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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3년 우리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농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농정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6차산업화 등 농업분

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에서는 한·중 FTA 협상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논의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한 전략, 쌀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대책,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현안들이 다

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나타

나기도하면서 농업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국민들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어

떤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연구에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이유로 매년 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

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조사문항을 재설계하여 주요 

지표의 변화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산업 분야의 

조사결과와도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3년 10월 하순부터 약 한 달간 도시민 1,500명, 농업인 552명 등 

2,052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문면접과 우편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도시민

과 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농업정

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가 도시민과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농업·농촌 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신 전국

의 도시민과 현지통신원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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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

라는 응답이 도시민 82.0%, 농업인 73.6%로 나타났다. 도시민 10명 중 5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

한 세금 추가 부담에는 ‘찬성’(60.1%)하는 입장이 ‘반대’(32.0%)하는 입장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식

량안보 기능’,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정서함양, 휴가 및 여가 제공’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현재의 우리 농업상황을 고려한 향후 공익적 기능 유지 정도에 

대해, ‘농촌경관’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통문화’(44.7%), ‘지역의 공동 활동’(42.8%)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긍정적’(34.1%)이라는 도시민 응답이 

‘부정적’(15.4%)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도시민은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1%로 ‘반대한다’는 응답 12.9%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지도가 높았다.

농업인 중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0농가 중 3농가로 나타났으며,

농사 불만족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가와 소득 감소를 들고 있어 소득안정 대책

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일손 부족’, ‘FTA

확대’, ‘생산비 증가’를 꼽고 있는데, 특히 일손 부족 해소에 대한 요구가 커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2010년 34.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5.0%, 올해 33.3%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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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변화

현재 농촌 생활여건에 대해 농업인 31.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농

업인의 농촌생활 불만족 요인은 ‘소득원·일자리 환경’, ‘문화·체육·여가 환경’,

‘교육 환경’ 순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고용·문화·교육 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한 올해 농촌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27.9%)이 전년 대비(25.3%)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농업인이 34.6%로 도시민의 48.4%보다 다소 낮게 조사

되었고,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

(70.3%)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거주하는 마을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농업인은 54.9%로 농업인 절반 이상이 현 거주 마을 생활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정도를 측정하여 행복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농업인은 67점, 도시민은 7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에 조사되었던 국민행복지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농

업인의 경우 ‘재정분야’(53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는 새 정부 출범으로 농정의 틀을 다

시 짜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시기에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정의 패러

다임 변화에 대한 반응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행복한 농촌 건설을 기조로 한 새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는 농

업인과 도시민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농

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농촌복지와 소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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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등 창조경제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른다’는 농업인이 48.0%에 달

해 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농업인들은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어

야 할 정책 현안을 ‘한-중 FTA’,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쌀 관세화 유예 종

료’, ‘농식품부 예산 증액’ 순으로 꼽아 정책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농업정책 분야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민 60.4%는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책을, 33.1%는 이익을 보는 

산업 분야에서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

면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농업인과 도시민에서 모

두 높게 나타났으나 농업인이 피해 의식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농업인은 53.3%,

도시민은 35.3%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차이가 2배 가량 나타났다.

도시민은 농축산물 구입시 ‘안전성’, ‘품질’ 등을 중요 선택 요인으로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듯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더라도 대부

분 국내산 농식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확

대시 가격에 상관없이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30.4%, 가격이 비

싸면 수입산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36.1%로 나타나 현실적인 구매의사도 갖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시민 43.6%는 향후 농촌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0명 중 8명은 

당장 귀농·귀촌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귀농·귀촌

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농업인은 ‘귀농·귀촌 방식/사례에 대한 정보 제

공’을, 도시민은 ‘정부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주말농장’(29.5%)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교

통’(27.9%), ‘숙박시설’(26.4%)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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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3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The 2013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was 
conducted to 1,500 urban people and 552 farmers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s 
and mail surveys for a month from October 2013 for research.

According to the survey, farmers’ dissatisfaction factors in farming were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and the decrease in incomes. Their demand for 
the measures to stabilize income was big. They considered labor shortage, the 
expansion of FTAs, and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as factors threatening 
management. Practical solutions are needed to address their big demand for labor 
in particular.

As for tax benefits for farmers, 34.1% of urban people were positive, 
more than twice negative answers (15.4%). Also, 50.1% of city people agreed to 
the increase in budgets for rural welfare, about 4 times those who opposed 
(12.9%).

29.9% of urban people and 24.8% of farmers were 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new agricultural policy paradigm, of which the basis is the 
establishment of happy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both groups, those 
satisfied outnumbered those dissatisfied (11.0% of city people and 20.1% of 
farmers). 

Among the directions of the new agricultural policy, the highest 
expectation of farmers was on welfare policies (36.4%), followed by income 
policies (32.6%),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24.8%), and agricultural policies 
(22.1%).

Among the 5 major tasks of agricultural police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farmers considered stable 
incomes of customized farms most important, while a stable supply of safe 
agrifood was most important for urban people. 

On the creative economy including the 6th industrialization, 48.0% of 
farmers didn’t know the contents well. It means that education and publicity 
should be strengthened. About the most important policy issue in 2014, farmers 
said that it was the Korea-China FTA, followed by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end of the rice tariffication 
delay, and the increase in the MAFRA’s budget, showing much interest in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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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of urban people and 34.6% of farmers were satisfied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ore than those dissatisfied (22.3% of farmers and 8.3% 
of urban people). 

We measured the city people’s and farmers’ happiness levels of 5 areas 
including home life and health, and converted the happiness index to 100 points. 
The farmers’ index was 67, and the urban people’s index 70, somewhat higher 
than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surveyed before. 

Researchers: Dong-Weon Kim, Hye-Jin Park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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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

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이 조사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하

여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6년부터 조사대상을 도시민까지 확대하여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이

면서 납세자인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추적하

고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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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2.1. 조사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13년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약 한 달 간에 걸쳐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자체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1

○ 도시민의 경우,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

였으며, 표본크기는 1,500명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실시하였고,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5%임.

○ 농업인의 경우, 우리 연구원 현지통신원2 1,0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조사에 충실하게 응답한 552명(응답률 55.2%)의 조사표

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 조사로 확대하였음. 연구 활용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

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와 패널 형태의 조사를 

병행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

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작

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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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올해 농사 만족도 O

농업인 직업 만족도 O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O O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 O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농축산물의 국가경쟁력 O O

타산업과 비교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 O O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O O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O O

표 1-2. 조사문항 상세 내용(농업인·도시민)

구 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기간 2013년 10월 23일 ∼ 11월 15일 2013년 10월 29일 ∼ 11월 20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방법 우편조사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552명(응답자) 1,500명

표본추출 방법 전국 읍면 독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

표본 오차 - ±2.5%p (95% 신뢰수준)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표 1-1. 조사개요

2.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문항은 올해 문항 재설계를 진행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을 구분하고 농

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고정문항과 주기에 맞춰(매년,

격년, 3년) 조사할 문항을 선정, 매년 조사문항별로 일정한 주기를 갖고 조

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음.

○ 농업인은 고정문항(26문항), 정책현안(21문항) 등 47개 문항을, 도시민은 고

정문항(29문항), 정책현안(15문항) 등 44문항으로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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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과거 5년 전과 비교한 농업경영 변화 인식 O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O

현 거주지역 마을주민과의 관계 O

현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 O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O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O O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 O

빈부격차 인식 정도 O O

도·농 간 생활격차 인식 정도 O O

도시와 비교한 농촌의 생활 수준 O O

농촌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O O

행복도 인식 O O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O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련 정도 인식 O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문제 인지정도 O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적 가치 여부 O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의 중요성 O O

농업·농촌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O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이유, 시기, 필요조건, 개선사항) O

식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고려 요인 O

국내산 농식품보다 저렴한 수입산 농식품 구매의향 O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 O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정도 인식 O O

농업인의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 O

농촌복지 예산 확대에 대한 인식 O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관한 의식 O

향후 영농 승계 여부 O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평가 O

식량원조에 대한 인식 O

우리농업의 당면과제 고려 시 향후 유지 여부 O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요구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 O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 O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한 만족도 O O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방향에 대한 만족도 O O

5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순위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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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O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할 농업정책 O O

내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농업·농촌 분야 O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에 대한 공평성 여부 O

한-중 FTA에 대한 인식 O O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보상 방안 O

귀 마을의 귀농·귀촌한 가구 수, 적응여부 O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정책 O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 정도 O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 정도 O

가장 적합한 직거래 활성화 방법 O O

농산물 소비정보 습득 경로 O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 O

농촌에서 여가활동/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점 O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 O O

응답자 특성

농업인: 지역형태, 연령, 학력, 영농경력, 영농형태, 영농규모, 연평균소득,
월평균생활비, 가구원 수

도시민: 지역, 지역규모,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연평균소득,
월평균생활비, 직업, 농촌거주경험, 농촌인가족존재여부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시민의 지역별 분포는 특별/광역시 거주자가 56.2%, 일반시 거주자가 

43.8%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가 25.7%로 가장 많았고, 화이트칼라 

24.6%, 자영업 20.6% 등으로 분포하였음.

○ 농업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59.6%로 집계되었고, 학력

별 분포는 초졸 이하 75.2%,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은 79.0%로 대다수를 차

지하였고, 영농형태로는 수도작이 36.4%로 가장 비중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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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농업인(n=552)

구분 사례수 %

지역형태별

도시근교 (83) 15.0

평야지대 (123) 22.3

산간지대 (279) 50.5

무응답 (67) 12.1

연령별

60세 미만 (161) 29.2

60세 이상 (329) 59.6

무응답 (62) 11.2

교육수준별

초졸 이하 (415) 75.2

중졸 (80) 14.5

무응답 (57) 10.3

영농경력별

20년 미만 (44) 8.0

20년 이상 (436) 79.0

무응답 (72) 13.0

영농형태별

수도작 (201) 36.4

과수 (91) 16.5

노지채소 (41) 7.4

축산 (44) 8.0

시설원예 (55) 10.0

특작 (43) 7.8

기타 (13) 2.4

무응답 (64) 11.6

영농규모별

소농 (220) 39.9

중농 (233) 42.2

대농 (43) 7.8

무응답 (56) 10.1

연평균소득

2천만 원 미만 (260) 47.1

2천만 원 이상 (236) 42.8

무응답 (56) 10.1

가구원 수별

2명 이하 (287) 52.0

3명 (96) 17.4

4명 (51) 9.2

5명 이상 (57) 10.3

무응답 (61) 11.1

도시민(n=1,500)
구분 사례수 %

지역별

서울 (377) 25.1

인천／경기 (465) 31.0

부산／경남／울산 (240) 16.0

대구／경북 (131) 8.7

광주／전라 (123) 8.2

대전／충청 (118) 7.9

제주／강원 (46) 3.1

지역규모별
특별／광역시 (843) 56.2

일반시 (657) 43.8

성별
남자 (754) 50.3

여자 (746) 49.7

연령별

19∼29세 (308) 20.5

30대 (339) 22.6

40대 (367) 24.5

50대 (319) 21.3

60세 이상 (167) 11.1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25) 8.3

고졸 (655) 43.7

대재 이상 (718) 47.9

무응답 (2) 0.1

가구원 수별

2명 이하 (254) 16.9

3명 (324) 21.6

4명 (778) 51.9

5명 이상 (144) 9.6

월평균생활비

100만원 미만 (234) 15.6

100만 원～150만 원 (301) 20.1

150만 원～200만 원 (361) 24.1

200만 원 이상 (604) 40.3

직업별

농／임／어업 (8) 0.5

화이트칼라 (369) 24.6

블루칼라 (385) 25.7

자영업 (309) 20.6

주부 (301) 20.1

학생 (128) 8.5

농촌거주경험
있다 (742) 49.5

없다 (758) 50.5

농촌인가족
존재여부별

있다 (543) 36.2

없다 (957)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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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편집 → 부호화 → 정제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초 통계처리 하였음.

○ 도시민, 농업인 조사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그룹 간 공통문항 중심의 주

요 사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계층간 인식

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 결과와 ’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식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표 1-4. 자료처리 절차

Editing Coding/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 Intel Core i3

∙ SPSS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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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조 사 결 과

1.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농업의 발전 가

능성,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농업·농촌의 공

익적 기능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 농업인에게는 올해 농사 만족도, 직업만족도, 농업경영 위협요소, 5년 전과 

비교한 농업경영 변화 인식, 식량자급률에 관한 의식, 향후 영농 승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도시민에게는 평소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나와의 관련성, 농업

의 실상과 농촌문제 인지 정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여부 및 세금추가 

부담 의향, 농업인 세제혜택 및 예산 확대에 대한 인식, 수입산과 비교한 국

산 농산물의 평가, 식량원조에 대한 인식, 우리 농업의 현 상황 고려 시 향후 

공익적 기능 유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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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경제에서 농업 중요해질 것”도시민 82.0%, 농업인 73.6%

○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중요할 것’(지금까

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

이라는 응답이 도시민(82.0%), 농업인(73.6%) 순으로 나타나 농업인보다 도

시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음.

-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24.6%, 도시민 18.0%로 

나타남.

10.1

4.1

23.6

27.3

14.5

13.9

50.0

54.7

1 .8농업민

도시민

지금까지도

중요하지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지않았지만,

앞으로중요할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중요해질것이다

지금까지도

중요했고,앞으로도

중요할것이다

무응답

그림 2-1.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단위: %

1.2. ‘농업의 발전가능성’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더 높게 평가

○ 다른 산업과 비교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은 ‘부정적’(64.7%)

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9.0%)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음.

○ 반면, 도시민은 ‘긍정적’(34.6%)이라는 응답이 ‘부정적’(26.0%)이라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나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

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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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24.5

14.5

39.4

18.1

32.51.5

17.0

2.1

0.9

1.8농업민

도시민

매우부정적이다 대체로부정적이다 비슷하다 대체로긍정적이다 매우긍정적이다 무응답

그림 2-2. 타산업과 비교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

단위: %

1.3. 10년 후 한국농업 전망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긍정적

○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전망에 대해서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27.3%, 농업인 18.3%로 도시민 집단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

았음.

○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54.3%, 도시민 30.3%이며, 농업인은 긍정적

인 전망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농업·농촌의 미래

에 대해 비교적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2.9

27.9

26.3

42.5

17.2

26.5 0.8

11.4

2.4

1.1

1.1농업민

도시민

매우비관적이다 비관적인편이다 보통이다 희망적인편이다 매우희망적이다 무응답

그림 2-3.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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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민, 농업·농촌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 하락

○ 도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농업정책을 포함해 농업·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

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35.0%, 관심이 ‘없다’는 응

답이 27.9%로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7.1%p 높게 나타남.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의 문제와 나와의 관련 정도 인식에 대해서는 ‘관

계 있다’는 응답이 40.5%, ‘관계없다’는 응답이 25.0%로 나타남.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관계있다’는 응답이 하락하고 있음.

29.4

39.6 40.5
35.0

40.0

51.7 49.6

40.5

0.0

10.0

20.0

30.0

40.0

50.0

6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관심도 수준 관련성 인식

그림 2-4.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도시민)
단위: %

○ 도시민들이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안다’는 응답이 30.2%, ‘모른다’는 응답이 31.9%

로 비슷하게 나타남.

- 농업의 실상과 농촌문제에 대해 남자, 연령이 많을수록, 저학력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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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기항목
평균
(점) F

응답자특성 (사례수) 전혀알지못한다
모르는
편이다 모른다 보통

이다
대체로아는
편이다

매우자세히
알고있다 안다

전 체 (1,500) 2.3 29.5 31.9 37.9 28.3 1.9 30.2 3.0

연령별

19∼29세 (308) 4.5 47.7 52.3 31.8 14.6 1.3 15.9 2.6

34.66***
30대 (339) 2.7 37.8 40.4 35.1 24.2 0.3 24.5 2.8

40대 (367) 2.7 21.8 24.5 41.7 31.9 1.9 33.8 3.1

50대 (319) 0.6 19.1 19.7 42.9 34.8 2.5 37.3 3.2

60세이상 (167) 0.0 16.2 16.2 37.1 41.3 5.4 46.7 3.4

주: *p<.05, **p<.01, ***p<.001

표 2-1.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문제 인지정도(도시민)
단위: %

1.5.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높아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애착심이 ‘많다’는 응답이 농업인은 71.7%, 도시민은 40.9%로 농업인이 도

시민에 비해 애착심이 훨씬 높은 것으로(30.8%p) 나타남.

4.3

23.0

21.4

33.2

51.4

33.5 7.5

1.3

2.9

20.3 1.3농업민

도시민

전혀없다 별로없는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많은편이다 매우많다 무응답

그림 2-5.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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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농자재값 상승’가장 많이 꼽아 

○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사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33.0%로 ‘불만이다’ 34.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매우

불만이다

10.7

대체로

불만이다

23.5
그저

그렇다

32.2

대체로

만족한다

26.6

매우

만족한다

6.4

무응답

0.5

그림 2-6. 올해 농사 만족도(농업인)
단위: %

○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n=189)의 불만족 이유는 ‘농자재값 상승’

(30.7%), ‘소득 감소’(29.6%),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 저하’

(25.4%),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감소’(10.1%) 등으로 나타남.

29.6 30.7

10.1

25.4

4.2

소득이

줄었다

농자재값상승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정부의관심과

지원이줄었다

농산물수입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

기타

그림 2-7. 올해 농사에 불만족하는 이유(농업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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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가 경영위협 요인 ‘일손부족’, ‘개방 확대’ 꼽아

○ 농업인이 올해 느낀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일손 부족’(16.7%), ‘FTA 등 개

방 확대’(16.2%), ‘농업 생산비 증가’(16.1%)를 가장 많이 꼽았음.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7.7%),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7.3%) 등도 위협 요소로 꼽혔음.

16.2

16.1

1 .7

5.7

16.7

5.1

0.6

5.7

6.6

0.6

2.5

5.1

7.3

7.7

1 .4

0.5

0.6

FTA 등개방확대

농업생산비증가

영농자금압박

농업정책오류

일손부족

판로확보어려움

농지부족

농가부채증가

후계인력부재

구제역등가축질병

가뭄/ 홍수/ 태풍피해

농업에대한정부지원감소

불합리한유통구조와수급불안정

기후변화에따른기상이변과재배여건변화

조수피해

기타

무응답

그림 2-8.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농업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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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인 직업만족도, 전년대비 8.3%p 상승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직업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33.3%로 전년대비(25.0%) 8.3%p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불만이다’ 30.3%,

‘그저 그렇다’는 36.1%가 응답함.

- 영농규모가 클수록, 연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농업종사의 직업만족도가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9. 농업인 직업만족도(만족+매우 만족 비율)

단위: %

○ 농업인이 직업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n=167)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

한 결과,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아서(소득 보장 미흡)’가 46.7%로 가장 많

았고, 이어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해서’(21.6%), ‘타 분야

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서’(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46.7

21.6
14.4 10.8

0.6 1.8 4.2

노력에비해

보수가낮다

소득보장미흡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타분야에비해

정부의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육체적으로

너무힘들다

농업에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좋지않다

기타 무응답

그림 2-10. 농업종사 직업에 불만족하는 이유(농업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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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민 60%는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에‘세금 부담 의향’

○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

을 의미하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5명이 공익적 기능

이 ‘많다’(53.7%)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12.7%에 불과하였음.

- 하지만 공익적 기능이 ‘많다’는 응답이 전년(61.9%)보다 8.2%p 하락하였

음. 계층별로는 농촌거주 경험이 있고, 농촌에 가족이 거주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60.1%로 나타나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공익

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63.5
58.6 55.9

64.1 61.9
53.7

0.0

20.0

40.0

60.0

8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림 2-11.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견해(찬성 의견)

단위: %

1.10.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중‘식량안보 기능’가장 중요하게 인식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조사에서는 도시민의 경우 ‘식

량안보기능’(4.0점),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4.0점)을 가장 많이 꼽았으

며, 다른 기능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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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경우에는 ‘식량안보 기능’(3.6점),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3.5

점) 순으로 응답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3.2점)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음.

○ 결국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식량안보 기능’(각 53.3%, 76.8%)을 가장 중요

하게 인식하였고, 이어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정서함양, 휴가 및 여

가 제공’ 등의 순으로 다원적 기능의 중요도를 인식하였음.

3.6 점

4.0 점

3.2 점

3.8 점

3.5 점

4.0 점

3.3 점

3.8 점

3.3 점

3.8 점

식량

안보기능

국토의

균형발전

자연환경및

생태계보전

전통문화

유지보전

정서함양,

휴가및여가

제공

2.2

0.3

12.9

2.7

29.0

20.2

28.1

50.2

25.2

26.6

2.7농업민

도시민

8.2

0.7

20.8

4.8

29.3

28.9

25.0

41.5

13.9

24.1

2.7농업민

도시민

3.1

0.3

13.6

4.1

31.0

23.2

29.7

43.4

19.9

29.1

2.7농업민

도시민

2.2

0.3

13.0

5.0

41.8

29.0

30.4

45.1

9.6

20.6

2.9농업민

도시민

2.7

0.5

16.3

3.3

37.5

26.8

28.3

50.8

12.1

18.6

3.1농업민

도시민

그림 2-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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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도시민, 농업인 세제혜택에 부정보다 긍정 인식이 2배

○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긍정적’(34.1%)

이라는 도시민 응답이 ‘부정적’(15.4%)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음.

- 농촌거주 경험이 있는 계층, 농촌에 가족이 거주하는 계층에서 농업인 

세제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보기항목
평균
(점) F

응답자특성 (사례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적 보통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적

전 체 (1,500) 1.4 14.0 15.4 50.5 31.4 2.7 34.1 3.2

농촌거주

경험

있다 (742) 1.9 11.7 13.6 46.6 36.4 3.4 39.8 3.3
15.2***

없다 (758) 0.9 16.2 17.2 54.4 26.5 2.0 28.5 3.1

농촌인가족

존재별

있다 (543) 1.5 10.9 12.3 48.1 35.9 3.7 39.6 3.3
13.51***

없다 (957) 1.4 15.8 17.1 51.9 28.8 2.1 30.9 3.2

주: *p<.05, **p<.01, ***p<.001

표 2-2. 농업인의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도시민)

단위: %

1.12. 도시민, 농촌복지 예산 확대 찬성이 반대보다 4배 많아

○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

답이 50.1%로 ‘반대한다’는 응답 12.9%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광주/전라 지역에서, 농촌거주 경험이 있는 계층, 농촌에 가족이 거주하

는 계층에서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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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한다

0.9

반대하는

편이다

12.1

보통이다

37.0

찬성하는

편이다

45.9

적극

찬성한다

4.1

그림 2-13.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대한 인식(도시민)

단위: %

1.13. 농촌의 공익적기능 유지 전망, 1순위‘농촌경관’

○ 도시민들에게 농가 수의 감소, 농업인의 고령화, 농산물 무역 자유화, 농업

소득 정체 등 우리 농업의 당면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촌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통문화’(44.7%), ‘지역의 공동활동’(42.8%),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40.2%) 순으로 나타남.

구분 보기항목
평균
(점)항목 (사례수)

매우
어렵다

어렵다 부정적 보통
어느정도
유지할수
있다

완전히
유지할수
있다

긍정적

농촌경관 (1,500) 1.5 13.9 15.4 31.3 51.5 1.7 53.3 3.4

농촌의다양한동식물 (1,500) 1.6 17.7 19.3 40.5 34.0 6.2 40.2 3.3

지역의공동활동 (1,500) 1.4 14.9 16.3 40.9 37.2 5.6 42.8 3.3

전통문화 (1,500) 1.3 13.5 14.8 40.5 40.7 4.0 44.7 3.3

표 2-3.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가능성 전망(도시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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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도시민, 국산농축산물 경쟁력 수입산 앞선다고 인식

○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입산과 비교하여 국

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농업인의 경

우 신선채소(41.5%), 과일(25.9%), 한우(19.0%), 돼지고기(14.9%), 쌀(14.5%)

순으로 경쟁력을 평가했지만,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넘는 품목은 신선채소 

한 가지 품목에 그쳤음.

○ 도시민은 쌀(60.7%), 한우(58.9%), 신선채소(55.7%), 돼지고기(49.8%), 과일

(49.3%) 순으로 경쟁력을 평가했으며, 모든 품목에서 농업인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도시민은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을 5점 만

점에 3.4점～3.6점으로 수입산보다 경쟁력을 높게 평가함.

20.8

2.7

36.8

10.4

19.2

26.3

12.5

53.4

2.0

7.3

8.7농업민

도시민

쌀
2.3 점

21.7

1.6

29.9

10.6

22.5

28.9

16.8

41.6

2.2

17.3

6.9농업민

도시민

한우

12.9

2.2

34.1

10.3

29.9

37.7

13.4

41.5

1.4

8.3

8.3농업민

도시민

돼지고기

5.6

1.7

12.9

6.9

32.8

35.8

33.9

45.3

7.6

10.4

7.2농업민

도시민
신선채소

과일

3.5점

2.4점

3.6점

2.5점

3.4점

3.3점

3.6 점

2.9 점

3.4 점

4.7

1.9

27.0

9.8

36.1

39.0

21.4

42.7

4.5

6.6

6.3농업민

도시민

그림 2-14.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농축산물의 경쟁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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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농업인,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수준 우려

○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질문한 결과,

‘안 좋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57.4%로 ‘좋다’(19.2%)는 응답보다 높게 나

타나 식량자급률 수준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 60세 미만, 월평균 생활비가 50만 원 이상인 계층에서 식량 자급률이 ‘안 

좋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구 분 보기항목

무응답 평균
(점) F

응답자특성 (사례수) 매우안좋다
안좋은
편이다 안좋다 보통

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좋다

전 체 (552) 16.7 40.8 57.4 22.1 17.8 1.4 19.2 1.3 2.5

연령별

60세미만 (161) 19.3 47.2 66.5 23.0 8.7 0.0 8.7 1.9 2.2

7.06***60세이상 (329) 14.3 38.6 52.9 22.2 21.6 2.1 23.7 1.2 2.6

무응답 (62) 22.6 35.5 58.1 19.4 21.0 1.6 22.6 0.0 2.4

주: *p<.05, **p<.01, ***p<.001

표 2-4.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관한 의식(농업인)

단위: %

1.16. 농업인, 향후 영농 승계 하겠다 14.3%에 그쳐

○ 농업인의 향후 영농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14.3%가 영농승계 의향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43.3%가 영농승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41.1%는 ‘아직 결

정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 향후 영농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과수>축산>수도작 농가 순으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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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기항목


응답자특성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아직결정하지
않았다 무응답

전체 (552) 14.3 43.3 41.1 1.3

영농
형태별

수도작 (201) 12.4 48.3 37.8 1.5

35.33
*

과수 (91) 27.5 35.2 37.4 0.0

노지채소 (41) 7.3 46.3 41.5 4.9

축산 (44) 15.9 29.5 54.5 0.0

시설원예 (55) 7.3 41.8 49.1 1.8

특작 (43) 7.0 55.8 34.9 2.3

기타 (13) 23.1 38.5 38.5 0.0

무응답 (64) 14.1 40.6 45.3 0.0

주: *p<.05, **p<.01, ***p<.001

표 2-5. 향후 영농 승계 여부(농업인)

단위: %

1.17. 도시민, 국산농축산물 경쟁력 수입산 앞선다고 인식

○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평가에 대해 맛, 신선도, 안전성 측면

에서 국산이 수입산 보다 ‘좋다’는 도시민 응답 비율이 70%를 넘어 호감도

가 높았음. ‘나쁘다’는 응답은 3% 미만에 그쳤음.

- 접근성, 브랜드에 대해서도 ‘좋다’는 응답이 60% 내외로 나타났으며, ‘나

쁘다’는 응답은 6% 미만이었음.

○ 하지만 원산지표시와 가격에 대해서는 수입산보다 평가가 좋지만 국산의 

다른 부분에 비해 평가가 대체로 낮아(5점 평균 각 3.5점, 3.2점) 가격의 경

우 국산 농산물이 ‘좋다’는 응답이 37.8%에 그쳤으며, ‘나쁘다’는 응답도 

21.1%로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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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기항목
평균
(점)항목 (사례수) 매우

나쁘다
대체로
나쁘다 나쁘다 보통

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좋다

안전성 (1,500) 0.2 2.3 2.5 26.0 62.1 9.3 71.5 3.8

신선도 (1,500) 0.2 2.7 2.9 25.7 48.6 22.9 71.5 3.9

맛 (1,500) 0.1 2.2 2.3 23.4 49.3 25.0 74.3 4.0

브랜드 (1,500) 0.3 3.4 3.7 37.8 45.7 12.8 58.5 3.7

접근성 (1,500) 1.4 4.6 6.0 33.1 47.0 13.9 60.9 3.7

원산지표시 (1,500) 1.8 9.3 11.1 37.7 43.5 7.7 51.2 3.5

가격 (1,500) 2.5 18.6 21.1 41.1 34.6 3.2 37.8 3.2

표 2-6.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평가(도시민)

단위: %

1.18. 도시민, 식량 원조에 긍정적

○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국가에 식량을 원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민

의 42.9%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3%로 나

타나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비율이 2.5배 이상 높았음.

- 식량원조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은 광주/전라지역에서, 월평균 생

활비가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혀

동의할수

없다

2.1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4.3

보통이다

40.8

동의하는

편이다

39.5

매우

동의한다

3.3

그림 2-15. 식량원조에 대한 인식(도시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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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빈부격차 인

식 정도, 도농간 생활격차 인식 정도, 도시와 비교한 농촌의 생활수준, 농촌

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행복도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 농업인에게는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 거주지역 마을주민과의 관계성 

및 소속감,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2.1. 농촌생활 만족도 2년째 30%대 유지

○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

다’는 응답이 31.3%로 ‘불만이다’ 29.2%에 비해 2.1%p 높았음.

- 영농형태가 과수, 시설원예인 계층,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계층

에서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05년 10% 대에서 출발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 20%대, 2012년 30% 대로 상승하였음.

10.7 10.9 9.5

16.5 17.8
22.7

25.6 23.3 25.6

32.4 31.3

0.0

10.0

20.0

30.0

40.0

5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그림 2-16.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농업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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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생활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N=161)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본 결과,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이 36.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

료환경 미흡’(26.7%),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20.5%) 등의 순으로 조

사됨.

36.0

5.0

26.7
20.5

3.7
6.8

도시에비해

주거및

생활환경 열악

교육여건

열악

의료환경

미흡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문화/여가

시설미흡

기타

그림 2-17. 농촌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농업인)

단위: %

※ 무응답 제외

2.2. 5년 전 대비 올해 생활수준‘좋아졌다’27.9%로 전년보다 상승

○ 농업인에게 5년 전과 비교한 올해의 생활수준 정도를 물어본 결과 ‘좋아졌

다’는 응답이(27.9%) 전년대비(25.3%)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한, ‘나빠졌다’는 응답이 28.3%로 비슷한 수준임.

-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농촌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시설원예 

재배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은 축산 계층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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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5년 전과 비교한 농촌생활 수준 인식(농업인)

단위: %

18.1 20.3
17.0

24.6 25.7 28.6
23.7

27.3 25.3 27.9

0.0

10.0

20.0

30.0

40.0

5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3. 5년 후 농촌 생활수준 기대감, 전년대비 13.5%p 상승

○ 농업인에게 올해와 비교한 5년 후의 농촌생활 수준 정도를 물어본 결과 ‘개

선될 것이다’는 응답이 25.2%로 전년대비(11.7%) 13.5%p나 증가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33.9%로 나타남.

9.4 7.8 6.8
13.4

23.1

14.5 11.7

25.2

0.0

10.0

20.0

30.0

40.0

5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11 2012 2013

그림 2-19.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농업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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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환경 만족도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높아

○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도시

민 48.4%, 농업인 34.6%로 나타났으며, ‘불만이다’라는 응답은 농업인 

22.3%, 도시민 8.3% 순으로 나타났음.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주거환경 만족

도가 평균적으로(도시민 3.4점, 농업인 3.1점) 높음.

○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인 도시

민은 43.3%, 농업인은 41.8%로 나타났음.

19.6

7.5

41 .8

43.3

31 .7

44.6 3.8

2.7

0.8

2.9 1 .3농업민

도시민

매우불만이다 대체로불만이다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무응답

그림 2-20.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2.5. 농촌지역 생활 ‘주거환경’ ‘이웃환경’ 만족도 높아

○ 농업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거 환

경’과 ‘이웃 환경’은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 30.4%, 27.9%로 불만이라

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소득원·일자리 환경’(59.4%)에서 가장 많았으

며, ‘문화·체육·여가 환경’(53.6%), ‘교육 환경’(44.6%)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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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기항목
무응답 평균

(점)항목 (사례수)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불만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만족

주거환경 (552) 2.0 16.3 18.3 48.2 27.4 3.1 30.4 3.1 3.1

교육환경 (552) 12.1 32.4 44.6 38.4 12.7 0.5 13.2 3.8 2.6

대중교통환경 (552) 5.8 23.9 29.7 41.8 23.6 1.6 25.2 3.3 2.9

쓰레기/환경관리 (552) 9.1 24.6 33.7 37.3 24.6 0.9 25.5 3.4 2.8

보건의료환경 (552) 9.8 24.6 34.4 37.5 22.6 1.3 23.9 4.2 2.8

문화체육여가환경 (552) 14.1 39.5 53.6 29.5 12.1 0.7 12.9 4.0 2.4

소득원/일자리환경 (552) 17.9 41.5 59.4 30.3 5.4 0.5 6.0 4.3 2.3

이웃환경 (552) 2.5 14.3 16.8 51.4 25.4 2.5 27.9 3.8 3.1

표 2-7.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농업인)

단위: %

2.6. 농업인 10명 중 7명, 마을주민과의 관계 원만

○ 현재 거주하는 마을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인 10명 중 7명 정도

(70.3%)가 ‘원만하다’고 응답함. ‘원만하지 않다’는 응답은 9.8%에 그쳐 대

체적으로 마을주민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구특성별로 보면, 60세 미만,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 계층에서 ‘원

만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비교적 젊고 소득이 높은 

농업인 계층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구 분 보기항목

무응답 평균
(점) F

응답자특성 (사례수)
매우원만
하지않다

약간원만
하지않다

원만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원만하다

매우
원만하다

원만
하다

전 체 (552) 3.6 6.2 9.8 18.7 36.2 34.1 70.3 1.3 3.9

연령별
60세미만 (161) 2.5 1.9 4.3 13.0 35.4 46.6 82.0 0.6 4.2

9.73***60세이상 (329) 4.3 8.5 12.8 20.1 35.9 29.5 65.3 1.8 3.8
무응답 (62) 3.2 4.8 8.1 25.8 40.3 25.8 66.1 0.0 3.8

연평균
소득

2천만원미만 (260) 3.8 8.5 12.3 22.7 37.3 26.2 63.5 1.5 3.8
8.66***2천만원이상 (236) 3.4 3.8 7.2 13.6 33.5 44.5 78.0 1.3 4.1

무응답 (56) 3.6 5.4 8.9 21.4 42.9 26.8 69.6 0.0 3.8
주: *p<.05, **p<.01, ***p<.001

표 2-8. 현 거주지역 마을주민과의 관계(농업인)

단위: %



29

2.7. 농업인 절반 이상,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가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소속감 정도에 대해서는, 농업인 중 절반 

이상(54.9%)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3%에 

그침.

- 현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은 60세 미만인 계층과 

영농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매우 그렇지

않다

0.9

대체로

그렇지

않다

4.3

보통이다

38.4
대체로

그렇다

35.1

매우

그렇다

19.7

무응답

1.4

그림 2-21.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농업인)

단위: %

2.8. 빈부격차,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심각’하다고 느껴

○ 현재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업인의 75.5%, 도시민의 

70.5%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농업인, 도시민 모두 빈부격차에 대한 심각

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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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11.4

23.5

8.2

5.6

4.939.3

42.8

36.2농업민

도시민

매우심각하다 약간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심각하지않다 전혀심각하지않다 무응답

그림 2-22. 빈부격차 인식 정도

단위: %

2.9. 도·농 간 생활수준 격차 농업인이 더 크게 인식

○ 도·농 간 생활수준 격차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의 67.2%, 도시민의 53.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도·농 간 생활격차에 심

각성을 좀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9

45.3

41.1

19.6

34.9

11.6

11.1

21.9 0.2

1.0

1.4농업민

도시민

매우심각하다 약간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심각하지않다 전혀심각하지않다 무응답

그림 2-23. 도·농 간 생활격차 인식정도

단위: %

2.10. 도시생활 수준 100일 때 농촌생활 수준 40~60 정도로 인식

○ 도·농 간 생활격차가 있다면, 도시생활 수준을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농촌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물은 질문에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40~60 미

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80 미만’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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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35.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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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40

무응답

10.1

39.1

30.7

13.9

4.1

1.5

0.5

0.2

0.0

농 도

그림 2-24. 도시와 비교한 농촌의 생활수준

단위: %

2.11. 농촌지역 경제상황 어렵다는 인식 비율 높아

○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농업인 70.3%가 ‘안 좋

다’고 응답했으며, ‘좋다’는 응답은 4.7%에 그침.

○ 도시민은 ‘좋은편’(13.5%), ‘보통’(45.5%), ‘안 좋은편’(41.0%)으로 응답해 

농업인보다는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지만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4.5

53.3

36.5

22.6

45.5

4.5

13.3

17.0
0.2

0.2

2.4농업민

도시민

매우안좋다 안좋은편이다 보통이다 좋은편이다 매우좋다 무응답

그림 2-25. 농촌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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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행복지수 농업인 67점, 도시민 70점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정도를 측정하여 행복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농업인은 67점, 도시민은 70점으로 도시민이 3점 높

았음. 이 같은 조사결과는 기존에 조사되었던3 국민행복지수와 비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인의 경우 

‘가정생활’의 행복점수가 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생활’(7.2점),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7.0점), ‘자신의 건강상태’(6.0점), ‘자신의 재정상

태’(5.3점)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도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7.4점), ‘가정생활’(7.3점), ‘주위 친지, 친

구와의 관계’(7.3점), ‘사회생활’(6.9점), ‘자신의 재정상태’(6.3점) 순으로 나

타나 농업인과 행복점수 순위에 차이를 보임.

구 분
전체

보기항목

응답자 특성 (사례수)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주위친지,
친구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농업인 (552) 6.7 6.0 5.3 7.0 7.7 7.2

도시민 (1,500) 7.0 7.4 6.3 7.3 7.3 6.9

F 23.81*** 256.31*** 130.12*** 10.6*** 25.45*** 11.87***

주: *p<.05, **p<.01, ***p<.001

표 2-9. 행복도 인식

단위: %

3 2005년 글로벌리서치가 국민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는 66.2점으로 나타남.

- 김승권 등. 2008. 한국인의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 pp. 301-3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 2,000명 조사, 심리적 안정 등 9개 항목 평균 행복지수가 67.8점으로 평가됨.

- 2011년 서울연구원이 서울 시민 45,406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와 같은 문항으로 실

시한 조사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66.5점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2013. 4.) 농업인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도는 

68점으로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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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및 농정 기본방향에 대한 만족도,

5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순위,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농

업정책, 한-중 FTA에 대한 인식,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정도 인식,

가장 적합한 직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음.

○ 농업인에게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관한 의식, 향후 영농 승계 여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해야 할 농업·농촌 정책 분야, FTA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에 대한 공평성 여

부, 마을의 귀농·귀촌 가구 수 및 적응 여부,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책, 농산

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실효성 정도 등을 조사하였음.

○ 도시민에게는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이유, 시기, 필요조건, 개선사항), 식

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고려 요인, 국내산보다 저렴한 수입산 농식품 구매의

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 농업인 세제혜택 및 농촌복

지 예산 확대에 대한 인식,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시 보상방안, 농

산물 소비정보 습득 경로,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 여가활동/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점 등을 조사하였음.

3.1. 새 정부 농정 패러다임, 긍정평가 비율 높아

○ 현 정부가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기조로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

해 도시민의 29.9%, 농업인의 2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도시민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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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이 불만족 비율보다 만족 비율

이 높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불만’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11.0%, 농업인 20.1%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

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각 59.1%, 51.8%로 집계됨.

15.9

10.1

51.8

59.1

23.6

28.6 1.3
0.9

4.2

1.3

3.3농업민

도시민

매우불만이다 대체로불만이다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무응답

그림 2-26.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3.2. 새 정부 농정, 복지정책과 소득정책에 기대감 높아

○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 방향 중, 농업인은 ‘복지정책’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득정책’ (32.6%),

‘소비·유통’(24.8%), ‘농업정책’(22.1%) 순으로 나타남. 4개 항목 모두 ‘불만

족’한다는 응답도 20%대 초반으로 나타났음.

○ 도시민은 ‘소득정책’에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정책’(46.5%), ‘소비·유통’(43.5%), ‘농업정책’(41.9%) 순으로 나타남.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농업인에 비해 긍정평가 비율이 높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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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기항목
무응답 평균

(점) F
응답자특성 (사례수) 매우불만

대체로
불만 불만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농업
정책

농업인 (552) 6.0 17.6 23.6 46.0 19.9 2.2 22.1 8.3 2.9
113.54***

도시민 (1,500) 1.1 6.9 8.1 50.1 39.6 2.3 41.9 - 3.4

소득
정책

농업인 (552) 5.6 16.3 21.9 37.3 28.8 3.8 32.6 8.2 3.1
68.69***

도시민 (1,500) 0.4 10.2 10.6 41.0 40.5 7.9 48.4 - 3.5

복지
정책

농업인 (552) 5.1 17.0 22.1 33.3 31.7 4.7 36.4 8.2 3.2
42.00***

도시민 (1,500) 1.2 8.5 9.7 43.7 38.7 7.8 46.5 - 3.4

소비·
유통

농업인 (552) 4.5 19.0 23.6 43.5 21.2 3.6 24.8 8.2 3.0
80.14***

도시민 (1,500) 1.6 7.6 9.2 47.3 39.8 3.7 43.5 - 3.4

주: *p<.05, **p<.01, ***p<.001

표 2-10.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방향에 대한 만족도(기대정도)

단위: %

3.3. 5대 농정과제 중요도 1순위 농업인-소득안정, 도시민-안전식품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5대 주요 농업정책 과제의 중요도에 대해서, 농업

인은 ‘맞춤형 농가소득 경영안정’을 가장 많이 꼽아 3.9점으로 중요도 순위

가 가장 높은 반면, 도시민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많이 

꼽아 4.1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농업인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3.7점), ‘농촌 삶의 질 향

상’(3.0점) 순으로, 도시민은 ‘맞춤형 농가소득 경영안정’(3.3점)을 꼽았음.

○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중요도 점수가 각각 1.7점,

1.9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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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투자 확대 분야로‘농산물 가격안정 정책’가장 많이 꼽아

○ 향후 5년간 농업정책 분야 중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에 대해 농업인과 도

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아(각 13.5%, 10.4%) 농산

물 가격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 다음으로 농업인은 ‘농가 소득안정 정책’(12.9%),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11.4%)을 꼽았으며, 도시민도 순서는 다르지만 상기 두 항목을 투자

를 확대해야 할 항목으로 꼽아 비슷한 견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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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농업인과 도시민은 ‘농업분야 후계인력 양성 정책’(각 10.1%,

8.6%), ‘농촌복지 정책’(각 8.4%, 6.8%)을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음.

○ ‘친환경 농업 정책’ 및 ‘농식품 위생·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농업인보다 도

시민이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견해 차이를 보임.

10.1

6.1

5.4

11.4

13.5

12.9

3.9

1.2

2.7

2.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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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3

4.1

1.1

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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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농산물

농가

자연재해

식품산업

농식품

농산식품

농촌

농촌

농촌

농촌

새로운

농어업분야

귀농/귀촌

무응답

8.6

5.9

8.5

9.0

10.4

8.9

4.8

4.1

7.5

3.8

4.5

6.8

4.0

4.9

3.1

1.9

3.4

농 도

그림 2-28.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농업정책(복수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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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민, ‘안전한 식품 공급’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에 관심 많아

○ 도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 분야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식품 공

급’(20.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14.7%),

‘농산물 가격’(13.5%) 순으로 나타남.

○ 이밖에도 ‘농촌복지와 지역개발’(10.6%), ‘농가 소득안정’(10.5%), ‘FTA 등 

국제협상’(8.8%)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로 꼽았음.

○ 반면, ‘농지 등 투자관련 규제완화’(1.1%), ‘농촌 관광 및 체험’(3.6%), ‘귀

농·귀촌 정책’(5.3%) 등 도시민과 직접 관련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낮

았음.

10.6

20.6

14.7

8.8

13.5

10.5

3.2

6.2

3.6

5.3

1.1

1.5

0.1

농촌복지와지역개발

안전한식품공급

친환경농산물생산, 유통

FTA 등국제협상

농산물가격

농가소득안정

농업인교육

수질및토양오염등농업환경

농촌관광및체험

귀농/귀촌정책

농지등투자관련규제완화

한식세계화

기타

그림 2-29.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복수응답, 도시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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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시민, 농촌 시골 공동화와 식량공급 차질 우려

○ 도시민에게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농업·농촌을 생각하면 가장 우려되는 문

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라는 응답은 대구·경북, 광주·전

라 지역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24.7%), ‘수입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18.3%) 등의 순으로 조사됨.

41.3

24.7

15.5

18.3

0.2

농촌인구노령화로인한

시골의공동화

농업후계인력의감소로인한

식량공급차질

농촌지역의난개발로인한

환경파괴

개방확대로인한수입농산물

증가및안전성문제

기타

그림 2-30.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도시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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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업인, “새정부 창조경제 이해하고 있다” 48.2%

○ 6차산업화 등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내용을 ‘안다’는 응답이 48.2%, ‘모른다’는 

응답이 48.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1.4%인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나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혀

모른다

6.2

잘모르는

편이다

41.8

어느정도

이해하고있다

46.7

정확히

이해하고있다

1.4

무응답

3.8

그림 2-31.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농업인)

단위: %

3.8. 내년 가장 역점 분야 ‘한-중 FTA’,‘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순

○ 내년(2014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 분야로는 ‘한-중 FTA 협

상 문제’(24.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2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 이어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2014년 대책’(14.2%)과 ‘농식품부 예산 증

액 확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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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내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농촌 분야(복수응답, 농업인)

24.7

14.2

11.6

23.1

9.8

6.2

8.6

한-중 FTA 협상문제

쌀관세화유예종료2014년대책

농식품부예산증액확보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농업재해안전장치강화

수입보험제도

축산농가경영안정대책

농촌일자리창출

단위: %

※ 무응답 제외

3.9. 도시민 60.4% “ FTA로 인한 농업 피해‘별도 보상’필요”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 보는 산업과 혜택을 보는 산업을 고

려하여 현재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농업인의 

68.3%, 도시민의 41.9%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여 농업인이 피해 보상에 

대한 공평성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5

41.3

35.4

23.7

46.9

3.3

11.1

4.527.0

0.1

0.2

농업민

도시민

매우불공평하다 대체로불공평하다 보통이다 대체로공평하다 매우공평하다 무응답

그림 2-33. FTA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에 대한 공평성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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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농업인, 도시민 모두 ‘협상이 타

결되면 국내농업은 큰 피해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각 58.5%, 34.5%)이 가

장 많았으나,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협적이긴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각 25.0%,

31.0%)있다는 응답 비중도 높게 나타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음.

- 한-중 FTA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는 농업인이 5.6%인 데 반해 

도시민은 21.9%로 견해 차이가 크게 나타남.

58.5

25.0

5.6 7.1
3.8

34.5
31.0

21.9

12.6

협상이타결되면

국내농업은

큰피해가불가피

위협적이긴하지만

협상결과에따라

피해가크지

않을수도

고품질농산물

수출확대등

오히려기회일수

있을것

잘모르겠다 무응답

농업인 도시민

그림 2-34. 한-중 FTA에 대한 인식

단위: %

○ 각국과의 FTA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보상방안으로,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60.4%)가 ‘국가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별도의 보

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

의 이익을 농업분야에 배분’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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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60.4

6.0

공산품등이익이예상되는분야의이익을

농업 야에배분

국가차원에서농업에대한별도의보상책을마련

농업에대한보상은필요없음

그림 2-35.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보상 방안(도시민)

단위: %

※ 기타, 무응답 수치는 생략함

3.10. 국산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농업인과 도시민 인식차 커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개

선되고 있다’(53.3%)는 응답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17.2%)는 응답보다 3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도시민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35.3%,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4.2%로 나타나 농업인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평균 5점 만점에 3.4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3.1

3.9

14.1

20.3

26.4

40.5

50.0

34.9

0.4

3.3 3.1농업민

도시민

전혀개선되고있지않다 개선되고있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개선되고있는편이다 매우개선되고있다 무응답

그림 2-36.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정도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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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도시민 농축산물 구입 시‘안전성, 품질’최우선 고려

○ 도시민에게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채소는 ‘안전성’(30.2%), ‘품질(맛)’(29.8%)을, 수산물의 경우 

‘안전성’(35.6%), ‘원산지(국산/수입)’(35.21%)을 꼽았음.

○ 육류와 곡물에서는 ‘원산지(국산/수입)’(각각 37.1%, 38.9%)를, 과일과 외식

에서는 ‘품질(맛)’(각각 46.0%, 44.5%)을 가장 우선 고려한다고 응답함.

7.7

6.9

6.7

6.5

3.3

12.4

30.2

23.0

22.8

21.9

35.6

16.9

29.8

24.9

21.9

46.0

18.5

44.5

6.9

7.7

8.8

6.4

6.9

14.0

24.7

37.1

38.9

18.5

35.1

10.6 1.6

0.7

0.4

0.9

0.7

0.6

채소

육류

곡물

과일

수산물

외식

가격 안전성 품질(맛) 브랜드인지도 원산지국산/수입 기타(영양) 등

그림 2-37. 식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고려 요인(도시민)

단위: %

3.12. 도시민,“수입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해도 국내산 구입”

○ 국내산 농식품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농식품 구매 의향을 

물어 본 결과, 도시민의 60% 이상이 곡류와 채소류, 일반생선/활어, 해조류

는 ‘국산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과일류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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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절반 이상이 ‘국산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함.

○ 쇠고기는 ‘국산구입’(48.1%)과 ‘반반이다’(42.1%)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

타났으며, 가공식품/유제품은 ‘국산구입’(40.9%)보다 ‘반반이다’(49.4%)라

는 응답이 더 많았음. 모든 품목에서 수입산 구입 의향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구매 충성도는 채소>곡류>해조류>생

선/활어>닭고기>돼지고기>과일류>쇠고기>가공식품 순으로 조사됨.

69.7

70.5

53.0

63.4

66.7

48.1

53.6

59.8

40.9

27.0

26.1

40.3

31.7

29.2

42.1

38.8

34.6

49.4

3.3

3.4

6.7

4.9

4.1

9.8

7.6

5.6

9.7

곡류

채소류

과일류

일반생선/활어

해조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유제품

국산구입 반반이다 수입산구입

그림 2-38. 국내산 농식품보다 저렴한 수입산 농식품 구매 의향(도시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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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도시민 36%,“국산 농산물 가격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 구입”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시 농산물 구입 계획을 물어본 결과,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는 의견

이 36.1%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33.5%) 순으로 조사됨.

-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는 응답 비중은 서울지역 거주자,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39.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도시민)

단위: %

3.14. 농업인,“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안다”45.7%

○ 정부가 2013년 5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안다는 농업인은 2명 중 1명 정도(45.7%)

로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5.0%p 높은 50.7%로 나타남.



47

- 60세 미만, 영농규모가 큰 계층에서 ‘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았음.

구 분 보기항목
무응답 

응답자특성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모른다 어느정도

알고있다
매우잘
알고있다 안다

전체 (552) 6.0 44.7 50.7 42.4 3.3 45.7 3.6

영농
규모별

소농 (220) 5.9 47.3 53.2 37.7 2.7 40.5 6.4

25.3564
*중농 (233) 6.4 44.2 50.6 45.1 2.6 47.6 1.7

대농 (43) 2.3 25.6 27.9 65.1 7.0 72.1 0.0

무응답 (56) 7.1 51.8 58.9 32.1 5.4 37.5 3.6

주: *p<.05, **p<.01, ***p<.001

표 2-1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 정도(농업인)

단위: %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

이 38.8%, ‘없다’는 응답이 31.9%로 나타나 긍정평가 비중이 다소 높았음.

- 60세 이상인 계층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았음.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2.7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29.2보통이다

22.3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36.6

매우

실효성이

클것이다

2.2

무응답

7.1

그림 2-4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 정도(농업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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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

인은 ‘부녀회 등 지역 모임과 생산자와 연결 확대’(28.4%)을 가장 많이 꼽았

으며, 도시민은 ‘직거래 정보공유 인터넷 사이트 활성화’(31.2%)를 가장 많

이 꼽았음.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농업인(18.8%)보다 도시민이

(30.0%)이 훨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직거래 대행 기업육성’에는 20% 미

만의 비슷한 견해를 보였음.

21.6�
28.4�

18.8� 18.3�

2.4�

31.2�

19.7�

30.0�

19.0�

0.1�

직거래정보공유

인터넷사이트

활성화

부녀회등

지역모임과

생산자와

연결확대

지자체간직거래

활성화를위한

자매결연

직거래대행

기업육성

기타

농업민 도시민

그림 2-41. 가장 적합한 직거래 활성화 방안

단위: %

3.15. 귀농·귀촌 가구“대체로 잘 적응하는 편”

○ 농업인에게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귀농·귀촌한 가구 수를 물어본 결과, ‘한 

가구 이상 있다’는 응답이 56.4%로 조사되어 2개 마을 중 1개 마을은 귀농

귀촌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가구수는 ‘1~2가구’가 36.8%로 가장 많았

으며, ‘3~4’가구 11.4%, ‘5가구 이상’도 8.2%였음.

○ 귀농·귀촌한 가구가 있다는 응답자(N=336)를 대상으로 귀농·귀촌한 가구의 

적응여부를 물어본 결과, ‘적응한다’는 응답이 44.4%, ‘적응 못 한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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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21.5%로 나타남.

그림 2-42. 마을의 귀농·귀촌한 가구 수, 적응여부(농업인)
단위: %

39.1
36 .8

11 .4
8.2

4.5

없다 1~2

가구

3~4

가구

5가구

이상

무응답

전혀

적응못함

1.9
별로

적응못함

19.6

보통

34.1

대체로

잘적응

41.2

매우

잘적응

3.2

3.16. 도시민 10명 중 4명‘귀농·귀촌 의향’있어

○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43.6%가 ‘이주 의향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52.7%는 ‘이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제주·강원 지역 거주자, 자영

업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없다’는 응답은 서울 지역 거주자,

학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보기항목 잘
모르
겠다


응답자특성 (사례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있다

전 체 (1,500) 19.7 32.9 52.7 28.6 15.0 43.6 3.7

직업별

농·임·어업 (8) 37.5 12.5 50.0 37.5 12.5 50.0 0.0

71.1494***
화이트칼라 (369) 17.6 37.1 54.7 28.2 11.9 40.1 5.1
블루칼라 (385) 23.6 33.0 56.6 28.3 13.0 41.3 2.1
자영업 (309) 17.2 21.4 38.5 33.3 24.6 57.9 3.6
주부 (301) 15.9 37.5 53.5 27.2 15.3 42.5 4.0
학생 (128) 28.1 39.1 67.2 21.9 6.3 28.1 4.7

주: *p<.05, **p<.01, ***p<.001

표 2-12.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도시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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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귀농·귀촌하고 싶다는 도시민(n=654)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하고 싶

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가 52.4%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7.7%),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8.3%),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8.3 8.3

52.4

4.3 6.0
17.7

2.6 0.5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위해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하고

싶어서

인정이

많은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시간에

얽매이지않는

자유로운

생활을하고

싶어서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주택을

가질수

있어서

기타

그림 2-43.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도시민)

단위: %

○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도시민(n=654)을 대상으로 향후 농촌거주의 구체

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가 5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후’(27.2%), ‘10년 내’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3년내

1.2
5년내

5.4
10년내

12.1

10년이후

27.2

아직구체적인

계획은없다

54.1

그림 2-44. 구체적 귀농·귀촌 시기(도시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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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도시민(n=654)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기 위

한 조건으로 도시민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을 32.1%로 가장 많이 꼽

았으며, 이어 ‘이주에 필요한 자금’(13.5%),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32.1

12.0

6.6

11.9

12.6

7.4

13.5

3.5

0.4

생활을할수있는수입원

마음의준비결심

가족설득

농사기술등귀농프로그램

귀농귀촌에대한정보

자녀교육등생활여건

이주에필요한자금

장래성

기타

그림 2-45.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복수응답, 도시민)

단위: %

○ 귀농·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

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5%가 ‘정부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응답

하였음. 다음으로 ‘귀농관련기관의 교육, 정보제공’이 18.1%, ‘지방자치단체

의 유치 노력과 투자’가 18.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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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18.0

18.1

16.8

9.2

4.0

0.1

0.1

0.1

0.1

정부의지원정책과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유치노력과투자

귀농관련기관의교육, 정보제공

도시민의농업/ 농촌에대한인식전환

농촌주민의마을단위유치노력과협력

언론의귀농/ 귀촌성공사례소개등

귀농시마트 생활편의시설

텃세가너무심하다

체력적으로일을못함

농가생활안정

그림 2-46. 귀농·귀촌을 위한 필요한 개선사항(도시민)

단위: %

○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방식/사례

에 대한 정보 제공’(20.7%), ‘농어업 기술 교육 실시’(19.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지 구입, 주택 구입 지원’(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60세 미만, 중졸인 계층에서 ‘귀농·귀촌 방식/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라

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0.7

19.0

12.5

7.4

16.7

9.6

6.5

0.9

6.7

귀농/귀촌방식/사례에대한정보제공

농어업기술교육실시

귀농/귀촌장점에대한적극적홍보

농어업자금지원

농지구입, 주택구입지원

농어촌교육및문화환경개선

친목회등귀농/귀촌인이포함된커뮤니티결성

기타

무응답

그림 2-47.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정책(농업인)

단위: %



53

3.17. 도시민, 농산물 관련 소비정보 주경로 ‘텔레비전’� ‘입소문’�순

○ 농산물과 관련한 소비정보를 얻는 주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텔레비전’

을 36.5%로 압도적으로 높게 꼽았으며, 다음으로 ‘입소문’이 22.2%, ‘인터

넷 포털’(14.5%), ‘일반신문’(10.5%) 순으로 조사되었음.

10.5

2.9

3.3

36.5

2.6

2.9

22.2

14.5

2.1

2.3

0.1

일반신문

농업관련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교양강좌

홍보용책자

입소문 (가족, 이웃주민, 반상회, 부녀회)

인터넷포탈

관련기관홈페이지

SNS (페이스북, 트위터등)

기타

그림 2-48. 농산물 소비정보 습득 경로(도시민)

단위: %

3.18.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주말농장’가장 많이 꼽아

○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에 대해 도시민의 29.5%가 ‘주말농장’을 꼽

았으며, 다음으로 ‘전통 테마마을 체험’(22.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광주·전라 지역, 남자 계층에서 ‘주말농장’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았으며, ‘전통 테마마을 체험’이라는 응답은 여자 계층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



54

29.5

13.0

18.1

22.7

15.5

0.4

0.9

주말농장

감자캐기등농사체험

농촌일손돕기등봉사활동

전통테마마을체험

농촌(관광민박) 체험

기타

없다

그림 2-49.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도시민)

단위: %

3.19. 농촌 여행 시 ‘교통’, ‘숙박시설’ 불편해

○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27.9%가 ‘교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숙박

시설’(26.4%)을 꼽았음.

○ 다음으로 ‘주변 환경 청결 미흡’(24.6%), ‘비싼 요금’(13.3%)도 도시민들의 

농촌 관광 시 불편사항의 하나로 꼽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7.9

26.4

13.3

3.5

24.6

3.3

0.4

0.5

0.1

교통

숙박시설

비싼요금

취사

주변환경청결미흡

불친절

기타

없다

무응답

그림 2-50. 농촌에서 여가활동/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점(도시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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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농업·농촌 문제를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

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취합하였음.

○ 농업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어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였으며, 최근의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음.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

한 정책수요 등은 도시민 928건, 농업인 289건 등 전체 1,217건으로 집계되

어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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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구분 건수 요 지

농업정책 전반
도시민 53

▪농가소득 안정 필요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농식품산업 경제력 강화 필요

농업인 59
▪6차산업 육성은 순수 농업인에겐 한계가 있음
▪일관된 농업정책 필요

농산물 유통, 가격
도시민 291

▪유통개선으로 산지와 소비자가격 격차 축소 요망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 안정 필요

농업인 51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실시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 필요

농촌관광 도시민 106
▪농촌관광사업 적극 추진 요망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농업개방 국제협상
도시민 34

▪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FTA 체결
▪국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안 필요

농업인 8 ▪농업개방은 하되 그에 상응한 대책마련이 필요

영농자금, 농가부채
도시민 69

▪영농부채 탕감
▪낮은 이자의 영농자금 지원 필요

농업인 38
▪영농자금 및 정책자금 이율 인하 필요
▪농가부채 장기저리 전환 요망

농촌인력, 후계인력
도시민 144

▪영농후계자 양성 지원
▪인력 부족, 고령화추세 심각

농업인 34
▪고령화 시대 후계농민대책 시급
▪젊은 농업인을 위한 경제적·교육적 문제 해결 시급

농지정책
도시민 18

▪농지 확보 필요
▪형평성 있는 농지정책 필요

농업인 6
▪직불제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급
▪도시민들도 농지구입 허가 필요

영농자재
도시민 8 ▪영농자재 무료 대여 필요

농업인 21
▪영농자재값 상승으로 부채 증가 심각
▪농약, 종자에 대한 소비자가격 표시 요망

쌀산업 정책
도시민 33

▪쌀만이라도 우리 것을 구입할 것
▪쌀값 안정, 쌀을 이용한 먹거리의 다양화 필요

농업인 32
▪제자리인 쌀산업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
▪쌀직불제 인상 요망

농촌 지역개발, 복지
도시민 96

▪농촌지역의 복지시설 및 농촌사업 정부 지원 요망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정책 필요

농업인 13
▪고령자들을 위한 집단주거 공간 필요
▪농촌의 지역개발, 복지 등의 실질적인 개선 부족

영농환경개선 도시민 53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필요
▪철저한 농촌 폐기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필요

표 3-1. 농정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928건, 농업인 289건)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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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구분 건수 요 지

농업인 9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조금 필요
▪농업 폐기물 수거정책 강화

농업기관
도시민 7 ▪농식품 위생안정 정책 강화 필요

농업인 8 ▪농협의 부조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해소 필요

기타
도시민 16

▪친환경 인증 등 철저한 행정 감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작물 개발 필요

농업인 10
▪조수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
▪귀농인과원주민과의갈등해소필요, 지역주민의식개혁필요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도시민은 농산물 유통, 가격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았으며(291건),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농업인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도시민의 농정건의 중 농촌인력, 후계인력 분야에 대한 의견이 14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아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와 인력 부족 등을 위해 영

농후계자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밖에도 도시민들은 농촌관광(106건),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96건), 영농

자금 및 농가부채(69건)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농업인들은 농업정책 전반(59건)과 농산물 유통, 가격(51건)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밖에도 영농자금 및 농가부채(38건) 등에도 관심이 많았음.



58

3. 정책 건의 전문

3.1. 농업인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 6차산업은 판매, 기술 및 재정 등 농업인 스스로 사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업의 대행에 귀속될 수밖에 없음.

○ 농촌의 교육문제 해결이 시급함.

○ 농산물 가격은 다른 물가에 비해 많이 차이 나고, 대출이 늘어 농가부채로 

폐농할 비율이 높은 실정임.

○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농업의 상황이 나아지질 않음. 농업인의 생각을 대

변할 수 있는 행정이 중요함.

○ 농촌은 여전히 교육, 문화, 의료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인 것이 현실임.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유형 1, 2안을 무시하고, 실제 낙과된 과수의 비율(%)

로 보상을 요함.

○ 보조금 지원, 재해피해보상 등에 허위집행, 사후관리 부실 등 불합리한 만행

을 줄여야 함.

○ 농촌부터 살려야 국가가 발전될 것임.

○ 1년에 한두 번 마을회관에 모여 농업과 농정 관련 교육을 하면 좋겠음.

○ 영농교육에서는 벼가 80% 익으면 탈곡하라고 권고하는데, 이렇게 하면 청

미 때문에 등급이 낮게 나타나므로 상강(10월 23일)이 지나 늦게 타작해 등

급이 높게 나오도록 권고해야 할 것임.

○ 매번 농업인의 입장과는 다른 농업정책들이 나오고, 이조차 모르는 농업인

도 많음. 정책의 발표나 국제협상에 앞서 농업인 의견을 듣고, 결과를 알려

주길 바람.

○ 농업정책은 타 산업에 비해 소홀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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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자주 바뀌어 혼동됨.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펴길 바람.

○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폭락은 생산 과잉과 부족이 원인일 것임.

정부가 생산품목 계약재배로 소득보장 또는 생산보장 정책을 유도해주었으

면 좋겠음.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자금지원책이 많음.

○ 고령화, 인력부족, 인건비 상승 등 인력문제 심각함.

○ 농업·농촌정책 자금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아야 함.

○ 농업의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공산품이나 농기계, 농

자재는 몇 십배 오르고 있는 실정임.

○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축소시키고 장기저리 자금 대출이 필요함.

○ 도시민도 자유롭게 농지 매매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 일손돕기 일환으로 각종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는데, 운반과 반납 등 여전히 

고령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음.

○ 농업정책이 일관성이 없음.

○ 아무리 좋은 정책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많지 않음.

○ 밀, 보리 등 곡물생산을 장려하여 가축사료로 활용, 외화낭비를 막아야 함.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이 우선임.

○ 우리나라 물가에 차지하는 농산물 지표는 농업인이 생각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이 소득직불보존 개념으로 변경되어야 잦은 자연재해 피해

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축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정부지원책이 소농가에 집중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정부에서 목표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 각종 종자나 농자재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은 해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정부에서 농자재와 비료, 종자값이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함.

○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문제는 이대로 10년 이내 폐농이 엄청나

게 늘어날 심각한 수준에 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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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매가 인상 요망함.

○ 농업소득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지원

이 필요함.

○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더욱 강력히 감독해야 함.

○ 기업자금이 축사와 시설하우스 등에 진출하여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전

체농업인들은 기업의 하수인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축산업의 경우, 기업농

은 두수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대안이 필요함.

○ 소파동과 IMF 때 이자를 못내 비싼 연체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채무

가 최고조 되어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음.

○ 농업이 농산물 생산 외에도 자연친화적 환경 제공 등 국민에게 주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충분한 농업 지원예산이 필요함.

○ 농업정책이 임시방편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됨.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을 발로 뛰는 농정이 되어야 할 것임.

○ 농촌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농업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람.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농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 등이 가장 중요함.

○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밀고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의료보험, 기초연금 등의 토지기준 보험료 부과를 폐지해야 함.

○ 농촌마을에 마을회관에 경로회관까지 지어 예산낭비가 큼.

○ 공동운영사업의 경우 내부 갈등을 지양하고, 지원 후 운영실태 파악 및 관

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수리해 쓰면 될 농기계를 보조금을 받기 위해 새로 구입하고 기존 것은 버

리기도 함. 지원사업이 소비적 방식에서 생산적 방식으로 변경 요함.

② 농산물 유통, 가격

○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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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생산비에 비교하면 농산물 판매가격은 너무 저렴함. 농산물이 과잉

생산 되면 농산물 가격은 반값도 안 되게 폭락함.

○ 농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매년 오르지 못하고 있음.

○ 고추가격이 작년에 1만 5천원 선이었는데 올해 6천 원 선으로 떨어지고, 콩

과 들깨가격이 30% 정도 하락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비용에 관하여 중간마진이 너무 많다고 몰아붙여 가격상승요인

을 유통에 전가하는 면이 많은데,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가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 대부분임을 인지해야 함.

○ 농협의 유통 역할이 중요함.

○ 기업형으로 자금을 투입해 농산물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유통과정을 추진하

길 바람.

○ 2012년 대비 올해 인건비는 20%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2/3 수준임.

○ 생산자는 생산에만 몰두하고 농협이 선별, 포장, 직거래를 주도한다면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종자비용, 인건비 외 노력비용을 합하면 현재 가격으로는 턱없이 부족함.

○ 현 농산물 유통여건은 대기업만 효과를 보고 있고 전체적인 농촌경제를 위

축시키고 있음.

○ 도시와 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함.

○ 최소한 생활을 위한 소득이 이루어지도록 수급과 소비가 비등한 체계가 필

요함.

○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직거래장터 신설 바람.

○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인데, 농자재 가격은 매년 인상되어 사기 저하되

고 있음.

○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 편차를 줄여야 함.

○ 농산물 수매를 확대하고 가격안정 필요함.

○ 벼 수매는 정부에서 직접 매입해야 할 것임.

○ 금년에도 무와 배추 값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여 문제임. 게다가 나이 든 

농사꾼은 운반과 판매가 버거워 폐기처분량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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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쌀, 채소 등을 국가에서 수매해야 할 것임.

○ 각 작목별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통계를 정확히 하여 적정가격제시로 안전

하게 농업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농산물 때문에 농촌현실은 더욱 어려움.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중간상인들의 마진이 너무 높아 횡포가 심함.

○ 인건비, 비료와 농약비용, 기계사용료는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벼 수매가격

은 그대로이니 더욱 어려움.

○ 지자체에서 공공장소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으나 그런 직거래가 있는지 모

르는 농민이 더 많음.

○ 농사는 풍년이 되면 가격하락, 흉년이면 물량부족으로 종잡을 수 없음.

○ 한우농가는 산지가격은 2배로 하락했지만 소비자에게 값싸게 제공되지도 

않음.

○ 직거래 대행기관으로 농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농산물 가격을 예시하여 농업인에게 알리고 도시 소비자에게도 예시해 시

세를 예측하면 좋겠음.

○ 지금의 농산물 가격은 너무 저가로 형성되어 현실화가 시급함.

○ 농촌생활경제 수준에 비해 쌀값이 너무 싼 편임.

○ 농산물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이 너무 심해 미래에 대한 설계가 어려움.

○ 모든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유독 농산물은 제자리걸음으로 생산

의욕을 잃게 함.

○ 농산물 가격이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전년도의 절반가격임. 생산비 

이외의 소득이 없는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할 정책이 필요함.

○ 농민의 생산물은 농자재, 공산품은 수시로 인상되는데 쌀값은 물가에 반비

례로 가격형성이 되고 있음.

○ 안정적이지 못한 소득기반은 농가부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원인으로 이

어지고 있음.

○ 친환경 농업에는 생산에 거의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들이 판매처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친환경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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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 개설이 있으면 좋겠음.

○ 가뭄이 잦은 곳은 관수시설을 지원해주길 바람.

③ 농업개방 국제협상

○ 한-중 FTA 협상결과, 농식품 수출도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라면, 커피, 설탕 

등 실제 소규모 농업인들에겐 전혀 무관하며, 몇몇 기업만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 같음.

○ FTA는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 상인들은 경쟁력을 잃고 금세 뒤쳐질 것임.

○ 농업개방으로 인하여 농촌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 반

사이익을 농촌 피해부분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람.

○ 한-중 FTA는 농업인보다 도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 농업개방 때문에 농산물가격이 전체 하락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함.

④ 쌀산업 정책

○ 쌀 목표가격은 80kg당 23만 원으로 인상 요망함.

○ 타 분야에 비해 쌀산업 정책은 계속 제자리걸음이라 불만이 많음.

○ 쌀직불금은 현실화해야 함.

○ 만 평 이상의 쌀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많지 않음. 쌀농사만으로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쌀산업 지원정책이 절실함.

○ 쌀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 너무 낮아 현실적인 인상 바람.

○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비료, 각종 농자재 가격인상에 준한 벼수매가로 인상 

요망함.

○ 쌀값은 최소한 물가변동 만큼은 올려야 할 것임.

○ 쌀값 하락이 20여 년 지속되고 있는데, 농자재 값은 매년 인상되고 있음.

○ 정부에서 쌀농사 짓는 농민에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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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80kg당 20만 원 이상의 목표가격 인상 요망함.

○ 농자재는 300% 이상 상승해 갈수록 쌀은 농지면적을 늘려도 소득증대가 어

려움.

○ 논 300평 생산해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소득이 매우 적음.

○ 정부 벼 수매값을 높여야 함.

○ 주식인 쌀마저 시장 개방하는 것은 절대 안됨.

○ 직불금제도를 경지면적이 적은 소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바람.

○ 쌀농사가 우리나라 농업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영농자금 금리나 농자

재 가격, 수매 및 판매가격 등은 정부지원이 아주 미비한 실정임.

○ 정부는 2005년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70,083원으로 제정한 이후 그동안 

비료, 인건비, 농약 등 농자재 값의 상승은 무시해왔음.

○ 쌀값은 고정시켜 놓고 농자재 값은 100%에서 많게는 500% 이상 오른 것도 

있음. 정부정책이 오직 소비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 같음.

○ 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차이가 없음.

○ 쌀직불제 인상 요망함.

○ 쌀값에 물가상승률 적용해 올려야 함.

○ 쌀농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제1작목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함.

⑤ 영농자금, 농가부채

○ 정부로부터 영농자금을 늘려주길 바람.

○ 영농자금 규모의 확대와 저리, 장기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영농자금 및 정책자금 이율을 인하해주길 바람.

○ 농업운영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어 높은 이자의 일반대출로 인해 부채가 늘

어서 부채를 줄일 수가 없음.

○ 농기계 자금이율을 낮추어야 함.

○ 농가부채를 장기 저리로 전환 바람.

○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농가부채는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농업의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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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주거래 농협은행은 타 은행에 비해 대출이자가 높은 편임.

○ 재산이 많고 신용대출한 사람은 부채를 탕감해주고 땅을 조금 가지고 담보

대출한 사람은 부채를 갚아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시중 은행에서는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왜 유독 영농자금과 농

기계 자금금리는 그대로인가. 정부에서 금리인하정책을 고려해주길 바람.

○ 영농자금을 적기에 대출하고 농가부채 탕감해주길 바람.

○ 농사규모가 늘어나면 농기계 구입자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지출되어 부담이 큼.

○ 농가 일반 자금대출의 비율이 매우 높음.

○ 농가인력부족으로 기계화 되고 있어 농기계 값 부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

○ 영농자금신청에 있어서 서류 작성의 간소화 요망함.

○ 시중은행 대출이율은 인하하는데 농축협 영농자금 및 신용대출이율은 인하

되지 않고 있음.

○ 영농자금확대 농가부채 해결해야 농촌이 살 수 있을 것임.

○ 농가부채 사후관리가 부실하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 영농자금 금리가 외국보다 높은 편임. 금리를 인하하여 농민의 영농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열심히 일을 해도 부채로 인해 이자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영농자금을 

지원해서 힘을 덜어주길 바람.

○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서 몇 년 거치 분할상환하면 상환이 남아있어도 농기

계는 망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빚만 남는 것이 현실임.

○ 농어민 이자를 3%에서 1%로 내리고, 상환기한을 연장해주길 바람.

○ 영농자금의 예금 대 대출 불균형 시정해야 함.

○ 예금이자가 많이 내렸는데도 대출이자는 그대로임. 영농자금 이자율을 낮추

어주길 바람.

○ 농가부채의 악순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함.

○ 정부에서는 이율을 낮추어주고 자금을 장기로 연장시켜주어야 함.

○ 농가부채의 정확한 내용을 판단 정부차원 부채탕감 필요함.

○ 영농자금은 너무 적고 농가부채는 점점 늘고 있어 정부지원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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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채는 영농비 증가 및 소득불안정에서 기인하고 있음.

⑥ 농촌인력, 후계

○ 고령화시대에 따른 후계농 대책 시급함.

○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이 심각함.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농촌에 공급하

고, 후계인력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농촌인력이 부족함으로 후계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함.

○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후계 희망자에게 지원 요망함. 또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귀농자금 지원,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농사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함.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후계인력양성에 적극 힘 써주길 바람.

○ 젊은 사람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 농지 구입자금, 주택 등을 무이자로 주어서 장기상환 할 수 있게 하고 자녀

들의 교육지원을 해주어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펴

야 함.

○ 읍 단위 인력공사를 통해 인력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런 상태로 가면 5년 

이내 농촌은 거의 폐촌상태가 될 것임.

○ 한국여성의 농촌기피현상, 농촌인력의 감소를 해결해야 함.

○ 귀농인력에 대한 적극 대책이 필요함.

○ 하우스와 과수농가가 많다보니 인력이 부족해 인건비만 더욱 오르는 추

세이고, 60~70대 고령인구가 10여 년이 지나면 인력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 넓은 평야는 기계화로 인력을 대체한다지만, 소규모 영농에는 대책이 없음.

○ 농촌인력이 부족하니 후계인력 적극 양성하길 요망함.

○ 농촌에서 농번기에는 인력 문제는 지자체에서 도와주어야 함.

○ 수확시기에 인력이 부족하여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여 상품가치가 없어짐.

제때 수확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인력공급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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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촌이 노령화되고 있으니 정부도 이에 맞는 정책을 써주길 바람.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있어 산업인력공단의 교육이 잘못되어 외국인 

이탈로  농촌인력수급이 불합리해도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영농

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함.

○ 시·군 단위 농촌인력센터 개설이 필요함.

○ 현재 농촌실정이 노약자 위주로 영농을 하고 있는 형편임.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영농후계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조금 있는 인력마저 공공근로인력에 투입하여 농번기 인력문제는 더욱 심

각함.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인력으로 투입을 지양해야 함.

○ 농촌인력 구하기 어렵고, 공공근로자를 농업에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데, 일하는 실력이나 태도는 반도 미치지 못함.

○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며 공공근로, 여러가지 일자리로 농촌일손이 매우 부

족함.

○ 70대 후반의 퇴역농업인이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으로 이어짐. 농업을 통한 소득기반의 불안정은 후계인력의 승계에도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앞으로 농사도 제대로 지어나갈 수가 없음.

⑦ 농지정책

○ 귀중한 농토가 외지인의 소유가 되어 영농을 기피, 잡초만 우거진 경우가 

있음. 한 필지의 땅도 휴경하지 못하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함.

○ 직계가족에게는 세금 부과없이 농지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불제만 받고, 농토는 전혀 돌보지 않는 농지가 많음. 철저히 감독해 휴경

농지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도시민도 마음대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함.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

록 규제하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임대차를 통해 쉽게 농업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함.



68

⑧ 영농자재

○ 영농자재 값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

○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을 때마다 기계 값은 상승하고 농민은 보조사업의 혜

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음.

○ 농약, 농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 농사를 지어 부채만 늘어나는 실정임.

○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영농자재는 계속 인상되고 있어 적정한 가격으

로 형성되었는지 의문임.

○ 농약, 비료 가격이 너무 비쌈.

○ 농협에서 농자재를 저렴하게 판매해주길 바람.

○ 농약이나 종자의 소비자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길 요망함.

○ 농촌소득에 비해 영농자재 값의 부담이 큼.

○ 비료, 농약값 등의 영농자재 값이 쌀값에 비해 너무 비쌈.

○ 영농자재가 비쌈.

○ 농자재인상과 일손이 적기 때문에 옛 농사에 비해 농촌생활은 더욱 어려움.

○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면세정책 도입이 필요함.

○ 올해 각종 농산물 값은 2012년 보다 싼 편인데, 농자재 값은 많이 올랐음.

○ 영농자재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해주길 바람.

○ 농업생산수입에 비해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쌈.

○ 영농자재 값 지원 요망함.

○ 농가가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 비율을 높여주길 바람.

○ 영농자재 농약은 가격표시가 없고, 매년 상승폭이 커서 농산물 가격과 역비

례 하니 농가 어려움이 큼.

⑨ 농업기관

○ 농협에서 농산물을 팔아주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람.

○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정부와 지방단체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 농협은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갈수록 제 역할을 못하고 부조리가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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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같음.

○ 지역사회 농업기술 지원하는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음.

○ 농협이 농산물유통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 농촌지역의 리더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 제구실을 못하고, 조합장 선거비용 

낭비가 큼. 농협중앙회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농협은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고 있으나 조합원 실익을 위한 지원은 적고,

소모성 예산만 너무 많음. 정부가 개입해 농협개혁을 해야 함.

○ 농업기관이 너무 많음. 통합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⑩ 농촌 지역개발, 복지

○ 농촌의 고령인구,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마을회관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

도록 하면 각자 연료비, 생활비, 돌봄 비용 등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귀농·귀촌을 억지로 장려하지 말고 현지 농업인이 농촌에 살만하다 하면 자

연스럽게 귀농, 귀촌이 이루어질 것임.

○ 현재 농촌의 수입은 도시민에 비해 적고, 불안정함.

○ 귀농·귀촌 인구는 차츰 늘고 있으나 지역개발, 복지, 의료 문제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무분별한 축사 건설허가로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오히려 주민 간 불화가 생

기고, 귀농인이 꺼려하게 되었음. 규제를 두어 적정한 지역개발이 필요함.

○ 복지 농촌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함.

○ 농촌개발과 농촌관광 사업은 지역주민을 배제해놓고 정부에서만 난리임. 구

체적인 계획과 예산심사과정에서 주민의 고민이 반영되어야만 할 것임.

○ 몇 푼 더 지원해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문화, 교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일 것임.



70

⑪ 영농환경 개선

○ 친환경 농업에는 가격이나 보조 측면에서 혜택이 있어야 유지하며 더 많은 

친환경 농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농약, 제초제 사용 등 환경파괴의 주범을 쓰지 않고서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영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폐농자재, 생활쓰레기 등 수거의 체계가 정리되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 과수원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지면 과실 상품성이 좋아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임.

○ 농업생산 폐기물 수거정책을 강화해야 함.

⑫ 기타

○ 대추농가 현재 임산물로 되어있어 가격과 보상 문제 등이 불리한 경우가 있

음. 농산물로 변동시켜주길 바람.

○ 우리나라 농업지역은 과수나 채소, 곡식 등 유해조수피해가 너무 큼. 조수 

개체 수를 줄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축산농가 경영안정이 시급함.

○ 6차산업 진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후, 생산여건이 맞지 않은 경

우, 유통전문판매장(근린시설)이나 전자상거래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길 바람.

○ 귀농인이 늘어나면서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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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민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 농가소득 안정

○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 농약 많이 사용해 영농환경에 해를 입힘

○ 농약 과다 사용으로 먹거리 안전 보장 되지않음

○ 농식품산업 경제력 강화

○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의 대중적 전달

○ 농업도 기업화 해야 경쟁력이 생김

○ 농촌의 젊은사람 도시로 유출 되지 않도록 정부정책 수립

○ 친환경 인증 등 행정 감시 철처히 했으면

○ 농산물 유통안정과 수급조절로 농가 소득안정 지원

○ 영농환경 정부지원이 적극 침투할 수 있도록 지원

○ 유통구조 개선으로 산지와 소비자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함

○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수익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 함

○ 농민 위해 FTA 최소화

○ 농촌지역 복지시설, 농촌사업에 정부지원

○ 다양한 분야로 농가소득 올릴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개발

○ 농촌정책 농민들을 위해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 농촌 고령화추세가 심각함

○ 친환경 농산물 재배로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

○ 농산물 가격안정에 힘써야 함

○ 농촌 배추 갈아 엎는 것 저소득층에 분배했으면

○ 농민들의 고충, 의견을 들어 주었으면

○ 영농후계자 외에도 귀농인구에게 많은 지원 바람

○ 광우병, 돼지콜레라, 자연재해 대비 농민보호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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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산 수입 줄여 농민들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산물 지켜줄 수 있는 정책

○ 수출 공산품 이익에 대한 상대적 피해에 대한 분배 정책

○ 편중된 지원보다 농업인 전체에 혜택될 수 있는 정책 추진

○ 식량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

○ 농업은 나라의 근본인데 근본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 필요

○ 농가부채 많기 때문에 여농자금 많이 줘야함

○ 농약사용 자제

○ 농가 소득원 다양화 해야함

○ 특수작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농업 생산물 다양하게 해야함

○ 기본생활 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철저한 개혁

○ 국가적 도움 절실함

○ 할 수 있는 것 부터 법제화해서 도시농업 붐 조성

○ 선거성 정책 아닌 기초정책 필요

○ 농산물 수입업자 양심과 감독체계가 문제

○ 직거래가 농산물 판매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② 농촌관광

○ 농촌문화체험 등 농촌관광사업 적극추진

○ 농촌관광 활성화로 소득증대

○ 농촌관광 숙박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되어 불편

○ 다양한 농촌체험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농촌관광 바가지요금 없었으면

○ 더 많은 농촌 관광지 개발

○ 농촌관광 교통불편 차량 연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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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관광 시설 및 볼거리 부족

○ 농촌 특산물 개발해서 그 지역 관광발전에 도움 되었으면

○ 농촌관광 개성있는 아이템으로 저렴하게 했으면

○ 전통가옥 유지·보수

○ 농촌 살릴 수 있는 자연친화관광을 유도해야 함

○ 농촌 휴가철 숙박비 동결

○ 농촌관광 볼거리 등 정부지원 많았으면

○ 농촌관광상품 저렴하게 지자체와 연계하기

○ 농촌관광 체험활동 연계해 상품개발

○ 도시와 농촌 간의 자매결연 맺기

○ 농촌관광 시 숙박, 식당이 연계되지 않아 불편

○ 농촌관광 시 숙박, 식당이 독특함이 없음

○ 농촌체험기회 많아야 함

○ 농촌관광 활성화시켜 도시와 농촌 격차 줄이기

○ 농촌 주변 환경 개선

○ 농촌체험 홍보활동 늘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 귀농후 테마마을 조성해 관광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 필요

○ 농촌 쓰레기 수거 등 잘해서 주변 청결하게

○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점 부족

○ 지역축제 등 다양한 먹거리로 농촌 살리기

○ 농촌관광 한국적으로 개발

○ 절대농지를 풀었으면

○ 관광 뿐만 아니라 농촌의 중요성 잘 설명해 주었으면

○ 농촌관광지원 예산 더 늘렸으면

③ 농산물 유통, 가격

○ 유통구조 개선으로 산지와 소비자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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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활성화로 가격안정

○ 직거래 활성화시켜 농민에게 더 혜택줄 수 있도록 했으면

○ 농산물 가격안정에 힘써야 함

○ 수입산 대비 국내산이 비쌈

○ 농산물 유통안정과 수급조절로 농가 소득안정 지원

○ 기관의 농식품 위생안정 정책 강화

○ 친환경 재배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민소득 안정

○ 농산물 유통과정 투명하게 개선

○ 믿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 재배해 저렴하게 공급

○ 도시와 농촌 간의 자매결연 맺기

○ 중국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것 관리·단속

○ 믿을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 외국산 수입줄여 농민들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음

○ 쌀값 안정

○ 자연재해로 인한 영농부채 탕감

○ 직거래 대행기업 육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

○ 영농후계자 양성 지원

○ 농민들의 고충, 의견을 들어 주었으면

○ 농가소득 안정

○ 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폭등 막을 수 있는 정책

○ 가격폭락 중간상인만 이익

○ 생산 판로 개척

○ 원산지 표시 확실하게

○ 수입농산물 안전하게 공급

○ 과도한 정부개입 지양하고 농민 스스로 경쟁력 갖출수 있는 정책

○ 각지역 단위농협 농민 생산물 유통과정에서 너무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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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업개방 국제협상

○ 농민 위해 FTA 최소화

○ 외국산 수입줄여 농민들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산 고품질화 시켜서 수출 늘렸으면

○ 개방 할 것, 수출 할 것 잘 분리해서 정책결정

○ 농어민 피해 줄일 수 있는 협상

○ 농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수정했으면

○ 농산물 개방 시 인삼, 쌀 지역특산물 제한하고 개방했으면

○ 수입 농산물이 너무 비싸다

○ 국내산을 더 장려하는 정책 마련

○ 주업 농산물이 대체 농산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불안함

○ 국내 종자개발 등 식량자급력 높여야 한다

⑤ 쌀산업 정책

○ 주식인 쌀만이라도 수입 안하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하도록

○ 쌀값 안정

○ 쌀을 이용한 먹거리 활성화

○ 쌀소비 촉진으로 쌀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도모

○ 농산식품 수출정책 활성화

○ 노력에 비해 쌀가격이 너무 낮음

○ 유통구조 개선으로 산지와 소비자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함

○ 쌀 북한에 기부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싸게 공급

○ 쌀 안정적인 생산공급

○ 쌀정책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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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농자금, 농가부채

○ 영농부채 탕감

○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자금 낮은 이자로 지원

○ 농가에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농가부채 해결해 주는 것

○ 영농자금 지원 확대

○ 영농자금으로 인해 빚이 늘 수도 있어 세밀한 주의 필요

○ 자연 재해로 인한 영농부채 탕감

○ 영농자금 적절한 곳에 쓰여야 함

○ 농사 실패 시 정부에서 수매보증 등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 적재적소의 영농자금 지원 필요

○ 영농후계자 외에도 귀농인구에게 많은 지원 바람

○ 고령화로 인해 기계를 빌려 농사를 지으니 부채가 많음

○ 외국산 수입줄여 농민들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가소득 안정

○ 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폭등 막을 수 있는 정책

○ 축산업 종사자들 소값 하락으로 생계비 대책 시급

○ 수익금이 예상될 때만 대출해 주었으면

○ 농가부채 많기 때문에 영농자금 많이 줘야 함

○ 영농자금을 농업에 쓰지 않고 도시 자녀에게 빌려주는 점

○ 농가 부가가치 높여 부채탕감

⑦ 농촌인력, 후계인력

○ 영농후계자 양성 지원

○ 인력부족

○ 농촌 고령화추세가 심각함

○ 노령화로인한 농촌인력을 귀농정책 적극 추진으로 개선

○ 농촌의 젊은사람 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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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이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망적 미래 설계

○ 귀농 장려해서 농가인구 늘렸으면

○ 일자리 창출에 투자 바람

○ 영농후계자외에도 귀농인구에게 많은 지원 바람

○ 농촌의 전문 농업인 육성해야 함

○ 안심하고 귀농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투명하게 추진

○ 고급 젊은 인력을 농촌에 곳곳에 배치

○ 농가소득 안정

○ 농촌이 잘 살았으면 좋겠음

○ 영농환경개선으로 젊은이들의 귀농 장려

○ 농촌지역 복지시설, 농촌사업에 정부지원

○ 노령화 되고 있는 농촌인력을 기계화시켜 생산력 향상

○ 농촌인력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

○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업인 육성

○ 젊은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 교육시설 개선

○ 새마을운동 다시 한 번

○ 농촌 교육, 의료 개선에 따른 인력 처우를 보장해야 함

⑧ 농지정책

○ 농지 줄어 들어서 농지확보 해야 함

○ 농지정책 형평성있게 했으면

○ 농지는 농지로써 가치를 두어 철저히 관리 필요

○ 농산물 유통안정과 수급조절로 농가 소득안정 지원

○ 환경파괴하는 무분별한 농촌지역 개발을 줄여야 함

○ 친환경 재배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민소득 안정

○ 농촌을 현대화로 발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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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 농사짓지 않는 땅에서 관리하여 그 소득을 농촌에 썼으면

○ 농지만 사놓고 혜택 얻는 사람들에게 세금 추징해야 함

○ 농식품산업 경제력 강화

○ 농업정책 적극적으로 진행

○ 절대농지 특용작물로하여 보존해야 환경보존 할 수 있음

○ 농지정책 개발

○ 땅값이 상승 되도록 했으면

⑨ 영농자재

○ 영농자재 무료 대여

○ 노령화 되고 있는 농촌인력을 기계화시켜 생산력 향상

○ 기계고장 나면 무상수리

⑩ 농업기관

○ 기관의 농식품 위생안정 정책 강화

○ 친환경 재배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민소득 안정

○ 일자리 창출에 투자 바람

○ 농가 지원할 농업기관 확대

○ 각지역 단위농협 농민 생산물 유통과정에서 너무 과다청구

○ 진정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 농촌지역 복지시설, 농촌사업에 정부지원

○ 큰 대학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

○ 농촌지역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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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파괴하는 무분별한 농촌지역 개발을 줄여야 함

○ 농촌 주거환경 개선해 농촌주거에 불편함 없도록

○ 농촌이 잘 살았으면 좋겠음

○ 무조건적인 개발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

○ 낙후된 농촌주택 개량

○ 농촌 문화생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 젊은 사람들이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망적 미래 설계

○ 농촌관광 활성화로 소득증대

○ 농촌 지역 간 자립, 협력을 함

○ 도시와 농촌 빈부격차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 대중교통 불편

○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수익작물 개발

○ 일자리 창출에 투자 바람

○ 농촌을 현대화로 발전시키는 것

○ 특수작물 재배해 농가소득 올리기

○ 안심하고 귀농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투명하게 추진

○ 농촌 주변 환경 개선

○ 도로포장 개선

○ 농민들의 고충, 의견을 들어 주었으면

○ 더 많은 농촌 관광지 개발

○ 농가소득 안정

○ 농촌 쓰레기 수거 등 잘해서 주변 청결하게

○ 고령화 심각하므로 고령자를 돌봐줄 수 있는 사업 필요

○ 농업성장 위해 농업기술, 교육 등으로 발전 도모

○ 농촌의 독거노인 위한 마을회관 등 공동체생활 장려

○ 농촌에도 복지시설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받는 시스템 유지

○ 농촌에도 지하수가 아닌 수돗물 공급

○ 농촌 고령화로 기초연금 충분히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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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 연구

○ 농촌 교육, 의료 개선에 따른 인력 처우를 보장해야 함

○ 화장실 개선 지원금 확대

○ 목욕탕 시설 부족

○ 학업 지원금 확대

⑫ 영농환경 개선

○ 영농환경 개선으로 소득증대

○ 농촌 쓰레기 수거 등 잘해서 주변 청결하게

○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 영농환경개선으로 젊은이들의 귀농 장려

○ 노령화 되고 있는 농촌인력을 기계화시켜 생산력 향상

○ 국산 고품질화 시켜서 수출 늘렸으면

○ 농약 많이 사용해 영농환경에 해를 입힘

○ 농약사용 자제

○ 농촌지역 복지향상

○ 우리 농산물을 많이 공급해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음

○ 농촌의 젊은사람 도시로 유출 되지 않도록 정부정책 수립

○ 물, 환경에 지원

○ 농촌에 맞는 환경 개선

○ 영농환경 정부지원이 적극 침투 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입산 대비 국내산이 비쌈

○ 특수작물 재배해 농가소득 올리기

○ 농촌 살릴 수 있는 자연친화관광을 유도해야 함

○ 실효성 좋은 농기계 생산

○ 외국산 수입줄여 농민들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국처럼 대량농사 편하게 할 수 있는 영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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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모기, 파리등 해충 때문에 힘듦

○ 낙후된 농촌주택 개량

○ 농촌 문화생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 교육시설 개선

○ 무농약 채소 개발

○ 밭에 방치 되지 않도록 폐비닐 잘 수거해 활용했으면

○ 농촌 쓰레기, 가축오물이 강으로 흘러가는 것 막아야 함

○ 농촌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

⑬ 기타

○ 친환경 인증 등 행정 감시 철처히 했으면

○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수익작물 개발

○ 농촌은 폐쇄적이라 꾸준한 관리, 감독 필요

○ 농산물 유통안정과 수급조절로 농가 소득안정 지원

○ 친환경 재배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민소득 안정

○ 일자리 창출에 투자 바람

○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 각 지역과 풍토에 맞는 사업아이템 선정

○ 농가소득 안정

○ 국산 고품질화 시켜서 수출 늘렸으면

○ 농촌 쓰레기 수거 등 잘해서 주변 청결하게

○ 농촌 문화생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 농촌 소득 철저히 분석 통해 귀농에 자신감 갖기

○ 새로운 상품개발 정부가 지원

○ 농업, 농촌 잘 지켜 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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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요약 및 시사점

○ 이 조사는 매년 말 실시하는 정기조사로 2013년 10월 하순부터 1월 하순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도시민, 농업인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이 중 도시

민 1,500명, 농업인 552명이 참여한 유효 조사표 2,052건을 확보하여 분석함.

농업·농촌 애착심은 농업인,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도시민이 높아

○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에 대해 농업인의 71.7%, 도시민의 40.9%가 ‘많다’

고 응답하여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애착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경

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도시민이 82.0%, 농업인이 73.6%로 ‘중요하

다’고 응답해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음.

○ 농업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식량안보 기능’과 ‘자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가장 많이 꼽았음. 향후 우리 농업의 산업적 성장성

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낙관적인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음.

○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 인정 비율은 53.7%로 전년

(61.9%)보다 8.2%p 하락했으며,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금을 추가부담

할 의향은 10명 중 6명 수준(60.1%)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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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의견 차이를 보임. 농업인의 경우 경쟁력이 높은 품목으로 신선채소(41.5%),

과일(25.9%), 한우(19.0%) 순으로 나타났으나, 도시민의 경우는 쌀(60.7%),

한우(58.9%), 신선채소(5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

에서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게 인식하였음.

○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평가에 대해서는 맛, 신선도, 안전성 

측면에서 국산이 수입산보다 ‘좋다’는 도시민 응답 비율이 70%를 넘어 호

감도가 높았음. 하지만 가격의 경우 국산 농산물이 ‘좋다’는 응답이 37.8%

에 그쳤으며, ‘나쁘다’는 응답도 21.1%로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

중이 높았음.

○ 도시민 중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농촌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각 2배와 4배 가까이 높았음. 다만 의사표

명을 유보한 비율도 5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실상에 대한 

이해제고 노력이 필요함.

○ 올해 농사에 불만족한다는 농업인 비율이 만족한다는 비율과 비슷한 30%대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불만족 요인으로는 농자재값 상승과 소득 감소를 

지목해 농가 소득안정 대책이 요구됨.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영위협 요인

으로는 ‘일손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고 있어 실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3.3%로 전년 대비(25.0%)

8.3%p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만족도는 지난 10년 사이 2010년 

34.0%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로 파악되었음. 농업인의 향후 영농 승계 여

부에 대해서는 14.3%가 영농승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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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농촌생활 긍정적인 의식 확산 

○ 현재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농업인이 34.6%로 도

시민의 48.4%보다 다소 낮게 조사되었고, 도시와 비교한 농촌의 생활수준

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촌생활 수준이 도시를 100으로 했을 

때 40~60 미만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농업인이 인식한 5년 전과 비교한 올해의 생활수준은 ‘좋아졌다’는 응답이

27.9%로 전년 대비(25.3%) 2.6%p 상승했으며, 올해와 비교한 5년 후의 농

촌생활 수준 전망에서도 ‘개선될 것이다’는 응답이 25.2%로 전년 대비

(11.7%) 13.5%p나 증가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임.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정도를 측정하여 행복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농업인은 67점, 도시민은 70점으로 나타남. 이같은 

행복도는 기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다만 농업인의 재정상태 항목은 행복도가 53점에 그쳐 상대적으

로 낮았음.

○ 도시민 43.6%는 농촌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귀농·귀촌을 위해 필

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귀농·귀촌 방식/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도시민은 ‘정부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선을 꼽았음.

향후 중요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 유통구조 개선 꼽아

○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불만족한다는 비율보다 높았음. 농정 기본방향 중 

농업인은 복지정책에, 도시민은 소득정책에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정부가 제시한 5대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는 농업인은 ‘맞춤형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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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득 경영안정’, 도시민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1순위로 꼽

았음.

○ 농업의 6차산업화 등 새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내

용을 모른다는 농업인이 48.0%로 나타나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한-중 FTA

문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쌀관세화 유예 종료’, ‘농식품부 예산 증액’

순으로 꼽았음.

○ 농업인의 64.7%, 도시민의 51.9%가 ‘농가 소득안정’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꼽음.

○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농업정책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농가소득안정 정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중 FTA에 대해서는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농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

이라는 의견이 농업인과 도시민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민은 FTA

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에 국가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

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종합 및 시사점

○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과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인식

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충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희망적인 요소들

이 확인되었음.

○ 다만, 농업인들의 우리 농업·농촌 미래 전망에서 긍정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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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하였고, 특히 생계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인 성과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의식,

그리고 다양한 정책요구가 파악되었음. 이 조사결과가 국민의식과 수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와 정책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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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조사표

<도시민 조사표>

SQ1) 지역 : 1. 서울          5. 광주          9. 강원         13. 전남  

2. 부산          6. 대전         10. 충북         14. 경북  

3. 대구          7. 울산         11. 충남         15. 경남 

4. 인천 8. 경기         12. 전북         16. 제주

SQ2) 지역규모 : 1. 특별/광역시        2. 일반 시

SQ3) 성별 : 1. 남자               2. 여자

SQ4)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___ 세 

→ 만 19세 미만과 만 70세 이상 면접중단

SQ5) 귀하는 농촌(읍, 면지역)에서 1년 이상 사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SQ6)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의식

문1) 귀하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많은 편이다   5. 매우 많다

문2) 귀하는 농업 농촌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많은 편이다   5.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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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귀하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가 나와 얼마나 관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많은 편이다    5. 매우 많다

문4) 귀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알지 못한다 2. 모르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아는 편이다 5. 매우 자세히 알고있다 

문5) 귀하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2.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3.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이다

4.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문6) 귀하는 농업 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많은 편이다   5. 매우 많다

문7) 귀하는 다음 농업 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식량안보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1 2 3 4 5

2)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1 2 3 4 5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저탄소 녹색성장, 지하수 함양, 대기 정화, 홍수조절 등)

1 2 3 4 5

4) 전통문화 유지보전
(주요 문화 유적, 전통 행사 유지 등) 1 2 3 4 5

5) 정서함양, 휴가 및 여가제공
(농촌 관광, 특산물축제, 전원생활, 휴식장소 제공 등 1 2 3 4 5

문8) 국가정책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보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적극 반대한다 2. 반대하는 편이다 3. 찬성하는 편이다   

4. 적극 찬성한다 5. 잘 모르겠다  

문9) 귀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대체로 부정적이다 3. 비슷하다   

4. 대체로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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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매우 비관적이다 2. 비관적인 편이다 3. 보통이다

4. 희망적인 편이다 5. 매우 희망적이다

￭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문11) 귀하는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 귀촌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1. 전혀 없다         문11-4)로 갈 것

2. 별로 없다

3. 조금 있다         문11-1)~문11-4)로 갈 것

4. 매우 많다

5. 잘 모르겠다       문11-4)로 갈 것

(문11)에서 3, 4번 응답자만)

문11-1) 귀농 귀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2.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3.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4.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5.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6.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7.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8. 기타(적을 것 : )

(문11)에서 3, 4번 응답자만)

문11-2) 구체적으로 언제쯤 귀농 귀촌을 실천할 계획입니까?

1. 3년 내 2. 5년 내 5.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3. 10년 내 4. 10년 이후

(문11)에서 3, 4번 응답자만)

문11-3) 실제로 귀농 귀촌을 한다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2가지만 응

답해주십시오.

첫번째 두번째

1.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 2. 마음의 준비(결심) 3. 가족 설득 

4. 농사 기술 등 귀농프로그램 5.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6.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

7. 이주에 필요한 자금 8. 장래성     9. 기타(적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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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품목 국산 구입 반반이다 수입산 구입

농산물
1) 쌀, 보리 등 곡류 1 2 3

2) 채소류 1 2 3

3) 과일류 1 2 3

수산물
4) 일반 생선 / 활어 1 2 3

5) 김, 미역 등 해조류 1 2 3

축산물
6) 쇠고기 1 2 3

7) 돼지고기 1 2 3

8) 닭고기 1 2 3

가공식품 9) 가공식품 / 유제품 1 2 3

문11-4) 귀하는 현재 귀농 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 어느 부분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          2.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노력과 투자 

3. 귀농관련기관의 교육, 정보제공       4.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전환 

5. 농촌주민의 마을단위 유치노력과 협력 6. 언론의 귀농 귀촌 성공사례 소개 등 

7. 기타(적을 것 : )

문12)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동네)의 주거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이다 2. 대체로 불만이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문13) 다음과 같은 식품을 구입하실 때나 외식을 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가격 안전성 품질
(맛)

브랜드
(인지도)

원산지
(국산/수입)

기타
(영양 등)

1) 채소 1 2 3 4 5 6

2) 육류 1 2 3 4 5 6

3) 곡물 1 2 3 4 5 6

4) 과일 1 2 3 4 5 6

5) 수산물 1 2 3 4 5 6

6) 외식 1 2 3 4 5 6

문14) 귀하께서는 수입산 농식품이 국내산 농식품보다 저렴하다면 향후 어떻게 구매하시겠습니까?

문15) 귀하는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1.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2.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3.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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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귀하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2.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개선되고 있는 편이다       5. 매우 개선되고 있다    

문17) 귀하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1) 쌀 1 2 3 4 5

2) 축산물
한우 1 2 3 4 5

돼지고기 1 2 3 4 5

3) 신선채소 1 2 3 4 5

4) 과일 1 2 3 4 5

문18)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심각하다 2. 약간 심각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심각하지 않다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19) 귀하는 농촌생활이 도시생활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1. 매우 심각하다          2. 약간 심각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심각하지 않다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19-1) 격차가 있다면, 도시생활 수준을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농촌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1. 40 미만 2. 40~60 미만 3. 60~80 미만 4. 80~100 미만 5. 100

6. 101~120 미만 7. 120~140 미만 8. 140 이상 

문20) 귀하는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대체로 부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문21) 귀하는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반대한다  2. 반대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찬성하는 편이다    5. 적극 찬성한다

문22) 귀하는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안 좋다 2. 안 좋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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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다음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

점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가장 
불행한 
상태

보통
가장 
행복한 
상태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구분 점수
(10점 만점)

1) 자신의 건강상태
2) 자신의 재정상태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4) 가정생활(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5) 사회생활(지역사회단체, 종교, 취미, 침목모임 등)

문24) 귀하는 수입 농산물과 비교하여 국산 농산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래 표의 세부문항

에 그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나쁘다

대체로
나쁘다

보통
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1)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1 2 3 4 5

2)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신선도 1 2 3 4 5

3)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맛 1 2 3 4 5

4)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브랜드 1 2 3 4 5

5)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접근성 1 2 3 4 5

6)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1 2 3 4 5

7)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1 2 3 4 5

문25) 귀하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국가에 식량을 원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동의하는 편이다 5. 매우 동의한다  

문26) 귀하는 농가 수의 감소, 농업인의 고령화, 농산물 무역 자유화, 농업소득정체 등 우리농업의 당면과

제를 고려했을 때, 다음에서 열거하는 항목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완전히 유지
할 수 있다

1) 농촌경관 1 2 3 4 5

2)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 1 2 3 4 5

3) 마을잔치 등 지역의 공동 활동 1 2 3 4 5

4) 식생활 문화 공예품 마을축제 등 
전통 문화 1 2 3 4 5



93

￭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요구

문27) 귀하께서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 2가지는 무엇입니까?

첫번째 두번째

1.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2. 안전한 식품 공급   3.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4. FTA 등 국제협상 5. 농산물 가격 6. 농가 소득안정   

7. 농업인 교육 8.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농업환경     

9. 농촌 관광 및 체험  10. 귀농 귀촌 정책   11. 농지 등 투자관련 규제 완화

12. 한식세계화  13. 기타(적을 것 : )

문28) 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농업 농촌을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가장 우려됩니까?

1.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빈집 증가, 어린이 감소 등)

2. 농업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

3.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4.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

5. 기타(적을 것 : )

문29) 정부는 지난 10월 현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을 통해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구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농정 목적 효율성·경쟁력 효율성 및 농업인 행복 동시 추구
농정 대상 개별 경영체 중심 지역 공동체 중심
정책 내용 농업 식품의 개별분산적 접근 생산과 융복합한 6차산업
접근 방법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지역특성, 지방 주민참여 및 책임

1. 매우 불만이다  2. 대체로 불만이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문29-1)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거 농정 새로운
농정의 방향

분야별 인식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농업 정책 생산성 편의성 향상 ICT BT융합 창조농업 및 
6차산업화 1 2 3 4 5

2) 소득 정책 규모화 전업농 농가유형별 소득원 다양화 1 2 3 4 5

3) 복지 정책 일률적 지원 주민체감형 지원 1 2 3 4 5

4) 소비 유통 직접적 개입 자율 합의 중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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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9-2) 현 정부가 제시한 5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를 1～5번 순위까

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정책과제 중요도 순위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농식품 수급관리 강화)

2)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ICT BT 융복합, 농업과 연관산업 결합)

3)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경영유형별 정책, 경영위험관리, 직불제 확대)

4) 자조 자립 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지역 간 연계, 생활체감형 복지)

5)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경영체 DB구축 등 기초통계 정비, 쌍방향 농정)

ICT: 정보통신기술, BT: 생명공학

문30)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할 농업정책 5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책 향후 5년간
투자확대 분야 

1) 농업분야 후계인력 양성 정책 1

2) 농업 생산기반 정책(경지정리, 농지보전, 시설현대화 등) 2

3) 친환경 농업 정책 3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 4

5)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5

6) 농가 소득안정 정책 6

7)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관리 정책 7

8) 식품산업 육성 정책 8

9) 농식품 위생·안전 정책 9

10) 농산식품 수출 정책 10

11) 농촌 주거환경 개선 정책 11

12) 농촌 복지 정책 12

13) 농촌 환경·경관 보전 정책 13

14) 농촌 산업 정책(일자리 창출 등) 14

15) 새로운 성장 분야 발굴·육성 정책 15

16) 농어업분야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16

17) 귀농 귀촌 촉진정책 17

문31) 귀하께서는 정부의 각국과의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공평하다 2. 대체로 불공평하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공평하다 5. 매우 공평하다

문31-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1.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농업은 큰 피해가 불가피  

2. 위협적이긴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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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오히려 기회일 수 있을 것   

4. 잘 모르겠다

문 31-2) 각국과의 FTA로 인하여 농업분야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보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공산품 등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의 이익을 농업 분야에 배분

2. 이익이 발생한 분야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을 마련

3. 농업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음

4. 기타(적을 것 : )

문32) 현재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

니다. 귀하께서는 직거래 활성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직거래 정보 공유 인터넷 사이트 활성화  

2. 부녀회 등 지역 모임과 생산자와 연결 확대

3. 지자체 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매 결연 

4. 직거래 대행 기업 육성 

5. 기타(적을 것 : )

문33) 귀하는 농산물과 관련한 소비정보를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계십니까?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두번째

1. 일반신문 2. 농업관련신문, 잡지 3. 라디오  

4. 텔레비전 5. 교양강좌 6. 홍보용책자 

7. 입소문(가족, 이웃주민, 반상회, 부녀회) 8. 인터넷 포털    

9. 관련기관 홈페이지 10.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11. 기타(적을 것 : )

문34) 귀하께서는 앞으로 농촌에서 어떤 활동을 가장 해보고 싶으십니까?

1. 주말농장  2. 감자캐기 등 농사체험 3.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4. 전통테마마을 체험 5. 농촌관광(민박)체험 6. 기타(적을 것 : )

문35) 귀하가 농촌에서 농업 등 자연을 가까이 하는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하실 때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교통     2. 숙박시설 3. 비싼 요금 4. 취사

5. 주변환경 청결 미흡 6. 불친절 7. 기타(적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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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6) 농업정책이나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분야

1. 농업정책 전반       2. 농산물 유통, 가격     3. 농업개방 국제협상
4. 쌀산업 정책         5. 영농자금, 농가부채    6. 농촌인력, 후계인력
7. 농지정책            8. 영농자재              9. 농업기관

10. 농촌 지역개발, 복지 11. 영농환경개선         12. 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번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DQ2) 귀댁의 가족 구성원(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명

DQ3) 귀댁의 연평균 소득(총 수입에서 생산비는 제외)은 얼마나 되십니까?

(면접원 : 응답거절 시 월평균 소득으로 재질문하여 연단위로 환산(월평균소득×12)하여 기입함.)

1. 5백만 원 미만    2.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 3.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4.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   5.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 6. 4천만 원~5천만 원 미만 

7. 5천만 원~7천만 원 미만  8. 7천만 원~1억 원 미만  9. 1억원 이상

DQ4) 귀댁에서 월 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 30만 원 미만 2. 30만 원~50만 원 3. 50만 원~70만 원 4. 70만 원~100만 원

5. 100만 원~150만 원 6. 150만 원~200만 원 7. 200만 원 이상

D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2.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3.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4.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5. 기술공 및 준전문가 (컴퓨터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6.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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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 등)

8.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전자 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1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11. 단순노무종사자(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12. 학생 

13. 전업주부   

14. 직업군인  

15. 무직  

16. 기타(적을 것 : )

<농업인 조사표>

￭ 농업경영에 대한 의식변화

1) 귀하는 올해 농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약간 불만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2) (위 문항에서 ①, ②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줄었다 ②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③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④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

⑤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졌다 ⑥ 기타( )

2) 귀하는 현재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약간 불만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1) (위 문항에서 ①, ②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소득 보장 미흡) ②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④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⑤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

3) 귀하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②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③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이다

④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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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에 귀하는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3순위( )

*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FTA 등 개방 확대  ② 농업 생산비 증가  ③ 영농자금 압박  ④ 농업정책 오류  

⑤ 일손 부족  ⑥ 판로확보 어려움  ⑦ 농지 부족  ⑧ 농가부채 증가 ⑨ 후계인력 부재

⑩ 구제역 등 가축질병  ⑪ 가뭄/홍수/태풍 피해  ⑫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⑬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⑭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⑮ 조수 피해  ⑯ 기타( )

5) 귀하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매우 낮다 ②낮은 편이다 ③보통 ④높은 편이다 ⑤매우 높다

1) 쌀

2) 축산물
한우
돼지고기

3) 신선채소
4) 과일

6) 귀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이다  ③ 비슷하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7) 귀하는 농업·농촌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8)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비관적이다  ② 비관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희망적인 편이다  ⑤ 매우 희망적이다

￭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변화

9)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올해 농촌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나빠졌다  ② 약간 나빠졌다  ③ 마찬가지다  ④ 약간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10) 귀하는 현재 농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약간 불만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0-1) (위 문항에서 ①, ②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② 교육 여건 열악        ③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  

④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⑤ 문화·여가시설 미흡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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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매우 원만하지 않다  ②약간 원만하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약간 원만하다  ⑤매우 원만하다

12)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얼마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귀하는 올해와 비교해 5년 후의 농촌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①매우 악화될 것이다  ②악화 될 것이다  ③비슷할 것이다  ④개선될 것이다 ⑤매우 개선될 것이다

14)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약간 불만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4-1)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매우 불만 ②대체로 불만 ③보통 ④대체로 만족 ⑤매우 만족
① 주거환경
② 교육환경
③ 대중교통 환경
④ 쓰레기/ 환경관리
⑤ 보건의료 환경
⑥ 문화체육여가 환경
⑦ 소득원/일자리 환경
⑧ 이웃환경

15)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16) 귀하는 농촌생활이 도시생활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이 어느정도 격차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16-1) 도시생활 수준을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농촌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40 미만 ② 40~60 ③ 60~80 ④ 80~100 ⑤ 100 ⑥ 100~120 ⑦ 120~140 ⑧ 140 초과

17) 귀하는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 좋다  ② 안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18) 다음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

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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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구분 점수(10점 만점)

① 자신의 건강상태
② 자신의 재정상태
③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④ 가정생활(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⑤ 사회생활(지역사회단체, 종교, 취미, 침목모임 등)

19) 귀하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 좋다  ② 안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0) 귀하는 자녀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영농을 승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1) 귀하는 다음의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문 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 식량안보기능(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국토의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③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저탄소 녹색성장, 지하수 함양, 대기 정화, 홍수조절 등)

④ 전통문화 유지보전(주요 문화 유적, 전통 행사 유지 등)

⑤ 정서함양, 휴가 및 여가제공(농촌 관광, 특산물 축제, 전원생활,
휴식장소 제공 등

￭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22) 정부는 지난 10월 현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을 통해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구  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농정 목적 효율성·경쟁력 효율성 및 농업인 행복 동시 추구
농정 대상 개별 경영체 중심 지역 공동체 중심
정책 내용 농업·식품의 개별분산적 접근 생산과 융복합한 6차산업
접근 방법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지역특성, 지방·주민참여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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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향후 5년간 투자확대 분야 

① 농업분야 후계인력 양성 정책

② 농업 생산기반 정책(경지정리, 농지보전, 시설현대화 등)

③ 친환경 농업 정책

④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

⑤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22-1)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평가해 해

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구 분 과거 농정 새로운 농정의 방향
분야별 인식

① ② ③ ④ ⑤

농업 정책 생산성·편의성 향상 ICT·BT융합 창조농업 및 6차산업화

소득 정책 규모화·전업농 농가유형별 소득원 다양화

복지 정책 일률적 지원 주민체감형 지원

소비·유통 직접적 개입 자율·합의 중심

22-2) 현 정부가 제시한 5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를 1～5번 순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정책과제 중요도 
순위

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농식품 수급관리 강화)

②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ICT·BT 융복합, 농업과 연관산업 결합)

③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경영유형별 정책, 경영위험관리, 직불제 확대)

④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지역간 연계, 생활체감형 복지)

⑤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경영체 DB구축 등 기초통계 정비, 쌍방향 농정)

※ ICT: 정보통신기술, BT: 생명공학

22-3) 귀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 등 새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다  ④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22-4) 귀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 등 창조경제가 귀하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관련성이 없다 ②관련성이 없는 편이다 ③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다  ④매우 관련성이 크다

23)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할 농업정책 분야 5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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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향후 5년간 투자확대 분야 

⑥ 농가 소득안정 정책

⑦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관리 정책

⑧ 식품산업 육성 정책

⑨ 농식품 위생·안전 정책

⑩ 농산식품 수출 정책

⑪ 농촌 주거환경 개선 정책

 농촌 복지 정책 

 농촌 환경·경관 보전 정책

 농촌 산업 정책(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 분야 발굴·육성 정책

 농어업분야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⑰ 귀농·귀촌 촉진정책

24) 귀하께서는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농업·농촌 분야 현안으로 아래 제시하는 분야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① 한-중 FTA 협상 문제  ② 쌀 관세화 유예 종료(2014년) 대책  ③ 농식품부 예산 증액 확보

④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⑤ 농업재해 안전장치 강화(수입보험제도)

⑥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⑦ 농촌 일자리 창출  

25) 귀하께서는 정부의 각국과의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보상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공평하다 ② 대체로 불공평하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공평하다   ⑤ 매우 공평하다

26)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

①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농업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② 위협적이긴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오히려 기회일 수 있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27) 귀하의 마을에는 귀농·귀촌한 가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2가구 ③ 3~4 가구 ④ 5 가구 이상

27-1) 귀농·귀촌 가구가 있는 경우)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귀하의 마을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적응 못함  ② 별로 적응 못함  ③ 보통  ④ 대체로 잘 적응  ⑤ 매우 잘 적응

27-2)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귀농·귀촌 방식/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② 농어업 기술 교육 실시

③ 귀농·귀촌 장점에 대한 적극적 홍보 ④ 농어업 자금 지원 ⑤ 농지구입, 주택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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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①농업정책 전반 ②농산물 유통, 가격 ③농업개방 국제협상 ④쌀산업 정책  ⑤영농자금, 농가부
채 ⑥농촌인력, 후계인력 ⑦농지정책 ⑧영농자재 ⑨농업기관  ⑩농촌 지역개발, 복지 ⑪영농환
경개선 ⑫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 번) (필요 시 별지사용 가능)

⑥ 농어촌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⑦ 친목회 등 귀농·귀촌인이 포함 된 커뮤니티 결성 

⑧ 기타( )

28) 귀하께서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②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개선되고 있는 편이다 ⑤ 매우 개선되고 있다

29) 정부는 올해 5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습니다. 귀

하는 이번 대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 주요내용: ①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단계 축소 ② 농산물 직거래 확대 

③ 도매시장 유통 개선으로 거래 효율성 제고 ④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⑤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29-1) 이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⑤ 매우 실효성이 클 것이다

29-2)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 방법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귀

하께서는 직거래 활성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거래 정보 공유 인터넷 사이트 활성화 ② 부녀회 등 지역 모임과 생산자와 연결 확대

③ 지지체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매 결연 ④ 직거래 대행 기업 육성

⑤ 기타 ( )

30) 끝으로,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A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 (도, 또는 광역시)

A2)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도시근교(대도시 인근에 위치) ②평야지대(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평야) ③산간지대(준산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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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 세 입니까? (만     세)

A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A5) 귀하는 언제부터 영농에 종사하셨습니까? ( 년부터)

A6)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A7) 귀댁의 영농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 평균 호당 경지면적 1.46ha(4,380평), 평균 농가 소득 3,13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해 

자신의 영농규모를 판단하여 선택해 주세요.

① 소농      ② 중농　 ③ 대농

A8) 귀댁의 연평균 소득(총 수입에서 생산비는 제외)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     ⑥ 4천만 원~5천만 원 미만    

⑦ 5천만 원~7천만 원 미만     ⑧ 7천만 원~1억 원  미만      ⑨ 1억 원 이상

A9) 귀댁에서 월 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① 30만 원 미만 ② 30만 원~50만 원 ③ 50만 원~70만 원

④ 70만 원~100만 원 ⑤ 100만 원~150만 원 ⑥ 150만 원~200만 원

⑦ 200만 원 이상

A10) 귀댁의 가족 구성원(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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