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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세계화의 영향으로 선진국 농업도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농업경

영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소규모 농업경영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에 대응하여 농업경영의 타개책으로 와인, 올리브 가공, 말린 고기, 치즈, 장

류, 절임류 등 농가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을 수행하거나 농가민박,

체험 및 교육농장 운영 등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도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농업경영은 집안일과 연계된 일, 어머니의 역할과 

접목된 것이 많다. 즉, 육아를 비롯한 가족 돌봄, 요리, 집안 인테리어 등 농가

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족에서 고객으로 확대되어 사업화된 것이다.

선진국에서 농업의 개념이 농촌 공간이나 생산물 중시의 관점에서 농촌 공

간과 생산자·생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의 역사를 포괄하는 생활 문화인 삶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기농업

이 중시되고 여성농업인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농업 관련 분야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미래 가치

가 높아진다.

본 자료집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 연구 중 해외 농촌

여성의 현황과 사례를 원고 위탁하거나 각종 자료를 번역한 결과물이다. 이탈

리아 여성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탈리아 농업의 기본 구조와 주요 이

슈를 요약하고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을 이탈리아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본 

자료가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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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이탈리아 농업 및 식품 소비 개요

1. 이탈리아 농지 이용

이탈리아는 국토 중 평지 비율은 적지만 구릉지나 산악지역도 농업용으로 

이용하므로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농경지의 비율이 높다. 국토면적 3,013만 

㏊ 중 경지면적은 46.2%인 1,391만 ㏊이고, 농지는 1975년 1,751만 ha에서 

2009년에는 1,391만 ha로 약 350만 ha가 감소하였다.1 농경지 중 영년목초지는 

32%, 올리브, 포도 등을 재배하는 목본작물지는 19%를 차지한다. 이탈리아의 

목본작물지는 EU가맹국 총 목본작물지 면적의 29%를 차지한다.

이탈리아의 농축산물 생산구조는 자연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탈리

아는 중산간지대(hilly and mountainous terrain)가 전체 국토의 76.8%로 산과 

언덕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북부지역은 산간지대

46.1%와 평야저지대 34.9%로 많은 편이고 중간구릉지대는 19.0%로 적은 편이

다. 중부지역은 중간구릉지대가 6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간지대 27.0%, 평야

저지대(lowlands)가 9.2%를 차지하고 있다. 남부지역도 중부지역과 대체로 유사하

1 이탈리아 2009년 통계임. 2011년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1,002만 ㏊, 총 경지면적이 

170만 ㏊으로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국토면적 약 3배, 경지면적 약 8배가 넓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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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간구릉지대가 전체의 53.2%, 산간지대 28.5%, 평야저지대 18.3%순이다.

표 1-1. 농지면적 추이

단위: 천 ha, %

연 도
국토
면적

농지면적

농지면적 경지 목초지 목본작물지

1975 30,134 17,517 58.1 9,330 53.3 5,304 30.3 2,983 17.0

1985 30,134 17,095 56.7 9,050 52.9 4,981 29.1 3,064 17.9

1995 30,134 15,333 50.9 8,238 53.7 4,405 28.7 2,645 17.3

2000 30,134 15,637 51.9 8,479 54.2 4,353 27.8 2,805 17.9

2009 30,134 13,910 46.2 6,880 49.5 4,420 31.8 2,610 18.8

표 1-2. 지역별 경지면적과 비중

단위: 천 ha, %

구 분 남부 북동부 도서 중부 북서부

경지면적 3,528 2,413 2,324 2,215 1,960

비중 26.8 19.8 19.1 18.2 16.1

표 1-3. 주요 작물의 토지 이용

단위: 만 ha

순 위 작목 면적 비중 순 위 작목 면적 비중

1 윤작목초지 196.7 23.7 5 포도 78.8 9.5

2 듀럼밀 158.7 19.1 6 일반밀 70.2 8.4

3 올리브 118.0 14.2 7 밀감류, 과일 63.2 7.6

4 옥수수 99.2 11.9 8 채소 46.5 5.6

이탈리아는 통상 전체 국토를 북서부, 북동부, 중부, 남부, 도서지역(시칠리

아섬, 사르디니아섬 등)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경지면적은 남부, 북동부,

도서지역순으로 많다. 남부지역은 전체 경지면적의 26.8%를 차지한다.

일년생 경종작목의 경우 지역별 경작면적에 큰 차이가 없으나, 초지의 경우 

도서지역과 북동부 및 북서부지역에 많은 편이고, 올리브나무 등 목본작물의 

경우 남부지역의 면적이 넓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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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유실수 작목(tree crops)은 북동부 및 북서부지역의 경우 포도 및 기

타 과실수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남부․중부 및 도서지역의 경우는 올리

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감귤과 유사한 시트러스(citrus)는 도서지

역과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축산물도 지역별 집중현상이 나타나는데, 북서부지역에서 소의 68%, 돼지의 

85%가 사육되고 있다. 닭은 북동부지역에서 55%가 사육되며 양은 도서지역에

서 54%가 사육되고 있다.

주요 작물의 토지이용은 윤작목초지가 196만 7천 ha로 가장 크고, 듀럼밀 

158만 7천 ha, 올리브나무 118만 ha, 옥수수 99만 2천 ha, 포도 78만 8천 ha.

일반밀 70만 2천 ha, 밀감류 및 과일 63만 2천 ha, 채소 46만 5천 ha의 순이다.

주요 농축산물은 밀, 올리브, 토마토, 포도, 오렌지, 돼지고기, 우유 등이며, 가

공품은 와인(2010년 생산량 세계 1위), 치즈(세계 4위), 올리브 오일(세계 2위)

등이 있다.

2. 이탈리아 농업 인구와 경지 규모

2007년 경제활동인구의 4.8%인 282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총 농가수는 

195만 9천 가구이다. 농업노동의 83%를 가족노동이 담당하고 임노동은 약 

17%를 담당한다.

이탈리아 농가 호당 평균 경영면적은 2010년 7.9ha인데, 이는 EU 평균 

26.6ha보다 크게 낮아 EU가맹국 중에서는 소규모 경영이다(표 1-4). 우리나라

와 비교하면 농가 수는 1.5배, 호당 경지면적은 4.4배 큰 수준이다.

이탈리아 농업은 농가당 경영규모가 작고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점, 남북간 

경영규모나 생산성에 격차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부는 강수

량이 많고 관개시설도 발달하여 수도작을 비롯한 연질의 소맥, 낙농이 발달한 

서구형 농업에 가깝지만, 남부는 비교적 연중 고온이며 특히 여름철 강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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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경질 소맥과 올리브, 밀감류 등 지중해 농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노동은 전체 농업노동의 83%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여성이 40%를 

담당한다. 농업노동은 농장주가 50%, 단독소유자의 배우자가 17%, 다른 가족 

구성원이 16%를 담당하고 있다. 전업의 경우는 임노동이 37%로 높은 편이며,

가족노동은 농장주가 21%로 높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13%, 배우자 9%로 낮

은 편이다.

표 1-4. 규모별 농가 호수

단위: 천 호, ha

연 도
5ha 미만 5～10ha 10～20ha 20～50ha 50ha 이상 합계

(호)
평균
면적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1960 1,880 68.2 525 19.0 230 8.3 88 3.2 33 1.2 2,756 6.8

1970 1,487 68.5 387 17.8 182 8.4 80 3.7 36 1.7 2,172 7.7

1980 1,312 68.2 322 16.7 166 8.6 86 4.5 38 2.0 1,924 8.0

1990 2,099 78.8 284 10.7 155 5.8 87 3.3 38 1.4 2,663 5.6

2000 1,686 78.4 217 10.1 129 6.0 82 3.8 36 1.7 2,150 6.1

표 1-5. 농업노동력 구성(2007년)

가족노동 임노동

2,612,270명 중 여성 40%

1,007,570 AWUs(농업노동의 82.9%)

207,970 AWUs

(농업노동의 17.1%)

농장주
단독소유자의

배우자

다른 가족

구성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간노동

AWUs

606,050 203,500 198,020 76,650 131,310

49.9% 16.7% 16.3% 6.4% 10.8%

여성 비율 31% 68% 29% 21% -

인원(천명) 1,368.6 655,960 587,690 114,660 -

전업(%) 21.1% 9.3% 12.8% 37.2% -

겸업(%) 78.9% 90.7% 87.2% 62.8% -

주: AWUs는 annual work units의 약자임. 연간노동단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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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농업규모별 노동력 이용 현황

구 분 단위
농업 규모

계20ha
미만

20～50ha 50～100ha
100ha
이상

가족노동
천명 2,362.5 169.6 56.2 23.9 2,612.3

% 90.4 6.5 2.2 0.9 100.0

정규 임금노동
천명 52.3 18.9 15.4 28.1 114.7

% 45.6 16.5 13.4 24.5 100.0

관리자(=경영자)
천명 1,260.1 83.2 27.0 13.0 1,383.3

% 91.1 6.0 2.0 0.9 100.0

여성 비율 % 29.6 18.2 14.1 10.2 28.5

겸업 50% 미만 % 68.4 20.6 15.5 19.0 64.1

겸업 50% 이상 % 14.2 18.7 14.6 12.2 14.4

단독/주 보유자
천명 1,253.2 80.2 25.2 10.0 1,368.6

% 91.6 5.9 1.8 0.7 100.0

여성 % 32.1 19.4 16.8 11.5 30.9

35세 이하 % 2.8 7.8 9.7 8.8 3.3

35～44세 % 9.9 22.5 24.0 21.1 10.9

45～54세 % 19.1 23.6 26.4 25.4 19.5

55～64세 % 24.0 19.6 18.3 18.8 23.6

65세 이상 % 44.3 26.4 21.7 25.9 42.7

겸업 50% 미만 % 68.8 21.4 16.6 24.8 64.7

겸업 50% 이상 % 14.2 19.4 15.6 16.0 14.6

단독소유자의배우자
천명 602.7 38.1 10.39 4.1 656.0

% 91.9 5.8 1.6 0.6 100.0

여성 % 67.4 79.3 78.7 89.7 68.4

35세 이하 % 2.0 6.4 5.3 8.9 2.4

35～54세 % 33.7 49.3 57.4 58.0 35.1

55세 이상 % 67.3 44.3 37.3 33.1 62.5

겸업 50% 미만 % 82.7 57.4 51.4 36.3 80.4

겸업 50% 이상 % 9.5 17.5 20.6 23.5 10.3

다른 이익 활동 % 28.4 25.1 27.7 26.5 28.2

다른 가족 구성원
천명 506.5 51.2 20.1 9.8 587.7

% 86.2 8.7 3.4 1.7 100.0

여성 % 29.8 24.5 22.1 20.2 28.9

겸업 50% 미만 % 83.5 48.3 29.3 23.2 77.6

겸업 50% 이상 % 8.4 17.9 16.8 14.0 9.6

다른 이익 활동 % 50.2 31.0 19.4 13.6 46.9

자료: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38/2009 "Farm Structure Survey in Italy-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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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규모에 따른 노동력 이용을 살펴보면 가족노동의 90%는 규모 20ha 미

만이고,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46%도 규모 20ha 미만에 종사하며, 25%만이 

100ha 이상에 종사한다. 이탈리아 농업은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가 특징이다.

농지를 단독 소유하는 경우, 소유자의 92%가 20ha 미만을 소유하며 여성이 

소유한 비율이 31%이지만 농지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비율은 적어진다. 농

지의 단독 소유주의 나이는 65세 이상이 42.7%로 고령화 비율이 높다. 특히 농

지 규모가 20ha 이하인 경우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44.3%로 높은 편이다.

단독소유자의 배우자 중 92%가 20ha 미만에 종사하며, 그 중 여성의 비율은 

68.4%이다. 규모가 클수록 배우자인 여성의 수는 적지만 농업 참가 비율은 높

다. 단독소유자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

업 생산 이외에 다른 이익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단독소유자의 배우

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약 28%가 농외활동에 참여하며, 배우자 외 다른 가족 

구성원은 20ha 미만에서 50% 정도가 농외활동에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최근 

10년 동안 활발히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농촌관광이나 슬로우푸드와 같은 농

산물 직거래 활동 등이 해당된다.

한편, 농촌관광시설은 전체 1만 5,334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중부가 40.5%

인 6,212개소로 가장 많고, 북부 39.3%(6,021개소), 남부 및 도서지역(3,101개

소)순이다.

3. 농식품 소비와 식량자급률

이탈리아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보다 과일류 및 육류 소비량이 두 배 이상 많

고, 연간 1인당 식품소비량은 채소류, 신선과일류순으로 많다. 이탈리아 국민

의 1인당 연간 농식품 소비량의 경우 채소류가 218.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이 신선과일류 140.8㎏, 곡물 및 파스타․피자 등 곡물제품 167.0㎏, 육류 94.9

㎏의 순이다.2 이탈리아는 EU에서도 채소류와 과일류는 많이 섭취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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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는 적게 섭취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근의 그리스도 유사하다. 이는 이탈리

아와 그리스의 독특한 지중해성 식문화의 특징으로 보인다.

반면, 이탈리아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가장 포도주 소비가 많다. 이탈리아 국

민의 연간 1인당 포도주 소비량은 51ℓ로 프랑스 50ℓ보다 약간 많으며, 그 밖

에 스페인은 34ℓ, 그리스 27ℓ, 헝가리 38ℓ, 독일 24ℓ, EU 평균은 28ℓ이다.

이탈리아 농산물의 자급률은 곡류 74%, 육류 75%, 사탕류 32%로 EU 선진

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지만 채소류와 과실류의 자급률은 각각 132%, 110%

로 스페인을 제외하면 EU 가맹국보다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곡류와 육류, 사

탕류의 경우 대규모 경영을 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에서 값싸게 수입되기 때

문이다. 반면에 채소류나 과실류는 노동집약적인 농업이므로 노동력이 상대적

으로 값싼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생산량이 많으며 이를 EU 선진국에 수출하

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이탈리아 농업은 EU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임에도 자급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표 1-7. 주요국의 품목별 자급률 비교
단위: %

구 분
EU

미국 호주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곡류 74 92 102 164 69 150 175

육류 75 65 102 100 112 108 160

우유·유제품 69 82 109 115 72 99 169

사탕류 32 55 121 181 68 73 364

채소류 132 39 45 73 156 92 86

과실류 110 5 32 63 147 68 88

주: 농산물 자급률은 각국 2007년 자료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통계(2009년)

2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채소 152.2kg, 과일 67.7kg, 곡물 

129.3kg, 육류 36.8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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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이탈리아 농업의 변천사

1. 들어가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농업은 생산 및 구조적으로 국내외 사회경제 

체제의 다른 부분들과 같이, 시장과의 관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1950년대인 전쟁 재건 시기에도 농업은 여전히 이탈리아 전체 산업의 43%

인 850만 명의 종사자가 속한 주된 경제 분야로서, 제조업 30%, 서비스업 및 

기타 활동 분야 27%와 대비되었다. 이때 농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국내총생산

의 25%으로 제조업 36%, 서비스업 40%에 비해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표 2-1).

1950년대 농업생산액은 가계 식료품 지출 총액의 3분의 2였는데, 이는 산업

화 수준이 낮아 식품류에 서비스가 낮게 포함되고 전통적 형태의 상업이 잔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1950년대 초반의 농업과 가공업

은 이탈리아 국민의 식료품 소비를 충족시켰으며 농산품과 식품의 수출입을 

통해 본질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탈리아 농업은 산업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해 

급격한 변천을 겪어왔다. 특히 1970년대부터는 종사자 수의 측면에서 제조업

이 농업을 넘어섰다. ‘경제 기적’이라 불리는 1950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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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탈리아 경제는 연간 6%에 육박하는 GDP 증가율과 연 8%를 넘는 제조업 

성장률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농업은 연 2% 가까이 성장했는데, 그 이전 시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종사자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농촌을 떠나 

중북부 도시로 이주를 하거나 해외, 특히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민을 떠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농업은 이탈리아와 유럽의 산업 성장에 필요

한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경제 기적’

이 끝나면서 이탈리아 농업이 국가 경제성장에 인력을 공급하던 역할도 끝이 

나고 그와 함께 이민의 증가도 멈추었다. 이후 수십 년간, 특히 1990년 이후로 

이탈리아는 순 이민 유입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서비스업은 1980년대부터 종사자 수에서 제조업을 앞섰다. 국가 

GDP도 2010년 서비스업은 70%를 차지하여, 제조업의 27%, 농업의 2%(약 50

조 유로)를 압도하며 후기산업국으로 이전하여 그 변화를 완성하였다.

표 2-1. 각 산업 분야의 GDP 대비 비율

구 분 1951 1971 1991 2005

농업 25 8 4 2

산업 36 38 31 27

서비스(공공행정 부문 포함) 39 54 65 71

자료: Ciocca 2007.

표 2-2. 연평균 성장률 추이

단위: %

기 간 이탈리아 총생산 농업 제조업

1949 - 1973 5.9 2.2 8.4

1973 - 1992 2.8 1.9 3.2

1992 - 2008 1.3 0.6 0.8

자료: Sylos Labini, 1862-1973, 이탈리아통계청. 신 국가회계, 197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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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제활동 분야에 비해 농업이 빠르게 축소됨에 따라 농업 종사자 수도 

2010년에는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 전체 종사자 수의 4%에 불과하다. 그러

나 기술적 수단의 활용과 기술의 진보가 이탈리아 농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전체 농업생산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식료품 소비는 2010년 160조 유로 이상으로 이탈리아 가계 지출의 

15%를 차지하였다. 농업생산액은 식료품 지출 대비 40% 미만인데, 식품 가공

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전통적

인 상업 시스템이 축소되었다.

이탈리아 농업은 해외, 특히 공동농업정책을 실행하는 EU 국가에 개방되어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입액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2010년 농산물 수입은 총액

이 60조 유로 이상이며, 2009년에는 농산물 수입이 이탈리아 농업과 식품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액보다 많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는, 물론 선형적이고 

균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 및 사회 구조의 총체적인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세계 경제 지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세계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최근의 재정·경제적 위기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

으며, 또한 이탈리아가 유럽의 주요 농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문제와 상호 개연성 및 연결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는 토지와 수자원 활용, 식량의 생산과 재생 에너지, 식품 안전성과 국민 건강 

등이고 농업 및 세계 식량 체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가난과 기아, 영양 

결핍의 문제 등을 빼놓을 수 없다.

2. 농업 종사자 감소로 인한 현상 

이탈리아 농업은 1950년대 초 일손이 넘쳐 높은 불완전 고용률을 나타냈지

만 오늘날은 농업 종사자 수가 급감하여 농업인력 부족으로 수많은 외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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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럽계 종사자들이 이민을 오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농업 종사자 수는 

1950년 850만 명에서 1970년 35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오늘날 100만 명 미만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종사자 1인당 이탈리아 국민의 수가 1950년 6명에서 2010년 60명으로 급증하

였다는 사실에서 체감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체 850만 명의 농업 종사자 중 불완전 고용자는 200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농경에 종사했으며 전국적으로 분포

하였다. 북동부 포강 유역이나 남부 모두 일용직 일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

다.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았기에 임금도 매우 낮았으며 농가들의 수익도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급속하게 이탈리아 농촌의 모습

을 바꾼 현상들이 시작되었다. 먼저 토지와 고용을 위한 투쟁에서, 해외로, 또

는 농촌에서 북부 도시로 향하는 급속하고도 거센 이주의 물결이 나타났다. 토

지와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남부에서는 토지의 

점유로 나타난 반면, 이탈리아 중부와 북동부의 소작 지대에서는 농업 산출을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분할하자고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부

의 일용직종에서는 농기업 내에서나 개간 활동에서 일용직들에게 더 많은 노

동의 기회를 요구했다.

1950~1960년대를 거치며 농업 종사율은 상당히 감소했는데, 이는 특히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과 수입에 대한 전망에 이끌려 농기업의 가족 

구성원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도시와 농

촌의 관계는 완전히 변화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농업 종사자 수는 이미 360만 명까지 떨어지며 1950년대 

초반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몇 십 년간은 이주율이 정

상적 수준을 되찾아 일용직이나 농민들이나 모두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탈리아 북서부 대단위 산업지역에 대한 매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북동부와 

중부 지역에서 3차 산업 및 공공 행정 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농가들의 여성 

혹은 남성 구성원들이나 농가의 경영자 자신이 농외 활동에도 종사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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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겼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농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술, 특히 기계의 진보는 농사일에 걸리는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켰고, 이에 따

라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종류도 점차 감소하였다.

1990년대 이후 농업은 직업 측면에서 새로운 특징들을 갖게 된다. 북부지역

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숙련된 일손을 얻기가 힘들어지고, 많은 기계 작업

이 기업 외부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파종과 수확을 위한 기계 작

업 서비스인 위탁영농이 급격히 확산되고 이민 노동자를 요구하는 사례도 점

점 더 두드러지게 된다.

다음은 이탈리아 농업 종사자의 구조를 특징짓는 주요한 현상들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2.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

이탈리아 농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구조적 전제이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부 지역에서 비율이 더 의미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농촌경제원(INEA)은 매년 이탈리아 농업에서 비유럽계 노

동자들의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2010년 조사에 의하면 11만 6천 명 이

상의 비유럽계 노동자가 농업에 고용되어 있다. 이는 이탈리아의 12만 4천 명 

이상의 전일 노동자에 해당된다. 비유럽계 노동자는 이탈리아 농업 종사자들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비록 이 수치가 비정규직과 불법 취업자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분적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고용직 종사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

요하다.

이탈리아 전역에 비유럽계 노동자가 존재하지만 북부에서는 그 수가 더욱 

많아서 5만 1천여 명 이상의 비유럽계 노동자의 농업 종사율이 전체의 15%,

고용직 종사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은 과일 수

확 31%, 채소류 수확 21%의 계절적 노동과 축산업 22%에 집중되어 있다. 일

종의 불법 계약으로 중개인이 농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현상은 과거 남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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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농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존재했으며 오늘날 다시 재현됨으로써 비

유럽계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격하시키는 착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

다.

2010년대 이탈리아 농업 종사자 수는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하여 이탈리아 

전체 직업 종사자들의 4% 정도를 차지한다. 비유럽계를 제외한 고용직 종사자,

즉 임금 노동자와 일용직은 점차 증가하여 1950년대 초반 전체의 4분의 1 수준

에서 오늘날에는 40%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는 자영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

소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음에서 소개하겠지만, 상근직이 아닌 고령

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용직 노동자 중 오늘날 60% 이상이 상근

직 고용이며 40% 미만이 임시고용이다. 여성농업인은 고용직 종사자와 자영농 

모두에서 30% 정도를 차지하지만 그 중 비상근직의 수가 더 많다.

종사자 수의 감소와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계약이나 노동 안전성의 관점

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노동 재해와 과거에는 간과되던 독성이 강한 성분, 특히 

살충제로 농업노동자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농업 노동 환경을 개선

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60여 년간 이탈리아 농업 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전체 직

업 종사자 수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도는 다른 중요한 산업 국가들, 예를 들면 

영국 1.2%, 독일 1.6%, 프랑스 2.6%에 비해 여전히 높다. 27개국 유럽 연합 국

가의 평균은 5.2%로 이탈리아보다 높은데, 특히 폴란드 12.9%, 루마니아 

30.1%, 그리스 12.5%에서 상당히 높은 농업 종사율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큰 변화가 이탈리아 농업에 일어났음에도, 농업종

사자의 생산성은 다른 생산 분야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

다. 2010년 평균 농업 생산성은 종사자당 부가가치에 있어서 2만 8천유로를 조

금 넘는 수준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의 54%(1990년 37%), 서비스업의 47% 밖

에 되지 않는다. 소득 수준 및 종사자 수와 관련된 문제는 이탈리아 농업의 미

래 성장을 위해서 풀어야만 할 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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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급속한 기계화

급격한 기계화는 급속한 농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농업기계는 해외로부터 수입에 거의 의존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수 수요가 크게 팽창하면서 이탈리아 농기계 산업은 내수뿐만 아니라 높은 

수출과 함께 국제시장에서도 중요성이 높아졌다.

1950년대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경에 사용되는 트랙터의 수는 6만 대 이하로,

총 기계동력은 2백만 Hp에도 도달하지 못했다.3 기계화는 1950년대 중반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여 가축을 이용한 농업을 점진적으로 대체했다. 당시는 

주로 북부 지역에 기계의 사용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제조업의 성장으로 노동

의 기회를 선택하여 농업을 떠나는 인력들을 점점 더 큰 폭으로 대체하게 되었

다. 1960년대 트랙터의 숫자는 25만 대로 증가했고 최초의 자주 콤바인 수확기

(self-propelling combine)가 확산되기 시작했다(표 2-3).

표 2-3. 농업 종사자 수와 기계화 추이

단위: 천명, 천대

연 도 종사자 수
기계화

트랙터 콤바인·수확기 동력(MioHp) 종사자당 동력

1950 8,610 57 0.1 2 0.2

1960 6,118 249 4.0 11 1.8

1970 3,605 631 24.0 36 10.0

1980 2,760 1,072 35.0 73 26.4

1990 2,070 1,430 47.0 106 51.2

2000 1,120 1,644 52.5 107 95

2002* 1,098 1,754* 57.3* 115* 104*

2010 891 1,900* 60.0*

주: 농기계제조자연맹(Unacoma) 수치에 의한 추정치(2002*와 2008*년도).

출처: 이탈리아통계청, 국가회계연감: 종사자 수 노동단위로 표시.

3 농업 종사자 1인당 동력은 0.23Hp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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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기계화는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는 인건비에 비해 낮은 기계 비용

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와 동시에,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녹색 계획’

이라고 불리던 ‘농업개발 5개년 계획’으로 농기업이 기계와 가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농기계 판매의 세부적인 확산은 이탈리아 영농조합연맹(Fedeconsorzi)에 의

해 촉진되었는데, 피아트(Fiat)의 트랙터 제품과 몬테디손(Montedison)의 비료 

판매 시 독점적인 혜택을 주는 협약을 시행했다. 그리하여 1960~1970년대 기

계화율이 높아지면서 트랙터 숫자뿐만 아니라 소형 농기계인 회전식 경운기와 

견인형 경운기의 보급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콤바인 수확기가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

이탈리아 농업에서 이렇듯 ‘과도한’ 기계화의 붐이 일어나는 동안, 불행히도 

농기업의 빠른 현대화는 동반되지 않아 기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파편화되

어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농기계의 사용은 연중 며칠 밖에 되지 않을 정도

로 적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큰 투자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 

거의 대부분의 농작업에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농기계는 포화 상태에 다다르

게 된다.

기계화의 속도는 급격하게 느려지고 트랙터 등록 수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연간 3만 대 미만으로 정점일 때에 비해 반으로 감소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위

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는 일반적인 특징과 개별적인 특징을 지닌 

것들이 있었다. 1980년대부터 개정된 공동농업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의 증가세

가 멈추었고 생산량의 증대도 완화되었다. 기계화에 주어지던 공적 인센티브도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되지만 농기업이 근본적으로 확장 과정을 겪지 못했다.

기계화의 위기는 국가의 농기계 산업에도 위기를 가져왔지만 세계시장을 대상

으로 높은 수출실적을 올림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

농기계 성장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탈리아의 트랙터 수는 계

속해서 증가하여 200만 대에 육박하고, 영농 종사자 수의 약 두 배까지 늘어났

다. 또한 총 기계동력도 점점 더 큰 규모의 트랙터 생산 경향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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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기계화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실

제로 지난 50년간 트랙터의 수가 6배 이상 증가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3배 정도에 그쳤다. 이탈리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기계화 수준은 다

른 유럽국들과 비견할 만하다.

2.3. 농업에서 위탁영농

수확에서부터 경작, 파종 등 다른 모든 농경 작업에 이르기까지, 농기업에  

기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영농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탁영

농은 1980년대부터 콤바인 수확기로 밀 수확뿐 아니라 옥수수, 사탕무, 해바라

기 등의 경작, 파종, 수확을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농경 작업을 하게 되면서부

터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위탁영농업자들은 새로운 농기계의 약 

40%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탁영농은 농기업의 특별한 몇 가지 요구에 부응하면서 더욱 성장했다. 농

기계에 대한 과잉 투자를 절감했을 뿐 아니라, 특히 현대적인 기업일수록 생산

시스템을 선택할 때에 더 높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소규모 기

업이 최신 기계를 유연한 계약 형태 하에, 요금을 시간당 또는 ha당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농업총조사는 위탁영농의 중요성을 확인했는데, 전체의 55%인 120

만 이상의 농기업이 제3자의 기계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다. 산지에서 구릉지로 

넘어갈수록 위탁영농이 증가하여 넓은 평야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약 60% 이

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강조할 만하다. 특히 부유한 농경지역일수록 

전문적인 위탁영농 기업이 더 많이 존재하며 주로 산업경제에서 오늘날 정의하

는 용어로는 아웃소싱인 서비스 활동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에 주변 지역이

나 후진적인 농경지역에서는 다른 농기업에 농기계를 대여하는 수가 더 많았다.

이탈리아에서 위탁영농은 기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족했던 기업의 현대화와 

이탈리아 농업에서 현재의 왕성한 기계화 수준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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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집중화

3.1. 전문화와 지역 집중화 

2010년 이탈리아의 생산액은 유럽연합 27개국 중 프랑스의 총 생산액의 

18%, 독일의 13%이며, 이탈리아 농업 생산액 규모는 50조 유로에 이른다.

1950~60년대의 특징이었던 농업 생산의 높은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완만해 

졌다. 평야의 잠재력과 관개시설을 이용하여 경작 가능한 토지를 확충하였고,

기계적·화학적 수단을 도입하여 가축의 노동력을 대체하였으며, 이윤과 생산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극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은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 다

만 종사자 수의 급감은 경작 가능한 토지의 점진적 감소로 이어지며, 오늘날에

는 농기업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생산성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60년간 농업 생

산액의 증가는 2배 이상이었으나, 종사자 수는 8백만 명에서 10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표 2-4). 2010년 농업인 1명의 생산량은 1950년 농업인 8명의 생산량

보다 2배 이상 많다.

표 2-4. 농업 생산액과 식료품 지출 추이

단위: 백만 유로*

년 도 농업생산액 중간소비 식료품지출

1951 1,304 162 1,772

1970 3,481 775 7,459

1980 16,003 4,549 32,955

1990 35,373 13,248 86,703

2000** 42,630 14,189 107,628

2005** 48,080 19,320 132,000

2010** 48,885 22,485 142,000

주: * Valori in euro per 2000-2010년은 유로액, 이전 년도는 리라에서 유로 환산액.

** 기초가격 근거.

자료: 이탈리아통계청. 국가회계연감, 국가경제상황 보고서(1990년, 2010년 신규 회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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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생산량의 증가는 새로운 장애요인에 직면하게 되었

다. EU가 과도한 잉여 생산을 막기 위해 공동노동정책에서 농산믈 가격지지 

정책을 감축하고, 뒤이어 1992년부터 농산물 가격지지를 중단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지원책이었던 생산성 증대 정책을 중단함에 따라, 2002년부터 2008년까

지의 생산량은 증가 추세가 점진적으로 완만해졌다. 이는 농업생산의 지속가능

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 농업 생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농업은 대륙식 생산과 지중해식 생산 방식이 동시에 존재하며, 다

양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010년 농업 생산은 초본식물 28%, 축산 33%, 목

본식물 23%로 거의 동일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목본식물의 경작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더 

높다. 포도나무는 3조 유로 이상, 과일과 감귤류는 4.3조 유로 이상 생산되며 

올리브 생산량은 1.6조 유로에 달한다. 이 중 포도나무 등 다양한 과실수는 이

탈리아 전 지역에 걸쳐 재배되며 올리브와 감귤류는 남부에서만 재배된다. 그 

외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륙성 초본식물은 곡류 3.8조 유로 이상, 산

업작물 0.6조 유로 등이 있으며, 전형적인 지중해성 작물인 경밀과 채소도 6.9

조 유로 규모로 생산된다.

이탈리아의 농업이 다른 유럽의 주요 국가와 차별화되는 것은 농업에서 원

예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수십 년간 화훼 원예식물의 

종묘 재배(nursery gardening) 분야는 2.7조 유로를 넘으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의 포 강 유역은 축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소 사

육은 우유 생산으로 4조 유로 이상(북부에서 79% 생산), 육류로 3.2조 유로(북

부에서 67%)가 생산된다. 그 뒤를 이어 가금류 사육은 고기와 계란의 생산을 

합쳐 3.4조 유로, 돼지 사육으로 인한 생산량은 2.5조에 달한다. 반면 양·염소류

의 사육은 주로 남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도 매우 낮아 0.7조 유로를 

생산하는데 이 중 0.5조 유로는 우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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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적 차이

이탈리아 농업은 전 국토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균질하게 변화하지 못했다.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간 농업의 전통적인 차이는 생산이 평야 지역에 집약적

으로 집중된 반면, 광대한 구릉지와 산지는 버려져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기 때

문이며, 이는 농업 발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발전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였다. 산지와 구릉지의 문제는 오늘날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데, 국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지역의 경영 문제가 심각하여 이곳이 유실될 경우 토지

의 침식, 산사태, 범람, 환경 파괴의 재해가 종종 야기된다.

농업 생산은 농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생산 전문화 과정에서 성장

했다. 우유 생산의 경우 50% 이상이 포강 유역의 로디(Lodi), 크레모나

(Cremona), 만토바(Mantova), 파르마(Parma), 레죠(Reggio), 모데나(Modena)

주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지역에 돼지 생산도 집중되어 있으며, 가금류 

생산은 주로 베로나(Verona)와 포를리-체세나(Forlì-Cesena)의 두 중심지에 주

로 분포한다. 양과 염소류는 특히 사르데냐 지방에서 사육된다.

과실 생산은 주로 북부 로마냐(Romagna)에서 복숭아, 트렌티노(Trentino)에

서 사과를 생산하며, 남부의 나폴리와 다른 남부 평야에서도 과일의 생산량이 

높다. 와인용이 아니라 과일로서 먹는 포도는 거의 대부분 풀리아(Puglia) 주의 

포지아(Foggia)에서 생산되며 전형적인 지중해성 산물인 올리브와 감귤류는  

남부 지방의 가장 전통적이고 적합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토마토 밭작물은 크게 북부의 파르마(Parma)와 피아첸짜(Piacenza)의 두 지

역과 남부에서는 나폴리, 풀리아주의 살레르노(Salerno)에서 생산되며 도시 근

교에서도 중요한 집약적 산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화훼원예식물의 종묘 재배

의 중심지도 리구리아(Liguria)의 꽃, 피스토이아(Pistoia)의 종묘 산업, 루카

(Lucca)의 꽃과 관상용 식물, 나폴리의 꽃꽂이용 꽃 재배 등 몇몇 대규모 생산

지들로 제한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의 전문화 과정은 식품 산업의 중심지 및 많은 농식품 

단지를 형성했다. 이들은 다수의 중소 가공업체들로 구성된 전문화된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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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며 대부분 지역 특산품의 생산 가치를 높이고 이를 이탈리아 국내 시장

과 유럽 시장 전체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기업의 집단화는 지난 

수십 년간 자리를 잡으면서 이탈리아 농식품 시스템의 특징이 되었으며, 그 결

과 수많은 지역단위의 전통 생산자들이 가까이 이웃한 유럽 DOP(원산지명칭

보호)와 IGP(특산지표시) 생산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4. 농기업의 변천 

이탈리아통계청(ISTAT)에 의해 시행된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기업의 수는 

1961년 420만 개소에서 2000년 260만 개소로 감소했다(표 2-5).

2000년 등록된 농기업의 수는 240만 개소였으나 2010년 농기업은 160만 개

소로 농기업의 수는 특히 최근 10년간 32%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EU의 다

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독일에서 30만 개소 이하, 프랑스는 약 51.5만 개소,

영국은 20.2만 개소, 스페인은 99만 개소로, 이탈리아 농기업의 수는 유럽의 다

른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표 2-5. 농기업 수와 총경지면적 및 경지이용면적

년 도

(총조사)

기 업

(수)

총경지면적 경지이용면적

ha 평균 ha 평균

1961 4,293,924 26,571,665 6.2 - -

1970 3,607,298 25,064,643 6.9 17,491,455 4.8

1982 3,269,170 23,631,495 7.2 15,842,541 4.8

1990 3,023,344 22,702,355 7.5 15,045,898 5.0

2000 2,593,090 19,607,094 7.6 13,212,652 5.1

2000 * 2,405,453 18,530,164 7.8 13,183,407 5.5

2010 * 1,630,420 17,277,023 10.6 12,885,186 7.9

주: * 2010년 농업총조사, 공공기업 포함 수치.

자료: 이탈리아통계청, 이탈리아 농업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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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집중화 과정

이탈리아 농기업의 구조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변

화를 보이며, 그중 어떤 부분들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1990~2000년 동안 농기업의 수는 14%, 경지이용면적은 12%로 감소했다. 반면 

최근 10년 간(2000~2010년) 농기업 수는 전체의 32%인 77만 5천 개 이상이 

감소하였으나, 경지면적의 감소세는 완만해지면서 거의 멈추었다(표 2-5).4

그리고 이 감소분은 50ha 이상의 기업에 유리하게 추가적으로 재분배되었

다. 최근 10년간(2000~2010년) 특히 ‘초소형’ 농기업은 크게 감소하였다. 2ha

미만 경지면적을 가진 농기업이 총 64.5만 개 감소하고 41만 ha에 달하는 경지

면적이 감소하였는데, 1ha 이하의 경지면적을 가진 농기업 중에는 50%가 줄어

들고, 2ha 이하의 경지면적을 가진 농기업 중에는 30%가 줄어들었다(그림 2-1).

그림 2-1. 경지이용면적의 변화

자료: 2010 농업총조사 수치 가공.

4 이 기간 동안 경지이용면적은 2.3%인 약 30만 ha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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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경지이용면적별 농기업 수

자료: 2010 농업총조사 수치 가공.

비록 줄어든 규모는 적지만 20ha 이하의 농기업은 모두 감소한 반면, 50ha

이상의 농기업은 거의 4분의 1이나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 기업, 특히 

50~100ha 면적을 지닌 농기업의 면적이 22%로 높게 증가했고 30~50ha의 면적

을 지닌 농기업의 농지면적은 11% 증가한 반면, 100ha 이상 농기업의 농지면

적 증가율은 낮았다. 최근 10년간 비록 농기업 조직의 파편화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지만, 특히 소기업과 초소형 기업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농기업은 30ha 이상 면적을 가진 기업, 그 중에서도 50ha 이상의 농기업으로 

집중화되었는데, 50ha 이상인 농기업의 경지 이용면적이 2000년 36%에서 

2010년 42%로 540만 ha를 넘어섰다(그림 2-2).

중대형 농기업이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인 것에 발맞추어 이탈리아 농기업

의 평균 크기도 성장하여 2010년 경지이용면적 평균은 8ha에 달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주요 농업국(영국, 프랑스, 독일)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 농기

업의 평균 크기는 여전히 매우 작은 편이다.

그밖에 이탈리아 국토 차원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난다. 한 

편에서는 산지 지역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다른 편에서는 남과 북, 그리

고 각 주별로 격차가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북동부 지역에서는 농기업 

천 ha
6.0

4.0

2.0

1ha 이하 1∼9.9ha 10∼19.9ha 20∼49.9ha 50h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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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약 15ha에 도달하는 동안 남부(도서지역 제외)에서는 5ha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그림2-3).

그림 2-3. 농기업의 평균 경지이용면적(2010년)

자료: 2010 농업총조사 수치 가공.

축산업에서는 점점 더 적은 수의 농기업이 더 많은 사육두수를 가지면서 농

업 면적보다도 집중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낙농 등 축산업에서 2010년 농기업 

수는 2000년의 35%에 그쳤으며 두수로는 전체의 약 8%가 감소했다.

사육규모면에서는 50에서 100두의 사육이 가장 많았다. 돼지와 닭 사육에서 

집중화 과정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서 사육장의 평균 규모는 상당히 커졌다. 돼

지 사육업에 있어서 농기업 수의 감소는 85% 이상이었으나 두수는 8% 증가했

고, 그에 따라 평균 규모는 2000년 45두에서 2010년 365두로 크게 증가하였다.

돼지 1천 두 이상이나 닭 5만 두 이상 대규모의 집약적 사육이 우세하다.

4.2. 새로운 형태의 토지 경영과 임대의 회복

최근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는 수많은 다른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농기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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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영 형태는 다시 한 번 변화하고 있다. 경작자의 직접 경영은 감소했는

데, 특히 임금농업인을 두는 경영의 경우에는 더욱 감소했다. 그리고 동일한 시

기 새로운 형태의 토지 집적, 특히 토지 소유 형태의 변화에 따라 임대가 정착

되었다.

노령 경영자와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존속하는데 2000년 농업총조사에 의하

면 62%의 경영주가 55세 이상이고, 38%가 65세 이상이었다. 2000년도 조사에

서 40세 이하의 젊은 경영주들은 전체의 겨우 10%에 그쳐,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한다.

2000∼2010년 사이 모든 경영 형태에 있어서 분명하게 감소세가 나타난다.

직접 경영 농기업의 수는 35%가 감소했고, 임금농업인과 함께 경영하는 기업

도 39%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 토지면적의 감소는 임금농업인과 경

영하는 농기업에서 감소율 23%이 직접 경영의 감소율 4.5%보다 크다(표 2-6).

표 2-6. 경영 형태별 농기업 수, 경지이용면적, 총 경지면적

단위: 천 ha, %

기업 경지이용면적 총경지면적

2010 2000 변화율 2010 2000 변화율 2010 2000 변화율

경작자직접경영 1,0251 1,598 -35.8 7,366 7,709 -4.5 8,982 9,793 -8.3

임금농업인과경영 461 76 -39.1 1,389 1,797 -22.7 2,310 3,900 -40.8

기타경영형태 8 1.4 434.3 510 16 *** 1,175 25 ***

Total 1,079 1,675 -35.6 9,265 9,522 -2.7 12,466 13,718 -9.1

주: 수치는 16개 주와 참가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2010년 농업총조사 수치 가공

토지의 소유 형태는 비록 소유 경영이 여전히 우세하다고는 해도 임대 농업

경영의 ‘막을 수 없는’ 증가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최근 10년간 임대

는 토지면적의 50% 이상 증가하면서 경지이용면적은 300만 ha에 달한다. 소유 

경영 면적은 22%가 감소하는데, 소유의 형태로만 경영되는 토지의 경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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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 감소한다. 이는 2010년 경지이용면적의 560만 ha에 해당한다. 무상 사

용하는 토지 경영은 더욱 크게 성장하여 2010년에 65만 ha를 초과한다(표 2-7).

표 2-7. 토지소유권 종류별 농기업 수와 경지이용면적

단위: 천 개소, 천 ha

농기업 수 경지이용면적

2010 2000 증감 % 2010 2000 증감 %

소유만 783 1,423 -640 -45.0 4,110 5,818 -1,708 -29.4

임대만 59 43 16 37.8 1,062 579 483 83.5

무상사용만 36 24 12 49.6 234 123 111 90.5

소유및임대 118 112 5 4.8 2,814 1,918 896 46.7

소유및무상사용 61 58 3 5.8 462 307 155 50.5

임대및무상사용 5 3 2 95.5 130 36 94 261.6

소유,임대,무상사용 16 11 5 46.3 453 740 -287 -38.8

TOTAL 1,077 1,673 -595 -35.6 9,265 9,522 -257 -2.7

그중소유 5,618 7,187 -1,569 -21.8

그중임대 2,997 1,967 1,030 52.4

그중무상 650 368 282 76.59

주: 수치는 16개 주와 참가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5회, 6회.

지난 10년간 새로운 농기업은 소유한 경우나 임대한 경우 모두 토지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들은 숫자상으로는 2010년 5% 미만으로 11

만 7천 개 기업에 불과하지만, 경영하는 토지면적은 46% 이상 증가하였고 평

균 경지이용면적은 25ha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이다.

이탈리아 농기업의 법적 형태에 있어서 개인 농기업은 크게 감소하여 7백만

ha 미만이며 특히 초소형 농기업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단순 농기업 회사는 

55%나 증가하여 경지이용면적이 120만 ha에 이른다. 자본회사와 합동회사는 

각각 19.4만 ha와 98ha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법인 회사는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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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30%로 크게 감소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 기관 소유 2,660개 농기

업의 경지이용면적은 71만 5천 ha, 숲과 미개간지 포함한 총 면적은 200만 ha

에 이른다. 이들은 재구조화와 최근의 민영화 과정 중에 있다.

농가가 경영하는 농기업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1960~1980년 

기간 면적은 330만 ha 이상 증가했는데, 비록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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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전망

1. 들어가며 

이탈리아 농업에서 여성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 농업이 가족적 차원으로 깊이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이탈리아 농업과 사회에 도래한 근본적인 변화에 따

라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도 변모했다. 이탈리아는 1950년대 농업 국가에서 산

업 국가로 변모했으며 사회적으로는 가족의 구성과 규모가 다수의 핵가족을 

포함한 확장된 가족 형태에서 한 집에 단 하나의 핵가족만 거주하는 핵가족제

로 급속히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농업과 관련이 깊어서, 주로 가족의 

자급자족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경제에 토대를 둔 조직이 강력한 산업화 과정

을 특징으로 하는 전문화된 시장형 농업을 위한 조직으로 변모한다.

여성이 농촌 가족 경제와 농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에서야 비로소 농업에서의 여성 역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발전

하기 시작한다(Montresor 1994). 이런 때늦음은 여성의 참여를 종속적인 것으

로 보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여성은 가족의 생계경제 내에 장시간 갇혀 

있었고 농기업 경제의 내부에서 주로 남성 노동의 보조적 역할을 하거나 고용 

노동자로서는 비숙련직, 계절적 임시직으로 장기간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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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농기업 내 전문성을 가진 자리나 숙련 임금 노동직에서는 여성

의 참여가 빈약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오랜 기간 남성 구성

원보다 여성에게 종속적인 역할을 맡겨온 농촌과 기업의 풍토에서 이유를 찾

을 수 있다. 즉 농기업의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

(gender)에 비추어 본 접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심이 부재했으므로 여성이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여성에 관한 

연구의 부재는 농업 구성원뿐 아니라 이탈리아 국가 경제 전체와 관련 있다.

1970년대 말에서야 비로소 이탈리아의 연구 논문들이 경제와 기업 활동에서

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실제 이 시기에 산업

단지와 중소기업 시스템에 대한 초기 연구가 전개되었고(Becatini 2007, Brusco

2008), 중소기업 시스템에 초점을 둔 기업 활동의 발전과 여성의 가사노동 간

의 관계가 연구된다.

농업에서는 특히 비상근직 및 다원경제활동 영역과 관련지어 농기업 경영에

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초기 연구가 전개된다(Cavazzani 1980). 같은 시기,

임금 노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 특히 남성 구성원에 비해 여성의 참여가 

종속성을 지닌다는 것에 어느 정도 주목하게 된다. 이 경우 여성에게 종속적 

역할이 맡겨지는 것은 이탈리아 노동시장이 주로 젊은 남성 노동자를 고용하

고자 하는 기업의 공급에 맞추어 분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행해진 연구들은 대다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1990년대 중반, 특히 2000년대부터 여성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이는 양성기회균등법과 여성 역할의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농업에서 시행된 

여러 사업들에 의해 고무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평등과 리더에 

관한 프로그램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본 장에서는 주제에 대한 여러 연구와 조사 및 수치 분석을 통해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절은 농업 분야에서 양성평등

법의 발전과 그 법률이 농업에서 여성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어

떤 중요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3절은 이탈리아 산업발전과 함께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탈농’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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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가구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절은 농업에서 여

성농업인의 정착과 고용직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5절은 여성농업

인과 여성 노동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탈리아의 소비 스타일과 농업 정책의 방

향에서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변화에 비추어 살펴본다. 6절은 현재의 농업에

서 여성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여성의 위치를 강화시

키기 위한 전망과 문제에 대해 밝혀본다.

2. 성(gender) 관련 법령

2.1. EU의 법률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의 장려책에 따라 성(gender)이라는 주제에 대

해 더 폭넓은 관심이 생겨났다(표 3-1).

실제 UN의 제 4차 세계여성회의(1995년) 이후, EU는 모든 정책 실행에 있

어서 성별 차이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회원국 또한 동일한 원리를 기반으

로 행동할 것을 의무화하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원리를 채택하

였다.

2000년에는 2000~2010년의 리스본 전략이 발족되었고, 2010년부터 10년간

은 후속 전략인 유럽 2020으로 이어진다. 이는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실행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제와 환경 차원에서 사회통

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장려했다. 이 계획은 EU 기관들과 국가들 간의, 개방

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하는 

밀접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즉 EU는 회원국들과 함께 가이드라인과 도달 목표를 정하며 회원국들은 EU

의 가이드라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자치적으로 행한다. 그 도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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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감시와 공동의 협약으로 정해진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을 활용해서 관리된다.

표 3-1. 성 균등과 관련한 최근의 EU 법률

￭ 리스본 전략: 2000년 국가 원수들과 EU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 목

표는 2010년까지 유럽연합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

에 기반한 경제 단위로 만드는 것이다. 2005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성장과 고용을 지향하는 새로운 선결 과제들이 정해졌다. 2010

년 유럽2020으로 연결된다.

￭ 유럽국회와 정상회의의 73/2002 지침: 노동 접근성, 교육, 노동조건과 경

력에 있어서 남녀 동등 대우 원리의 시행과 관련한 기존 76/207/CEE 지

침을 보완하였다.

￭ 양성평등을 위한 2006∼2010년 로드맵: 6개 주요 목표(남녀 간 경제적

독립 수준, 직업 생활과 가족 및 개인 삶과의 조화, 결정 과정에서 대표

성의 균형, 모든 형태의 폭력과 인신매매의 근절, 사회에 존재하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제거, EU 외부의 양성평등 장려)의 구체적 조치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2006년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 양성평등을 위한 유럽 협약: 2006년 승인, 성 격차를 메우기 위해 3개의

실행 영역을 정하였다(노동 시장에서의 고정관념 타파, 모두를 위한 직

업 생활과 가족 생활의 균형 개선, 성 통합과 개선된 감시를 통한 공공

경영(governance)의 강화).

￭ 유럽국회의 법적 결의: 2009년 승인, 자영업 활동을 하는 남녀 간 동등

한 대우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결의이다. 본 지침은 특히 영농 활동에

있어 자영업자와 그들을 보조하는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 재산과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에 있어서 동등함을 정한다. 또한, 결혼 여부와 별개로 가

구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보조하는 ‘배우자’

와 ‘동거인’이 동등하다고 정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

성을 부여한다(예를 들어 출산 휴가 및 관련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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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지침의 내부에서 양성평등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도달 목

표 및 평가 지표 중에는 여성의 고용 증대도 있다. 여성의 고용률이 목표인 

60%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이탈리아 역시 많은 EU국가와 함께 여기 해당한

다)들이 여성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Equal은 2000~2006년 EU가 고용을 위한 유럽 전략(European Strategy)의 일

환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활

동으로서, 5개의 주요 선결 과제로 ①고용가능성(Employability), ②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③적응성(Adaptability), ④기회균등(Equal Opportunities),

⑤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 등을 꼽고 있다.

Leader프로그램은 1991년 발족된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재 농촌개발정책

의 네 번째 축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구축된 관계망의 가치를 높

이는 내생적 지역 발전 활동을 장려한다.

특히, 2000년에 농업집행위원 피슬러(Fischler)에 의해 승인된 EU농업정책은 

여성의 농업 참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이는 체계적인 방식

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개발정책을 보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균등한 기회의 보장만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

현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유럽 농업과 영농 경영이라는 맥락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의 

역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몇몇 법안들이 출범하게 했다. 특히, 유럽연합 정상

회의는 2002년 5월 27일 ‘농업’, 2003년 ‘농촌 지역 여성’, 유럽 의회는 농업 

생산과 농촌 발전에 있어서 여성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

는 2005년 농촌개발정책이 개정되면서, 성불평등을 근절하고 상기 정책의 실

현에 있어 모든 단계(계획, 실행, 감시, 정책 평가)에서 균등한 기회를 장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시키는 EC 규정 1698/2005의 8조의 출범과 함께 구체화

되었다(Montresor, Sass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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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탈리아 법령

이탈리아는 2010년 법률 215/92호에서 여성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개설 및 

정착을 위한 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여성이 경영하는 소기업, 출자자

의 6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인적회사와 조합, 3분의 2 이상이 여성의 

자본금으로 이루어지고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자

본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구, 설비, 소프트웨어, 특허의 구매나 기타 혁

신적인 조처의 시행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상환하지 않

고, 다른 부분은 낮은 이율로 10년에 걸쳐서 상환한다. 농업과 식품업은 215/92

법령이 개진한 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된다.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법령은 상당 부분 EU의 요구

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농촌개발계획내 주(region)의 영역에서 적용되었다. 젊

은이들이 농업에 정착하고 기업을 현대화 혹은 차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

동을 재정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처는 성이라는 주제는 건드리지 않

았지만, 농업에서 여성들이 주도한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장려책이 되었다.

EU에 의해 도입된 변화들은 이탈리아 농업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출범시켰

다. 1997년 여성 기업과 근로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정책부에 ONILFA(여성기

업·근로 국립농업관측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국가통계청(ISTAT)은 EU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여 1999년부터 이탈리아 여성의 농기업 참여에 대한 체계

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3. 여성의 농업참여와 변화

3.1. 1950년대 여성의 농업 참여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다. 1951년 전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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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농업 종사자는 42.2%이었다(표 3-2). 농업만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

해서 낙후되어 있었으며 농가나 농기업의 규모도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노동

과 토지의 생산성은 매우 낮았고, 농업 관련 노동자의 수는 매우 많았으며 불

완전고용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농업 종사자 850만 명 중 200만 명 이상인 약 

25%가 불완전 고용인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의 규모는 작았으며 소규모 농기업의 상당 부분이 비전문

화 되어 있었고 자급을 위해 생산했다. 농산물의 가공산업은 몇몇 분야와 지역

에 제한되어 있었다. 주로 북부 지역으로 이미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을 

거친 북부의 논농사 지역, 우유의 생산, 유제품 가공을 위한 축산업으로 전문화

된 지역이다(Bertolini 1997).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큰 격차가 존재했으며, 전반적인 낙후성을 

보이는 남부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광대한 토지에서 소기업과 초소형 기업이 

단기 임대 계약이나 임시 계약을 맺고 있었다(Sereni 1956).

이처럼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농기업은 가족 경영으로 유지되었는데,

농가 자체의 노동이 농기업 전체 노동의 70%에 달했다(Bertolini 1984). 기업은 

노부모 중심의 가부장적인 형태이고 다수의 핵가족으로 이루어진 대가족의 특

성을 유지하는 가계였으며 여기서는 남성이 분명 주도적 역할을 하고 여성은 

종속적 역할을 담당했다.

표 3-2. 이탈리아 농업의 변화

농업
종사자

전체 직업 중
농업 종사율
(%)

기업당
종사자

ha당
종사자

종사자당
총 ha

종사자당
경지이용면적

ha

1950 8,610,000 42.2 … … … …

1960 6,118,000 29.1 1.4 0.23 4.3 …

1970 3,605,000 17.2 1.0 0.14 7.0 4.9

1980 2,760,000 13.3 0.8 0.12 8.6 5.7

1990 2,070,000 7.5 0.7 0.09 11.0 7.3

2000 1,120,000 5.0 0.4 0.06 17.5 11.8

2010 891,000 3.6 0.5 0.05 19.4 14.5

자료: 이탈리아통계청 수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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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업 노동의 종류

이러한 특성은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에 큰 차이를 초래했다. 제조업이 발전

한 북부는 핵가족이 이미 형성되었으며 여성은 공장 혹은 농업에서 일할 수 있

었던 덕분에 자치성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반면 전반적으로 낙후된 남부에서는 

여성이 남성 구성원에게 본질적으로 여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여성은 가정의 

울타리 내에 갇혀 가정을 보살피는 일에 전념하였고 외부 활동은 기껏해야 농

업에서 계절적 성격을 지닌 불규칙적인 노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일은 종종 

보수가 적었다(Palazzi M. 2009).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와 농업이 낙후된 상황에서 여성들은 농업에서 고용

직 및 자영 종사자 전체의 약 4분의 1인 24.6%를 차지했다(그림 3-1).

임금노동자로서 여성은 비숙련 노동과 계절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북부에서

는 모내기, 벼베기, 남부에서는 올리브 수확 등이 전적으로 여성의 것으로 생각

되던 활동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고된 일이지만 비숙련 노동이었고 노동의 계절

적 요인 덕분에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

농기업을 소유한 농가에 속해 있던 여성은 가내 기업에서 일했다(자영 노

동). 그리고 본질적으로 남성 활동의 대체 혹은 보완적 역할을 했다(Cnel

2004). 대체적 역할은 기업의 경영자가 군복무, 일시적 이주, 기타 활동에 종사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만 했을 때 수행했으며 남부 지역 혹은 산지와 구릉지에

는 전쟁이 끝난 직후로부터 도시, 산업 지구, 해외로 이주하는 현상이 우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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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특징이 있었다.

여성농업인의 보완적 역할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농기업의 경영자 

옆에서 보조자로 활동을 돕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노동은 가내 기업 내

에서 행해졌고 자영 노동의 특징을 가졌으나 경영자의 방침을 따랐다. 어느 쪽

의 경우에도 여성의 역할은 농기업인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첫 번째 경우에

도 회사의 책임은 가구의 구성원인 다른 남성에게 맡겨져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산과 재생산 활동이 서로 교차되었다. 여성은 가정 생활의 재

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보조자로서 농업에 종사하

거나 농기업에서 임금노동자로 일했다. 대가족에서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일

을 맡으면서 농기업 내에서는 가족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 주로 곡류와 채소를 소비하는 가난한 가족의 식단을 풍성하게 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안마당의 가축(닭과 토끼) 사육은 전형적인 여성

의 일이었고 특히 가족 내 여성 연장자의 일로 인식되어 왔다.

가족의 수요를 빼고 남는 잉여산물은 지역 시장에 내다 팔아 가족에게 정기

적인 현금 수입을 안겨줌으로써 농업 이외의 중요한 보조 수입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견직물, 모직물의 방적이나 모자, 바구니 만들기 등 가내 수공업 형

태의 활동도 자주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자급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역 시장에

서 직접 판매하거나 해외 무역을 하는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여성이 가장이 되거나 경영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실제로 남편과 사별 

이후라도 회사의 경영은 보통 가정 내 다른 남성이 맡았다.

3.2. 도시화와 농업 부문에 여성의 참여 

1950년대부터 이탈리아는 산업국으로 완전히 변모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겪

는다. 제조업은 이탈리아의 북서부에서 발전하여 자동차, 제철, 화학, 섬유, 식

품 산업 등 대다수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농업의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노동과 토지의 생산성이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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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과정은 이탈리아 북부, 특히 북서부에서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곳에

는 이미 전쟁 이전에도 대규모 농기업이 발달해 있었고 자본과 임금노동자의 

활용이 높았다. 풍부한 일손, 소형과 초소형 가내 농기업이 광범하게 존재했음

에도 농업 부문에는 기계화를 위한 자본과 화학비료, 농약 등을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을 대체하고 기술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제

조사인 이탈리아 대기업(Fiat, Montedison)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일자리의 공급으로 인한 제조업의 ‘당기기 효과’와 농업에 기술이 도입되면

서 발생한 ‘밀어내기 효과’로 이탈리아에서는 농촌에서 도시의 제조업으로 강

한 이주의 물결이 일게 된다(Bertolini 1984). 이 과정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에 의해서 강화되는데, 실제로 농가의 수익과 농업의 임금 수준은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보다 매우 낮았다. 그리고 농경 활동은 제조업보다 더 힘들고, 농

촌의 생활은 도시의 생존 조건에 비해 불편한 것으로 보였다. 이 시기는 결론

적으로 제조업과 도시생활에 비해 농업과 농촌 삶의 조건에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했으며, 농촌이 낙후된 세상과 동일하게 여겨진 만큼 사회적으로도 낮게 

평가되었다.

같은 시기에 여성은 남성 구성원과의 고용 격차를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줄

이면서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그림 3-3, 그림 3-4). 여성농업인 또한 농촌과 농

경 활동을 떠나서 도시와 제조업 노동, 서비스 업종으로 향하며 여성들 사이에

도 농촌 생활을 거부하는 문화가 확산된다. 예를 들어 이 시기 농민들은 종종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서 농촌 총각은 아내를 찾아 이탈리아 남쪽으로 가곤 

했다. 남부는 북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황이 낙후되어 있어서 여성은 삶의 조

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략결혼에 호의적이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여성도 농업을 떠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농촌에 남

아 떠나간 남성의 농업 노동을 대체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은 이탈리아 산업 성장과 함께 발생한 이농의 원인이

다. 1950~1960년 동안 약 250만 명의 농업 종사자들이 다른 활동을 찾아 떠났

으며, 동일한 이주 현상이 1960~1970년에도 나타났다(표 3-3).

197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주율이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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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추세를 보이게 된다.

경제성장 과정 중 여성농업인은 자가 노동에서나 고용 노동에서 모두 중요

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 자가 노동은 매우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농기업

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기계에 의해 가족 보조자들의 노동이 대체되어 그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감소를 초

래했다(그림 3-2). 반면 고용 노동에서는 특히 이농의 물결이 가장 크게 일었던 

남부지역에서 계절적 성격의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표 3-3. 이농자의 수

단위: 천 명

기간 북서부 북동부 중부 남부 이탈리아 전체

1951-55 -84 -264 -162 -392 -900

1955-61 -271 -375 -308 -587 -1,533

1961-65 -210 -269 -349 -481 -1,309

1965-70 -257 -306 -265 -457 -1,285

1970-75 -109 -172 -154 -214 -649

1975-80 14 9 -41 -23 -39

자료: 이탈리아통계청 수치 가공

그림 3-2. 농업의 성별 고용 추이

단위: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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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업노동 구성의 변화

자료: 이탈리아통계청 수치 가공.

그림 3-4. 여성농업인의 고용직과 자영농 비율

비록 여성이 종속적 역할을 맡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결과

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그림 3-3, 그림 3-4).

사실 농촌의 여성화 과정은 북부 지역과 급속한 산업화 지역에 집중되어 있

었던 노동 수요가 주로 남성과 청년들의 노동을 향한 것이었기에 그에 따라 농

촌에서 이들이 빠져나간 결과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증가는 필요

에 의한 것이었지 여성들의 자주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다. 여성농업인은 

실제로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장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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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난 남성 노동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수는 특히 남부와 산지의 산업 발전의 혜택이 적었던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1980년대부터 여성농업인은 새로운 역할을 맡기 시작한다. 여성농업인은 농

기업 형태의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들 덕분에 남성농업인이 버리고 간 넒은 토

지의 농경 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들은 국토를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었다. 여성농업인은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국토와 농촌 환경이라는 공공자산을 수

호하는 중요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이후 보다 명료한 방식으로 실현될 

여성농업인의 농촌 활동 참가의 시작이었다.

4. 1980년대 이후 여성 농기업과 농업노동자

4.1. 1980년대 여성과 농업 

1980년대 이탈리아는 20년 전과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변화한 산업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본 집약적인 거대 산업이 북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모

습에서 중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활약에 기반을 둔 확산

된 산업 모델로 변모한다(Bagnasco 1984, Becattini 2007, Brusco 2008).

중소기업의 전국적 확산은 인구 정착에 있어서 또 다른 모델을 실현시키며 

농촌 환경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에서 비상근직인 파트타임

의 확산은 기타 산업 활동이나 서비스업과 지리적인 인접성에 의해 용이해졌

고, 비상근직 파트타임이 특히 중소규모 농기업에서 농경 소득을 강화하는 중

요한 요인이 되었다. 농기업 내부의 경제와 가족의 비상근직 일을 통해 실현된 

외부의 경제가 총체적으로 교차하며 소규모 농기업도 시장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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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변화도 매우 완만해졌고 가족 모델은 농촌 환경에서나 도시에서나 

완전히 변모하였다. 가족은 핵가족화 되었고 청년층이나 노년층에서 1인 가구

의 수가 증가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비록 직

업 접근성과 경력의 축적에서 여전히 성별 격차와 차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성 활동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난다(그림 3-5, 그림 3-6).

그림 3-5. 이탈리아 경제에서 남녀 종사자 수

단위: 천만 명

그림 3-6.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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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농촌과 농업에 대한 문화적 태도도 변하였다. 19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 농촌의 사회적 자원, 육체적 활동과 수작업이 주는 기

쁨과 관련된 가치가 재평가된다. 도시를 향한 이주는 감소하고 특히 산업 활동

이 확산되어 있는 지역에서 농촌인구가 증가하였다. 도시에 직업이 있는 사람

들이 농촌으로 옮겨와 농기업을 인수하여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농

촌 계층을 이루었다. 동시에 농기업의 조직에 영향을 주던 두 가지 매우 중요

한 요소인 식료품 지출과 농촌 지원 정책이 변화하였다.

식료품 지출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탈리아는 이미 음식을 준비하는 데 걸리

는 시간 절약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선진 경제의 전형적 형태, 즉 식품 

가공과 서비스가 다수 포함된 소비 모델이 확산되었다. 그밖에 제품의 품질 및 

건강한 식품과 관련된 가치가 점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얻게 되었다. EU가 

주도하는 농업정책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원책은 점진적으

로 생산량에 대한 지원에서 경제와 생산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품질로 옮겨가

면서 이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했다.

이탈리아 농업 구조는 이탈리아가 EU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국 중 하나가 되

도록 만든 현대화 과정에 따라 심도 있는 변화를 맞았다. 내수와 해외 시장을 

위해 생산하는 적은 수의 대규모 농기업과 다수의 중소 및 초소형 농기업으로 

강한 양극화가 정착되었다. 후자도 기계와 전문화된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하도급 업체)들의 활용에 힘입어 현대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절적 농업노동의 수요가 정점을 이루는 시기에는 노동 시장을 통

해 일손을 찾았으며 대부분의 농업노동은 여성들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

았다. 농촌 이농·탈농과 농업 현대화 이후 전체 농업 종사자 수는 상당히 감소

하였는데 그 현상은 특히 경제 사이클의 변화, 농기업 지원 정책 방침, 농업의 

추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2011년의 농업 종사자 수는 약 850만 명으로 이탈

리아 전체 직업의 3.7%에 해당한다.

여성농업인도 고용직 노동자와 자영농 모두에서 감소를 겪었다. 하지만 감소

율은 남성농업인에 비해서 더 낮았다. 농업인이 급속하고 심각한 변화를 겪었

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여성의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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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계속 증가하여 그 

수가 많아지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이 경우 외국인 노동자인 여성들은 보통 채

소의 수확과 같은 계절적 노동에 종사하고 남성들은 축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

한다.

4.2. 여성 농기업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70년대부터 농업에서 남성들이 다른 생산활동,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계로 빠져나가면서 여성화 과정이 시작되었다(통계청 2004).

이 현상은 이탈리아의 각 지방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농기업을 

경영하는 여성농업인이 전반적으로 등장하였다. 여성농업인은 더 이상 보조자

가 아닌 기업가가 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경영 방

식과 생산 방향에 변화가 도입되었다.

1980년대가 되면 비록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인 수치

들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지만, 여성들이 농기업의 경영에 기여하는 바는 명확

해진다. 초기에는 이탈리아의 남부와 이농·탈농이 크게 일어났던 지역들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기업을 이끄는 여성농업인의 존재는 농기업의 

영구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으로 금세 자리잡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농·탈농 및 농경이 아닌 다른 용도를 위한 토지의 

높은 수요로 인해 농기업의 수는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 1960~1990년 사이에 

농기업의 수는 429만 개에서 302만 개로 약 3분의 1이 줄어든다. 그 후로도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최근 10년 간에도 감소가 지속되어 농기업의 전체 숫자는 

160만 개가 조금 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농기업을 이끄는 여성의 비율은 

매우 의미 있는 정도로 증가하여 2010년 전체 이탈리아 농기업의 약 31%에 이

른다(표 3-4). 앞선 시기 주로 이농·탈농이 나타났던 남부 지역에서는 여성 경

영주의 비율이 35%로 높게 나타나면서 영농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여성들이 

두각을 보였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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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농업경영인 수(2010년)

단위: 명, %

지 역
농업경영인

여성의 비율
남성 여성 전체

전국 1123,037 497,847 1,620,884 31

북서부 106,922 38,321 145,243 26

북동부 193,800 58,059 251,859 23

중부 171,701 80,311 252,012 32

남부 451,533 239,748 691,281 35

도서 199,081 81,408 280,489 29

자료: 이탈리아통계청, 2012 농업총조사.

그림 3-7. 농기업 중 여성경영인의 비율 분포도(2007년)

자료: 농업정책부, 2010.

표 3-5. 자영농의 근로일수(2011년)

단위: 시간, %

남성농업인 여성농업인 여성의 비중

경영주 102,762,247 28,754,140 27.9

보조자 41,230,174 28,158,394 68.2

총계 143,992,421 56,912,534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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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경지면적별 경영주가 여성인 농기업 수

단위: 개소, %

경지면적 1970 1990 2000
2000/1970
변화율

2000/1990
변화율

없음 15,420 14,705 13,602 88.2 92.5

-1ha 349,365 387,399 401,132 108.6 103.5

1-2 133,144 152,058 144,473 108.5 95.0

2-3 58,840 72,445 67,895 115.4 93.7

3-5 48,381 68,061 66,189 136.8 97.2

5-10 32,458 51,677 56,512 174.1 109.4

10-20 13,073 21,749 27,269 280.6 125.4

20-30 3,728 5,967 8,010 214.9 134.2

30-50 2,737 4,167 5,437 198.6 130.5

50-100 1,864 2,650 3,224 173.0 121.7

+100 1,094 1,250 1,360 124.3 108.8

Total 680,104 782,128 795,103 116.9 101.7

자료: 통계청 수치 가공.

자영농가에서 여성농업인의 근로일수를 관찰하면 그 성격은 더욱 두드러진

다. 2011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약 40%의 근로일수를 담당하며, 보조

자의 근로일수는 70%에 조금 못 미친다. 이는 전체 농기업 경영에 있어서 상당

한 중요도를 갖는다(표 3-5).

또한 여성이 10ha 미만의 소규모 농기업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20~50ha의 

중규모와 50ha 초과의 대규모 농기업도 경영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사실

이다(표 3-6). 이 현상은 남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얻었던 현상을 극복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이 기업인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기업을 경영하

는데 있어서 여성이 완전한 자주성을 얻게 된 것을 뜻한다. 그래서 남성들이 함

께 존재하는 경쟁력 있는 형태의 여성 농기업이 성장하게 된다(국가경제노동위

원회(Cnel) 2004).

한편, 여성이 주도하는 농기업은 남성이 주도하는 농기업과 구성 면에서 다

른 특징을 보인다(국가경제노동위원회 2004, Biggeri, Sabbatini 2006). 즉,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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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되어 있고 차별화된 생산 방침을 보이며, ha당 생산량과 소득이 전반적

으로 더 낮고, 보다 노동집약적이다(표 3-7).

축산 활동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나 옛날부터 집안 뜰에서 소동물을 기르던 

전통을 잇는 양계업은 예외이다. 또한 농촌관광업을 비롯하여 농기업의 다원적 

활동을 더 지향한다(표 3-8). 그리고 농식품 자급에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시장

과 관계를 맺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기업 경영에 혁신을 가져오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판매 채널을 발전시키는데, 이는 전문화된 소규모 유통망 

혹은 소비자그룹(G.A.S., G.A.C.)과의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 즉 기존 농산물 

시장에 다르게 접근함으로써 경영주의 관계 형성 능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고

한다(Russo, Salvatore 2006).

표 3-7. 여성 농기업의 표준 매출총이익

단위: ha, €, 명

구 분
1990 2000 1990/2000 변화 %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경지 규모 4.9 2.6 4.3 5.1 2.9 4.4 3.9 11.7 2.7

매출총이익 8,259 3,897 7,149 9,761 4,680 8,220 18.2 20.1 15

매출총이익/ha 1,686 1,499 1,657 1,917 1,611 1,856 13.7 7.5 12

노동자/ha 34 37 34 28 32 29 -17.5 -12.4 -16.2

자료: Biggeri, Sabbatini 2006.

표 3-8. 농기업의 제품·서비스 종류에 따른 매출 비중(2002년)

단위: %

 매출 내용 여성 경영주 남성 경영주

채소와 그 가공식품 판매 65.8 54.7

가축 판매 15.3 18.3

축산물 판매 12.8 23.1

위탁영농으로 하는 농업 노동 1.6 0.7

농촌관광 1.4 0.7

기타 (양식, 경관 유지관리 등) 3.1 2.5

Total 100 100

출처: Biggeri, Sabbatini 2006.



46

여성 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남성보다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

전의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국가경제노

동위원회, 2004).

지금까지 개괄한 것에는 분명히 비판할 요소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경영주의 고령화이다. 고령화 현상이 이탈리아 농업의 전반적인 특징이라면,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에 비해서 세대교체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40세 이하 여성 농기업인의 수가 2007년 전체의 27%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조금씩 감소한다는 사실이다(농림식품부 2010, Sassi 2005).

여성농업인 경영주의 연령은 농업경영주의 평균보다 더 높으며 65세 이상이 

여성농업인 노동의 19%를 차지하는데,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서 어떤 주는 전체의 27~37%에 달하기도 한다(Biggeri, Sabbatini 2006).

그러나 농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여성경영인의 연령은 더 낮아지므로 대규모 

농기업에서는 세대교체의 가능성이 높다(그림 3-8).

그 밖에도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학력 수준은 여전히 낮게 나타난다.

졸업장이나 학위를 소지한 여성들이 여성농업인 경영인의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여성경영주의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림 3-8. 농기업 규모별 여성경영인의 연령대(2003년)

자료: Gianpaolo 2006.



47

한편, 농업에 관한 조사는 기업적 선택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비판할 점들이 드러났다(Montresor 1997). 예를 들면 농기업

의 경영주가 되는 것이 항상 여성농업인의 자주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니었으

며 사업자등록의 편의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농기업 내 더 전문화된 일, 즉 활동계획과 농기업 전략 선택에서 여성

농업인의 존재감이 낮으며 여전히 남성의 특징이 더 드러난다는 현실과 일치한

다. 반면, 농기업의 회계는 전형적인 여성농업인의 일이며, 특히 농촌관광, 교육

농장 등 농기업의 다원적 기능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선택에는 여성농업인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 여성 농기업에 나타나는 특징은 유럽의 여성 농기업과 그리 큰 차

이가 없다.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여성이 이끄는 농기업은 소규모, 더 낮은 

기업 수익 등과 관련된 요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기업 전략에 있어서 농

기업의 다원적 활동으로 인한 가치 제고와 같이 혁신적이고 중요한 특징과 함

께 공존한다(유럽집행위원회 2002).

4.3. 농민단체에서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과 동등하게 농민단체 내에 정착한 것으로 드러나

는데 농단체로부터 필요한 경영 지원(회계), 지원금을 얻기 위한 관련 실무 또

는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등을 얻는다(Gianpaolo, 2006). 이탈리아 농기업

인을 대표하는 3개의 가장 대표적인 조합인 꼴디렛띠(Coldiretti), 치아(CIA),

콘파그리꼴투라(Confagricoltura)에 가입되어 있는 농기업의 약 40%는 여성이 

대표자이다.

이 농민단체는 단체 내에서나 지역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요구와 존재에 가

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전개한다. 예를 들면, 꼴디렛띠는 

‘Donna in Campo(농장의 여성)’, 치아 CIA는 ‘Donna Impresa(여성 기업)’이다.

이 두 단체는 특히 직거래, 회사 내 직판매장, 지역 시장에서 직판매장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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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사업을 장려하는데, 특히 전통 특산품 생산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Aguglia 2007). 반면 콘파그리콜투라는 해외시장에서 여성들

의 존재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의 이러한 대처 방안은 조합 기반의 특징에 따라 다른데, 치아와 

꼴디렛띠가 중소규모 농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데 반해 콘파그리꼴투라는 대규

모 농기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그 밖에도 농민단체들은 지역 및 전국적 

수준에서 농업의 동등한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협상 테이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4.4. 농업에서 여성 고용 노동자

노동 절약적 기술이 도입되고 다른 경제활동 영역에서 종사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대다수가 경영주의 아내로 대표되는 보조적 

농업노동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농업인

은 여전히 보조적 농업 노동에서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자영농가의 노동에서 여성의 전체적 비율은 감소했으

나 고용 노동자의 비율은 증가했다. 최근 농업임금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전체 고용 노동의 3분의 1에 이르며, 이 비율은 이후로도 유지 및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리고 농식품 가공 활동에서 임금 노동자로서 여성의 고용이 증

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화된 활동으로서 완전히 농업에만 전념하는 구성원과

는 차이가 있다.

1970~1980년대 농업에서 계절적 활동, 특히 수확을 위해서 여성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 증가했다(Bertolini 1984). 계절적 형태의 임시 고용 가능성은 

여전히 다른 일에 접근 가능성에서 차별당하는 여성농업인에게는 일종의 기회

이다. 그 밖에 가족 내 재생산과 관련된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에 가사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남부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높은 저개발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은 임시직의 특성이 더 강한 일에 고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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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임금도 충분치 못하며 정식적인 노동 유통 밖에서 고용되어 노동법의 보

호를 받지 못한다.

반면, 보통 축산 활동과 대규모 농기업에서 일하는 고용직에는 여성의 수가 

적다. 비록 여성이 임시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이 주변적인 

특징을 지닌 인력은 아니며 모든 생산 분야와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여러 

저자들 1981). 실제로 여성은 가족의 생활 주기에 적절히 맞추어 연중 내내 생

산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영농 조직 내에서 여성의 노동은 일회성이 아닌 

유기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 임금노동자의 중요도는 성장하고 있으나 수입과 경력의 면에서 적절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일부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것

일 수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고용직 여성의 학력 수준이 남성에 비해 더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탈리아에서 이 현상은 EU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표 3-9).

표 3-9. 농업에서 고용직 노동자의 교육 수준

단위: %

국 가
낮은 학력 수준 중간 학력 수준 높은 학력 수준 TOTAL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독일 18.3 17.5 72.1 63.4 9.6 19.1 100 100

스페인 80.2 77.6 13.2 15.4 6.7 7.1 100 100

프랑스 40.2 31.6 46.6 57.9 13.2 10.5 100 100

이탈리아 72.1 71.2 23.8 27.0 4.1 1.7 100 100

주: 낮은 학력: 초중교 졸업, 중간 학력 수준: 고교 졸업, 높은 학력 수준: 대학 졸업임.

자료: Eurostat.

여성의 농업 노동에서 남부지역에서 차별이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

는 남부지역에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어 노동 시장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의 개입이 있었

는데도 경제는 여전히 약하며 여성 고용률도 매우 낮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제조업계와 서비스업계에서 여성에게 일자리가 공급되

기 때문에 여성의 계절적 고용은 가사와의 조화 및 자신의 노동 성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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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선택에 달린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이 양립성은 부분적인 것이며 여성

이 재생산과 연관된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인 일자리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도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

지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약 30%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정화 경향을 

보인다(그림 3-9). 그리고 다른 분야, 특히 서비스업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림 3-10). 다만 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가 감소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실업률이 여전히 남성 실업률보다 높다는 것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그림 3-11). 이는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것은 다른 활

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9. 농업에서 여성 노동 비율과 고용직 및 자영농 종사자 수

그림 3-10. 활동분야별 여성 종사자 비율

출처: 통계청.



51

그림 3-11. 이탈리아 여성의 실업률

출처: 통계청.

5. 2000년 이후 여성농업인의 새로운 특징

5.1. 농촌체험 교육농장

지금까지 약술한 여성농업인의 존재는 이탈리아 농업계가 힘을 쏟고 있는 

최근 경향을 생각해볼 때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여성농업인은 농촌관

광과 농촌체험교육농장 활동, 직거래 유통, 양질의 지역특산품, 사회농업 등 전

반적으로 농기업의 다원적 면모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새로운 활동을 지향한다

(농촌개발국가망 2007).

최근 몇 십 년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농기업이 할 수 있는 

다원적 활동과 생산 활동 다양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기업의 

숫자는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영농활동을 다양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EU 공동농업정책의 목표에 대응하고 있다.

농촌관광업의 긍정적 요소로서 그들이 주로 산지와 구릉지역에 위치하면서 

이 지역을 보호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촌관광 활동은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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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되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숙박, 요식,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지역 특산물 시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농기업의 다양화는 

이탈리아 각 주의 관광 잠재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탈리아 중부

인 토스카나주와 북부 알프스의 관광에 적합한 주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 농

촌관광 경영체는 2000년 7천 개소에서 2010년 1만 9천 개소 이상으로 추정되

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활동을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의 비율

은 전체의 약 35.3%(국가농촌경제원(Inea) 2012)이지만 토스카나처럼 더 높은 

주도 있다(통계청 2012).

2006년 국가 법령은 다원적 활동과 농촌발전의 면에서 농기업에 중요한 역

할을 부여하면서 숙박과 요식 활동을 넘어 문화, 레크레이션, 교육까지 그 활동

영역을 확장했으며, 많은 주에서 숙박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농촌관광 실행 규정을 보완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약 4분의 1이 찾고 있는 농촌관광업의 발전은 비록 이탈리

아의 다양한 식품 자원과 지역 생산품만을 100% 사용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날 농촌 지역 관광 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은 의무교육을 받는 어린이에게 농경과 농촌의 삶, 환경 

및 자연자원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농기업은 학생들이 

농촌 상황, 농업, 축산, 식품이 될 자원들의 경작과 가공에 관한 지역의 전통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체험 교육농장은 국가와 지방의 법·제도로 규제되며 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농기업이 제공하는 교육 사업의 신뢰도에 대해 기관의 

관리를 받는다. 교육농장이 2002년 400여 개가 있었으나 최근 약 2천여 개 이

상이 활동하며 크게 성장했다.

체험농장의 성장은 교육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에 의해 장려되었으며, 특히 

EU의 조처가 이 활동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원 협약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고 활동에 필요한 건물을 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

농장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정확한 수치 자료는 없지만, 많은 교육활

동이 전통식품 가공과 관련된 만큼 여성농업인의 기여가 대단히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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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기농업

이탈리아에서는 농촌관광과 교육농장은 유기농업 생산과 교차되기도 하며 

유기농업에 대한 농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업 생산은 최근 10여 년간 확장 추세에 있는 농기업 활동으로 이탈리

아와 유럽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농기업이 유기농업 생산으로 전환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 생산과 관계된 생산자와 

경작지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업 생산은 1900년대 후반 크게 성장한 후 

2000년대 들어 농기업 수나 경지면적 면에서 안정화되었다.

이탈리아의 2010년 유기농업 생산 경지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8.6%에 이

르고, 유기농업 생산으로 전환한 농기업의 수는 2.6%에 달한다. 유기농업 생산

과 가공은 식료품 시장의 3%를 차지하며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뒤

를 이어 매출액으로 4위를 차지했다(국가농촌경제원(Inea) 2012).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유기농업 생산의 주역 중 하나로서, 유럽, 미국, 일본

의 주요 시장에 대해 약 90만 유로를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다. 세계

적으로 유기농 제품 시장의 규모는 약 30조 유로 이상이며 이 중 대부분은 유

럽 시장이다. 유기농업은 특히 EU 프로그램이 주목하였는데, 농약, 화학비료 

등 합성화학 농자재 사용의 감소와 농업 소득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2010년 이탈리아에서 유기농업 관련 기업은 4만 7천 개 이상이고 이 중 5천 

개 이상이 가공회사이다. 관련 경작지는 목초지가 27만 ha로 가장 많고 곡류 

25만 ha, 사료곡물 20만 ha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보다 집약적인 농업인 올리

브 14만 ha를 비롯한 목본 식물, 밭작물과 과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유기

농 축산으로는 가금류와 양, 염소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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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기농산물 직거래와 소비자그룹

유기농업 생산 활동에서 대형유통조직 이외의 특화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팔리는 농산물은 특히 여성농업인이 매우 중요한 생산 파트너이다. 실제로 직

거래 유통, 회사 내 매장, 가두매장을 통해 판매하거나 농촌관광업소, 식당, 학

교 구내식당 등과 협력해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생산·판매 전략을 

발전시키는 주체가 주로 여성농업인이다.

직거래 유통과 생산자-소비자 간 직판과 관련된 중요한 판매 채널은 소비자 

그룹들인데 이들은 생산-소비 관계에 있어서 대안적인 소비 스타일을 제안한

다. 이러한 소비자 그룹은 이탈리아에서 상당한 의미를 얻으며 정착했으며 가

장 대표적인 단체들은 G.A.S.(합동소비그룹)와 G.A.C.(공동구매그룹)이다.

소비자 그룹의 성장에는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농민단체

의 활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그 사례로 파머스 마켓(농민시장) 또는 생

산자가 자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슈퍼마켓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유기농업 시장을 들 수 있다. 농민단체 중 

하나인 꼴디렛띠의 Campagna Amica(시골친구) 직거래 사업도 좋은 예다.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직거래 유통 체인으로 지역 산품들을 직접 유통하는 판매

를 장려하며 판매 제품은 유기농산물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산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 활동은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유기농

산물을 전문 판매하는 상점이 2008년에서 2010년의 3년 간 4% 성장했고, 직거

래 판매 활동은 25%, 합동소비그룹과 관련된 판매는 55%, 식당에 직접 판매 

24%, 농촌관광업계에 직접 판매 11%, 구내 식당 판매는 10%가 성장했다.

농업인이 자기 회사의 제품을 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판매는 최근 10

년 간 생산자협동조합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달했으며 그 수는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농기업의 7% 이상, 약 6만 4천 개의 농기업이 시행하고 있다. 와인, 밭

작물과 과일, 오일, 치즈와 같이 전통적으로 직접 판매하던 제품 외에도 신선한 

우유의 직판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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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역산 특산품과 품질인증제도

이탈리아는 유기농업 생산과 함께 EU가 인정하는 지역의 품질인증마크에 

의해 보호되는 양질의 지역 특산품 생산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

는 EU 국가 중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이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오랜 음식문화의 전통을 보호해 왔다는 증거로서 특산물과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 중에는 특히 채소류의 가공을 들 수 있는데 7만 

4천여 개의 농기업이 이에 종사하고 있으며, 축산물 가공에는 1만 7천여 개 이

상의 농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 활동은 종종 특산물 및 고급 제품과 관련 있

는 와인, 오일, 치즈 및 소시지류 생산을 들 수 있으며, 유통단계를 단축시킴으

로써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

각 주의 지역 특산품은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제품의 수도 증가

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대규모가 아닌 틈새시장일지라도 이탈리아 식문화를 

더 풍부하게 해주며 농촌관광뿐만 아니라 농촌 자체의 발전에도 토대가 된다.

농림식품부의 2010년 10회 개정판에 국가 전체의 농식품 목록에는 약 4천 5백

여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식문화의 풍부함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DOP(원산

지명칭보호)와 IGP(특산지표시) 제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1년 EU 27개국 

중 전체의 23%에 달하는 232개를 기록했다. DOP와 IGP 제품 생산을 하는 농

기업의 수는 2010년 전체의 5%에 이르고, ISMEA(농식품시장연구원)의 추정

치에 따르면 생산 매출액은 약 6조 유로이며, 국내 소비 수준은 7조 유로 이상

으로 평가된다.

주요 생산물은 약 절반 정도가 낙농 유제품으로서 파르미자노 레자노, 그라

나 파다노 치즈와 햄류로 파르마와 산다니엘레 햄의 순이고, 그 다음이 오일,

밭작물과 과일이다.

고품질의 와인도 시장공동조직(Common organization of the market)의 개정

에 따라 바뀐 새로운 규정으로 명칭이 바뀌어 2010년부터는 원산지명칭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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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호 국가 법령이 새로 탄생했고, 이와 함께 392개의 DOC 와인과 이 중 60

개의 DOCG(원산지명칭보호 및 보증) 와인으로 개정되어 와인 생산량 전체의 

3분의 1이상이다. DOC와 IGP 생산은 유럽 시장에서 이탈리아 식료품 수출에

서 가장 앞선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Made in Italy’로서 다른 신생 시장에서도 

확장되고 있다.

5.5.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포용인 사회 농업

여러 종류의 장애를 지닌 근로자나 사회적 소외 문제를 가진 약물중독, 출감

자 등을 받아들이면서 생산 과정에 참가하는 이들의 사회적 포용을 장려하기 

위해 농기업이 참가하는 사회 농업도 기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농업은 여성의 능력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역할의 가장 최근 면모는 장애인의 교육 과정과 사

회적 약자 계층의 치료 지원에서 사회적 포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회

와 사회 결합을 위한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다.

그 밖에 중요한 사회적 목표는 마피아와 범죄조직들에게 박탈당한 토지를 

활용하는 생산 활동의 회복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종종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며 농촌과 도시, 농업과 사회의 다른 

분야들 간의 관계를 재결속시키는데 기여한다.

앞서 살펴본 활동은 몇몇 여성농업인의 특징만은 아니지만 많은 여성에게  

흥미로운 자극이 되어 열정을 가지고 이와 같은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

다.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 자료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가 정신을 표

현하는 것이 특히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의 성장과 함께 이탈

리아 농업에서 여성은 수치 자료를 넘어 질적으로 중요한 면들을 부각시키며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개념을 재생산하고 있다.

현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특히 EU가 발표한 새로운 농업정책 전략에서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유럽집행위원회 2000, Sassi 2001). 이탈리아 농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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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는 농기업을 경영하는 여성농업인이 제품의 품질, 환경 

보호, 농경 활동에서 사회적 차원의 통합, 국토의 가치부여, 지역 전통의 가치

를 높이는 기업 전략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농업정

책부 2010).

6. 여성농업인의 문제와 전망

여성농업인의 참여는 이탈리아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농기업의 

30% 이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이 중요하며 그들은 농업 생산 

조직의 과도기적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참가는 농기업 경영에 여성을 정착시

키기 위한 정책적인 관심 덕분에 장려되기도 했지만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고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우선적 중

요성을 지닌다. 그 밖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농업을 하는 새로운 방식, 전

통 지식, 품질, 기업의 다원적 기능, 사회적 포용, 이탈리아산의 가치를 제고하

면서 이탈리아 식품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몇몇 비판도 나타난다.

첫 번째 비판은 세대교체 개선의 필요성이다. 실제로 청년의 참여는 농기업

의 재생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여성 농기업의 존재를 개선하기 위

해 필요한 새롭고 혁신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

다. 또한 농기업의 경영이나 농촌관광, 교육, 기업의 다원적 기능과 연결된 활

동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역량과 관련하여 농기업을 경영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쟁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그리고 남성농업인의 수익 실현보

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여성 기업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이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

고 전반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체 인력 서비스의 시

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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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비판은, 다른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재

생산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앞서 설명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한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는 활동에 많은 노동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한 덕분이라

고 강조된다(여성기업·근로 국립농업관측소 2002).

이 요소는 그 자체로 청년의 농기업 경영 참가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비판

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요구에 적합한 조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여성농업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일과 가

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파트타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선택이 경력을 쌓

을 가능성은 낮추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임금 노동자에게도 해당된다. 요약하

면, 영농 환경과 관련된 특수한 측면을 해결하는 동등한 기회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직거래 유통, 품질, 전통적인 지식을 중요

하게 여기는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전략을 계속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판매, 가공 등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는 농기업의 경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

요하다. 실제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향한 여정은 고객에 대한 품질 관리와 

투명성 요구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연구소나 가공센터와 같

은 적합하고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은 새로운 형태의 여성농업인을 돕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가족과 관련된 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의 발

전은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낡은 주제지만 복지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현재 유럽 경제 상황에서는 너무나 중요

한 주제이다.

여성 농기업은 더 활동적이지만 남성 농기업보다는 수익이 적다. 이는 상당 

부분 여성 농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에서 기인한다. 농기업의 규모를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 정책이 기업 수익에서 성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게 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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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여 시장 접근 가능성은 농기업의 규모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접근 채널은 집단

적 도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직 여성을 위해서도 집과 가

정의 조화, 교육 수준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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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이탈리아 농민단체와 여성농업인5

1. 이탈리아 농업인단체와 여성농업인  

1.1. 이탈리아 농업인단체의 개요

이탈리아의 3인 가족 기준 농가의 경작 규모는 채소 6ha 이상, 밀 또는 옥수

수 18ha 이상이면 연간 소득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이 되며, 농가가 소속된 단

체는 보통 2종류 이상이다. 한 가지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전문농협이고, 또 다

른 한 가지는 농업인의 사회적 이익단체로서 농업단체이다. 즉 농산물 판매를 

위한 경제사업과 농업경영 관련 이익단체 2종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탈리아 내 농업인의 이익단체는 다음 3가지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첫째, 꼴디렛띠(COLDIRETTI)는 중소규모 농가 또는 농기업이 회원으로 참

여하며, 이탈리아 전체 농가·농기업의 약 60%가 가입하여 활동한다.

둘째, 치아(CIA :CONFEDERCOLDIRETTIAZIONE ITALIANA AGRICOLTURE)

는 좌파 정당의 색채가 강한 농민단체로서 주로 소규모 농업인의 단체이며 이

탈리아 전체 농가·농기업의 약 10%가 가입하였다.

5 2012년 5월 필자가 이탈리아를 방문·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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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CONF AGRICOLTURA는 농가·농기업인의 약 30%가 가입하여 활동

한다. 주로 귀족, 변호사 등 대규모 농기업이 주요 회원이다.

그림 4-1. 농기업이 참여하는 농업인단체

농기업

농가경영 관련
(사회적 이익단체)

판매 사업
(경제단체)

· COLDIRETTI

· CONFAGRICOLTURA

· CONFEDERCOLDIRETTIAZIONE

ITALIANA AGRICOLTURE

· AGRI-BOLOGNA(청과 협동조합)

· CONAPI(양봉 협동조합)

· COMETA(구근류 협동조합)

· Riunite & Civ(와인 협동조합) 등

1.2. 꼴디렛띠 개요

1.2.1. 꼴디렛띠의 개요

꼴디렛띠는 1919년 창립하여 90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 농민조직이다. 1975

년 이후 정치색을 배제한 농민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꼴디렛띠의 성격은 현재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가 있다. 꼴디렛띠는 

현재 이탈리아 농업의 위기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생산비는 증가하

는데 비해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0% 이탈리아 농산물을 인증하는 FRIMA 인

증제를 실시하고 생산자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장터 개설을 문의

하고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직판 사업을 전개한다.

꼴디렛띠의 사업은 품목별 농업협동조합과 큰 차이가 있다. 농협이 품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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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판매에 주력하면서 경제적으로 협동의 규모화를 추구하는 데 반해, 꼴

디레띠는 농업인단체로서 사회적 접근에 주력한다. 즉 꼴디렛띠는 농민권리를 

대변하고 생산자의 정치적, 복지 문제 등 생산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해

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2. 꼴디렛띠의 여성농업인 지원

꼴디렛띠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농업생산의 변형, 농업생산의 확대에 여성

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훼 생산 여성농업인은 

화훼의 색소를 화장품 재료로 공급하기도 하고 농장에서 교육하는 교육 농장

이 농업의 가치를 알리며 새로운 부가가치 활동의 계기가 되는 차원으로 이해

하고 있다.

꼴디렛띠는 새로운 차원의 생산을 농업에 포함하는 법안6을 개정하고 농업

인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2008년부터 여성농업인 분과인 여성꼴디렛띠를 별

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꼴디렛띠의 여성 분과는 1953년 농촌지역 재구성, 주거, 학교, 연금자와 같은 

사회적 주제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76년에는 각 분야

별 성향이 각 농기업에서 자기관리로 되었다. 처음부터 노동조합과 전문적 테

마를 담당하였으며 몇몇 원론적 투쟁에서 성공하였다. 이는 기업요소에서 평등

성과 여성의 권리, 여성기업인을 위한 법과 정책에 기여하였다.

1998년에는 조력자의 움직임으로 성장했다. 특히 효율적 구조 위에 모든 지

방에서 또한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기능 철폐(mainstreaming) 원칙에 의해 설

치되었고, 2008년 여성농업인 꼴디렛띠 이름으로 명명되게 되었다.

6 이탈리아 민법 2135 article를 말함. 2001년 8 월  “농업 기업”에 게시된 오리엔테이

션의 규례 중 농업인의 역할을 정의하는 민법 제2135을 변경함. 그 주요 내용은 “농

업인을 새롭고 보다 광범위한 정의로 재작성하며, 법령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상

품을 포함하여 새 텍스트로 민법의 2135를 대체함. 1) 동물의 번식, 2) 임업 및 양식

업, 3) 수명 주기, 4) 관련활동 등”임.



63

※ 여성농업인 꼴디렛띠 규칙

○ 꼴디렛띠 국내 연맹의 정관 12조항에 의해 구성되어졌으며 여성농업인 

꼴디렛띠는 꼴디렛띠 여성협회로 조직되었다.

○ 제안

여성농업인 꼴디렛띠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제안한다.

a. 농촌 모든 지역과 농업분야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b. 모든 이들의 일상 안에서 농촌 모든 지역과 여성농업인의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의 요소를 제안하며 제시하는 일을 한다.

c. 문화적 활동과 소비자와 사회의 소통을 실현시키고  조직기관의 이해를 

실현시킨다.

d. 여성노동조합 활동을 촉진시키며 이는 여성의 교육프로그램 및 조직의 

교육활동 프레임을 통하여 실현시킨다.

e. 모든 국내, 유럽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꼴디렛띠의 동등한 조직과 여

성정책을 위한 조직을 대표한다.

f. 연맹 32번 조항에 의거 동등한 기회 위에 사업의 실제적 구현을 지원한다.

한편,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으나, 은행

에서 여성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여성의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담보 수준이 

낮을 경우, 꼴디렛띠가 설립한 보증회사 CreditAgri의 보증으로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다. 예를 들면, 5만 유로를 빌리고자 할 때, 꼴디렛

띠 보증회사의 보증으로 담보율이 100%에서 70%로 낮추어질 수 있다.

또한 꼴디렛띠는 청년층의 귀농을 돕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귀농하고자 한다면 농업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EU의 

재정보조를 통해 목장, 포도농장, 축산, 유통업, 농업관련 에너지 산업 등에 청

년층을 알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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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꼴디렛띠의 농민장터와 인증제도 : 농산물에 가치 부여

꼴디렛띠 베네토 주 지역 본부는 2000년부터 지역 농산물(베네토 주, 이탈리

아 산)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소비자

와 교감을 위해 농민장터 개설, 둘째, 교육을 통해 농업과 자연의 교감을 기르

는 교육농장 지원, 셋째, 꼴디렛띠가 인증하는 인증제도(campania amica) 시행,

넷째, 올바른 먹거리 운동인 ‘km 0’운동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농민장터는 베네토 주에만 100개가 있다. 기존 전통 장터에서 활동하는 농산

물 판매 소매상의 반대로 농가의 농산물 판매가 불가했으나 꼴디렛띠가 지자

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의 농산물 직판이 가능하도록 주선하였다. Venezia 같

은 대도시에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거리에 시장 개설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서 관리한다. 현재 대도시에는 15개 농가가 직거래 판매에 참가하고 있다. 농민 

직거래 판매는 꼴디렛띠가 중개하며 지자체 행정이 직접 관리한다.

베네토 주에서 농민장터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소매

점에 비해 농가가 직거래하는 농산물 가격이 약 30% 저렴하기 때문이다. 직거

래는 생산자마다 가격 설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꼴디렛띠는 기본적으로 

농림부가 매주 발표하는 가격보다 약 30% 낮춘 가격을 책정하도록 권장한다.

꼴디렛띠가 농민장터와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수년 전 토마토 농

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계기로 농민단체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농산

물에 국내산을 표시하는 원산지표시법을 시민의 서명운동 등을 거쳐 법제화한 

것이 ‘농가보호법’이다.

2000년 이후 이탈리아 국내 문제보다 EU 문제에서 촉발된 식품안전성 위기

로 인해 농산물 인증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인증을 통해 생산자의 얼굴을 알

고 의사소통하며 안전성을 신뢰하는 신뢰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신뢰체계

를 통해 판매 그 자체가 생산자를 홍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소비자의 80% 이상은 유전자조작식품

GMO(이탈리아 표시는 OGM), 식품첨가물, 농약 및 제초제 등을 원하지 않으

며 이를 ‘농가보호법’의 법적 장치로서 보호한다는 것이다. 법적 장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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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식품회사의 경우 원재료의 20%만 국내산이어도 국내산으로 표기하

므로, 법적 장치란 상품보호와 생산자 보호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다.

사실, 이탈리아에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 않

았다. 그 이유는 가격 조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국경 없이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생산물보다 가격에 중

점을 두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식품으로서의 가치보

다 생산물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그것이 소비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 COLDIRETTI가 추진하는 농민장터 직거래 지원의 특징

- 일반 재래시장의 경우, 생산자 자가 생산물+ 타인, 타지역 생산물

- 꼴디렛띠 직거래는 자가 생산물 51% 이상+ 49%도 인증받은 생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소비자가 생산자를 찾아가는 직거래임.

- 직거래 장터는 품목 전문(농산물 이외) 장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

- 꼴디렛띠가 지자체(시청)에 요청하여 특정 장소에 농산물 판매 장터를 개설하

며, 꼴디레띠가 생산자를 직접 조직하고 홍보함.

-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보장(안전성, 환경성)을 위해 특별 시장을 개설함.

- 즉, 시장의 개념을 바꿈. 예전엔 모든 것을 취급하는 것이 시장이었다면 이제

는 특정 상품만 취급하는 ‘시장’을 만든 것임.

-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는 생산에 도움을 받고 소비자는 좋은 상품(품질향상, 적

정가격)을 보증 또는 보장 받게 됨.

1.4. 꼴디렛띠의 신용보증회사(CreditAgri) 

꼴디렛띠의 회원은 신용보증회사(CreditAgri)에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농

업인에 대한 은행 보증의 요구가 높아지자 농업인 보호를 위해 설립하였다.

보증회사는 농업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일반 은행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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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예를 들면, 은행은 토지, 시설 등이 평가 기준이지만, CreditAgri는 농업관련 

전문 분야의 평가자가 농업인의 생산 관련 아이디어,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의 

전망, 생산물의 종류 등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신용보증회사는 농업인의 사업

계획에서 하고 싶은 일과 필요금액을 산정하여 보증하고, 경영 컨설팅에 대한 

조언도 제공한다.

2. 농기업 사례

2.1. 체칠리아 바리손  

베네토 주 로비고-루지아의 채소 농기업인 체칠리아(Cecilia Barison)는 6남

매의 장녀로서 친정 아버지의 농장을 상속받았다. 샐러드 채소 30ha(시설재배 

2ha 포함)을 경영하는 농업회사의 경영주이며, 채소와 곡물(밀)을 윤작하고, 20

여 종 이상의 채소류를 생산한다. IGP(Identificazione Geografica Protetta 지리

적 표시제)와 유럽인증마크를 획득(25년 이상 생산 경험)하였고, 킬로미터 제

로(Km zero) 운동7에 참여하여 5년 전 꼴디렛띠 인증을 획득하였다.

농업인력은 부모 70대 2명, 부부 2명과 남동생 및 그 부인 2명, 고용인 2명인 

전형적인 가족농 기업이며, 체칠리아의 3형제와 자녀 등 대가족 3대 14명이 같

은 집(각 가족의 출입구는 다름)에 거주한다.

체칠리아 농장 경영의 특징은 직접 농산물을 가공하고 직거래 판매를 한다

는 점이다. 판매는 직거래 비율이 20%이고 도매시장에 출하 비중이 80% 이지

만, 점차 직거래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농산물 가공은 7종류의 쨈과 소스, 빵, 수세미를 활용한 소품 등 다양한데,

7 원재료 70% 이상 지역산 농산물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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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는 직접 생산하고, 가공은 시설 기준을 준수한 가공업체의 시설을 이용

하며 디자인을 전공한 20대 딸이 가공품의 포장 디자인을 직접 제작한다.

체칠리아는 꼴디렛띠가 개설한 농민장터에서 주 4회 직거래로 판매한다. 품

목구색을 위해 생산이 없는 다른 품목(주로 과채류)는 직거래로 구입하여 농민

장터에 나간다. 농민장터에서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전화로 

주문도 가능하다. 직거래는 2005년 4월부터 시작하여 품목수와 거래량이 확대

되고 있다. 다품목 생산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 전통 품종을 

발견한다든지 다양한 실험도 가능하여 다품종 생산의 장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한편, 체칠리아는 직거래의 장점은 도매시장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도매시장은 상품성 있는 생산량만 출하하므로 생산량 전량을 판매하기 

어렵고 가격등락으로 생산이 불안정하지만, 직거래는 생산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1회 개최되는 직거래 장

터는 소비자가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크다. 소비자는 직거래 장터의 소

비자가격이 시중 판매가격보다 30% 저렴하고, 생산자의 얼굴을 보고 상품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꼴디렛띠 농민장터에 나오는 직거래 생산자는 장터마다 15∼20명 정도인데 

이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각종 관련 사안에 대해 의논한다. 동일 품목 생산자도 

있지만 경쟁보다 보완관계라고 생각하며, 참여 농가는 사전에 서로의 농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확인하고 가격을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생산자는 홍보를 위

해 상품 판매 이외에 생산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전시하거나 요리법을 알려주

는 레시피를 만들어 제공하기도 하며, 직거래 장터에 만난 소비자가 가족단위

로 농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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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장 1 : 채소류 15종류, 직접 재배한 딸기와 잼, 소스류

직판장 2(세칠리아 노란티, 20대 딸)

그림 4-2. 베네토 주 채소 농가 체칠리아의 직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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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베네토 주 채소 농가 체칠리아의 직판장(계속)

단골고객의 전화 주문과 상품 선점

직접 가공한 상품(수세미, 잼, 각종 소스)

가공 과정을 소비자에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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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채소 농기업(Azienda Orticola) LINSALATIERA 

B 농기업은 10ha의 경지에서 주로 양상추와 샐러드 등 채소류 10여 종류를 

재배하며, 아버지의 3형제와 그 부인 2명, 자녀 2명 등 가족 7명이 함께 협업하

는 농업회사로서 대표는 장남인 아버지가 맡고 있다. 현 위치에서 농업은 3대,

60년이며 토지는 상당 부분 임차하여 경작한다.

채소류 판매는 첫째, 주로 도매시장에 출하한다. 지역 도매시장에 생산량의 

10%를, 그리고 50km 이상 떨어진 도매시장에 생산량의 60%를 출하한다. 둘

째, 베네토 생산자조직인 OPO VENETO(기술, 판매 및 품질관리를 대행함)를 

통해 대형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9%정도이다. 셋째, 요

식업소, 병원 등에 직거래는 생산량의 1% 미만이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거래처

가 직접 농업회사에 요구해서 거래가 시작되었다. 주 거래처는 그동안 지역 도

매시장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원거리의 도매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가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

하기 위해 OPO VENETO에 가입하여 대량거래처(주로 대형 수퍼마켓)에 납품

하며 이 비율을 높이고자 하며, 한편 IGP(Identificazione Geografica Protetta 지

리적 표시제) 인증을 획득하여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도매시장 출하는 좋은 

품질이지만 가격이 낮은 문제가 있지만, 직거래는 거래처에서 요구가 크고 생

산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

채소류, 주로 엽채류를 생산하지만 상품화되지 않는 생산물은 없으며 모든 

상품은 정상 판매한다. 그동안 생산량은 증가하고 회사경영은 확대되었지만 수

익이 감소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반면, 중간 유통단계의 마진

이 높고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B 농기업의 가족 협업 경영에서 남성은 고객상담이나 행정처리, 여성은 노

동력 관리가 주요 업무이다. 장남인 아버지는 농업회사의 대표로서 대외활동,

주로 판매처 관리, 업체 상담이며, 삼촌 1(차남 1)은 생산에 집중하며 품종, 종

자를 관리하고, 삼촌 2(차남 2)는 생산관리 중 품질관리, 특히 수확 후 품질, 저

온 창고를 관리한다. 대표의 딸은 오전 중 주문확인 등 사무실 서류 업무,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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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전경

에는 소량 거래처인 병원이나 요식업소에 배송을 담당하고. 차남 2의 아들(사

촌)은 수확 후 관리와 대량 거래처의 배송을 담당한다.

보수의 분배는 가족 협업 경영에서 핵심이다. 아버지 세대의 3형제는 이익을 

협의하여 분배하며, 자녀 세대인 본인(여성 24세, PADOVA 대학에서 철학 전

공)과 사촌(남성, 5년제 농업기술 전문학교 출신)은 월급을 받지만, 이익에 따

라 차이가 있으므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농업 회사의 공동 후계자이

므로 큰 불만은 없다. 사촌과 본인은 생산과 유통 관련하여 10년 후 계획까지 

논의한다. 현재 두 명 모두 미혼인 상태이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농업회사 경영

에 참여할 것이다. 본인은 현재 약혼 상태, 배우자는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 

그 요식업체에 본인이 직접 채소를 공급하고 있다.

사촌이 결혼하면 그 배우자는 농업종사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에서 농촌 

총각이 특별히 결혼에 애로사항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이탈리아 사회에서 농

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직업인으로 낮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탈리아에서 여성이 농업 경영에 참여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특혜는 없

다. 농업인이 사업 자금 필요 시, 은행은 담보인 부동산과 현재의 농업생산량을 

판단하여 대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의 가

치가 낮아져 은행에서 농업인에게 대출을 신중히 하고 있다.

그림 4-3. 베네토 주 채소류 가족농 B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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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베네토 주 루지아 채소류 가족농 B기업(계속)

가족농기업 대표 경영주 경영주의 아내와 장녀

작업장 안과 밖

작업 중인 조카(남)와 대표의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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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가민박 파올라 페드로니 씨

농장 및 농가민박은 이탈리아 북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폰 강 하류

의 델타 지대의 페라라 시에 위치하고 있다. 페라라 시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도시로서 베니스 남서쪽 약 80㎞에 있고 르네상스기 문화의 중심인 도시이다.

농가민박의 대표인 페드로니 파올라씨(여성)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연구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남편은 변호사, 대학생 두 자녀

(딸 2명)가 있다. 약 25년 전 어머니로부터 토지 75ha를 상속받았고, 토지 소유

권은 남동생(현재 별도의 사업체 운영)과 공동 소유이다.

2.3.1. 농가 민박의 계기

토지 상속 당시 농업경영 규모는 75ha이며, 농지는 6개소에 나뉘어 있었고 

작목은 밀, 대두, 알파파, 일부 과일 일부이었다. 당시 이 지방에서 일반적 농업 

작목인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집약적인 농업이었고 6개소에 농지는 각각 소작 

농가를 두었다. 그 후 과일 경영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이 지방 특유의 지

주·소작제도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노동력이 적게 드는 밀, 대두, 사탕무로 전

환하였다. 그러나 경종작물의 수익성도 점차 악화되어,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

로 우선 1999년부터 20ha에 걸쳐 유기농업(콩, 옥수수, 밀, 유채)을 시작하였다.

콩, 옥수수, 밀은 유기농산물 취급 전문 농협에 판매하고 사탕무는 설탕회사에 

납품했다. 유기농업은 EU에서 다소 지원은 받고 있지만 대량생산이 어렵고 노

동력 소요가 많아 경영은 여전히 어려웠다.

곡물 생산에 75ha 규모는 수익이 낮았다.8 직접 농기구도 보유하며 채산성 

맞는 곡물경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2백 ha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현재 파올

8 이 지역의 곡물 경영은 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 집중이 진행되고, 페라라 동부, 폰 

강 하구 근처 배수사업으로 새로운 농지는 1천 ha의 가족경영, 은행이 경영하는 5천

ha의 농장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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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씨는 기계작업은 농작업 위탁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사탕무를 가공하는 공장

도 수년 전까지 지역에 19개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4개소로 줄었다.

그 후 파올라 씨는 2003년부터 농가민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페라라 시에

서 남쪽으로 12㎞ 지점에 2006년부터 농가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욕실을 겸한 

10개의 침실과 2개의 미니 플랫(작은 부엌이 있는 방), 실내와 실외 풀장(수영

장)을 갖추었다.

농가민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3년 EU의 농업 경영다각화 지원 대책이

다. 민박경영으로 농산물 가격에 좌우되지 않는 수입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

각하였다. 민박 경영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전문학교의 강의를 수료하였다9.

2003년부터 자본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민박 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 민박 

경영은 적자를 면한 수준이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초기 자본에 대한 보수

는 아직 만족하기 어렵다. 건물은 6개의 농지 중 가장 페라라 시에 가까운 농지

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큰 방을 개조하여 민박의 본체로 하였고, 인접한 풀장과 

작은 스파, 세미나 실, 동절기 옥내 풀장을 설치하였다.

농업경영 다각화의 투자는, EU가 총액의 40% 이내, 최대 20만 유로(한화 약 

3억 원)를 지원받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아파트 2채)을 매각하여 

총 200만 유로(한화 총 30억 원)를 투자하였다. 현재도 일부 은행 대출이 남아

있다.

2.3.2. 농가 민박의 경영

민박 경영은 파올라씨 본인과 남동생의 부인 2명이 공동으로 경영하며, 남성 

2명,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여성은 농가민박, 남성은 농업과 민박 양쪽을 담당하

고 있다. 농가민박은 2식(저녁, 아침) 제공과 숙식에 1인당 100유로이며, 제공

되는 식사도 직접 재배한 밀로 만든 빵, 야채, 과일, 잼 등이다. 지역에서 생산

된 치즈나 와인을 주재료로 사용한 지역 요리도 제공된다.

9 민박을 개설할 경우 일정의 연수 코스를 수료할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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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민박의 인증 조건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페라라 시는 농가민박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호텔과 같은 높

은 수준의 시설이 필수 조건이다. 둘째, 제공되는 식사의 35% 이상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생산물이고 80% 이상이 지역의 식재료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

준을 만족하며 페라라 시에서 인증된 농가민박은 30호가 운영중이다.

농가 민박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경영 전략이다. 페라라 시는 동쪽으로 여름 바캉스 지역으로 인기

가 높은 아드리아 해안, 북으로는 알프스, 남쪽은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지인 토스카나 지방이므로 관광지로서 경쟁조건은 좋은 조건이 아니다. 페라라

의 농가민박은 유명한 휴가지에 장기 체류하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어린이를 

둔 젊은 가족이나, 지역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 혹은 시골 분위기를 즐기려고 

주말을 이용하여 단기간 체재하는 도시민이 대상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동반

한 가족을 위해서는 조랑말 승마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과 놀이할 수 있는 민

박도 많고, 도시민을 위해서는 파티장소나 바비큐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민박

은 동물을 사육하지 않지만 실내와 실외에 풀장과 세미나 실, 바비큐 시설 등

을 하나씩 들여놓았다.

2.3.3. 여성경영인 입장에서 본 농업경영

농가 민박이 입지한 주변 지역의 농업현황은 토지 소유와 경작(농업경영)의 

병행이 어려울 정도로 토지 가격이 높은 데 반해 농업경영 수익률은 낮다. 예

를 들면, 밀 경작지 1ha에 토지가격은 4만 유로이지만 수익은 약 500유로, 수익

률 은 1.5%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변 지역의 토지는 거의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가 많으며 신규 취농에 의한 토지 구입은 거의 없다.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낮고 소규

모 농업경영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품, 예를 

들면 와인, 올리브 가공, 말린고기, 치즈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으로 눈을 돌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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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의 가공 상품의 판매는 와인, 잼 등은 자가 생산물을 가공공장에 

가공 의뢰하여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지역 내에서 판매한다. 반면, 명품 

와인의 생산자는 소규모이더라도 농장과 와이너리(가공공장)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대규모 생산자는 가공공장과 창고 등 대량생산하며 주로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한다.

농업규모가 100ha 이상인 농업회사에서 여성의 참여는 경영자 또는 관리자

이지만, 소농은 여성이 직접 노동에 참여하거나 가족의 노동을 돕고 있다. 그러

나 농업회사가 중소규모일수록 여성의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현 세대는 

사회의 다양성과 변화의 요구에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자신의 어머니는 

토지를 소유하며 과일 생산만 했지만, 자신은 농가민박을 도입하고 생산물을 

가공하여 상품화 한 것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이다.

토지 소유하며 어떤 방식이든 농업경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므

로, 수익성 없는 농업생산보다 EU의 지원이 있는 경영다각화 방법으로 농가민

박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규모 농가가 살아남는 길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

다. 첫째, 전통적인 과일 생산경영을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것

이고, 둘째, 젊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제도도 있는 농업 경영규모 확대이지만,

농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경영해야 하는 리스

크를 져야 한다. 셋째, 농가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

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 등 에너지 분야나 신규 시장개척의 또다른 

예로 농가민박과 같은 관광업이나 가공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 중 농가민박 경영을 선택한 것은, 상속 때문이었다. 남편과 아들은 농업과

는 관계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며, 농업은 가족 중 혼자 관계하므로 장래를 생각

해서 농가민박 경영을 택한 것이다. 아들이 농업을 하게 된다면 농지를 구입하

여 규모확대를 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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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농가민박 경영에서 여성의 장점

농업에서 집안일과 연계된 일은, 어머니의 역할이 접목된 것이라 생각한다.

즉, 육아를 비롯한 가족 돌봄과 여성의 몫인 요리, 집안 인테리어 등의 역할이 

손님 접대에서 사업화 된 것이다. 즉, 농가민박은 여성의 섬세함, 돌봄 역할이 

농업과 접목되어 사업화한 것이다.

여성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농업과 관광 분야

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자리를 발

굴하므로 청년 세대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나 

EU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가민박은 초기 투자금이 일정 규모 이상 필요하므로 모든 농가가 참여하

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경험을 위해 도전하는 심정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수

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또한 가족이 농업 이외의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주말이

나 휴가철에는 언제나 농가민박의 일을 도우려고 나선다. 농가민박에 필요한 

일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본인의 농가민박에서 변호사인 남편은 물고기, 소규모 동물(토끼 등) 사육에 

관심을 갖고, 남동생 부인은 쿠키를 만들거나 요리 레시피를 만들며 식사를 총

괄하고 조경이나 실내 인테리어 등 공간 활용과 배치를 관리한다.

2.3.5. 지원과 자구책

1980년대부터 EU의 공동농업정책은 3가지 부문(팬션, 농업교육, 직판장)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0만 유로, 총 투자금액의 40%를 한도

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3년 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현금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원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EU 지원은 본인의 투자 이후에 반환되는 형식이며, 지원받은 후 10년간 경

영에 제약(통제)를 받고, 각종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농가민박을 비롯한 농업정책에 소극적이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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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민박의 전경

20개 주마다 법 제도나 환경이 다르다. 에밀리아 로마냐 주(8개 지방)는 관광사

업 정책이 우수하고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이 있다.

반면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1개 지방인 페라라 시는 농가민박에 관심이 있지

만 관광보다 농업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가민박 경영자가 스스로 모임(=농가민박협회)을 만들어 농가민

박의 홍보나 지원을 위해 시나 주에 요구하고 있다. 파올라씨는 현재 페라라 

시 농가민박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농가민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해당 

농가민박용)를 운영하고 구글, booking.com, 슈퍼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또한 페라라 시의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http://www.ferraraterraeacqua.it/it) 를 운영하며, 새로운 관광 자원(예

를 들면 자전거 도로)을 개발하고 소개하는 작업도 한다. 소비자의 요구가 역

사나 전통요리 소개, 맛집 소개, 박람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림 4-4. 에밀리아 로마냐 주 페라라 시의 농가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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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에밀리아 로마냐 주 페라라 시의 농가민박(계속)

체험장, 수영장

경영주 파올라 씨

농가민박의 내부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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