수에서 생존가능한 유 자를 이식하는 데 성공하 다.

최근에는 거 한 유리 온실 타워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농업용수로 활용하

는 신개념 농법인 '해수 하늘 농장'이 아랍에미 이트의 두바이에 로젝트 사

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4이는 바닷물을 직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

라 바닷물로 온실 안의 온도와 습도를 조 하고 결로 상으로 증발된 습기로

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농업용수를 해

결하는 획기 인 미래형 농업 시스템의 한 사례이다.거 한 기둥에 떡잎모양

의 유리 온실을 층층이 만들어 연결하고,바닷물을 펌 로 끌어올려 기둥과 유

리온실에 순환시킨다.온실 바닥으로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은 온실의 뜨거운

공기를 식히고 농작물에 필요한 습기를 공 한다.그러면 온실 안은 식물이 생

장하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된다.

3
박 숙,“신농업 명이 오고 있다”,｢ 문가들이 보는 2050농업·농 의 미래｣,한국농
경제연구원,2010.7,pp.1-49.

4
두바이에 구상하고 있는 ‘해수 하늘 농장'은 거 한 유리 온실 타워에서 바닷물을 증발
시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신개념 농법이다.‘해수하늘농장'은 지난 2년간 아랍 에미
이트에서 주택과 인 라 건설을 해온 이탈리아의 건축회사 ‘스튜디오 모바일'사가 두

바이에 제안한 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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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두바이의 해수 하늘농장 모식도

자료:주기 ,2009.

(2)비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수 자원이 풍부하다.해수에

는 다양한 미량원소가 함유되어 기능성 작물의 재배도 가능하다.따라서 해수

농업은 미래의 유망한 기술로 새로운 식량자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구

가 될 수 있다.

해수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해수농업에

합한 작물과 재배법을 개발하여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의 농업을 활성화하

고,나아가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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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업의 성장동력과 새로운 활로

3.1. 논  

경제 발 에 따라 농업의 산업 지 는 축소되는 추세이다.국내총생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 은 1970년에 25% 수 을 기록하 으나,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08년에는 2.2%를 나타냈다.그리고 향후 망을 분석한

KREI-KASMO추계에서도(부록 참조),앞으로 2030년까지 농업생산액은 연평

균 0.3%내외의 성장이 측되지만,부가가치는 연평균 0.2%정도 감소할 것

으로 망되었다. 한 경지면 은 연평균 0.7%,농가인구는 연평균 1.8% 정

도 감소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표 4-6.농업의 국민경제 지 변화

구 분

경제성장 농가인구 취업자

농업부가
가치
(10억원)

GDP비

(%)

경제성장
기여율
(%)

농가인구

(천명)

인구비

(%)

농림업취
업자수
(천명)

취업자

비 (%)

1970

1980

1990

2000

2008

644

4,774

13,018

21,587

20,165

25.5

13.8

7.8

4.0

2.2

-

177.8

-5.4

4.6

2.5

14,422

10,827

6,661

4,031

3,187

44.7

28.4

15.5

8.6

6.6

4,756

4,429

3,100

2,162

1,633

49.5

32.4

17.1

10.2

6.9

자료:한국은행,국민계정.

이와 같이 농업의 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비 요소이다.그러나 경제 발 과정에서 농업의 비 이 상 으로 감소

하는 것은 부분의 선진국들이 경험한 사실이며,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선진국 농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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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총소득의 감소는 농업 발 을 해서는 새로운 소득원과 성장동력

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의 신호이기도 하다. 통 인 농업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자본기술집약 농업을 통하여 생산성을 지

속 으로 향상시켜 나가며,수확후 처리기술(post-harvesttechnology)을 개발하

여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농가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성장 부문 심으로 농업구조 개

편될 수 있다는 희망 요소이기도 하다.장기 으로는 소수 정 화된 농업인

력 구조로 개편될 수 있는 것이다.농업인구 고령화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부담

이 되고 있으나,한편으로는 고령 경 주의 은퇴에 따라 은 후계인력이 진입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특히 업농들은 규모경제의 유리성을 발휘

하여 유동화되는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을 집 하면서 지속 으로 경 규모를

확 하여 업농 심의 생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경 체들이 농업생산을 주도 으로 이끌어가면서 생산 품목도 일반경종

농업에서 축산과 시설원 등의 성장작목 심으로 조정되어 갈 것이다.따라

서 미래의 농업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축산과 시설원 가 주력을 형성하게

되고, 한 지역농업 차원에서 다양한 소득작목이 개발될 것으로 망된다.

미래 농업은 부가가치를 시하는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지난 반세기 동

안에 한국 농업은 ①생산성 시(신기술)⇒ ②상품화 시(신상품)⇒ ③부가

가치 시(신수요)의 단계로 진화해 왔다.즉,1960～80년에는 식량이 부족한

생산자 주도의 증산 시 로서 녹색 명을 추구하 으며,토지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1980～2000년은 상업농이 발달하여 농산물 상품화가 시되었으

며,생산자 심에서 소비자 지향형 농업으로 환되면서 마 신이 추진

되었다.그리고 2000년 이후는 농산물의 공 과잉이 가시화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한 가공산업이 시되고,나아가 생명산업과 연계하여 동식물자원

이용기술이 개발되는 등 농업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5

5
농업과학기술의 미래에 해서는 신태 ,“과학기술 발 과 농업·농 의 미래”｢ 문가
들이 보는 2050농업·농 의 미래｣,한국농 경제연구원,2010.7.pp.245-280 이규

성,“농업과학기술의 발 망”,상게서,pp.281-338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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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한국 농업의 신 단계

우리 농업은 잠재력이 많으며,지난 세기 동안에도 농업인들의 부단한 노력

을 통하여 커다란 발 을 이룩하 다.이제는 탄탄한 식량자 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SWOT분석을 통하여 정리하면 한국 농업의 강 (Strength)으로는 우수한

인력과 벤처정신,R&D역량,정부 지원정책 등이,약 (Weakness)으로는 소

한 경지와 세농 구조,고지가·고임 ,물류시스템 비효율성 등이,기회

(Opportunity)요소로는 로벌 시장 확 ,국민소득 증가,산업기술 활용, 문

경 체 형성 등이, (Threat)요소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국경보호조치

축소, 국 농업의 성장과 수출시장 경합 등이 련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다.이들 요소 가운데 강 과 기회는 살리고 약 과 은 보완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농업을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말한다.미래 농업은 식품산업과

의 연계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생산(품목)· 비용 구조로 환,신상품(기능

성농산물/식품)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후방

련산업으로 종자(육종),농기계·장비,농자재,농업정보 등의 발 가능성이

크며, 방 련산업으로는 포장,유통,가공,외식,마 ,서비스업 등의 성

장잠재력이 크다.나아가 미래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기후·환경산업,농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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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바이오 에 지산업,농 문화· 산업 등과 연계하면서 미래 비 을 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9.농업의 역 확장

3.2. 주요 이슈  2030/2050 망과 

3.2.1. 문경 체 심의 농업구조

(1)여건과 망

우리 농업은 평균 으로는 세농 구조라고 일컬어지지만,내부 으로는

1990년 이후 계층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업농 심으로 규모화· 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최근의 추세를 연장하여 농 비 을 추정해 보면,논 3ha

이상 농가의 면 비율은 2010년 31.6%에서 2030년 49.4%이 되고 2050년에

는 77.3%로 늘어나며,밭 2ha이상 농가의 면 비율은 2010년 35.9%에서

2030년 55.3%가 되고 2050년에는 85.1%가 될 것으로 망된다. 한 시설원

6,600㎡(2000평)이상 농가의 면 비율은 2010년 54.3%에서 2030년

61.7%가 되고 2050년에는 70.0%가 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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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논 밭 과수 시설원

3ha이상 2ha이상 1ha이상 2000평 이상
호수비율 면 비율 호수비율 면 비율 호수비율 면 비율 호수비율 면 비율

2010 6.7 31.6 4.7 35.9 15.2 47.2 9.1 54.3

2030 20.1 49.4 9.6 55.3 17.4 53.1 4.0 61.7

2050 60.4 77.3 19.4 85.2 19.9 59.6 1.8 70.0

구 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30두 이상 50두 이상 1000두 이상 10000수 이상
호수비율 면 비율 호수비율 면 비율 호수비율 면 비율 호수비율 면 비율

2010 9.5 54.4 61.8 82.9 34.8 82.5 1.4 78.5

2030 24.3 62.6 92.4 97.8 58.0 96.2 3.8 92.6

2050 62.3 72.1 99.0 99.0 96.6 99.0 10.1 99.0

축산경 의 문화는 더욱 빠르게 진 되고 있다.한우 30두 이상 농가의 두

수 비율은 2010년 54.4%에서 2030년 62.6%가 되고 2050년에는 72.1%로 늘어

나며,돼지 1천두 이상 농가의 두수 비율은 2010년 82.5%에서 2030년 96.2%

가 되고 2050년에는 100% 가까이 될 것으로 망된다.

농식품부에서 행정통계로 집계한 농업소득 1억원 이상 농업인은 2008년에 9

천명(개인 8,436명,법인 618명)정도이며6,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에 한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표 4-7. 농규모별 생산비 망

단 :%

자료:통계청 자료에서 1990·1995·2000·2005년 추세치를 용하여 추정.

한 개별농가가 동조직을 형성하여 법인화하는 농업법인도 건실하게 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농업법인사업

체통계에 의하면,2008년 말에 6,003개의 농업법인이 운 되고 있다.이들 농

업법인 외에도 최근에 들녘별 경 체,마을 농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

동사업체가 결성되고 있으며,이들이 업화·법인화의 유리성을 발휘하면서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경 체로 발 할 것으로 망된다.

6
농림수산식품부 경 조직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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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업구조 주요 특징

산업

∘ 규모 업농과

들녘별 조직경 체 병존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생산유통 심체 역할

원

산업

∘채소·과일은 고품질

친환경기술체계 실

∘산지유통센터(APC)

심의 공동계산제 정착

∘수출형 농업법인 출

축산업

∘계열화 생산체계,계열

주체 랜드화

∘친환경축산 정착

∘냉장유통 체계

(2)비

농업구조가 문경 체 심으로 재편되어 업농의 생산 비 은 2030년경

에 70%에 달하고,2050년경에는 80% 이상을 유할 것으로 망된다. 생

산은 자 농가가 탁 농 형태로 존재할 것이지만,시설원 와 축산경

은 규모 업농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한 농업법인은 2030년에 8천개

소 정도,2050년에는 1만개 이상이 운 될 것이다.

따라서 청장년 업농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심 세력을 형성하여 건

실한 소기업 수 의 경 자로서 사회 지 를 갖게 될 것이다.

표 4-8.품목별 산업구조의 미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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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품목별 조직화와 로벌 농업회사의 성립

(1)여건과 망

최근 들어 정부의 육성정책을 배경으로 품목별 조직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존의 농 조직이 지역 단 로 공동생산·공동출하를 담당해 왔으나,

최근의 품목 조직은 훨씬 응집력이 강한 국 단 의 조직으로서 자율 인 수

안정과 소비 진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품목 조직화를 가장 먼 시작한 선구 인 분야가 축산이다.특히 1970년

부터 추진된 육계와 돼지의 계열화사업은 오늘날 규모 농기업을 탄생시켰

다.특히 육계는 계열화업체를 통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70%를 넘을 정

도로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주)하림과 (주)마니커는 규모 계열화업체로서

우리나라 육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돼지는 계열화 비율이 20% 정도로 아직 낮으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독자 랜드를 확립하고 있다.

도드람양돈 동조합은 농업인 그림 4-20.도드람 계열화사업 체계

이 심이 되어 설립한 계열화

주체로서 ‘도드람포크’라는 랜

드를 확립한 성공사례로 일컬어

진다.

원 분야에서는 생산을 문

화하면서 유통 수출사업을

담하기 한 조직화가 활발하

다.참다래 유통조합인 ()참다

래유통사업단, 리카 수출회

사인 (주)농산무역,화훼 수출회

사인 (주)로즈피아 등은 농업인

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업 경

체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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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연합사업,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같이 동조합이 산지출하조직을 계

열화한 마 조직으로 발 하고 있으며,미곡종합처리장(RPC)통합 거

산지유통센터(APC)육성 등도 계열화를 진하고 있다.그리고 정부와 지자

체,농가,농기업, 학,농업 련기 의 력을 통한 농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조직화를 활성화하는 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림 4-21.농기업 조직화의 발 단계

(2)비

미래 농업은 규모 농산물 유통회사(조합)가 계열화 형태로 조직화되어

업농들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망된다.이들 조직체가 국내유통을 지배하고

수출시장에 진출할 것이다.조직 형태로서 작게는 지역 단 의 농조직 형태

로부터 크게는 국 단 의 계열화 농기업체가 성립할 수 있으며,지역의 농식

품클러스터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주)하림과 (주)CJ등이 농식품유통기업으로 발 을 모색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제스 리’(Zespri),‘선키스트’(Sunkist),‘델몬트’(DelMonte)등

과 같은 로벌 농산물유통기업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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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과 원 작물 심의 생산체제로 재편

(1)여건과 망

농업생산구조는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특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성장작목과 쇠퇴작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개방이 더딘 생산은 안정 으로 유지되고 있으며,채소(특히 시설채소)

와 과일의 생산은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축산은 육류 소비

가 증가하고 우병 사태 등으로 식품안 성이 두되면서 수입이 늘어나지

못한 반면에 국내 생산이 크게 증가하 다.

그림 4-22.농업생산액의 품목별 추이

자료: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에서 작성.

농식품부가 추계한 2009년도 농업총생산액의 상 10개 품목을 보면 미곡,

돼지,한우,닭,우유,계란,오리,건고추,인삼,감귤 등의 순이며,이들 10개

품목이 체 생산액의 63.1%를 차지하고 있다.여기서도 나타나듯이 축산이

우 를 하고 있으며,특히 최근에 들어 오리의 신장세가 주목된다.

이 게 쇠퇴하는 작목을 체하는 새로운 품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표 인 작물이 리카로서 1990년 에 네덜란드에서 도입하여 재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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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품종 개발 작목 도입 재배방법 개선

실용

단계

찰옥수수,자색고구마,호박고구마,

야콘,새싹채소, 추,당조고추,오이

맛고추,미니양 ,고추냉이, 리카,

복분자,블루베리,블랙베리,체리,

개량오디,동충하 버섯,인진쑥

우 이농법 ,키토산 ,유기농

,찰 보리,논콩,콩잎,가을딸

기,고설재배딸기,밭미나리,돌미

나리,새송이버섯,장뇌산삼

시험

단계

감미옥수수(경북),귀족서리태(청양),

자색감자(나주), 밤호박(하동),

잣버섯(가평), 흰민들 (고흥),

백도라지(괴산), 컬러버섯(진안),

바귀(춘천),지 (진도),해당화

옥록차( ),둥근마(충주)

수경재배 인삼(철원),하우스무화과

(보령),겨울감자(해남),백운배( 양),

속새나물(서산),섬 (신안),밭고

사리(제주)

시작하 는데, 재는 수출주력 품목으로 국내 생산량의 부분이 일본에 수

출하는 정도로 일본 시장 유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표 4-9>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다양한 소득작목이 개발

되어 실용화되고 있다.신품종 개발 는 재배방법 개선을 통하여 신상품을 생

산하려는 노력이 미래 농업의 성장 잠재력인 것이다.

표 4-9.최근의 고소득작목 개발 사례

자료:농 진흥청,지자체 등의 련자료에서 정리.

(2)비

미래 농업은 자 을 유지하면서 원 작물 심의 고소득 농업 체제로 재

편될 것이다.2030년경에는 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완 개방 시 로 어들

게 되며,특히 국과의 자유무역 정(FTA)에 따라 우리 농업은 비교우 가

있는 신선채소와 과일 등의 원 작물이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이다.가축

은 분뇨처리와 악취 문제 등으로 친환경축산 형태만이 존속될 것이다.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되면서 국 농업과의 분업 체제를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이 경우에 한국 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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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고령화 진 과 실버농업

(1)여건과 망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이다.통계청의 인구 측에

의하면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고,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망이며,2026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미래의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인구 비 은 크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

구 비 이 38%에 달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부문은 이미 1980년 반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고,90년

반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 으며,1999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다.2009년

재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은 34.2%로서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한

농 인구 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에 18.6%로서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그림 4-23.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

<1990년> <2005년>

자료:통계청,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고령화는 응 여하에 따라 기인 동시에 기회의 측면도 존재한다. 기 측

면이란 고령농이 다수 잔류하는 경우에 농업생산성이 하되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며,기회 측면이란 후계농업인 참여와 농규모 확 등으로 농

업구조개선을 한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이다.



128 제4장128

구 분 주요 특징

지속발

시나리오

∘고령 인력의 한 활용과 여성 인력 외국인 노동자의 조화

∘고령 친화산업의 안정 발 기반 확보

∘고령화사회 환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고령층의 안정 수요 확보

쇠퇴

시나리오

∘‘고령화→생산성 하→성장둔화→신규진입 감소→고령농 잔류’악순환

∘노동인구 감소에 응한 체인력 공 확보 부진

∘고령농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재정 악화

농업생산기능 하에

한 응

농 사회기능의

변화에 응

고령자 자신의 삶

회복

개인

∘고령자에 합한

농업생산

∘지역농업 추진에

한 지도 조언

∘지식경험을 활용한

활동(문화 승)

∘마을 활동에 한

지도 조언

∘자기능력 계발,

건강 리

지역사회

∘지역농업 조직화

(농작업 수 탁,

농지임 차)

∘지역사회에서 고령

자의 역할 부여

∘생활환경 정비

정부정책

∘고령친화형 작목,

작업 개발 보

∘유연한경 승계지원

∘생활환경 정비

∘취업기회 제공

∘생활설계,건강 리

지도

표 4-10.고령화 향 시나리오

표 4-11.고령화에 한 주체별 응 방향

(2)비

고령 농업인의 일자리로 ‘고령친화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노동집

약 소득작목(약 ,복분자,블루베리 등) 경량채소(: ,고추,마늘)

등은 고령농업인에 합하며,농업경 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농원, 통식품가공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령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도시민의 은퇴노후형 귀농·귀 로그램이

정착될 것이다.특히 도시의 은퇴자 유치를 한 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

운,은퇴농장 등이 조성되고,귀농교육 로그램이나 귀농컨설 등도 활발하게

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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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미래

산지

∘선별, 온 장, 냉,소포장

등으로 상품화· 랜드화

∘도매시장,물류센터, 형유통

업체 등에 출하

∘ 처리,가공 등 유통업체·식품

가공업체·식자재업체 등의 요구

에 부응한 맞춤생산·맞춤유통

구

3.2.5. 자상거래와 RFID기반의 농산물 유통

(1)여건과 망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 비 이 축소되고 형유통업체 직거래· 자상

거래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2008년의 농산물 유통 비 을 보면

도매시장·공 장이 49%, 형유통업체가 16%,직거래· 자상거래가 14%,장

외거래가 21% 등으로 구성된다.따라서 향후 형유통업체, 자상거래업체,

통신 매회사 등의 새로운 유통주체를 통해 통신거래, 자거래, 약거래 등

다양한 유통방식이 보편화될 망이다.

이러한 흐름에 응하여 정부에서도 자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축산물 사이

버거래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도매시장의 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자거래(B2C)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일정 규모이상 량 거래가 가능한

공 자와 구매자를 상으로 새로운 시스템(B2B)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자상거래는 인터넷과 IT발 에 따라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상된다. 재의 web2.0시 에는 홈페이지(포털사이트),ucc,블로그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web3.0시 (2010～2020)에는 클라우드 컴퓨 을 활용하여

방 한 양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될 것이며,web4.0시 (2020～2030)에

는 인공지능이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류 체계와 련하여 농산물의 표 규격 공동출하 비율이 2030년경부터

80%수 에 달하고 물류표 화도 빠르게 진 될 망이다.특히 정부의 시설

개선계획에 따라 2030년경부터 유닛로드시스템(ULS), 온유통체계(cold-chain

system)등의 선진유통체계가 보편화될 것으로 망된다.

표 4-12.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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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표 규격 트,하역기계화

등 식 물류 표 화 구

∘부분 인 ULS, 온유통 추진

∘ULS,콜드체인시스템 완비

∘RFID 기반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생산·유통 이력추 리

소비지

∘도매시장의 물류기능 시

∘ 형유통업체의 비 증가

∘다양한 소매 신업태 등장

∘도매시장은 가격형성기능 담당

∘ 형유통업체,통신 매 비

증가

∘웹 기반의 자상거래(직거래)

(2)비

2020년경부터 자태그(RFID)기반의 농산물 거래시스템이 구 될 것이다.

자태그가 바코드시스템을 완 체하고,생산·가공·유통이력정보를 자동으

로 자태그에 수록하여 자동으로 정보를 수신·발신하고 소비자가 상 에서

물건을 담으면 자동으로 상품 이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그림 4-24.유비쿼터스 자상거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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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사업체수

(천개)

종사자수

(천명)

매출액

(십억원)

부가가치

(십억원)

식품제조업 60 295 52,414 9,933

외식산업 545 1,524 39,562 15,646

식품산업 605 1,819 91,976 25,578

(식품산업비 ) (18.8) (11.8) (5.2) (3.8)

체산업 3,227 15,436 1,778,203 675,537

표 4-13.식품산업 황 지표(2006)

2030년경에는 사이버마켓(Virtualmarket)이 본격화될 것이다.소비자는 사

이버마켓에서 상품정보(당도,향기, 양,안 성 등)를 확인하고,식품의 부

분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이 게 생산자-소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농

산물 도매시장, 형 식품 매장 등이 차 축될 것으로 상된다.

3.2.6.농식품산업과의 연계 발

(1)여건과 망

식품산업은 다양한 원료와 설비를 사용하므로 다른 산업의 생산 증 에 기

여하는데,특히 원자재를 공 하는 농수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후방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를 들어 생산유발효과가 큰 부문은 육류 육가공품,낙

농품,수산가공품,정곡,빵․과자․국수류,조미료,과실 채소가공품,기타

식료품,음료,외식업 등이며,식품산업에서 1억원 매출액 발생시에 체로 4

명 이상의 고용을 필요로 하므로 타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다.참고로 취업

유발계수는 육가공 7.1,청과가공 5.9,외식 6.3등이다.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는 2006년 기 으로 사업체 수 60만개,종사자 수

182만명,매출액 92조원,부가가치 25조 6천억원 등으로 요약되며,이러한 산

업규모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농식

품부는 2020년까지 식품산업을 매출액 260조원과 고용 212만명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료:통계청(사업체수,종사자수),한국은행(매출액,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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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FoodValley

-수입 원료를 첨단 기술과 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수출

-와게닝겐 학을 심으로 70여개 로벌 식품기업,20여개 연구소,

1,000여개 연 업체가 입주하여 연 460억불 매출

-2000년 로드맵 발표 이후 단기간에 세계 클러스터로 성장

￭ 덴마크‧스웨덴 OresundCluster

-외 순 학(14개 학의 컨소시움)과 연구기 , 로벌 기업간 신테크

워크 구축

-기업과 농업법인이 공동으로 건강식품 랜드(Provia)를 개발하여 연

600억불 매출

국 식품음료연합회 IGD자료에 의하면 세계 식품시장은 2010년에 4조 4

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2020년에는 6조 4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이는 자동차산업(1.7조 달러)이나 IT산업(0.8조 달러)보다 큰 규모라고

한다. 한 오늘날 웰빙은 세계 인 추세로서 이로 인한 세계식품시장 규모의

확 가 상된다.

특히 아시아의 식품시장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9%로서 서유럽

(2.4%)보다 높으며, 국과 인도의 인구 증가를 반 하여 거 한 시장으로 부

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더욱이 우리나라가 치한 동북아시아는 16억명의

인구에 1백만명 이상의 도시가 100여개 분포하고 있어 식품시장의 성장 잠재

력이 큰 지역이다.우리나라는 아시아 3 규모의 식품시장 기반을 토 로 동

북아 식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 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정부는 2010년에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출범시

켰다.앞으로 식품기업과 연구소 등을 극 유치하여 신클러스터로 조성한

다는 계획이다.이 계획이 착실하게 추진되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식품산업을 주도하는 로벌 식품클러스터로서 푸드밸리(네델

란드),외 순(덴마크-스웨덴),나 밸리(미국),에 리아 로마나(이탈리아)등

에 필 하는 세계 5 식품 클러스터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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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시장의 성장과 아울러 한식당이 세계로 확산될 것도 기 된다.해외 한

식당은 2008년 재 약 1만개소 정도가 운 이나,농식품부는 2020년에 4만

개 목표로 확산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4.국내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황

구분 법인명 랜드명 진출국가 포수

고 식당

(22)

한우리외식산업 서라벌 국(6),홍콩(1) 7
화륜 가온 국 2

두산주류BG 수복성 국 2

더본코리아 본가,새마을식당 국 6
놀부NBG등 5개 수라온 등 미국, 국,일본 5

테마

패 리

스토랑

(38)

홍 원 홍 불닭 일본(9), 국(2) 12
행복을굽는사람들 오발탄 국 3

놀부NBG 놀부집항아리갈비 국(3),일본(2) 5
토성에 시 옛골토성 국 3

오리엔스에 디 한스비빔밥 미국(1), 국(1) 2

추시스템 추찜닭 일본 2
이바돔감자탕 이바돔감자탕 일본 3

틈새 등 5개 틈새라면 등 미국, 국,일본 8

테이크

아웃

(11)

본아이에 본죽
미국(2),일본(3),
말 이시아(1)

6

GGN푸드 김가네김밥 국 2

종로김밥 종로김밥 미국 3

합 계 71개

자료:2009외식정보.

(2)비

식품시장의 성장에 따라 로벌 농식품기업이 탄생할 것이다.2020년경부터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 5 식품 클러스터로 면모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도 형 식품기업이 성립될 것이다.

한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한식’이 세계인에게서 사랑받는

로벌 웰빙식품으로 인식되고,우수한 한식 조리사(한식스타쉐 )가 양성되며,

향토음식 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한식의 상품화가 실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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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농생명 바이오산업으로 발

(1)여건과 망

생물산업과 동식물자원 이용산업은 BT 신 융복합 기술개발에 따라 다

양한 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를 들어 식물자

원 분야에서는 식물종자(형질 환),바이오에 지,기능성제품(화장품,향료,

의약품)등이,동물자원 분야에서는 가축개량,동물제품(이종장기, 기세포),

동물의약품,천 곤충 등이,미생물자원 분야에서는 발효미생물(효소,효모),

토양미생물,미세조류 등이 각 을 받고 있다.

표 4-15.농업바이오의 범

분 야 범

재화

생산

생물의약
항생제,항암제,백신,호르몬제,면역제제, 해제,성장인

자,신개념치료제,진단키트,동물약품 등

생물화학
생물고분자,효소 시약류,바이오화장품,생활화학제품,

생물농약 비료 등

바이오식품 건강기능식품,아미노산,식품첨가물,발효식품,사료첨가제 등

생물환경
환경처리용 미생물제제,미생물 고정화소재 설비,생물환

경제제 시스템,환경오염 측정시스템 등

생물 자 DNA칩,단백질칩,세포칩,바이오센서,바이오맵스 등

생물기기 생물반응기,생체의료기기 진단기,생물공정 분석기기 등

바이오
에 지자원 바이오연료,인공종자,실험동물,유 자변형 동식물 등

서비스

제공

생물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생물정보서비스,유 자 련 분석서비스,단백질 련 분석

서비스,연구개발 서비스,생물안 성 생리활성화평가서

비스,진단 보 서비스 등

자료:한국바이오산업 회,2005.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아열 온 지역에 치하는 천혜의 자연환경

을 배경으로 세계 으로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이를 이용하는 유

자원 산업은 원형을 가공한 제1세 활용 형태에서 원 ,건강식품,세제,화

장품,환경정화 등의 제2세 형태로 발 했으며,최근에는 질병 방,생체조

물질,산업효소,생물 매제 등의 제3세 활용 형태로 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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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사회가 성숙될수록 건강 생명연장을 한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농 진흥청의 기술 측에 의하면 2030년에는 바이오장기 생산

용 형질 환 미니돼지를 확립하고 산업화 모델이 개발되어 바이오장기용 복제

돼지의 산업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050년에는 개인별 맞춤형 바이오

장기생산 동물이 완성되어 질환발생시 개인별 특성에 합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재건 의료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이다.

(2)비

미래 농업은 국민의 식량공 과 함께 동식물자원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농생

명산업이 주력을 이루고 생명자원 제품이 유망한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이

다.동식물자원 등 생명자원을 IT·BT·NT와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게 되어 2030년경에는 생명자원제품 수출이 5억 달러를 달성하고,2050년에

는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림 4-25.2030/2050년 농생명과학기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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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지구 곳곳의 해외농업기지 운

(1)여건과 망

2000년 들어 해외농업개발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최근의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은 로벌 식량 기,바이오 연료생산 증가,UN의 새천년개발목표 등과

련된다.72007/08년의 로벌 식량 기는 식량수입국들로 하여 식량안보

의 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 2008년에 발생한 로벌

융 기로 국제식량가격 국제원자재 가격이 락하면서 국제 식량수 에

향을 미쳤다.특히 세계 으로 체에 지 확보를 하여 바이오 연료생산

을 늘이는 상황에서 해외농업 개발에서도 식량과 바이오 연료 생산 간의 선택

이 요하게 되었다.여기에 더하여 UN은 2015년까지 빈곤 인구를 반으로

인다는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제시하고,이를 실 하기 한 국제 인 농

업개발투자의 확 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이미 국,일본, 동국가들이 경쟁 으로 해외농

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2009년에 농식품부가 ‘해외농업개발 10

개년 계획’을 수립하고,한국농어 공사를 해외농업개발 사업주체로 지정하여

해외농업 진출법인에 하여 자 을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해외농업개발 투

자방식으로 직 생산(농장형)과 유통망확보(유통형)를 병행하는 원칙을 세우고

지원해 나가고 있다.정부의 지원 시책에 힘입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사

업이 늘어나고 있다.농식품부가 2009년 말로 집계한 실 을 보면,총 28개 민

간 기업이 10개국에 진출하여 농지 198,765ha를 확보하고 이 55,413ha를 경

작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표 4-16참조)

 해외농업개발에 한 국제사회의 견해에는 신식민주의로 보는 부정 인 시

각과 새로운 농업발 기회로 보는 정 인 시각이 공존한다.이러한 마찰을

이기 하여 FAO에서는 해외농지 확보와 련한 국제규범(Code of

ConductsforForeignLandInvestment)을 비하고 있다.이 규범은 향후 해외

7
김용택,“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상업농경 ｣국제농업개발원,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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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업체/단체명
진출
연도

경지면 (ha)
재배작물

목표
확보
('09)

경작
('09)

10개국 28    340,393 198,765 55,413   

러시아

(연해주)

(주)유니베라 ’98 2,150 200 200 황 ,콩

한농복구회 ’96 106 106 106 콩,채소 등

(유)상생 농 ’99 130,923 130,923 30,000 벼,콩,

(주)바리의꿈 ’99 1,586 1,000 1,000 ,콩,야채

아로 ’08 50,000 12,000 3,100 ,옥수수,콩

(주)서울사료 ’08 54,450 3,000 3,000 ,옥수수,콩

공업 ’09 20,000 9,400 3,000 콩,옥수수

인도네시아 씨디엠인터내셔날 ’09 30,000 100 100 옥수수

라오스
(주)에코 라임 ’09 10,000 1,000 383 콩

다움에 앤비 ’09 450 450 -

몽골
(주)굿모닝팜 ’99 3,000 3,000 3,000 콩,

동 문개발 ’09 12,111 12,111 - ,옥수수

필리핀

(사)한농복구회 ’94 1,000 1,000 1,000 야콘

신명알앤디 ’08 18,000 18,000 - 옥수수

코 농산 ’08 300 300 300 옥수수

베트남 진기업 ’04 0.2 0.2 0.2 시설원 (난)

우크라이나 이크림 코리아 ’08 3,477 3,477 2,592 콩

캄보디아
충남해외농업개발 ’09 3,842 50 50 옥수수

이 선 ’08 999 999 - 옥수수

국

손성렬 ’06 1 1 1 버섯

유 신 ’09 230 230 230 콩,옥수수

그린피스 농장 ’09 17.9 17.9 17.9 팽이버섯

라질 돌나라통상 ’09 8,200 1,400 1,400 옥수수, ,콩

농업개발에 상당한 향을 미치겠지만,토지 자원의 권리가 존 되고 해외투

자환경이 보장되는 등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 된다.

표 4-16.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황(2009)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비

해외농업개발은 해외의 활한 가 토지를 확보하여 한국농업의 세성,

고생산비,토지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 인 수단이 아니라 한

국농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극 인 역할이 기 된다.즉, 로벌 경쟁시 에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값싼 땅,노동력,시장을 갖춘 곳으로 옮겨 농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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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생산한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매하여 시장지배력을

확 해 나가는 극 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한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상 국에 한국 농업발 과 농 개발 경험을

수할 수 있으며,나아가 에 지·자원 력과 농업 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

국과의 경제 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해외농업기지에서 첨단농

업기술이 응용되면서 주변 지역의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 해외농

업기지를 유사시의 식량안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9.통일농업 시

(1)여건과 망

남북한 통일의 시기에 하여 미국 국가정보 원회(NIC)는 2025년경으로

측하고 있으며,국내 문가들도 2030년 이 에 통일을 상하고 있다.여기

서는 2050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농업의 미래 모습과 비 을 검토한다.

한반도 통일국가의 모습은 련 문가들이 체로 공감하는 1국가 2체제

혹은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다.8 문가들은 통일이

임박한 시기의 북한 체제가 2000년 국과 같은 정도의 시장경제 외개방

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따라서 남북경제통합이 신속히 추진되더라

도 남북한은 여 히 독자 통화 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할

것이다.통일시 의 북한은 생산기지로서의 요성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으로

서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의 북한 농업을 개 하면,경지면 은 남한보다 다소 넓지만 농업생산

력은 많이 낮으며,특히 식량작물 생산량은 남한의 60～70%수 인 것으로

악된다.이것은 통일 후에 남한의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기도 하다.

8이러한 가정은 고일동,“통일이 국토에 미치는 향”(국토연구원,국토 측 연구 자

료집)에서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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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단 남 한 북 한 남/북(배) 남북한 합계

총인구 만명 4,861 2,330 2.1 7,191

농가인구 만명 319 857 0.4 1,176

농가인구 비 % 6.6 36.8 0.2 16.4

GNI(명목) 억달러 19,231 1,065 18.1 20,296

농림어업 비 % 2.5 21.6 0.1 3.5

농가호수 천호 1,212 1,993 0.6 3,205

경지면 천ha 1,759 1,910 0.9 2,750

농가호당 경지면 ha 1.45 0.96 1.5 1.14

논 면 천ha 1,046 609 1.7 1,655

식량작물 생산량 천톤 5,498 4,005 1.4 9,764

생산량 천톤 4,843 1,858 2.6 6,701

단수 kg 520 317 1.6 405

표 4-17.남북한 농업 련 주요지표(2008)

자료:통계청.

통일 후 북한 농업의 모습에 해서는 독일의 경험을 토 로 유추할 수 있

을 것이다.물론 농업 체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하게 련되지만,독일

과 같이 농지 사유제는 인정하되 동농장 체제는 선택 으로 유지하는 방안

이 바람직하다.동서독이 경제통합한 후에도 동독의 농업은 안정 인 추세를

보 으며,다만 농업 인구는 공업 부문으로 빠르게 유출되었다.따라서 통일

한국에서도 북한의 농업인구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타산업 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농업 부문에 정착할 것으로 망된다.

(2)비

통일 시 의 북한농업은 남한의 농업기술이 빠르게 되고 생산성이 향상

되어 10년 이내에 식량자 수 을 실 할 것이다. 한 농업생산성이 남한 수

으로 회복되기까지 생산기반과 유통시설 등의 SOC투자가 확충되면서 남한

의 농자재산업과 농식품산업도 새로운 성장기를 맞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인구가 8천만명에 육박하고 경제력도 차 회복되어 농업 련산

업들은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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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나로호 경

3.2.10.우주농업으로 발

(1)여건과 망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이미 우주농업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우주 강국인 미

국은 일 이 우주농업에 용된 기술로 사막이나 혹한의 환경에서 작물재배

시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국은 1987년부터 우주농업 연구를 시작하여 작물

종자를 우주에서 발아시키면 반 정도가 변이를 일으키는 것에 착안하여 ‘슈

퍼 종자’개발에 착수하 다.일본과 인도는 2009년에 우주농업 공동연구에 착

수하여 600㎞ 상공 지구 궤도에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무 력 상태에서의 합

성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의 후발국이지만,1992년에

최 의 과학기술 성인 우리별 1호(KITST1)를 아

리안로켓에 실려 보냄으로써 세계 22번째의 인공

성 보유국이 되었으며,1995년에는 상용통신 성인

무궁화 1호(KOREASAT-1)를 발사하여 성방송

시 를 열었다.1999년에는 다목 실용 성 아리랑

1호(KOMPSAT-1)를 발사하 고,2010년에는 기상

측 성인 천리안 성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재 총 11기의 인공 성을 보유하고 있다.그리고

2009년에는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개발

하여 과학기술 성 2호(STSAT2)를 발사하 으나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하 다.

그러나 정부는 인공 성의 개발과 실용화를 국책

과제로 지속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18년에는

한국형 발사체(KSLV-Ⅱ)를 개발하고,2020년에는

달 궤도선을 발사하며,2025년에는 달 탐험선을 발

사한다는 목표이다.우주산업에 늦게 진입하 으나,우주기술 강국을 향한 노

력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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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우주식품 분야도 농업의 역을 확장해 가는 분야이다.미국에서는 우

주음식산업이 발달하여 200가지 이상의 우주식단이 개발되었다.우리나라도

최근에 우주식품 개발에 착수하 으며,한국식품연구원은 2008년에 볶음김치,

분말고추장,불고기,잡채,비빔밥,호박죽,식혜,녹차,홍삼차,카 등 10종의

우주식품을 개발하 고,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2010년에

불고기, 주비빔밥,미역국,참뽕음료 등 4종을 개발하 다.

(2)비

우주농업(spaceagriculture)이란 아직 개념이 정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구 는 지구 밖의 생물에 한 우주환경인자의 향을 연구하여 우주공간

에서 재배(사육)하는 것을 의미한다.우주공간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식물공장

이 건설되어 인공지능 로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 가 도래할 것이다.

테크 캐스트(www.techcast.org)의 측으로는 2050년경에 민간의 우주여행

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우주여행객들을 한 채소를 우주공간에서

생산하여 우주 스트랑에 공 하는 것도 미래의 상상만이 아닐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우주농업을 유망한 미래 기술로 상정하고,2050년

경에는 우주왕복선이 우주의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어 인공 성에 탑재된 식물

공장을 사람이 직 방문하고,우주에서 생산된 청정 농산물을 짧은 시간 내에

지구로 운송하는 일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측하 다.

그림 4-27.우주정거장의 채소재배 실험 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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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 공간 지역사회의 망과 비

4.1. 논  

이 은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로서 2050년경에 펼쳐질 농 공간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그려보고,그에 따른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 비 을 설정

해 보는 것이 주요 목 이다.

오늘날의 농 은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도시와 비하여 상 으로 낙후

한 정주여건,산업구조의 편재와 직업기회의 부족 등이 안이라고 할 수 있

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농 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내외의 여건은 농 에 미

래에 정 측면과 부정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 채 진화되고 있다.

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시 추세는 농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그러나 창조 계층의 원 삶에 한 동경이

나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은 농 인구 과소화나 고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새

로운 기회를 나타낸다.

한 농 의 정주 여건이 재는 도시와 비교하여 낙후하다고 하지만 교통

통신의 발달,첨단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이동성을 제고시키는 한편으로 온

라인 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충족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유비쿼터스

환경의 구 은 서비스의 편재를 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서비스의 구 으로

극복시킬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편 농 의 농업 심의 산업구조와 다른 일자리의 부족 등이 지 까지는

농 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를 진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 바,이러한 추

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생태 가치,로컬푸드(localfood)등을

시하는 새로운 삶의 지향과 가치는 농 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을 새롭게 발

견하는 계기를 형성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 다각화를 진하는 기

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 까지의 농 공간과 사회의 모습은 먼 미래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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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가지고 있다.한편으로는 과거부터 재까지 변화해 온 추세 로 변

화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그 경우,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는 하겠지

만 그 게 획기 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다른 한

편으로는 미래 트 드 변화를 반 하여 특정 시 을 변곡 으로 정과 부정

의 시나리오가 완 히 뒤바 는 상황도 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9

여기서는 과거부터 재까지의 추세를 단순 연장하기보다 미래 트 드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문가들과의 교감을 토 로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근하고자 한다.

미래를 망하는 작업은 통상 과거에서 재까지 변화의 궤 을 읽음으로써

그 연속으로서 미래를 망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일반 인 방법

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2050년은 워낙 먼 미래이기 때문에 재의 당면한 구

조를 단순 연장하거나 과거로부터의 추세를 악하는 것을 통해서 상상하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여기서는 재의 당면한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

의 징후들을 발견해 내고,이것들의 가능성을 다소 과장되게 평가하는 것에 비

을 둠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할 비 을 설정하는데 무게를 두고자 한다.

미래에 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으나,핵심 으로 농 공간

과 사회 측면에서 10가지 이슈들을 심으로 논의해보고 그에 따른 정책

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우선,농 공간과 사회 반을 규정하게 될 가장

큰 변화의 모습으로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을 들었다.흔히 지 은 농

의 상이나 문제,이슈를 도시와 비교해서 설명하곤 하지만,먼 미래에는 농

과 도시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혼재된다는 가정이다.

공간 이슈로서 농 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마을과 커뮤니티 시설,그

리고 심지와 정주체계를 살펴보았다.마을의 존재양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 공동체 공간인 커뮤니티 시설은 어떤 모습과 기능으로 변화할 것인지,

심지와 마을을 포함하는 정주체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핵심 인 공간

9김선희,“국토 변화와 농업·농 의 미래”,｢ 문가들이 보는 2050농업·농 의 미래｣,

한국농 경제연구원,2010.7.pp.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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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라고 보았다.그리고 그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통여건과 이동성의 변

화 양상에 하여 논의하고자 하 다.

사회 이슈로서는 다문화가족,귀농·귀 의 확 에 따른 농 의 변화 양상

을 논의한다.다만,다문화가족,귀농·귀 의 확 가 2050년과 같은 먼 미래에

도 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나, 재 농 지역

사회에 큰 향을 미치는 요소인데다 이로 인해 농 지역사회의 상이나 문

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공간이나 사회 이슈로 양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못지않게 요한

이유이자 공간이나 지역사회에 향을 미치는 일터로서의 농 기능의 변화는

농 다운 토지이용과 경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와 농업의 6차 산업화,농

형 일자리 변화와 각 받는 직업에 해 다루고자 하 다.

종합 으로 <그림 4-2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농 의 일터·삶터·쉼터로서

의 기능은 미래를 향하여 빠르게 변모해 갈 것이다.농업생산 공간에 머물던

‘일터’는 비농업의 비 이 증가하여 산업 공간으로,농민의 생활 터 인 ‘삶터’

는 비농민을 포함한 원 생활의 혼주 공간으로,농민의 휴식 공간인 ‘쉼터’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휴양 공간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그림 4-28.농 의 일터·삶터·쉼터 기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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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이슈  2030/2050 망과 

4.2.1.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상의 보편화

(1)여건과 망

‘러반(Rurban)'이란 용어는 ‘농 (rural)'과 ‘도시(urban)'의 합성어이다. 한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은 도시 환경과 농 자연환경이 혼재하고,

도시생활인과 농 생활인이 뒤섞여 살고 있는 상황을 표 하는 말이다.1915

년 미국의 농 사회학자인 갈핀(C.J.Galpin)이 작은 농 마을과 그 주변에 거

주하는 농업인의 사회 계에 주목해 만든 용어이나,근래에는 도시성과 농

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농 과 도시의 구분은 행정구역에 기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행정구역상 읍·면이 농 이고 동이 도시인데,이러한 기 에 의한 농

은 면 상으로는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인구 구성 측면에서는 국민의

18.5%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재의 농 과 도시는 체로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조를 이룬다.주요 산업,인구 집 도,주민들의 생활 스타일,환경과 경

등 확연하게 농 과 도시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최근 농 과 도시로 양분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등장하고 있다.농

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도시민의 귀농․귀 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실

질 으로 도시 주거 산업 공간의 수요를 흡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 둔화,교통통신 발달,국민들의 가치 변화에 따른 거주지

교외화 상 가속화,귀농․귀 에 의한 역도시화 등이 진됨으로써 농 으

로의 도시민 거주지 이 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그에 따라 농 과 도시

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게 될 것이다.

국토연구원(2009)은 2020년의 도시화율을 95%로 보고 국토가 ‘도시지역

화’될 것이라고 망하 다.이 때의 도시지역은 특정 몇몇 도시로의 집 이라

기보다는 인구가 국토 체로 분산되어 도농통합 인 성격의 지역이 확장된다

는 망이라고 생각된다.다른 각도로 이는 국토 체에 재와 같이 확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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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도시지역은 차 감소할 것이라는 망과도 맥을 같이 한다.

도시민들의 농 으로 거주지 이 에 따라 도시문화,가령 주택건축양식,생

활양식 등이 농 의 통 인 그것과 혼재하게 될 것이다.도시에도 농 문화

가 어우러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도시와 농 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질만

큼 산업,생활양식,문화,환경,경 등의 혼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비

2050년경에 이르면 도시와 농 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특히 토지이용,경 ,건축 등 물리 측면에서 도시 인 요소와 농

요소가 혼재될 수밖에 없으며,무형의 도시 문화와 농 문화의 융합,도시

민과 농 주민이 어우러진 새로운 커뮤니티 탄생 등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매

우 크다.

도시도 아니고 농 도 아닌 곳,도시 이면서 농 인 곳으로서 새로운 공

간이 등장하고 도심과 외곽지역,그리고 행정경계선 나아가 국경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행정구역과 국경 사이에 비었던 공간에도 인간이 거

주하고, 고속 교통 수단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유·무선 인터넷 등이 네트워크

로 연결되어 그야말로 ‘반나 생활권’이 탄생될 것이다.농 은 새로운 정주

공간,산업공간,휴양공간으로 일상생활 심지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4.2.2.정주체계는 직결형으로 바 고 새로운 농 심지 등장

(1)여건과 망

재의 농 정주체계는 ‘마을-읍·면 소재지-이웃 거 도시-도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계층별 정주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별 정주체계 상에서 농 심지에서는 배후 마을 주민들의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 생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물론 농 지역의 유형에

따라 그 기능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도시와 근 해 있는 농 지역의 심지

기능이 도시와 원격지에 있는 농 지역의 심지 기능보다 약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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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근 해 있는 농 심지에서 조 만 이동하면 보다 고차 서비스가 제

공되지만,도시와 이격해 있는 농 심지는 서비스 구득 비용 비 이동 비

용이 크기 때문에 심지 기능이 더욱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림 4-29.농 정주체계의 변화 양상

농 심지에 입지해 있는 생활 서비스 제공 사업체 수는 2008년 재 약

7만 8천개 정도이다. 재까지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아무런 정책 개입이 없

는 경우,2020년에는 5만 5천개 정도로 감소할 망이다.지 까지 농 인구

감소에 따라 상 , 융기 ,음식 ,주 ,이․미용실,찻집 등 주로 상업

거래를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수가 특히 어들었으며,공공서비

스에서는 등학교, 학교,보건소 등이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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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류

국 추정/ 망치

증감율1998년

(N=1,419)

2008년

(N=1,420)

2020년

(N=1,420)

읍면

평균
합계

읍면

평균
합계

읍면

평균
합계 ’98～’08

공

공

서

비

스

등학교 1.2 1,711 0.8 1,116 0.5 689 -34.8%
학교 0.6 858 0.8 643 0.3 466 -25.1%

고등학교 0.4 517 0.2 313 0.1 177 -39.5%
치안행정기 1.1 1,565 1.1 1,616 1.2 1,674 3.3%
소방서 0.6 809 0.6 821 0.6 834 1.5%
우체국 0.7 1,001 0.8 1,195 1.0 1,450 19.4%
보건소 0.6 899 0.6 803 0.5 709 -10.7%
유치원 0.4 584 0.5 690 0.6 828 18.2%

상

업

서

비

스

버스터미 0.4 549 0.2 318 0.1 171 -42.1%
상 6.6 9,332 4.1 5,768 2.4 3,345 -38.2%
융기

(우체국 제외)
2.6 3,653 1.7 2,448 1.1 1,560 -33.0%

세탁소 1.3 1,874 1.2 1,630 1.0 1,397 -13.0%
음식 26.4 37,525 23.1 32,829 19.9 28,310 -12.5%
주 5.2 7,387 3.4 4,836 2.1 2,999 -34.5%

이․미용실 5.1 7,256 4.1 5,776 3.2 4,480 -20.4%
목욕탕 0.5 698 0.5 645 0.4 591 -7.6%
찻집 6.4 9,075 3.6 5,066 1.8 2,604 -44.2%
치과의원 0.4 584 0.4 570 0.4 555 -2.4%
약국 1.6 2,234 1.3 1,847 1.1 1,495 -17.3%
병의원 2.3 3,273 2.6 3,699 3.0 4,229 13.0%

유아교육기

(유치원 제외)
2.3 1,498 2.3 1,198 0.7 934 -20.0%

학원 3.1 4,450 2.7 3,807 2.3 3,202 -14.4%
문화여가시설 0.1 161 0.1 114 0.1 77 -29.2%
총계 67.3 95,523 52.0 73,827 39.0 55,382 -22.7%

주 1)음 처리된 부분은 총량 면에서 국 읍·면 심지에서 해당 서비스 공 량이 감소할 것으로
상되는 서비스 기능을 뜻함.

2)읍·면사무소가 소재한 행정리를 심지라고 잠정 정의함.
3)서비스 공 량은 사업체 수를 기 으로 한 것임.

자료: 국 화번호부 사업체편,각 연도.

표 4-18.읍·면 심지의 서비스 공 기능 황과 변화 망

한 재 추세가 그 로 이어질 경우,2020년경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 공 업체가 하나도 없는 읍·면이 지 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슈퍼마

켓이나 편의 이 없는 읍·면 비율은 2008년 29.7%에서 2020년 48%까지

크게 증가하고,음식 이 하나도 없는 읍·면 비율도 2008년 재 3.7%에서

18%로 증가할 망이다.같은 기간 동안에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읍·면 심

지 등학교가 없는 곳의 비율이 24.0%에서 41%로 높아질 망이고,보건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포함한 병의원이 없는 읍·면 심지 비율은 30.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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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로 증가할 망이다. 한 약국이 없는 지역의 비율도 50.2%에서 60%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이와 같은 읍·면 소재지 기능의 약화는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농

의 ‘계층형 정주체계’를 무 뜨리고 ‘직결형 정주체계’를 발달시킬 것으로

망해볼 수 있다.교통통신의 획기 발달로 인해 거의 모든 서비스를 차상

심도시에서 취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마을-도시 심지’로의 직결형 정주체

계가 보편화될 것이다.이로 인해 통 인 농 의 읍·면 소재지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통 인 읍·면 소재지 기능은 약화되는 반면에 이동성과 련되는 기차역,

터미 ,주유소 등이 새로운 심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부각될 것이다.더

불어 형쇼핑센터와 함께 특정 상 , 통 시장 등이 여가와 만남을 진하는

새로운 심지로 부각될 것이다. 통 인 농 심지의 역할을 신할 최소

한의 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비

앞으로 농 의 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소재지는 차 의미를 잃고 새

로운 심지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그 심지는 커뮤니티 센터,우체국,은행

등과 같은 반공-반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거나 기차역,터미 ,주유소

등 이동성과 련되는 장소이거나 혹은 형쇼핑센터, 통 시장,특정 상 처

럼 여가와 만남을 진할 수 있는 장소로 체될 것이다.2050년경에는 농

의 정주체계가 계층형에서 직결형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등으로 체되기 때문에 실 가능성이 높게 된다.미래의

심지는 서비스 기능의 구득보다는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특정 산업이 발달하거나, 학이 소재하거나,인터체인지 주변이거나,

규모 상업시설 등이 존재하는 규모가 큰 거 도시가 규모 심지로서 더

욱 발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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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 측면에서 근하면 농 마을은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망된다. 재 도시 주변에 치한 농 마을은 원생활을 동경하는 도시로의

통근 인구 입지자유업 내지 재택근무 등을 하는 거주인구를 거 흡수하면

서 인구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경 으로 원주택단지형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농 마을은 재보다 인구가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마을도 상

당 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다만,5호 정도가 연 해 있으나 통 의미의

마을로 보기는 어려운 형태의 마을들이 폭 증가할 것이고 완 히 소멸하는

마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농 마을은 문화 술 창작공간,여행목 지,

고 화된 원주택단지 등으로 다변화될 것이다.

그림 4-31.농 마을의 다양한 미래상

(2)비

향후 농 지역의 유형에 따라서 입지 장 이나 자연환경의 우 때문에

꽤 성장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체로 규모 측면에서는 축소되는 마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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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나타날 것이다.2050년경에는 다양한 유형의 특화된 마을이 등장할 것이다.

재와 같은 통 인 의미의 마을은 해체되는 반면 규모가 큰 원주택이나

산 의 5∼10호 규모 동호인 주택,별장 주택 등이 산재하는 형태로 유지될 것

이며, 재 규모가 큰 마을이나 심지로의 새로운 집 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

다. 업 농업마을, 술가 창작 ,은퇴자마을,그린투어리즘마을,생태마을,

캠핑 등 매우 다양한 마을의 특화된 형태가 구체화될 것이다.

4.2.4.농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서비스 기능 지역 문화자산

(1)여건과 망

농 을 표하는 커뮤니티 시설은 마을 단 로는 마을회 ,경로당이 있고

읍·면 단 로는 문화복지회 이 표 이다.우리나라 국에 산재하고 있는

경로당은 2007년에 5만 7천여 개에 달한다.마을회 까지 고려하면 국의 모

든 농 행정리 기 으로 2개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이 분포한다.읍·면 단

문화복지회 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읍·면에 1개소 이상 존재함으로 1천

500여 개에 달한다.

부분 시설이 남루하고 로그램이 충분치 못하여 효율 으로 운 되고 있

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농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더하여 시·

군청 소재지나 이웃한 도시지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커뮤니티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마을 단 의 표 커뮤니티 시설인 마을회 ,경로당 등은 농 마을의 성

장,축소 다양화,특화 등에 맞추어 그 외 과 기능이 변화할 망이다.성

장하는 농 마을의 마을회 ,경로당 등은 마을 공원,운동 공간,모임 공간

등으로 변모한다.축소되는 농 마을의 마을회 ,경로당 등은 시설 기능 통

합,주차장 등으로 변화하고 본연의 기능은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읍·면 단 의 복지회 ,문 회 등과 같이 특정 목 의 기능을 수행하던

크고 작은 커뮤니티 시설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될

것이다.복지회 ,문 회 등은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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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특정 기능별로 시

설을 나 기 보다는 일종의 멀티 스 공간처럼 규모도 크고 복합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시설이 등장할 것이다.이러한 공간에서 최소한 1주일에 1회 정

도 문화컨텐츠,복지 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거나 클럽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상시 인 시회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2)비

앞으로 통 인 마을이나 읍·면 단 의 유휴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리모델

링하여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이미 최근

에 유휴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문화공간이나 도농교류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술가 거주 로그램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2.새로운 커뮤니티 시설의

온 장고를 개조한 마을카페 정미소를 개조한 사진박물 (진안군)

4.2.5.교통의 획기 발달과 이동 패턴의 변화

(1)여건과 망

농 의 교통 여건은 넓은 면 에 소규모 인구가 불규칙하게 분산 분포하는

특성 때문에 근본 으로 불리한 편이다.이러한 근본 인 불리성 에 농 인

구의 감소와 자동차 화 진행에 의해 농 의 교통 이용 수요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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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고 있다.농 주민의 ‘발’역할을 했던 교통 서비스 운 자,지역

주민, 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어려움이 가 되고 있는 셈이다.하루에 버

스가 2회 미만 들어오는 마을이 상당 수 있는데 그것마 도 앙정부에서 지

자체에 오벽지 노선 보조 등을 지 해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고,최근에는 지

자체 단 로 공 콜택시,직 버스 운 로그램 등을 통해 개선의 노력을

진행 이다.

2005년 기 으로 국의 자동차 보유율은 61.4%이다.5년 의 58.2%에서

3.2%p증가하고,2 이상 보유가구 비율 12.1%도 5년 의 7.7%에서 4.4%p

증가한 것이다.농가의 자동차 보유율도 2000년 46.4%에서 2005년에 51.9%로

증가하 다.차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승용차 50.7%,승합차 5.0%,화물차

44.3%로 나타났다.이러한 자동차 보유율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교통수단과 상품의 출 으로 이동패턴의 변화와 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망된다. 고속 비행기 등으로 항공수요가 증하고 세

계 1일 생활권이 확 될 것이다.자동차를 체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상용화

로 교통 인 라도 재편이 불가피하다.심지어는 강력한 무선통신 수단과 하늘

을 날아다니는 달물체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지역 간 이동은 비약 으로 발달

하고 이에 힘입어 규모 있는 지방도시도 발달하게 될 것이다.하이 리드 자동

차를 비롯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첨단 교통수단이 상당히 일반화될 것이다.

2020년에 이르면 한반도에는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고속간선 도로망이

구축될 것으로 상된다.더불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일반철

도 복선화율이 제고되면 국이 반나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부분의 농

지역은 어디에서나 거 도시까지 30분 이내에 근이 가능해진다(박시 외,

2006).물리 교통여건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첨단 교통시스템 등의 도입에

의해 간선교통망과 도시지역은 비약 인 시·공간 수렴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 간 이동은 비약 으로 발달하지만,지역 내 이동 수요는 온라인으로

체되고 지극히 가까운 거리 내에서만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지역 내

에서의 교통수요나 이동량은 폭 감소하고 가까운 거리를 도보나 자 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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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해 이동하게 될 것이다.군도 이하의 농 지역 내부 도로망이 지속

으로 확충될 것이나,도로 정비에 따른 경제성,이용도,자연환경과 농지 등에

한 배려로 인하여 부분 기존 도로 노선을 확․포장하거나 선형 개량하는

수 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교통의 안 성,편리성은 확보되겠지만 지역내

근성은 지역 간 근성만큼 비약 으로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 망할 수

있다.

2030년경 농 지역의 인구가 재보다 더욱 감소하는 지역에서는,주민이

얻는 혜택에 비해 농 의 버스노선 유지를 한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

이 높다.그러나 개인 교통수단을 보유한 농 주민들은 근성과 기동성의 문

제를 지 보다는 훨씬 더 극복한 상태가 될 것이다.즉,자동차를 보유한 농

주민들은 지 보다 더 자주 원하는 곳을 왕래할 수 있고 범 한 사회 ․사

업 ․여가 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오지일수록 낮은 인구 도,굴곡이 심한 지형, 한 도로조건 등에

의해 교통 서비스 운 효율이 낮은 상황에서 농 인구의 이출,개인용 자

동차 보유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그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이는 다시

교통 서비스 수 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게 되면 개인용 교통수단을 보유하거나 작동할 수 없는 농 지역 교통약

자 계층(노령자,학생, 소득층)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응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비 행 교통수단 내지는 공공이

운 하는 교통서비스 로그램 운 이 확 될 것이라 상해볼 수 있다.가령,

집에서 화만 걸면 시간과 노선에 계없이 운 되는 다이얼버스라던가,학

교버스를 시간에 따라 마을버스로 활용하는 로그램,혹은 주민단체 등이 일

정한 보조 을 받고 자율 으로 운 하는 순환버스 등이 출 하게 될 것이다.

를 들어, 국의 경우가 비 행 교통수단을 고도로 발달시킨 바 있다.

한편 농 지역의 생활도로와 농도 등은 일반 인 도로로서의 기능 이외에

도 하나의 생태축,경 축,생활여가축으로서 그 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자

연생태계와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도로 자체 경 의 형성 주변의 마을

농경지 경 과의 조화를 시하여 정비하게 될 것이다.도로의 포장 재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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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노견이나 가로수의 처리,도로시설물 등이 지역의 생태나 경 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과 공법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한 주민이 자 거를 타거나

산책할 수 있는 생활여가축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농 지역에서는 주차시설의 정비 문제가 요하기 부각될 것이다.기존 농

마을의 경우는 농가 단 주차장도 정비되겠으나 많은 경우 마을 진입부

공동주차장 정비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며,농 의 상 심지인 소도시

에는 크앤드라이드(Park&Ride)등의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2)비

향후 농 도로망의 비약 발달과 더불어 도로 규격의 고 화·첨단화가 이

루어지면서 2050년경에는 농 지역의 개인 승용차 이용률이 100%에 달하게

될 것이다. 한 교통수단은 고속 비행기 등으로 항공수요가 증하여 지역

간 1일 생활권이 아시아 체 규모로 확 되고,친환경 자동차,자동차를 체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통약자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교통약자의 문

제를 해소하기 해 ‘다이얼버스’등 공공교통수단을 운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특히 경 ,생태,생활여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

의 경 도로 등이 출 할 것이다.

4.2.6.농 다운 토지이용 아름다운 자연·건축 경 창출

(1)여건과 망

재 농 의 토지이용 경 리는 정책 으로 큰 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는 역이다.그러나 난개발 등에 의한 농 경 의 문제 에 한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농 의 환경,경 ,문화 자원 등에 한 심이 차 높

아지고 있어 미래에는 농 다운 토지이용 경 에 한 새로운 근이 이루

어질 것이다.

농 토지이용과 경 을 표하는 것 하나가 건축경 이다.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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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에는 가, 자,슬 이트,조 조,샌드 치 팬 등 시 마다 주류를 형

성하는 건축경 이 존재해 왔다.근 화,산업화를 거치면서 농 의 자연경

을 훼손하더라도 도시 양식의 건축경 이 확 되는 것을 발 의 상징으로까

지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2030년경에는 새로운 신소재를 활용한 건축경 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이며,도시에 인 한 농 지역의 건축경 은 완 히 경 정체성을 상실

하게 될 것이다.즉,논밭이 펼쳐지고 국 불명의 건축물이 있는 풍경이 아니

라 논밭(생산지)과 주택(주거지)이 분리되고,주택지의 경우는 원주택,주말

농장,제2주택,캠핑주택 등으로 다양화가 일어날 것이다.귀농․귀 등에

한 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2-3층 높

이의 빌라형 주거가 보편화되고, 부분은 텃밭이 딸린 주택형태일 것이다.특

히 실험 인 친자연 건축물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농 마을들이 소멸 는 축소하게 될 경우,빈집들이 많이 발생

하게 될 것이다.이 빈집들은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 상이 될 것이지만,

일부 빈집의 경우에는 도시로부터 유출된 빈민계층의 주거지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특히 농 의 고령화로 농 주택이나 경 에 있어서 고

령친화 인 해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자연스럽게 주거,의료,복지를 일 하

는 새로운 형태의 고령친화 주택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며 지역별로도 다양

한 모델을 출 하게 할 것이다.가령,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용된 규격화

된 건축이 보편화되고 지역사회 비상연락체제(CommunityAlarmSystems),주

택 리․수선 로그램(CareandRepairPrograms),쾌 한 주거 공 로그

램(AmenityHousing)등이 정착될 것이다.

‘농 다운’토지이용 경 만들기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매우 강화될 것이

다.농 공간에 한 사회 심과 수요의 변화로 인해 농 의 난개발에

한 문제 인식이 매우 확 되고 농 공간이 품격 높은 문화의 장소로서 국민

으로 인식될 것이다.테마 여행,문화 창작,생태 등 자연과 문화가 결합되는

공간 개념이 완 히 자리잡게 된다.이에 따라 농 을 농 답게 디자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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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다.

농지 산지가 생산공간에서 여가 공간으로 변화되면서 농 마을의 형

태가 다양화되고,주택형태도 최첨단 타운하우스,탄소제로그린홈,지능형 고

품격 한옥 등으로 다변화되고,교통시설 디자인이 농 다운 모습으로 변화

될 것으로 망된다.

규모 농업시설들 한 농 경 을 구성하는 상징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소규모 농창고 등은 외벽을 벽화 등으로 치장하고 시 등의 역할

을 하는 등 기능이 체되면서 농 의 경 을 규정짓는 상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PC와 APC등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첨단화될 가능성이 높다.특

히 이러한 시설들은 재의 일본에서 흔히 찰되는 것처럼 체험,식당, 매

기능 등을 첨가하여 일종의 테마 크 형태로 운 하는 곳들도 차 많아지고

외 도 경 으로 미 인 측면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2)비

2050년 농 공간은 제2의 거주지,여가휴양지,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품격

높은 문화장소 등으로 자리매김되면서 농 다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극도로 강화될 것이다.농 의 자연경 은 아름답게 보 되는 한편 기능 으

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자리를 잡겠지만 건축경 은 지역색과는 무 하게 매

우 다양화될 것이다.

그림 4-33.다양한 농 주택 경

건축가동호인 주택 별장형 제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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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지역산업구조 변화와 농업의 6차 산업화

(1)여건과 망

2005년 기 으로 우리나라 체 일자리의 18.4%가 농 지역에 분포하며,농

지역의 GRDP는 도시지역의 1/6수 에 불과하다.사업체수 기 으로 농

에는 체 사업체의 18.3%가 입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농 은 여 히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이 지배 인 산업구조를 지닌

다.물론 농 에 2·3차 산업 부문 고용은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도시와

가까운 농 에 한정되고 있다.최근 10년간 제조업(농림수산가공),음식숙박운

수( ),교육․보건․복지 분야가 증가하고 농림어업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 다.2·3차 산업 부문 고용 부분은 도농복합시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1995～2005년의 10년 사이 도농복합시 지역에서 발생한 2·3차 산업 부문 순고

용증가량은 약 147만명으로 군 지역(약 25만명)보다 5.9배 정도 더 많았다.

향후 농 지역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를 비롯하여 반 으로

2·3차 산업 부문이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이다.가령,

순창군의 고추장 산업화,횡성군의 한우 산업화,보성군의 녹차 산업화,의성군

의 마늘 산업화, 군의 굴비 산업화 등을 통해 단지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

는 데서 나아가 2·3차 산업화 하고,이를 통해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

농특산물 특화 문화, 역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최근 농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은 자동

차부품 제조업, 자부품 제조업 등의 제조업 분야,복지시설 운 업,기타 식

품 제조업 분야 등으로 집계되었다.앞으로도 성장하는 산업 부문의 후방에 연

계된 제조업체가 농 에 입지하고 방 산업체와 연계되는 구조를 형성할 것

으로 망된다.그 밖에 농 의 내수 서비스를 책임지는 보건,의료,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그간은 소폭으로 증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

이라 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농 수요는 2001년에 9.4%에서 연평균 10% 정도씩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 16.8%를 차지하 다.이런 추세이면 2030년경에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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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 달할 것으로 망된다.

앞으로 소득 수 의 향상,국민의 가치 과 소비구조 변화,INBEC기술의

융합 통합체계 실 등으로 농 지역의 산업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

이다.무엇보다 통 인 농업은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어내고 건강과 웰빙을 시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이에 따라 농업 소득은 획기 으로 높아질 것

이다.농 지역 주민 스스로의 보건,복지,문화 서비스를 사회 기업 등을

창설하여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직업 창출도 이루어질 것이다.

개별 특수목 과 자아개발 실 을 한 참여형 체험 에 한

수요가 폭 증가하고,기후변화의 향으로 환경을 시한 자연친화형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망이다. 고속 교통수단 등장 연계교통 발달로

근성이 개선되면서 농 으로의 근성이 용이해져 여가문화공간으로 농 의

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망이다.한국의 1인당 GDP는 2030년에 4만 5천

달러에 이르고 2050년에는 8만 달러 수 의 G10국가가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이는 어메니티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 변화를 동반하면서 농 의

문화 경 체험에 한 수요로 직결될 것이다.

그림 4-34.포도 특산지의 6차 산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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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

부분의 농 지역에서 농업은 수 산업의 지 를 잃을 것이다.미래 농업

은 차 기계화․첨단화․ 규모화되면서 농업인들이 출퇴근하는 규모 회사

형 농장으로 재편될 것이다.그러나 소규모 복합 농 형태의 가족농,취미농,

직거래형·체험형 농활동은 최고로 각 받는 직업으로 부상할 것이다.농업

은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사회지원농업(CSA),경 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

으로서 1차 산업으로 완벽하게 재구조화될 것이다.

2·3차산업,6차산업화의 진 이 명백히 일어날 것이다. 마다 ‘○○의 본고

장’,‘○○의 수도’등으로 불리우는 지역들로 지역 랜딩이 매우 진될 것이

고 농 은 체 의 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다.특히

농 은 로벌화가 진행되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수요자로 삼게 될

것이다. 원박물 , 원갤러리,테마 크 등이 농 지역을 심으로 발달하

고 문화컨텐츠산업의 주 무 로서 농 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4.2.8.농 형 새로운 일자리와 각 받는 직업 ‘신농업인’

(1)여건과 망

농 의 직업은 그 수에 있어서 농업 련직, 업 매 련직,경 ․회

계․사무 련직,음식 서비스 련직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농 의 직업

망 결과 2020년까지 증가하는 직업과 감소하는 직업이 구분될 수 있겠는데,

이는 순 히 그간에 추세에 바탕을 둘 때 증가하는 직업은 정보통신 련직,

문화․ 술․디자인 련직,보건․의료 련직으로 망된다.반면에 축소되

는 직업은 농업 련직,섬유 의복 련직, 업 매 련직일 것이라

망되고 있다.

2020년 이후 고속 정보망의 구축 활용으로 정보 근성의 공간 ㆍ시간

제약이 해소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시 가 도래할 망이다.2040

년 인간과 인간 간 물리 최 소통망,인간과 사물,사물과 사물 간 지능

소통망이 구축된다.인간-공간-사물의 공명화가 이루어지는 TTT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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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ToThink,ThingToThing,TerabitToThing)사회가 형성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혹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안 하고 편리하게 지원해

주는 유비쿼터스 단말 환경이 제공될 망이다.

이러한 환경은 농 과 도시의 물리 거리를 축소시켜 농 에 새로운 직업

을 창출하는 계기가 된다.특히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특

히 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용하는 창의 계층(creativeclass)이 농 에 거주하게

되면서,고령화·과소화된 농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다.농

에는 농업인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실버산업,고령자,여성 등에게 합한 사회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이다.지역의 내수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의료․복지․환경 분

야에서의 사회 일자리가 상당수가 될 것이다.의료․복지․환경 분야에서

사회 일자리 창출은 재가 방문 서비스 형태가 다수를 이룰 것이다.나아

가 지역 주민보다는 계 형 방문객이나 주말 내방객을 상으로 하는 음식,숙

박,유흥업이 매우 발달할 것이다.귀농․귀 컨설턴트,도시농업 컨설턴트,

농 유학 로그램 매니 ,지역문화 해설사,바이럴 마 터 등 독특한 각 받

는 직업들이 더욱 발달할 것이다.

그림 4-35.다품종 소량생산-도시민과 직거래하는 꾸러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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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

앞으로 농 지역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며,고

령자나 여성 등에게 합한 사회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이다.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용하는 창조 계층에 의해 정보통신 련,문화․ 술․디자인

련,내수 시장을 겨냥한 보건․의료 련 직업이 보다 성장하는 한편으로,농

의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연과 조화되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도시민과 직

거래를 하는 ‘신농업인’은 미래의 각 받는 직업 하나가 될 것이다.

4.2.9.다문화사회의 도래

(1)여건과 망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2007년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으며,향후 10년 내 우

리나라도 유럽과 같은 복합민족 사회로 진입할 망이다.내국인 방문자 수는

2006년 1,160만명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고,외국인 체류자 수는

1995년 26.9만명,2007년 100만명으로 증가하 으며,2020년에는 254만명,

2050년에는 40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국내 체류 외국인 수

는 1990년 인구 구성비의 0.11%에서 2006년 1.88%로 17배 상승하 으며,

2020년에는 5%,2050년 9.8%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2050년에는 재 국

과 같은 수 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망이다.

이처럼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의 증가가 세계 인 추세이며,가부장 핵가

족의 보호를 목 으로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거 유입할 것이다.국내 거

주 결혼 이주자는 체 외국인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특히 농 남성의

국제결혼 추세가 늘면서 아시아계 혼 (Kosian)이 속히 증가할 망이다.아

시아계 혼 의 경우,1995년 26.9만명에서 2006년 68만명으로 증가했고,2030

년에는 17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특히 농 의 경우 다문화가족이라 불리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구의 비

율이 도시보다 압도 으로 높다.2006년 국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이

9.1%인데,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은 41% 다.농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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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 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농 의 국제결혼은 당분간 증가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성년기로 어들면서

농 사회의 문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하게 될 것이다.다문화가정에 속

한 외국인 여성들이 농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 이나 역할이 요해지는 한

편,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역할도 확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이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결합을 통한 문화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 기가 확

되고 농 은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 다양성을 미리 실험하고 흡수하는 요

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상을 갖게 될 것이다.

구 분 총혼인
(A)

외국女와
혼인 男
(B)

농림男
(C)

구성비
(B/A)

구성비
(D/B)

구성비
(D/C)

구성비
(C/A)

외국女와
혼인농림男
(D)

국* 332,752 30,208 3,525 8,596 9.1 11.7 41.0 2.6

서울 73,924 6,168 54 149 8.3 0.9 36.2 0.2

부산 20,017 1,468 43 216 7.3 2.9 19.9 1.1

구 13,892 1,070 41 93 7.7 3.8 44.1 0.7

인천 17,261 1,572 47 124 9.1 3.0 37.9 0.7

주 8,487 643 26 65 7.6 4.0 40.0 0.8

9,502 687 16 40 7.2 2.3 40.0 0.4

울산 7,493 620 24 69 8.3 3.9 34.8 0.9

경기 77,231 6,492 289 933 8.4 4.5 31.0 1.2

강원 8,731 795 189 517 9.1 23.8 36.6 5.9

충북 9,291 953 208 470 10.3 21.8 44.3 5.1

충남 13,373 1,472 395 958 11.0 26.8 41.2 7.2

북 10,429 1,343 341 772 12.9 25.4 44.2 7.4

남 10,507 1,582 598 1,272 15.1 37.8 47.0 12.1

경북 16,178 1,885 645 1,285 11.7 34.2 50.2 7.9

경남 20,789 2,240 547 1,039 10.8 24.4 52.6 5.0

제주 3,576 277 60 287 7.7 21.7 20.9 8.0

자료:통계청,혼인통계 결과.

표 4-20.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림어업인 황(2007)

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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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농어촌이주
의향

10.9%

2.5%
구체적으로 비
(30~40만명)

10년내 이주 비
(150~170만명)

56.3%

농어촌
이주
의향

28.1
8.5%
구체적으로 비

10년내 이주 비

(2)비

미래의 우리나라 농 은 문화 다양성을 갖춘 열린 지역사회이자 국가

체에서 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다양한 국 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지역사회가 될 것이다.

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2030년경부터는 다문화가정의 외

국인 여성이나 그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지 를 가지고 역할을 담당

하게 될 것이다. 통 인 한국 문화와 다양한 이국 문화가 결합하여 문화

다양성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4.2.10.귀농 귀 의 확

(1)여건과 망

최근에 실시한 도시민의 농 정주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 에 귀농

귀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높다.

그림 4-36.도시민의 농 이주 의향(2005,2007년)

자료:송미령,2008.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 인구 유치를 해 여러 가지 홍보와 정

책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잠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따라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체 으로 국민 비 농 거주 인구의 비율은 지 보다 증가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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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의 귀농·귀 은 도시의 경제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

는 개인 선택이 아니다.많은 경우 도시 삶이나 경쟁 사회에 한 자기

성찰과 다른 방식의 사회경제 삶에 한 욕구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변화는 메가트 드로서 안문화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을 것이다.구체 이고 실 인 새로운 삶의 선택으로서 귀농·귀

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망이다.특히 도시에서의 경제 어려움 때문이나 은

퇴한 연령층이 아니라 고 경쟁력 있는 계층의 농 이주가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농 에 새롭게 정주하게 되는 도시민들은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통근하거

나,통근이 필요 없는 직업에 종사하거나,혹은 일종의 자원 사나 취미활동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이에 따라 농 에는 다양한 클럽활

동,동아리활동 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 자본(socialcapital)이

형성되는 계기를 맡게 될 것이다.생태농업,로컬푸드,지역화폐 등이 통용되는

농 지역사회가 보다 많아질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존 GDP등의 경제

개념의 지표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국민행복지수’등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

시 반 할 망이다.

(2)비

앞으로도 도시로부터 귀농·귀 이 늘어날 것이며,단지 노동력 보충이 아니

라 농업을 사업으로 시도하려는 인재들이 속속 농 지역에 자리를 잡을 것으

로 망된다.이런 인력과 인재들이 축 되어 2050년경에는 농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것이다.특히 고 유능한 귀농·귀 인구의 비 이 늘어

나면서 농 커뮤니티의 사회 자본이 증가하는 한편 생태,로컬,여유,가치

등을 시하는 안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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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0년 농업·농 의 미래상 요약

이 에서는 앞에서 이슈별로 검토한 우리나라 농업·농 의 미래에 하여

2050년의 모습을 종합 으로 그려보기로 한다.

2050년을 그리려면 과감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데,여기서는 몇 가지 가

정을 토 로 미래 모습을 상정하기로 한다.즉,한국 농업은 외 으로 무역

자유화 상황에서 국 농업과의 분업 체계가 정착되고, 내 으로는 남북통

일 시 에 국민소득 8만 달러에 걸맞게 첨단기술농업의 문경 이 실 될 것

으로 상정한다.농 지역은 도시 확산에 따른 혼주화가 진행되어 다양한 사람

들이 거주하게 되며, 국 평균보다 고령화 다문화 사회가 성숙되면서 다양

한 형태의 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상정한다.이와 같은 주류의 모습과 다른 한

편에는 경쟁에서 탈락하는 세농이나 이탈농으로 공동화되는 산간지역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미래상이다.

5.1. 농업  미래상: 남북통일, 소득 8만 달러, 첨단 농업 시

한국 농업의 미래에 하여 가장 먼 상정해야 할 조건은 국 농업과의

계이다.2050년경이면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 의 시장개

방 상태로 진입해 있을 것이며,이러한 가운데 국과의 농산물 수출입 계가

한국 농업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 농업은 총량으로는 거 하지만 개별경 으

로는 세농 구조이기 때문에 산업 효율성이나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다.

국 농업은 단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강 으로 삼고 있지만,앞으로 노임과

농비 상승이 농산물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이러한 국 농업

에 하여 우리가 상 유리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기술집약형 농업이고,

특히 국 수출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원 작물일 것이다.

나 에 다시 검토하겠지만,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진보는 과거의 증산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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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용 감 기술에서 발 하여 고부가가치 상품화 기술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따라서 미래 농업은 기 식량으로서 은 자 수 을 유지하면서 소득

작목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원 작물의 품종과 재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

어 농업생산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으로는 남북한 농업의 분업 체제가 정착될 것이다.외국의 문가들

이 견하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2030년 이 에 남북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

로 보고 있다.남북한 간 교류확 를 통한 남북한 농업의 발 가능성을 추론

해 보면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10

남북경제 통합의 과정에서 농업은 공업에 이어 두 번째로 통일 한국의 경

제 성장에 정 효과를 가져다 것으로 보인다.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해 우선 으로 북한이 비교우 에 있는 공업을 발 시켜야 하겠지만,그

다음 순 는 농업이기 때문이다.북한 농업의 낙후된 생산력을 회복시키기

하여 남한 농업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 한국 경제는 기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임가공 무역 는 제조업 형태에서 장기 으로 숙련

공과 국 시장 심의 산업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인구 이동과

함께 남한 농 지역의 변화를 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고소득 농업경 의 실 이다.2050년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은 략 8만 달러 수 으로 망된다.앞 장에서 소개하 듯이 미국 투자은행

인 골드만삭스(GoldmanSachs)가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90,294달

러로 망하 고,북한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남북한이 통합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6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국내에서는 국토연구원이

2050년 1인당 국민소득을 8만 달러 수 으로 망하 다.

그 다면 국민소득 8만불 시 의 농업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8만 달

러는 재의 환율을 기 (1$=1,150원)으로 환산하면 략 9천만원 수 이며,

건 한 업농가를 4인 가족(성인 기 3인)으로 상정할 때 농가총소득이 2억

10곽수종,“경제 변화와 농업·농 의 미래”,｢ 문가들이 보는 2050농업·농 의 미래｣,

한국농 경제연구원,2010.7.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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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주요 지표

∘ 국 농업과의 분업 체제가 형성되어 한국농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원 경 에 특화

∘국민소득 8만 달러에 상응하는 문농업경 체 성립,

농장에 출퇴근 농하는 ‘신농업인’등장

∘ 농층은 소량다품목 생산체제,친환경 농업으로

도농교류 참여

∘첨단기술농업(식물공장,로 농업 등)보편화

∘ 문농업인 20만명

∘ 업농 농업소득 2억원

(경 규모:벼농사

30ha,과수원 6ha,

한우 150두)

7천만원에 달하고,그 80%를 농업소득에 의존한다고 하면 농업경 을 통하

여 연간 2억원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이는 재의 평균 인 농업소득율을 감

안하면 벼농사는 약 30ha,사과 과수원은 6ha,한우는 150두 등을 경 해야 얻

을 수 있는 소득 규모이다.

농업이 직업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러한 문경 체(업농 는 농업법인)

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역농업은 규모 업농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2050

년경의 농가 호수는 70만호 정도가 될 것이지만 부분이 고령농가이며,따라

서 20만명 정도의 견 농업인이 지역농업 지도자로 성장하여 이들 문경

체를 심으로 농업생산의 2/3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 농업인은 기

업가정신과 문 기술·경 능력을 갖추고 타부문과 균형된 소득을 실 하는

견실한 경 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편,일반 농업인들도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농층은 소량 다

품목의 고품질농산물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 과 도농교류에 참여하면서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 여성농업인은 농업경 분석, 농

업,도농교류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농업경 에서 요한 역할을 담

당할 것이다.그리고 고령농업인은 각종 연 수혜를 받으면서 취미 수 의 자

인 농을 하며 노후를 보낼 것이다.

표 4-21.2050년 농업경 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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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주요 지표

∘건강·장수시 :웰빙,로하스,자연식 지향

∘유통 명: 형유통업체의 비 이 축소하고 사이버마

켓( 자상거래)비 이 증가

∘식품산업 성장:외식, 식 등의 증가,신선 식자재 시

장의 성장

∘친환경농산물 비 30%

(GAP,HACCP정착)

∘신선 식자재 시장규모

20조원

다음으로 농산물 소비와 유통의 모습에 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미

래의 농산물 소비에서 강조되는 것은 단연 장수·건강사회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다.이에 하여 허신행 박사는 과거의 농경사회와 재의 산업사회를 거

쳐 미래는 새로운 문명사회,즉 ‘한몸사회’에 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근본 인 변 이 일어날 것으로 망하고 있다.새로운 문명사

회에서는 장수시 와 친환경 웰빙(는 로하스)시 ,자연식 시 등을 맞이하

면서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것이라는 측이다.11

국민의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안 한 먹을거리를 안정 으로 공 하

는 농식품산업으로 상이 강화되고,수요에 부응하는 생산과 신유통․신물류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미래에 소비가 증가하는 채소,과일,육류 등의 국내 공

력이 증가하고,유통경로 다양화, 자상거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업이 실 될 것이다.

농산물 유통의 변화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형유통업체의 비 이 축소하고

사이버마켓(자상거래)을 통한 직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망이다.

한 외식산업을 비롯한 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가정에서 가편히 요리할

수 있는 식이 증가하여 신선 식자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게 농업의 1차 생산의 비 은 감소하지만(2050년 1.5% 수 ),생산·가

공·유통 련산업을 포함한 농산업 비 은 10%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표 4-22.2050년 농산물 소비․유통의 미래상

11허신행,“농업·농 의 새로운 가치 망”,｢ 문가들이 보는 2050농업·농 의 미래｣,

한국농 경제연구원,2010.7.pp.3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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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  미래상: 주 , 다  사회, 원생  공간

농 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는 인구이다.미래의 인구 망에 의

하면 도시가 확산되는 반면에 산간지는 공동화되는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

라는 망이다.국토연구원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 되어 2020년경에 도시화율

이 90%수 에 달하게 되어 도시와 농 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측하

다. 한 사람들의 생활거 이 도시에 집 되기 때문에 산간 원격지의 인

구는 속히 감소하여 소규모 마을의 지역커뮤니티가 붕괴되면서 공동화될 것

으로 우려되는 반면,많은 농 지역이 도시민의 원생활에 한 수요 증가로

혼주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 된다.

농가인구는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어 있으므로,앞으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격한 증가가 상된다.201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5로

선진국(24)보다 낮으나 차 높아져 2030년에 38로 선진국(36)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205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72로 이는 선진국 평균 45보다 높다.농

사회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미래의 농 사회에 커다란 변수가 결혼이민자에 의한 다문화가정이다.국

내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여 향후 10년 내 우리나라도 복합민족 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외국인의 인구 구성비는 2020년에 5%에서 2050년에

는 10%수 으로 상되어 재 국과 같은 수 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망이다.특히 농 남성의 국제결혼 추세가 늘면서 아시아계 혼 (Kosian)이

속히 증가할 망이다.농 의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선 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2

이러한 여건 망에 비추어 농 의 미래상을 망하면,농 지역은 농업생

산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산업공간 통과 문화가 보 되는 쾌 한 삶의

터 으로 정착될 것이다.2050년경에도 농 에는 국민의 15% 이상이 거주

12김철규,“사회 변화와 농업·농 의 미래”,｢ 문가들이 보는 2050농업·농 의 미래｣,

한국농 경제연구원,2010.7.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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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주요 지표

∘도시화 진 으로 2020년경부터 도시와 농 의 구분에

한 의미가 거의 상실

∘ 원생활을 한 신정주공간,다양한 주거문화 형성

∘ 산간지역의 인구 유출에 따른 공동화 심화

∘유비쿼터스 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확립

∘도시화율 95%

∘농 인구 비율 15%

∘국내체류 외국인 비율

10%

∘농 비율 50%

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농 주민의 정주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 된다.

농 지역은 재의 지방 소도시 수 으로 생활기 시설이 정비되고 교

통․통신 등 도시와의 근성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도시민에게도 쾌 한 원

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농 지역의 의료․복지 수 이 도시 수

으로 정비될 것이다.2050년 경에는 국 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확립될 것이다.

농 은 다양한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인 동시에 국민의 거주공간

여가․휴식․생태공간으로 변모하고, 통문화가 보존되는 공간으로서 국

민의 정신 고향으로 인식될 것이다.농특산물 제조업과 농산물 가공공장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 되고,농 (2050년 국내 의

50% 유)은 지역산업으로 발 하여 농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이 게 도

농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농 의 통과 문화에 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고

농 지역은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삶의 공간으로서 더욱 활력 넘치는 지역사

회로 발 할 것이다.

표 4-23.2050년 농 공간․생활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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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정의 방향과 과제

1.미래 농정의 뉴 노멀과 패러다임

2050년까지 장기 으로 우리나라 농업과 농 의 미래를 망할 때에 커다란

변화의 흐름으로 다음과 같은 네 분야로 나 어 정리할 수 있다.이를 그림으

로 요약한 것이 <그림 5-1>이다.

첫째는 로벌 환경의 변화로서, 로벌 경쟁의 확산,식량·자원 안보,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등을 들 수 있다.한국 경제는 수출 지향형 구조로서 세계시

장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특히 국과 일본이라는 거 경제

권과 인 한 지리 인 특성을 배경으로 농업 부문의 경쟁은 더욱 심할 것으로

망된다. 한 세계 유수의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시장의 변화

에 따라 직 으로 식량 수 에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남북통일 시 를 상

정하면 식량안보의 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나아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농업 생산과 직결되므로 언제나 주시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는 국내 환경의 변화로서, 성장 시 ,지식산업 확산,고령화 장수 시

등을 들 수 있다.앞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 으로 하락할 가능

성이 높으며,농업도 외가 아니다. 한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

로 빠르게 환되고 있으므로,농업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거듭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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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타 산업과의 융복합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인구 감소와 고령

화라는 인구 구조 인 경쟁력 약화가 산업에 걸쳐 심화될 망이다.이미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마이 스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7년 이후에는 고

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취업인구 감소는 산업구조의 왜곡

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림 5-1.미래 농업의 여건과 뉴 노멀

셋째는 과학기술의 변화로서,IT(정보통신)·BT(생명과학)·ET(에 지,환

경)·NT(나노)·CT(문화)등의 기술 발 ,지식정보 컨텐츠의 진화, 장기 인

형 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먼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 하고 있으며,농

업 부문에서도 응용기술의 발 이 기 된다.특히 과학 인 근거를 둔 기술

측은 경제사회 측보다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아울러 지식정보사화에서는 하드웨어의 발 과 함께 컨텐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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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히 요하다. 한 농업 부문은 타 산업과는 달리 정책이나 연구개발

(R&D)투자의 성과가 발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산업이므로 장기

의 형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융복합 기술이 강조되는 시

에는 메가 로젝트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농업

을 해서는 신기술 투자 등 인 라 구축이 필수 이다.

넷째는 사회문화 인 변화로서,다문화사회와 여성시 ,삶의 질과 신가치,

라이 스타일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2000년 들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

동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다문화가정과 기존 사회의 융합이 과제

로 두되고 있다.특히 농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한 교육 문제

가 심각하다. 한 여성이 농 사회의 주류로 형성되고 있으며,농업 노동력뿐

만 아니라 농업경 자로서도 활약하고 있다.앞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여성의

지 는 더욱 강조될 것이다.이 게 농 사회의 구성원이 바뀜으로서 사회

가치와 인식의 체계도 변화라고 있다.따라서 농 의 새로운 가치라는 시

흐름에 응하지 못할 경우 농 사회는 통 인 라이 스타일의 한계를 벗어

나지 못하고 변화의 통제력에 스스로 안주할 가능성이 높다.

에서 정리한 네 분야의 여건을 바탕으로 한국 농업은 로벌화,네트워크

구축,인재 확보,시장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즉,한국 농업은 세계 농업과

조화롭게 발 해야 하며,국내외 으로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 발 을 해서는 인재 확보가 필수 인 요소이며,내수 시장을 키

워나가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발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30년 이후의 한국 농업은 북한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 구조

를 가지게 될 것이며,2050년경에는 통일농업을 실 할 것으로 망된다.여기

서 통일농업은 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특히 한국 농업이 그동

안 경험해 온 지속 인 개 을 통해 남북통일 시 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 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통일시 를 고려한 농정 패러다임의 환 가능성을 ‘뉴 노

멀(newnormal)'로 정의한다.그리고 뉴 노멀의 구체 인 내용으로 다음과 같

은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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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동북아농업의 분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특히 국과 이웃한

한국 농업의 미래는 거 농업생산국과 어떻게 역할 분담 체제를 만들어 가느

냐가 농업 발 을 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최근 국도 인건비 상승으로

농산물의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으나,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가격경쟁력이

무기가 될 것이다.따라서 비교우 에서 단할 때 한국 농업은 고부가가

치 원 산업이 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생산과 랜드

가치 제고가 한국 농업의 강 인 것이다.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제도를 확립하고 신을 지속하는 것이다.산업 발

을 해서는 시장기능과 경쟁원리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에

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농정제도를 시장지향 으로 정비해야 한다.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경 규모를 확 하고 기업 인 농업경 으로 발 할 수 있어야

농업의 미래가 있다.다만,농업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는 에서 식량안보

와 환경보 등은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다.

세 번째는 소외계층 지역에 한 배려이다.시장경쟁은 농업의 산업 인

발 을 한 기본질서이지만,농업 부문에는 근본 으로 경쟁에서 뒤질 수 밖

에 없는 계층과 지역이 존재한다.즉 자산이 세한 농가와 고령농업인,그리

고 경지가 소한 산간지역이다.이들 계층과 지역에 해서는 농업 발 을

한 생산기반 지원과 아울러 기 생활 수 을 보장하는 소득 지원 등이 필요

하다.이 게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사회 발 의 상승 효과로 작

용하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한국 농업의 미래는 ‘신성장동력’에 달려 있다는 이다.한국 농업

이 로벌 시장의 생태계에서 지속 으로 성장하며 존립하기 해서는 연구개

발(R&D)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농업경 주체의

취약성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농업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신기술 투자

가 필수 이다.나아가 유능한 인력과 인재가 확보되고 농업경 자로 육성되

어야 하며,이에 한 뚜렷한 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미래 농업의 한계

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농 어메니티를 배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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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농정 미래 농정

정책 기조 농업경쟁력,농가소득 증 소비자 시장 지향

시책 증산+생산성 향상,농업인복지
고부가가치농업,농식품안 ,

농 어메니티

지원 방식 평균 지원 → 맟춤형 지원 공정한 경쟁,소외계층·지역 배려

투융자 심 생산기반,생활환경 등 SOC R&D,다원 기능,사회복지

소득안정 수단 가격지지+직 지불 기 생활보장+직 지불

농 성격 농업생산+정주공간 산업+정주+문화+휴식공간

의 한국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다루는 산업공간 개념뿐만 아

니라 귀농·귀 의 증가와 같은 도시민의 라이 스타일 변화까지도 극 으로

반 하는 정주 공간 의미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농 지역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편리하면서도 쾌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과 생활기반을 확

충하여 국민이 함께 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뉴 노멀을 토 로 미래 농정의 기본 인 틀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미래 농정의 패러다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농정의 일

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요하다.

미래 농정의 패러다임으로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과거와 같은 농업

인 심이 아니라 고객인 소비자와 도시민을 의식하는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

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개방 시 의 농업 발 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목과 품질의 농산물(식

품)을 생산하여 지속 으로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기회를 확

하며,농 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통문화에 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표 5-1.미래 농정의 뉴 노멀과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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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업·농 의 장기 비 을 향한 정책과제

2050년은 재의 주력 세 가 차세 로 교체되는 시기이며,2030년은 그

간쯤에 해당한다.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미래의 여건 변화를 견하면서

차세 에 넘겨주기 한 자산을 비해야 한다.우리가 사는 는 선 가 가

꾸어 놓은 유형 무형의 자산을 리고 있는 것이므로,우리도 모든 자산의 가

치를 높여 차세 에 물려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 으로 우리나라 농업·농 의 요한 특징으로 성장 시 ,환경

시 ,고령화·장수 시 ,다문화 시 ,통일 시 등이 견된다.이러한 특징

들은 이미 가시화되어 정책 으로 고려되고 있는 사항도 있으나,이제부터는

미래를 한 체계 이고 종합 인 비가 필요하다.

2.1. 장 시 에 

첫째,농업의 지속 인 발 을 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극 발굴하고 개

발해야 한다.장래에 수요확 가 상되는 신상품 개발을 극 추진하는 동시

에 수확후 리기술 개발,식품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원료농산물 공 체계

등을 통해 농산물의 수요를 확 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특히 수

출농업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 의 새로운 활로라는 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신선채소,과일,화훼,인삼 등)을 발굴하여 수출

지향 인 생산자단체를 략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품목별로 산업의 장기 비 을 제시하여 농업인을 비롯한 련 종사

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도 요하다.즉, 산업은 규모화된 문경 체

가 생산의 부분을 담당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연계하여 지역 단

의 산지 랜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원 산업은 자본‧기술집약 농업

으로 발 하여 주산지의 산지유통센터(APC) 심의 계열화를 통한 마 경

쟁력을 강화하고,품질에 따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유통채 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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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한다.축산업은 고품질‧안 성 심으로 생산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에

서,한우는 고 육 생산과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통한 냉장유통을 실 하

고,낙농은 고품질 우유생산을 통한 안정 인 시유 공 체계를 확립하며,양돈

은 환경친화 인 축산업으로 발 시키고,양계는 계열주체에 의한 수직 계

열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농업과 후방 산업이 조화롭게 연계되어 시 지를 발휘하는 방향으

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미래 농업은 식품산업과의 연계만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생산 비용 구조로 환하고,기능성농산물·식품 등의 신상품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후방산업에서는 종자산업,농기계·장비

산업,농자재산업,농업정보산업 등과 연계 발 할 수 있으며, 방산업으로는

수확후 리(장,포장,유통,가공 등),외식산업,서비스업 등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나아가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후변화·환경산업,농생명산업,바이오

에 지산업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장기 인 에서 IT·BT·ET·NT등

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2.2. 후변  경 시 에 

첫째,환경에 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과 녹색 농 공간

조성을 지속 으로 추진해야 한다.이는 환경보 이 개발과 상충하던 과거 구

조에서 환경보 없는 개발은 불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과정이다.

농업생산으로 인한 환경부하량의 감소는 환경규제나 비용 감의 측면에서 지

속 으로 강제될 것이다.즉 인 인 에 지 투입이나 외부 유입요소는 최소

화하고 자원 순환을 극 화하는 방식으로의 환을 의미한다.

둘째,농업생산 시스템의 신이 필요하다.소득증 ,도시화 심화,농산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수요 증가는 물론 다양성이라는 질 변화가 요구되고 있

다.식품 소비는 진 으로 증가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따라서 생산성 향상보다는 상품의 질,생산과정 상의 비상품 요소인 환경,

동물복지,안 성에 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따라서 생산에서 소비 유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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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까지 우수농산물의 리를 더욱 철 하게 강화해야 한다.

셋째,기후변화에 응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의 기후 스펙트럼의 확 로 상 아열 작물의 도입 등 작물 종류가 확 될

것이다. 한 인구 감소에 따라 곡물이나 청과물의 생산이 강소하고 화훼나 특

용작물과 같은 비식용 작물의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한 유지 작물 등의 에

지 작물이나 산업 신소재 바이오매스 작물 생산이 부각될 것이다.따라서 이

러한 농업생산 형태의 변화에 응하는 품종 개발,재배방법,상품화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농 공간의 녹색 보 을 강화해야 한다.미래의 농 은 농업 생산이라

는 경제 인 비 은 어드는 반면,농 의 자연 자원을 휴양 공간이나 체험·

교육의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 성격이 강

화될 것이다. 한 도시민의 휴양 공간으로써의 농 이 새롭게 조명되고,도시

화의 향으로 농 공간에서의 주거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양식도 매우

도시화될 것이다.따라서 미래를 하여 농 경 이나 환경을 잘 보 하여 건

강하고 쾌 한 생태마을 등의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요하다.

2.3. 식량·에 지·질병 등  리

국제곡물가격의 등은 곡물자 률이 20% 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는 식량안보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더욱이 옥수수를 비롯한 몇몇 곡물이

바이오연료 자원으로 이용되면서 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망되기 때

문에 식량 기를 재 할 수 있다.미래에도 식량안보는 국가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따라서 국내 식량생산 기반을 안정 으로 유지하면서 수입선의 확보

에도 계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생산을 한 에 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비용 감을 한 신재생에 지

의 활용이 심을 끌고 있다.따라서 농가 수 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태양 ,태

양열,바이오에 지,폐기물에 지,지열 등의 신재생에 지에 한 연구개발

과 실용화가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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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축

의 질병 발생도 증가하는 경향이다.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발표에 의하

면,가후변화가 가축의 바이러스성 질환을 만연시키고 인간에게도 험한 병

원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따라서 가축 질병의 방을 한 방

역이 요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험요소에 응하기 한 정부 차원의 종합 이고 체계 인

기 리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첫째,사 책으로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

통이 안정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 라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둘째,

기를 사 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비하기 한 조기 보체계(AWS)를 갖춰야

한다.셋째, 기 발생시에 정부와 농업인 모두가 확하게 응하는 행동지침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한다.넷째, 기가 종료된 사후 책으로 과학 인 피해

보상을 한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2.4. 고 ·장  시  

첫째,고령자의 일자리로 ‘고령친화농업’을 비해야 한다.노동집약 소득

작목 경량채소 등은 고령 농업인에 합하며,농업경 의 풍부한 지식과 경

험을 활용하여 농원, 통식품가공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시의 은퇴자들이 농 에서 약간의 농사로 소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은퇴농장 등을 조성하고,귀농교육 로그램이

나 귀농컨설 등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고령 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노후의 생계안정 책을 마

련해야 한다. 세농이라도 약간의 농지와 농가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 생활보장제의 수혜 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유연한 구조조

정을 해서는 복지 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따라서 농업경 이양 후에도

생계비 수 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기 생활 보조 +경 이양직

불 보조 +농지임 소득”의 지원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노인복지를 한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특히 농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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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 은 열악한 실정이므로,지자체에 하여 공공보건‧의료 장비의 보강

과 의료인력 유치를 한 자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미래의 의료기술 발 에

비하여 원격진료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도 비해야

한다.나아가 취약계층에 한 지원으로 유아 보육시설과 노인 여성 복지

시설의 운 에 해서도 정책 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2.5. 다 사회 시  

첫째,다문화 가족에 한 사회문화 융합이다.농 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박했던 농업인들의 선택이며,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우리나라 농 사회 재

생산 기의 결과라고 야 한다.이를 향 으로 평가하고,어떻게 하면 다

문화 가족을 농 사회의 기를 극복하는 자원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는 한국

농 의 미래를 여는 데 단히 요하다.국제결혼에 의해 진행된 다문화 가족

의 증가는 사회문화 세계화로 이해해야 한다.단일민족주의의 신화를 해체

하고,문화 다양성을 존 하며 역동 인 미래를 기획하기 해서 농 사회

가 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농 지역의 활성화와 새로

운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기 한 앙정부,지방정부,그리고 시민사회의

극 노력과 치가 필요하다.

둘째,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앞으로 외

국인 여성들이 농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 이나 역할이 더 요해지는

한편,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역할도 확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이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결합을 통한 문화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 기가 확

되고 농 은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 다양성을 미리 실험하고 흡수하는 요

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상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다문화 가족에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최근의 추세 로라면 2015

년을 후로 다문화 가정의 고생의 수자가 증할 것을 쉽게 측할 수 있

다.많은 농 의 학교들이 이미 폐교되거나 폐교의 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의 충원은 학교를 살리고,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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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여성과 그 자녀들을 한 극 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컨 멘토제의 도입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한 특별 교육 로그램 운 이

필요하다.보다 향 인 시각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의 농 사회

를 책임질 후속세 라는 시각에서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이들을 어떻

게 키우는가가 농 사회 안정의 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6. 통일한국 시  

남북한 간 교류확 를 통한 농업의 발 가능성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할 수 있다.첫째,농업은 공업 다음으로 남북한

경제 성장에 정 효과를 가져다 것으로 보인다.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해 우선 으로 북한이 비교우 에 있는 공업 심으로 경제발 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 으로는 국의 규모 시장을 두고 경공업과

화학 공업 심으로 구조 환이 불가피하다.둘째,2030년 이후 북한경제는

산업고도화를 향한 구조조정에 도입하게 될 것이며,한국경제는 후방 지원형

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여기에는 지 서비스 산업, 융, 등 소

트 산업이 포함된다.이 게 산업구조의 환이 이루어지면 인구 이동이 뒤

따르게 되고,북한 농업은 남한 농업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한의 농업 상황을 고려할 경우,2030년 이후 한국 농업의 미래

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hybrid농업발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즉, 변시에 언제든지 환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의 농업스시템을

비하는 것이다.첫 번째 시나리오는 통일 이후 남북한 농업 인 라 갭의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두 번째 시나리오는 특정 북한 지역을 경계로 한 제

조업 지역과 농업지역의 명확한 경계를 통해 국토 활용의 효율화 문제까지 신

한 근을 지 부터 비해야 한다는 이다. 컨 일제 시 에 남북한의

경제발 인 라의 격차가 존재하 듯이 통일 후 남북한 간 제조업과 농업생

산기지로서의 효율 인 역할 분할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통일 농업에

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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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가 ·행복  시  

미래의 한국 사회는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로움과 문화 등에 한 국민의식

이 증 하여 삶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다.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

(GNH,GrossNationalHappiness)의 비 이 더 커지면서,행복증진 정책이 확

될 것이다. 한 여가 활동이 단순한 소비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부여하는 생산 활동으로 환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역사문화자원 등을 심으로 하는 통문화산업이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할 망이다.특히 농 지역의 특성화된 지역축제 등과 같은 생

활문화자원,국악·탈춤·민속놀이·사물놀이 등 통공연 술과 한식·막걸리 등

통먹을거리문화도 시되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목되면서 농 의 패턴도 변모할 것이다.IT기반 문화

컨텐츠의 생산·유통·소비활동 한류문화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소득 수

향상과 고품격 문화에 한 욕구 증가로 IT기반 첨단 문화컨텐츠 산업이 경쟁

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메니티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 등의 변화로 농 의 문

화 경 의 보 분 기가 확 될 것이다.농 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는

생업,지역 풍토 등에 의해 형성된 경 에 한 어메니티 가치와 기능이 확

됨으로써 논·밭 등의 농경에 한 경 ,억새들 등의 자연에 한 경 ,하천

수지·수로 등 물의 이용에 한 경 등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농 이 모든 국민들에게 살기좋고,가보고 싶은 신정주공간,

문화 경 지,녹색 지로 인식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 정비와 지역사

회 활성화를 꾸 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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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부문 주요지표 망

1.1. 분  모 과 가

○ 농업부문주요지표를 망하기 하여한국농 경제연구원이개발하여운 하

고 있는 농업부문 망모형인 KREI-KASMO(KoreaAgriculturalSimulation

Model)를이용하 다.KASMO2010은국내농업부문부문균형모형으로서국제

시장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 으로 취 된다.

○ KREI-KASMO는 주요 거시변수 망부문,투입재가격 망부문,재배업부

문 망부문,축산부문 망부문,농가인구 망부문,총량부문 망부문 등

크게 6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 주요 거시변수 부문은 실질 GDP와 1인당 가처분소득을 망하도록 구성되

어 있으며,이를 해 필요한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이자율,환율,

소비자가격지수,생산자가격지수 등은 한국은행,통계청,OECD,Global

InsightInc.등의 련기 망치를 이용하 다. 한 국제유가는 미국의

EIA(EnergyInformationAdministration)의 AnnualEnergyOutlook 망치

를,국내 총인구수는 통계청 추계인구 망치를 이용하 다.그리고 국제곡

물 가격 축산물 가격은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의 망치를 이

용하 다.

○ 투입재가격 부문은 농기구가격,사료비, 농 열비,종자비,비료비,농약

비,제재료비,농업노임,농지임차료 등을 망하도록 설정되어 있다.이

농기구,사료비, 농 열비,종자비,비료비,농약비,제재료비는 거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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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농업노임과 농지임차료는 거시변

수 부문과 더불어 재배업 부문과 연계되어 망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재배업 부문은 곡물,채소,과채,과일,특용작물로 구분되고 각 품목은 재배

면 함수,단수함수,수요함수,수입수요함수,수 균형 항등식 등으로 구성

되어 품목별 수 망 균형가격을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 재배

업 부문은 크게 하계 재배 작목,과수작목,그리고 동계 재배 작목으로 구분

되는데 하계 재배 작목과 동계 재배 작목은 생산자의 재배 작목 선택의 상

충(trade-off)계가 반 되도록 연립방정식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과수 부문의 작목은 사과,배,포도,감귤,단감,그리고 복숭아 6개 작목이

고,각 작목은 별도 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각 수요와 공 부분에서 작

목간 체 계가 반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축산 부문은 한육우,낙농,돼지,육계,산란계,오리로 구분되어 있으며,낙

농은 치즈,버터,분유,발효유,연유로 세분류되어 있다.사육두수 등과 같

은 공 측 함수는 연령별 생존율 등을 용한 생물학 모형으로,수요

수입수요함수 등의 수요부문 함수는 계량경제모형으로 추정되어 축종별 수

망 균형가격을 도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농업총량 부문은 농업요소부문 망치와 품목별 생산량과 가격 망치를

이용하여 농업생산액,농업소득,농업부가가치 등의 총량지표를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한 호당 직불제가 포함된 농업소득,농외소득,이 소

득 등 농가경제의 망치가 산출되며,경지면 ,경지이용면 ,경지이용율

등 체경지면 의 망과 무역수지(수출,수입),자 률 등이 세부품목으

로부터 망치를 합산하여 계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 분석을 한 가정으로, 에 해서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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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를 반 하 다. 소득보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 값의 차액

의 85%를 직 지불 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목표가격은 행 17만 83원

/80kg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 농산물 시장 개방과 련하여 한·미 자유무역 정(FTA)과 한·EU자유무역

정 타결결과가 2012년부터 동시에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여기에

서 은 2014년까지 세화 유 가 지속되고, 재 과실류 일부품목에 용

되고 있는 식물검역조치에 해 사과,배,복숭아는 2015년 이후에 해제되

는 것으로 가정하 다.

부도 1.KREI-KASMO2010모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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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추정)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9 20/10 30/20

농업 41,364 42,521 42,749 45,055 2.8 0.1 0.5

재배업 24,880 24,996 23,463 23,201 0.5 -0.6 -0.1

곡물류 9,864 8,924 6,821 6,157 -9.5 -2.7 -1.0

9,277 8,256 5,987 5,187 -11.0 -3.2 -1.4

채소류 7,554 8,681 8,656 8,520 14.9 0.0 -0.2

과채류 3,876 4,096 5,018 5,439 5.7 2.1 0.8

과일류 3,511 3,417 2,727 2,053 -2.7 -2.2 -2.8

특용기타 2,482 2,526 3,988 5,299 1.8 4.7 2.9

축산업 16,484 17,526 19,285 21,854 6.3 1.0 1.3

한육우 3,989 4,928 4,795 4,966 23.5 -0.3 0.4

낙농 1,677 1,719 1,662 1,656 2.5 -0.3 0.0

양돈 4,716 4,527 4,894 5,543 -4.0 0.8 1.3

육계 2,564 2,657 3,460 4,188 3.6 2.7 1.9

기타 1,723 1,765 2,351 3,094 2.5 2.9 2.8

주:곡물류는 ,맥류,잡곡,두류,서류로 구성되며 사료작물은 제외됨.

자료: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 경제연구원 KASMO추계.

부표 1.농업부문 생산액 망
단 :10억원(경상)

1.2. 주요지표 2020/30 망

○ 농업생산액은 2010년 42조 5천억원 수 에서 2030년에는 45억원 수 으로

평균 0.3%성장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재배업 생산액은 2010년 25억원

에서 2030년 23조 2천억원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축산업 생산액은 동기간

17조 5천억원에서 21조 9천억원 수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2010년 20조

6,930억원에서 2020년 18조 7,050억원,2030년 18조 1,47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축산업 부가가치는 2010년 3조 8,870억원에서 2020년 4

조 1,750억원,2030년 4조 7,01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배업

부가가치가 2010년 16조 8,060억원에서 2020년 14조 5,290억원,2030년 13

조 4,460억원으로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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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추정)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9 20/10 30/20

농업 20,103 20,693 18,705 18,147 2.9 -1.0 -0.3

재배업 16,465 16,806 14,529 13,446 2.1 -1.4 -0.8

축산업 3,638 3,887 4,175 4,701 6.8 0.7 1.2

자료:한국은행,한국농 경제연구원 KASMO추계.

부표 2.농업부문 부가가치 망
단 :10억원(경상)

2009
2010
(추정)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9 20/10 30/20

곡물류 1,125 1,105 1,020 973 -1.7 -0.8 -0.5

924 892 809 761 -3.5 -1.0 -0.6

채소류 216 208 195 174 -3.9 -0.6 -1.2

과실류 151 150 140 130 -0.9 -0.6 -0.8

특용 기타작물 86 84 77 76 -2.2 -0.9 -0.2

답리작 사료작물 198 205 273 341 3.4 2.9 2.3

자료:통계청,한국농 경제연구원 KASMO추계.

부표 4.작물별 재배면 망
단 :천ha

2009
2010
(추정)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9 20/10 30/20

경지면 천ha 1,737 1,718 1,574 1,495 -1.1 -0.9 -0.5

농가호당 경지면 ha 1.45 1.47 1.46 1.63 0.8 0.0 1.1

농가인구당 경지면 a 55.7 56.5 68.6 88.6 1.5 2.0 2.6

재배면 천ha 1,873 1,847 1,798 1,786 -1.4 -0.3 -0.1

경지이용률 % 110.8 110.5 117.7 123.2 -0.3 0.6 0.5

부표 3.경지면 과 경지이용률 망

○ 경지면 은 2010년 172만ha에서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20년 157만ha,

2030년 150만ha로 망된다.한편 농가 호당 경지면 은 2010년 1.47ha에서

2020년 1.46ha,2030년 1.63ha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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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73.0㎏에서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30년 46.7㎏

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콩은 동기간 8.4㎏에서 9.9㎏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보리는 6.0㎏에서 4.5㎏으로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 사과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10.7㎏에서 2030년 11.0㎏으로 약간 증가할

망이며,배는 동기간 7.9㎏에서 7.4㎏으로,감귤은 13.0㎏에서 12.8㎏으로

약간 감소세로 망된다.

○ 축산물 소비량은 소득 증가에 따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9.1㎏에서 2030년 13.2㎏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

며,소비량 비 이 높은 돼지고기는 동기간 19.5㎏에서 24.5㎏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닭고기 소비량은 동기간 9.6㎏에서 11.5㎏으로 늘어날 것

으로 망된다.

2009
2010
(추정)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9 20/10 30/20

73.9 73.0 59.7 46.7 -1.2 -2.0 -2.4

콩 8.4 8.4 9.4 9.9 0.6 1.1 0.5

보리 6.6 6.0 4.8 4.5 -9.2 -2.1 -0.7

사과 10.0 10.7 11.0 11.0 7.0 0.2 0.0

배 8.1 7.9 7.4 7.4 -3.1 -0.7 0.1

포도 7.4 7.2 7.3 7.5 -2.5 0.1 0.3

감귤 13.1 13.0 13.1 12.8 -0.6 0.1 -0.3

배추 51.7 49.5 47.0 42.6 -4.3 -0.5 -1.0

무 25.8 22.8 19.6 15.9 -11.3 -1.5 -2.1

고추 3.9 4.0 4.0 3.7 1.8 0.0 -0.6

마늘 8.1 7.5 7.9 7.6 -7.9 0.6 -0.4

양 29.2 30.1 37.5 44.2 3.0 2.2 1.7

쇠고기 8.0 9.1 12.0 13.2 13.7 2.9 0.9

돼지고기 18.6 19.5 22.6 24.5 4.9 1.5 0.8

닭고기 9.4 9.6 10.9 11.5 2.4 1.2 0.5

자료:통계청,한국농 경제연구원 KASMO추계.

부표 5.주요 농산물 1인당 소비량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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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추정)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9 20/10 30/20

농가소득 3,081 3,264 3,910 4,633 5.9 1.8 1.7

-농업소득 970 1,020 906 946 5.1 -1.2 0.4

-농외소득 1,213 1,290 1,886 2,451 6.4 3.9 2.7

-이 수입 899 954 1,118 1,235 6.1 1.6 1.0

자료:통계청,한국농 경제연구원 KASMO추계.

부표 6.농가소득 망
단 :만원(경상)

○ 호당 농가소득은 농가호수 감소에 따른 농규모 확 와 농외소득과 이

수입 증가로 2010년 3,264만원에서 2020년 3,910만원,2030년 4,633만원으

로 연평균 1.7%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망된다.

○ 농가소득의 구성을 보면,농업소득은 2010년 1,020만원에서 2030년 946만

원으로 차 감소세를 보이는 데 반해,농외소득은 2010년 1,290만원에서

2030년 2,451만원으로 증가하며,이 수입은 2010년 954만원에서 2030년

1,235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망된다.

1.3. 추  연장에 한 주요지표 2040/50 망

○ KASMO분석에서는2030년까지를 망할수있기때문에,여기서는KASMO의

망치를 연장하는 방법으로2050년까지의 략 인 추세를 보고자 한다.추세

치 연장은 구간 변화율을 단순평균하여 용하 다.

○ 농업생산액은 불변가격으로 2050년에 50조원 수 으로 증가할 망이지만,

부가가치는 17조원 수 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경지면 은

135만ha정도로 감소하고,벼 재배면 도 67만ha에 이를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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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P) 2020 2030 2040 2050

농업생산액(10억원) 42,521 42,749 45,055 47,485 50,047

재배업 24,996 23,463 23,201 22,942 22,686

곡물류 8,924 6,821 6,157 5,558 5,017

8,256 5,987 5,187 4,494 3,893

채소류 8,681 8,656 8,520 8,386 8,254

과채류 4,096 5,018 5,439 5,895 6,390

과일류 3,417 2,727 2,053 1,546 1,164

축산업 17,526 19,285 21,854 24,765 28,064

농업부가가치(10억원) 20,693 18,705 18,147 17,606 17,080

재배업 16,806 14,529 13,446 12,444 11,516

축산업 3,887 4,175 4,701 5,293 5,960

경지면 (천ha) 1,718 1,574 1,495 1,420 1,349

호당 경지면 (ha) 1.47 1.46 1.63 1.82 2.03

경지 이용률(%) 110.5 117.7 123.2 129.0 135.0

농가호수(천호) 1,172 1,078 919 783 668

농가인구(천명) 3,039 2,295 1,686 1,239 910

65세 이상(%) 35.3 45.2 52.6 61.2 71.2

재배면 (천ha) 1,847 1,798 1,786 1,774 1,762

곡물류 1,105 1,020 973 928 885

892 809 761 716 673

채소류 208 195 174 155 139

과실류 150 140 130 121 112

1인당 소비량(kg) 73.0 59.7 46.7 36.5 29.9

배추 1인당 소비량(kg) 49.5 47.0 42.6 38.6 35.0

쇠고기1인당소비량(kg) 9.1 12.0 13.2 14.5 16.0

농가소득(만원) 3,264 3,910 4,633 5,490 6,505

농업소득 1,020 906 946 988 1,031

농외소득 1,290 1,886 2,451 3,185 4,139

주:’20년과 ’30년은 KASMO에 의한 망치,’40년과 ’50년은 ’10～’30년 추세 연장.

자료:통계청,한국농 경제연구원 KASMO추계.

○ 농가 호수는 2050년에 67만호 정도로 감소할 것이며,고령농업인 비 이 증

가하여 기간농업경 자는 20만호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망된다. 한 호

당 농가소득은 불변가격으로 6,500만원 수 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표 7.추세 연장에 의한 주요지표 2040/50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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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품제조업 망

2.1. 분  모 과 가

○ 식품제조업을 망하기 하여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식품산업시뮬 이션 모형인 FISMO(FoodIndustrySimulationModel)를 이

용하 다.FISMO는 거시경제변수 부문,식품제조업 부문,식품제조업 총량

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 FISMO는 식품제조업 부문의 품목별 수 모형 구축을 통해 수 가격을

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 식품제조업 부문의 산출액,부가가치 등에

한 망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이러한 근 방식은 식품제조업에 해 미시

거시 분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 분석 상은 표 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품목 표성과 자

료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43개 품목을 선정하 다.2007년 기 으로 상

품목들은 체 음식료품 산출액의 65.8%,부가가치 기 으로 87.1% 유.

데이터는 1995∼2008년의 분기별 통계자료들로서 통계청,한국은행, 세

청,식품의약품안 청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 거시경제변수 부문에서는 인구,경제성장률,GDP디 이터,가처분소득,

이자율,국제 유가,환율 등의 거시경제변수를 외생 으로 KASMO로부터

도입하여 생산자가격지수(총지수,상품지수,서비스지수),소비자물가지수,

임 등을 망한 후.이들 변수는 품목별 수 에 향을 주고 총량부문 계

산에 이용된다.

○ 식품제조업 부문은43개 상품목 각각의 생산함수,재고함수,수입수요함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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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간수요,최종수요)함수,수출함수 등의 구조방정식과 수 균형 항등식으로

구성되어 품목별 수 균형량과 균형가격을 도출한다.

○ 총량부문은 품목별 생산량과 가격 망치를 이용하여 식품제조업부문 산출

액,부가가치,무역수지 등의 총량지표들을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있다.산출

액은 2007년 기 년도 산출액에 생산량과 생산자가격의 변동률을, 간투입

비는 생산량과 간투입재가격의 변동률을 용해 도출한다.이 때 간투입

재가격 변동률은 산업연 표로부터 구한 투입비율을 가 평균한 값을 이용

하 다.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간투입비를 제한 값으로 정의한다.총 모

형의 크기는 방정식 334개,항등식 348개,내생변수 682개,외생변수 144개

이다.

○ 인구,경제성장률,GDP디 이터,가처분소득,이자율,국제 유가,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농산물가격 국제원자재가격 망치는 가정의

일치성을 해 주로 KASMO로부터 도입하 고,이를 분기별로 재조정하

여 모형에 용하 다.

부도 2.FISMO모형의 수 구조

내생변수 외생변수

수 량

월량

민간 비

수 량

중간 비생산량

재고량

중간재가격

체재가격

균형가격

( 비 가격)

환 해외
가격

해외가격
환  

타 재가격

생산 가격

가처
득

체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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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지표 망

○ 식품제조업 부문의 산출액은 2007년 77조원에서 2010년 93조원,2020년

108조원,2030년 127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망되었다.

2007년 이후 원자재가격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 수산물 통조림,빵,과자 국수류 등의 산출액 증가가 두드러지

며,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과 가격이 완만하지만 지속 으로 증가하는 육가

공품과 주류의 산출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담배의 생산은 정체

지만 가격이 다소 상승하여 산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망된다.유지

식용유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생산과 소비가

차 으로 감소하여 산출액 증가폭은 미미한 수 으로 망된다.

분류
2007
(확정치)

2010 2020 2030
2010～30
증가율(%)

육류 육가공품 육가공품 1,569 1,977 2,472 2,901 1.94

낙농품 5,575 6,551 8,127 10,190 2.23

수산가공품 수산물 통조림 429 644 821 1,017 2.31

제분 822 1,068 1,188 1,184 0.52

제당 728 863 994 1,033 0.90

분 당류 840 1,006 1,052 1,112 0.50

빵,과자 국수류 빵 곡분과자,국수류 6,239 7,041 8,715 10,438 1.99

조미료 3,267 4,357 4,368 4,388 0.04

유지 식용유 1,743 1,867 2,023 1,961 0.25

과실 채소가공품 2,380 2,672 3,230 3,963 1.99

기타 식료품 커피,홍삼,두부 2,234 2,708 3,233 3,999 1.97

주류 7,168 8,734 11,101 13,772 2.30

음료수 얼음 비알콜성 음료,생수 3,872 4,124 5,126 6,025 1.91

사료 6,127 7,104 8,081 8,502 0.90

담배 7,413 8,256 11,090 15,482 3.19

합계 50,405 58,972 71,621 85,967 1.90

음식료품 체 76,593 89,610 108,831 130,631 1.90

자료:한국은행,한국농 경제연구원 FISMO추정.

부표 8.식품제조업 산출액 망
단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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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07
(확정치) 2010 2020 2030

2010～30
증가율(%)

육류 육가공품 육가공품 310 330 403 492 2.02

낙농품 1,394 1,597 2,517 3,967 4.65

수산가공품 수산물통조림 90 98 130 172 2.86

제분 175 179 191 204 0.66

제당 147 150 161 172 0.69

분 당류 168 174 198 225 1.29

빵,과자 국수류 빵 곡분과자,국수류 1,901 1,917 1,972 2,029 0.28

조미료 816 818 825 831 0.08

유지 식용유 317 325 354 386 0.86

과실 채소가공품 641 695 913 1,198 2.76

기타식료품 커피,홍삼,두부 730 784 997 1,267 2.43

주류 4,268 4,578 5,785 7,310 2.37

음료수 얼음 비알콜성음료,생수 1,212 1,296 1,616 2,015 2.23

사료 845 865 936 1,013 0.79

담배 5,847 6,407 8,692 11,791 3.10

합계 18,860 20,021 24,432 29,815 2.01

음식료품 체 21,651 22,984 28,047 34,227 2.01

자료:한국은행,한국농 경제연구원 FISMO추정.

○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보면, 망기간 동안 연평균 2.0%증가하여 2007

년 22조원에서 2010년 23조원,2020년 28조원,2030년 34조원으로 망되

었다.2000~2007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 4.5%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

이다.부가가치의 2010~2030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육류 육가공

품은 2.02%,낙농품은 4.65%,수산가공품은 2.86%,제분은 0.66%,제당은

0.69%, 분 당류는 1.29%,빵,과자 국수류는 0.28%,조미료는

0.08%,유지 식용유는 0.86%,과실 채소가공품은 2.76%,기타 식료

품은 2.43%,주류는 2.37%,음료수 얼음은 2.23%,사료는 0.79%,담배

는 3.10%로 망되었다.

부표 9.식품제조업 부가가치 망
단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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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추정)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9 20/10 30/20

농가인구 천명 3,117 3,039 2,295 1,686 -2.5 -2.8 -3.0

65세이상

농가인구비율
% 34.2 35.3 45.2 52.6 3.1 2.5 1.5

총인구

농가인구비율
% 6.4 6.2 4.7 3.5 -2.8 -2.9 -2.9

자료:통계청,한국농 경제연구원 KASMO(KoreaAgriculturalSimulationModel)

부표 10.농가인구 망

3.농가인구 망

3.1. 분  한 가 과 추  법

○ 농가인구 망은 KASMO의 서 모형인 농 ·농가인구모형(KAP)을 이용

하여 코호트별 농가인구,호당인구,농가호수를 망하 다.

○ 농 ·농가인구모형(KoreaAgriculturalPopulationModel;KAP)은 계량경제

모형과 코호트모형을 혼합하여 인구의 생태 특징을 반 하여 코호트별로

인구 망이 가능하며,경제 쇼크에 한 인구 망 시뮬 이션도 가능하

다는 장 이 있다. 한 농업인구의 특징인 이농율을 반 하기 해 경제

쇼크에 한 시뮬 이션이 가능하도록 KASMO와 연결되어 있다.

3.2. 주요지표 망

○ 2010년 농가인구는 년 312만명보다 2.5%감소한 304만명으로 상되며

2020년 230만명,2030년 169만명으로 지속 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망

된다.따라서 향후 체인구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 은 2010년 6.2%,

2020년 4.7%,2030년 3.5%로 감소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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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0 2020 2030

인구구성비 (%) 100.0 100.0 100.0 100.0

-0∼14 9.8 7.9 5.3 3.5

-15∼64 61.1 56.8 49.5 43.9

-65세 이상 29.1 35.3 45.2 52.6

총부양비 63.6 76.0 101.9 127.9

유소년부양비 16.0 13.9 10.7 8.1

노년부양비 47.6 62.1 91.3 119.8

노령화지수 298.4 447.0 854.0 1487.4

자료:통계청,한국농 경제연구원 KAP(KoreaAgriculturalPopulationmodel)

부표 11.농가부양비 노령화지수 망

2009
2010
(추정)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9 20/10 30/20

농가호수 천호 1,195 1,172 1,078 919 -1.9 -0.8 -1.6

농가호수당
농가인구 명 2.61 2.59 2.13 1.84 -0.6 -2.0 -1.5

자료:통계청,한국농 경제연구원 KASMO&KAP(KoreaAgriculturalPopulationmodel)

부표 12.농가호수 망

2009
2010
(추정)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9 20/10 30/20

농림어업
취업자

천명 1,648 1,548 1,247 1,024 -6.0 -2.1 -2.0

자료:통계청,한국농 경제연구원 KASMO&KAP(KoreaAgriculturalPopulationmodel)

부표 13.농림어업취업자 망

○ 농가호수는 2010년 117만호에서 꾸 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 108만

호,2030년 92만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농가호당 인구는 2010년

2.59명에서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20년에는 2.13명,2030년에는 1.84명이

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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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11)

○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 로 장래

인구추계 자료를 공표하고 있으며,이번 자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

과를 기 로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별 실 자료 추이를 반

하여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이다.

○ 2005년 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8,138천명으로 70년 32,241천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 다.

○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2018년에 49,340천명으로 정 (Peak)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망되며,2030년에 48,635천명,2050년에 42,343천

명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 인구성장률은 2005년 재 0.21%,2010년 0.26%에서 차 둔화하여 2018

년 0.02%에 도달한 후 2019년(-0.00%)에 마이 스 성장으로 환되어

2030년에는 -0.25%,2050년 -1.07%로 망된다.

부도 3.총인구 인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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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 남 여 성비 인구성장률
1)

2005 48,138 24,191 23,947 101.0 0.21

2006 48,297 24,268 24,030 101.0 0.33

2007 48,456 24,344 24,112 101.0 0.33

2008 48,607 24,416 24,191 100.9 0.31

2009 48,747 24,481 24,265 100.9 0.29

2010 48,875 24,540 24,334 100.8 0.26

2011 48,989 24,592 24,396 100.8 0.23

2012 49,083 24,633 24,450 100.7 0.19

2013 49,163 24,666 24,497 100.7 0.16

2014 49,227 24,690 24,537 100.6 0.13

2015 49,277 24,707 24,570 100.6 0.10

2016 49,312 24,715 24,597 100.5 0.07

2017 49,332 24,716 24,617 100.4 0.04

2018 49,340 24,709 24,631 100.3 0.02

2019 49,338 24,697 24,641 100.2 -0.00

2020 49,326 24,680 24,646 100.1 -0.02

2021 49,300 24,655 24,645 100.0 -0.05

2022 49,263 24,624 24,639 99.9 -0.07

2023 49,219 24,589 24,630 99.8 -0.09

2024 49,168 24,550 24,618 99.7 -0.10

2025 49,108 24,506 24,602 99.6 -0.12

2026 49,039 24,456 24,582 99.5 -0.14

2027 48,959 24,401 24,557 99.4 -0.16

2028 48,866 24,339 24,527 99.2 -0.19

2029 48,758 24,269 24,489 99.1 -0.22

2030 48,635 24,190 24,444 99.0 -0.25

2040 46,343 22,854 23,489 97.3 -0.67

2050 42,343 20,734 21,609 96.0 -1.07

부표 14.연도별 총인구 인구성장률

단 :천명,여자100명당,%

주 :1)인구성장률은 년 비 인구증가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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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미래 전망에 한 민의식 조사   2010. 06.

안녕하세 ? 여론조사 전문기 인 리서치 앤 리서치입니다. 

저희는 이 에 한 농촌경제연 의 의뢰를 아 농업․농촌의 미래 전망에 한 민의식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한  농업․농촌의 현재  미래에 대한 기대 수 을 조

사하여 정책에 활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의견은 한  농업․

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쁘시더라도 문항이 몇 개 안되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솔 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

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답 은 통계 에 의해 엄격히 호되며, 다른 도로는 절대

로 사 되  않습니다.
SQ 1.. 성  (목소리로 판단할 것!)  ① 남자        ② 여자

SQ 2.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20세 미만 면접 단) 
    ① 20대     ② 30대 (면접 단)     ③ 40대     ④ 50대 (면접 단)     ⑤ 60대     ⑤ 70대 
이상 (면접 단)

SQ 3. 선생님께서는 도시에 사십니까, 농촌에 사십니까?  ① 도시        ② 농촌

5.농업·농 의 미래에 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Q01. 나라경제에서 농업의 성을 어떻게 십니까?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며,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Q011. 현재

① 하다 ② 저 렇다 ③ 하  않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12. 2030년경

① 하다 ② 저 렇다 ③ 하  않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2.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하여 한 것을 2개만 선택해 주십시 . 현

재는 어떻게 생각하며,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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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1. 현재

① 식량 안정 공급      ② 자연환경 전      ③ 토 형 전

④ 전 생활 공간            ⑤ 전통문화 계승      ⑥ 과 휴식 제공

⑦ (불러주  말 것) 기타(    )      ⑧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22. 2030년경

① 식량 안정 공급 ② 자연환경 전 ③ 토 형 전

④ 전 생활 공간      ⑤ 전통문화 계승 ⑥ 과 휴식 제공

⑦ (불러주  말 것) 기타(    )         ⑧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3. 농업의 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며,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Q031. 현재

① 희망있고 전적인 소가 많다 ② 저 렇다 ③ 비 적인 

소가 많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32. 2030년경

① 희망있고 전적인 소가 많다 ② 저 렇다 ③ 비 적인 

소가 많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4. 농촌의 생활 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며,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Q041. 현재

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이다 ② 저 렇다 ③ 살기 어려  

공간이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42. 2030년경

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이다 ② 저 렇다 ③ 살기 어려  

공간이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5. 식량자급의 필 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며,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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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1. 현재

① 식량자급률을 더 높여야 한다 ② 어느정도 자급을 유 해야 한다

③ 수입에 의존해도 무 하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52. 2030년경

① 식량자급률을 더 높여야 한다 ② 어느정도 자급을 유 해야 한다

③ 수입에 의존해도 무 하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6. 식품의 선택 기 으로 무엇이 가장 합니까?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며,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R)

Q061. 현재

① 가격    ② 품 (맛, 양, 안전성)    ③ 산

④ (불러주  말 것) 기타 (    )        ⑤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62. 2030년경

① 가격    ② 품 (맛, 양, 안전성)    ③ 산

④ (불러주  말 것) 기타 (    )     ⑤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7. 거주 의 선택 기 으로 무엇이 가장 합니까?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며,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R)

Q071. 현재

① 일자리  ② 육 환경 ③ 주거․문화 시설     ④ 자연환경과 경   ⑤ (불러주  

말 것) 기타 (    ) ⑥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72. 2030년경

① 일자리  ② 육 환경 ③ 주거․문화 시설     ④ 자연환경과 경   ⑤ (불러주  

말 것) 기타 (    ) ⑥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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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8.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을 늘려야합니까?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며, 2030년

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Q081. 현재

① 정책 을 늘려야 한다 ② 할 필  없다 ③ (불러주  말 것) 잘

모름/무응답

Q082. 2030년경

① 정책 을 늘려야 한다 ② 할 필  없다 ③ (불러주  말 것) 잘

모름/무응답

Q09. (SQ 3에서 ①  도시민에게만) 농촌에서 살고 싶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생각

하며,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Q091. 현재

① 꼭 농촌에서 살고 싶다           ② 기회가 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

③ 전혀 농촌에서 살고 싶  않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092. 2030년경

① 꼭 농촌에서 살고 싶다          ② 기회가 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

③ 전혀 농촌에서 살고 싶  않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10. (SQ 3에서 ②  농촌주민에게만)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생

각하며,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십니까?

Q101. 현재

① 꼭 도시에서 살고 싶다          ② 기회가 되면 도시에서 살고 싶다

③ 전혀 도시에서 살고 싶  않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Q102. 2030년경

① 꼭 도시에서 살고 싶다       ② 기회가 되면 도시에서 살고 싶다

③ 전혀 도시에서 살고 싶  않다 ④ (불러주  말 것) 잘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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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  묻겠습니다.

DQ 1. 실례 만 학교는 어디까  마치셨습니까?

    ① 졸이하  ② 고졸  ③ 대재이상  ④ (☞불러주  말 것!)모름/무응답

DQ 2. 선생님의 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 업자 (소 모 장사  가족종사자, 개인택시 전사 등) 

   ③ 입 공무 / 고위임   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 , 일 리자 등)

   ④ 전문가 (의사, 약사, 호사, 회계사, 수, 작가, 술가 등)

   ⑤ 기술공  전문가 (컴퓨터 련 전문가, 경찰, 소 수, 철도기 사, 동선수, 연 인, 

종 인 등)

   ⑥ 사무종사자 (일 사무 종사자, 공무 , 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 (이미 사, 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등)

   ⑧ 판매종사자 (상점점 , 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홍 종사자 등)

   ⑨ 기능   련기능 종사자 ( 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정비 종사자, 수공  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건설  기타 이동장치 전종사자, 자동차 전 종사자 등)

   ⑪ 단순노무종사자 ( 달, , 세탁, 기사, 청소 , 경비  등)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업 인     ⑮ (☞불러주  말 것!)무  

    (☞불러주  말 것!)기타    (☞불러주  말 것!)모름/무응답

DQ 3. 귀하 가족 전체의 한 월평균 소득(보너스 포함)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299만원  

     ⑥ 300~349만원  ⑦ 350~399만원  ⑧ 400~449만원  ⑨ 450~499만원  ⑩ 500만원 이상 

     ⑪ 모름/무응답(☞불러주  말것!)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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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요하다
그
그 다

요하지
않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900 84.4 12.5 2.4 0.7 100.0

▣ 성별 　

남자 450 83.3 12.6 3.2 0.9 100.0

여자 450 85.4 12.3 1.6 0.6 100.0

▣ 연령별 　

20 300 80.8 15.3 3.3 0.6 100.0

40 300 88.4 10.3 1.0 0.3 100.0

60 300 83.9 11.8 3.0 1.2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85.5 11.9 1.5 1.1 100.0

농 450 83.2 13.0 3.3 0.4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79.6 15.9 2.5 2.0 100.0

고졸 256 85.8 10.1 3.3 0.7 100.0

재 이상 445 85.6 12.4 1.7 .2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79.0 15.4 5.0 0.6 100.0

자 업 100 86.7 10.5 1.8 1.0 100.0

블루칼라 100 83.0 13.3 3.7 0.0 100.0

화이트칼라 133 83.4 14.0 2.6 0.0 100.0

가정 주부 180 90.0 8.3 0.6 1.0 100.0

학생 147 81.8 16.2 1.4 0.7 100.0

무직/기타 103 85.7 9.6 2.8 1.9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83.5 13.8 2.3 0.4 100.0

150~249만원 160 80.1 15.9 2.1 1.9 100.0

250~399만원 195 86.5 11.0 2.0 0.5 100.0

400만원 이상 202 86.9 10.6 2.0 0.5 100.0

[문 1-1] 나라경제에  농업   어떻게 보십니까?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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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요하다
그
그 다

요하지
않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900 77.9 11.3 5.1 5.8 100.0

▣ 성별

남자 450 79.0 11.5 5.3 4.2 100.0

여자 450 76.8 11.0 4.9 7.3 100.0

▣ 연령별

20 300 71.4 17.9 8.6 2.2 100.0

40 300 83.2 8.1 3.1 5.6 100.0

60 300 78.9 7.9 3.7 9.5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79.4 11.4 3.7 5.4 100.0

농 450 76.3 11.1 6.5 6.1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72.2 8.4 3.9 15.4 100.0

고졸 256 79.2 11.1 5.3 4.4 100.0

재 이상 445 79.4 12.6 5.6 2.3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73.3 7.6 6.8 12.4 100.0

자 업 100 85.9 11.2 1.0 1.9 100.0

블루칼라 100 81.7 10.5 5.1 2.7 100.0

화이트칼라 133 77.0 16.7 4.8 1.5 100.0

가정 주부 180 82.4 5.7 2.6 9.3 100.0

학생 147 68.1 17.0 10.5 4.4 100.0

무직/기타 103 79.6 11.6 4.0 4.7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74.8 8.9 3.8 12.4 100.0

150~249만원 160 78.2 13.3 5.1 3.4 100.0

250~399만원 195 81.5 10.0 6.6 1.9 100.0

400만원 이상 202 81.0 11.9 5.1 1.9 100.0

[문 1-2] 나라경제에  농업   어떻게 보십니까?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 로 보십니까?



208 부 록208

사례
수

식량
안정
공

자연
환경
보

국토
균형
발

원
생활
공간

통
문화
계승

과
휴식
제공

잘모름/
무응답

명 % % % % % % %

■ 체 900 67.5 55.5 23.2 16.7 15.8 14.1 7.2

▣ 성별

남자 450 69.0 49.8 27.0 14.4 16.2 17.3 6.3

여자 450 66.1 61.3 19.4 18.9 15.4 10.8 8.2

▣ 연령별

20 300 62.1 57.1 22.2 16.2 21.5 20.4 0.5

40 300 68.0 53.8 25.5 21.5 10.9 13.9 6.5

60 300 72.4 55.7 21.9 12.3 15.0 7.9 14.7

▣ 거주지별

도시 450 69.7 56.4 23.3 14.6 15.1 14.2 6.6

농 450 65.4 54.7 23.0 18.8 16.5 13.9 7.8

▣ 학력별

졸 이하 189 71.9 57.4 17.6 10.4 12.5 7.8 22.4

고졸 256 65.4 54.0 22.0 24.4 14.6 13.7 6.1

재 이상 445 66.4 55.8 26.7 14.9 18.1 16.9 1.2

▣ 직업별

농/임/어업 137 76.0 52.5 20.8 14.3 11.2 10.2 15.1

자 업 100 67.0 50.0 31.1 20.9 13.5 13.1 4.5

블루칼라 100 63.7 55.1 18.9 23.1 16.1 15.3 7.8

화이트칼라 133 67.7 56.5 32.8 12.0 14.4 13.7 2.8

가정 주부 180 69.7 62.1 16.6 19.1 13.4 6.6 12.5

학생 147 56.4 56.2 22.4 15.7 25.6 23.7 0.0

무직/기타 103 72.4 51.7 23.0 12.5 16.0 18.8 5.5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70.2 58.0 17.8 17.6 12.6 7.7 16.2

150~249만원 160 68.2 47.8 26.2 19.3 21.3 14.4 2.8

250~399만원 195 65.8 52.9 25.4 12.9 17.6 22.0 3.5

400만원 이상 202 69.4 55.4 29.1 15.2 10.4 16.8 3.7

[문 2-1]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하여 한 것  2개만 택해 주십시 .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록 209209

사례
수

식량
안정
공

자연
환경
보

원
생활
공간

국토
균형
발

과
휴식
제공

통
문화
계승

기타
잘모름
/

무응답

명 % % % % % % % %

■ 체 900 59.6 49.5 24.3 21.5 20.6 14.7 2.0 7.8

▣ 성별

남자 450 60.3 44.6 21.8 26.5 22.9 15.3 2.0 6.5

여자 450 58.8 54.4 26.8 16.4 18.2 14.1 2.0 9.2

▣ 연령별

20 300 50.5 49.9 24.9 19.1 33.1 21.1 0.0 1.4

40 300 60.7 50.8 29.2 21.3 20.1 10.0 1.9 6.1

60 300 67.5 47.9 18.8 24.0 8.5 13.1 4.2 16.0

▣ 거주지별

도시 450 61.4 52.3 22.8 20.9 20.8 13.3 2.0 6.5

농 450 57.7 46.8 25.8 22.0 20.3 16.2 2.1 9.2

▣ 학력별

졸 이하 189 66.0 49.5 19.6 18.8 6.7 14.4 4.7 20.3

고졸 256 60.6 51.7 24.8 19.7 17.4 16.1 2.6 7.2

재 이상 445 56.2 48.1 26.3 23.9 28.5 14.2 0.4 2.3

▣ 직업별

농/임/어업 137 67.3 44.4 24.7 24.3 10.2 11.5 1.8 15.8

자 업 100 61.0 46.4 29.5 23.3 19.8 7.7 2.8 9.6

블루칼라 100 53.6 55.7 27.2 12.2 23.0 19.1 2.0 7.1

화이트칼라 133 61.0 44.4 22.7 33.0 28.4 9.1 0.0 1.4

가정 주부 180 63.1 60.2 22.0 16.9 8.2 14.0 4.6 11.0

학생 147 50.0 45.7 23.5 16.4 39.6 23.4 0.0 1.4

무직/기타 103 59.3 46.8 22.9 25.1 17.2 17.6 2.7 8.3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62.4 46.7 24.3 21.1 9.8 14.7 4.6 16.5

150~249만원 160 59.0 50.5 20.9 25.1 24.1 13.1 0.5 6.9

250~399만원 195 57.3 52.8 23.6 18.6 25.0 17.4 1.9 3.4

400만원 이상 202 63.1 46.7 30.3 23.8 23.2 9.7 0.0 3.2

[문 2-2]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하여 한 것  2개만 택해 주십시 .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 로 보십니까? 2개만 택해 주십시 .



210 부 록210

사례수

희망있고
발 인
요소가
있다

그
그 다

비 인
요소가
많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900 27.6 41.9 29.2 1.2 100.0

▣ 성별

남자 450 25.7 39.0 34.9 0.4 100.0

여자 450 29.5 44.9 23.6 2.0 100.0

▣ 연령별

20 300 21.5 52.6 24.8 1.0 100.0

40 300 31.5 39.1 27.4 2.0 100.0

60 300 29.7 34.1 35.6 0.6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29.4 40.9 28.8 0.9 100.0

농 450 25.7 42.9 29.7 1.6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30.3 34.7 32.7 2.4 100.0

고졸 256 28.7 42.0 27.6 1.8 100.0

재 이상 445 25.9 45.5 28.2 0.5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18.5 41.7 39.2 0.6 100.0

자 업 100 34.1 35.3 29.8 0.8 100.0

블루칼라 100 33.0 41.0 23.3 2.7 100.0

화이트칼라 133 27.4 42.9 29.6 0.0 100.0

가정 주부 180 37.5 36.2 23.7 2.6 100.0

학생 147 15.5 58.5 26.0 0.0 100.0

무직/기타 103 28.3 34.6 35.0 2.0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25.9 34.7 38.1 1.2 100.0

150~249만원 160 28.2 42.9 27.1 1.8 100.0

250~399만원 195 28.9 44.1 25.7 1.4 100.0

400만원 이상 202 29.3 44.3 25.8 0.5 100.0

[문 3-1] 농업  전 가능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록 211211

사례수

희망있고
발 인
요소가
많다

그
그 다

비 인
요소가
많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900 34.1 32.6 26.5 6.8 100.0

▣ 성별

남자 450 33.6 31.4 29.1 5.8 100.0

여자 450 34.6 33.7 24.0 7.7 100.0

▣ 연령별

20 300 30.0 42.0 26.6 1.5 100.0

40 300 36.2 32.7 25.5 5.6 100.0

60 300 36.2 23.0 27.6 13.2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36.0 32.0 25.5 6.5 100.0

농 450 32.2 33.2 27.6 7.0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33.9 27.4 22.2 16.5 100.0

고졸 256 32.1 32.8 28.5 6.5 100.0

재 이상 445 35.5 35.2 26.6 2.7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26.3 29.3 33.6 10.8 100.0

자 업 100 40.8 26.8 28.4 4.0 100.0

블루칼라 100 35.6 36.8 21.9 5.7 100.0

화이트칼라 133 31.1 38.1 27.7 3.1 100.0

가정 주부 180 42.3 24.4 20.0 13.3 100.0

학생 147 30.1 43.0 25.3 1.6 100.0

무직/기타 103 32.0 30.5 31.8 5.8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29.8 26.8 29.8 13.5 100.0

150~249만원 160 34.2 39.1 23.7 3.0 100.0

250~399만원 195 38.5 35.2 21.2 5.1 100.0

400만원 이상 202 36.2 30.7 30.3 2.9 100.0

 [문 3-2] 농업  전 가능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 로 보십니까?



212 부 록212

사례수

쾌 하고
살기
좋은
공간이다

그
그 다

살기
어려운
공간이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900 22.9 35.0 41.7 0.4 100.0

▣ 성별

남자 450 18.6 35.7 45.3 0.3 100.0

여자 450 27.2 34.3 38.1 0.4 100.0

▣ 연령별

20 300 21.9 39.1 38.1 0.8 100.0

40 300 17.4 37.7 44.6 0.3 100.0

60 300 29.4 28.2 42.4 0.0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19.0 39.8 40.8 0.4 100.0

농 450 26.8 30.2 42.6 0.3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34.4 21.7 44.0 0.0 100.0

고졸 256 20.9 36.8 41.8 0.6 100.0

재 이상 445 19.1 40.0 40.5 0.4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23.7 18.8 57.6 0.0 100.0

자 업 100 22.0 37.8 40.2 0.0 100.0

블루칼라 100 20.4 32.4 47.2 0.0 100.0

화이트칼라 133 15.6 47.2 37.2 0.0 100.0

가정 주부 180 29.3 38.7 31.5 0.5 100.0

학생 147 19.8 41.2 39.0 0.0 100.0

무직/기타 103 27.9 25.5 44.2 2.4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29.4 22.8 47.8 0.0 100.0

150~249만원 160 28.0 32.5 39.5 0.0 100.0

250~399만원 195 20.2 40.7 38.1 1.0 100.0

400만원 이상 202 15.0 43.4 41.6 0.0 100.0

[문 4-1] 농촌  생활 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록 213213

사례수
쾌 하고
살기 좋은
공간이다

그
그 다

살기
어려운
공간이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900 38.1 27.4 27.2 7.3 100.0

▣ 성별

남자 450 40.2 26.3 28.5 5.0 100.0

여자 450 36.1 28.5 25.9 9.6 100.0

▣ 연령별

20 300 35.4 33.0 29.6 2.1 100.0

40 300 38.1 30.2 24.6 7.0 100.0

60 300 40.9 18.9 27.4 12.8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42.0 29.9 20.8 7.4 100.0

농 450 34.3 24.8 33.6 7.2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35.1 20.3 29.1 15.4 100.0

고졸 256 36.2 27.1 29.3 7.4 100.0

재 이상 445 41.0 30.9 24.4 3.7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31.4 22.7 34.7 11.2 100.0

자 업 100 46.5 24.5 23.3 5.7 100.0

블루칼라 100 33.5 29.5 33.3 3.7 100.0

화이트칼라 133 35.9 31.6 27.5 5.0 100.0

가정 주부 180 39.1 27.9 18.9 14.0 100.0

학생 147 40.3 33.2 24.8 1.7 100.0

무직/기타 103 41.4 19.7 32.5 6.4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33.2 21.5 31.4 13.8 100.0

150~249만원 160 40.0 32.6 24.4 3.1 100.0

250~399만원 195 39.1 33.6 22.2 5.0 100.0

400만원 이상 202 43.1 27.8 22.7 6.4 100.0

[문 4-2] 농촌  생활 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 로 보십니까?



214 부 록214

사례수

식량자
률을 더
높여야
한다

어느정도
자 을
유지해야
한다

수입에
의존해도
무방하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900 40.9 53.8 4.1 1.3 100.0

▣ 성별 　

남자 450 37.4 56.8 5.0 0.7 100.0

여자 450 44.4 50.7 3.1 1.8 100.0

▣ 연령별 　

20 300 40.4 55.3 4.3 0.0 100.0

40 300 41.1 55.8 2.6 0.6 100.0

60 300 41.2 50.2 5.3 3.2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38.0 57.9 3.1 1.1 100.0

농 450 43.8 49.6 5.1 1.5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44.9 45.2 5.2 4.7 100.0

고졸 256 36.5 57.4 5.8 0.4 100.0

재 이상 445 41.1 56.1 2.6 0.2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48.8 41.8 6.4 3.0 100.0

자 업 100 38.6 59.4 1.0 1.0 100.0

블루칼라 100 40.3 57.3 2.4 0.0 100.0

화이트칼라 133 45.1 51.9 3.0 0.0 100.0

가정 주부 180 36.4 54.8 5.2 3.6 100.0

학생 147 39.7 56.4 3.9 0.0 100.0

무직/기타 103 37.2 57.7 5.0 0.0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43.0 47.6 6.2 3.2 100.0

150~249만원 160 35.7 58.9 4.2 1.1 100.0

250~399만원 195 41.7 54.4 3.9 0.0 100.0

400만원 이상 202 39.3 57.8 2.5 0.5 100.0

[문 5-1] 식량 급  필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록 215215

사례수

식량자
률을 더
높여야
한다

어느정도
자 을
유지해야
한다

수입에
의존해도
무방하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900 43.5 46.0 7.2 3.2 100.0

▣ 성별

남자 450 44.4 46.2 8.2 1.2 100.0

여자 450 42.7 45.8 6.3 5.2 100.0

▣ 연령별

20 300 48.8 40.5 10.7 0.0 100.0

40 300 44.1 46.8 5.7 3.4 100.0

60 300 37.6 50.8 5.3 6.3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43.4 47.7 6.3 2.6 100.0

농 450 43.6 44.4 8.1 3.9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38.9 44.4 6.6 10.1 100.0

고졸 256 36.5 54.3 7.1 2.1 100.0

재 이상 445 49.5 42.2 7.8 0.6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41.9 43.7 7.5 6.9 100.0

자 업 100 40.8 53.5 3.6 2.0 100.0

블루칼라 100 41.3 47.1 8.1 3.6 100.0

화이트칼라 133 50.5 38.4 9.7 1.4 100.0

가정 주부 180 39.9 48.2 5.1 6.8 100.0

학생 147 44.9 44.7 10.5 0.0 100.0

무직/기타 103 45.8 48.9 5.4 0.0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36.6 47.1 8.2 8.0 100.0

150~249만원 160 43.5 49.8 5.7 1.1 100.0

250~399만원 195 43.7 46.3 8.6 1.4 100.0

400만원 이상 202 45.7 47.3 5.6 1.4 100.0

[문 5-2] 식량 급  필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 로 보십니까?



216 부 록216

사례수 품질 원산지 가격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900 60.5 26.5 12.2 0.8 100.0

▣ 성별

남자 450 62.3 25.0 11.8 1.0 100.0

여자 450 58.7 28.1 12.6 0.6 100.0

▣ 연령별

20 300 62.5 24.8 12.1 0.6 100.0

40 300 61.4 28.5 9.2 1.0 100.0

60 300 57.6 26.4 15.3 0.8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62.8 26.4 9.8 1.1 100.0

농 450 58.2 26.7 14.6 0.5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52.1 29.3 18.2 0.4 100.0

고졸 256 58.0 27.8 13.9 0.3 100.0

재 이상 445 65.8 24.6 8.7 0.9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54.5 22.9 20.8 1.8 100.0

자 업 100 63.6 27.2 8.2 1.0 100.0

블루칼라 100 59.4 34.2 6.4 0.0 100.0

화이트칼라 133 61.4 30.5 8.0 0.0 100.0

가정 주부 180 58.9 28.4 11.7 1.0 100.0

학생 147 66.6 18.9 13.2 1.3 100.0

무직/기타 103 59.3 25.7 15.0 0.0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55.7 24.2 19.3 0.8 100.0

150~249만원 160 61.1 25.8 13.1 0.0 100.0

250~399만원 195 66.4 24.1 9.0 0.5 100.0

400만원 이상 202 61.8 28.5 7.8 1.9 100.0

[문 6-1] 식품  택 기 로 무엇  가  합니까?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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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품질 원산지 가격 기타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 체 900 64.9 21.4 11.4 0.1 2.2 100.0

▣ 성별

남자 450 68.8 20.4 9.4 0.0 1.5 100.0

여자 450 61.0 22.4 13.5 0.2 2.9 100.0

▣ 연령별

20 300 67.3 21.2 10.4 0.0 1.1 100.0

40 300 67.4 23.1 8.2 0.3 0.9 100.0

60 300 59.9 19.8 15.7 0.0 4.6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67.7 20.8 9.8 0.0 1.7 100.0

농 450 62.1 22.0 13.1 0.2 2.7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54.8 20.8 17.6 0.4 6.4 100.0

고졸 256 62.8 24.4 11.4 0.0 1.5 100.0

재 이상 445 71.0 19.6 8.7 0.0 0.7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58.0 20.8 16.1 0.0 5.1 100.0

자 업 100 67.3 24.6 6.3 0.8 1.0 100.0

블루칼라 100 69.9 25.7 4.4 0.0 0.0 100.0

화이트칼라 133 72.3 20.5 7.2 0.0 0.0 100.0

가정 주부 180 57.8 24.3 14.7 0.0 3.1 100.0

학생 147 66.7 18.6 13.3 0.0 1.4 100.0

무직/기타 103 67.0 15.0 14.1 0.0 4.0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55.1 19.4 19.9 0.4 5.2 100.0

150~249만원 160 70.6 17.4 11.4 0.0 0.6 100.0

250~399만원 195 66.9 26.3 5.8 0.0 0.9 100.0

400만원 이상 202 70.7 20.6 7.7 0.0 1.0 100.0

[문 6-2] 식품  택 기 로 무엇  가  합니까?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 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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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일자리
주거/
문화
시설

자연
환경과
경

교육
환경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 체 900 36.5 23.3 20.2 19.0 0.9 100.0

▣ 성별

남자 450 36.3 21.6 20.8 20.4 1.0 100.0

여자 450 36.7 25.1 19.7 17.7 0.8 100.0

▣ 연령별

20 300 36.6 33.0 12.9 17.2 0.3 100.0

40 300 31.2 20.5 18.7 29.0 0.6 100.0

60 300 41.6 16.5 29.1 11.0 1.8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34.0 27.1 21.6 16.7 0.6 100.0

농 450 39.0 19.5 18.9 21.4 1.1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46.4 13.0 26.1 11.7 2.8 100.0

고졸 256 39.7 22.0 19.4 18.4 0.4 100.0

재 이상 445 30.2 28.6 18.5 22.4 0.4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43.3 15.9 19.0 20.0 1.8 100.0

자 업 100 28.9 25.3 27.7 16.1 2.0 100.0

블루칼라 100 39.6 24.9 14.9 20.6 0.0 100.0

화이트칼라 133 32.3 23.6 14.6 29.4 0.0 100.0

가정 주부 180 34.9 22.5 24.2 16.9 1.5 100.0

학생 147 38.3 27.9 18.0 15.1 0.7 100.0

무직/기타 103 37.2 24.4 23.4 15.1 0.0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49.0 13.9 22.3 13.3 1.6 100.0

150~249만원 160 35.3 21.8 22.9 20.1 0.0 100.0

250~399만원 195 29.4 25.7 21.4 23.6 0.0 100.0

400만원 이상 202 26.8 30.5 18.8 23.4 0.5 100.0

[문 7-1] 거주  택 기 로 무엇  가  합니까?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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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자연
환경과
경

주거/
문화
시설

일자리
교육
환경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 체 900 37.3 22.8 22.2 13.6 4.1 100.0

▣ 성별

남자 450 39.8 21.9 21.1 14.6 2.5 100.0

여자 450 34.8 23.7 23.2 12.6 5.7 100.0

▣ 연령별

20 300 28.8 34.7 17.6 19.0 0.0 100.0

40 300 46.4 23.9 17.0 10.0 2.7 100.0

60 300 36.8 9.8 32.0 11.9 9.5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42.4 24.5 18.3 11.1 3.7 100.0

농 450 32.2 21.1 26.1 16.1 4.5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31.6 10.2 36.3 10.6 11.3 100.0

고졸 256 37.8 19.3 24.5 13.4 5.0 100.0

재 이상 445 39.6 30.7 14.3 15.2 0.2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23.4 16.6 34.1 16.0 9.8 100.0

자 업 100 52.4 21.9 18.9 5.9 1.0 100.0

블루칼라 100 42.0 22.0 20.6 10.8 4.6 100.0

화이트칼라 133 42.3 25.4 16.2 16.0 0.0 100.0

가정 주부 180 41.5 19.1 22.8 9.4 7.3 100.0

학생 147 26.2 35.5 19.8 18.5 0.0 100.0

무직/기타 103 38.9 17.6 21.0 18.0 4.5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25.3 12.2 37.9 15.1 9.6 100.0

150~249만원 160 35.9 20.4 22.7 19.4 1.6 100.0

250~399만원 195 46.9 25.2 15.7 10.8 1.4 100.0

400만원 이상 202 51.3 26.9 11.0 10.4 0.4 100.0

[문 7-2] 거주  택 기 로 무엇  가  합니까? 

         2030년경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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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정책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원할
필요 없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체 900 92.7 4.9 2.4 100.0

▣ 성별

남자 450 91.8 6.1 2.1 100.0

여자 450 93.6 3.7 2.6 100.0

▣ 연령별

20 300 95.6 4.1 0.3 100.0

40 300 93.3 3.3 3.4 100.0

60 300 89.2 7.4 3.4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91.6 5.0 3.4 100.0

농 450 93.9 4.8 1.3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88.3 7.9 3.9 100.0

고졸 256 94.0 3.5 2.6 100.0

재 이상 445 93.9 4.6 1.5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92.3 4.7 3.0 100.0

자 업 100 93.3 3.8 2.9 100.0

블루칼라 100 96.1 1.0 2.9 100.0

화이트칼라 133 91.9 5.9 2.2 100.0

가정 주부 180 90.2 6.2 3.6 100.0

학생 147 95.4 4.0 0.7 100.0

무직/기타 103 91.2 7.9 1.0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92.5 5.4 2.1 100.0

150~249만원 160 94.5 4.3 1.2 100.0

250~399만원 195 91.0 6.1 2.9 100.0

400만원 이상 202 92.6 5.1 2.3 100.0

[문 8-1]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원  늘려야 합니까?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록 221221

사례수
정책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원할
필요 없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체 900 88.0 6.8 5.2 100.0

▣ 성별

남자 450 86.2 9.9 3.9 100.0

여자 450 89.7 3.8 6.6 100.0

▣ 연령별

20 300 91.9 7.8 0.3 100.0

40 300 92.4 3.9 3.6 100.0

60 300 79.5 8.8 11.7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87.9 5.6 6.5 100.0

농 450 88.0 8.0 3.9 100.0

▣ 학력별

졸 이하 189 79.7 8.7 11.6 100.0

고졸 256 88.9 5.3 5.8 100.0

재 이상 445 91.2 7.1 1.7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7 84.6 6.8 8.6 100.0

자 업 100 92.8 2.6 4.7 100.0

블루칼라 100 92.4 3.0 4.6 100.0

화이트칼라 133 89.0 9.6 1.5 100.0

가정 주부 180 83.3 6.7 10.0 100.0

학생 147 91.1 8.2 0.7 100.0

무직/기타 103 85.9 9.3 4.8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216 81.8 8.4 9.8 100.0

150~249만원 160 92.6 5.0 2.3 100.0

250~399만원 195 91.3 6.4 2.3 100.0

400만원 이상 202 89.0 7.2 3.8 100.0

[문 8-2]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원  늘려야 합니까?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 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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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꼭

농 에서
살고 싶다

기회가
되면
농 에서
살고 싶다

농 에서
살고
싶지않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450 8.5 62.6 28.6 0.2 100.0

▣ 성별

남자 225 10.1 65.9 24.0 0.0 100.0

여자 225 6.9 59.3 33.3 0.5 100.0

▣ 연령별

20 150 3.4 62.1 33.7 0.7 100.0

40 150 5.1 66.2 28.7 0.0 100.0

60 150 17.1 59.5 23.5 0.0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8.5 62.6 28.6 0.2 100.0

농 0 0.0 0.0 0.0 0.0 100.0

▣ 학력별

졸 이하 64 18.1 51.7 30.2 0.0 100.0

고졸 114 6.8 62.2 31.0 0.0 100.0

재 이상 265 7.1 65.7 26.8 0.4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3 33.3 33.3 33.3 0.0 100.0

자 업 62 11.1 69.8 19.1 0.0 100.0

블루칼라 43 11.1 64.4 24.5 0.0 100.0

화이트칼라 75 6.7 63.1 30.2 0.0 100.0

가정 주부 118 5.7 61.1 33.3 0.0 100.0

학생 86 3.6 66.5 28.7 1.2 100.0

무직/기타 62 17.4 52.5 30.1 0.0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75 18.2 51.9 29.9 0.0 100.0

150~249만원 78 10.3 63.6 26.1 0.0 100.0

250~399만원 99 5.9 66.4 27.7 0.0 100.0

400만원 이상 140 5.6 65.1 29.3 0.0 100.0

 [문 9-1] 도시민 대상: 농촌에  살고 싶습니까?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록 223223

사례수
꼭

농 에서
살고 싶다

기회가
되면
농 에서
살고 싶다

농 에서
살고
싶지않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450 16.0 62.9 17.8 3.2 100.0

▣ 성별

남자 225 21.2 59.6 16.6 2.6 100.0

여자 225 10.8 66.3 19.1 3.8 100.0

▣ 연령별

20 150 9.3 70.2 20.5 0.0 100.0

40 150 21.0 64.4 12.8 1.9 100.0

60 150 17.7 54.2 20.2 7.8 100.0

▣ 거주지별

도시 450 16.0 62.9 17.8 3.2 100.0

농 0 0.0 0.0 0.0 0.0 100.0

▣ 학력별

졸 이하 64 19.9 49.8 22.8 7.6 100.0

고졸 114 12.9 63.4 18.6 5.1 100.0

재 이상 265 16.7 66.6 16.0 0.7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3 .0 66.7 33.3 0.0 100.0

자 업 62 17.7 64.9 12.8 4.6 100.0

블루칼라 43 23.0 65.9 9.0 2.1 100.0

화이트칼라 75 18.6 64.1 17.3 0.0 100.0

가정 주부 118 11.2 61.8 21.2 5.8 100.0

학생 86 10.5 67.8 21.7 0.0 100.0

무직/기타 62 23.7 52.7 17.3 6.3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75 15.7 53.1 20.8 10.3 100.0

150~249만원 78 17.9 63.2 16.4 2.5 100.0

250~399만원 99 11.0 68.4 18.7 1.9 100.0

400만원 이상 140 19.0 64.9 14.8 1.4 100.0

 [문 9-2] 도시민 대상: 농촌에  살고 싶습니까?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 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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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꼭

도시에서
살고 싶다

기회가
되면
도시에서
살고 싶다

도시에서
살고
싶지않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450 5.6 33.8 59.5 1.0 100.0

▣ 성별

남자 225 5.2 29.7 63.8 1.3 100.0

여자 225 6.1 38.0 55.2 0.8 100.0

▣ 연령별

20 150 7.4 55.4 35.3 1.9 100.0

40 150 4.5 29.9 65.1 0.6 100.0

60 150 5.1 16.2 78.1 0.6 100.0

▣ 거주지별

도시 0 0.0 0.0 0.0 0.0 100.0

농 450 5.6 33.8 59.5 1.0 100.0

▣ 학력별

졸 이하 125 4.2 17.4 78.4 0.0 100.0

고졸 142 3.2 28.8 66.4 1.6 100.0

재 이상 179 8.7 49.5 40.5 1.3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4 3.1 20.5 76.4 0.0 100.0

자 업 37 5.4 18.1 76.5 0.0 100.0

블루칼라 57 5.0 26.3 66.1 2.5 100.0

화이트칼라 58 9.7 46.1 44.2 0.0 100.0

가정 주부 62 7.1 36.8 53.3 2.8 100.0

학생 61 8.4 56.7 32.5 2.4 100.0

무직/기타 40 2.8 46.5 50.7 0.0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140 5.7 22.5 71.8 0.0 100.0

150~249만원 82 5.4 35.4 59.1 0.0 100.0

250~399만원 96 4.0 38.9 54.7 2.4 100.0

400만원 이상 62 3.0 41.5 55.5 0.0 100.0

[문 10-1] 농촌주민 대상: 도시에  살고 싶습니까? 

          현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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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꼭

도시에서
살고 싶다

기회가
되면
도시에서
살고 싶다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

잘모름/
무응답

계

명 % % % % %

■ 체 450 3.8 27.5 65.8 2.9 100.0

▣ 성별

남자 225 1.9 24.2 71.8 2.1 100.0

여자 225 5.7 30.9 59.8 3.6 100.0

▣ 연령별

20 150 5.4 42.9 50.9 0.7 100.0

40 150 1.9 23.7 72.1 2.4 100.0

60 150 4.0 16.0 74.4 5.5 100.0

▣ 거주지별

도시 0 0.0 0.0 0.0 0.0 100.0

농 450 3.8 27.5 65.8 2.9 100.0

▣ 학력별

졸 이하 125 4.2 15.4 75.6 4.8 100.0

고졸 142 1.2 21.8 74.6 2.4 100.0

재 이상 179 5.6 40.7 52.7 1.1 100.0

▣ 직업별

농/임/어업 134 2.6 18.0 75.0 4.4 100.0

자 업 37 2.7 15.1 82.2 0.0 100.0

블루칼라 57 .0 22.4 76.1 1.5 100.0

화이트칼라 58 5.3 37.5 57.2 0.0 100.0

가정 주부 62 7.5 26.2 60.8 5.6 100.0

학생 61 6.1 50.1 43.8 0.0 100.0

무직/기타 40 2.8 32.0 58.7 6.5 100.0

▣ 소득별

150만원 미만 140 3.1 22.8 70.5 3.6 100.0

150~249만원 82 2.4 31.6 62.7 3.2 100.0

250~399만원 96 5.4 32.7 61.0 0.9 100.0

400만원 이상 62 1.6 22.3 76.1 0.0 100.0

[문 10-2] 농촌주민 대상: 도시에  살고 싶습니까? 

          203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 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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