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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단순 보조자에서 벗어나 농업 경영자로 활

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전통식품의 손맛을 간직한 기능보유자

이자 안전한 농식품 생산에 신뢰가 기대되는 경영인으로 여성농업인의 중

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교육농장에서 

여성농업인의 활동은 농업·농촌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의 6차산

업화로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1차연도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이 갖는 역동성을 

규명하고,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에 대

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차연도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경제사회적 활동을 유도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도록 법·제도 및 여성농업인 

정책 수행기관·단체의 역할 규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원 체

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여성농업인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법·제도를 비롯하여 안전한 농식품 

생산자, 농촌공동체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직원

과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여성농업인, 해외 사례 연구에 도움을 주신 프랑

스·이탈리아·일본의 연구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여성농업인이 살

기 좋은 농촌사회, 여성농업인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개

발에 유익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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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단순 보조자에서 벗어나 농업 경영자로 활

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여성농업인이 각종 사업과 의사결정

에 참여하기까지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농업인의 경

제사회 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이 현실적으로 부딪히

는 제도·관행과 지원 관련 기관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역할을 상세히 규명

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제도, 지원조직의 역할 등 여성농업인 지원체계를 

검토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과 정책 제안

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지원조직에 관한 평가 및 기대수요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는 일반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

여성농업인 지원기관의 공무원 등 3부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3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다. 일반 여성농업인은 만 19세 

이상, 총 1,16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내용에 대해 개별 면접조사를 

하였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은 3개 단체의 총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에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은 총 532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하였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여성농업인센터의 활동, 전북 완주의 로컬

푸드 사례, 선진국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해당 관련 기관 및 국내외 연구자에게 위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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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농

업인이 각종 사업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까지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조사결과, 여성농업인이 경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

하는 이유는 가사와 농사를 병행하는 과중한 노동부담과 추가 소득을 원하

지만 그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꼽는다. 여성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과중한 노동부담을 줄여야 여성농업인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고 농업·

농촌자원을 소득활동으로 연결시킬 여유가 생기며 그 결과 여성이 살기 좋

은 농촌사회가 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는 농업·농촌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

이다. 시·군지역에서 여성농업인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행정과 민간의 유기적 

관계가 성립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전개가 가능하다.

일하는 여성농업인을 돕는 방법은 우선, 현재 시행 중인 농가도우미 제

도의 확대이다. 다만 농가도우미란 용어를 농업인턴제로 바꾸고 농업기술 

이전을 원하는 귀농인, 도시 인적 자원도 참여하도록 숙식이 가능한 인프

라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농번기 마을급식사업 등 지역 단위 협력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복지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시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을 장

려해야 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경우 여성 창업 시 우선 지원, 여성 우

선 할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영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여성 스스로 경영

주임을 인식하며 농업 경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여성농업

인이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농업의 6차산업이 활성화하고 여성 스

스로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며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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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lans to Raise the Economic and Social
Roles of the Women Farmers (Year 2 of 2)

Background of Research
  Despite women farmers(WFs hereafter) today play more role as business 
managers than simple labor force, there are still various constraints for 
WFs in participating in rural affairs related decision making process. To 
promote socioeconomic activities of WFs, the role of system and practice 
that WFs face should be addressed as well as the sort of supporting in-
stitutions should be identified.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supporting 
system for WFs such as laws, system, and supporting institutions and pro-
pose policies WFs actually benefit from.

Method of Research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2013 to 
October 10, 2013 to examine the awareness of and satisfaction in policy for 
WFs, to evaluate supporting institutions, and to figure out WFs' demand toward 
the institutions. The target audiences were WFs, executives of WFs' associa-
tions, and public officials of supporting institutions. The survey for WFs col-
lected the data of 1,067 WFs who are aged 19 years or more and the mode 
of survey was face-to-face interview metho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rvey for executives of WFs' associations collected the data of 179 executives 
from three associations by mail survey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Lastly, 
the survey for public officials collected the data of 532 officials by online survey.
  Meanwhile, the researches including 'Social Capital of Women Farmers', 
'The Activities of Center for Women Farmers', 'Local Food Movement in 
Wanju-gun, Jeollabuk-do', and 'Social Status of Women Farmers and 
Institutional System' were commissioned to either domestic or foreign re-
searchers working in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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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Fs today are dedicating themselves to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ag-
riculture by means of senary industrialization which increases added value 
of resources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However, it is true that con-
straints hindering WFs from participating in government project and decision 
making process still exist. The biggest obstacle to socioeconomic activities 
of WFs is heavy burden of labor.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the rea-
sons for inactiveness in socioeconomic activities are heavy burden of labor 
from both homemaking and farming and difficulty in seeking opportunity of 
additional income. As a result, reducing the WFs' labor enables them to en-
joy higher quality of life and to create additional income from resources 
around them, so that rural community will be the good place to live for women.
  Policy demand of WFs shows the re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Thus, by creating the system that each WFs' organization cooperates with each 
other and proposes policies representing regional identities or communal inter-
ests and local governments accept them, there will be organic connection be-
tween private and public bodies guaranteeing practical policy development. 
  First of all, the plan for working WFs is expanding current 'rural helper 
program'. However, the name should be 'rural intern program' instead. 
Also, the infrastructure of staying should be offered to enable migrated(or 
returned) farmers and urban labor. Second, through regional cooperative 
program such as food services program during farming season, expanding 
welfare program to reduce the burden of labor is required.
  In addition, registering WFs' as co-managers should be encouraged. 
Also, in case of WFs registered as co-managers, incentives should be of-
fered to foster more WFs as managers. With these ways, the legal status 
of WFs will be consolidated, and WFs recognize themselves as managers, 
as a result, WFs will be encourag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farm 
management. WFs' exercise of their ability as managers will invigorate 
senary industrialization, create a great working environment for themselves, 
as a result, create great rural communities to live.

Researchers: Eun-Mee Jeong, Yong-Ryel Kim, Seok-Doo Park, Woo-Tae Kim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0.
E-mail address: jeonge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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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향토산업의 기능

보유자로서 1차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및 판매와 여성의 속

성인 생명 보살핌 능력으로 안전한 농식품 생산에 신뢰가 기대되는 생산자

이다. 1사1촌운동 등 소비자와의 각종 교류나 농산물 직거래와 같은 판매

사업에서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는 곳은 교류의 지속성과 경

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선하고 더 안전한 농

산물, 다양한 맛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강해질수록 소량다품목 농산

물 또는 농가 가공식품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는 것이 가공, 직판매장, 농촌관광 등에서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농업인의 

활동이다.

한편,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경향으로 농업경영에서 노동인력 부족

뿐만 아니라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이 부족한 현상도 심화되면서 세대를 

넘어 경영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영체가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농업경영체

의 농업 소득과 경영이 불안정하고 확대재생산 구조를 갖추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농업 후계자 부족은 결국 경영인력 부족이 되어 우리나라 농업생

산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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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체 육성에 직결된다.

그러나,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이 증가하고 여성노동에 의존도가 높아지

고 있지만 여성 노동의 증가가 여성농업인에게 경제사회 자립의 기회를 제

공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에 비해 낮으며, 농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파종기나 수확기 등 특정 시기

이거나 일시적인 기회에 낮은 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

인으로서 경제 자립을 이룬 경영인의 수는 적다.1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업

의 중요 담당자임에도 농업 경영은 물론 농업인단체나 행정 등 농촌사회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도 낮은 실정이다.2

정부는 농업의 영역이 서비스 생산기능인 농촌관광, 직거래, 농가 소규

모 가공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해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

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직업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기반마

련, 교육기회 확대 및 우선 지원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우미 지원 확

대 및 문화여건 개선, 도별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성

과가 있다. 그러나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06∼2010년)의 평가

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

라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그동안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가도우미제도,

연금보험 실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가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고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여성농업인 정책이라도 

세부적으로 농식품부의 기타 부서나 농진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사업의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담당 부서가 농촌복지여성과의 팀으로 존

1 1차연도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60%가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농사만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추가 소득을 원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52%로 가장 높음.
2 1차연도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이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비율은 36%이고 농협

의 이사회 등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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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면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타 부서나 타 부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기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비롯하여 여성농업

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여성농업인 정

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유는 현장의 요구이다. 최근 농업

의 6차산업화를 비롯하여 농업·농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활동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농

업인이 각종 사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많은 제약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제도·관행과 정책 

지원 관련 기관이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실태 파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적

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

다. 나아가 여성농업인 정책 수행기관 및 단체의 발전방향과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농업단체·행정의 연

계 방안, 여성농업인 리더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방안 등 여성농업인 

지원 체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차연도의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이 갖는 역동성을 

규명하고,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에 대

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면, 2차연도의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법·

제도, 지원조직 등 여성농업인의 활동력을 높이는 지원의 실태 파악이 필

요하다. 또한 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하향식 농업정책보다 농업 현

장에서 주체적인 의향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성농업

인의 주체적인 참여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는 불평등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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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면적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년(2012∼2013년)에 걸쳐 진행될 본 연구에서, 1차연도는 현재 여성농

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고 역할 강화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시간 증가와 

경영참여의 폭이 증대하는 경향, 즉 농업에서 노동인력뿐만 아니라 경영인

력으로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밝혔다.

2차연도는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이 가진 사회자본과 여성의 활동을 

촉진하는 법·제도와 각종 지원조직(행정, 민간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

원기능의 개선 등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와 여성농

업인의 사회자본을 조사하여 현재 여성농업인의 개인 역량을 진단한다. 둘

째, 여성농업인 정책 수행 조직인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사업을 분류하고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정도를 분석하며  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을 육성·지원하는 행정 공무원과 여성농업인, 여성

농업인 리더를 대상으로 상호 인지도와 기대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의 수행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한다. 넷째, 선진국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와 지원정책의 변화를 검토하여 여성농업인의 시대적 역할과 

정책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벤치마킹한다. 다섯째,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

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농업 경영인력 육

성을 위해 행정, 민간 지원조직의 상호 연계를 포함한 법·제도, 재정 및 인

적 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안전한 농식품 생산자, 농촌공동체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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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1차연도

◦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

◦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과 효과 분석

◦ 농가 단위 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실태 및 의향

◦ 마을 및 시·군 지역단위 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실태 및 의향

◦ 주요국의 여성농업인 경제·사회적 역할 변화와 활동 현황

◦ 여성농업인 개인 관점에서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

2차연도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와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 여성농업인 지원체계(법·제도, 지원조직, 여성농업인 리더)의 실태

◦ 여성농업인과 지원조직의 상호 기대 분석

- 지원조직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지 정도, 영향력과 효과 분석

- 여성농업인 역할 강화에 필요한 정책 수요 도출

◦ 주요국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법·제도 포함)

◦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그림 1-1. 연차별 연구 체계

표 1-1. 연차별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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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차별 연구 내용

3. 선행 연구 검토 

기존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는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농촌 

사회에서 생활인으로서 가족, 복지, 성평등 등 성(gender)적 접근, 둘째, 농

업에 관계된 직업인으로서 법적 지위, 노동실태, 경영 및 조직, 직업교육 

등 노동력 차원의 접근, 셋째, 중앙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정책 대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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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 등이다.

본 2차연도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는  여성농업인 정책과 지원조

직 연구 등 다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여성농업인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

둘째, 여성농업인단체의 지향과 사업 내용 및 주요 활동 연구, 셋째, 여성

농업인 관련 지원기관의 사업과 주요 활동 연구, 넷째, 해외 여성농업인 정

책 연구이다.

3.1.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여성농업인 정책

김영옥(2001)은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대책’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자활지원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생

산성 향상 및 안정적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아내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 생산적 복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산적 복지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만

을 강조하는 복지가 아니라, 고용 창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노동참여와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부

분과 장기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활서비스, 관민파트너십에 

기초한 제3섹터형 자활사업의 확산을 강조하는 부분이 더해진 포괄적인 

광범위한 복지 정책의 개념이다.

이영세 등(2004)은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농업인

력육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집행 후 단계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정책담당자 및 사업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여성농업

인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후계농업인육성사업,

품목별상설교육, 정보화교육, 농촌관광마을운영교육 등 일부 인력육성정책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김경미 등(2005)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에서 제1

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부문별(경영능력 강화, 지위향상, 삶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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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정책시스템 구축) 평가를 통해,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

립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시행에서 발생된 

영역별 문제와 해결책 제시를 통해 여성농업인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추진

하였는데,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현장 조사와 심포지엄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개선 검토 방향으로서 종합적 목표영역 및 각 영역

별 세부항목을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주숙 등(2005)은 ‘안정된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방

안 연구’에서 농촌의 취약농가 조사를 통해 영농 및 가사도우미의 욕구와 

조건을 조사하여 도우미 제도의 개선 및 전문적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임경희(2006)는 ‘농촌지역 개발과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방안’에서 여

성농업인과 전문가(여성농업인력 담당공무원) 대상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1) 여성농업인 스스로 직업 정체성 확립, 2)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3)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영농 참여도와 경력, 고용형

태, 노동시간, 농작업 만족도, 이농 의향, 농촌생활의 문제점, 영농교육 관

련 연수기회와 참여도, 가족 내 지위 등이고, 전문가 조사 내용은 여성농업

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 인지도, 교육 내용, 교육기관,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이다.

오미란(2011)은 ‘농어촌 마을개발 여성인력 육성방안’에서 전남의 농어

촌 마을개발사업을 지원받은 47개 마을 조사 결과, 필요로 하는 마을개발 

인력 수요의 영역은 브랜드 상품 개발과 마케팅 관련 인력으로 매우 전문

적인 능력을 요구하므로 맞춤형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주희(2011)는 ‘농촌 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 농촌 여성의 사

회적 관계망을 사례 연구한 결과, 접착성 사회적 자본(강한 유대, 폐쇄적 

네트워크)이 감소하고 연결성 사회적 자본(약한 유대, 개방적 네트워크)이 

늘어나지만 마을 밖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 중심적 조직과 모임이며 대개 

정치성이 부족하므로 연결성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

일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의 방향과 정책 개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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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연구가 다수이지만 여성농업인 정책의 관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

칫 관련 타 정책에 부속 또는 하위 정책에 여성농업인을 할당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내용도 큰 틀에서 법적 지위향상, 전

문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정책 인프라 강화 등 나열적 정책 열거에 그

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개괄한 연구는 거의 없다.

3.2. 여성농업인단체

김원석 등(2006)은 ‘농촌여성조직의 발전 수준 진단을 위한 탐색연구’에

서 농촌여성 조직의 성장단계를 점검해보고 조직의 정체성, 조직의 활성화 

방안 등 발전대안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개선회는 조직 자체의 생존

을 위한 체계 확립보다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확대되는 양적 성장

에 초점을 두었다고 진단하였다.

박신규, 정은정(2010)은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

동의 발전’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 

시대별로 전개되어온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양상 및 의의에 대해 참여 관찰 

및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정이 운동조직을 통해 주체화하는 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

고 행위자의 해석과 능동적인 활동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그러나 

의식과 행위의 변화과정과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 내용이 없어 구체성은 결

여되었다.

정은정 등(2011)은 ‘텃밭 공간을 통해 본 여성과 장소의 정치’에서 소농

협업 마을 공동체 사업인 전여농 ‘언니네텃밭’사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식

량주권을 위한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 경제사업의 연계방식을 분석하고 해

당사업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지난 10여 년 간 여성농업인단체 4단체 중 생활개선회와 전여농 이외의 

단체 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단체의 활동이나 사회적 의의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단체의 활동이 여성농업인이 기대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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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반영한 대중조직 활동인지에 대한 여부,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단체의 

위상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3.3. 여성농업인 관련 기관 

최윤지 등(2004)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정’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국민소득파급효과를 순

현재가치법을 통해 추정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김주숙, 오미란(2006)은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에서 여성농업인 

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 요구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정책

지원 타당성을 규명하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필수사업 항목조정과 

임의사업을 범주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

김명화(2007)는 ‘여성회관의 기능전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서 교육과 

복지기능의 여성회관을 직업훈련 기관으로 변화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타

깃집단별,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담당자의 전문화 및 

교류, 직업훈련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기능을 강화 

등으로 제시하였다.

김진화 등(2008)은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지원방안 연구’에서 시범

사업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평생학습센터의 접근성 미비, 교육

참여자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멘토링제도 및 학

점은행제 도입, 전문강사 DB 구축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센터의 비전과 운영모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

하는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여성농업인 관련 기관에 대한 연구는 여성농업인센터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농업인 지원기관은 여성농업인센터 외에도 행정의 중앙과 광역

지자체 및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해당 사업 범위 내에서 다

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황이나 평가 등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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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전무하다.

3.4. 해외 여성농업인 연구

박민선(1996)은 ‘프랑스의 여성농민 정책’에서 가족경영에 전업으로 참

여하는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정

책을 소개하였다. 프랑스 농업과 여성농민의 현실, 여성농민 정책의 주요 

경과와 여성농민정책으로서 가족경영 또는 청년농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법인경영의 보급과 여성의 참가 확대, 여성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다.

박민선(2000)은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에서 EC 회원국

의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정책 대상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가족경영 내에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가족농업 보조자, 임금수

령자와 법인경영체에서 여성농업인으로 분류하며 농업 노동성과와 배분에 

관한 법적 대우를 비교하였다. 가족농에서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을 공동

경영인으로 인정하고 가족 내에서도 스스로 수입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을 독자적인 사회보장의 피보험

자로 인정함으로써 농장경영의 안정과 개인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해당국의 농업구조 및 농촌사회의 현황이나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립 과정에 대한 개요가 부족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제

도만으로 실제 적용 여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계이다.

일본 고죠 미요시(五條満義 2003)는 일본 가족경영협정을 시기별 전개

과정과 가족경영협정의 목적, 가족경영협정이 갖는 중점과제와 구체적인 

내용, 가족경영협정 체결 효과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 초 농업후계자에 

의한 농촌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히로시마현 ‘父子협업경영’에서 시작된 

가족협정은, 농업노동의 적정 평가, 후계자 경험에 따른 경영 참가, 원활한 

경영계승, 상속에 관한 고제 정리와 경영 세분화 방지, 경영개선 대응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5년 ‘주식회사의 농지취득’ 논의에 대항하여 생

명을 다루는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족경영 등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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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주도권을 갖는 경영’을 중시해야 하고 그 바탕에 가족경영 발전대책

으로 경영 내부에서 ‘개인’의 확립과 경영 관리의 근대화를 강조하고 실천 

방안으로 가족경영협정과 법인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가족농업경영이나 

농촌사회에서 개인이 존중받기 위한 의식개혁, 경영개선’의 내용으로 1992

년 6월 농림수산성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발표, 여성을 개인

으로서 지위 확립을 지향하고 가족 내의 규율 강조하는 가족경영협정을 추

진하였다. 일본 가족경영협정이 갖는 중점과제는 1)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참가로 농업 ‘경영체’ 구축, 2) 농업경영의 법인화 촉진,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4) 농업후계자 자립화 지원 등이다. 가족경영협정 농가에 

한해 여성농업인을 인정농업자로 책정하고, 농업인연금에 경영자의 일원으

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가입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가공, 신작물, 신기

술 등 개별 농업경영에 도전할 경우 농업개량자금(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 세키 미쯔히로 등(関満広 外 2010)은 ‘농과 식의 여성기업’에서 농

산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 의한 11곳의 가공사업을 소개하며 소규모 가공

에서 시작한 기본형, 공공 지원에 의한 발전형, 소규모 가공사업의 진화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요인,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등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본 후지이 와사(藤井和佐 2011)는 ‘농촌여성의 사회학; 지역만들기의 

남녀공동참가’에서 여성리더십의 시점에서 농촌 조직과 여성 리더의 관계

를 제도·시스템·지역 차원에서 살펴보고 여성 리더 육성사업이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사회화 기능으로 규

정하였다. 지역리더로서 여성은 귀속적 요소가 표출되는 측면이 크고, 전

문직으로 농업생산과 경영에 적극적이며 이익 환원 활동으로 리더로서 능

력을 발휘한다. 리더로서 공인된 여성농업사 외에도 리더 양성을 위한 조

직화에 영향을 주고, 여성 리더십은 기존 여성 역할의 연장선이므로 기존 

지역 리더십구조에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작용한다. 농업사인정제도 등 여

성에 대한 인정제도는 지역 리더십 구조에서 외부 지원하는 잠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그 구조를 분석하였다. 지역 여성 리더는 제도적으로 

인정된 지위에서 활동함으로써 활동 자체가 공적으로 인지돼, 남성 중심의 



서 론  13

공적 리더가 차지하던 지역리더십구조에 여성이 참가하여 기존 리더십 구

조에 동요를 일으키고 새로운 의사결정의 장을 만들며 남녀공동참가를 촉

진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을 촉진하기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림 1-3. 여성농업인의 지역 리더십 모델

자료: 藤井和佐(2011). p.199.

일본 사와노 쿠미(澤野久美 2012)는 여성농업인의 기업활동을 개인, 그

룹으로 살펴보고 자아실현과 함께 지역공헌의 측면에서 여성 기업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역할을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분

석하였다.

일본 하라 주리 외(原珠理 外 2012)는 ‘농촌사회를 바꾸는 여성들’에서 

젠더 관계를 서서히 바꾸는 것이 시스템의 변혁으로 연결된다는 이미지에

서 출발하고, 그에 따라 농촌 젠더 관계의 변화가 농촌 주민들에게 현실성

을 갖고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관계성의 변화 축적으로 농촌 주민, 정책, 정

책추진자, 연구자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정책, 지역 의사결정에 참

가, 생애주기별 직업 활동, 여성기업, 유기농업 등 5개 범주로 나누어 고찰

하였다. 일본의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기초

한 법 제정으로 여성의 ‘경영과 지역사회’에 기여는 참정권 차원의 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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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다. 이 법에는 여성농업인에게 기회를 주지만 가사·육아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적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

다는 것이다. 반면 생명을 기르고 안전·안심을 추구하는 여성농업인의 특

징을 강조하는 생태 페미니즘적 접근은 1992년 중장기 비전의 자유주의에 

더하여 생태적 페미니즘을 포함하면서 가족경영협정(1999년)은 적정한 평

가라고 추진하였으나 시대에 역행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

권리가 세계(사회 전체)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생태적 관점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이유를 공민권 운동은 근대화주의이면서 환경보호 등

을 주장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상품개발에서도 여성 관점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여성농업인 연구의 페미니즘 시각을 참조하고 프랑스 여

성농업인 정책의 전개 사례를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3.5.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1)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개별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2) 여성농업인 단체의 사업을 분석 또는 여성농업인센

터의 활성화 방안, 3) 해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새로운 역할에 대

한 다양한 페미니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역할 변화와 정책 수요를 여성농업인

의 사회자본을 통해 살펴보고 법·제도, 지원조직(행정, 여성농업인단체)의 

역할과 과제, 여성농업인의 상호 인지 및 기대 내용을 규명하여 법·제도,

지원체계, 인적 교육의 3가지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

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변화와 정책 수요를 한국 사회, 한

국 농업의 변화에서 요인을 찾아 분석하고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조사분

석을 통해 경제사회적 개인역량을 점검한다.

둘째,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지원조직의 역할을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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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조직 공무원과 여성농업인의 상호 인지 및 기

대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를 입체화하는 실증 연구이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지원조직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여성농업인은 정책의 체감도

가 낮다.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대부분 여성농

업인단체 등 주요 단체의 활동력 있는 회원에게 지원되지만 그 선정과정 

또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농업인 정책이 여성농업인에게 영향

이 미치는 범위와 내용, 여성농업인이 지원조직에 기대하는 내용 등 사업

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셋째, 선진국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벤치마킹한다. 선진국의 농업구조 및 농촌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가 확립되기까지 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 변화 요인 등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다.

4. 연구 범위 및 방법

4.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1차연도 연구에서 밝혔듯이 농가의 

구성원 중 미성년여성을 제외하고 취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여성농업인으

로 규정한다. 농가의 구성원이고 비농업취업, 전업주부도 일시적 농업보조

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의 범위에 포함한다.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은 일반행정, 기술행정으로 구분하며 민간조직은 

농협, 여성농업인 4개 단체, 여성농업인센터 등으로 구분한다.

중앙정부는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여성농업인육성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

는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의 법·제도·규범의 입법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정책

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지원조직이다.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기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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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행 지원조직이다. 도농업기술

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방이양으로 지방행정이 관할하고 있지만 과

거 농촌진흥청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던 시기의 사업 방식을 대부분 유지

하며 교육 및 사업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 여성농업인 리

더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 사업을 수행하며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 파트

너로서 상향식 정책 건의의 주체이다.

여성농업인단체를 제외한 농협이나 여성농업인센터는 민간단체로서 여

성농업인 지원을 표방하는 조직이며,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그림 1-4.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조직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라 함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으로 

육성과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참여율 향상을 포함한다. 경영인력이란 사업

을 기획하는 경영 총괄과 회계, 판매 등 상품화 활동에 경험과 판단이 필

요한 경영보조까지 포함하며, 경영인력 육성이라 함은 경영과 실무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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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그림 1-5>.

한편, 여성농업인 리더라 함은 마을 이장,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 생산

자단체의 대표나 농업경영체의 여성 대표인 여성농업인CEO, 시·도 및 시·

군의 행정 및 의회 의원을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임

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농업인 리더는 경제적 자립 단계 이상의 여성농

업인으로 자아실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활동, 정책 입안에 관계하

며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농업인으로 정의한

다<그림 1-6>.

그림 1-5.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 영역

자료: 필자 작성.

그림 1-6. 여성농업인 리더의 범주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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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4.2.1. 문헌 연구 및 관련 통계자료

여성농업인 관련 기존 선행연구와 정부 정책자료를 활용하였다. 농림수

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농업인 관련 문서와 연

구결과물을 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활동 관련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농

가경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이용하였다.

4.2.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일반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리더,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의 

공무원 등 3부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활동과 농업·농촌생활의 만족도, 여성농업

인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지원조직에 관한 평가 및 기대수요 등을 살펴

보기 위해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조사대상(모집

단)은 농촌(읍면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며 표본은 총 1,167

명이다.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였고 구조화된 설

문 내용에 대해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추출은 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별 할당 후, 권역 내 농촌 유

형(도시근교, 평야 지역, 산간 지역)과 재배품목, 경영규모,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할당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5일부터 10

월 10일까지이다.

여성농업인 리더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의

식조사,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만족도 및 수요, 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평가 등을 본인이 기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여농 72명, 생활개선회 56명, 전여농 51명 등 총 179명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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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조사 대상자의 특성

단위: 명, %

○ 일반 여성농업인

연령 경작기간
계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이상 3∼6개월 6∼9개월 9개월이상

응답수 26 141 347 257 396 17 211 939 1,167

비율 2.2 12.1 29.7 22.0 33.9 1.5 18.1 80.5 100.0

주력품목 연간 농산물판매금액

논벼 과수
채소

전작
축산

특작

기타

5백만원

미만

5백∼1천

만원

1천∼

3천만원

3천∼

5천만원

5천만원

이상

응답수 483 189 445 16 34 218 196 472 145 136

비율 41.4 16.2 38.1 1.4 2.9 18.7 16.8 40.4 12.4 11.7

○ 여성농업인 리더

소속 연령 경작기간
계

생개회 한여농 전여농 40대 50대 60대 3∼6개월 6∼9개월 9개월∼

응답수 56 72 51 51 111 14 12 53 111 179

비율 31.3 40.2 28.5 28.5 62.0 7.8 6.7 29.6 62.0 100.0

주력품목 농산물판매금액(만원)

논벼 과수 채소
전작 축산 특작

기타
3천만원
미만

3천∼
5천만원

5천∼
1억원

1억∼
2억원

2억원
이상

응답수 49 25 75 20 10 65 31 49 18 7

비율 27.4 14.0 41.9 11.2 5.7 36.3 17.3 27.4 10.1 4.0

○ 공무원의 특성

소속 성별

농식품부 광역농정과 기초농정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여성 남성

응답수 6 26 140 25 38 297 154 378

비율 1.1 4.9 26.3 4.7 7.1 55.8 28.9 71.1

업무경력 연령별
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 이상 20∼30대 40대 50대

응답수 140 121 61 210 79 127 326 532

비율 26.4 22.7 11.5 39.5 14.8 23.9 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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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의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여성

농업인 정책 인지도, 지원조직의 평가 등에 대해 총 532명을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였고 구

조화된 설문 내용에 대해 웹조사하였다.

4.2.3.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여성농업인센터의 사례 조사는 강원 횡성,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장성, 경남 함안 등 5개 센터를 방문하여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내용 및 

재정 현황,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와 관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단체 임원진과 정책간담회는 생활개선중앙연합회(4월 24일,

수원), 한여농 경북연합회(4월 25일, 성주), 전여농 정책위원(5월 11일, 대

전)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의 인식, 지원조직의 평가, 여성

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기타 정책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시·군 여성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는 4개 지역(강원 횡성, 전북 

부안, 전남 나주, 경남 함안)에서 진행하였다.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 인지

와 연대사업 가능성,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등을 논의하

였다.

4.2.4. 국내외 협동연구 추진 

국내외 여성농업인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고의뢰를 추진하였다<표 

1-8>.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박사, 여성농

업인 관련 법·제도는 원광대 김은진 교수, 여성농업인센터의 실태는 전남

여성플라자 문옥희 정책실장, 해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정책

은 각국 연구자에게 원고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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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내외 위탁연구 추진 상황

위탁제목 위탁내용 원고 집필자 보고서반영

여성농업인 사회자본

확충방안 연구

여성농업인의 인적 네트워

크를통해서 본 사회자본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장,

자료집4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

법·제도를 통해 본 여성농

업인의 지위

김은진

(원광대 교수)
제3장

여성농업인센터

발전방안

여성농업인센터의 실태와

문제점

문옥희

(전남여성플라자)

제3장

부록 2

지역농정 혁신 5년의

성과와 과제

지역농정 지원의 소규모

농가 로컬푸드 사업 전략

정천섭

(지역파트너)
부록 3

프랑스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와 지원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와

지원사례

M Raouf Saidi

Nicole Mathieu

제5장

자료집1

이탈리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과 내용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와

지원 사례

Paola Bertolini

Enrico Givanetti

제5장

자료집2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과 지원제도

여성농업인 지원체계 및

지원 사례

川手督也

(日本大学)

제5장

자료집3

4.2.5.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체계 및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2013

년 10월 30∼31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주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 과제’

￭ 일시·장소 

- 2013년 10월 30일(수) 14:00∼18: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2013년 10월 31일(목) 13:30∼17:40, 전남여성플라자 204호

￭ 발표자

○ 한국 여성농업인 지원체계와 정책과제

- 정은미(본 연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프랑스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와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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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med Raouf SAIDI(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 LADYSS-CNRS)

- Elisa APOSTOLO(프랑스 농업·농촌고용개발협회(ADEAR) 이사)

○ 이탈리아 중소농기업 및 여성농업인 지원제도

- Paola BERTOLINI(이탈리아 모데나 대학 교수)

- Lorella ANSALONI(이탈리아 COLDIRETTE 여성사업부장)

○ 일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제도

- 카와테 토쿠야(川手督也, 일본 니혼대학 교수)

- 안쟈이 사토꼬(安斉さとこ, 일본 여성농업경영인협회 고문)

○ 한국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가능성

- 문옥희(전남전남여성플라자, 정책실장)

￭ 토론자

○ 서울지역

- 이금자(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 한경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부회장)

- 이미자(생활개선 전국연합회 회장)

- 이시혜(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 김석종(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 김소미(경기도 이천시청 농정과)

○ 전남지역

· 강종철(전남도청 농업정책과)

· 김명자(한국여성농업인전남연합회 회장)

· 전양순(생활개선회 전남연합회 회장)

· 문영미(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 사무처장)

· 오경자(전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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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변화3

1.1. 경제구조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는 사회경제구조와 관련이 있다. 산업화 과정에

서 성별 분업의 개념이 변해왔기 때문이다. 남녀의 역할을 상호원조의 개

념과 타자에 대한 서비스에 기초하는 가정경제와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

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의 상호 역학관계에서 형성되는 개념으로 파악해보

면, 197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남성은 가계를 책임지는 주체이며 여성은 

노동력 재생산의 주체로서 성별 분업이 분명했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며 

가정경제가 시장경제에 포섭된 2000년 이후 성별 역할의 차이는 작아지고 

성별 분업도 최소 범위만 남고 성별보다 능력에 따라 역할이 주어진다.

1차연도 조사결과에서 보았듯이, 여성농업인도 가사와 양육이 여성 책임

이라는 전통적인 성별 의식에 대해 이제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다. 우리 사

회가 전반적인 남녀평등사회를 지향하며 농업 분야에서도 단순 보조자로 

인식되던 여성농업인이 경영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3 1차연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정책 수요24

그림 2-1. 경제구조와 여성의 역할 변화

자료: 필자 작성. 1차연도 연구결과.

그림 2-2. 농가의 가족 및 일 관계의 변화

자료: 필자 작성. 1차연도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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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생활(가족)/일(농업) 관계에도 영향을 주

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전 가족의 소비활동에 비해 가사활동의 가

치가 쇠퇴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이 유급노동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심화되

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노동(수입)에 의존성이 높아지고, 가족과 개

인은 더욱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인 경향은 개인주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경

향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가족이나 농촌사회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성별 

분업 의식이 점차 옅어지면서, 가족관계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나누어진 

수직 관계에서 가족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

행하는 수평 관계로 변하고 있다. 농업에서도 과거 남성은 총괄, 여성이나 

후계자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상하관계였다면,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

의 장점을 살려 분야별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협업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이 증가하고 여성노동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의 증가가 여성의 경제사회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

지만, 실제 여성농업인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농

업인의 갖는 특수성이다. 농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으며,

농외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일시적이고 낮은 임금 수

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영체

의 경영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적다.

1.2. 농업경영인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는 농업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에서 농업의 2·3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과 농업·농촌의 체험·문

화 관광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이 2·3차 산업으로 확대되면

서 농산물 가공,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에 여성농업인의 활동력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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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지고 나아가 농업의 2·3차 산업에서 사업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농업경영의 변화이다. 1970년대 산업화 이전의 농가에서 대가족 

협업경영이 주류였다면, 198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토지생산성 효율화를 

위해 단일품목의 규모화, 시설화, 기계화 등 경영 합리화를 목표로 발전했

다. 그 과정에서 가사노동은 기계화로 크게 줄어든 대신 여성농업인의 농

업노동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이 생산 외에 판매, 유통

에서도 고도화를 요구하게 되자 전문적인 협력자가 되고 있다. 과거 여성

농업인이 노동력의 재생산과 유지, 농업생산의 보조자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농가경영체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촌지역은  

지역사회 유지·존속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구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그 지역 고유의 무형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 지역 문화는 지역공동체의 

유산이고 이를 후대에 물려주면서 지역의 정체성이 계승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로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지역문화를 보존하

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그 지역 전통의 향토요리나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의 상품화는 여성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은 경영인으로서의 역할

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까지 점차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여성농업인은 1차산업의 보조자에서 2·3차 산업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여성의 속성인 보살핌과 상호배려의 능력은 2·3차의 가공·서

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의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2·3차 산업에 여성농업인이 

진출한다는 것은 경영인으로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향후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의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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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본 연구의 1차연도 연구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및 경영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농가에서 농업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100이라 할 때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농

사일을 담당하는 비중은 50%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여성농업인의 농

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가 71.0%, 시설재배가 많은 

평야지가 70.9%, 중대규모 65.2%, 40대 61.1%, 농한기간 2∼3개월이 

60.7%로 높다<표 2-1>. 즉, 영농규모가 크고 평야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참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재배 비중이 높고 

농한기간이 짧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높다.

표 2-1.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및 농가소득 기여도

단위: %

농사일 담당 비중 농가 소득에 본인 기여도

20%
미만

20∼
49%

50∼
69%

70%
이상

20%
미만

20∼
49%

50∼
69%

70%
이상

연령

20∼30대 26.7 35.6 35.6 2.2 31.1 42.2 26.7 0.0

40대 9.6 29.3 44.3 16.8 8.4 39.5 35.9 16.2

50대 6.6 35.4 41.5 16.4 8.1 42.9 33.4 15.6

60대 2.8 38.5 38.5 20.3 4.2 42.7 36.4 16.8

지역

유형

도시근교 11.2 34.8 36.1 18.0 9.4 42.1 33.0 15.5

평야지 4.4 24.7 49.5 21.4 4.9 31.3 42.3 21.4

중산간지 7.3 40.8 40.1 11.8 10.8 48.8 30.0 10.5

농한

기간

1개월 미만 7.4 41.3 31.4 19.8 5.0 49.6 24.0 21.5

2∼3개월 6.1 33.1 43.0 17.7 8.1 39.0 39.8 13.1

4∼5개월 9.1 33.2 45.0 12.7 10.5 41.4 32.7 15.5

영농

규모

소 14.1 31.4 34.6 20.0 13.5 37.8 33.5 15.1

중소 5.8 36.9 43.7 13.6 5.3 45.1 33.5 16.0

중 6.3 38.7 39.8 15.2 8.9 45.0 33.0 13.1

중대 5.6 29.2 50.6 14.6 5.6 42.7 39.3 12.4

대 0.0 29.0 45.2 25.8 12.9 25.8 35.5 25.8

자료: 본 연구의 1차연도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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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여성농업인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

가공 직·판매 체험·관광 자영업 취업 시간제노동 품앗이

20∼30대 13.3 28.9 8.9 6.7 11.1 13.3 20.0

40대 15.0 21.6 2.4 4.8 7.2 10.2 28.1

50대 6.1 19.3 0.9 4.0 3.5 8.4 28.2

60대 4.9 18.9 2.1 2.1 2.1 5.6 37.8

전체 8.4 20.4 2.0 4.0 4.6 8.5 29.6

자료: 본 연구의 1차연도 설문조사 결과임.

현재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소득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일부 참여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조

사대상 여성농업인의 60%가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는 농산

물 가공이나 판매, 비농업 분야 시간제 노동, 취업 등이 다른 연령대에 비

해 비중이 높고, 60대는 품앗이 노동이 37.8%로 가장 높다. 즉, 60대는 농

업노동 활동이 많지만, 20∼40대는 가공·판매의 활동이나 농외취업의 비중

이 높다. 품앗이 노동은 정식기나 수확기 등 농사일이 바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만, 직거래 판매활동은 모든 연령대에서 참여도가 20% 내외이며,

특히 20∼30대의 참여도는 28.9%로 상대적으로 높다<표 2-2>.

여성농업인이 하고 싶은 소득활동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50대는 일반 농외취업

과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업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다. 특히 20∼40대는 자녀 양육에 현금 수요가 많다 보니 농외취

업에 의향이 높고, 농외 취업 외에는 20∼30대가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가공사업에 17%의 의향이 있다면, 40대는 농촌체험·관광사업에 9.6%의 

의향이 있다. 농촌 거주 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은 경우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 20%, 농산물 가공에 15.7%의 의향이 있다.

농한기 기간에 따른 차이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는 농한기간과 관계없이 

15% 내외의 의향이 있는 반면, 농한기 기간이 2∼3개월인 경우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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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에 14%의 의향이 있으며, 농한기 기간이 4∼5개월로 비교적 긴 경우

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9.5%의 의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농업

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 활동으로 인한 수입 규모는 크

지 않다.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소득 규모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0∼30대는 26.7%, 40∼50대는 15∼19%, 60대는 170.5%에 불과하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이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모든 분야에서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여성농업인의 농업

의 2·3차 경제활동이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정식기나 수확기 등 특

정 시기의 단기 활동이기 때문이다. 한편, 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

는 순서는 농산물 가공, 농산물 직거래 판매, 시간제 근무의 순이다. 농산

물 가공은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로서 농가소득 향상

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소농가의 소득 향상 대책

에 농산물 가공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가에 장애요인은 모든 연

령대에서 ‘바쁜 농사일’이라는 이유가 30∼40%로 높다. 그 외에도 연령별

로 20∼40대는 ‘기회·정보·자본 부족’의 비중이 더 높거나 고령일수록 신

체적 한계나 기타 이유의 비중이 높아진다. 신체적 한계 때문이라는 응답

은 60대에 많은 반면, 20∼40대는 가사육아로 시간이 부족하고, 자본금 부

족, 관련 기회 부족, 능력 부족, 인맥 부족, 가족의 반대, 이동의 제한의 이

유가 나이든 여성들보다 많다. 농업규모별로는, ‘기회·정보·자본 부족’의 

이유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지만 중규모 이상일수록 농업의 2·3차 경제활

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중이 높다.

반면,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비중은 60%이며, 농

업인으로서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57%로 비교적 건

전한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한기가 1개월 미만, 평야지역,

중대규모 농가, 40대의 순으로 전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비율이 70% 이

상이며, 농한기 1개월 미만에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에 직업적 자긍심을 

느끼는 비율은 70∼8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비교적 농업생산 기반이 안

정적이고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성 의향과 자긍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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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

한국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안전한 농식품을 요구하는 소비 

동향에 따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출은 농업인구의 감

소로 이어지고 농업 노동력과 후계자 부족 현상이 연달아 나타났다. 그에 

따라 농업 보조자에 머물렀던 여성농업인을 농업 노동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농업의 범위가 생산 이외 농산물 가공, 판매, 농업·

농촌 체험·관광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의 주체로 여

성농업인을 인식하고 농업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2-3. 농업 환경변화와 생산·소비의 현상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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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인력에서 경영인력으로 인식  

1970년대 산업화 이후 농업·농촌 인구는 산업인력으로 대거 유출되며 

농업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완하는 측면에

서 그동안 농업 보조인력에 불과했던 여성농업인을 중요한 노동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에도 농업인구의 유출이 계속됨에 따라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

갈 후계자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벼농사 중심의 전통 

농업에서 기계 및 시설을 이용한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농

업소득의 불안정성이 크고 도시가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

로 인해 젊은 층일수록 농업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농촌생활을 기피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심했고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가 사회화되기까지 하였다. 그 당시 여성농

업인이 된다는 것은 힘든 육체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농업 노동인력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 GATT의 BOP조항 졸업, 1992년 UR협상 타결, 1994년 

WTO 발족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로 농업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

운 농가경영체가 발생하며 탈농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농업인구는 급속

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1990년대는 농업 노동인력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할 경영인까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에 남아 있는 여성농업인을 단순한 농업 노동인력

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영인력으로 보

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가진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경

영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농가경제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는 줄곧 증가하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고 1990년대 이후 농가경제의 존

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농업경영을 유지하는 데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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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의 6차산업화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두 번째 요인은 1990년대 이후 개방화 

농정이다. 개방화 농정은 농업 생산에 시장 경쟁력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

응하기 위해 농가는 규모화, 전업농 등 효율성 추구 농업 경영으로 개편하

거나 고품질 추구 등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입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없는 작목은 생산을 포기하며 다른 작목으로 전

환하며 수익성을 추구하였지만 빈번한 가격폭락으로 생산비마저 보상받지 

못한 농가가 속출하였다.

예를 들면 수입되지 않거나 국내산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채소, 과일, 축

산물 등은 자급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콩, 밀, 옥수수 등은 거의 전적

으로 수입에 의존하므로 2013년 곡물자급률은 22%에 불과하다. 효율성 추

구 농업경영이나 고부가가치 농업은 지역농업의 특성과 품목의 다양성을 

잃게 한 요인이었고, 그 결과 농업 생산의 지역별 편차 및 작목별 불균형

은 심화되었고, 식량자급률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한편, 고소득 작목은 경쟁이 격화되어 가격불안정에 노출되고 2006년 이

후 농업투입재 가격상승과 국내외 농산물 가격파동의 영향으로 규모화, 전

업농의 경우도 농업경영은 점점 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즉 농업 생산

만으로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농업경영체는 농업 생산 이외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방법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농산물 가공이나 

교육농장·농업체험 등의 농업·농촌 관광 등 농업의 6차산업화 진출이다.

특히 농업의 6차산업화는 여성의 속성인 보살핌과 상호배려의 능력을 

발휘하여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교육 농장 등 농업과 관련된 연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농업의 6차산업은 여성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고 그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두각을 나타내어 농업생산의 부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과 소비자와 교류활동 등 농업·농촌 자원의 재인식과 활용을 통해 농

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활동은 농업생산의 보

조자에서 농업의 6차산업의 주체로 인식되고 농업관련 경영체의 여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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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3. 윤리적 소비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 

농산물 소비 부문에서 소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값싸고 다양한 수

입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한편, 농산물의 장기간 수송에 필요한 농약, 첨

가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노출되었고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먹을거리

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선

택하거나 식품 첨가물을 꼼꼼히 살피고 대량 생산된 가공식품보다 식재료

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가공업체를 찾는 경향이 커지며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직거래가 증가하며 최근에는 로컬푸드를 추

구하는 직판장과 제철꾸러미 택배도 인기를 얻고 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도 새

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나 민족의 식문화

를 올바로 알고 싶어 하는 욕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농업·농촌 체험

이나 교육 농장 등에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농가에서 직접 가공한 가공식

품의 구입 등 농업의 6차산업화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 추구에서 나아가 생산의 바람직한 

모습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농업생산에서 아동노동 착취를 금지하거나 가

격의 공정성 외에도 생산자 수취가격이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정무역 등 생산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를 추구

하는 경향이다.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는 산업화 시기에 소비자의 권리라고 했던 값싸고 

질 좋은 품질이 허구였음을 깨닫고 식생활의 사용가치는 생명유지를 위한 

안전성이 기본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함을 인식

한 것이다. 이는 곧 생산자 개개인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지역이 유지되고 

지역농업이 지속되어야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는 우리 농업에도 나타나며 이에 대응할 농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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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여성농업인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부터 다양한 도·농교류가 있지만 

관계의 지속성이 문제인데, 지속적인 도·농교류가 있는 곳엔 여성농업인이 

손님맞이에 정성을 들이고 지역 먹거리를 나누며 상거래 외에도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경우였다. 도·농교류에서 대다수 소비주체가 여성과 아동이므

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여성농업인이 소비자 수요에 적합한 서비

스 제공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에 대

응할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이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먹을거리와 

경제성을 고려한 생산방법으로 인격을 교류하며 거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질과 적정한 가격에 더해 소비자의 요구

를 적절히 파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이 여성농업인에게 새로운 

경영능력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림 2-4. 농업 생산·소비와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의 변화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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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4

3.1. 사회자본과 여성농업인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 연결 패턴과 연결을 통해 형성된 관계 속에 존재

하며, 사회적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Bourdieu 1986). 즉, 사회자본이란 사

회 집단에 참여와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수익을 낳아서 얻게 되는 자산이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

서 사회자본에 접근할 때, 사회자본이 풍부하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사

회적 관계나 집단구성원 자격을 이용하여 가치 있는 물질적·상징적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

한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갖

거나 이해가 있고 상호간 교환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존재해야

만 관계가 힘, 곧 관계가 주는 자본이 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보나 명성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관계 맺고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의 정도나 종류는 차별적이다. 즉, 관계의 범위, 밀도,

다양성 등에 따라 자본의 양 또는 자본의 실효성이 달라진다.

여성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의 주역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시

대 변화에 조응하는 인적자원 수준과 의사결정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

다.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의 중요한 잣대는 농업을 넘어서 농촌이라는 지

역사회를 삶의 질이 높은 마을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이 가진 농업 연계 창업과 농촌 마을 개발 잠재력을 현실화하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박사에게 위탁연구한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확충 

방안 연구’ 결과의 요약이다. 위탁연구 보고서는 별도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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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들어 줘야 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다각화할 

수 있는 의도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 방식을 모색하는 데는 여성농

업인들 스스로 지역사회활동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지역사회 남성 주

도성’과 ‘여성의 인식 미비’를 꼽고 있음5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 육성 등과 같은 직

접 교육 및 재정지원사업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이 삶과 

일의 현장인 마을 내외에서 관계 맺는 방식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에 관심을 갖고 있

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남성 주도성’과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 인식 미비란 사실 동전의 양면으로 현실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가족 

또는 마을 내의 소소한 일상 활동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자신의 역할

을 협소화하고 가족이나 마을 내로 관계를 제한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지

위 향상에서 인적자본이나 경제자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자

본의 형성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자본’ 개념

에 근거한 지역사회의 발전 역량에 대한 논의는 사회자본의 집합적인 속성

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주체인 행위자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뢰와 집단적 활동, 협력과 자원 활동 등의 사

회자본의 집합적 속성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부정할 수 없으

나 공동체의 존속이 개인의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집합주의적 사고

가 지역개발의 최우선 여건으로 인식된다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 중 일부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네트

워크는 항상 상호 협력과 이익을 위해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권력과 기회 또는 정보의 독점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이익의 

기제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배타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5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농식품부 2010)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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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회자본을 개인이 사람들과 관계 맺은 네트워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자산 즉,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생겨나는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의 불평등이 지위 격차의 원인

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인적자본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지속화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6차산업화의 주체로 기대하며 

각종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사례를 통해 네트워크를 자산

으로 활용하는 데 어떤 기회와 장애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여성농업인이 양

질의 사회자본을 구성·유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2.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3.2.1. 조사 개요

경기 양평과 전북 익산의 농촌체험, 생태탐방, 문화체험 등 마을사업을 

하는 8개 마을 남녀 500명의 설문조사와 농외소득 참여자 및 경제사회활

동이 활발한 27명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을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을 주민모임과 생산관련조직 등 마을활동, 사회단체 가입과 

교육 참여의 사회활동, 지인과 조력자의 인적 자원 네트워크 등 3가지 측면

에서 성별 네트워크의 특성과 자원 형성의 기회를 살펴보고 농업의 2·3차 

사업 참여에 경제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와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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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여성농업인 사회자본 설문조사 내용

변수 항목

사회

자본

규모 · 친족·마을 내외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관계 수

밀도
· 일상생활, 정서적, 경제적 관계 구성원 간 상호도움

정도(농외소득 관련 경험 포함)

다양성 · 일상생활, 정서적, 경제적 관계 구성원의 사회적 다양성

사회자본 형성기제

· 이웃관계, 주민 조직 및 생산자조직 참여

· 교육 참여 유형, 빈도 · 단체 참여 유형 및 참여도

· 네트워크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

사회

자본

기능

경제활동증진
· 마을 모임, 공식적 비공식단체 참여 효능 평가

· 교육 참여 효능 평가

사회활동증진
· 마을 모임, 공식적 비공식단체 참여 효능 평가

· 교육 참여 효능 평가

사회경제적 배경
· 연령, 성, 마을 거주기간, 혼인 관계, 학력, 직업(농외

소득 관련 경험 및 수요)

표 2-4. 여성농업인 사회자본 면접조사 내용

변수 항목

사회자본 관련

태도

· 의사결정과정 및 지역사회 활동, 공동체 활동 참여 경험

· 참여 활동의 경제적·사회관계 효과

사업

경영과

사회

자본의

효과

사업

진출

· 필요한 관련 정보 획득 방법

· 정보 접근의 어려움 및 어려움 극복을 위한 개인의 노력

· 주위 사람 도움 정도, 도움 준 사람과 관계 형성 및 발전 계기

· 마을 사람과의 관계가 도움이 된 경험 여부 및 사례

· 여성농업인단체,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농협 및 기타 기

관·단체와의 관계가 도움이 된 경험 여부 및 사례

사업

경영

(또는

참여)

· 사업 운영의 어려운 점

· 어려움 극복을 위한 개인의 노력

· 주위 사람 도움 정도, 도움 준 사람과 관계 형성 및 발전 계기

· 마을 사람과의 관계가 도움이 된 경험 여부 및 사례

· 여성농업인단체,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농협 및 기타 기관·

단체와의 관계가 도움이 된 경험 여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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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마을모임으로 본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마을 주민 모임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수준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들일

수록 참여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

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마을 주민모임에 참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경향이다.

참여하는 모임은 여성이 주로 부녀회나 노인회 모임을 중심으로 마을활

동을 하는 반면, 남성은 노인회 참여와 더불어 대동계와 같은 전통적인 마

을 단위 조직활동, 특정 모임을 통해서 마을 활동을 한다.

성별로 마을 모임에 부여하는 의미는 상이하다. 남성 주민은 마을 일 관

련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이 밖에 일이나 주민의 대소사 

또는 농경 관련 상호부조 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반면, 여성은 주민 조직의 활동 중 마을 문화 활동이 중요한 활동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경향은 마을 모임 활동을 통해

서 얻는 경험과 정보가 성별로 다르게 분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을 주민 모임에 가입한 사람들 중 임원 활동 경험이 있는 남성은 

41.1%이나 여성은 34.6%이다. 임원 활동 경험은 남성은 60대, 여성은 50

대에서 가장 높고 학력보다는 연간 가구 수입이 많고 원주민인 경우 상대

적으로 임원 경험 정도가 높다. 다만, 특이한 현상은 여성의 경우 도시 지

역에서 이주한 고졸 이상 학력 집단의 임원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

실이다. 마을 주민 모임 참여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각종 모임이

나 단체 활동 참여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남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다

양한 분야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으며 농업인단체 활동은 성별 격차가 가

장 크다.

친목 모임을 제외하고 모임 또는 단체 활동 참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학력과 연간 수입이 높은 집단이 모든 모임 또는 단체 활동 참여가 활발하

다는 점이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의 농업인단체에 참여는 월 200

만 원대 수입이 있는 집단의 남성보다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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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종 사회단체, 자원

봉사단체, 정치적인 모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율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50∼60대 남성의 사회활동모임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여성단체를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에 50대 여성 참여와 40대 이하 

여성의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단체별 가입 단체 수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는데 40대 이하 고학력 여성

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제외하면 여성들은 대부분 1개의 단체에 가입

해 활동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분야별로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

동하는 경향이 있다.

가입한 단체의 수 역시 참여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남성은 평균 2.36개

의 단체에 가입한 반면 여성은 1.76개 수준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입 단체 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가구의 

남성은 평균 3.76개이고 29.7%가 5개 이상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

다. 여성 역시 가입단체가 평균 2.41개이고, 11.1%가 5개 이상 단체에 가

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반면, 월 100만 원 이하 가구는 약 70%가 1개 단체

에 가입해 있는 수준이다.

그림 2-5. 성별에 따른 교육 참여

자료: 위탁연구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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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험 역시 성별로 차이가 크다. 유형별로 남성은 영농기술교육과 

마을 리더 양성 교육 참여가 여성보다 높다. 반면, 장이나 효소 등 영농기

술 관련 교육에는 근소한 차이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많다. 농업의 6차산

업과 관련하여 각종 농외소득사업 관련 영농기반사업 준비 교육은 남성이 

17.6%, 여성이 19.4% 참여하여 영농사업을 다각화하는 교육 경험이 여성

들에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그림 2-5>.

교육 참여 방식은 여성들은 주로 분기별 또는 연 1∼2회 추진하는 교육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주로 영농기술 관련 교육이 특강 형식의 교육 방

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 1회 또는 2회 

이상 참여하는 교육 참석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여성농업인은 여성의 네트워크의 규모는 남성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마을 내 부녀회 중심의 모임 이외에 각종 단체 활

동 및 행정과 연계된 활동 등에 참여는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부녀회를 중

심으로 한 마을모임 참여율은 높지만, 부녀회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 경

험을 한 경우에만 다른 마을과 교류 활동,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사회활동

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도 여성농업인의 빈도는 낮고 주기는 짧아서 지속

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되기에는 취약하다.

단체 활동은 그 자체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인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남성농업인은 여러 개의 단

체에 중복 가입하고 투자 활동도 활발히 하지만 여성농업인은 이와 같은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복성이 떨어져 현실에서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

히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2.3. 지인과 조력자 네트워크로 본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닥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해

결한다. 개인들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이 활발하고 빈번하게 교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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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는 풍부한 사회자본을 형성한다. 이러한 자원은 정보, 용역, 위세,

재화, 위로, 평판으로 구분되는데(김용학 2003), 이는 사회자본의 성격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이다.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네트워크는 남성은 평균 32.5명, 여성은 평균 29.3

명으로 남성의 지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남녀 모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 마을 주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은 남

성에 비해 친하게 지내는 가족·친인척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친하게 지내는 마을 밖 지인이 상대적으로 많다<그림 2-6>.

성별 네트워크 규모에 있어서 남성이 네트워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마을 밖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네트워크의 구성 정도가 높다. 네트워크 규

모는 마을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다소 상이해 상대적으로 인구 이동이 

없는 익산보다 외부 인구 유입이 있는 양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

와 같은 성별 차이는 여성이 가족 및 친인척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와 층위

의 사람과의 교류가 남성에 비해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6. 성별에 따른 개인적 네트워크 구성

자료: 위탁연구 조사결과임.

지인 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

는지를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질문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네트워크는 60대 주민이 가장 넓고, 경제자본화할 수 있는 소득기회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정책 수요 43

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남성은 50∼60대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여성

은 40대 여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도움 받을 지인 또한 동성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다. 즉, 남성은 동성의 남성,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네트워크 구

성하여 관계를 유지·존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네트워크의 기능별로 보면, 일손을 나눌 수 있는 품앗이 기능은 남녀 간

에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서적 지원을 교환하는 일은 

동성 간에서 주로 일어난다. 특히, 소득 기회 창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성도, 여성도 남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교

류 및 교환의 특징은 현재 농촌사회 사회관계의 특성을 요약해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 집단 중 이질적인 직업군이 있다는 것은 네

트워크 다양성이 커지며 사회자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이질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

며,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시·군청이나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지

원기관)과 사업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2-7>.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비율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익산 마을 여성들은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종사자와 알고 지내는 비중이 크다.

그림 2-7. 성별 조력자의 다양성

자료: 위탁연구 조사결과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정책 수요44

조력자의 규모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이질적인 직업 종사자의 규모 또

한 여성은 평균 8.8명인 데 반해, 남성은 14.7명으로 남성이 더 많은 수의 

다양한 층위의 관계를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그림 2-8>.

그림 2-8. 성별 조력자 규모

자료: 위탁연구 조사결과임.

이상과 같이 교환의 빈도와 주기, 교환의 다층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여

성의 경우 자신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비슷한 정보를 얻는 강한 유대관계

(strong tie)적 특성을 갖춘다. 또한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단을 넘

어서 이질적인 사람들과 연계됨으로써 중복되지 않는 정보를 획득하여 유

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6 약한 유대(weak tie)적 특성을 갖출 개연성이 

크다.

3.2.4. 농업 관련 소득활동과 여성농업인 사회자본

여성농업인이 현재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농업 관련 소득활동은 주말

농장, 각종 체험프로그램, 민박 등 농촌관광사업이 전체 응답자의 24.5%에 

6 예를 들어, 버트(Burt 1992, 2001)의 연구 결과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

은,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은 개인으로 하여금 규범의 압력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잠재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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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다음으로는 농산물과 가공식품류 판매(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와 

장류, 액즙 등 농산물 가공 참여율이 각각 9.5%, 2.2%이다. 농가식당을 운

영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농업인의 경우 현재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18.1%로 여성 참여비율보다 높다<그림 2-9>.7

그림 2-9. 남녀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율

자료: 위탁연구 조사결과임.

표 2-5.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 주는 사람 여부

단위: 명

남자 여자

가족
친지

마을
사람

소속
단체

공공
기관

가족
친지

마을
사람

소속
단체

공공

기관

신규 판매처 발굴 4 26 17 9 6 13 12 7

사업관련유용한정보나지식제공 0 11 11 21 5 15 10 8

사업, 사업장정착까지유지비용부담 5 8 13 16 5 7 11 11

사업 관련 법률이나 제도 관련 이해 2 9 9 16 4 7 10 9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 4 24 2 6 4 21 10 5

자료: 위탁연구 조사결과임.

7 농산물 가공에서 농촌관광에 이르기까지 범주가 넓은 농업 관련 소득활동은 지

역의 특성과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중소도시 근교인 익산은 판매활동이 가장 

큰 반면, 대도시 근교인 양평은 농촌관광이 가장 큰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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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소득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

려움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족 친지’라는 응답이 미미했다. ‘사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나 지식 제공’ ‘사업 또는 사업장 정착까지 유지비용 부담’ ‘사

업관련 법률이나 제도 관련 이해’ 등의 영역에서는 소속 단체와 공공기관

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고, ‘신규 판매처 발굴’은 마을사람과 소속단체

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마

을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현저했다<표 2-5>. 이 결과는 농업 관

련 소득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회

자본의 구축이 유용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향후 농업 관련 소득사업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남성농업

인은 ‘판매 유통 관련 정보와 지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5%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경영 능력’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2%로 상대

적으로 낮았다.

그림 2-10. 향후 농외소득 참여 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

단위: %

주: 향후 농외소득활동 참여 시 도움 필요 비율 (필요/필요+비필요)*100

자료: 위탁연구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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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농업인은 가장 필요한 도움은 ‘사업자금’ 56.9%, ‘판매 유통관련 

정보와 지식’ 52.8%, ‘사업 관련 기술’ 44.7%로 응답하였다<그림 2-10>.

여성농업인은 농외소득사업 진출에 적극적이면서도 남성에 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진출하는 농업 관련 소득 

분야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성농업인이 외부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낮고 각종 행정업무나 경영능력을 고려해본 경험이 없

다는 사실도 한 요인이다.

농업 관련 소득활동 경험자들은 무경험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장

된 사회관계를 소유하고 있다. 관계의 지속성이자 관계가 사회자본화할 수 

있는 원천인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인의 규모에서 농업 관련 소득활동 참여

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평균 11명의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더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농촌주민 네트워크가 동성에 기반하고 있는 데 반

해 농업 관련 소득활동 경험자들은 미경험자보다는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

지만 이성과 교류 협력이 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향이 있다.

마을 중심 농업 관련 소득활동 경영에서 마을 내부 사람의 도움은 사업

의 안정적 추진에 기초가 된다. 마을 내부의 관계가 사업의 성공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정기적인 마을회의를 진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마을 내부의 관계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자체 

행정이나 의회, 전문가 등 마을 외부 사람과의 관계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 특히 마을 외부 자원이 부족한 여성농업인에게 중

간지원조직은 마을 외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채널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마을 내·외부의 자원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장벽

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사회자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

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여성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이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농업 관련 소득활동을 경험한 여성은 리더 역할에 대해서 능력지

향성을 어느 집단보다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표 2-6>. 여성농업인은 마을 

중심 농업관련 소득활동의 경험을 통해 사회자본이 인적자원개발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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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는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장과 새로운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기대로 연결

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은 지속되었는데,

특히 마을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시설 설비 마련을 위한 자

금지원에 대한 정보 역시 관계망을 통해 제공받은 바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 관련 산업 분야의 경영체를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정보를 

획득하는데 마을 외부와의 관계, 특히 지원 사업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갖

고 있는 특정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는 마을 외부에서의 다

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발전될 수 있었다.

표 2-6. 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여성의 사회적 역할 평가

사례수
능력 있으면
누구든 리더
가능

이주자도
마을 리더
가능

소득향상
위해 여성
역할 커져야

여성
사회활동
참여는 당연

계 500 3.96 3.78 3.99 3.91

경험자

소계 164 4.05 3.87 3.92 3.87

남성 74 3.93 3.80 3.76 3.72

여성 90 4.14 3.92 4.06 4.00

미경험자

소계 336 3.92 3.74 4.02 3.93

남성 153 3.76 3.67 3.94 3.82

여성 183 4.05 3.80 4.09 4.03

자료: 위탁연구 조사결과임.

다만 농업 관련 소득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공히 10%에 이르고, ‘사업 또는 사업장 정착까

지 유지비용 부담’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5%로 가

장 높았다. 대곡부녀회 반찬사업장의 경우 경영 상황은 회원들의 부업 수

준에 불과하여 참여자들은 향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 

모두 농사일 이외에는 별 다른 경험이 없는 상태로 경영체 내부에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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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여자들은 상품 개발 등 자신들

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이나 전문가들

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기존 교육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직접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농업 관련 소득활동 경험자에 대한 사례 분석은 농외소득이 그간 제한적

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수준을 높

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농업 관련 소득

활동이 사회관계의 질과 양을 변화시킨 결과인지 매개변수인지까지는 사

례의 범위상 명확히 설명할 수 없으나 연관효과는 충분하며, 사회자본 확

충의 촉매제로서 기능하며, 사회관계가 협소한 여성농업인에게 지자체 행

정은 관계의 원천이자 사회자본화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농업인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제3장

1.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8

1.1.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여성농업인의 정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농업인의 자격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다음 5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이다<표 3-1>.

그러나, 현실은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의 자격을 얻기 위한 위의 5가지 조

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째,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만 소유권을 갖지 못

하므로 발생하는 자격 미달이다. 여성농업인은 자신 명의의 농지가 전혀 

없는 여성농업인이 약 83.1%이고 여성농업인 스스로 경영주 또는 공동경

영주로 인식하는 비중은 35.9%에 불과하다.9 여성이 경영주인 경우는 60

대 이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농

8 원광대 김은진 교수에게 위탁한 연구결과를 필자가 가필 수정함.
9 본 연구의 65세 이하 여성농업인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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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표 3-1.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조건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둘째, 연간 120만 원의 농산물 판매액은 구체적인 계약이 가능한 당사자

가 있어야 한다. 판매금액을 증명하는 발급규정에 따르면 다음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

증)를 제출해야 한다<표 3-2>.

표 3-2. 농산물 판매금액 증명 서류 발급자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

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③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④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

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

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⑥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우리나라의 농가는 보통 가족농 구조이므로 농업경영과 가정경제가 미

분리되어 있다. 또한 농가경제는 출하 명의를 분리할 경우 불이익이 크므

로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출하명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상

품성이 낮은 상품 출하를 여성농업인의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가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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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여성농업인이 도시지역 친척·지인을 통해 직거래하는 소득은 농업인 

증명이 불가능하다.

셋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는 경우도 농업인이 가

능하나 여성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등 가입률은 3%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

한 농업인의 지위 획득 역시 불투명하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

하여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성농

업인이 경영주가 아닌 경우 농업인 확인을 위해서는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확인을 받

아야 한다. 또한 출장소장은 신청자의 주소지나 토지 소재지의 이장, 통장 

또는 이웃주민 2명 이상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은 확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문제이며, 농외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는 농업인으

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

고 의외로 간단하지만 그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다. 이는 여성농업인 스스로 법적 자격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법적 지위

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절

한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여성농업인육성법

여성농업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여성 관련 법, 농업 관련 법,

지방정부의 조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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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법령

구분 법령

여성 관련 법
여성발전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농업 관련 법

여성농업인육성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

화촉진법, 농촌진흥법

지방정부의 조례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

(10개 광역시·도, 52개 시·군)

여성 관련법은 균등한 기회 제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성

평등, 복지 제도와 관련이 있고, 농업관련법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6

차산업에 진출을 지원하는 관련 법률이며, 지방정부의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여성농업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농업인육성법

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2.1. 법 구성요건의 문제점 

정부는 여성농업인 정책으로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5

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르면 여

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교육기회 확대 및 

우선 지원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우미 지원 확대 및 문화여건 개선 

등의 여성농업인 정책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다. 육성법의 영향으로 그동안 농가도우미제도, 연금보험 

실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가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고 이로 인해 여성

농업인 정책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률 제정 후에는 그에 따른 후속작업이 

잇따라야 함에도 후속작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률 제정 시 원칙적인 부분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면 그에 따른 계획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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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고 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의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사항

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육성법의 경우 현재까지 부분적인 법 개정은 이루

어졌으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행정고시 등

의 지침 마련에 소극적이므로 제반 조치가 미흡하다.

특히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과제는 계획에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

한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을 법령대로 실현하기 위

해서 실제 집행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범

위를 벗어난 경우 성별통계의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여

성농업인육성법도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법안이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

은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등 전체적인 농정 방향의 틀에서 필요하

다고 판단 시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성별영향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이 진행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현 상황에서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안행부 및 지

자체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아하여 예산 지원 없이 새롭게 지자체 

사무를 법에 명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1.2.2. 조항별 문제점

한편, 여성농업인육성법은 각 조항별 세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육성법 제7조의 자문회의이다. 자문회의는 자문의 역할

일 뿐 그 어떤 법적 권한도 없다. 다른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

는 각종위원회의 심의·의결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다분히 형식적인 자문회의에 그칠 소지

가 있다. 실제 법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위한 구

체적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실질

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이는 정책결정의 참여에 관한 법령 

자체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육성법 제8조의 실태조사이다. 법령에는 실태조사의 결

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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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갖추지 못했다. 오히려 

법의 제9조에서 제11조에 이르는 사업들이 기본계획의 항목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양적인 증가에 머물고 있다. 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

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정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그 변화의 추이 및 기본계획에 

반영과 그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모색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과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어떤 기본계획의 

항목을 통해 실현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농업인육성법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이 법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의 형식이라면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한 하위법 정비가 

필요하다. 이 법이 기본법의 형식이 아니라 시행법의 형식이라면 구체적 

시행방안이 법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

상을 위해 필수적인 여성 할당제이다.10 법적 지위 향상 실현을 위한 구체

적 할당에 관한 법 개정이나 구체적 할당을 위한 방안에 대한 규정이 있어

야 한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과 그 실현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성을 위한 선

언적 의미만 있을 뿐 구체적 실현방법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법은 관련 부서에서 정책 등을 통해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져 있을 뿐이다. 이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에 여성할당을 법제화해야 한다.

넷째, 개별법에서 정해진 것과 여성농업인육성법에서 정해진 것들 가운

데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만 여성농업인육성법은 여성에 국한한 것, 따라서 

그 성격을 확실히 하려면 개별법에 여성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여성농

10 여성농업인의 할당 문제는 우선 국가 전체 여성정책의 틀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권고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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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육성법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복규정을 

통해 예산상의 지원은 가능하나 여성농업인 육성과 직접 연관 있는 예산지

원이 아니므로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여성농업인 정책의 개요

2.1.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과정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국내외 인식 확대에 따라 여성정책의 추진 과정

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이 태동하였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1970년대 보건사회부, 1980년대 행정자치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부분적으

로 실시되었고 농식품부에서 공식화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

특히 1995년 북경 국제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 전략 채택을 계기로 각 

정부부처에 여성관련 자문기구가 구성되며 농식품부에도 1998년 여성농업

인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의 제정으로 여성농업

인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법 제정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법적 용어가 공식

화되고, 여성농업인을 공식적으로 직업으로 인정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 이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 여성농업인센터가 가장 특징적

인 사업이다. 다만, 2005년 여성농업인센터의 예산이 지방 이양된 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2008년부터 그 수가 늘어나지 않은 채 정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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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경과

시기 내 용

태

동

기

1950년대

∼1994년

- (농촌개발 촉진 수단) 농촌가정 생활개선지도사업

-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에 관심 낮음

- 1986년, 유엔 남녀차별 철폐 협약 가입

-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대책 시 제한적으로 여성농업인 언급

도

입

기

1995년

∼2000년

- 1995년 북경 국제여성대회, 정부 정책에 성(gender) 관점 도입

- 1996년 농촌여성 자문기구

- 1998년 여성농업인정책담당관 신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기본계획 작업

확

장

기

2001년

∼2007년

-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 제1차(’01∼’05), 제2차(’06∼’10)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개시 및 확대기

- 2005년, 여성농업인센터 지방 이양

정

체

기

2008년

∼현재

- 지자체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 농식품부 여성정책과가 농촌사회여성팀으로 축소

- 제3차(’11∼’15)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정체기

자료: 필자 작성.

표 3-5.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행정의 변화

년도 기구명 비고

1993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98년 폐지

1994 정책담당관제 6개 분야

1995. 1 농촌인력과 여성인력 육성 방안(행정사무관 미배치)

1996. 2 농촌여성정책자문회의구성 유명무실, 운영이 잘 되지 않음

1998 여성특별위원회
6개 부처(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노동부) 공동

1998. 2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기획관리실 산하

2004. 8 농림부 여성정책과 농업구조정책국으로 이관

2008. 3 농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농촌정책국 소속

2009. 10 농식품부 농촌사회과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

2013. 9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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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는 2004년 농림부에 여성정책과가 신설되었으나 2008년 주

무부서가 농식품부 농업인력과에서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사회팀으로 축소

되었고 그 후 농촌사회과(현 농촌복지여성과)로 이관되었다. 이는 여성농

업인을 농업의 주요 인력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

증이다.

한편, 2007년부터 10개 광역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지원 조

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가 축소

되고 여성농업인 정보 공유의 장인 홈페이지도 폐쇄되며 여성농업인의 정

보 교류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에 따라 각 지자체의 여성농업

인 지원 조례는 정책 수혜자인 여성농업인단체의 요구가 없는 한 유명무실

한 상태가 되었다.

1.2.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 내용 

여성농업인 정책이 지향하는 내용은 성 주류화 정책이다. 성 주류화 정

책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분석 및 예산의 수립이라

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강화와 세출예산사업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농정에서는 농기계 이용, 농업후계인력 육성,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이 높은 영역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가 추진되었다. 그러

나 주무부처의 약화로 인해 성 주류화 정책 환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

고 여성농업인 정책 형성과정으로 개설되었던 6급 이상 공무원 교육과정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농어

촌지역 여성들의 소규모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지만 2년간 단기 

지원 사업에 그치며 지원 수준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농정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었

다.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01∼2005)은 여성농업인을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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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공식화한 후,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다.

표 3-6.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

구분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전문 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리더
후계인력 육성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제1차

기본계획

(2001

∼2005년)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전문인력화

영농활동 지원

모자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제도의 정착

·정책과제 계발

연구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제2차

기본계획

(2006

∼2010년)

·직업적 지위와

권리 인정

정책결정과정

참여,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다문화 농촌여성

적응 지원

양성평등의식

확산

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후계인력 육성

기반 확충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부담

완화

농촌개발

리더로서

전문화

연금,

보험수급권

확대

영농도우미

인력지원 확충

영유아양육비

지원, 보육여건

개선

농촌문화 여건

개선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농촌문화복지관

모델 개발·보급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제3차

기본계획

(2011∼

2015년)

공동경영인으로

직업적 권익

향상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

추진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역량 증진

교육 지원

·창업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공동취사

활성화

·문화활동 지원

·지역개발 리더

육성

·농어촌

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신규 인력

정착지원 멘토

육성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교육

확대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강화

여성농업인

단체와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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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여성농업인단체가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농업후계자,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제도 등의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06∼2010년)은 다문화가족 지원, 농

가도우미 제도 확대, 농촌보육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강화 등

에서 성과를 이루었다. 농업인 확인서, 농가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와 종사

자 명기, 농지원부에 가족란 명기, 가족공동경영협약 확대 등이다. 특히 여

성농업인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2007년부터 여성농업

인육성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만들었다.

제3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1∼2015년)은 경영인력으로 여성농

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5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제2차 계획보다 대과제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되고 다문화 여성 

지원 등의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지역개발 리더 육성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처한 환경 변화와 경제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

음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전략 과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세부 

목표가 불분명하고 다문화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여성의 전문인

력화에 관한 정책은 후퇴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 나타난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 내용은 인력 육성과 

복지정책 강화이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 방안은 농업인후계자, 생

산자조직의 참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영능력 향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추진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복지정책은 생산 복지의 강화, 즉 직업 지위

를 인정한 복지정책의 확대 및 강화이다. 여성농업인에게 도시 근로자여성

처럼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의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농가도우미제도, 연

금보험 실시,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여성농업

인센터는 2곳 외에 증가되지 못했고, 농가도우미 제도 역시 도시근로자 여

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연금보험의 가입실적 역시 미미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2006년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다문화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여성의 전문

인력화에 관한 정책은 미진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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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농업인 지원조직

3.1.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의 개요

여성농업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직은 

크게 행정과 민간으로 나뉘고, 행정은 일반행정과 기술행정으로 나뉜다.

일반행정은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나뉘며, 중앙정부의 농식

품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농정과가 여성농업

인 정책에 관계하고 있다. 일반행정은 기존 농업 및 농촌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여성농업인 할당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을 집대성한 것이

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복지부터 전문인

력에 필요한 교육, 지원에 관여하는 부처는 농식품부 외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포함되며 농식품부 내에서도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인 농촌

복지여성과 외에도 농촌정책국의 여러 부서와 연계되어 있다.

반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농정과만이 여성농업인정책에 관

여하고 있다. 기존 농업·농촌 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의 할당 비율을 높이는 

내용 이 외는 특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의 일

부 또는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그에 따라 지자체의 여성 관련 업

무 부서에서조차 여성농업인정책에 관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술행정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

업인의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다만, 일반행정은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일원체계이지만 기술행정은 농촌진흥청은 중앙부처인데 

반해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소속이므로 이

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행정은 일반행정에 비해 실제 중앙

부처의 정책보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

라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다양성 추구가 가능한 구조이다.

한편, 민간의 여성농업인 지원은 크게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4개 

단체, 농협이 있다.11 농협은 여성농업인 교육과 모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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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여성농업인단체는 전여농을 제외하면 

행정이나 농협의 예산 지원 하에 결성된 조직이므로 지원조직의 목적 범위 

내에 친목, 봉사활동을 하며 실용 교육 등 전문성을 함양하는 일부 사업이 

있다.

그림 3-1. 여성농업인 지원체계 종합도

자료: 필자 작성.

11 농협 외에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일부 생산자조직이 여성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배려하는 사업방식을 전개하고 있지만 통일성을 갖춘 지

원 내용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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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앙정부

3.2.1. 여성가족부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이전에 여성가족부는 각 직업군의 여성 정

책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수립되었

다. 제1∼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이 대상이었고 제4차 기본

계획부터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여성으로 확대되고 있다<표 3-7>.

여성가족부의 여성농업인과 농촌 여성 정책은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전문인력화라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상당 부분 중복된

다. 동일 대상에게 필요한 정책이 크게 다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이지만 지원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추진

된다면 협력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보나 접근 수

단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반드시 농식품부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에는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의 정보 정도로 협력한 수준이었으므로 여성가

족부의 농촌지역 여성 정책은 선언에 그치거나 단기간 시범사업에 그쳤다

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2013년 하반기부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가 농촌지역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을 대

상으로 협력사업이 구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농식품부의 협력사업은 향후 여성농업인 정책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 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와 

농식품부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각

자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를 명시하는 추후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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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여성가족부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과 세부 과제

구분 핵심과제 세부과제

여성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여성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권익신장

1. 고정화된 역할분담의식의 개선

2. 농어촌 생활개선 및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3.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4. 협동조합에 여성의 정회원 가입 촉진

5. 농어촌지역개발사업관련여성농업인대표참여확대

6.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지원

7. 여성농업인 영농 및 농기계교육 훈련

8.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교육 프로그램 지원

9. 농촌 관련 여성단체 육성 지원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여성농업인

능력계발 및

전문인력화

1. 여성농업인경영능력제고및전문인력육성기반조성

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 향상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주를 위한 지원 강화

4.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여성가족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지 강화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추진

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3. 출산도우미, 영농도우미 등 지원 강화

4.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1. 농어촌여성 경영능력 제고,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2. 여성농어업인 경영성공 사례 발굴

3.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4. 농어촌 비농어업종사 여성 취업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기본계획(1998, 2003, 2007).

3.2.2. 농식품부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 수

립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여하는 관련 부서 담당자에

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통

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영향력 행사가 가장 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 관여자가 성인지적 관점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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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원활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 집행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여성농업인정책 수행의 일차 과제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이

지만 정책 수행은 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타 부서(농지

과, 경영인력과 등), 농업 관련 기관(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

보원, 한국농촌공사, 농협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여성농업인단체를 비

롯한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이 많다(부록 1 참

조). 여성농업인정책이 수많은 관련기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수행되기 때

문에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의 업무 총괄 능력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여성농업인단체는 지속해서 전담 

부서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2008년 농식품부 여성정책과 폐지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이 답보 상태이

며 기본계획의 정책조차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이유도 여성농업인정

책 담당 사무관의 역량으로 타 부서의 정책분석 및 예산의 수립에 성인지

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농식품부

는 여성농업인육성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할 의무

가 있지만 여성농업인 할당량이 권고 사항이므로 타 부서나 타 기관에 적

극적으로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낮은 점도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이 여러 부처·부서의 

협조하에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고 업무 내용이 복잡하므로 업무를 파악하

고 총괄 능력 없이는 해당 업무를 방기하기 쉽다. 그 결과, 정작 여성농업

인 정책은 수동적인 예산 지원과 정보 수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과 한계

를 지적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에서 나타나는 비판과 한계는 여

성농업인육성법 제정 후 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했

다고 판단된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의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 관여자의 합의

를 이끌어내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틀, 즉 세부과제의 목표 설정과 목

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공유·협의하는 정책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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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개발 및 농업인 교육 및 지도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1957년 농

촌가정과 설치를 시작으로 농촌 여성조직인 생활개선회를 조직하고 농촌

생활 환경 개선, 가족계획을 교육하며 여성농업인정책에 관여하였다.

표 3-8.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의 업무 목표와 전략

비

전
농업·농촌자원 활용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

표

6차산업화를통한

소득증대·일자리창출

농촌문화자원활용

및 체험기술보급

농식품 자원활용

기술보급

농업인 복지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전

략

<정성적목표>

∘6차 산업 추진

으로농촌지역

활력화

<정량적목표>

∘농촌관광 활성화

∘체험서비스향상

∘농식품의 부가

가치 창출

∘건강한 식생활

문화 실천 확산

∘노인활력 증진

∘농촌여성역량강화

∘건강한 농업인,

안전한 농작업

환경

∘6차산업 경영체

농가소득 증가

향상 40%

∘교육농장 769곳

∘농촌관광 100곳

∘농촌전통자원

발굴 10건

∘종합가공센터

설치 48곳

∘한국전통음식

학교운영 100곳

∘건강장수마을 육성

506곳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 증가율 36%

핵

심

내

용

- 6차산업화 기술

보급

- 6차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 6차산업화

전문역량 강화

-농촌체험 명품화,

체험서비스 다각화

-신뢰받는 농촌교육

농장 육성

-농촌전통지식자원

발굴 및 소득화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

-시·군센터 가공

인프라 강화

-향토음식 자원화

-식문화 실천확산

-건강한 노년 생활

지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농작업 안전

관리기술 보급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업무보고(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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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자원과에서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농촌 자원의 발굴 및 지

도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교육 외에도 농진청 자체 사업으로 농식품가공,

농가맛집 운영 등을 지원하여 2006년부터 소규모 창업 156곳, 농가맛집 74

명, 교육농장 357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표 3-8>.

농촌진흥청의 지원사업은 일반 행정의 지원사업과 달리 자원 발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지방으로 

이양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협력으로 기초 교육부터 시작하며 사업의 동

기를 부여하고 재능 있는 사업자를 발굴하며 1년 이상의 컨설팅까지 현장

밀착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추진사업은 예산의 제약

상 사업의 수혜자는 수요자에 비해 일부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함을 농업현

장 지도사업에서 파악한 후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규모 창업,

농가맛집 등 농업의 2·3차산업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기술 및 경영컨설팅이 장

기간 지속되면서 경영 정착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과 시범사업을 고유 업무로 추진해 

온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 관련 정보, 교육체계, 효과적인 지원사업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종합적인 행정지원 업무와 분리되어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또한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

터가 1998년 지방 이양되어 지자체 소속이지만 과거 농진청과 유대 관계

는 지속하는 상태인 반면, 지자체는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 예산 축소와 

더불어 농업 분야의 처우가 점차 열악해지며 교육 및 컨설팅 업무의 연속

성에 제약이 있다.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우수한 교육 

인력과 경험을 공유하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해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협력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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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정부

3.3.1. 지자체의 일반 행정

가.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본 지침

으로 지역 단위 여성농업인정책을 추진하며 여성농업인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행정으로, 농식품부 기본계획의 지침 외에 10개 광역지자체와 52개 

기초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는 연간 한 두 번의 형식

적인 위원회 모임이 있거나 아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충

북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제도,12 전남 강진군 한글학교,13 전남 나주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과 같이 지역실정에 따라 여성농업인 정책을 계발

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정책을 일관되게 수용하므로 각 지자체

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서로 비슷하다. 광역지자체 여성농업인정책 실적의 

차이는 도 농업정책과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관여하는 정도

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예산을 책정·분배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거

나 사업 실적의 집계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된 

경우이다.14 지자체 단위에서 타 부서, 타 기관의 업무에 여성농업인의 할

12 농지소유면적 5만 ㎡(5ha) 미만의 영농에 종사하는 20∼65세 여성농업인에게 

자부담 20%(2만 원)를 포함,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여 일반 병·한의원, 종합병

원, 건강검진센터, 약국, 영화관, 미용원, 서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를 발급하고 있음. 2012년 충북 여성농업인 1만 6,150명이 대상이었음.
13 2009년부터 한글을 모르는 여성농업인의 문예교육을 위해 읍·면마을을 찾아다

니며 교육하는 형태임. 6명의 전담교사가 한글, 산수, 치매예방 노래교실 등을 

실시함. 2013년 고령 및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24개 마을 364명이 교육받고 

있음.
14 부록 1에 전남과 경기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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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비중이나 관심도를 높이도록 관여 가능한가의 여부, 즉 업무 총괄 능력

에 따라 여성농업인 사업의 실적으로 포함 또는 미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농산가공, 마케팅, 경영, 지역리더 등 전문인력 양성에 여성농업인

의 교육 수요가 증가하자 지자체가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은 농민사관학교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과

정을 개설하고 창업 시 경영컨설팅을 연속 수행하는 지원체계를 정비하였

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 양성은 중앙행정의 교육과정 개설보

다 지자체 행정에서 지역 여성농업인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과 컨설

팅, 정보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여성농업인 지원의 과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지원의 과제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에는 농업 전반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협력해

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만 지방행정에서 정책 수혜

자의 요구에 맞게 사업내용을 반영할 협력구조를 갖고 있지 못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정책은 수동적인 집행에 머물고 있다. 농식품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도 여성농업인정책을 여러 부처와 협의·협조가 필요하지만 이

를 구체화할 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업무 소관 부처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실적과 계획을 수집하여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자체는 농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겠

다는 정책이 있지만 농협의 여성 임원은 농협법의 임원 자격과 선출에 의

한 사항이므로 여성 임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농협과 협의하

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 행정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예산 집행과 실적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대비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약하거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사

업을 지속하므로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 예를 들면, 농촌 결혼여성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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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접 생계를 꾸리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농업기술 습득보다는 단순 일자리를 선호하므로 이들을 농업 종사

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대농지 알선, 임대농기계 알선, 협업 등 경제적 자

립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농업인단체와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

축을 위해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한여농)에 연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기존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전문도우

미, 아동 보육은 사업수행기관과 서비스 제공 인력의 모니터링을 통해 보

다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재교육 등의 점검이 필요

하다. 이와 같이 정책 사업별 실태와 타당성을 분석하여 정책 대상자에게 

적절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의 발굴이 중요하다.

셋째, 지자체 행정은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강제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정책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정책 추진의 여

부와 예산 편성이 달라진다. 또한 지자체 행정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관련 

부서의 소관이므로 일반 여성 관련 부서에서조차 여성농업인정책이 외면

당하는 반면, 농업 관련 부서에는 많은 농업정책 중 여성농업인정책의 우

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에 예산집행 및 정보 수집과 

전달에 그치는 수준이다.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행할 행정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지자체 행정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넷째, 정책 수요자인 여성농업인이 지자체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

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 여성농업인정책은 여성농업인단체 중 한여

농의 활동 지원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소액 지원하는 선에 그치고 있

다. 2007년부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여성농업인 정책위

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고 지자체에서 4개 여성농업인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책을 요구해 본 경우도 없다. 즉,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지자체 단

위 여성농업인정책의 한계이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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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농업기술센터 

가. 여성농업인 지원

농업기술센터는 여성농업인단체인 생활개선회를 직접 조직·관리하며 농

촌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농업기술센터의 관리·감

독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 독자적인 사업 전개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제약이 크지만, 과거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농업기술원(생활경영과)→

농업기술센터(생활개선 담당)로 이어지는 여성농업인 지도사업은 현재까

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가 여성농업인 교육에 관여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지역에서 농업 관련 실용 및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

며 기술 보급과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에 최근 여성 참

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 농업기술, 식품가공, 경영, 리더십 등에 

43%, 심화교육 농업인대학의 35.5%가 여성이다. 특히 농산물 가공 및 판

매 마케팅 등에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여건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 담당 업무

는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의 사업 파트너로서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교육 및 

농가맛집이나 교육농장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여성농업인을 발굴하

여 육성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결혼여성이민자의 생활

개선회 가입을 유도하고 다문화 가정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나. 여성농업인 지원의 과제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

근 증가하는 농업의 2·3차산업의 교육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낮아 교육 기

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교육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라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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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회를 관리·감독하므로 각종 정보나 사업

에 여성농업인단체 중 생활개선회를 우선 대상화하기 쉽고 그에 따라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폐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나아가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인원에 제한이 있고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소수이므로 농촌진흥청의 여

성농업인 대상 사업 정보가 폭넓게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한 현장밀착형 기술·컨설팅 기관인 농

업기술센터는 보다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대다수 여

성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것

이 과제이다.

3.4. 민간단체

3.4.1. 여성농업인센터15

가. 여성농업인센터의 개요

2001년 전국 4곳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교육, 문화, 나눔, 돌봄 등의 기능을 공유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초 

2010년까지 전국에 102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13년 현

재 전국 41곳에 불과하다.

2005년 여성농업인센터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2005년 이후 단 4곳

이 증가하는 데 그치고 현재 남아 있는 센터도 존립이 불안정하다. 농촌사

회의 성인지도가 낮다 보니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은 문제가 있고, 센터 사

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

산 확보가 어려워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센터 여성농업인정책의 

15 전남여성플라자 문옥희 정책실장에게 위탁한 연구 결과를 요약함.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자료집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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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 부족으로 필

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보육과 교육 기능이 강조되면서 농어촌 보육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

센터는 필수사업인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

동 외에도 임의사업으로 농업·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수행하는 사업이 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 종류는 경제, 사회, 복지, 건강, 봉사 등 다양하

다<그림 3-2~3-3>. 이 사업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거나 전국여성농업인센

터협의회를 통해 사업 프로그램의 정보를 교환한다.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

이라면 몇 개 단위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해야 하지만 센터는 필요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므로 여성농업인에게 맞춤형 능력 개발이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민간조직인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은 행정의 

여러 부서 업무를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간에 맞춰 진행하

는 현장 밀착형 사업이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센터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경험은 정책제안 능

력과 리더십 양성에 기여하고 센터의 정책 제안이 지자체의 정책으로 구체

화되기도 한다.

그림 3-2. 여성농업인센터별 임의사업의 개수

자료: 위탁연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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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여성농업인센터의 임의사업 종류

자료: 위탁연구 결과임.

전남 나주는 센터의 수요 조사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의 필요성을 공론

화하여 2007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

년 현재 300곳의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한다.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 일손돕

기와 일자리 창출의 사례로 경남, 충남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응용

하여 추진되고 있다.

다. 여성농업인센터의 과제

그런데 민간의 자율성을 십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이나 여성농업인의 요

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농업인센터는 행정과 

여성농업인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으로 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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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은 고충상담,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

동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를 공공성을 띤 사업이지만 지자체가 운영비

의 85∼90% 수준에서 지원하므로 운영사업비 중 10∼15%를 자부담한다.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운영비 중 자부담이 부채 발생 원인이 되는 경우

도 발생한다. 운영비 자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의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

이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이 구상한 여성농업인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

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법정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지 않고는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수요는 행정이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밀착

형 수요로 다음 2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 여성농업인 삶의 질과 관련

된 보육, 방과후학교, 상담 사업이 주요 프로그램이지만 이제는 여성농업

인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도록 임의사업을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요구는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리더그룹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이다. 이는 지역에서 여성 리더를 발굴하는 작업과 

병행하며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둘째, 센터는 본래 목적인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역의 다양

한 단체와 기관, 농업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농업인이 필요

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

이다. 지역 여성농업인의 정보가 원활히 교류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정보 수집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의 허브 기능을 제

공함으로써 정보를 이용한 각종 교육과 사업의 연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3.3.2. 여성농업인단체

전국 주요 여성농업인단체는 1958년 근대적 생활양식의 보급활동으로 

농촌진흥청이 주도하고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생활개선회’를 

비롯하여 농협의 ‘농가주부모임’, 여성농업인 스스로 여성농업인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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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조직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 등 4개 단체가 여성농업인의 권리 향

상을 위해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표 3-9>.

표 3-9.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 개요

생활개선중앙
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농가주부모
임전국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목적

농촌생활의 과학

화 합리화로 농

가소득증대, 지역

사회발전에기여,

생활환경개선, 합

리적인 가정관리,

전통생활문화 실

천에선도적 역할

여성농민의 전국적

단결된 힘을 바탕

으로 여성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조

국통일실현

영농에종사하는여

성농업인이 서로

협력하여 농촌생

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여성농업인

의 지위향상과 권

익을 신장하여 농

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회원 상호 간 친

목도모 및 농업경

영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도모를 통한

복지농촌건설

관장

기관
농촌진흥청 없음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년도

1958년 조직,

1994년 재조직
1989년

1973년 조직,

1996년 재조직
1996년

회원

자격
시·군 거주자 여성농업인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

농업인후계자 또는

그 배우자

조직

구성

16개 시·도, 171개

시·군 지회
8개 도 72개 시·군

16개 시·도, 156개

시·군, 1,002개

읍·면

9개 도 1개 광역,

125개 시·군

주요

활동

다문화, 향토음식

개발, 교육, 농가

부업 활동 등, 도

농직거래, 휴경지

공동경작, 환경

보호

여성농민 권익실현,

통일운동, 여성농민

직거래, 토종씨앗

지키기, 정책개선

투쟁

교육, 다문화지원

사업, 도농직거래,

전통식품가공판매,

조합원가입, 다문

화가족지원 등

교육, 도농교류, 농

민권익 실현

주: 1차연도 광주여성재단 오미란 사무총장에게 원고 위탁한 원고 내용임.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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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개선회

농촌진흥청 생활개선 지도사업과 연계한 조직으로 1958년 생활개선구락

부에서 농촌지역 여성의 의식주 생활개선 활동을 시작하였다.

과거 1960∼1970년대 농촌의 낙후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공동기

금을 조성하거나 소득증대사업(부업, 구판매 활동, 공동작업), 절미운동, 건

전가정(주로 육아) 등 일상생활 공간 및 가정생활의 근대화(주로 부엌, 우

물, 화장실 개량 등) 활동이었고, 1980년대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생활개선

회 활동은 정체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농가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을 농

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창업으로 발전하면서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사회 대표적인 여성 친목단체, 지

역사회의 주요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생활개선회는 기술행정의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및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이며, 현재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여성의 

교육 및 학습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185개 시·군지회에 회원 9만3,618명으로 조직된 생활

개선회는 1개 시·군에 500∼700명으로 시·군 단위 여성농업인단체 중 회원

수가 가장 많고 시·군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농가주부모임

1973년 농협 조합원 배우자의 친목도모로 시작된 농가주부모임은 1993

년 농협 지도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친목과 권익 신장, 농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농협 단위로 조직되었다. 여성 조합원 또

는 조합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여성농업인 단체이다.

1993년 조직 당시 45세 이하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결성하였으나 

1995년 가입 연령을 50세로 확대, 1999년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다.

현재 농촌사회의 50∼60대 여성농업인 친목단체로 활동하며 각종 취미·

문화 활동과 교육, 공동 구판매 사업을 하고, 농협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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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다문화 여성 영농기술 및 멘토링의 멘토 역할과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의 전문도우미 인력으로 활동한다.

2008년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156개 시·군 지회에 회원 6만 명이 있다.

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한여농)

1996년 한국농업인연합회 내부에서 활동한 여성농업인이 남성 주도의 

단체 활동에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자 독자적인 여성농업인단

체를 조직한 한여농은 여성농업인단체 중 농업경영인으로서 자부심이 강

하다.

한여농은 전업 및 후계농업인 또는 후계농의 배우자로 40∼50대가 주류

이며 비교적 경영규모가 큰 전업농 또는 후계농업인이므로 농업에 대한 자

부심이 크고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 현안에 관심과 개혁 의지가 크다.

한편, 농식품부, 지자체 농정과 등 일반 행정조직에서 한여농 조직을 관

리·관장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이 지원으로 한여농의 사업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앙연합회는 교육 수요가 큰 식품가공리더 교육 등 전문교육

을 실시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규모는 축

소되고 있다. 시·도연합회는 전문 경영능력을 위한 리더십 증진 교육과 회

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취미·문화사업도 있고 농업경영의 정보도 활발하

다. 한여농은 전국 10개 시·도, 128개 시·군연합회에 회원 2만 명이 있다.

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1989년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발언권을 높이며 농업·농촌 정책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80년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실패한 농업정책을 비

판하며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전여농은 태동부터 개방화 농정을 비판하며 농촌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며 다른 여성농업인단체가 부진한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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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력이 강하다. 1990년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법 및 지원 조례 제정, 농협 복수조합원제 주장과 관철, 학교급식 의정활동

에 여성농업인 입장에서 정책 제안이 있었다.

한편, 전여농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종씨앗 지키기, 식

량주권 실현 등의 운동과 함께 소농, 고령 여성농업인을 배려한 제철꾸러

미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경제사업 조직화에 직접 또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서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여농이 토종씨앗 지키기 운

동을 전개하며 생산된 토종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매주 또는 격주 1회 직거

래 택배하는 ‘언니네텃밭’ 제철꾸러미사업은 전국 19개 공동체 130명 여성

농업인과 소비자 약 2,000명이 회원이다. 전여농은 2001년 이후 여성농업인

센터 설립에 기여하였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사, 철학, 성평등, 정책 전문

교육을 진행하며 여성농업인을 삶의 주체로 세우는 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여농의 활동은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여성농업인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한 정치적 주

장과 특정 정당과의 연계는 대중적인 여성농업인단체로 활동하는 데 한계

로 작용하고 있다.

마.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의 차이점

4개 여성농업인단체 중 3개 단체(생활개선회, 한여농, 농가주부모임)은 

각각 농업기술센터, 기초지자체 농정과, 농협의 관할 기관이고 조직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의 행정서비스와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한다. 그러므로 이들 

3개 여성농업인단체는 자칫 각 단체의 활동이 예산 지원을 받는 관할 기관

의 업무에 종속되어 자율성이 낮고 여성농업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 행정서비스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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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여성농업인 조직 활동현황

농업·농정

정책제안

여성농업인
권익실현활동

경영합리화,
소득활동

여성농업인
교육활동

협업사업

조직화지원

생활개선중앙연합회 - - ○ ○ -

전국농가주부모임 - - ○ ○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 ○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 ○ ○ ○

자료: 1차연도 오미란의 원고 위탁 결과에 필자가 가감함.

그에 비해 전여농은 예산 지원이 없으므로 자율성은 강하지만 열악한 재

정으로 적극적인 사업 전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율성이 확보되어 정

책계발의 능력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

4개 단체 중 농정 제안 기능과 여성농업인의 권익 실현활동을 하는 단체

는 한여농과 전여농이고, 소농의 경제사업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능은 전여

농이 하고 있다.

3.3.3. 농협

농협은 영농지도, 복지사업, 교육지원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1966년부터 매월 선도농업인을 선정하는 ‘이달의 새농민’은 1981년

부터 여성농업인의 영농 기여도를 감안하여 부부 공동시상제로 실시한다.

농외소득원 발굴 차원에서 영농체험,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 선

정하는 팜스테이사업은 2011년 277개 마을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문화복지

센터, 노인대학,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등의 문화·복지사업이 있다.

농협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

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위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여성임원, 여

성 대의원 발굴을 위한 교육사업이다. 둘째, 지역농협 여성복지 담당인력 

주도로 농업 분야 여성CEO의 현장 교육을 통한 여성농업인 간 네트워크

를 구축과 리더십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가 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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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 향상 교육, 농촌 어메니티 발굴 사업,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을 실시하며 (사)농가주부모임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한편 2006년부터 농식품부와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영농도우미, 가사

도우미 활동 등 전문도우미 인력 육성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도우

미 사업은 비현실적인 수당과 농촌지역의 인력 고갈로 농협 여성조직(부녀

회,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봉사단이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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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리더(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의 공무원 등 3부류를 대상으로 한 조사16 결과를 기초로 여성농

업인과 지원조직의 공무원이 서로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정도, 여성농업인 

지원체계와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화하여 향후 여성농업인 정책 개선

방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과 평가

1.1. 여성농업인의 지위

1.1.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농업경영에서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30대 69%, 40대 58%, 50대 

64%로 가장 높다. 공동경영주를 포함한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대 

23%, 40대 37%, 65세 이상 45%로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지며 유급 가족종

사자로 인식은 30대 7.7%, 40대 5%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표 4-1>

16 조사개요는 서론(pp.18-19)에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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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은 고령이 될수록 농업에 숙련도가 높고 직업인으로 자부심

을 갖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17 특히 60대는 사별 등 남편의 부재로 농가

의 세대주 자격과 동시에 경영주라고 인식하게 된 경우도 많다.18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은 자신의 지위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

식하는 비율이 한여농 82%, 전여농 78%, 생활개선회 63%로 일반 여성농

업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성농업인단체 임원 스스로 경영주로 

인식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농업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첫째 조건

이다. 여성농업인단체 임원의 약 80%는 경영인으로서 직업적 의식이 투철

하며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표 4-1.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지위

단위: %

경영주 가족종사자

(무급)

가족종사자

(유급)경영주 공동경영주 계

여성

농업인

39세 이하 3.8 19.2 23.0 69.2 7.7

40∼49세 9.2 27.7 36.9 58.2 5.0

50∼59세 7.5 25.4 32.9 64.3 2.9

60∼64세 19.8 21.0 40.8 54.9 4.3

65세 이상 34.8 9.8 44.6 46.0 3.3

단체

임원

생활개선회 7.1 55.4 62.5 30.4 3.6

한여농 19.4 62.5 81.9 18.0 0.0

전여농 15.7 62.7 78.4 15.7 3.9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17 1차연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비중

은 60%이며,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57%이

다. 농한기가 1개월 미만, 평야지역, 중대규모 농가, 40대의 순으로 전문농업인

이 되고자 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며, 농한기 1개월 미만에 영농규모가 클수

록 농업에 직업적 자긍심을 느끼는 비율은 70∼8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18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60∼64세 여성농업인의 17.1%,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44.4%가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과 지원조직 간 인지 및 기대 85

한편, 공무원은 조직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6차산업의 담당 주체로 인식하는 경우는 농식

품부,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 순으로 높고 여성 공무원의 7%, 20∼30대 

공무원의 8%가 인식하고 있다<표 4-2>.

농업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정도는 농식품부 33%, 농업기술원 45%, 농촌진흥청 40%, 농업기술센터 

36%의 순으로 중앙정부와 기술행정 공무원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기술행정은 교육기관으로서 여성농업인이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 판매 등의 담당 주체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행정

인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농정과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을 농업생산에서 판

매까지 농업경영을 보조하거나 생산노동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가족종사

자로 인식하는 비중이 각각 54%, 59%로 높다. 따라서 기술·교육기관 공무

원이 행정기관 공무원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높게 평가한다.

공무원의 여성농업인 이미지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남성

과 20∼30대 공무원이 여성농업인을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표 4-2. 공무원이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의 이미지

단위: %

　

농업경영주 가족 종사자

생산·가공

기능보유자

생산

주력

생산·

판매
계

생산·판매

보조

생산

노동

생산

보조
계

조

직

농식품부 16.7 16.7 33.3 66.7 0.0 0.0 33.3 33.3

광역 농정과 0.0 15.4 30.8 46.2 11.5 19.2 23.1 53.8

기초 농정과 2.9 16.4 20.7 40.0 22.1 15.7 21.4 59.2

농촌진흥청 8.0 8.0 40.0 56.0 20.0 16.0 8.0 44.0

농업기술원 10.5 7.9 44.7 63.1 7.9 21.1 7.9 36.9

농업기술센터 1.7 13.8 35.7 51.2 17.5 16.2 13.8 47.5

성
별

여성 6.5 10.4 37.7 54.6 8.4 22.7 13.6 44.7

남성 1.6 15.3 30.2 47.1 21.4 13.8 16.7 51.9

연

령

20∼30대 7.6 11.4 26.6 45.6 15.2 20.3 19.0 54.5

40대 4.7 13.4 33.1 51.2 14.2 16.5 16.5 47.2

50대 이상 1.2 14.7 33.4 49.3 19.6 15.3 14.7 49.6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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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성농업인 스스로 무급 가족종사자라고 인식하고 있거나 지원조직의 공무

원이 경영주라는 인식보다 가족종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에서 여전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가 낮음을 방증하는 사실이다. 여성농

업인 스스로 경영주로서 확고한 직업 인식을 갖고 농업경영의 주체로  여

성농업인의 능력을 계발하도록 지원조직의 공무원이 동기 부여하기 위해

서는 남녀평등권에 입각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여성농업인을 우대

하는 차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1.2.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농촌사회에서 여성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각 단체의 활동 

참여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활동은 몇몇 

소수에 불과하여 예를 들면 농협의 대의원이나 이사로 참여하는 여성의 비

율은 4%이다.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에 대한 의견은 여성농업인과 공무원 간

에 큰 차이가 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는 의견이 많지만 여성

농업인은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큰 반면, 지원조

직의 공무원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아직 남성보다 낮다’는 비중이 60%

이상이며 더 나아가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같다’거나 ‘남성보다 높다’는 

비중도 여성농업인보다 월등히 높다<표 4-3>.

여성농업인은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는 의견이 60세 미만에서 83∼84%

이다. 반면,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높을 때가 있다’는 비중은 50∼60대

가 각각 15%, 12%로 높은 편이다. 50∼60대는 20∼30대인 며느리 세대를 

경험하며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같다’거나 ‘남성보다 높을 때가 있다’는 비율은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1990년대 이후 법·제도적으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 정책의 수혜를 받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차이

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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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에 대한 인식

단위: %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예전보다
높지만아직
남성보다낮다

남성과
같다

남성보다
높을 때가
있다

잘
모르겠다

여

성

농

업

인

연

령

39세 이하 80.8 3.8 7.7 0.0 7.7

40∼49세 69.5 14.9 9.9 2.1 3.5

50∼59세 69.2 13.3 9.5 5.5 2.6

60∼65세 69.6 13.6 10.1 1.9 4.7

65세 이상 63.1 14.6 8.1 2.8 11.4

농

한

기

간

1개월 미만 73.3 10.0 11.7 3.3 1.7

2∼3개월 미만 69.3 11.3 8.1 6.6 4.8

3∼4개월 미만 65.9 14.5 17.3 1.4 0.9

4∼5개월 미만 67.4 11.6 2.3 0.0 18.6

5개월 이상 77.9 19.5 1.8 0.0 0.9

공

무

원

소

속

농식품부 0.0 83.3 16.7 0.0 0.0

광역농정과 11.5 69.2 0.0 15.4 3.8

기초농정과 7.9 60.0 16.4 14.3 1.4

농촌진흥청 12.0 60.0 12.0 16.0 0.0

농업기술원 13.2 63.2 7.9 15.8 0.0

농업기술센터 6.4 69.7 10.4 13.5 0.0

성

별

여성 12.3 77.9 3.9 5.2 0.6

남성 5.8 61.6 14.6 17.5 0.5

연

령

20∼30대 12.7 74.7 6.3 5.1 1.3

40대 8.7 70.1 10.2 10.2 0.8

50대 이상 6.1 62.9 13.2 17.5 0.3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여성농업인을 농한기간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는 의견에 

농한기간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다. 농한기간이 길수록 농업소득

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한편, 남성 공무원의 32%, 여성 공무원의 10%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같거나 남성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남성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 남녀 공

무원의 인식 차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자일수록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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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성별 인식 차이는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자인 지원조직 공

무원조차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지원이나 차별적 조치를 반대할 여지가 

있는 의견을 내므로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활동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공무

원이 생각하는 만큼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 사회

의 현실이다.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재 여성농업인의 정책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목적에 합당한 정책 집행이 되려면 정책 담당자인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부터 수정이 요구된다. 농정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와 함

께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1.2.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지 정도

1.2.1. 여성농업인 의식 및 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여성농업인은 ‘맡은 일(농업)에 전문가를 희망’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

수록 낮아지는 경향이고,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거나 ‘새로운 농업기

술과 정보에 관심’을 갖는 비율은 40∼50대의 비율이 비교적 높지만 농업

에 전문가를 희망하는 비율보다는 낮다. 즉, 여성농업인은 직업인으로 전

문성을 갖고자 하지만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자부심과 

관심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함양과 함께 사회적 지

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표 4-3>.

반면 여성농업인이 ‘조직활동을 남성에 전가’하거나 ‘가사는 여성이 담

당’해야 한다는 비율이 각각 60%, 70% 이상으로 높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여전히 남성에 의존적이고 성별분업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나이가 젊을수록 높으며 30∼

50대의 60%가 활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남녀 차별을 경

험한 경우는 50대 여성농업인이 64%에 이르고 60대 이상도 차별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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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중이 높다. 여성농업인도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의향은 높지만 여전히 

여성 차별적인 분위기가 있으며 이것을 가장 크게 느끼는 세대가 50대라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4. 여성농업인의 의식 및 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40세미만 40대 50대 60∼64세 65세이상

맡은 일에 전문가 희망 65.4 66.0 66.0 47.9 49.7

농업인으로서 자부심 53.8 58.9 58,5 47.1 44.2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에 관심 53.8 63.8 59.9 49.8 29.8

조직 활동을 남자에 전가 61.5 68.8 64.8 59.9 64.1

일을 해도 가사는 여성 담당 73.1 75.2 74.6 78.6 76.3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 희망 61.5 60.3 59.4 38.5 28.0

지역사회에서 남녀 차별 경험 57.7 57.4 64.3 59.1 53.5

주: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런 편이다=4)

의 질문을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한편,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이 ‘전문가를 희망’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견에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기술·교육기관, 여성,

50대 이상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에게 ‘직업적 자부심’을 느낀

다는 공무원의 평가는 여성농업인의 인식보다 대체로 낮다. 즉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이 직업적인 자부심이 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표 4-4>.

여성농업인의 남성 의존도인 ‘조직활동을 남성에게 전가’한다는 의견에

서 공무원은 여성농업인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여성농업인이 남성에

게 의존적이지 않다는 의견인데, 20∼30대 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다. 반면, ‘가사는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농업인에 비해 공

무원의 비율이 높다. 공무원이 여성농업인보다 전통적인 성별의식이 상대

적으로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에 참여를 바란다’는 공무원의 의견은 대체적으

로 여성농업인보다 높은 비율이다. 특히 기술·교육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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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다. 여성농업인이 ‘지역에서 남녀 차별을 경험’한다고 의견은 중

앙정부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4-5. 여성농업인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단위: %

　
소속

농식품부 광역농정과 기초농정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맡은일에 전문가 희망 55.6 66.7 65.0 76.0 78.1 69.8

농업인으로서자부심 44.4 52.6 51.9 52.0 63.2 52.2

새로운농업기술/정보에관심 55.6 64.1 64.5 73.4 77.2 71.5

조직 활동을 남자에 전가 55.6 43.6 52.4 49.3 46.5 53.5

일을 해도가사는여성담당 72.2 71.8 66.7 76.0 76.3 73.0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 희망 61.1 69.3 61.4 77.4 70.2 66.8

지역사회에서남녀차별당함 61.1 56.4 52.6 61.3 56.2 54.6

성별 연령별

여성 남성 20∼30대 40대 50대이상

맡은일에 전문가 희망 70.6 68.5 68.0 68.3 69.8

농업인으로서자부심 53.7 52.5 54.9 52.5 52.5

새로운농업기술/정보에관심 68.6 70.0 65.0 68.3 71.3

조직 활동을 남자에 전가 50.4 52.7 45.1 52.8 53.5

일을 해도가사는여성담당 74.7 70.4 71.3 71.1 71.9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 희망 67.6 65.6 65.4 65.4 66.7

지역사회에서남녀차별당함 60.6 52.2 58.2 54.1 54.0

주: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런 편이다=4)

의 질문을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1.2.2.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이유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3차 소득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활동에 의향이 없는 비율은 

증가하지만 60대 초반이라도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비중이 4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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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을 원하는 이유는 추가소득과 생활비 부족이라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사회생활의 욕구

와 생활비 부족의 이유가 가장 크지만, 40대부터는 추가 소득을 마련하려

는 이유가 가장 크다<표 4-6>.

여성농업인단체 임원은 조직 구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여농은 

추가소득 마련이 42%로 가장 크지만 전여농은 생활비 부족의 이유가 47%

로 가장 크며, 생활개선회 임원은 경제적인 이유와 비슷한 비율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수단으로 소득활동을 원한다.

표 4-6. 여성농업인의 소득활동 희망 이유

단위: %

　
생활비

부족

추가소득

마련

자신의

재능활용

사회생활

욕구

유휴시설

활용

의향

없음

여
성
농
업
인

39세 미만 19.2 15.4 15.4 19.2 7.7 23.1

40∼49세 17.0 27.0 9.9 9.9 1.4 34.0

50∼59세 9.8 31.7 8.1 2.9 1.2 46.1

60∼64세 7.4 32.3 7.4 0.8 0.4 51.8

65세 이상 5.3 21.7 2.0 1.0 0.3 69.4

단
체
임
원

생활개선회 26.8 25.0 26.8 17.9 5.4 7.1

한여농 26.4 41.7 27.8 8.3 5.6 4.2

전여농 47.1 19.6 15.7 7.8 0.0 5.9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한편,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이 생활비 부족의 이유로 소득활동을 원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60%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농정과, 농

촌진흥청의 공무원과 50대 이상, 남성 공무원의 비중이 높다<표 4-7>.

같은 경제적인 이유라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소득활동을 원한다는 공무

원의 평가와 추가소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여성농업인의 이유는 차이

가 있다. 공무원의 평가는 농가경제가 절박함, 나아가 빈곤을 느낀다는 것

이다. 실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 농가

의 87%19에 이르는 농가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인식은 오류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정책 집행 시 ‘빈곤하다’는 기본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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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시혜적인 수준의 정책이라도 공무원의 만족만 크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표 4-7. 공무원이 인식하는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활동 희망 이유

단위: %

　

　

생활비
부족

추가소득
마련

재능
활용

사회생활
욕구

타인
권유

유휴시설
활용

전체 59.8 21.2 11.7 5.5 1.3 0.6

소

속

농림축산식품부 50.0 16.7 33.3 0.0 0.0 0.0

광역 농정과 73.1 11.5 7.7 3.8 0.0 3.8

기초 농정과 62.9 19.3 9.3 5.7 2.9 0.0

농촌진흥청 64.0 12.0 20.0 4.0 0.0 0.0

농업기술원 47.4 34.2 13.2 2.6 0.0 2.6

농업기술센터 58.6 22.2 11.8 6.1 1.0 0.3

성

별

여성 56.5 26.6 13.6 2.6 0.0 0.6

남성 61.1 19.0 10.8 6.6 1.9 0.5

연

령

20∼30대 45.6 24.1 21.5 5.1 2.5 1.3

40대 59.8 26.0 9.4 3.9 0.0 0.8

50대 이상 63.2 18.7 10.1 6.1 1.5 0.3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1.2.3. 여성농업인의 소득활동 장애요인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여성농

업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활동의 필요성이 없다’는 비율이 높아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사

일로 바빠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비율이 50대 31%로 가장 크다. 그 

이외의 이유로는 ‘능력·지식 부족’이 16%, ‘기회·정보 부족’ 14%로 사회자

본과 관련된 이유이다<표 4-8>.

19 통계청.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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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여성농업인의 소득활동 장애요인

단위: %

일할필요
느끼지
못함

바쁜
농사일로
시간없음

능력·지
식 부족

기회·
정보
부족

신체적
한계

자본
부족

인맥·
자신감
부족

전체 18.9 26.7 15.7 14.4 10.2 5.7 5.5

연

령

별

20∼30대 15.4 30.8 11.5 11.5 7.7 15.4 0.0

40∼49세 10.6 23.4 16.3 17.0 6.4 12.8 7.8

50∼59세 17.9 31.1 15.0 13.5 10.4 3.7 6.3

60∼64세 25.3 22.2 16.7 14.4 12.5 3.5 3.5

65세 이상 34.6 14.1 11.4 9.6 18.4 4.3 4.6

농

한

기

간

1개월 미만 21.7 15.0 26.7 5.0 10.0 6.7 11.7

2∼3개월 26.6 18.5 11.6 18.2 11.0 5.4 6.0

3∼4개월 12.7 40.9 15.5 9.5 10.5 4.1 3.7

4∼5개월 11.6 34.9 14.0 11.6 18.6 4.7 2.3

6개월 이상 9.7 26.5 23.0 18.6 4.4 9.7 5.3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반면,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회

나 정보 부족’ ‘바쁜 농사일’의 순으로 꼽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농촌진흥

청, 도농업기술원의 공무원은 ‘기회·정보 부족’의 이유가 크지만 농식품부,

농업기술센터, 50대 이상의 공무원은 ‘바쁜 농사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표 4-9>.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여성농업인과 

공무원의 큰 차이는 순서이다. 즉 여성농업인은 과중한 노동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노동에서 탈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

원은 여성농업인이 바쁘기도 하지만 기회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우선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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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공무원이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의 소득활동 장애요인

단위: %

　

　

기회·관련
정보 부족

바쁜
농사일로
시간 없음

능력
부족

자본금
부족

자신감
부족

판매
어려움

전체 24.8 23.9 19.5 16.7 4.3 3.9

소

속

농식품부 0.0 50.0 16.7 0.0 16.7 16.7

광역 농정과 26.9 19.2 11.5 23.1 7.7 0.0

기초 농정과 25.0 22.1 25.7 12.9 2.9 3.6

농촌진흥청 40.0 12.0 28.0 12.0 0.0 4.0

농업기술원 23.7 18.4 23.7 18.4 2.6 7.9

농업기술센터 23.9 26.3 16.2 18.5 5.1 3.7

성

별

여성 27.3 20.8 20.8 18.8 5.2 3.2

남성 23.8 25.1 19.0 15.9 4.0 4.2

연

령

20∼30대 34.2 24.1 20.3 11.4 5.1 1.3

40대 29.1 15.7 22.0 15.7 4.7 4.7

50대 이상 20.9 27.0 18.4 18.4 4.0 4.3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앞의 제2장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자본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다. 여성농업인이 과중한 노동에 처해 있으므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기회를 만들기 어렵지만 그 노동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사회자본을 통해서 기회를 찾는 것이다. 농사일로 바쁜 여성농업인에게 사

회자본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에 앞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이 과

중한 노동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성농업인이 인식하게 하는 동

기 부여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정책의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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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성농업인의 과제

1.3.1. 당면 과제 

여성농업인에게 시급한 과제를 조사한 결과, 여성농업인과 공무원 모두 

여성의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다. 하지만 공무

원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이 차순위인 데 비해 여성농업인은 30대를 

제외하면 복지시설과 복지제도의 확대를 기대하였다.

여성농업인은 50대의 34%가 ‘과중한 노동부담’을 들고, 60대 초반의 

35%는 ‘복지 확대’를 꼽는 반면, 30대 23%는 ‘지위 향상’을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반면, 공무원은 ‘과중한 노동부담’에 농식품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순으로 높지만, 광역농정과 공무원의 

35%는 ‘지위향상’, 농진청 공무원의 28%는 ‘지위향상’과 ‘기술·자금 지원’

을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표 4-10>.

표 4-10.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단위: %

　
과중한
노동경감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기술과
자금지원

보육교육
시설확충

전문경영
교육강화

복지시설·
제도확대

여
성
농
업
인

39세 미만 23.1 23.1 15.4 19.2 0.0 19.2

40∼49세 29.1 19.1 14.2 9.2 2.1 26.2

50∼59세 34.3 15.9 8.4 10.1 3.5 28.0

60∼64세 29.2 19.8 6.2 9.7 0.4 34.6

65세 이상 38.6 17.4 9.6 10.6 1.5 22.2

공

무

원

조

직

농식품부 50.0 16.7 0.0 33.3 0.0 0.0

광역농정과 15.4 34.6 23.1 15.4 3.8 7.7

기초농정과 30.0 23.6 15.0 13.6 9.3 7.1

농촌진흥청 24.0 28.0 28.0 8.0 12.0 0.0

농업기술원 42.1 26.3 18.4 5.3 7.9 0.0

농업기술센터 32.7 22.6 15.8 10.8 8.4 9.4

성
별
여성 31.8 25.3 22.1 7.1 5.8 6.5

남성 31.5 23.3 14.3 13.2 9.5 7.9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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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이 과중한 노동 경감과 복지 시설·제도의 확대를 과제로 지적

한 것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이다. 반면 공무원은 과중한 노동이 가

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알지만 그 해결 방안은 지위 향상이라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은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우선하고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정책의 

목표인 지위 향상이 우선한다.

1.3.2.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의 과제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농업활동과 농촌생

활의 고충을 질문하였다.

농업활동에서 고충은 농업노동이 힘들고 농업소득이 적다는 응답이 가

장 비중이 높다. 농업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도 결국 농

업노동이 과중하여 발생하므로 노동이 어렵다는 응답의 비중은 30대를 제

외하면 50% 이상을 차지한다. 연령별로 30대는 농업소득이 적다는 이유와 

가사와 병행하는 어려움이 큰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업노동의 어려움

이 크다<그림 4-1>.

반면,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농촌 생활에서 고충은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

시설이 멀다는 것과 개인시간이나 취미활동이 어렵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그림 4-2>. 이는 농촌지역의 인프라와 농촌사

회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이유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시설이 먼 것이 

문제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취미활동이나 개인시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교통·의료 인프라와 취미활동을 영

위할 문화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도 문화행사나 문화시설이 있지만 여성농업인이 참여하지 못

하는 주요한 이유로 시간 부족을 꼽았다<표 4-11>. 여성농업인이 과중한 

노동 때문에 교육 및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도 복지

서비스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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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고충

주: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그림 4-2.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고충

주: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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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여성농업인이 문화행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교통 불편 시설 부족 정보 부족

취미·의욕

없음

연

령

별

39세 이하 51.9 7.4 7.4 14.8 3.7 14.8

40∼49세 41.6 12.2 10.6 11.8 6.5 17.1

50∼59세 42.8 15.0 14.5 8.7 2.9 14.5

60∼64세 35.5 9.7 12.9 12.9 3.2 25.8

65세 이상 34.1 31.9 2.2 7.7 16.5 7.7

농

한

기

간

1개월 미만 40.0 20.0 0.0 6.7 6.7 26.7

2∼3개월 50.0 11.4 8.0 6.8 8.0 15.9

3∼4개월 44.4 13.9 11.1 10.7 6.7 11.9

4∼5개월 33.0 19.8 11.3 11.8 6.1 17.9

5개월 이상 15.9 7.8 22.9 4.9 9.6 30.4

주: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1.3.3. 농촌지역의 안전 정도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안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안전에 관한 서비스이다. 농촌지역에서 여성, 아동, 노인의 위험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아동 36%, 노인 34%,

여성 28%의 순으로가 위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4-12>.

표 4-12. 공무원이 인식하는 위험 정도와 종류

단위: %

　

　

농촌 마을의 위험 정도 농촌 마을의 위험 종류

안전 보통
대체로
위험

매우
위험

성
폭력

가정
폭력

교통
사고

강도·
절도

기타
사고

위험
없음

여성 37.4 35.0 24.4 3.2 28.8 42.5 31.6 18.6 14.7 16.0

아동 32.3 32.1 28.8 6.8 29.7 23.7 61.8 7.3 10.2 15.6

노인 33.3 32.5 27.1 7.1 1.3 11.1 70.9 24.6 22.2 15.8

주: 5점 척도(매우 위험=1, 대체로 위험=2, 보통=3, 대체로 안전=4, 매우 안전=5)의 질

문을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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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위험 정도와 종류

위험의 정도 위험의 종류

주: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한편, 여성농업인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공무원 그룹보다 월등

히 높지만, 30∼4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위험 정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

<그림 4-3>. 농촌지역에서 일반 여성농업인보다 공무원의 지역정보 수집

력이 높다고 본다면, 농촌지역에서 여성과 노인의 위험 정도는 비교적 높

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는 30∼40대 

여성농업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크며 위험의 종류는 성폭력, 교통

사고의 순이다. 공무원은 가정폭력과 교통사고, 성폭력의 순으로 위험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는 30대 여성농업인이 위험 정도를 가장 크게 느

끼고 위험의 종류는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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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여성농업인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

는 위험의 종류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강·절도의 비중이 높다.

1.4. 농업·농촌 생활과 교육 수요

1.4.1. 농업·농촌생활 의향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과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농촌에서  

살며 계속 농업을 영위하겠다는 의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다. 40

대 이상은 모두 90% 이상이 농촌에 계속 살 의향이 있으며 30대 이하도 

6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표 4-13>.

여성농업인이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이유는 ‘도시생활보다 여유가 있다’

가 50대 이하에서 비중이 높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다’는 응답은 연

령이 높을수록 많다. 30대 이하는 ‘자연환경이 쾌적하여 건강에 좋기 때문’

이 4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은 친구가 많은 이유도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적 높다.

표 4-13. 여성농업인이 농촌에 거주하는 이유

농촌에
계속거주
의향

이유

도시생활보다
여유있다

자연환경
쾌적하여
건강에좋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있다

생활비가
적게든다

이웃과
가깝고
친구많다

39세 미만 65.4 29.4 47.1 5.9 17.6 0.0

40∼49세 91.5 26.4 26.4 17.1 16.3 2.3

50∼59세 94.5 30.2 23.8 18.9 14.9 6.7

60∼64세 98.1 19.0 20.6 27.0 17.1 13.1

65세 이상 98.0 17.3 24.0 24.7 9.3 20.4

주: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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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하는 이유

가정환경상
농업을계속
해야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일한만큼
성과를
얻는다

먹거리
생산이
의미있다

농촌생활,
자연이
좋다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

39세 미만 36.4 9.1 9.1 13.6 22.7 9.1

40∼49세 36.4 10.9 20.2 12.4 14.0 4.7

50∼59세 49.8 10.4 15.9 11.6 8.6 3.4

60∼64세 50.0 14.9 10.6 17.3 4.3 1.9

토지를
놀릴 수
없어서

나의
본업이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자급하기
위해

자녀에게
보내기
위해

65세 이상 40.7 13.1 19.4 13.1 9.9 2.8

주: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65세 이상은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함.

한편, 농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가정환경이 농업을 할 조건’인 경우가 연

령이 높아질수록 커져 30∼40대는 36%에서 60대는 50%까지 이른다. 또한 

‘일한 만큼 성과를 얻는다’는 40∼50대에서 16∼20%이고 ‘먹거리 생산이 

의미 있는 일’인 이유는 12∼17%로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약 23∼

33%이다. 다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농사에 종사하거나 65세 이상에

서 생활비 마련이라는 이유도 각각 9∼15%, 19%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에

게 농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의미이다<표 4-14>.

1.4.2. 교육 수요

여성농업인 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30대를 제외하면 50%

이상이다<그림 4-4>.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경험이 없는 반면, 경작면적이 

클수록 모든 분야 교육에 참여도가 높다.

교육 경험이 있는 분야는 대부분이 농업 생산과 취미·교양 교육이고 농

산물가공 및 유통·마케팅 관련 교육이 10%대에 불과하다. 반면, 교육 참가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 중 유익했다고 평가하는 교육 내용은 ‘농업생산 

기술’ 376%, 취미·교양 30%, 유통·마케팅 21%, 농산물가공 1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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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여성농업인의 교육 경험

주: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그림 4-5.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주: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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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높이려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

고 교육 시간에 농사일이나 가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9.3%, 22.6%로 높다<그림 4-5>. 또한, 농한기나 저녁시간대에 교육을 받

고 싶다는 의견도 32∼37%에 이른다. 여성농업인은 농사일과 가사 일로 

교육장소가 멀거나 농사일을 대신할 대체 인력이 없다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한기나 저녁시간대에 교육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표 4-15.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분야

단위: %

농업
생산
기술

취미·
여가·
교양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컴퓨터
교육

농산물

가공

기술

기계,
자동화
설비
운전

농촌
관광
사업
운영

부업·

자격증

취득

농업
경영자
교육

부기·
회계
재무
관리

연

령

별

39세 이하 7.7 15.4 7.7 11.5 11.5 11.5 11.5 3.8 0.0 11.5

40∼49세 24.1 10.6 12.1 12.8 9.9 7.8 6.4 4.3 2.1 2.8

50∼59세 19.9 20.5 15.0 11.8 9.8 7.2 5.2 1.7 2.3 0.9

60∼64세 26.5 23.3 8.6 8.6 7.8 8.9 1.6 5.1 2.3 1.2

65세 이상 25.5 31.3 5.3 3.8 10.4 6.1 3.8 6.8 0.8 0.0

농

한

기

간

1개월 미만 11.7 13.3 16.7 11.7 11.7 11.7 5.0 1.7 0.0 6.7

2∼3개월 27.5 11.9 14.9 12.2 8.4 8.4 3.3 3.0 3.3 1.5

3∼4개월 25.5 22.7 9.5 9.1 8.2 7.7 5.9 2.3 2.3 1.8

4∼5개월 11.6 32.6 7.0 11.6 7.0 4.7 7.0 11.6 2.3 0.0

5개월 이상 11.5 33.6 8.0 9.7 13.3 7.1 3.5 4.4 0.0 0.0

경

작

면

적

0.1∼0.5ha 23.0 21.9 14.2 9.3 6.0 8.2 3.8 3.8 1.6 0.5

0.5∼1ha 20.7 19.2 10.6 11.5 13.5 8.2 5.3 3.4 2.4 0.5

1∼2ha 23.0 23.6 9.9 12.0 7.9 5.8 4.2 4.2 2.1 1.6

2∼3ha 32.4 14.9 10.8 9.5 5.4 6.8 4.1 4.1 2.7 1.4

3ha 이상 17.4 12.2 15.7 11.3 11.3 12.2 4.3 0.9 2.6 6.1

주: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분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업 생산과 취미·

교양 교육이 비중이 크다. 그러나 그 다음 순위는 40∼50대가 유통·마케팅과 

마케팅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 12∼15%이고 30대 이하는 농산물 가공, 자동

화설비, 농촌관광사업, 부기·회계 등 재무관리에 대한 수요도 각각 12%이다.

64세 이상의 경우도 농산물 가공 교육 수요는 10%로 나타났다<표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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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은 농한기간이 짧을수록 유통·마케팅, 자동화설비 교육, 부

기·회계의 재무관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작면적이 클수록 

농업생산기술과 자동화설비 교육, 재무관리의 수요가 높다. 농산물 유통과 

마케팅 및 농산물 가공 교육은 경작규모 0.5∼1ha로 작거나 3ha 이상 클수

록, 농한기간이 2∼3개월 이상인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다.

2. 지원체계 및 정책 인지도 

2.1.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의 인지도

여성농업인이 관련 법과 제도를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실생

활에 밀접하거나 당면한 사안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여성농업인에게 법

은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질문은 여성

농업인단체의 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 중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육성법과 각 지자체의 지

원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전여농이 70∼80%로 가장 높다<표 4-16>.

표 4-16. 여성농업인단체 임원의 법·제도 인지도 및 관심도

인지도(%) 관심도(4점 척도)

생개회 한여농 전여농 생개회 한여농 전여농

여성농업인육성법 51.8 68.1 80.4 2.77 3.10 3.10

여성농업인지원조례 41.1 55.6 70.6 2.70 3.10 3.00

여성농업인센터 46.4 56.9 78.4 2.77 3.24 3.16

주: 4점 척도 1. 나와 상관없다 2. 별로 알고 싶지 않다 3.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다 4.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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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농은 정책 제안 활동이 활발하므로 임원들의 법·제도의 인지도가 높

고 관심도도 높은 반면, 한여농 임원의 법·제도의 인지도는 전여농에 비해 

낮지만 관심도는 높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은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전국 

44곳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센터이지만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의 구

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경우이거나 지역에서 여

성농업인단체 활동과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이다. 그러나 한여농,

전여농 임원의 인지와 관심에 비해 생활개선회의 인지도와 관심도는 상대

적으로 낮다. 생활개선회 조직 특성상 기술행정의 지원을 받고 비농업인의 

참여가 많다 보니 여성농업인이 당면 과제에 대해 개선의 의지는 약한 것

으로 판단된다.

표 4-17. 공무원의 법·제도에 대한 인지

단위: %

　

　

　

　

여성농업인육성법 여성농업인육성에관한조례

모른다

들어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안다

잘
알고
있다

모른다

들어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8.8 36.1 37.8 17.3 10.5 36.8 35.2 17.5

소

속

농림축산식품부 16.7 33.3 16.7 33.3 33.3 16.7 16.7 33.3

광역농정과 7.7 15.4 50.0 26.9 7.7 11.5 50.0 30.8

기초농정과 7.9 37.9 32.9 21.4 12.9 38.6 28.6 20.0

농촌진흥청 16.0 24.0 44.0 16.0 16.0 32.0 44.0 8.0

광역농업기술원 7.9 26.3 42.1 23.7 5.3 36.8 31.6 26.3

기초농업기술센터 8.8 39.4 38.4 13.5 9.4 39.1 37.0 14.5

성

별

여성 8.4 39.0 35.1 17.5 11.7 38.3 33.8 16.2

남성 9.0 34.9 38.9 17.2 10.1 36.2 35.7 18.0

연

령

20∼30대 17.7 46.8 29.1 6.3 22.8 43.0 27.8 6.3

40대 11.8 35.4 39.4 13.4 13.4 36.2 38.6 11.8

50대 이상 5.5 33.7 39.3 21.5 6.4 35.6 35.6 22.4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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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지자체 조례를 알고 있는 비율이 50% 이

상이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 기초지자체의 농정과 공무원 중 지자체 조례를 모르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다<표 4-17>. 한편,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가 여성농업

인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정도는 농식품부와 기초지자체의 농정과, 농업기

술센터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표 4-18>.

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제도의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모르

는 채 업무 지시로 내려오는 사항을 처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성농

업인 관련 업무가 단일 과제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은 

모든 농정에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연계가 필요한데, 행정 시스템이 칸막

이식이다 보니 업무 담당자 간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

한 결과이다.

표 4-18. 공무원의 법·제도 기여도에 대한 인지

단위: %

　

　

　

　

여성농업인육성법 여성농업인육성에관한조례

거의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을

준다

많은

도움을

준다

거의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을

준다

많은

도움을

준다

소

속

농림축산식품부 0.0 33.3 66.7 0.0 0.0 33.3 66.7 0.0

광역 농정과 0.0 25.0 65.0 10.0 0.0 19.0 71.4 9.5

기초 농정과 2.6 32.9 55.3 9.2 1.5 30.9 57.4 10.3

농촌진흥청 0.0 26.7 60.0 13.3 0.0 30.8 53.8 15.4

광역농업기술원 0.0 20.0 64.0 16.0 0.0 18.2 63.6 18.2

기초농업기술센터 1.3 31.8 61.0 5.8 1.3 30.1 59.5 9.2

성

별

여성 2.5 27.2 59.3 11.1 2.6 27.3 58.4 11.7

남성 0.9 31.6 60.4 7.1 0.5 29.1 60.6 9.9

연

령

20∼30대 0.0 21.4 67.9 10.7 0.0 14.8 74.1 11.1

40대 1.5 32.8 55.2 10.4 1.6 32.8 53.1 12.5

50대 이상 1.5 30.8 60.6 7.1 1.1 29.1 60.3 9.5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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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20 

2.2.1.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사업의 인지도 

여성농업인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나 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이 

알고 있는 정도와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여성농업인대회’로 50% 정

도이다. 여성농업인 4단체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전국 여성농업인대회를 

개최하며 인지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보육시설 지원이나 영농후

계자 여성 우대를 알고 있는 비율은 40% 정도이고, 도우미제도, 일손 돕기 

사업, 결혼여성 이민자 지원 사업 등을 알고 있는 비율은 30% 정도이다.

표 4-19. 관련 정책의 인지도 및 이용·참여도

단위: %

인지도 참여도

제도

영농후계자 여성 우대제도 40.9 2.9

농협 복수 조합원제도 27.9 3.0

출산 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35.8 0.9

사고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제도 27.0 2.1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제도 36.8 1.8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제도 47.1 3.0

정부 농업 관련 위원의 여성 할당제 12.8 0.9

가족경영협약제도 7.4 0.3

농업경영체 등록 16.1 3.6

사업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33.5 3.8

여성농업인대회 49.8 4.8

결혼여성이민자 지원사업 38.9 0.4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22.8 1.6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37.7 4.3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20 정책 인지도는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은 인지도와 참여도 모두 낮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성농업인과 지원조직 간 인지 및 기대108

그러나 제도나 사업을 알고 있더라도 직접 이용하거나 참여한 제도나 사

업은 5% 미만에 불과하다. 참여도가 높은 순서는 여성농업인대회, 마을사

업 지원, 일손돕기 지원, 보육시설 지원, 영농후계자 우대의 순이지만 실제 

직접 참여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여성농업인이 제도나 사업의 종류를 알지 못하여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농협 조합원 가입률이 34.9%21임에도 제

도를 인지하는 비율은 27.9%이고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했다는 비율은 3%

에 불과하다. 이는 농협 조합원임에도 조합원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조합원의 유무가 여성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이

해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2.2. 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제도와 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이 알고 있는 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관련 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연령과 지역, 농한기간, 판매금액, 농

사일 담당 비중, 월 평균 참여 모임 횟수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지역의 경우 

충청권을 기준으로 할 때 경북권지역의 여성농업인은 제도 인지도가 높고,

경남권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지역농업 정책에 따라 여성농

업인정책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체감하는 제도의 인지

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농한기간이 길고, 판매금액과 농사일에 본인의 담당 비중, 월 평균 참여 

모임 횟수가 많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다. 여성농업인의 

활동 범위가 넓고 횟수가 많을수록 사회자본의 기회가 커지기 때문이다.

21 본 연구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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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관련 정책 중 제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value sig

(Constant) 1.893 2.010 0.045

연령 -0.513 -0.175 -3.557 0.000

학력 0.062 0.073 1.642 0.101

지역

기준=충청

수도권 -0.202 -0.024 -0.597 0.550

전라권 0.272 0.042 1.104 0.270

경북권 1.371 0.245 6.200 0.000

경남권 -0.709 -0.082 -2.241 0.025

제주권 0.083 0.007 0.202 0.840

농한기간 0.250 0.120 3.041 0.002

총 경작면적 0.000 0.028 0.687 0.492

판매금액 0.000 0.150 3.762 0.000

농사일 담당 비중 0.014 0.121 1.966 0.050

전체 소득 기여율 -0.014 -0.108 -1.732 0.084

가사노동 부담: 본인 0.000 0.000 0.013 0.989

영농 경력 0.015 0.072 1.565 0.118

월 평균 참여 모임 횟수 0.163 0.127 3.677 0.000

모델 적합도 R-square = 0.171 F-value = 10.396 sig= 0.000

주: <표 4-20>의 9가지 제도 중 인지하고 있는 제도 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함.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한편, 여성농업인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여성농업인이 알고 있는 정도는 

농한기간, 판매금액, 월 평균 참여 모임 횟수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

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을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과 경남권지역의 사업 인지도가 낮게 나

타나고 농한기간이 길고 판매금액과 월 평균 참여 모임 횟수가 많을수록 

사업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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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관련 정책 중 사업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value sig

(Constant) 0.860 1.322 0.187

연령 -0.076 -0.039 -0.758 0.449

학력 0.040 0.071 1.544 0.123

지역

기준=충청

수도권 -0.662 -0.120 -2.841 0.005

전라권 -0.109 -0.025 -0.642 0.521

경북권 0.175 0.047 1.148 0.251

경남권 -0.835 -0.145 -3.817 0.000

제주권 -0.433 -0.058 -1.524 0.128

농한기간 0.166 0.120 2.929 0.004

총 경작면적 (단위:㎡) 0.000 0.003 0.065 0.948

판매금액 (단위:만 원) 0.000 0.174 4.221 0.000

농사일 담당 비중 0.005 0.070 1.098 0.272

전체 소득 기여율 -0.006 -0.073 -1.139 0.255

가사노동 부담: 본인 0.001 0.008 0.220 0.826

영농 경력 0.002 0.017 0.348 0.728

월 평균 참여 모임 횟수 0.101 0.118 3.291 0.001

모델 적합도 R-square = 0.112 F-value = 6.325 sig= 0.000

주: <표 4-20>의 5가지 사업 중 인지하고 있는 사업 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함.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2.3. 지원조직 정책 수행에 대한 인지도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인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각각의 조직에 대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정도를 여성농업인에게 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은 나이가 젊거나 농산물 판매금액에 비례하여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직의 존재 및 기능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보건복지부, 여가부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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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나 여가부의 정책은 보건소나 보육시설 등 복지 관련 기능이 증

가하며 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많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광역 지자체의 농정과, 농업기술원, 시·군 농정과의 정책 수행을 알

고 있는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농정

기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방문이나 각종 정보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유추한

다면, 40대 여성농업인이 대외활동이나 정보교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방증이다.

그림 4-6. 여성농업인의 지원조직 정책 수행에 대한 인지도

연령별 농산물 판매금액별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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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성농업인에게 유익한 지원조직 

여성농업인이 지원조직 중 농업·농촌 생활에서 실제 도움을 받으며 유익

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이 유익하다고 인식하는 지원조직은 1순

위로 여가부 16%, 농업기술센터 15.5%, 농협 14.3%이고, 3순위까지 합산

한 응답은 농협 42.4%, 농업기술센터 39%, 여성농업인센터 33%의 순이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은 농업기술센터, 시·군 농정과, 농협의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농업인은 지역 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의

료서비스인 보건소, 농업 기술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기술센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을 제외하면 일반 여성농업인의 활동 범위는 마

을과 읍면 단위 정도이다. 여성농업인 정책이 제도와 사업을 통해서 이루

어지지만 실제 여성농업인은 이용하거나 참여한 비율이 낮아 농정 지원조

직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농업기술센터의 인지

도가 높은 것은 시·군 기술·교육 지도기관으로서 농업·농촌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4-7.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조직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단위:%, N=420)

시·군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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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성농업인단체 협의회의 수요

2008년 농식품부의 여성정책과 폐지 이후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전달할 창구는 사실상 사라졌다. 물론 농식품부에 여성농업인 담당 업무는 

지속되고 있지만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담당 부서는 사라졌고 농정과에서 

일부 업무 분장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여성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 정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

타나고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 3개 단체(생활개선회, 한여농, 전여농) 임원

을 대상으로 시·군 단위 여성농업인단체의 공통 관심사항과 향후 추진 의

향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표 4-22. 시·군 여성농업인단체의 공통 관심사항

　
여성농업인권익
향상사업발굴

지자체축제,
행사에자원봉사

지역 농업인
행사에 참여

여성농업인
교육사업 발굴

생활개선회 25.8 32.3 32.3 12.9

한여농 49.0 26.5 26.5 12.2

전여농 42.9 28.6 14.3 19.0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표 4-23. 시·군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필요 이유

　

관련
정보·
서비스
공유

여성에게
도움될
사업
발굴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좋은
교육
프로그램
공유

여성농업인
정책에
압력 행사

공정한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38.2 14.7 17.6 2.9 17.6 0.0 5.9

한여농 41.0 6.6 16.4 9.8 6.6 6.6 6.6

전여농 14.0 27.9 11.6 16.3 7.0 16.3 2.3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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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단체가 모여 지역 여성농업인의 공통 관

심사항을 논의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이고 그때 중요한 공통 관심사항

은 한여농과 전여농은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개선회는 

지역 행사에 자원봉사란 응답이 가장 높다.

또한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1%가 필

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필요한 이유로는 생활개선회와 한여농은 ‘여성농

업인 관련 정보·서비스 공유’ 이유가 가장 크지만 전여농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발굴’의 비중이 2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3

장에서 살펴본 각 단체가 지향하는 활동 내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3. 상호 인지와 기대의 비교 

3.1. 지원조직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지와 기대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인 행정과 민간단체는 교육 및 행정업무 등으로 여

성농업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을 통해 교류한다. 그

런데 농업인 관련 각종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대면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

체의 일반행정과 교육 기회나 연수를 제공하는 기술행정이 만나는 여성농

업인은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3.1.1. 여성농업인의 이미지와 지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공무원이 대면하는 여성농업인은 

대체로 여성농업인을 대표하여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여하고 의사발언과 

행사 진행의 요직을 맡는 단체의 임원들이다. 반면 기초지자체의 공무원은 

지역 현장의 여성농업인을 대면한다.

여성농업인의 이미지를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67%가 농업경영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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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비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공무원은 40∼46%만 경영주로 인식한

다. 그러나 기술행정에서는 농업기술원 공무원의 63%, 농업기술센터의 

51%가 여성농업인을 경영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예전보다 높지만 아

직 남성보다 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남성보다 높을 때가 있다는 의견

도 13∼16%로 일반 여성농업인이 생각하는 비율보다 3∼5배 높다.

실제 여성농업인정책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농정과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농업인을 가족종사자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아직도 지역 내 여성농업인의 입지가 빈약하며 지자체 행정에서 여성농업

인은 활동의 중심부보다 주변부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한다. 기술행정에서 

기초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여성농업인 인지도가 낮은 것도 같은 이유라

고 판단된다.

공무원은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해당 정책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의 인식이 강할수록 예산이 증액되고 

정책 방향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공무원에

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성평등 교

육과 성별영향평가를 농정 전 분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3.1.2.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 평가

일반 행정 공무원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농정과 공무원이 여성농업인의 역

할과 활동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여성농업인 정책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이 직업적인 자부심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평가하

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행정직 공

무원이 기술 행정 공무원보다 여성농업인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

고 그에 따라 직업적 자부심도 낮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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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전문가를 희망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기술행

정 공무원이 일반행정보다 높지만, 여성이 조직활동을 남성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비중이 높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여성농업인

을 농업경영주로 인식하는 평가는 미약하고 농가의 보조인력으로서 아직 

남성의 보호막에 가려져 있는 듯 인식한다.

한편,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을 하는 데 장애요인을 ‘바쁜 농사일’을 1

순위로 응답한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소득활동의 

기회나 관련 정보, 여성농업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다. 또한 여

성농업인의 시급한 당면과제가 ‘과중한 노동 경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

지만 ‘지위 향상’과 ‘기술과 자금지원’을 차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여성농업인은 바쁘거나 소득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과중한 노동으로 다른 소득활동을 추구할 여

유가 없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낮은 상황에서 다른 소득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연마하고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를 ‘과중한 노동 경감’이라는 응답은 공무원도 현실

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강화하는 지위 향상이

나 기술·자금 지원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에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여성농업

인은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단기 과제라는 차이는 있다. 중장기 과제는 여

성농업인의 사회자본을 축적·활용하는 지원이지만 단기과제인 삶의 질 향

상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두 과제는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5년 단위로 수행되는 여성농업인 실

태조사 결과를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3.2. 여성농업인의 정책 및 지원조직에 대한 인지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일반 여성농업인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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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방법은 제도나 사업을 통해서이다.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정책으로 수행되는 제도나 사업을 인지하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20∼50% 미만이고, 그 제도나 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4% 미만으로 극히 일부의 여성농업인만 참여 경험이 있다.

이 사실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을 여성농업인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사실 법·제도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실생활에서 접하는 차별적 우대조

치에 참여나 이용을 통해서이다.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지원조례는 여성농업

인의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였고 여성농업인에게 차별적인 이용과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표출되지 못하면서 여성농업인과의 거리는 대

단히 멀다. 법·제도는 입법화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계발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성농업인단체는 농식품부에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농업인 정책은 다양한 관련 부

서의 협조로 정책이 수행되므로 반드시 주무부처가 있어야 정책을 추진하

는 것은 아니다.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해야만 구체화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정책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는 지원기관

은 농업기술센터, 보건복지부, 여가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농업인은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의 지원 정도가 농식품부의 지원 정도보다 높고, 지자

체의 일반 행정보다 기술 행정에 지원 정도를 높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에게 유익한 지원조직은 행정이나 민간 조직 모두 10% 내외에 

불과하며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보건소의 순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여성농업인의 활동 범위가 읍·면 단위 지역에 국한되거나 단체의 임원이

라도 기초지자체와 일부 광역지자체까지이므로 시·군 단위가 주요 활동 범

위이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행정조직보다는 교육 관련 기술행정

이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정책에 참여도가 낮으므로 지원조직의 지원 서비

스를 일부 여성농업인만이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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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원조직과 여성농업인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출산 여성, 고

령농, 단체의 임원 등 특정 여성농업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나 사업으로는 

지원의 정도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라도 상시

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3.3. 조사결과의 시사점

행정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행정보다 여성농업인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행정이 예산 집행이 수행되는 일반 행정보다 여성농업인과

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각종 

교육에 참여 경험은 30% 수준에 불과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나 사업

에 참여도는 5% 미만이므로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지원조직 간 거리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예산 편성과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정과는 여성농

업인을 농업의 활로를 찾는 농업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중보다 낮으며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데 그 이유

가 농가경제의 빈곤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농업

인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여성농업인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워하는 인상이 

강하다.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이 법·제도가 지정한 최소한의 소극적인 대

응에 그치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여성농업인과 단체의 임원조차도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를 적극 활용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수혜자에 그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일부 임원

은 지원조직과 긴밀한 협조관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사업 지원을 받고 있

지만 이 역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

은 정책 지원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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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사례22

프랑스는 소비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

하였다. 대규모 유통업 발전, 3차산업에서 여성 고용의 증가로 농촌사회에

서 여성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농업 분야에서 육체노동을 점점 더 소외

시키는 시설현대화나 기계화가 변화를 주도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평균 경작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경

영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특수회사가 등장하였다. 그에 따라 법적으로 

1945년 ‘농기계 공동이용 조합(CUMA)’, 1962년 ‘공동영농회사(GAEC)’23,

1985년 ‘농업회사(SCEA)’와 ‘유한책임영농회사(EARL)’의 설립이 허용되

었다. 사회적으로는 대규모 이농, 여성 배우자의 법적 지위 부재, 여성 배

우자의 기여 불인정, 농업인과의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반감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22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CNRS), 사회변동과 공간 재구성 연구소(LADYSS),

Mohamed Raouf SAIDI(농촌사회학 전공)와 Nicole CHAMBRON(법학)에게 ‘프

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제도’를 위탁 연구한 결과의 요약이다.

해외 사례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23 부자(父子)에게 허용되지만 배우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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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1.1.1. 사회적 지위의 개선

1980년 이전까지 여성 배우자의 지위는 농업경영주의 협력자였다. 경영

주의 협력자 지위는 1973년부터 인정되었고 가족관계 내이지만 여성농업

인의 노동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 농업기본법’ 제정 이후부터 

점차 여성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 부부 간 상호 위임(mutual mandate)에 따라 ‘함께 영농하는 동

료’의 지위를 획득하고 필요한 행정 서류를 작성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1982년 가족농의 ‘사실상의 회사’에서 완전한 권리를 갖는 주체, 즉 공동

경영인으로 참여가 가능하여 여성도 자신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주

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85년 유한책임영농회사(EARL)는 여성농업인에게도 남성과 동등

한 권리를 부여하고, 각 배우자는 자신의 작업과 책임을 개별화하여 회사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 공동영농회사(GAEC)에서 후계자인 아

들은 공동경영주가 되었지만 배우자는 경영주가 되지 못하였던 것을 철폐

한 것이다. 나아가 1988년 여성농업인도 개별적으로 귀농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9년 농업기본법’에 ‘함께 영농하는 동료’라는 여성배우자의 지

위가 없어지며, 이를 대체하여 ‘협력자(collaborateur) 가족종사자’의 지위

가 신설되었다. 다만, 경영주인 남편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었지만 여성농

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5년 농업기본법’은 영농활동 수행 중인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 임

노동자, 가족종사자 중 하나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젠 ‘협력자’가 되기 위해 더 이상 경영주인 남편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

고, 동거인이나 시민연대협약(PACS)에 따른 구성원도 이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농업현대화법’은 마침내 부부도 공동영농회사

(GAEC)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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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농업 관련 기관의 여성 책임자

프랑스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이 농업인단체나 기관의 장이 된 것은 1976

년부터이다. 최초의 여성 농업회의소 의장이 선출된 1974년 이후, 1994년 

전국청년농업인센터(CNJA)에 여성농업인이 소장으로 선출되고, 1997년에 

농업사회보장공제(MSA) 이사장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프랑스 농업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함께 여성농업인 할당제가 시

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12년 농업회의소 의원 선거 명부 작성

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에 따라 

2013년 선거로 선출된 전국 4051명의 상공회의소 의원 중 여성농업인이 

1,100명이고 그중 여성농업인 3인은 농업회의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1.3. 여성농업인의 관련 주요 통계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평균 영농규모는 36ha로 남성농업인의 62ha보다 

적고, 4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의 43%는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며, 20%만

이 대규모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신규 취농하는 여성농업인의 평균 

귀농 연령은 31세로 남성농업인의 29세보다 많다.

여성농업인이 주로 활동하는 농업 분야는 양, 염소 및 기타 초식동물 사

육업 30%, 채소작물 및 원예작물 재배업 24%, 포도재배업 23%이고 이들

은 소비자나 소매상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영농 분야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

하며 레저산업에도 종사한다.

1.1.4.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망

농업 관련 부처의 주요 계획(2013∼2017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에 대

한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 활용을 활성화한다.

프랑스 농업에서 대체인력 고용은 여성농업인의 권리이지만 인력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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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둘째, 여성의 귀농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PAC) 두 번째 단계 시행 시 여성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넷째, 여성농업인의 퇴직연금 관련 권리를 확대한다. 현재 45만 명의 여

성농업인이 월 534유로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다섯째, 정형화된 농업교육을 탈피하고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가 2012년에 만들어졌다.

1.2.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1.2.1. 사회보장기구

프랑스에서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다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

었다. 첫째, 비임금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농업경영주, ‘협력자’, 가족종사

자 등 250만 명이 대상이다. 둘째, 임금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370만 명

이 대상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다음 4가지 분야에 걸쳐 사회보장 급

여가 지급된다. 1) 질병, 출산, 장애, 노령화 2) 산업재해, 직업병 3) 퇴직연

금, 유족연금 4) 가족수당(주거수당 포함)이다.

한편, 성별에 관계 없이 농업 종사자와 그 가족은  AMEXA(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Invalidité des Exploitants Agricoles: 질병, 출산 및 

농장운영자 보험)에서 의료비와 약제비,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비용,

장애연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농업 분야의 임금노동자는 ASA(Assurances Sociales Agricoles)에서 건

강, 출산, 장애 그리고 노령화와 관련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층은 추가 CUMC(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omplémentaire)에서 의

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 처한 농업인과 그 가족에게는 최소 소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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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

-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적극적연대소득)

- API(Allocation de parent isolé: 한부모가족지원금)

-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장애인지원금)

1.2.2. 농업 분야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과정

1945년 농업사회보장공제(MSA) 설립을 시작으로 1951∼1958년에 농업 

부문의 임금노동자를 위한 노후보험이 정착되었다.

1952년에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노후보험 설립과 1960년 BAPSA(농업

사회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2009년 MSA로 이관), ASS(보건사회활

동)이 시행되었고, 1961년 AMEXA 설립, 1966년 ATEXA(소규모 농업인

을 위한 농업재해보험)가 설립되어 자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72년에 농업 분야 임금노동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재해보험이 설

립되었고, 1977년 여성농업인의 출산휴가 시행(1986년부터 8주)과 대체인

력 채용 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2002년 ATEXA 개혁으로 농업인의 직업 위험 예방을 위한 기금(MSA

가 운용)이 설립되었고, 2003년 농업 경영주나 농업회사의 경영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의무추가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 2008년에 여성농업인의 출산휴가 기간이 여성 임금노동자의 기간

과 같아지게 되었다.

1.2.3.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여성농업인은 다음 3가지 지위 중 하나를 의무 선택할 수 있고, MSA(농

업사회보장공제)는 각 지위별로 다르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협력자’는 MSA 기준 연간 기여금의 3.2%에 해당 금액을 매년 납

부하면 개인노령연금(AVI)을 수령할 수 있다. 매년 413유로를 추가 납부

하면 퇴직연금 계산 시 16점이 추가된다. 다만, 점수가 추가되더라도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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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연금은 농업경영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연간 22유로를 납부

하면 장애나 산재 발생 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는 배우자 각자가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

는 기여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고 질병, 출산, 산재 그리고 가족수당 등 모

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산정에 필요한 납입연수, 납입금액 등도 

각각 따로 계산한다.

셋째, 임금노동자는 ‘급여’가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금, 수당,

퇴직연금 등은 임금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비임금노동자보다 높다.

1.2.4.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무급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해당된

다. 2005년 5월부터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였다. 만약 5년 후에도 계속 영농활동에 종사하려면 다른 지위를 획

득해야 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다. 이에 대한 기여금은 농업경영주가 납부한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는 

AMEXA와 ATEXA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무급가족종사자

도 ‘의무추가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5.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개선된 요인

주요 요인은 첫째, 현대화·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체의 유

지·존속과 관련한 경제적 논리이다. 둘째, 프랑스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개선된 문화적·정치적 논리이다. 셋째, 유럽연합(EU)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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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농 관련 지원

1.3.1. 법·제도적 배경 

농업인의 자녀가 아니면서 귀농하는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적 조건이다. 연령은 18∼39세이며, ‘농업 경영 및 관리’를 선

택한 직업 바칼로레아(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또는 농업기술자격증(BTA)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전문적인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3년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1시간의 집단연수가 포함된 ‘맞춤형연수계획’(Projet

de Professionalisation Personnalisée: PPP)을 수립하여 이수해야 하고 이수

한 사실을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 관련 조건이다. 기술적 능력과 경제성, 단계별 영농 계

획, 자금조달 계획 등이 명시된 5년 기간의 영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착 

후 5년간 충분한 소득(최소한 연간 최저임금에 상응)을 얻을 수 있는 계획

이 있어야 한다. 개인 귀농의 경우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 단위를 구성해야 

하며, 자신 소유의 건물과 충분한 생산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조합 형태로

도 지원 가능하며 전업 또는 겸업(제2의 직업) 모두 가능하다.

셋째, 수혜자의 의무이다. 수혜자는 개인자격 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5

년간 아래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5년 동안 영농 활동에 종사하면서 영

농개발계획을 실현하며 회계 관리를 해야 한다. 전업농으로 귀농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 전업농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물을 재정비해야 한다.

넷째, 행정적 절차이다. 신청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신

청하면, 농업회의소의 사전 회람을 거친 후 ‘도(道)농업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orientation de l'agriculture: CDOA)가 신청서 심사, 도지

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귀농 지원금은 해당 지역으로의 이주를 확인

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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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귀농 과정의 지원 

가. 1단계: 안내

귀농정보센터(Point info-installation: PII, 각 도(道)에 설치)는 지원자에  

게 귀농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정보(법규, 규칙, 지원 자격 등)를 제공한다.

지원자는 PII가 제공하는 자가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PII는 자가진단서를 2인의 컨설턴트(도에서 제공한 컨설턴트 리스트 중 

지원자가 선택)에게 전달한다.

나. 2단계: 맞춤형 연수

자가진단서를 토대로 2인의 컨설턴트와 함께 맞춤형연수계획(PPP)을 수

립한다.

다. 3단계: 영농개발계획

귀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내에 실현 가능하고 법적, 경제적, 재무

적 조건을 충족하는 영농개발계획(PDE)을 수립해야 한다. 맞춤형 연수계

획과 마찬가지로 영농개발계획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정부 지원 없이 귀농하는 경우

40세를 초과하거나 귀농 지원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ADEAR(농

업 및 농촌 일자리 개발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3. 귀농 지원 실적

귀농 지원금은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EU)이 각각 1/2씩 부담한다.

첫째, 귀농 지원금(DJA)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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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귀농자에게 저리로 융자한다.

셋째, 다음과 같은 기타 혜택이 있다.

· 귀농 이후 5년 동안 사회보장부담금을 부분 공제받는다.

(1년차 65%, 2년차 55%, 3년차 35%, 4년차 25%, 5년차 15%)

· 5년 동안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한다.

· 농촌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를 감세한다.

· 5년 동안 비건축 분할토지에 대한 토지세의 50%를 감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5년 동안 추가 감세를 허용할 수 있다)

2. 이탈리아 사례24

이탈리아 농업은 시장 및 제도적 정책의 추진력이 결합하여 진화해왔다.

이는 특히 중소 농기업에 중요한 사실이며 이탈리아 농업의 두드러진 특징

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농업인에게 중요하다.

EU 공동농업정책에서 중소 농기업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현대적

인 농산물 푸드 시스템에 통합됨으로써 이탈리아 농업은 더 많은 경쟁에 

노출되었고,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농산물 생산 체인 내에서 협상

력이 낮아 적절한 이윤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 잠재력 

또한 높다.

이탈리아 농산물 체계는 농업생산 체계에서 농업 수익이 감소하고, 식품 

체인 내에서 농업 수익이 줄고 있다. 그에 따라 농기업, 특히 중소 농기업

의 숫자가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EU 내 여성농업인은 농기업의 규모가 작고 수익 또한 적지만  

24 이탈리아 모데나 대학 Paola Bertolini, Enrico Givannetti 교수에게 ‘이탈리아 여

성농업인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위탁 연구한 결과의 요약이다. 해외 사례는 별

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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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들은 혁신적인 선구적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있다. 그것은 농촌관광, 체험 농장, 탁아농장, 유기농 분야이다.

2.1.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2.1.1. EU의 지원정책

EU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다양성을 지원한다. 시장에 개입하여 수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

해 농업 활동의 다면성을 살리는 여러 활동으로 수익의 다각화를 도모하

였다.

둘째, 농촌개발을 위한 개입이다. 농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과 환경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다.

가. 다양성

농업은 식품의 원료 생산뿐만 아니라 제품 가공, 환경과 지역의 보존, 여

가 시간 활용, 사회 포용, 다양한 종류의 공공재 생산(식품 문화, 전통, 기

능성 식품 등) 등의 중요성도 지닌다. 이탈리아에서 농업 관련 다양한 활동

을 할 수 있게 국내 법규를 변경한 것이 ‘다양성’으로 인한 효과를 얻는데 

주효하였다.

‘농업의 현대화와 예비법’ 은 농기업 내 가공, 직판 등을 허용하고, 농업

의 새로운 기능을 위한 지원(농촌관광, 체험 농장, 사회적 포용 등)으로  

중소 농기업, 특히 여성 농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얻었다.

농촌관광은 2000년 7,000개에서 2010년 1만 9,000개로 지속해서 증가하

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운영

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5.3%이다. 영농 체험장은 2002년 400여 개에서 

2010년 2,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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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개발에 개입

중소 농기업은 기타 활동 및 농업의 다양한 기능 속에서 정해지는 관계,

그리고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공간을 발견하였고, 그 체계의 참

여 메커니즘 내에서 새로운 문화적 공간을 창조하였다. 이때 중소농기업,

특히 여성 농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통한 가치 

재고이다. 즉, 여성농업인이 거버넌스의 복잡한 조직에 참여하는 법을 배

워야 한다.

예를 들면, 농촌개발계획(PSR) 중 유기농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그

런데 유기농업은 생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비롯하여 시장, 식

당, 커피전문점, 바, 아이스크림 매장, 요리학교에서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농식품체계에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Bio-pub은 ‘km 0’(푸드마일리지)를 실천하고 Restaurant Bio

는 유기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하며, 소비자협동조합인 Coop에 유기농 아이

스크림을 판매한다. 또한 독립된 10곳 이상의 아이스크림 매장이 함께 참

여하며 네트워크와 협동조합이 유기농업의 확산에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기농업은 2010년 전체 재배가능경작지(UAA)의 8.6%에서 

이루어지며 유기농업 경영체는 2.6%, 유기농업 생산 및 가공은 식품시장

의 3%에 이른다. 이들 중 이탈리아 정부에서 인정받은 제품 4,500종류, 유

럽 인증(DOC, IGP) 233종류가 있다.

2.1.2.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탈

리아 Food Valley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협동조합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목표를 나누고 조율과 로비가 가능한 조직적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한

다. 생산 체인의 어딘가에는 언제나 협동을 통하여 제품을 보호하는 컨소

시엄이 구성되어 이탈리아 고유의 품질(마크)를 보유한 제품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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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동조합이 여성들이 경영하는 전통적인 기업, 예를 들면 청과물, 와

인, 유제품, 특히 오늘날 선구자적인 새로운 기업들인 최초의 유기농 커피

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협동이 동의, 참가, 경제적 관심사의 공유, 상향식 절차를 

통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향식 절차를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농산물체계 중 네트워크와 협동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로마의 업체에서 

보듯이 유기농 네트워크 내 연계와 협동이 중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새로운 영역들로의 사업의 다각화에 있어서 좋은 예를 보여준다.

※ 네트워크 경제와 협동의 사례

•Bio gourmet à porter(로마): 샌드위치, 샐러드, 유기농 주스를 만들어 파는

작은 상점 (소유주 2인)

•Baule Volante(볼로냐): 25년 전 설립한 가공식품(크림, 음료) 취급 민간

기업이다. 고객 2500 명 이상, 사무실과 창고를 합하여 4600㎡, 직원은 40

여 명.

•Capodarco, Biosolidale Distribuzione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신

선한 식품 구매

•사회적 협동조합 Capodarco: 유기농 제품의 자체 생산·유통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 요식업, 공동구매단체(GAS)을 통한 유통, 케이터링, 농촌관

광, 모임공간 등의 사업

2.1.3. 소비자 운동

이탈리아에서 소비자운동은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소비자의 식품 소비는 가격뿐만 아니라 윤리, 건강, 환경, 상

징적 가치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이와 같은 가치를 근간으로 발전한 식

품 소비자운동(consumerism)이 식품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탈리아의 소비자운동(Consumerism)은 로컬푸드와 직거래 판매라는 새로운 

수요로 나타났다.

첫째, ‘킬로미터 제로(km 0) 운동’은 0km의 짧은 생산 체인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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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비, 신선한 제품, 영세 농업인의 보호, 건강한 식품을 추구하는 운

동이다. 이 운동은 공동구매단체(Gruppi di Acquisto Solidale, Gruppi di

Acquisto Collettivo)를 통해 생산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이 영

향으로 중소농기업, 특히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

고 있다<그림 5-1>.

둘째, 직판이 크게 증가하였다. 직판 형태는 농기업 내부의 매장이 가장 

많은 68%이지만 그 밖에도 지역 내 시장 30%, 직영점 14%의 순이며 가정 

배달과 지역 내 상점에서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직판되는 상품의 종류

는 와인, 청과물, 치즈의 순이지만 그 밖에도 우유, 축산물, 저장식품, 화장

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그림 5-2>. 이탈리아 농민시장은 지역별 차이가 있

지만 중북부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그림 5-3>.

그림 5-1. 이탈리아 소비자의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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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이탈리아 직판의 형태와 제품

그림 5-3. 이탈리아 지역별 농민시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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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농업인단체의 활동

중소 농기업의 농업인단체인 콜디레티(Coldiretti)와 치아(CIA)는 전통적

으로 중소 농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예를 들면, 회계(세금 관련 

영수증 등), 공동농업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연금, 육아 지원, 농기업

과 근로자를 위한 회계장부 작성, 지원 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로비 등이다.

이 농업인단체 내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Donne in campo(여성농업인 협회), Donne impresa(여성농기업 협회)이다.

이들은 여성농업인에게 참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성농업인의 이익

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활동은 Campagna Amica(시골친구)라는 공급단체와 신용대출의 활동

이다. 콜디레티는 직판 서비스로 전 지역에서 농업인으로 구성된 ‘Campagna

Amica’를 결성하고 구매단체를 위한 공급단체를 조직하였다. 또한 회원에

게 신용대출, microcredit(창업대출)을 포함하는 대부서비스도 제공한다.

2.2. 여성농업인 지원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부각되며 새로운 

활동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농기업의 특징은 다각화되어 

있고 보다 노동집약적이고, 소규모의 전문화된 유통이나 GAS, GAC 같은 

소비자단체와 농민시장, 농가 내 판매 등 직접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 경영

자의 대인관계 능력의 가치를 재고한다.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지원에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

은 큰 특징이다. 이탈리아에서 정치, 협회, 시장 등에 의해 촉진되었거나 

자생적으로 탄생한 지역 기반의 경험이 여성농업인에게 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성농기업들과 지역 발전의 잠재성에 있어 근간이 되는 

Cross fertilisation(상호교류)이다. 연계 네트워크와 지역 발전 없이 여성 농

기업, 나아가 중소 농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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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그 이면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부문별 정책, 시장의 구

체적 활동이 있다.

2.2.1. EU의 중요성

EU는 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시장에서의 평등, 봉급의 평등, 고용과 

경력에서의 차별 철폐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편으로는 성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리스본 전략의 지표,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할당제를 실시하였다.

EU의 여성 정책에 따라 이탈리아 국내법은 법적 차별(명예살인, 간통)과 

경제적 차별에서 법적·경제적 평등, 봉급의 계약상 평등으로 긍정적 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

2.2.2. 기회균등을 위한 이탈리아 기관

•기회균등부

•노동부의 ‘기회균등국가위원회’: 직업세계의 균등(40명): 노동부 외에도 

기업, 노동조합, 여성운동대표들이 참가한다.

•정치에서 기회균등을 위한 총리실 내 ‘남녀기회균등위원회’

•광역·기초지자체 의원: 성 평등 정책의 촉진과 감시를 위한 제도적 역할

•행정기관 내 ‘기회균등위원회’,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기관 및 대

학 조직(1986년 이후)

•광역·기초 지자체 ‘성평등 위원회’

•산업부 내 ‘여성 기업 위원회’

•1997년부터 기회균등국 내에 ‘여성 기업 관측소’

•1997년부터 기회균등국 내에 ‘여성 기업 촉진·발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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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여성농업인에 대한 효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으로 조건이 동일하다면 농촌개

발계획에 따른 지원권을 여성에게 우선 부여함으로서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모성 보호는 고용직뿐만 아니라 자영업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농업인은 기업 지원, 제도적 조직 내에서의 인식 향상, 모성 보호 등

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나 여건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

이 많다.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대출이 어렵고 정부 조직 내 고위직 여성의 

숫자가 적으며 그에 도달하기도 어렵다. 선구적 활동을 위한 구체적 교육

이나 대체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을 보살피기 위한 서비스 등 

가정과 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모성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법·제도를 제외한 여성농업인을 돕기 위한 실질적 방법들이 민

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시스템의 수평적 활동으로 디나미카 코스25와 

같은 교육, Campagna Amica(시골 친구), 유아 및 노인을 위한 서비스 등

이 있고 난민 수용으로 진화하는 농촌관광, 농촌체험교육 및 관광 등 개인 

활동이 있다.

25 다분야 영역의 개설 과정이 있다. 예를 들면, 재배·농촌의 전통 직업, 지역음식

과 전통요리, 아로마 식물 및 약초, 야생화를 활용한 요리, 열린 농장: 손님을 

중심에!, 영농 기업인을 위한 기초 코스인 체험 농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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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사례26

3.1. 일본 농업의 특징과 여성농업인의 위상

3.1.1. 일본 농업의 특징

쌀이 주식인 일본은 농업으로는 벼농사가 중심이지만 원예나 축산, 화훼

의 소득작목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 1가구당 농지면적 규모는 영세

하여 평균 1.5ha에 불과하며 다세대 동거에 기초하는 가족 경영이 주류이

지만 법인화가 진전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와 타 산업과의 조화가 중시되며 농촌과 도시의 교류가 중요시되면서 

다면적 기능을 가진 농업에 대해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속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엄격하고, 식량자급률은 

열량 기준 39%에 불과하며 겸업화·혼주화(混住化)가 심화되는 면이 한국 

농업과의 큰 차이이다.

3.1.2. 여성농업인의 위상

일본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농업·농촌 

진흥에 큰 역할을 한다. 여성농업인 리더는 자신의 농업·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도시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직매, 가공, 체험, 농

가 레스토랑,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새로운 생활 문화의 창조, 지역 만들기,

지역 자원 관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복지 활동, 도시와의 교류 등 생활

26 일본 니혼대학(日本大學) 가와테 도쿠야(川手督也）교수에게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과 지원제도’를 위탁 연구한 결과의 요약이다. 해외 사례는 별도의 자료집

으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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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시점이 다채롭고 폭넓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리더에 대한 정책 외에

서는 많은 문제가 있고 여성농업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으로는 1992년 ‘식료·농업·농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새로운 정책) 이후, 농업의 담당자로서 명확하게 자리 잡았고 정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2. 일본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정책

1992년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과 1999년의 2가지 기본

법인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이다.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은 여성을 농업의 담당자로서 제

도상 분명히 나타낸 공식문서이다. ‘남녀공동참가’와 ‘여성의 능력 활용에 

의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한다.

가족경영의 발전 방향으로 경영의 다각화, 즉 6차산업화의 추진과 이를 

위한 여성의 참가·책임 분담에 의한 ‘공동 경영자형 경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그 방법으로서 가족경영 내에서 역할의 명확화를 위한 가족

경영협정과 취업·생활 조건·환경 정비 등을 위한 농촌여성기업의 추진 등

이다.

가족경영협정은 현장에서 남녀공동참가, 경영 다각화를 염두에 둔 농업

경영 발전임과 동시에 법제도 개정, 특히 ‘개별경영의 공동경영자’ 확립에 

활용한다. 가족경영협정은 농업정책이 추진해 왔지만 농업개량보급센터가 

앞장서서 여성이나 청년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경영협

정은 1) 원예, 축산의 전업농 가족경영이 많고, 2) 협정의 양식과 내용은 

기본적인 부분은 따로 하고, 지역이나 개별 경영 실정에 마줘 다양한 노력

이 더해져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3) 특히 경영주 세대의 배우자가 주

도하여 부부간에 협정을 체결한 경우가 많다. 4) 가족경영협정 체결의 의

의보다 협정을 맺는 과정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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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여성농업인정책의 전개

오늘날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개요는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1992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행동 계획 제1차 개정’(1991년)

및 ‘신정책(1992년)과 관련되어 책정된 중장기 비전은 1999년 ① 남녀공동

참가사회 기본법과 ②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의 두 가지의 기본법을 근거

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통해 관련 시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농산어촌에 관한 중장기 비전은 농림수산성에서 처음으로 농산어촌 여

성 대책을 체계화해 여성을 농업의 담당자로서 명확하게 명시한 정책이다.

그동안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중요한 일손’으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지도자층을 포함시키는 자리 잡음이나 평가는 여전히 낮고, 능력

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장기 비전은 법률은 아니지만, 신정책 등과 관련지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여성을 농업의 담당자로서 제도상·실제상 명확화하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여성의 능력계발, 나아가 농업·농

촌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영 참가와 사회 참가를 촉진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

과 개별 경영에서 ‘공동경영자’의 제도를 실제 확립(많은 제도적 지원은 

‘경영자’인정이 필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의 농업 관련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여러 가지 계발활동의 추진, 연수나 세미나 

실시, 조직 및 네트워크 지원, 가족경영협정의 제기와 추진, 농촌여성기업

(起業)의 제기와 추진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었다. 지원의 실시 주체는 농

업개량보급 조직(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중심)이다.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은 ‘남녀공동참가’와 ‘여성의 능력 활

용에 의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하였

다. 후자에 대해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가족경영의 발전 방향으로, 경

영의 다각화, 즉 6차산업화의 추진과 이를 위한 여성의 참가와 책임 분담

에 의한 ‘공동 경영자형 경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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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제로서, 가족경영 내에서 역할의 명확화, 취업·생활 조건·환경 정

비 등이 이루어졌다. 회계 등 계수관리 촉진 등 농업 경영의 발전에 기여

한다고 생각하였고 가족경영협정, 농촌 여성 기업의 추진으로 여성이 중심

이 되어 진행했던 농산물 직매나 가공활동, 농업 부기 기장·분석 등을 통

해, 농촌 여성이 경제적 활동의 담당자임을 스스로 나타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리더로 활약하는 여성들은 세대적으로는 1945

년 이후에 태어나, 당시 육아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으로 농업을 담당하며 

‘단지 일만 하는 농가의 아줌마로는 끝나기 싫다’는 생각과 의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당시 농업개량보급센터(한국의 농업기술센터와 유사) 등의 

연수에 참가하고 그곳에서 서로 연구할 동료를 찾았고 자신의 경영·생활

을 변혁하였다.

3.2.2. 가족경영협정의 추진

핵심적인 방법으로 가족경영협정을 제창·추진하였다. 현장에서의 방법

으로 1) 남녀공동참가 2) 경영자의 다각화를 염두에 둔 농업 경영 발전

(가족경영의 조직 관리→법인화 등)이었고, 법제도 개정 특히 개별경영의 

‘공동 경영자’의 확립에 활용하였다.

가족경영협정이란, 농업경영·생활의 목표나 역할 분담, 의사 결정 방법,

취업·생활조건, 경영이양 등 자신의 농업 경영·생활에 관해 가족이 서로 

합의에 근거하여 약정한 것이다. 이는 가족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내용

의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둘도 없는 대등한 동료로서 경영한다. 즉 ‘공동경영=파

트너십형 경영’ 확립(→ Family Business)을 목표로 한다.

전형적으로는, 사회적 인지를 받아들이고 실효성을 늘리는 일 등을 목표

로, ① 약정을 문서화하고, ② 농업개량보급센터, 시·읍·면 농업위원회 등 

제3자의 입회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지역적인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가족경영협정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제도가 개정되었다.

첫째, 공적 연금은 농업인 연금의 농지 권리 명의가 없는 자라도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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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 대상으로 인정(1995년)하였고 공동 의사 결

정·수익 분배·공동으로 경영 이양의 명기가 필요조건이었다. 둘째, 공적자

금으로서 농업 개량 자금에 여성 기업 범위를 신설(1995년)하였다. 현재는 

농업 근대화 자금·경영단체 육성 강화 자금으로 변경되었다. 셋째, 담당자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인정 농업인의 공동 신청(2006년)과 청년 취농 

급부금의 특례(2012년)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은 농업 정책이 제창, 추진해 온 것이지만, 동시에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작용을 계기로 각지의 여성이나 청년 농민 지도자가

적극 대응하여, 가족경영협정에 이른바 영혼을 불어넣어 내막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 경영 협정의 특징은 ① 원예, 축산의 산지의 전업적 가

족 경영이 많다 ② 협정의 양식과 내용은 기본적인 부분은 따로 하고, 지

역이나 개개의 경영의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노력이 더해져 내용도 다양

하고 풍부하다 ③ 특히 경영주 세대의 배우자 주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부부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④ 협정 체결의 의의보다 협정을 맺는 

과정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3. 농촌 여성기업(女性起業)

농촌 여성 기업은 여성농업인 자신이 방침 결정을 포함한 활동의 중심이 

되어 농업 관련 사업, 농업의 6차산업화를 하는 경우를 총칭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1촌1품 운동이나 1.5차산업, 이에 더해 도시·농촌 교류 추

진 등 이미 활동하고 있던 여성농업인의 가공이나 판매 등의 활동을 평

가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정에 의해 제기·추진된 정책 지원

이다. 1990년대 개별 경영과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정책의 하나로 주목

받았다.

농촌 여성 기업의 유형은 개별 경영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개별 경영과 

이와는 별도로 여성이 그룹을 형성한 그룹 경영이 있다. 그룹 경영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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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으로 생활기술보급센터나 농협의 여성 조직 활동에서 단체로 배

운 것이 계기가 되었고 여성의 조직화·집단적 지원은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룹의 경우는 가정의 속박에서 자유롭고, 지역의 친목 그룹적 

성격이 강했다. 사업적으로 발전하려면 시설 도입이나 법인화 등을 통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였다.

3.3.1.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첫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마케팅 등의 능력개발, 공적자

금의 융자, 시설 정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개별경영에서 공동경영자 제도 확립과 실제 경영 기획 참여를 추

진하고 있다. 특히 개별 경영형에서 나타난다. 이는 가족 경영 협정의 역할

이 크다. 제도적으로도 공동경영자라는 증거로 활용하며 대부분의 경우,

경영자인 것이 정책 대상 요건이다.

당시 농업경영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개별 경영에서 공동 경영자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적으로 경영을 파

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반면, 농업경영의 영역을 농업 생산에서 6차산업까

지 확대하여 복합영농에서 경영의 다각화로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였다.

셋째, 일본은 1945년 이후 5∼10평 미만의 소규모 가공이 가능했다. 식

품위생법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고, 도도부현이 보다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며, 실제 인허가 권한은 도도부현의 보건소에 있다. 즉 농가에서 

소규모 가공을 하고 싶다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위생 교육을 이수하

고 보건소에 인허가를 요청하면 실사를 거쳐 허가되는 구조이다. 일본 농

촌 여성 기업이 큰 걸림돌 없이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농가 소규모 가

공의 인허가를 간단히 해결했기 때문이다.

넷째, 농가 민박은 1990년대 농촌 관광이 제창·추진되었고 특히 2005년 

‘농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4년 

제정)의 개정에 따라 대폭 규제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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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가공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예: 도도부현의 조례)

• 공중 위생상 지장 없는 곳 

• 주거와 구분되어 있을 것(전용 제조실) 

• 벽, 천장은 평활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밝은 색, 벽은 바닥으

로부터 1m는 내수성 유지를 위함) 

• 채광, 환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함(100룩스 이상, 환기 설비)

• 쥐, 곤충 등의 침입을 막는 설비일 것(창문은 방충망을 설치)

• 사용하기 쉬운 싱크대의 세정 설비를 마련할 것, 급탕 설비를 갖출 것

•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화장실 설비를 마련할 것(제조실, 화장실 등)

․탱크의 크기는 JIS VL710(40m×32cm: L5사이즈) 이상

․세제·살균제를 공급하는 장치(고정식)을 갖춘다(비누액 등)

․수도꼭지 손잡이는 레버식, 정체식, 센서식이 바람직하다

․공용 타올은 사용하지 말고 페이퍼 타월을 사용한다

• 온도계를 갖출 것(냉장고, 실내）

• 기구류나 포장 용기 등을 청결하게 보관하는 찬장을 마련할 것

•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멸균기를 

설치해야 한다

• 원료 주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작업 동선이 교차하지 않는 레이아웃이 

바람직하다

3.3.2. 농촌 여성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농촌의 여성기업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그림 5-4>. 주요 사업 내용

은 식품 가공과 유통·판매이며 연간 매출 금액 300만 엔 미만이 절반 이

상이다<표 5-2>. 법인경영은 적지만, 동향을 보면 매출 금액, 법인 경영

도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표 5-1, 5-3>.

농촌 여성기업의 중심 연령층은 50∼60대이다. 그룹 경영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개인 경영이 증가하는 경향이고 개인 경영에는 다각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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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인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룹 경영은 고령화의 영향이 현저하지만 새

로운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표 5-4>.

개별 경영이 농업과 조화하는 범위에서 기업 활동에 임한다는 ‘비 사업

형’이 많지만 그 내용은 다양한 경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의 농업·농촌, 나아가 도시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헌을 

한다.

그림 5-4. 일본 농촌 여성기업 수 동향

주: 2010년도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국 조사.

표 5-1. 일본 농촌 여성기업의 경영 형태

단위: 건, %

개인경영 그룹경영 합계
그중 법인

2008년
4,076 5,565 9,641 497

42.3 57.7 100.0 5.1

2010년
4,473 5,284 9,757 685

45.8 54.2 100.0 7.0

주： 2010년도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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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일본 농촌 여성기업의 활동 내용

단위: 건, %

농업
생산

식품
가공

가공
기타

유통판매 도시와 교류

기타
직매소인터넷 기타

체험
농장

농가
민박

레스
토랑

가공
체험

기타

개인

경영

1,252 3,485 110
2,062 170 440 287 362 219 258 118

57
89.6 7.4 19.1 29.2 36.8 22.3 26.2 12.0

28.0 77.9 2.5
2,301 995

1.3
51.4 22.2

그룹

경영

739 3,849 216
3,138 147 824 183 35 351 403 223

107
89.0 4.2 23.4 18.5 3.5 35.5 40.7 22.5

14.0 72.8 4.1
3,526 1,007

2.0
66.7 19.1

합

계

1,991 7,334 326
5,200 317 1,264 470 397 570 661 341

164
89.2 5.4 21.7 23.5 19.8 28.5 33.0 17.0

20.4 75.2 3.3
5,827 2,002

1.7
59.7 20.5

주：2010년도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조사.

표 5-3. 일본 농촌 여성기업의 매출 규모

단위: 건, %

300만 엔
미만

300만∼
499만 엔

500만∼
999만 엔

1,000만∼
4,999만엔

5,000만엔
이상

무응답 계

개인
경영

2,574 504 447 256 44 648 4,473

57.5 11.3 10.0 5.7 1.0 14.5 100.0

그룹
경영

2,489 577 638 856 248 476 5,284

47.1 10.9 12.1 16.2 4.7 9.0 100.0

합계
5,063 1,081 1,085 1,112 292 1,124 9,757

51.9 11.1 11.1 11.4 3.0 11.5 100.0

주：2010년도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조사.

표 5-4. 일본 농촌 여성기업의 참여자 연령

단위: 건, %

∼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무응답 계

개인

경영

123 322 1,212 1,686 837 293 4,473

2.7 7.2 27.1 37.7 18.7 6.6 100.0

그룹

경영

22 125 1,137 2,776 970 254 5,284

0.5 2.4 21.5 52.5 18.4 4.8 100.0

합계
145 447 2,349 4,462 1,807 547 9,757

1.5 4.6 24.1 45.7 18.5 5.6 100.0

주：2010년도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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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러한 농촌 여성기업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능력 개발이나 

의식 개혁은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적자금이나 보조사업의 

신청은 여전히 적다. 여성의 관점을 살린 선진적인 대응방안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특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기업의 일정한 정책적 효과는 인정되지만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4. 일본 여성농업인정책의 과제와 대응 방향

1992년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자체는 원래 2001년까지 계

획이므로, 그 후 비전을 총괄·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구상

과 전개가 필요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 

여성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새로운 정책의 체계화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 중 농업인 리더는 농업경영이나 생활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

다. 그러나 지지층에서는 불충분하며 지도자층에서도 아직 능력이 충분하

지 않다. 지역 농업·농촌에 대한 담당자로서 위상도 불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원의 중심적 담당자였던 농업개

량보급조직, 특히 생활관계 보급이 행정 개혁 속에서 급속히 약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후 여성 농업위원 등 여성농업인 지도자의 

조직·네트워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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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여성농업인 사례의 시사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사례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그 사회 여성

의 지위에 영향을 받았고 나아가 그 사회 농업경영체의 변화와 관련이 있

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여성운동 이후 남녀평등

권을 확보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남녀차별을 제거하며 여성의 지

위는 향상되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경제가 법적인 농업

경영체로 인정받고 그 농업경영체 안에서 경영주의 여부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일본은 가족농의 법인화는 

유럽만큼 진전되지 않았지만 190년 이후 여성농업인이 회계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라는 지위에 관한 의식에 진전이 있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농업경영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로서 인증 받고 

조세상의 사업자로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며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

써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이다. 가족농일지라도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게 되

면, 그에 따른 조세의 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경영체이고 

이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 이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해당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성된다. 그런

데 농업인에 대한 규정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농업경영체가 될 수 있

고 농업경영체가 되는 농업인 요건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또한 확인하기 어

려운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누구나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될 수 있다.27

따라서 농업경영체가 농업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사업체라는 점이 불분명

하므로 경영주로 인정받더라도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다. 그 결과 여성농

27 김수석. 2013. “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과 세제지원 체계.” 농촌경제 제36권 제3호.

p.74



해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 정책 147

업인의 지위도 경영주 또는 비경영주의 차이가 크지 않고 여성농업인의 지

위 향상이라는 대의조차 여성농업인에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성문법의 범위 내에선 남녀차별을 금지

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지

만 여전히 남녀차별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법적으로 완전히 제거

하지 못했다는 점이 서구와 다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조세법상의 

경영체로 인증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경영주로서 농업인의 

지위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한편, 프랑스와 이탈리아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지원이나 차

별적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농정에서 여성농업

인이 경영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차별이 없다는 의미이다.

반면, 일본 농정은 경영 다각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에 필

요한 교육 및 연수, 공적자금이나 보조사업의 지원에 우대 혜택을 준다.

유럽과 일본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한 정도에 따라 나타

나는 차이이다. 일본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남아 있고 이 

영향으로 재량껏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제도를 통

해 우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은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농촌

사회에서 지원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농정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경

우는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경영주로서 인정받을 때이다. 이러한 사실은 프

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농업인이라는 인적 조건 외에 농업경영체로서 물

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U의 농업의 다양성, 농촌개발정책이 프랑스, 이탈리아의 법·제도에 영

향을 주어 농업의 다양성을 장려하거나 농촌개발정책을 수행하며 유기농

업을 지원하고 일본은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의 경

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원은 유기농업, 농

산물 가공, 농촌체험 및 농가민박 등 여성농업인이 경쟁력을 갖는 농업의 

6차산업을 장려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원기관은 행정조직보다 농업인단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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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노력이나 소비자운동과 연계한 여성농업인단체라는 사실이다. EU

정책이나 일본의 농정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금으로 유도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이들은 여성농업인 자신과 소비자단체와 같은 민간 조직이

고 농업인단체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28 민간조직·단체

에 참여하여 이익을 촉진하는 활동에 주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

할을 하는 선진국의 농업인단체의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인단체, 여성

농업인단체가 해야 할 과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8 이탈리아 농업인단체 콜디레티는 여성농업인에게 참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

고 여성농업인의 이익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공급단체와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

공하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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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농업인 정책 과제와 육성·지원의 방향

1.1. 여성농업인 정책의 과제

1.1.1. 정책 과제의 개요

여성농업인 정책에는 직업인으로서 법·제도, 농업경영 이외 농촌지역 

사회·교육·보건·문화·복지 등 생활 인프라 수요가 포함되어 있다. 농촌 지

역에서 농업이란 생계수단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생활 인프라가 정비되

지 않으면 농업 경영의 비용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업은 생활과 직

업이 분리되지 않는 공간이용이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복합성이 여성농업인 정책에도 적용된다.

현재 농촌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불편함이 크다는 인식이 강한

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사는 이유, 즉 최소한의 

충족조건은 ① 삶을 영위할 소득활동의 기회, ② 기대 소득 획득 가능, ③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인력, 후계자, 경영인력이 부족한 농업인력 구조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 및 경영

참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농업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위기로 나타나고 모든 농업인에게 해당되는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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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농업소득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당면과제는 농가경영체 존립을 위협하는 시장경

제에 대응이다.

여성농업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의 2·3차 소득활동을 원하는 비중

은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4-6>. 농업의 2·3차 소득활동을 원하는 이유는 노후자금 마련 등 추가소득

을 원하는 이유가 가장 많지만 30대의 19%, 전여농의 임원 47%는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도 높다. 즉 농업의 2·3차 소득활동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추가소득을 마련하거나 생활비 부족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소득활동에 참여를 원하고 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3차 소득활동에 의향이 없는 비중이 높은 

것은 농업생산 노동만으로도 과중함을 의미한다. 노동을 마치고 쉬는 여가

생활이나 일하기 편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

는 권리로서 여성농업인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여성농업인이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과중한 노동에서도 여가를 활용하여 취미생활을 하거나 문

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의 문화 및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

한 당면문제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업경영과 노동에 참여한 정도만큼 경제적 

보상인 소득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축

을 견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이 두 축은 지속적인 경영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조건이다.

1.1.2. 세부 정책 과제

정책 수요자인 여성농업인은 연령, 규모, 농한기간, 지역 특성에 따라 정

책 수요에 편차가 있다. 이러한 수요 편차를 몇 가지 정책 사업에 담아내

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감도가 낮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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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분야별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창업 및 경영 직업 교육 지역

사회

리더

보건·

의료

보육

교육

문화·

여가

생활
가공

판매

유통

교육

농장

영농

기술

가공

판매

소비자

교류

연령

청년 △ ◎ ◎ × ◎ ◎ △ ○ ◎ ◎

중장년 ◎ ◎ ◎ ◎ ◎ ◎ ◎ ○ ○ ○

노년 ○ △ × × ○ × × ◎ × ○

농한

기간

1개월미만 × ◎ × ◎ △ × △

2∼4개월 ○ ◎ ○ ○ ◎ ○ ◎

5개월 이상 ◎ ◎ ◎ △ ◎ ◎ ○

경영

규모

소∼중소 ◎ ○ △ △ ◎ △ △

중∼중대 ◎ ◎ ◎ ○ ◎ ◎ ◎

대규모 ◎ ○ × ◎ △ △ ○

주: ◎ 매우 강함, ○ 강함, △약함, × 매우 약함.

자료: 본 연구의 1차연도 연구결과에서 도출함.

표 6-2. 분야별 여성농업인 정책의 과제

경제 사회 교육·문화·복지

연령

청년
영농기반 조성기

: 기술습득

농업·농촌단체, 생산

조직의 실무

건전한 취미활동

보육·교육 수요 큼

중장년
영농 정착기

:전문화, 경영다각화

농업·농촌단체의

리더 활동

여가 및 취미 활동,

건강관리

노년
영농 쇠퇴기

: 소규모 판로 모색
자문 및 봉사활동 여가활동, 건강관리

농한

기간

1개월미만
경영 전문화·효율화,

대체노동 수요 큼
여가 및 취미활동

2∼4개월
부가가치 향상, 경영

다각화

5개월이상
농외소득, 일자리

수요 큼

경영

규모

소∼중소 부가가치 최대화
사회자본 활용한

협력사업에 참여

중∼중대 경영 다각화
지역 사회활동 및

리더

대규모 경영 효율화 지역 리더 여가 및 취미활동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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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정책의 수요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과제가 비슷한 그룹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과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아동보육을 비롯한 

가사의 비중이 크고 농업·농촌에 정착단계에 해당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영농 기반을 조성할 시기이므로 영농기술을 습득할 단계이고 중장기 소득

작목의 선정에 도전하며 기술습득과 경영능력을 배양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 사회적으로는 농업·농촌단체나 생산 조직의 실무를 맡으며 능력

을 배양하고 문화적으로는 건전한 취미활동의 수요가 있으며, 자녀 교육에 

필요한 보육·교육시설의 수요가 크다.

40~50대 중장년층은 농업 참여 10년 이상의 영농의 번영기이며 소득작

목이 정착되어 전문화, 경영다각화 등 영농조건에 최적의 조합을 이룬 시

기이다. 사회적으로 농업·농촌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며 단체의 리더가 되는 

시기이고 문화적으로는 여가 및 취미 활동이 가장 왕성하며 수요도 크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커진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농업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영농규모를 줄이거나 외

부 노동력을 활용하고 위탁영농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노년층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농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출하가 

가능한 판로를 모색한다. 한편 숙련 노동자이므로 농업임노동에 참가하여 

소득을 얻기도 한다. 노년층은 사회적으로 기술·경영의 자문이나 봉사활동

에 대한 수요가 있고 문화적으로는 여가생활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다.

한편 농한기간이 짧은 농가는 노동부담이 크므로 대체노동의 수요가 크

지만 농한기간이 긴 농가는 농외소득 등 일자리 수요가 크다. 경영 규모별

로는 중소규모 농가는 부가가치 최대화가 필요하지만 중규모의 농가는 경

영다각화, 대규모 농가는 경영효율화 방안이 가장 큰 과제이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정책 과제는 내용이 다르고 여성

농업인 개개인이 경제사회적 활동을 통해 쌓아온 사회자본의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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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의 방향

1.3.1. 시군단위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여성농업인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지역적 차이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수

요에 맞게 추진되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범위는 시군단위이

다. 예를 들면, 전북 완주군의 지역농정은 독자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

으로 지역농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완주군의 로

컬푸드 사업명에 여성농업인을 우대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

다.29

완주군의 사례처럼 시군단위 지역농업의 현실조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농업 전략과 추진 과정에서 포괄적인 여성 문제로 접근을 지양하고 여

성농업인에게 시급한 당면과제인 농업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

표를 설정해야 한다.

1.3.2. 통합형 정책 개발

시군단위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면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통합형 정책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농업·농촌 현장에서 일상적

으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문제제기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남의 마을 반찬사업은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

출을 위해 마을단위 소득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마을단위 영세한 규모로 사

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았지

만 지역 내 유통업체, 연구기관과 협조하며 경영 교육, 사업 매뉴얼 개발을 

29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업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농업인 정책은 부록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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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동마케팅으로 발전하고 있다. 장성군 마을반찬 사업은 유통센터를 

만들어 반찬 제조시설과 간이판매장을 갖추고 체험 및 학습장을 운영할 계

획이다.30

한편, 지자체 행정이 지역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시적으로 정

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출 때 비로소 정책 체감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일

반적인 행정 구조는 계획된 정책을 집행하는 체계이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수요는 여성이 제기하는 농업·

농촌의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여러 부서와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구

조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구조의 유연성

이 요구된다. 행정의 유연성도 지역밀착형 조직인 시군 지자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1.3.3. 여성농업인 협력사업 강화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성농업인 CEO

의 활동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 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사회가 양극화 된지 오래되어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은 스스로 

역량을 갖추며 CEO로 성장하고 있으나 영세소농, 고령농은 다품목 소량 

생산에 판로도 불안정한 상황이다.31

여성농업인 정책 사업이 개인이나 여성농업인단체에 지원되는 방식이었

다면 이제는 공동 및 협력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도

록 시도해야 한다.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례, 전북 익산시 여성친화도

시 사업32과 같이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도 참여 가능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0 연합뉴스. 2013. 11. 7. “장성군, 마을반찬사업 활성화 탄력.”
31 2010년 농가경제 통계에 따르면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의 농

가는 전체 농가 중 87%에 이른다.
32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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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지역밀착형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 주체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농업기

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등 3주체로 설정하고 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함으

로써 정책 추진에 활력을 증진한다.

그림 6-1. 시·군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 주체와 체계

자료: 필자 작성.

2.1. 광역 및 기초지자체 행정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획일적인 정책 사업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

굴에 주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위

한 행정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정책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얻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행정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이해관

계자의 협력은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광역지자체의 행정도 지역밀착형 사업발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

하며 여성농업인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 농정과는 

도의회와 연계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며 그 차원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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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담회 개최하여 여성농업인의 고충, 개선방안 등 취합하고 여성농업인 

육성방안 정책토론회 개최(2013. 4. 30.)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행정의 지도 역할을 구분하여 해당 업무의 집중하도록 지원체계 정비의 필

요성을 느끼고 있다. 비록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

만 정책 수요를 경청하고 예산지원을 모색하는 지자체의 모습에서 여성농

업인의 역량을 인지하고 그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는 읽을 수 있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농정 차원에서 이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업의 조건에 부합한 농업발전 전략에 중소농가의 농업소득 보장 방

법으로 로컬푸드를 추진하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소농과 고령농 조직화

하였다. 현재 마을회사 17개소에서 농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창업교육과 상품 개발, 상품화를 돕고, 고령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마을에 두레농장 5개소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 행정이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에 적극성을 갖더라도 

여성농업인의 적극적 의사 표출이 없다면 무의미하므로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 외에 일반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단

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행정의 역할이지만 적절한 지원을 요구

하고 지원을 받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몫이다.

지자체 행정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과 정책 발굴을 노력하지만 그에 

앞서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의식향상이 정책과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

건이고 행정과 여성농업인간 충분한 소통, 협력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정책 개발 시 큰 걸림돌은 필요 예산의 확보이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행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지자체 공무원이 농정에 여성농업인을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자문회의와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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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정보 공개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 관여자 

누구에게나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통합형 정책 개발이 되

어야 한다.

2.2.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2·3차 소득사업에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의 기

술 및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기술 및 전문 교육, 창업 및 사업 컨설팅에 주

력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가 여성농업인 교육이므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및 교육 수요에 대응할 전담자와 다방면의 외부 전문

가 풀을 이용하여 경영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경북 문경시)

▪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 참여에 대하여 느끼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

여 창업 프로그램에 반영함.

문 제 점 해 결 방 안

농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부재

교육 및 견학을 통해 자신의 니즈를 정

확히 파악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무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자금, 정책에

대해 안내 및 관련 기관과 연결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화하

는 기술 부족

자체 연구 및 개발 지원 및 산학 협력

적극 지원

고차 산업에 대한 도전 의욕

과 자신감 부족

2차, 3차 산업에 대한 체계화된 창업 지

원 프로그램 운영

▪ 생산교육(1년)과 가공교육(1년)을 수료해야 창업보육교육(3년)을 시

작할 수 있으며 창업까지 총 5년이 소요되나, 교육 기간은 작물에 따

라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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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농업인 역량 강화에 모델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 경북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은 농업인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을 제시하며 교육에 임하는 장기간 교육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의 모든 자

원이 동원되지만 모든 역량을 완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관련 기술과 정보, 전문가를 두루 섭렵한 네트워

크 구축이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2.3.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 정책은 정책 수혜자인 여성농업인의 의식변화를 기본 전제

로 시행되어야 한다. 농업인으로서 경제적 자립심과 사회적 지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의식변화가 선행되고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로 

각종 농업인단체의 활동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내용이다.

여성농업인은 4개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지만 지역에서도 단체 간 교

류는 지역의 축제나 농업인 행사에 참여하여 만나는 경우 이외엔 거의 없

다. 지자체 행정이 여성농업인 정책 시행에 소극적인데 대해 여성농업인단

체의 불만이 없지 않으나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농업인단체가 각

자의 관할조직이 제공하는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이 경제·사회활동에 역할 증대에 따른 지위와 권리를 얻기 위

해서 4개 단체가 결집하여 여성농업인의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제안이 필

요하다. 각 단체의 주의주장만으로는 정책의 대표성과 정체성이 미약하다.

여성농업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에 상향식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전국 모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법·

제도 개선 이외엔 시군단위에서 단체들의 공동의 요구가 제안되어 정책에 

반영된 경험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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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사례 : 강원 횡성군)

▪ 목적

①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 

②여성농업인이 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③여성농업인이 여성성을 살려 가장 잘 할 수 있는 소득특화사업 추진

▪ 연합사업 

- 공동사업 발굴,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 

- 여성친화적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과 정보교류, 영농 및 생산지도 등

→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으로 공동 교육 사업 진행 

▪ 2013년 사업 

- 여성농업인 소득 향상 사업 

· 여성농민회의 제철꾸러미 사업을 한여농이 벤치마킹하여 사업화 

· 직거래 유통사업, 한우축제기간 공동부스 운영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 농협바로알기 교육,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리더십교육

· 선진지 견학(꾸러미 공동체, 관내 친환경 마을 방문 등)

-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연구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문화 체험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는 실생활에 밀접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현실적

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시군단위 여성농업인단체가 농업·농촌 현장에서 일

상적으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문제제기하고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 권리를 

요구해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권리향

상을 위한 책임 인식이 공유될 수 있다. 강원도 횡성군 여성농업인단체협

의회는 여성농업인단체의 협력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사례이다.

시군단위 여성농업인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정책 제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도 이의 해결

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행정과 민

간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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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능의 개선방안

3.1. 법·제도의 개선 

3.1.1. 농업인턴제 등 대체인력 이용 제도의 도입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문제 중 과중한 노동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

질적으로 일하는 여성농업인을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노동

량을 줄이는 방안인 농가도우미 제도 확대이다. 다만, 도우미란 용어를 인

턴제로 바꾸고 도시 청년 인적자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숙박이 가능한 숙

식시설 등의 인프라가 동시에 필요하다.

현재 농가도우미는 농촌지역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복지

차원에서 봉사활동으로 접근하므로 가사 또는 농업 노동 중에서도 부수적

인 노동을 제공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활용도가 확

대되지 못하고 실제 농가도우미로 일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업인턴제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자

조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헬퍼(helper) 제도33와 같은 내용으로 농업인이 잠

시 농업현장을 비워야 할 때 농업노동을 대체하는 인력이다.

농촌에는 고급 노동력이 부족한 반면 고급 노동력을 갖춘 귀농인은 농업

에 도전할 기회, 농업기술을 이전받을 기회를 만나기 어렵다. 현재도 일부 

시·군에서 인건비 50% 지자체 부담하는 귀농인턴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

혜가 극히 소수이며 귀농인은 귀농인턴제에 수요가 많지만 이를 적극 지원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시·군 지자체별로 농업인단체 육성에 지원금

33 축산농가가 애·경사와 장기출타로 소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축산 전공자인 헬

퍼가 출동해 농가를 돕는 제도이다. 한우 2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비용은 1일에 8만~12만 원이며, 헬퍼들은 1일 3회 이상 농장을 

방문해 배합사료급여, 가축질병예찰, 가축방역 및 축사청소를 실시한다. 최소 

10일전 축협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10일 이내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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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배되고 있으나 정작 수요가 큰 귀농인 인턴제도에 지원이나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요즘, 농업·농촌의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

하는데 청년의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인턴제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턴에 참여하는 청년은 농가의 경영에 도움

이 될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농가가 농업인턴의 도움으로 새로운 경영개선

을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성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지만 구성원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다.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을 줄이는 것과 삶의 질 향상은 불가분의 관

계이고 현재의 농업·농촌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을 줄일 방법

은 귀농인이나 청년 농업인턴 등의 대체인력 외에는 없다. 원래 농업노동

은 힘들고 모두가 기피하는 노동인데 이를 줄이는 방법은 농업 기술과 숙

련을 익히려고 하는 귀농인, 청년 농업인의 인력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3.1.2. 농업경영체에 등록과 인센티브 제공

농업경영체 등록 시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한 법률 개

정안이 2013년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농업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는 엄밀히 말해 등록만으로 사업체로 인증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경영체가 개인이 아니라 사업

체로서 인증 받고 조세상의 사업자로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며 각종 사회보

험에 가입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얻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

의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서류를 대부분 남성이 작

성하므로 여성은 세대원과 같은 가족종사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

성농업인 스스로 이러한 현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장점이 없

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거나 하지 않거나 별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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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은 요원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경영주로 등록 시 여성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성농

업인이 이를 인식하며 농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농업

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본의 가족경영협약의 인센티브와 같이 공적연금

에 가입할 자격, 여성 창업 시 우선 지원 등 농업부문 사업에서 각종 특례

를 제공하는 것이다.

3.1.3.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조례의 활성화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지원 조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제도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찾

아 적극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법·제도에 제시된 자문회의 등 자문기구의 심의·의결권을 강화하

는 것이다. 현재 여성농업인육성법에 근거한 자문회의는 심의·의결권이 보

장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내용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다. 즉 자문회의는 있지만 그 기능이 형식적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의 경우도 대부분 자문단조차 구성되지 

않았거나 시행규칙까지 제정한 곳이 소수에 불과하다. 시행규칙을 제정하

여야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기적인 자문회의 개최로 시행규칙 

제정과 예산 협의를 논의할 상시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

한편, 지자체는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정책 담당자의 교체 이후 무산된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담당 기

능을 명시하거나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육성법과 조례에 제시된 성별영향평가를 전 농업정책에 실시하고 

자문위원 등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여성 할당제를  

실시되도록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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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원조직간 정보 및 교류 활성화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 지원은 사업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므로 중복을 피하고 타 부처·부서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

는 성격이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 집행은 여러 부처·부서의 협력이 필요하

지만 이러한 행정의 특성 때문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타 부서

의 협력에 수동적이 되기 쉽다.

특히 지자체는 여성농업인과 직접 대면하며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

인데도 행정의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수혜자의 요구보다 업무의 편의성

이 강조되므로 사업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조례

가 있어도 행정에서 정책 추진의 동력이 낮은 이유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단체나 여성농업인센터 등이 정책 대응자로서 민간 

역량을 발휘하여 행정의 변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민간 주도로 여성농

업인 지원조직 간 교류를 추동하고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가 기능을 발휘하

도록 정기적인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협력사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등 

여성농업인 정책의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은 지자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달되며 지자체 농정과의 정보는 주로 읍면동과 마을 이장을 통해 

전달되는데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은 그 전달과정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행정기관과 마을 이장이 주로 남성이다 보니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거나 지역민에게 해당되지 않는 정보라고 자의

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정보는 담당자가 센터 홈페이지나 관광소의 여러 

곳에 문서의 형태로 게시를 하거나 센터가 조직을 관리하는 생활개선회 회

원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직접 연락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문서나 메일

을 자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놓치고 있고, 센터의 담당자

와 교류가 빈번해야 정보 제공이 용이하므로 평소 인맥을 쌓아두지 않으면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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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 여성농업인 관련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필요하다. 행정 주도로 통합정보를 추진하더라도 민간의 협력없이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많으므로 여성농업인센터나 여성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의 네트워크 구축에 민관협력체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접

근이 필요하다.

3.3. 인적 교육 개선

여성농업인이 주체의식을 갖고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교육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

는 교육은 인원이 소수에 한정되어 제한이 있거나 일반적 교육이 농번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을 수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장년층들은 가부장적인 사회관습에

서 자라난 세대로 여성농업인 스스로 양성평등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 또

한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

업기술·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정과,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

센터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유사·중복이 많지만 

해당 기관의 주민 또는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진입장벽

이 높다. 또한 예산 제약으로 교육의 연속성이 없거나 교육 일정이 수요자

의 편의에 맞지 않아 교육 수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높이려면 가까운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교

육 시간에 농사일이나 가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은 바쁜 

농사일과 가사 때문에 교육장소가 멀거나 농사일을 대신할 대체인력이 없

다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교육기관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수요자가 교육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교

육시간도 대부분 주간이므로 농사일과 가사일로 시간을 쪼개어 이용하는 

여성농업인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각종 교육에 접근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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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교육은 수요자에 가까운 지역범위, 수요자의 교

육참여가 높은 저녁시간이나 농번기에 실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육 수요

자의 그룹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

육 내용에 차이가 있겠지만 시·군단위 또는 읍·면단위 등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이 실시된다면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시·군단위 기초지자체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동일 교육 프로그램이라

면 지역과 시간을 배분하여 역할분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 내

용도 농업관련 교육기관이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후 교육 수

요자와 양방향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은 유익한 정보와 경영개선의 동기를 부여하며 교육과정에서 인적·

물적의 교류, 정보의 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사회자본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 수요자에 적합한 교

육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요자와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군의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의 행정과 여성농

업인센터, 여성농업인단체의 민간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으로 해결해

야 할 과제이다.

3.4. 복지 개선

농촌 복지는 고령자·다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복지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소 지원은 고령자 중심

의 지원이고 지역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인 다문화 가정

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는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생활에서 여성농업인

이 고충을 느끼는 부분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방향이다.

조사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이 농업활동에서의 고충은 농업노동이 힘들

고 농업소득이 적다는 응답이 가장 비중이 높고 농촌 생활에서 고충은 교

통이 불편하고 의료시설이 멀다는 농촌 인프라에 관련된 것과 개인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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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미활동이 어렵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농촌 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한편, 농촌지역에도 문화행사나 문화 시설이 있지만 여성농업인

이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시간부족을 꼽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의 교육 개선사항에서 여성농업인이 바쁜 농사일과 가사 때문에 농사일

을 대신할 대체인력이 없다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과 일맥상통

하는 내용이다.

여성농업인이 과중한 노동 때문에 교육 및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이

를 해결하는 것도 복지서비스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농번기에 가사노동을 

줄이거나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농사일을 대신해 주거나 외부에 업무가 발

생했을 때 대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대체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재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제도는 예산과 인력부족, 이용범위가 좁아 활용도가 낮지만 

귀농·귀촌자이나 청년 농업인의 영농교육과 연계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

이다. 즉, 귀농인, 청년농업인의 농업 숙련 향상에 도움을 주는 대신 노동

력을 제공받는 상호부조의 방식을 다양화하면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안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서비스이다. 농촌지역에서 여성, 아동, 노인의 

위험 정도를 조사한 결과, 30~40대 여성농업인과 공무원이 인식하는 노약

자의 위험 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과 노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는 사실 어느 사회나 존재하지만 위험을 미리 방지하거나 예방하

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그 사회의 역량이다. 농촌사회의 안전을 위한 인

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인구 과소화의 영향으로 교통과 의료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

하다. 인프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만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인구 과소화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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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인력 육성·지원의 개선방안34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에 참여하는 비율은 영농규모가 크고 평야지역

의 시설재배 농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사일 참여비중이 높다. 농가의 농

업 노동 중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은 대규모 농

가와 시설재배가 많은 평야지역에서 71%, 40대 61%로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에 참여가 높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에서 경영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경영인으

로서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경영인력 육성 정책의 초점이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하거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6차 산업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농업인

의 경영인력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만,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에

서 경영능력을 전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일반 농업인 대상 각종 교육 

및 지원 사업이나 여성농업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중소형 기계 개발과 이용 

등에 관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언급된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

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6차 산업에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지원을 논의한다. 농업의 6차 산업 촉진을 고려

할 때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은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

므로 자산의 유무와 연령을 기준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40∼50대 중규모 이상 농가의 여성농업인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서 이미 노동인력으로 그 

34 본 연구 1차연도 연구결과에 가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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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 지역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경영능력

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농가로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가 전체 농가의 6.7%35이므로 불과 10% 미만의 농가이다. 이

들은 40∼50대, 중규모 이상의 영농규모에 축산이나 시설채소 등의 단일품

목 전업농가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같이, 축산이나 시설채소재배를 

하는 중규모 이상의 전업농가는 농업소득이 비교적 높다. 이 농가의 여성

농업인은 농업노동량도 많지만 사회활동이나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도 활

발하다.

현 농업구조에서 규모화된 단일작물, 시설재배 등 농업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탁월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은 농협 계통출하나 도매시장 출하를 통

해 대량생산-대량유통에 편입되어 있고 시장에서 치열히 경쟁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서 이미 노동인력으로 그 역

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 지역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경영능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인력으로 육성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할 노하우와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경영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된다. 둘째, 여성농업인이 경영자로 활약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

인 소득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자녀가 후계 인력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많으므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준다.

농업의 6차산업인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교육농장에 관심이 있는 여성농

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여성농업인일감갖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 지역특

화사업육성사업 등 사업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지만 지역사회에서 내실 있

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체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35 통계청.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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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경북 문경시의 농산물가공지원

센터가 좋은 사례이다. 문경시는 농가가 직접 생산하는 장류, 과일즙 등에 

소비자 수요가 가시화 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지원체계의 핵심은 자가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3

년 간 농식품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창업자 발굴, 창업에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제품개발 지원, 기술지도, 인허가 지원,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프로그램36으

로 운영하며, 이 과정을 통해 농가 스스로 제품 개발, 제품 생산, 상품화,

유통 판매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 전담 부서

에서 창업보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가공을 희망하는 농

업인에게 실용적인 창업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보육 과정을 마친 농

가는 제조 및 판매, 경영에 자신감을 얻고 가공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수요조사 및 판매처 연계, 수요에 맞는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

전(활용) 등 창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자체가 농업인의 가공생산 이외에도 창업 농업인이 가공한 상품을 학

교급식에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창업 후에도 지자체는 지속적

인 품질개선이 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식품 박람회 참가나 홈페이지 구축 등 

상품 마케팅을 지원한다.

36 예비과정으로 친환경사과대학 및 오미자아카데미 각 18회, 농산물 가공교육 4

회, 친환경농산물 인증반 1회 교육 등을 마치면 본격적인 창업보육(3년)이 실시

됨. 주요내용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경영 실습이다. ① 농식품 창업 CEO 양

성과정으로 인성개발 프로그램 및 마케팅 심화프로그램(각 8회), ② 농식품가

공 적성교육 및 가공장비 운용교육, 시제품 제조생산 교육(각 4회), ③ 브랜드 

관리 교육 및 세무, 회계, 법규, 위생교육(각 2회), ④ 가공상품 제조, 판매 및 

경영 실습(3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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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소농가, 고령, 신규진입자인 여성농업인

농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지역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민, 주로 

중소농가, 고령농업인, 귀농인과 같은 농업에 신규진입자는 소규모이지만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근거리 소규모 농산물 유통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

은 자급자족하거나 근거리 또는 친지에게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는 차원

에서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이들에게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이지만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지원은 새로운 경영주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중소규모의 농가는 농촌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기본적으로 소

득이 낮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농업노동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중소규모이지만 그 자체로 농업경영은 유지하고 있다.

농정은 지금까지 이들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단지 

이들은 농촌사회에 잔존하는 인력이고 이들의 빈곤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

식할 뿐이다. 그러나 중소농가는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먹을거리 문화나 지역 고유의 맛을 유지하고 보전하

는 인적자원이다.

FTA를 비롯하여 농업의 대내외적 개방화 환경과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없는 농업인을 예산지원이 필요한 보

편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농업정책의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이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광

역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를 지원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는 지역사회를 유지·

보호하는 주요 인적 자원이다. 둘째, 이들의 소득은 도시근로자보다 낮고 

농촌의 빈곤을 유발하여 복지정책의 대상자로 전락할 경우 막대한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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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요하다. 셋째, 이들이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농민장터 등을 개설하여 로컬푸드를 농업소득 

향상의 기회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를 지원해야 문화적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지역 고유의 맛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37 지역특산 먹을거리는 향토산업으로서 지역특유의 맛을 제공

하며 ‘한국적인’ 전통식품 및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아이템으로 정착하

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과 웰빙을 요구하는 도시민, 세계인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다. 둘째,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가 경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인지하여 

지역민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에 도움이 된다.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 3차산업에 참여하기까지는 여

성농업인의 내적 동기 외에도 조직적·사업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들은 지

금까지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 경험이 거의 없고 조직화하더라도 

리더 역할의 주체를 찾기가 어려우며 중소규모 여성농업인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조직적·사업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을 조직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그들 스스로 조직화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조직과 사업에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경제사업 추진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과 병행하며 조직화와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컬푸드는 중소농업인, 고령농

업인이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이다. 로

컬푸드(Local Food) 운동38은 1990년대 이후 유럽을 필두로 광우병, 구제

37 상품화를 위해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가 필요하다(각주 

38 참조).
38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이탈리아의 슬로푸드(Slow Food), 유럽이나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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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 농산물 대량생산의 폐해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역농업과 제

휴를 요구하며 발생하였다.

로컬푸드 사업은 중소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장소를 제공

하고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농민

장터나 꾸러미사업과 같은 로컬푸드 사업도 넓은 범위의 농산물 유통이므

로 상품의 구색이 다양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 다양성을 요구하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규모 농

가의 식품가공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통해 농업소득을 향상하고 중

소규모 농가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소규모라도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소규모 식품

가공을 영위하려고 할 때 그 시설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해당 시설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의 특례조항이 있다.39 즉 지자체의 조례로 

해당 시설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규모 농가, 고령자, 신규진입자의 여성농업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직화와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

들 스스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여성농업인 정

책 개발이 필요하다.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는 모두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로컬푸

드 운동이다.
3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의 별표 14에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의하면,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

업인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

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

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11년 12월 경

기도 남양주시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많은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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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면적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

다. 2차연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에서 1차연도는 여성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 활동의 실태를 규명하여 여성농업인의 현재 위치를 검토하

고, 농업의 2·3차 산업과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육성하

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차연도는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이 

가진 사회자본과 여성의 활동을 촉진하는 법·제도 및 각종 지원조직(행정,

민간단체 등), 여성농업인 리더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제도, 지원기능의 개

선, 전문인력 측면에서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한다.

￭ 여성농업인 정책의 수요와 사회자본

한국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안전한 농식품을 요구하는 소비 

동향에 따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출은 농업인구의 감

소로 이어지고 농업 노동력과 후계자 부족 현상이 연달아 나타났다. 그에 

따라 농업 보조자에 머물렀던 여성농업인을 농업 노동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농업의 범위가 생산 이외 농산물 가공, 판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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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관광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새로운 사업의 주체로 여성

농업인을 인식하고 농업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은 노동인력에서 경영인력으로 전환된 이후 농

업의 6차 산업화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농산물의 안전·안심을 추구하는 소

비자의 윤리적 소비 수요에 따라 윤리적 생산의 실천자로 요구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각종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사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사

회자본을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은 여성의 네트워크의 규모는 남성에 비

해 작을 뿐만 아니라 마을 내 부녀회 중심의 모임 이외에 각종 단체 활동 

및 행정과 연계된 활동 등에의 참여는 저조하다. 남성농업인은 여러 개의 

단체에 중복적으로 가입하고 투자 활동도 활발히 하지만 여성농업인은 이

와 같은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복성이 떨어져 현실에서 자본으로서의 역할

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익산 여성농업인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조력 네트워크 구성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기회 

창출과 관련된 도움의 실효성이 여타의 집단 중에서 높다. 익산시가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 개선이 활발하고 밀착 지원하는 행정의 특성을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외부 지원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사

회자본 확충 기회가 증진될 수 있다. 지인 및 조력자 네트워크를 활성화시

키는 데에는 모임의 임원 및 행정 연계 활동 변수의 영향력이 크고 이와 

같은 활동은 고소득과 고학력 및 성별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정부는 2001년「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가도우미제도, 연금보험 실시, 여성농업

인센터 설치가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고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육성법이 있더라도 자문회의 등 자문기구의 심

의·의결권이 없고 농정에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여성 할당제 등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약 및 결론 175

여성농업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은 크게 행정과 민간으

로 나뉘고, 행정은 일반행정과 기술행정으로 나뉜다. 일반행정은 중앙정부

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나뉘며, 중앙정부의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보건

복지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농정과가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계하고 있

다. 일반행정은 기존 농업 및 농촌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여성

농업인 할당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복지부터 전문인력에 필요한 교육, 지

원에 관여하는 부처는 농식품부 외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포함되

며 농식품부 내에서도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인 농촌복지여성과 외에도 농

촌정책국의 여러 부서와 연계되어 있다.

반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농정과만이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

여하고 있다. 기존 농업·농촌 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의 할당 비율을 높이는 

내용 이외는 특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의 일부 

또는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그에 따라 지자체의 여성관련 업무 

부서에서조차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술행정은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의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다만, 일반행정은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일원체계이지만 기술행정은 농촌진흥청은 중앙부처인데 

반해 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소속이므로 이

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행정은 일반행정에 비해 실제 중앙

부처의 정책보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

라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다양성 추구가 가능한 구조이다.

한편, 민간의 여성농업인 지원은 크게 농협과 여성농업인 4개 단체가 있

다. 농협은 지도사업의 일환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임을 지

원하며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여성농업인단체는 전

여농을 제외하면 행정이나 민간의 지원 하에 결성된 조직이고 예산이 지원

되므로 지원조직의 목적 범위 내에 친목, 봉사활동을 하며 실용 교육 등 

전문성을 함양하는 일부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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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과 지원조직 간 인지 및 기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성농업인 스스로 무급 가족종사자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지원조

직의 공무원이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가 낮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남녀평등권

에 입각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책 담당자인 공무원의 성 인지적 관점의 수정

이 요구된다. 농정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와 함께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 병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같은 경제적인 이유라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소득활동을 원한다는 공무

원의 평가와 추가소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여성농업인의 이유는 차이

가 있다. 공무원의 평가는 농가경제의 절박함, 빈곤을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농가가 87%에 이르는 농

가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인식은 오류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

나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행할 때 빈곤한 여성농업인을 상정한다면 시혜적

인 수준의 내용이라도 공무원의 만족만 크지 않을까 염려된다.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여성농업인은 

과중한 노동 때문에 다른 소득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노동

에서 탈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인 반면,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이 바쁘기도 하지만 기회나 정보가 부족하다

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농사일로 바쁜 여성농업인에게 사회자본을 형

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에 앞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이 과중한 노

동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성농업인이 인식하게 하는 동기부여

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정책의 기초이다.

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제도의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가 단일 과제로 주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모든 농정에 성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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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칸막이식이다보

니 업무 담당자간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나 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

이 알고 있는 정도는 50% 미만이고 참여도는 5% 미만에 불과하다. 실제 

직접 참여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 해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 정책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경제가 법적인 농업

경영체로 인정받고 그 농업경영체 안에서 경영주의 여부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일본은 가족농의 법인화는 유

럽만큼 진전되지 않았지만 190년 이후 여성농업인이 회계를 담당하기 시

작하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라는 지위에 관한 의식에 진전이 있었다.

한편, 프랑스와 이탈리아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지원이나 차

별적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농정에서 여성농업

인이 경영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차별이 없다는 의미이다. 반

면, 일본 농정은 경영 다각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

한 교육 및 연수, 공적자금이나 보조사업의 지원에 우대 혜택을 준다.

EU의 농업의 다양성, 농촌개발정책이 프랑스, 이탈리아의 법·제도에 영

향을 주어 농업의 다양성을 장려하거나 농촌개발정책을 수행하며 유기농

업을 지원하고 일본은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의 경

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원은 유기농업, 농

산물 가공, 농촌체험 및 농가민박 등 여성농업인이 경쟁력을 갖는 농업의 

6차 산업을 장려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원기관은 행정조직보다 농업인단체의 자

발적인 노력이나 소비자운동과 연계한 여성농업인단체라는 사실이다. EU

정책이나 일본의 농정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금으로 유도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이들은 여성농업인 자신과 소비자 단체와 같은 민간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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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농업인단체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참여를 통해 이

익을 촉진하는 활동에 주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선진

국의 농업인단체의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가 

해야 할 과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농업소득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가장 큰 당면과제는 농가경영체 존립을 위협하는 시장경제에 대응이

고 여성농업인이 과중한 노동에서도 생활의 여유를 갖는 문화 및 복지 수

요에 대한 대응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업경영과 노동에 참여한 정도만큼 경제적 

보상인 소득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축

을 견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이 두 축은 지속적인 경영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조건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는 실생활에 밀접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현실적

인 요구이다. 따라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지역 여

성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책의 지역 범위는 시군단위

가 바람직하다. 시군단위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면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통합형 정책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시군단위에서 

여성농업인단체가 농업·농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문

제제기하고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 권리를 요구하고 기초지자체와 농업기

술센터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

견이 반영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정책 사

업이 개인이나 여성농업인단체에 지원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공동 및 

협력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시도할 시기이다.

한편,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문제 중 과중한 노동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량을 줄여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량을 줄이는 방안인 농가도우미 제도 확대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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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란 용어를 인턴제로 바꾸고 도시 청년 인적자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숙박이 가능한 숙식시설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이 주체의식을 갖고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교육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유익한 정보와 경영개선의 동기를 

부여하며 교육과정에서 인적·물적의 교류, 정보의 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때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높이려면 가까운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 시간에 농사일이나 가사를 대신할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은 

수요자에 가까운 지역범위, 수요자의 교육참여가 높은 저녁시간이나 농번

기에 실시되고 나아가 교육 수요자의 그룹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 수요자에 적합한 교

육내용을 제공하며 수요자와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군의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의 행정과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

업인단체의 민간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는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생활에서 여성농업인

이 고충을 느끼는 부분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방향이다. 여성농업인이 과중

한 노동 때문에 교육 및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도 복

지서비스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농번기에 가사노동을 줄이거나 교육에 참

여하는 동안 농사일을 대신해 주거나 외부에 업무가 발생했을 때 대신 일

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대체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여성농업

인의 복지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재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제도

는 예산과 인력부족, 이용범위가 좁아 활용도가 낮지만 귀농·귀촌자이나 

청년 농업인의 영농교육과 연계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즉, 귀농인,

청년농업인의 농업 숙련 향상에 도움을 주는 대신 노동력을 제공받는 상호

부조의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방안은 연령, 농업규모, 재배작물에 따른 맞춤

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하거

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6차 산업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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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업 생산에서 경영능력을 전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일반 농

업인 대상 각종 교육 및 지원 사업에서 언급된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6차 산업에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 지원을 논의한다.

우선, 경영규모가 중대규모이고 40∼50대의 여성농업인에게는 기존 여

성농업인 일감갖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보육 지원이 필

요하다. 이들은 농업소득이 비교적 높고 사회활동이나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여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할 노하우와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경영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둘째, 중소규모, 고령농, 신규 진입자인 여성농업인에게는 마을기업을 통

해 농산물을 가공하고 로컬푸드를 통해 판매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에게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이지만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지원은 새로운 경영주체를 만드

는 기반이 될 것이다.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6차 산업에 참여하기까지는 여성

농업인의 내적 동기 외에도 조직적·사업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들을 조직

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

며, 그들 스스로 조직화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조

직과 사업에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

농업인이 경제사업 추진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과 병행

하며 조직화와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과제명 담당부서

여성

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공동경영인으

로서 직업적

지위와 권리

인정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제 참

여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농촌

복지여성과, 여성농업인단체

후계농및영농규모화사업우선선발 경영인력과, 농지과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가입

추진

협업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을 위

한 제도개선 및 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농촌복지여성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여성농업인단체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

직참여확대

농정관련위원회여성참여비율확대
행정관리담당관실, 농촌복지여성과, 여성가족

부여성정책과, 지자체

생산자조직 여성 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
농촌복지여성과, 농협, 수협

전문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

역량증진을위

한교육지원

창의력 및 리더십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영인력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

업연수원, 지자체, 여성농업인단체

전문경영능력배양을위한교육과정확대

경영인력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

업연수원, 농진청 농촌자원과, 지자체, 여성

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여성농어업인소규모창업지원 농진청농촌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여성농어업인공동창업지원 농어촌정책과,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여성친화형 농

기계 개발 및

보급확대

여성친화형농기계개발및보급확대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부

농기계임대사업확대 식량산업과, 지자체

여성농어업인농기계사용교육확대
농진청 기술연수과,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

술원, 지자체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

의지역개발참

여확대

리더십향상및지역개발사업교육
농어촌산업과, 지역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연수원, 지자체

여성농어업인지역개발사업참여확대 지역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농어촌 사회서

비스인력육성

농어촌 복지서비스 제공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개발및운영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농협

전문도우미인력육성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농협

후계여성농어업

인력육성
귀농및이민여성정착지원멘토육성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여성농어업인단체, 농협

부록 1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담당부서

부표 1.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과제의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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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담당부서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영농기술교육 농촌복지여성과, 농협

다문화가족정착지원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지역농협을활용한다문화가족지원

확대
농촌복지여성과, 농협

여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ㆍ의료지

원확대

출산 전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농

어업인 도우미 지원 확대
지자체, 농촌복지여성과

생활속 건강ㆍ안전 증진 프로그램 개발

ㆍ보급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재해예방과, 지자

체

농어촌지역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한방 Hub 보건소확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농어촌 보육시

설 확대 및 보

육여건개선

농어촌지역국공립보육시설확충 농촌복지여성과,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지자체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교육부 유아교

육과, 지자체

시간연장형보육시설운영지원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지자체,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지자체

농어촌지역

공동취사지원

농어촌경로당가사도우미지원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농협

농어촌취약계층공동생활형홈조성 지역개발과,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지원

여성농어업인센터 시설 개·보수 및 운영

활성화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농어촌희망재단

여성농어업인 주도 문화활동 및 농어촌

문화공연지원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농협, 농어촌희망재

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교

육강화

성별영향평가및평가결과환류 농촌복지여성과,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적통계생산및관리 농촌복지여성과

양성평등교육확대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지자체

지자체 여성농

어업인 육성정

책강화

시·도별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

립추진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지자체여성농어업인정책평가및환류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확대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여성농업인 단

체와의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농촌복지여성과, 여성농업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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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광역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실적(2012년)

과제 전라남도 경기도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여성농어업인 후계농 사업 농업정책과 후계농업인 여성 우선 선발 농업정책과

농정관련위원회여성참여비율 농업정책과 정책위원회여성참여비율확대 농업정책과

여성 농협조합원 및 임원 참여 농협

전문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
육 과정 확대

농업기술원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 신문구독 지원 농업정책과 창의력 및 리더십 증진 교육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농업기술원

마을반찬산업 육성 지원 식품유통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농업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확대 친환경농업과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농기계사용교육확대 농업기술원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농촌체험마을여성사무장채용 농업정책과 리더십향상및지역개발사업교육 농업정책과

노인돌봄서비스제공인력채용 노인장애인과

전문 도우미 인력 육성 농협

귀농인 교육 농업기술원

이민여성 정착지원 멘토 육성 여성가족과

결혼이민여성1:1맞춤형농업교육 농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서비스 여성가족과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농협

여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출산전후여성농어업인도우미지원 농업정책과 농어가도우미사업 지방이양

한의약 건강증진사업(HUB) 보건한방과

농어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여성가족과 농어촌지역국공립보육시설확충 보육정책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과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보육정책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정책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과 시간연장형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정책과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 여성가족과 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 보육정책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농업정책과 농어촌보육여건개선 농업정책과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농업정책과

농어촌취약계층공동생활의집조성 노인장애인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센터운영활성화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주도 문화활동 및
문화공연 지원

문화예술과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 문화예술과

정책

인프라
양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가족과

성인지적 통계 생산 및 관리

농업정책과지자체여성농업인육성정책강화

여성농업인단체와정책거버넌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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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실태40

1. 여성농업인센터의 현황

○ 운영목적 

-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 상담

- 여성농어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 지역적 수요 및 특성에 맞는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 

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추진방향 

-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와 경영능력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농어업 참여 활성화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49호(2010.12.29.) 여성농어업인센터 운

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40 전남여성플라자 문옥희 정책실장에게 위탁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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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

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

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전문개정 2011.12.30]

○ 사업추진체계 

부도 1.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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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센터의 연혁

부표 3. 여성농업인센터 연혁

년도 주요 현황 비 고

2001 전국 4개소 시범사업 운영 •충남, 충북, 경북, 경남

2002 전국 18개 확대 운영

•농림부고시로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농사업자 선정은 시도지사로 이관

2004 전국 27개소 운영 •9개소의 신규사업예산 추가

2005 전국 34개소 운영 •지방이양사업으로 농림예산에서 제외

2006 전국 37개소 운영

2013 전국 41개소 운영

○ 지자체별 운영 현황  

부표 4. 지역별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2013년 3월 기준)

도 개소수 여성농업인센터

경기 3 용인, 여주, 이천

강원 2 횡성, 양구

충북 3 영동, 청주, 청원

충남 4 서천, 홍성, 예산, 예산농협

전북 8 부안, 진안, 산내, 임실, 지리산, 고창, 백산, 순창

전남 4 장성, 나주, 고흥, 무안

경북 2 안동, 영양

경남 7 진주, 거창, 합천, 함안, 사천, 창원, 고성

제주 8 함덕, 성산, 대정, 하원, 안덕, 김령, 애월, 한경농협

계 총 41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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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여

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 여성농업인센터의 중요성 

-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 정주인구 확보, 농촌 리더

그룹 양성,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필요

⇒ 농촌정책의 중요한 대상은 ‘인적자원’. 고령화와 농업의 여성화로 

인하여 농촌사회에서 중년여성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박

옥임 등 2004; 류기덕 2007, 정미미 2008).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허브기관 필요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능력개발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

촌 정착 지원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지원기관 기능 수행

-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 가능한 시간(야간)에 프로

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를 증가

⇒ 지역사회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자, 여성농업인 사회적 역량강화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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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백분율(%)

센터 내 직위
센터장 27 77.1

사무장(국장) 5 14.3

연령

60대 2 5.7

50대 13 37.2

40대 16 45.7

30대 4 11.4

근무년수

10년 이상 14 41.2

5년∼10년 미만 11 32.3

3년∼5년 미만 2 5.9

3년 미만 7 20.6

학력

고졸이하 2 5.7

전문대 졸업 9 25.7

4년제 대학 졸업 15 42.9

대학원 졸업 이상 9 25.7

이직 고려 있음 7 22.6

없음 24 77.4

3.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및 사업 

○ 조사개요

부표 5.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지역 응답자 수 비율

경기 2 5.7

강원 2 5.7

충북 3 8.6

충남 4 11.4

전북 8 23.0

전남 4 11.4

경남 6 17.1

제주 6 17.1

합계 35 100.0

부표 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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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지위는 센터장 27명(77.1%), 사무국장 5명(14.3%), 기타 3명임.

○ 연령 : 40대가 1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으로는 50대가 13명으로 37.2%, 30대가 4명으로 11.4%, 60대는 2

명으로 5.7%의 순으로 나타남

○ 근무년수 : 전체 41.2%인 14명은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11명은 5년∼

10년 미만, 근무년수가 3년 미만인 응답자는 총 7명에 불과함.

○ 학력 : 4년제 대학 졸업이 15명(42.9%)로 가장 많고, 대학원 졸업이상

과 전문대 졸업이 각각 9명으로 25.7%, 고졸 이하는 2명임.

-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전체 68.6%에 달할 만큼 학력이 높음.

○ 응답자 중 77.4%인 24명이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3.1.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및 사업 현황

○ 여성농업인센터의 소재지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15개소가 면에 위치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마을 내에 위치한다는 센터가 10개

소, 그리고 읍소재지에 있는 곳은 9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센터 위치 : 28개소인 84.8%가 독립건물로 위치하고 공공건

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5개소에 불과함. 그리고 상업건물 내에 위

치하고 있는 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건물 임대여부는 ‘해당 없다’는 응답자가 15개소로 42.9%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기관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는 무상임대가 12개소로 34.2%, 유상임대가 8개

소로 22.9%로 조사됨.

○ 운영형태 :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센터는 전체 80.0% 28개소이며,

개인운영 4개소, 등록민간단체는 2개소, 기타가 1개소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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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비율(%)

센터 소재지

읍소재지 9 26.5

면소재지 15 44.1

마을 내 10 29.4

기관위치
독립건물 28 84.8

공공건물 내 5 15.2

건물 임대여부

무상 12 34.2

유상 8 22.9

해당없음(기관소유) 15 42.9

운영형태

법인 28 80.0

등록민간단체 2 5.7

개인 4 11.4

기타 1 2.9

부표 7. 여성농업인센터의 일반현황

○ 직원 : 전체 35개 센터 중 ‘5∼10명 미만’인 곳은 총 18개소이고, ‘10명 

이상’인 센터가 14개소, ‘5명 미만’이 3개소로 조사됨.

- 전체 35개 센터 중 센터장은 35명, 사무국장은 51.4%인 18개 센터, 상

담사는 28.6%인 10명이 채용되어 있음. 사무국장과 상담사가 없는 센

터는 센터장이 업무를 겸직하므로 업무과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공부방 교사는 22명, 공부방 강사는 18명이며, 운전기사는 29명, 취사

부도 29명으로 조사됨.

-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은 보육교사와 운전면허는 33개 센터가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25개 센터에, 조리사는 22개 센터, 그리고 상담사는 21

개 센터, 치료사는 8개 센터에 있다는 응답결과임.

부표 8. 직원 총인원 현황

단위: 개소, %

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 이상 합계

응답수 3 18 14 35

비율 8.6 51.4 4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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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직책별 직원 수 현황

단위: 개소, %

센터장
사무
국장

상담사
공부방
교사

공부방
강사

운전
기사

보육
시설장

보육
교사

취사부

응답수 35 18 10 22 18 29 20 31 29

비율 100.0 51.4 28.6 62.9 51.4 82.9 57.1 88.6 82.9

부표 10. 자격증별 직원 현황

단위: 개소, %

사회
복지사

상담사
보육
교사

치료사 조리사
운전
면허

기타

응답수 25 21 33 8 22 33 6

비율 71.4 60.0 94.3 22.9 62.9 94.3 17.1

○ 사업현황 : 전국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필수사업과 임의사업의 기본

현황을 살펴봄.

- 필수사업은 크게 보육사업과 공부방사업, 상담사업, 교육·문화사업으

로 구분해서 살펴보았고, 총 35개 센터에서 응답한 결과임. 상담사업은 

26개 센터에서 필수사업으로 수행중이며, 26개 센터에서는 공부방 사

업을, 보육사업은 26개 센터에서 필수로 수행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사업은 19개 센터에서 필수사업으로 수행 중임.

- 임의사업은 기타 사업을 포함해서 총 1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그 중 가장 많은 센터에서 수행중이라고 응답한 

사업은 ‘복지사업(26개 센터)’이었고, ‘건강증진’은 25개 센터가 수행

중이며, 그 다음은 ‘교류증진’으로 나타남. 필수사업은 아니지만, 보육

이나 공부방, 상담, 교육문화사업을 수행중이라고 응답한 센터도 다수 

센터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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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비율(%)

상담사업
수행

있음 33 94.3

없음 2 5.7

상담사업
담당자

대표가 겸직 25 75.8

직원이 겸직 5 15.2

전문상담사 채용 3 9.0

상담공간
여부

있음 18 54.5

없음 15 45.5

부표 11.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사업 현황

단위: 개소, %

보육사업 공부방사업 상담사업 교육문화 사업

응답수 26 26 26 19

비율 74.3 74.3 74.3 54.3

부표 12. 여성농업인센터의 임의사업 현황

단위: 개소, %

보육 공부방 상담 교육 문화 복지

응답수 5 5 7 16 15 26

비율 14.3 14.3 20.0 45.7 42.9 74.3

조사
연구

교류
증진

지역
개발

친환경
생태

건강
증진

기타

응답수 6 19 7 15 25 16

비율 17.1 54.3 20.0 42.9 71.4 45.7

○ 상담사업 현황 

- 상담사업은 35개 센터 중 33개, 94.3%가 상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상담사업 수행 담당자는 75.8%의 센터가 ‘대표가 겸직’하고, 다음 순

위는 15.2%가 ‘직원이 겸직’하며, ‘전문상담사 채용’은 9.1%로 3개의 

센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센터 내에 상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는 18개 센터,

54.5%에 불과함.

부표 13.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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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비율(%)

보육시설

운영여부

운영하고 있음 31 88.6

운영하지 않고 있음 4 11.4

보육시설

운영기간

1년∼3년 미만 2 6.5

3년∼5년 미만 1 3.2

5년∼10년 미만 10 32.3

10년 이상 18 58.1

보육시설

건물형태

기관소유 16 51.6

무상임대 8 25.8

유상임대 7 22.6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남 374 52.5

여 339 47.5

계 713 100.0

○ 보육사업 현황

- 보육시설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88.6%인 31개의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4개의 센터는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18개 센터로 전체에서 58.1%

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은 ‘5년이상 10년 미만’으로 10

개 센터에 32.3%의 비율을 보였음. 따라서 절반 이상의 센터가 보육시

설을 운영한 지 10년 이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운영한 지 5년이 

안 되는 센터는 전체에서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의 건물형태는 센터소유인 경우가 51.6%, 임대가 48.4%로 그 

중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7개 센터로 나타남.

-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31개 센터에 총 713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 남아는 374명으로 52.5%, 여아는 339명으로 47.5%의 

비율을 보였음.

부표 14.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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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여성농업인센터의 공부방사업 현황

구분 응답수 비율(%)

공부방
운영여부

운영하고 있음 31 91.2

운영하지 않고 있음 3 8.8

공부방
운영기간

1년∼3년 미만 3 10.0

3년∼5년 미만 2 6.7

5년∼10년 미만 8 26.7

10년 이상 17 56.7

공부방
운영형태

자체 공부방 운영 27 84.3

지역아동센터로 지원 2 6.3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1 3.1

기타 2 6.3

공부방 이용
학생 수

남 364 51.1

여 349 48.9

계 713 100.0

○ 공부방사업 현황

-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31개소로 91.2%의 높은 비율임.

- 공부방을 운영한 지 10년 이상인 센터가 17개소로 56.7%, 5년∼10년 

미만인 센터는 8개 센터로 26.7%임.

- 공부방 운영은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이 27개소로 84.3%,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3개소 9.4%임.

- 공부방 이용 학생 수 현황은 31개 센터에서 남학생 364명으로 51.1%,

여학생 349명으로 48.9%의 비율임.

○ 예산지원 현황

- 33개 센터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지자체 예

산지원액은 65백∼126백만 원에 해당됨. 충남 예산농협 여성농업인센

터는 자부담이 50%로 지자체 예산지원액이 65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

되었고, 연간 1개 센터의 예산지원액 평균은 108백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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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13% 15% 50% 합계

응답수 16 2 1 13 1 33

비율 48.5 6.1 3.0 39.4 3.0 100.0

- 전체 33개 센터 중 15개 센터가 1억 1천만 원∼1억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표 14>.

- 각 주체별 예산분담은 제주를 제외하면 10%∼20%범위 내에서 도비 

예산이 편성되고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시·군비는 40%∼75%임. 제주도

는 시·군비 없이 도비 85%와 자부담 15%의 비율로 편성됨<부표 16>.

- 자부담 비율은 10%인 센터가 33개 센터 중 16개소(48.5%), 15%인 센

터는 13개소(39.4%)임.

부표 16.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지원 현황

단위: 개소, %

9,000만 원
미만

9,000만 원∼
1억 원 미만

1억∼1억1,000만
원 미만

1억1,000∼1억
2,000만원미만

1억2,000만원
이상

응답수 2 8 4 15 4

비율 6.1 24.2 12.1 45.5 12.1

부표 17. 여성농업인센터의 예산지원 분담 현황

단위: %

도비
시 군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전북 20 70 10

경남 15 75 10

제주 85 - 15

전남 15 70 15

충남

서천 12 75 13

예산, 홍성 14 74 12

예산농협 10 40 50

충북
청원 11 74 15

영동, 청주 15 75 10

부표 18. 여성농업인센터 자부담 비율 현황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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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성농업인센터의 고충 

3.2.1.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관련 고충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신청 동기 

- ‘여성농업인 교육사업’이 42.9%의 비율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여성농업인 운동의 일환’이라는 응답이 34.3%

로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보육사업, 방과후공부방사업, 여성농업인상

담사업 순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여성농업인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2가지를 질문한 결

과, 1순위는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2순위는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

를 위한 교육사업’과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이고, 중복응답의 순위

는 1순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사업’, 2순위는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사업’, 3순위는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임.

- 즉, 신청 동기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 모두 ‘여성농업인을 위

한 교육사업’이 1순위임. 한편, ‘여성농업인 교류증진활동’과 ‘방과후 

공부방사업’은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부도 2.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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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계 순위

여성농업인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7 13 20 1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 4 13 17 2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15 - 15 3

여성농업인 상담사업 3 2 5 4

보육사업 2 3 5 4

여성농업인 경제적 역량강화 3 1 4 6

여성농업인 건강증진사업 - 2 2 7

합계 34 34 68

부표 19.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사업에 대해 ‘필수사업 감소와 선택사업 확대’

에 71.4%인 25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지만, 그러나 ‘필수사업 강화와 

예산확대’는 6명, 17.1%의 비중임.

- 따라서 필수사업이 지역의 특성이나 욕구에 기반을 두어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여겨짐.

- 필수사업 수행에 대해서 상담사업은 91.4%, 보육시설은 74.3%, 공부방 

운영은 76.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

담사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부도 3.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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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여성농업인 필수사업 수행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필수사업 수행의 어려움     

- 현행 필수사업을 수행하는 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 2가지에 1순위는 

‘예산 부족’이고, 2순위는 ‘업무수행인력 부족’임.

- 사업 수행 시 예산과 인력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사업수

행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질적 강화를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음.

- 주목할 점은 센터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예산과 인력이라는 기본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부표 20. 여성농업인센터 필수사업 수행의 어려움

구분 1순위 2순위 계 순위

예산이 부족 16 8 24 1

업무수행인력이 부족 9 10 19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이 부재 4 3 7 3

시설여건이 불충분 3 4 7 3

지자체와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음 2 4 6 5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 부족 1 3 4 6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 부족 3 3 7

합계 3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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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계 순위

예산 부족 11 4 15 1

자부담 충당 10 5 15 1

시설 및 운영으로 발생한 부채 부담 4 3 7 3

과중한 업무량 2 5 7 3

인력 부족 1 5 6 5

불확실한 비전 2 3 5 6

참여자 확보 1 2 3 7

업무수행에 필요 지침·매뉴얼 부재 1 2 3 7

이용아동 감소 1 1 2 9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1 1 2 9

지자체와 업무추진의 어려움 1 - 1 11

열악한 시설 - 1 1 11

지자체의 무관심 - 1 1 11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 부족 - 1 1 11

합계 35 35 69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고충사항

-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사항 2가지의 질문 결과, 가장 큰 어려움

은 ‘예산 부족’과 ‘자부담 충당’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시설 및 

운영으로 발생한 부채 부담’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나타남.

- 센터 운영의 가장 큰 고충사항인 1, 2순위의 세 가지 항목은 모두 재정

적 부담에 관한 것으로 조사됨.

부표 2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고충사항

3.2.2. 여성농업인센터 상담사업과 고충

○ 여성농업인센터 상담유형 

-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상담유형은 ‘자녀양육이나 교육’이 21개소 65.6%

이고, 다음은 ‘가족갈등’으로 20개소 62.5%, ‘농업관련 지식·기술상

담’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각각 3개소로 9.4%임. 농업관련지식이

나 기술보다는 가족상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

되는 상담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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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과 아울러 상

담에 관한 정보제공이 요구됨.

○ 상담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 ‘가족상담(대화기법포함)’이 16명 51.6%의 가장 높고, ‘농업관련 정책

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5명 16.1%이며, 다음은 ‘성평등 의식교육’

이 4명 12.9%로 조사됨.

- 이 결과로 볼 때 여성농업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상담이 실시될 수 있

도록 상담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담사업 수행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또는 자격  

- 가장 높은 응답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로 10개소 31.3%임. 다음

은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이 9개소 28.1%, ‘인간존엄성에 

대한 가치인식’은 8개소 25.0%임.

- 반면 ‘관련분야 자격증이나 수료증’과 같이 자격에 관한 것은 전체 응

답자의 3.1%의 비율로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부도 5.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유형

주: 복수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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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 여성농업인센터 상담사업에

필요한 교육

부도 7. 상담사업 시 요구되는 자질

또는 자격

○ 상담사업 수행의 가장 큰 어려움 

- ‘동시에 처리할 과업이 많아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움’으로 43.8%에 해

당하는 14개 센터가 응답함. 다음으로는 ‘전담인력부재로 센터장이나 

직원이 겸임하여 수행’에 12개소 37.5%, ‘상담의 전문성 부족(2개소)’

과 ‘후속조치의 어려움(2개소)’으로 나타남.

부도 8. 상담사업 수행의 가장 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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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의 대부분의 센터에서 상담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성 또한 높게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센터장이나 직원이 상담

업무를 겸하고 있는 91%의 기관의 종사자들에게는 업무과중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적절하고 충분한 상담이 제

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됨

3.2.3. 여성농업인센터 교육·문화활동의 고충사항

○ 여성농업인센터의 교육·문화 활동 

- 교육·문화 활동의 프로그램 수는 모두 14가지가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

됨. 그 중 ‘탐방 및 견학’과 ‘취미교양프로그램’이 각각 34개 센터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증진사업’과 ‘여성문화관련사업’이 각각 

31개 센터에서 실시하며, ‘역량강화사업’에도 30개 센터가 실시함.

- 나열된 사업을 분류하면 부표 22와 같은 순서임. 즉, 문화여가증진사

업, 임파워먼트 증진사업, 영농 및 전문경영능력교육, 성평등교육, 기

타 사업의 순으로 센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실시되는 사업 중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업 1순위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사업’이고, 2순위는 '여성농업인 조직화사업‘으로 나타남.

부도 9. 여성농업인센터의 교육·문화 활동

주: 복수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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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 여가 증진사업
- 탐방 및 견학 - 취미교양프로그램

- 건강증진사업 - 여성문화 관련사업

임파워먼트 증진사업

- 역량강화사업 - 여성리더십강화교육

- 조직화사업 - 교류증진사업

- 상담교육

영농 및 전문경영능력
- 친환경생태사업 - 영농교육

- 경영능력강화교육

성평등교육 - 성평등교육

기타사업 - 기타사업

구분 1순위 2순위 계 순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사업 16 9 25 1

여성농업인 조직화사업 4 5 9 2

여성농업인 건강증진사업 3 4 7 3

여성문화관련 사업 3 4 7 3

취미교양프로그램 2 4 6 5

여성리더십 강화교육 2 3 5 6

상담교육 1 1 2 7

경영능력강화 교육 - 2 2 7

성평등교육 1 - 1 9

영농교육 1 - 1 9

기타 1 - 1 9

합계 34 32 66

부표 22. 여성농업인센터의 교육·문화활동 구분

부표 23. 여성농업인센터 교육·문화 활동의 중요도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방법 

- ‘센터 내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16개 센

터(4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참여자 욕구조사’가 9개소 26.5%,

‘타 기관 프로그램 벤치마킹’이 5개소 14.7%, ‘센터장 개발’이 4개소 

11.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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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0.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방법

부도 11. 교육·문화활동의 예산

확보방법

○ 교육·문화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방법

- 이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금’ 32개소, ‘복지재단 등의 공모사업’ 18개소, ‘후원금 또는 회비’

는 11개소, 수익사업은 1개소가 응답함.

- 대부분은 국고지원금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추진

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과 후원금 또는 회비로 충당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주: 복수응답의 결과임.

3.2.4.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사업의 고충

○ 보육 근무시간 

- 농번기에는 10시간 이상인 응답이 22개소 71.0%이고, 농한기에는 19

개소 65.5%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보육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고, 12∼15시간인 경우도 농번기에는 8개소나 

되어 주·야간 교대 근무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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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2.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 근무시간

○ 보육시설 차량운행시간 

- 보육시설 운영 31개 센터가 모두 차량을 운행 중임. 일일 평균 차량 운

행 시간은 3시간이 9개 시설 29.0%, 4시간 또는 2시간을 운행하는 센

터가 각각 8개로 25.8%이며, 5시간을 운행하는 시설도 6개소나 됨.

- 보육시설 차량운행 담당자는 ‘전담기사’로 22개소 71.0%이고, 그 다음

으로는 ‘센터장’ 8개소 25.8%, ‘보육시설장’ 2개소, ‘보육교사’는 1개

소임.

○ 보육시설 차량운행 월평균 유류비 

- 18개 센터 58.1%가 월 평균 30만 원∼60만 원 미만 이용하며, 월 60만

원∼90만 원 미만은 22.6%, 90만 원 이상도 5개소 16.1%가 응답함.

월평균 유류비가 60만 원 이상인 시설이 전체 38.7%로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짐.

○ 보육시설 운영의 고충사항 

-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은 ‘보육교사 수급’문제로 

11개소 35.5%의 비율이고, 그 다음은 ‘시설운영비 부족’이 7개소 

22.6%, ‘각종 평가 및 점검 등 행정업무’는 5개소 16.1%가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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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이유는 ‘낮은 급여’가 11명 37.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고, 그 다음은 ‘불편한 교통’에 6명 20.7%, ‘자격증 보유자 찾

기 어려움’ 5명 17.2%, ‘열악한 업무환경’ 13.8%의 순으로 나타남.

-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 교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급조

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들을 대상으로 농촌형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한편, 불편한 교통을 감수

할 수 있는 급여인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보육시설 운영 여부

- 여러 고충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74.3%로 높음. 그 이유는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서가 11명 44%, ‘여성농업인센터 이용 활성화’에 6명 24%,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다’는 의견도 5명 20%의 비율로 조사됨.

-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9개 센터 25.8%에 

이름. 그 이유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응답이 6

명, ‘인근지역 내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이 3명으로 나타남. 보육시설

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인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에 충실하기 어렵

다는 의견과 수요의 문제가 주요한 이유인 것을 알 수 있음

○ 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불만족’이 19명 57.6%이고, ‘매우 불만족’은 9명 27.3%, ‘만족’은 5명 

15.1%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은’ 응답자가 없었음.

- 응답자의 84.9%가 농어촌 보육시설 지원정책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농어촌특성 미반영’이 13명 50%이고, 다음은 ‘국가예산지원 부족’에 

6명 23.1%의 비율임. 그 외 ‘지나친 행정업무 요구’와 ‘업무처리의 불

편함’을 이유로 꼽고 있음.

-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 수급의 어려움, 농번기 보육시간 연

장이나 차량운행시간 등의 고충과 같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

어촌보육시설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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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여성농업인센터 공부방사업 운영현황 및 고충사항

○ 공부방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시간 

- ‘문화체험활동’이 26개 센터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초학습지도’, 그 

다음은 ‘생태교육’, ‘숙제지도’, ‘외국어지도’의 순서로 나타남.

- 프로그램을 재분류하면 학습지도, 문화예술체험활동, 일상생활훈련, 성

교육 및 성평등예방교육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 운영시간은 4∼5시간이 13개소 41.9%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3시간이 10개소 32.3%, 6∼7시간은 5개소로 16.1%임.

부표 24. 여성농업인센터의 공부방 운영프로그램

단위: 개소, %

보육 공부방 상담 교육 문화 복지

응답수 26 24 22 21 21 15

비율 83.9 77.4 71.0 67.7 67.7 48.4

조사
연구

교류
증진

지역
개발

친환경
생태

건강
증진

기타

응답수 15 14 8 6 5 5

비율 48.4 45.2 25.8 19.4 16.1 16.1

부표 25. 공부방 일일 평균 운영시간

단위: 개소, %

2∼3시간 4∼5시간 6∼7시간 8시간이상 합계

응답수 10 13 5 3 31

비율 32.3 41.9 16.1 9.7 100.0

○ 공부방 전담교사가 있는 경우는 전체 31개 센터 중 26개 센터 83.9%로 

나타났고, 4개 센터는 센터직원이 겸직하며, 나머지 1개 센터는 센터장

이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부방 전담교사 수급이 어렵다는 응답은 24개소 77.4%이고, 전담교

사의 급여 수준도 23명 74.2%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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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방 이용 학생들의 교육비

- 월평균 교육비는 ‘교육비 무료’인 센터와 ‘1∼2만원과 3∼4만원사이’

라고 응답한 센터가 각각 9개소로 29.0%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5만 원 이상인 센터가 4개소로 12.9%의 비율임.

- 학생들에게 받는 교육비 역시 무료 또는 실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비용이므로 공부방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됨.

○ 공부방 급·간식 

- 간식만 제공되는 경우가 전체 31개 센터 중 74.2%이며, 급식과 간식 

모두 제공되는 경우는 22.6%, 급식만 제공되는 경우는 1개소임.

- 급·간식비 예산은 자체 운영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63.0%, 학부모가 부

담하는 경우는 22.2%, 후원금은 11.1%, 지자체 지원은 3.7%임.

- 급·간식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월 평균 ‘30만원∼60만원 미만’이 16개

소 53.3%, ‘30만원 미만’은 26.7%, ‘60만원∼90만원 미만’이 10%임.

부표 26. 공부방 급·간식비 조달 방법

자체 운영비 학부모 부담 후원금 지자체 지원 합계

응답수 17 6 3 1 27

비율 63.0 22.2 11.1 3.7 100.0

※ 무응답 4개소

부표 27. 공부방 월평균 급·간식비

단위: 개소, %

30만 원 미만
30만 원∼
60만 원미만

60만 원∼
90만 원 미만

90만 원 이상 합계

응답수 8 16 3 3 30

비율 26.7 53.3 10.0 10.0 100.0

※ 무응답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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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방 운영의 가장 큰 고충 

- ‘시설운영비 부족’의 문제가 19개소 63.4%이고, 그다음으로는 ‘공부방

교사 수급’문제가 6개소 20%, ‘이용아동 모집’이 3개소 10%임.

- 다수의 센터가 10여년 넘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발전적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대부분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문제임.

○ 공부방 운영의 필요성

- 34개 센터 중 공부방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6개소는 그 이유로 

‘방과후 돌봄과 보호를 위해서’가 9개소 34.6%, ‘보호자의 안정적 영

농활동 지원’이 7개소 26.9%임.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

해서는 자녀양육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역할을 여성농업인

센터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반면, 공부방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도 8개소로 나타남.

이유는, ‘인근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개 

센터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 1개소임.

3.3. 여성농업인센터의 발전방향 및 과제  

○ 여성농업인센터의 향후 전망

-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전체 34개소 중 17

개소 50%인 반면, ‘전망이 밝다’는 의견은 8개소 23.5%임.

- 전망이 불투명한 이유는 ‘국가정책의 의지가 미약해보이기 때문’이 14

개소, ‘불합리한 예산으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과 ‘지자체의 무관심 또

는 지나친 간섭’과 ‘복지지원체계증가로 인한 센터역할의 축소’ 등임.

-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농정의 의지가 미약함에 따라 예산확보에도 어

려움을 겪고 한편으로는 유사한 복지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센터의 역

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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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센터의 현안과제 

- ‘안정적 예산지원’이 34개소 중 22개소 64.7%의 응답이고, 그 다음으

로는 ‘필수사업 조정’이 4개소 11.8%, ‘인력충원’에는 3개소 8.8%임.

○ 정책 개선사항 

-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된 정책 중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 사업으로 환원’에 21개소 61.7%가 응답하였고, ‘센터 지침 개

선’이 9개소 26.5%의 비중을 차지함.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이 지자체의 사업으로 전환되어 분권교부세를 포

함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다시 농림부의 

사업으로 환원되어 정책 및 예산이 지원되기를 희망함.

○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개선사항 

- ‘비현실적 예산지원 개선’에 대하여 32개소 중 17개소 53.1%가 응답

함. 그 다음으로는 ‘센터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이 8개소 25.0%, ‘늦장 

예산지원’에 3명 9.4%의 비율임.

- 특히,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은 사업비 총예산 중 자부담분의 비율이 명

시화되어 있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센터에서 적게는 6%에서 최고 

50%의 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이

상 운영할수록 매년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 발전을 위한 자체적 개선사항 

- ‘지역 내 여성농업인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22개소 

64.7%가 응답함. 다음은 ‘전문인력 양성’에 6개소 17.7%,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확대’에는 3개소 8.9%가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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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내 센터 적정 수 

-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할 때 소규모 지자체 내 센터의 수

가 어느 정도였을 때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을지 적정 수는 

‘2∼3개 읍면에 1개소’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2개소 35.3%이고, 그 다

음은 ‘읍·면마다 1개소’가 9개소 26.5%, ‘시·군에 1개소’에는 8개소 

23.5%의 비율을 보임.

- 한편, 5개소의 응답자는 센터의 활성화와 센터의 양적규모는 무관하다

는 응답을 보임.

부표 28. 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내 센터 적정 수

단위: 개소, %

시·군에
1개소

2∼3개읍·면에
1개소

읍·면마다
1개소

리단위
1개소

센터 수와
무관

합계

응답수 8 12 9 0 5 34

비율 23.5 35.3 26.5 0.0 14.7 100.0

○ 향후 여성농업인센터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은 ‘현실적 예

산지원’이 14개소 42.4%의 응답이고 그 다음으로는 ‘농림부로의 사업

환원’이 27.3%, ‘센터예산 추가지원 및 양적증가’는 21.2%로 응답함.

- 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들은 ‘현실적 예산지원’과 ‘농림부로의 센터 사

업환원’이 향후 수립해야 할 정책의 가장 고려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향후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 향후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은 1순위가 ‘농촌종합복지시스템으로서의 

역할’, 2순위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여성농업인의 허브기관’, 3순위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강화’라고 응답함.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목적에 두고, 여성농업인

들이 교류와 소통, 연계를 위한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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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계 순위

농촌 종합복지시스템으로서의 역할 22 4 26 1

여성농업인단체 및 여성농업인의 허브

기관
6 12 18 2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강화 1 6 7 3

다문화여성 또는 귀농·귀촌여성 지원 1 5 6 4

여성농업인 교육강화 1 5 6 4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3 2 5 6

합계 34 34 68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지역 여성농업인단체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부표 29. 향후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부록 3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과 여성농업인41

1.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 수립의 배경

1.1. 중앙의 획일적 농정 탈피, 지역 차원의 농정혁신 요구

○ 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농업구조조정사업의 한계

- 중앙 예속형 지역농정의 반복: 정부의 정책 트렌드 변화에 연동하여 

공모 중심의 수동적 지역농정 추진(일반적)

○ 지역농업의 현실조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전략 수

립, 추진이 중요

- 포괄적 농촌문제 접근을 지양하고 농업문제, 특히 시급한 당면과제인 

농가소득 안정을 1차 목표로 설정

- 다양한 지역활력정책 간 수평적 연계를 통해 개별농가의 한계 극복

○ 지역농업 조직화 관점 견지

- 지역 내 한정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결합, 이용해 지역 전체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소비의 총체적 체계로서의 지역농업 조직화를 통한 지속가

능성 담보

41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를 기획하고 참여한 지역파트너(대표 정천섭)에 의뢰한 

‘완주군 농정혁신 5년 성과 및 과제’의 원고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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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간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소외되어 온 다수 소농(고

령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자)의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 지역농업 

투-트랙 조직화 전략을 전개

▶ 지역농업, 지역현장에서 희망을 만들고 이를 전파해야 한다

- 중앙정부 농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지역고유의 전략을 수립, 추진함으

로써 지역과 현장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 전략

▶ 전북 장수군 지역농업 조직화 경험(2003∼2006)

- 농촌발전기획단, 지역순환농업시스템, 소득작목 발굴, 농가경영회생대책, 조직

화를 통한 산지통합마케팅(거점APC), 5.3프로젝트 등 총괄 기획, 추진 경험

▶ 지역농정 혁신의 필요충분조건(5가지)

- 정책 추진 최종 결정자인 단체장의 의지 문제

- 추진조직과 주체 문제(행정 내 기획 및 실행조직)

-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정책 수립 문제

- 지역주민 및 리더의 역량 강화 문제

- 각 정책 간 상호 연계(통합성) 및 차세대 리더 육성(연속성) 문제

1.2. 완주군 지역농정혁신 중장기 계획 수립

1.2.1. 지역농정혁신 중장기 플랜,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 수립

○ 통합적 정책수립(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2008.4 외부전문가 채용)

○ 혁신시책 추진을 위한 농정예산 증액 편성(2009∼2013)

- 매년 완주농업농촌발전 ‘약속(Promise) 프로젝트’ 추진예산 100억 원 

증액 편성 → 5개년, 총 500억 원(차별화 전략에 대한 선택과 집중)

▶ 약속프로젝트는 생산혁신과 유통혁신과제만 추진키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

안하였으나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5대 과제가 수용됨(2008. 8)

▶ 관련 예산은 2010년 6.2 지방선거 시, ‘농업예산 1,000억’ 공약으로 구체화

▶ 정책혁신의 세부과제를 농기센터 중심으로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후 정책의 통합성을 견지하기 위해 농촌활력과 신설로 추진조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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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0. 완주군 약속프로젝트 5대 정책

분야 핵심 추진 전략 세부 시책

생산

혁신

• 쌀-한우 경쟁력 동반강화 대책

- 경종·축산 지역자원 물질순환시스템 구축

• 조사료 기획생산

• 제2 경축자원화 시설

유통

혁신

• 로컬푸드 활성화

- 10년 내 지역농산물 30% 이상 로컬푸드

유통

• 다양한 직거래사업 추진

• 소규모농가 순회수집

출하지원

경영

혁신

•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 경영실태조사

- 무이자 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맞춤컨

설팅 지원

•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

운용

활력

증진

• 도농교류거점마을 100곳 육성

- 소득향상을 위한 도농교류 거점마을

육성 및 상호연계

• 도농교류거점마을 100곳

육성

• 완주군 도농교류센터

설치, 운영

복지

혁신

• 농촌노인복지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농촌노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생산적

인 복지서비스 제공

• 8272 민원 기동반

• 농촌노인 두레농장

조성사업

1.2.2. 로컬푸드 정책 수립의 배경과 목적42

○ 6가지 고민의 출발점

① 소수의 시장지향적 상업농만으로 지역농업은 유지 가능한가?

② 수요에 부응한 기획생산을 할 수는 없는가? (생산-유통의 간극 해소)

③ 책임 있는 유통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한가?

④ 중소농, 고령농의 정책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⑤ 농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⑥ 농촌마을 및 지역사회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42 지역파트너가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임.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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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총 농가 9,700여 농가

- 1ha 미만 농가 6,200농가(72.8%)/ 65세 이상 36.5%

▶ 자체 분석 결과

- 은퇴농 4,000가구/ 상업농 3,000가구/ 소농·고령농·3,000가구

→ 로컬푸드의 정책 대상을 지역 소농 3,000여 가구로 설정

부도 13. 완주군 지역농업 조직화 투-트랙 전략

○ 기본방향 : 투-트랙전략, 로컬푸드를 군의 핵심 농정과제로 추진

- 지역의 가족소농(0.5ha 미만) 3,000여 농가의 안정된 소득 담보

- 65만 전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형 시장(직거래형) 창출

- 마을공동체 및 작목반을 중심으로 농민가공 활성화

- 제3섹터형 운영조직을 통해 공공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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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 추진 전략 수립

▶ 제도 정비 (조례 제정/ 총 5건)

-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0.10.7. 제정)

-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5.11. 제정)

-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2012.12.27. 제정)

- (재)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2013.3.14. 제정)

-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013.6.13. 제정)

부표 31. 완주군 로컬푸드 분야별 정책 프로세스

구분 정책명 세부내용 비고

정책

목표

조직화

대상

∙지역소농(고령농, 여성농, 귀농자)

- 0.5㏊ 미만농가 3,412농가(1차)

※ 장기적 1ha 미만농가참여

※ 상업농과협력·보완관계

초기단계분리대응

목표
∙월소득 100만 원 보장

(로컬푸드를통한소득증대분)
※ 연평균소득1,000만원기준

정책

수단

기획생산

체계구축

∙로컬푸드농식품기획생산

- 소량다품목, 연중출하시스템

∙농민가공활성화

- 마을공동가공/ 거점농민가공센터

※품목단위가족소농공동작업

※주체 :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 1호거점농민가공센터(2012. 6)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

∙시장확보 (관계, 공공)

- 건강밥상꾸러미/직매장/스테이션

- 학교급식/공공조달/복지분야

※ 직매장, 로컬푸드 스테이션

이 1차추진과제

통합물류

시스템 구

축

∙공공형통합물류체계구축

-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 완주-전주공공급식센터로활용

2012. 10. 봉동읍 율소리 완공,

1,980㎡ 규모

안정성 및

신뢰 구축

∙로컬푸드인증제도도입

- 생산, 가공분야안전성담보
2013. 2. 센터/로컬푸드인증팀

추진

조직

민간

∙완주로컬푸드영농법인, ‘건강한밥상’

∙농업회사법인 (주)완주로컬푸드

∙생산자단체(농협등)

2010. 5. 발족/마을리더중심

2012. 5. 발족, 행정, 농축협출자

관(행정) ∙농촌활력과내로컬푸드담당 2010. 8. 농촌활력과신설

제 도

정비

관련 조례

제정

∙완주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

∙완주군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

2010. 11.

※ 로컬푸드 유통안정기금 조

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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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주군 로컬푸드사업과 여성농업인

2.1. 로컬푸드사업 추진과 여성농업인의 조직화  

2.1.1.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발족

○ 지역농업에 대한 관점과 전략이 부재하던 완주군의 경우 2007년 지역

파트너와 단체장 간 정책협의과정을 통해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군 

독자적인 마을육성전략 ‘파워빌리지’ 사업을 공동기획으로 추진함(기획

실 커뮤니티비즈니스팀).

○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단을 통해 완주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약속프

로젝트 수립, 지역순환농업대학을 통한 농가교육 및 읍·면 단위 순회교

육을 추진함.

- 지역자원의 순환시스템 구축(생산혁신), 전주소비시장을 활용한 로컬

푸드(유통혁신), 농가부채대책(경영혁신), 도농교류거점마을육성(활력

증진), 생산적 노인복지(복지증진) 등 5대 시책 발굴(정책통합의 관점,

지원통합)

- 청보리 생산 확대, 농촌노인복지 두레농장조성사업 등은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추진

- 마을사업의 경우 파워빌리지 및 참살기좋은마을을 중심으로 확대 추

진, 분산된 마을사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단계적 발전전략 수립 

▶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전략 수립과 실행은 단체장(임정엽 군수)의 확신과 절

대적 지지 속에서 가능했던 과업으로 사업전개과정을 기획감사실에서(기획

계) 주도하였고 수립한 계획을 바로 정책에 반영, 실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

던 민·관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기반이었음.

○ 완주군의 사업추진에서 핵심은 각종 마을사업을 통해 농업생산과 유통 

및 판매로 연계하기 위해 농업인의 조직화였음. 그러나 완주군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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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추진 과정에서 칸막이식 기존 행정조직만으로는 정책의 통합성과 

현장 중심 추진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남

○ 따라서 행정과 주민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상함. 폐교인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지역경제순환센터’라 이름하고 마을회사

육성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공

감문화센터 등 5개의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것으로 구상

※ 아울러 완주군의 차별화시책 추진을 위한 신설 조직으로 2008. 12. ‘지

속가능 농촌과’ 구상, 건의→향후 2010. 7. ‘농촌활력과’로 구체화함.

○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한 본청 내 농촌활력과 신설(2010. 7.)

- 농정기획단 기획팀장→농촌활력과 파견(지역경제순환센터장)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조직의 특성상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사무를 덜어주는 하부조직으로 인식(행정위주의 성과주의방식 사

업 추진)

부도 14. 완주군 거버넌스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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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로컬푸드 TF팀과 직매장, 가공센터와 여성농업인의 참여

○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로컬푸드 TF팀 구성, 운용

- 농정기획단 정책팀장, 행정7급, 시설8급, 농촌지도사 등 4명으로 구성

- 농민직거래장터 시범사업, 지역경제순환센터 리모델링, 로컬푸드축제 

등 3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

▶ TF팀은 애초에 부군수 직속으로 본청에 설치,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농업기

술센터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사무공간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게 됨으로

써 팀장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농기센터 내 기존 의사결정

구조(과장-소장 결재체계)를 거치면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음.

○ 직거래장터 시범사업

- 2009. 8. 29.∼11. 1. 한시적으로 운용. 모악산(토-일요일), 군청(금요일)

이동식 장터 진행/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9개 마을 30농가 참여, 추진

실적: 3,631만 3,000원 (모악산 2,368만 6,000원/군청 1,262만 7,000원).

- 다양한 품목의 수급조절의 어려움, 행정공무원 중심 추진체계의 한계,

이동식장터가 갖는 판매량의 한계,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판

단 아래(농가조직화, 기획생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 3개

월 시범사업 추진 후 마감

○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완주군 농촌활력사업 진단결과 이를 원래 목적한

대로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장의 판단, 여러 

상황과 조건을 감안하여 로컬푸드로 선택, 집중하기로 최종 협의함.

○ 용진농협 직매장 개장(2012. 4. 27.)

- 농협의 고유의 역할 중 하나가 로컬푸드임을 현실에서 증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추진(지자체장)

- 조합임원 일본연수를 통한 설득, 3년에 걸친 경영안전장치 보장 등

- 리모델링 비용(2.5억 원), 농가 선진지 견학(160명)지원, 포장실·포장재

지원, 홍보 및 모니터링 등 전폭적인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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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완주로컬푸드 출범(2012. 6.)

- 13개 읍면의 3,000여 소농을 조직화하여 복수의 관계형 시장을 통해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산에서부터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

는 제 3섹터형 농업회사법인 육성

- 7인 이사체계: 군3, 농·축협3, 대표이사1(외부전문CEO 채용)

※ 중간지원조직: 로컬푸드팀→사업 실행조직(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 농업회사법인의 구체적인 사업장 확보를 위해 전북도 6차산업화사업 

공모 유치(2012. 1/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사업/ 총사업비 40억 원)

- 모악산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운영조직으로 발족, 효자동 직매장 우

선 운영하며 법인설립 준비팀을 구성(3명)하여 사전 철저한 농가조직화 

추진함(2012. 2월부터).

○ 거점농민가공센터 설치, 운영(2012. 9)

▶ 마을, 공동체 단위의 가공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공 상품을 판매

(이전까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직거래 수준)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허가 

및 판매허가와 더불어 일정한 맛과 레시피가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

완주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산 등 6개면 권역과 이서, 상관, 소양,

구이 등 권역에 2개의 농민가공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 추진

- 직매장, 꾸러미 등 관계형 시장의 품목다양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농가환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점농민가공센

터 설치, 운영 구상. 전북도 농업기술원의 ‘시·군 공동제조가공시설’

설치 사업(사업비 1,200백만 원)을 유치

- 가공센터는 공장 495㎡, 폐수배출시설 48.36㎡ 등에 가공실 3개, 위생

실, 전처리실, 포장실, 조리실습실 등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을 갖춤.

- 가공창업 아카데미(총 2기) : 가공의사를 가진 공동체를 모집, 체계적

으로 교육하는 한편 시제품 생산, 테스트마케팅을 통해 가공제품 출하

기반 구축 추진 / 총 2기, 24개 공동체 112명 정규과정 수료

※ ’13. 7. : 2개 단체(영농법인 농가의 부엌, 로컬푸드 가공협동조합)에 

사용수익허가, 8월부터 직매장으로 제품 출시. 아카데미 3기생 모집 

및 교육, 기타 가공활성화 지원은 행정직영 인력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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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스테이션 효자점 개장(2012. 10. 30.) 및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모

악 본점 개장(2013. 6. 27.)

- 지역소농을 조직화하는 가운데, 농가들로부터 매장신설 요구가 커져 

전주시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게 됨. 전주-완주 통합의 화해무

드 속에서 양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 유휴자산

인 구)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직매장으로 활용함. 로컬푸드 해

피스테이션의 본격 운영에 앞서 종합적으로 운영 전 과정을 시험, 훈

련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 제공함.

- 모악 본점은 전북도 6차산업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농촌정보센터, 영농가공체험장 등 복합기능 갖춘 도농

교류 랜드마크로 설정함.

2.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통해서 본 여성농업인의 조직화

2.2.1.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

▶ 완주군은 2006년까지 군 자체적인 정책과 구상이 없었으며 중앙정부 사업,

전라북도 사업 등 상위 정책사업의 배분과 관리 차원의 농정이었음. 정확한

상황과 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군의 농업, 농촌 전략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특히 공동체적인 사업

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농가와 행정 담당자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

한 과제였음.

○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 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의 전문 그룹의 가세로 완주군 농업, 농촌 5개년 

발전계획인 ‘약속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초기의 주력 사업은 공동체 

지원 사업이었음.

- 농촌활력 사업이 전무했던 완주에서 행정 공무원과 지역리더, 농가 등 

사업의 주체를 설득하여 개인이 아닌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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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일이 아니었음.

- 따라서 공동체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한 농

민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실제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통하여 참여 농

업이 충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파워빌리지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별도 예산 편성, 육성하기로 하였음.

- 특히 공동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특색 있는 가공 사업을 집중함으로

써 지역의 자원을 상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소득으로 연계시켜 정

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었음.

○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

-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명명된 공동체 사업은 마을단위, 거점단위의 가

공사업 위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함.

- 매년 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3년간 2억원 규모로 지원(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사업 동시 지원)

- 초기 공모사업의 경험부족으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공동체 사업의 추진

방법, 추진과정, 상품화 전략, 배분 등 전 과정을 지역의 전문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도록 명시하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공동체 단위의 가공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술적 측면이(농가들은 그

동안 해왔던 방법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컨설턴트는 소비시장

을 겨냥한 상품을 요구하는 상황) 필요하였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

로 가공 상품화 교육을 신설, 지원하였음.

- 가공 사업의 진척에 따라 공동체의 식품허가, 마케팅, 레시피 등 다양

한 요구가 나옴에 따라 거점 농민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갖춤.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진화, 발전

- 마을공동체 사업은 초기 ‘파워빌리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중

앙사업인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향토사업 등으로 추가되었음.

- 이후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완주군 커뮤니티비지니스 지원센

터가 출발하면서 커뮤니티비지니스(이하 CB) 사업이 추가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유형별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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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적용시키자는 논의가 되

면서 공동체 사업을 유형별로 분리하고 농촌활력과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함.

- 사업추진의 성과가(자료 참고) 가시화되자 많은 마을과 리더들의 사업 

신청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지역자원의 활용,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애초 취지에 반하는 개인적인 사업들이 추가되었음.

- 이에 따라 충분한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으며 초기 사업대상 공동체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추진방안 등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단

계별로 분류,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음.

▶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상마을인 원용복 마을은 주요 사업이 두부가공이었

음. 원용복 마을은 본래 건천과 토질이 사질토여서 예전부터 콩 생산을 많

이 했던 지역으로 콩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두부 생산을 사업으로 결

정하였음. 마을 어르신들은 이전의 두부제조 방식인 갈고 끓여서 두부제조

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는 예전 방식으로 두부를 제조하면 노동

이 너무 힘들고 모양과 맛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생산시설을 갖추

자고 제안하였음. 수차례의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갖

추고 원자재인 콩을 지역 내에서 생산한 것만 사용하고 일일유통을 기본으

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얻음.

부도 15. 완주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 과정



부록 3 225

2.2.2. 마을공동체 사업 현황43

○ 마을공동체 사업장 수: 108개 공동체(중복차감),

- 농어촌공동체회사(2), 마을기업(10), 전북향토산업(9), 파워빌리지(13),

참살기마을(45), 맛있는마을(10), 멋있는마을(16), 두레농장(3) 등

○ 마을공동체사업 현장행정과 연계

- 1마을담당제(76개 마을), 부서장 멘토제(33개 마을), 주민현장교육 등

가. 사업유형별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발굴형】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개 념

․소규모 마을사업으로 공동체 활성

화, 마을사업 추진 동력 확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음식발굴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일부주도가 아닌 협력의 가치실

현 추구

사업량
․매년 10개소 이내 신규마을 발굴

(2013년 8개소 선정)

․매년 10개소 이내 신규마을 발굴

(2013년 9개소 선정)

사업비 39,000천 원 130,000천 원

사 업

특 성

* 신규개발형(주민 참여)

․먹거리 발굴, 반찬명인 발굴

․개소당 300만원지원

․품평회로 우수마을 포상금 지급

* 마을경관조성(공동체 참여)

․낮은정주의식보완, 공동소득기반조성

․개소당 1,000만원지원

․마을디자인 사업추진

【마을공동체사업 기반구축·육성형】

참살기 좋은 마을 파워빌리지

개 념
마을상품을 소득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로컬푸드 육성지원 공동사업

규모화된 체험, 복합형 마을

공동체 사업

사업량 ․52개 마을 (2013년 6개소 선정) ․22개 마을

사업비
4억원 *신규: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기존: 마을특성에 따라 지원

3.5억원 *신규: 개소 50백만 원 이내

*기존: 마을특성에 따라 지원

사 업

특 성

* 소득사업형

․농산물상품화, 가공유통시설, 기반시설등

․년 5개 이내, 2년 차등지원

* 복합자원형

․체험, 휴양, 축제, 생태자원화등복합형

․년 3개 이내, 3년 차등지원

43 2013년 공동체사업의 통합적 관리 방침에 따라 정리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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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립형)】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마을기업(행안부)

개 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

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발전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 활용,

주민주도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사업량 ․기존 3개소(2012년 완료)
․기존: 5개소(계속3, 신규2)

․2013년: 8개소 (계속 2, 신규 6)

사업비 ․2014년 공모사업 추진
․3.6억 원*신규(6개소):개소당5천만원

*계속(2개소): 개소당3천만원

사 업

특 성

* 기업경영 방식형

․농어촌공동체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 홍보 등

* 일자리 창출형

․지역일자리,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나. 마을사업 선정 현황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표】

사 업 명
개 소 수

합계 중복차감

합 계 168 108

마을기업 소계 10 10

농어촌공동체 회사 2011∼2013년 3 2

전북향토산업 2010∼2013년 12 9

파워빌리지 2008∼2013년 22 13

참살기 좋은마을 2008∼2013년 62 45

멋있는마을 2011∼2013년 30 16

맛있는마을 2012∼2013년 18 10

두레농장 2009∼2013년 10 2

【전라북도, 2013년 전북향토산업마을 선정 : 2개소】

구 분 마을명 사 업 내 용 주요품목 비고

신규

마을

봉동

추동

∘사업비 : 200백만 원

∘곡류복합 가공시설신축, 저온(냉동)저장고 신

축, 가공설비(도정 및 쌀가루, 강정), 홈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및포장재제작

쌀가공품
파워

빌리지

계속

마을

화산

상호

∘사업비 : 100백만 원

∘전통메주 발효실 및 건조실신축, 가공체험장

리모델링, 가공설비, 홍보 및 마케팅,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주민역량강화 등

가공시설

보완

2011

향토산업

마을



부록 3 227

【행정안전부, 2013 마을기업 선정 : 6개소 (2013. 6월)】

구분 마을명 사 업 내 용 계
예산(단위: 천 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 계 402,640 180,000 180,000 42,140

재

지정

용진도계 김치가공상품활성화및홍보마케팅 33,500 15,000 15,000 3,000

마더쿠키 지역농산물을활용한신제품개발사업 33,540 15,000 15,000 3,540

신규

마을통 에코투어를통한농촌체험활성화사업 55,600 25,000 25,000 5,600

용진서계 고향의정이살아숨쉬는마을조성 56,000 25,000 25,000 6,000

상관수월 콩가공상품개발및마케팅촉진 56,000 25,000 25,000 6,000

비봉평치 웰빙콩, 해피콩콩제조가공사업 56,000 25,000 25,000 6,000

(추가)

추진

부평마을 장류제조시설현대화및신제품개발 56,000 25,000 25,000 6,000

완두콩 마을소식지 발행 56,000 25,000 25,000 6,000

【완주군, 파워빌리지 마을현황 : 22개소】

구 분 마을명 사업컨셉

2008년

삼례 자운영 추억의 자운영과 연계한 즉석 도정쌀 등 브랜드 컨셉

구이 안덕 건강 먹거리, 건강 체험과 연계한 컨셉

동상 밤티 어렸을 적 추억인 논두렁 썰매장, 겨울 체험 컨셉

2009년

고산 창포 만경강 수자원, 자연생태, 창포 에코투어리즘 컨셉

이서 물고기 물고기 마을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컨셉

봉동 서두 기존 정보화마을 보강, 부녀회 중심의 공동사업 컨셉

운주 원금당 곶감, 산채, 여름철 피서객 연계 마을장터 운영 컨셉

경천 오복 농촌체험과 연계한 체험학교 운영 프로그램 컨셉

2010년

봉동 추동 산단기업(LS엠트론 등)과 연계한 농산물 판매연계 컨셉

용진 두억 조선 8대 명당, 시민텃밭 연계한 지역 자원화 컨셉

구이 상하보 세무서 등 결연기관과 연계한 농산물 판매 및 체험 컨셉

운주 완창 기존 정보화마을 보강, 산촌형 체험마을 육성 컨셉

용진 도계 기존정보화마을보강, 도시와10분거리농촌체험사업연계컨셉

2011년

소양 인덕 연리지 사랑이야기 체험마을

이서 대문안 대문안 토종물고기 체험마을

구이 상학 모악산 어머니 마을

운주 삼거리 옛날옛적 선녀와 나무꾼 마을

비봉 천호 성물공예 체험마을

상관 편백숲 편백숲과 어우러진 맑은공기 숲길 테마마을

2012년

비봉 평치 매생이 두부 특화, 목공체험 활성화

운주 원고당 기존 참살기마을 사업 연계 (건나물 소득사업)

경천 요동 두부사업 활성화, 화암사 등 체험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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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기 좋은마을 현황: 30개소 (기존 24, 신규 6)】

구 분 마을명 사업컨셉

2009년

상학 마수대 토종닭 사육시설 및 산채류 재배단지 설치를 통한 소득향상

소양 복은동 에코 뮤지엄 대승마을 가꾸기

고산 상삼 전통 장류 제조와 도농교류를 통한 소득기반 조성

화산 구라 공동 가공상품개발과 체허마을조성으로 잘사는 마을가꾸기

2010년

삼례 정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정산마을

봉동 구정 지역농산물 명품화를 통한 행복한 구정마을

용진 부평 역사를 깨우며 고장의 맛을 느끼는 부평마을

상관 마자 달콤한 숲속 체험마을 마자마을

상관 마수대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마수대 마을

소양 복은동 오감만족 상리 마을

구이 대덕 고향 내음 풍기는 풍요로운 대덕마을 만들기

고산 덕암 녹색성장, 자립하는 덕암마을

고산 상삼 도농교류의 거점지역 상삼마을 가꾸기

고산 어우 도시와 농촌의 어울림 어우마을 가꾸기

비봉 동리 전통문화가 숨쉬는 슬로우시티 동리마을

화산 석천 전통문화가 숨쉬는 말복재 사랑방 석천마을

동상 다자미 전통있는 먹거리, 자연이 숨쉬는 다자미 마을

2011년

봉동 대복 건시레기, 절임배추 공동작업장

용진 부평 마을의 맛을 느끼는 고향의 맛(장류 사업)

상관 수월 콩버거, 콩까스 제조(이동식 장비 구입)

비봉 원봉산 성안뜰 전통체험마을

화산 원우 콩나물 재배시설 설치

2012년

봉동 신촌 물고기 및 생태체험(내수면 어업 및 메뚜기 체험장)

봉동 원둔산 봉동 둔지메 반찬가게

용진 서계 부스개 제조공장

상관 내아 칡 가공 상품

상관 수월 콩버거, 콩까스 제조(기반시설 구축)

이서 원은교 내수면 어업

소양 월상 표고버섯 사업 특화 추진

구이 원항가 먹시감 가공사업

구이 원평촌 물고기 체험

동상 시평 농가 레스토랑 시범 운영

2013년

용진 신봉 민요를 테마로 한 민요체험마을

용진 용복 메밀 식재를 통한 경관, 메밀가공사업

이서 정농 황해도 만두 체험 및 즉석 판매

소양 회룡 칡순 장아찌 등 장아찌류 제조

구이 신전 김부각 제조 가공사업

화산 미남 들기름, 참기름 제조가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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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사업명
사업비(단위: 천 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6개소 합 계 287,750 260,750 27,000

용진 신봉

(민요체험

마을 조성)

소 계 55,750 50,000 5,000 ∘마을회관 부지를 활용하여

공연장신축

∘멋있는마을과연계한

경관사업추진

민요 체험 공연장 42,500 42,500

체험집기ㆍ비품구입 5,750 3,750 2,000

마을 경관 디자인 4,500 4,500

민요 강사비 3,000 3,000

용진 용복

(메밀꽃 피

는 마을)

소 계 55,000 50,000 5,000 ∘메밀2모작을통한메밀확보

∘메밀 1차원곡수매후

하반기에사업추진

메밀 가공 작업장 47,000 47,000

메밀 가공설비 구입 8,000 3,000 5,000

이서 정농

(황해도 만

두요리)

소 계 55,000 50,000 5,000 ∘체험과즉석식품판매

∘부지확보후사업을진행

∘황해도식만두레시피개선등

즉석판매장및체험장 50,000 45,000 5,000

제조설비 5,000 5,000

【2013 맛있는 마을(8개소) / 2013 멋있는 마을 (9개소)】

맛있는 마을 음식명 멋있는 마을 사업내용

삼례/ 농원 오방색화전 삼례/ 신풍 꽃속에 파묻힌 신풍마을

봉동/ 옥동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마을용진/ 신지 도라지, 단호박 부각
용진/ 신봉 길거리 민요 연습장 조성상관/ 산정 청국장 찌개
상관/ 어두 어두제 생태문화마을조성소양/ 대승 닥나무한방백숙
이서/ 정농1 향긋한 꽃내음 마을만들기소양/ 오성 퓨전부꾸미
소양/ 오성 오성마을 쌈지공원 만들기구이/ 구암 올미묵
소양/ 위봉 위봉마을 꽃길조성사업비봉/ 원내월 토란탕
동상/ 구수 마을길 돌담 쌓기

경천/ 갱금 산채송편
경천/ 갱금 정겨운 고향쉼터 만들기

다. 마을별 주요사업 및 지원내용

○ 2013년 파워빌리지 예산 지원 현황

마을명 사업명

사업비 (단위: 천 원)

계 보조금
자부담

(10%)

2개소 합 계 33,000 30,000 3,000

비봉 평치 두부가공센터 리모델링 22,000 20,000 2,000

비봉 천호 브랜드 개발 및 목공예품 특화교육 11,000 10,000 1,000

○ 2013년 참살기마을 예산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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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2013년

누계액
6월 판매액 마을명

2013년

누계액
6월 판매액

총 계 821,176 122,676

삼례 학동 52,900 6,900 삼례 정산 28,100 6,300

봉동 서두 13,350 480 용진 서계 42,400 1,000

용진 부평 22,060 1,600 용진 두억 106,600 32,400

용진 도계 224,490 32,600 이서 대문안 2,220 820

상관 수월 3,900 600 소양 인덕 18,090 1,930

소양 송광1 8,976 96 구이 안덕 373,000 77,900

고산 창포 69,050 7,400 비봉 평치 67,100 13,600

운주 완창 26,650 3,000 운주 원고당 6,400 3,000

화산 상호 9,200 500 화산 원우 3,900 200

경천 요동 33,100 4,500 경천 원용복 53,700 4,400

마더쿠키 235,000 40,000 아름지기 490,000 80,000

즐거운

영농조합
122,500 25,000

둔지메

반찬가게
30,100 9,300

마을명 사업명
사업비(단위: 천 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소양 회룡

(효소 장아

찌류 제조)

소 계 11,000 10,000 1,000
∘효소장아찌류 4∼5개품목

(칡순, 쇠비름, 찔레꽃등)

∘부지확보후사업추진.

조리 기기 7,000 7,000

대형 냉장ㆍ냉동고 3,000 3,000

작업장 내부환경 정리 1,000 1,000

구이 신전

(김부각)

소 계 56,000 50,000 6,000 ∘현재김부각생산

∘추후 3 ∼ 4개부각류를

생산하여패키지상품화

가공센터 건립 53,000 50,000 3,000

부각 튀기는 기계 3,000 3,000

화산 미남

(참기름, 들

기름가공)

소 계 55,000 50,000 5,000
∘공동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참깨, 들깨를 활용(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43,000 43,000

착유기 등 설비 구입 7,000 2,000 5,000

홍보 마케팅 포함 5,000 5,000

라. 마을 상품 매출액 현황 (2013년)

【마을공동체】

단위: 천 원

주: 2013년 6월까지의 매출자료임. 마을 여건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매출집중의 유형이 

존재함(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된 것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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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을명 법인명
참여

인원

출자액

(천원)
설립일

계 18개소

마을기업

용진 도계마을 도계마을영농조합법인 41 50,000 2012.2.14

용진 두억마을 두억행복드림마을 26 260 2012.5.16

경천원용복마을 원용복마을영농조합법인 34 20,000 2011.4

농어촌

공동체회사

구이 안덕마을 안덕파워 영농조합법인 72 197,000 2009.2.6

삼례 학동마을 자운영학동마을영농조합법인 2011.4

전북향토

산업마을

화산 상호마을 범어리영농조합법인 2012.10.28

삼례 후와마을 딸기랜드 영농조합법인 20 60,000 2012.10.18

경천 구재마을 즐거운 영농조합 37 10,595 2012.11.12

파워빌리지

소양 인덕마을 인디기두레영농조합법인 28 16,000 2010.11.15

비봉 평치마을 비봉우리콩두부영농조합법인 20 20,000 2011.5

운주 완창마을 완창마을 영농조합법인 31 4,000 2010.6.30

경천 요동마을 싱그랭이영농조합법인 32 25,000 2010.6.14

참살기

마을

용진 부평마을 부평마을 22 4,300 2012.10.

화산 원우마을 알콩달콩 소두러니 11 3,300 2012.2.

용진 서계마을 서계영농조합법인 28 11,300 2012.7.19

상관 수월마을 수월 영농조합법인
30,000

(6,000)
2013.1.23

상관 내아마을 내아마을공동체 2013.4

봉동원둔산마을 둔지메 반찬가게 6 30,000 2013.

【두레농장】

마을(두레농장)명 2013년 누계액 6월 판매액 비고

총 계 203,096,000 60,898,000

용진 두억마을 95,627,000 31,843,000

소양 약암마을 3,117,000 0 마을상품 10월중 출하

소양 인덕마을 8,659,000 5,000,000

구이 구암마을 38,842,000 1,000,000

구이 상하보마을 17,830,000 3,055,000

비봉 평치마을 17,000,000 17,000,000

경천 오복마을 22,021,000 3,000,000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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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허가/음식점 영업허가 현황】

구분 마을명 식품제조허가(품목) 음식점허가 신고일

계 21개 5개

마을기업
용진 도계마을 김치, 두부, 절임배추 2011.12.1

경천 원용복마을 두부 2010.11.29

농어촌

공동체

회사

구이 안덕마을

웰빙식당 2009.10.19

죽염된장, 죽염간장

감효소
2012.3.27

삼례 학동마을
김부각, 엿기름

조청, 참기름 등
2011.4.27

전북향토

산업마을

화산 상호마을 장류(된장, 청국장) 2012.10.28

삼례 후와마을 딸기잼, 요거트 등 2013.5.20

파워

빌리지

소양 인덕마을
칼국수, 묵 2012.1.27

마을식당 2012.2.27

구이 상학마을 장류(된장, 청국장) 2012.10.28

고산 창포마을
양파즙 등 2009.6.09

마을식당 2013.1.13

비봉 평치마을 두부, 콩물 2011.5

운주 완창마을
절임배추 2012.11.15

마을식당 2012.6.19

경천 요동마을 두부 2011.1.27

참살기

마을

삼례 정산마을 된장 2011.10.17

봉동 대복마을 절임배추 2013.1.14

봉동 둔지메 반찬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등 반찬류
2013.4.15

반찬가게, 식당 2013.1.09

용진 부평마을 장류(된장, 청국장) 2012.7.02

화산 원우마을 콩나물, 청국장 2012.7.06

용진 서계마을 부스개, 조청 2012.7.18

소양 송광1마을 두부 2011.1.06

상관 수월마을 콩버거 2013.4.25

상관 내아마을 면류, 다류 20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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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형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사례

2.3.1. 공동체 사업 추진과정 및 애로사항

▶ 완주군의 경우 중복사업을 제외하면 108개의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

며 CB 사업, 개인별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여개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공동체 사업의 성과들이 1-3호 직매장의 연중 공급의 원천이자

농가의 주요 소득원,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그러나 생산-가공-유통의 통합적 관점의 부족, 훈련되지 않은 농가의 인식

정도, 개별적 욕심, 변화의 두려움 등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 각 유형별 공동체사업의 추진과정과 애로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함

가. 원용복 마을(가공상품화-두부)

○ 원용복 마을은 경천면의 소재지에서 가까운(1km 내) 약 50여 호의 마

을로 약간의 논과 고추, 콩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소득이 미미한 마을임.

- 마을 주민 중 30% 정도는 인근 전주시로 출퇴근하는 회사원이고 마을 

내에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주민은 50% 정도임.

- 마을 이장을 맡고 있던 양승학씨(50세)의 관심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2008년 참살기좋은마을 사업을 유치하기위해 공모사업에 신청하

였으나 사업내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음.

- 양승학 씨는 평소 마을의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

았으나 마땅한 사업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특히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

한 불안정한 소득문제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었음) 사업 컨설턴트와 토

론과 마을 주민의 협의를 통하여 두부 가공 사업을 하기로 결정함.

- 원용복 마을이 속해있는 경천면 지역은 옛날부터 건천에 사질토 지역

이어서 논에 콩을 많이 심었던 지역으로 대부분 인근 농협에 콩을 판

매하고 있었음.

○ 초기 두부를 만드는 방법(예전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야 변별력이 있고 

팔릴 수 있다는 분들과 현대화된 기계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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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가지자는 분들로 의견이 갈림), 어르신들의 노동

(관외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노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있

었음)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음.

- 충남 서천군 얼굴있는 먹거리 성암마을을 견학하고 현대화된 두부제조 

공정을 둘러본 뒤 마을회의를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신뢰할 수 있

는 콩을 사용하고 방부제를 쓰지 않고 당일 유통을 한다는 장점을 살

린다'라는 기본 전제에 합의하여 군에 두부생산설비 사업을 신청함.

○ 초기(2008∼2009년)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콩을 수매하지 못하거나 판

로가 지역식당 등으로 한정돼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었고 일주일에 1

회(매주 목요일), 마을 어르신(여성) 4명이 공동으로 생산, 알음알음으

로 판매하는 수준이었음.

- 두부를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한 직거래 중심으로 팔았으나 확대되는 

시장(식당, 인터넷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허가를 득할 필요

가 있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식품허가, 판매허가를 득함.

○ 2010년 꾸러미 사업이 본격화 되고 매주 두부를 공급하는 상황이 되면

서 원용복 마을은 매주 2회(화, 목), 어르신 2명 2개조로 편성하여 생산

을 확대하였고 마을 내 콩 생산을 계약재배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임.

- 2011년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마을 내 노천카페, 두부가공시설 확장,

체험농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 꾸러미 사업, 직매장 확대 등 본

격적인 로컬푸드 활성화에 따른 수요가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공동체 

사업으로 발전함.

- 2013년 6월 현재 고정 인력 4명(마을 여성)이 매일 두부 생산을 하고 

있으며 꾸러미, 직매장, 마을 직거래처 등에 납품하고 있음.

○ 원용복 마을은 두부가공사업을 통하여 마을주민이 화합하고 콩생산, 두

부가공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좀 더 판로가 다

양해지고(용진농협의 경우 농협관내의 생산품만 판매, 두부가공 마을이 

늘어나면서 경쟁심화 등) 개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직거래 부분을(식

당, 학교급식, 공공급식, 개인직거래 등) 체계적으로 완주군에서 관리,

운영해주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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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치 마을(기획생산단지-두레농장 등)

○ 평치마을은 비봉면 면 소재지 마을로 51 가구(농가 32, 비농가 19)가 살

고 있으며 127명중 60대 이상이 45명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편임.

- 토마토, 수박, 불루베리 등 하우스재배 시설이 많고 농사에 전념하는 

전업농이 많은 지역이나 각자 공판장, 직거래 중심으로 판로를 가지고 

대응함.

- 마을 내 친환경생산자연합회 유희빈 회장, 부녀회장 천경욱, 조한승,

이완상 씨 등 많은 리더들이 있으나 서로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에 관

심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 2009년 불루베리의 냉해피해, 하우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토마토 재

배의 어려움, 선별 등 마케팅 역량의 부족에서 발생한 소득 감소 등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2010년 이장 이완상 씨를 중심으로 평치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위원회

가 구성되고 공동체 사업에 관한 컨설팅을 시작함.

- 초기 각 농가별 생산시기, 동일작목 재배 등을 고려하여 식당을 운영

하던 조한승 씨를 위원장으로 가공 사업을 우선해보자는 의견이 채택

되어 평치두부 생산(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통하여 공동체 사업

에 대한 훈련을 시작함.

- 두부 판매를 위해 공단, 공공급식(인근에 봉동공단, 전주 3공단이 있

음) 관련 직거래를 발굴하고 인문학연구회 등 지역단체들과 교류협약 

체결, 마을축제 개최 등 조한승 위원장과 천경욱 부녀회장의 노력으로 

매주 1회 두부 생산, 판매 결실을 맺음.

○ 2012년 두레농장 사업을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

화하여 고령화 여성 15명, 어르신 5명 등 공동체 사업에 참여,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

- 2013년 두레농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박재배, 토마토 재배를 하였으

나 토마토 종자의 문제가 발생, 수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책임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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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마을 내 갈등이 있었으나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중소득, 일자리가 

가능한 다품목 재배 방법으로 정리(농가들은 그동안 잘해왔던 품목 중

심의 재배, 소득 창출에 관심이 많아 안정적인 어르신의 일자리, 소득

을 창출하고 건강관리,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당초 취지를 이해시키

는 것이 중요한 과제)

- 마을 가공 상품, 두레농장 생산물의 직매장 납품을 통하여 소득, 일자

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가공 상품 개발, 수박, 토마토 재

배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획생산 체계로의 전환 등 공동체 

사업관련 많은 고민과 논의 중임.

다. 비비정 마을(농가 레스토랑 운영 등)

○ 비비정 마을은 삼례읍내 인근, 만경강 주변의 40여 가구의 작은 마을로 

마을 자원(음식 솜씨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사례임.

-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공간, 소득을 창출하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2009∼2011년, 사업비 28억 원)을 공모, 유치하여 마을 내 

카페, 레스토랑, 공연장 등을 신축하여 공동체 사업을 전개함.

-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컨설팅을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하고 

사업 PM으로 소영식 씨를 파견함(소영식 씨는 문화관련 전문가로 마

을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추진, 현재의 비비정을 만든 

리더라고 할 수 있음).

○ 초기 사업이 지지부진되면서 마을 내 갈등이 발생하고 불만이 속출하였

으나 소영식 PM을 중심으로 부녀회원들의 음식만들기, 남성 어르신들

이 모여 만든 밴드, 도시민 텃밭 등을 운영하면서 역할분담 및 조직화,

역량강화를 도모함.

- 갈등의 주요요인은 공동체 사업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목표

와 취지에 대한 오해부분이었는데 주로 삼례읍이나 전주에서 개인 사

업을 하는 청년층과의 갈등(‘큰 사업이 마을에 유치되어 개개인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다'는 개인적 기대감 등)과 더불어 공동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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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본 경험이 없었던 마을에서 리더 간 주도권 경쟁(명예와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리더간의 갈등)이었음.

- 이러한 갈등을 풀기위해 사업대상지는 국유지 등 공공 토지를 매입하

는 방안으로 추진되었고(물론 개인 땅을 사업대상지로 하지 않음에 대

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 전담 PM과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돈독히 함으로서 마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였음.

○ 완주군 축제인 와일드푸드 축제 등과 결합하여 음식메뉴 개발을 심화하

고 객관적인 평가 등 역량강화. 2012년부터 마을 내 농가레스토랑, 카

페 등을 운영함.

- 특히 초기단계에서 마을캠프(5박6일 놀자캠프 등), 공동텃밭 분양 사

업, 양조장 사업 활성화 등과 함께 언론, 마을신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마을을 알려내고 마을 주민의 단합과 자신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음.

- 초기에는 미리 선약된 고객에 한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으나 입소

문, 홍보 등의 효과로 2013년부터 연중 레스토랑, 카페를 운영하여 월 

3,000여만 원 소득 창출과 더불어 17여 명의 부녀회원이 일자리와 소

득(월 120만 원∼150만 원)을 창출하고 있음.

○ 레스토랑, 카페 운영을 통하여 마을 내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 상품을 

판매하여 마을 주민 소득 증가 하고 있으나 PM역할을 하던 소영식 씨

가(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

고 단계적인 과정을 조율하는 조정자로써 마을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임) 타 지역 일과 병행함으로서 이후 나타날 여러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임.

라. 인덕 마을(두레농장, 체험농장 운영 등)

○ 인덕 마을은 소양면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50여 가구가 농업

소득을 기반으로 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70%에 가까운 마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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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시작된 두레농장 사업 1호 마을로 65세 이상 여성 고령자

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에서 참나물, 상추 등을 재배하여 직매장에 판매

함. 두레농장은 전담관리인을 지원하여 생산, 판매 관리함.

- 당초 두레농장 사업은 노인복지(일자리, 소득, 건강, 문화 등 공동향유)

차원의 취지로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으로 지원되었는데 인덕마을의 경

우 고령화율, 마을 여건 등에서 적합한 대상마을이었음.

- 그러나 막상 비가림 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마을 고령자(여성)가 

참여하여 일을 한다고 하자 자녀분들의 항의가 빗발침. 특히 외부에 

사는 자녀분들의 경우 부모가 일하는 것에 대해 심하게 반대함.

- 고령 여성농업인의 상황에 맞게 하루 4시간, 6시간 정도 일하시고 건

강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같이 식사를 함으로서 삶에 질을 높이고

자 했던 공동 두레농장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을 자

녀들에게 설명하고 마을 방문 시 체험을 통해 설득함.

○ 초기에는 생산(특히 품목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음)과 판로에서 생각했

던 것보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자 참여농가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적어 

주민들의 참여를 꺼려했음(연중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길 희망하였으

나 초기에는 파종, 수확시기에만 고용됨으로써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

득에 기여하지 못함)

- 마을 내 농사경험이 많은 유철환씨를 전담 관리인으로 하여 연중 소득

이 가능하도록 생산방안 전환함. 2012년까지도 기존 재배 품목 중심의 

재배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함. 2013년 두레농장 컨설팅을 통하여 월별,

연중 기획생산 방법에 관한 정비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

- 이후 마을 사업이 추가적으로(향토산업마을 사업, 참살기좋은마을 사

업 등) 지원되면서 체험, 가공 사업과 병행함.

○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두레농장(전담자 유철환) 사업, 마을

기업(전담자 유석철), 레스토랑(부녀회장) 등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짐.

- 추진과정에서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컨설팅

을 담당하던 거버넌스(초기 공동체 사업은 컨설팅, 모니터링의 의무화

되었으나 2011년부터 행정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CB사업 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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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지원센터에서 추진, 지원)가 와해되면서 공동체 사업이 마을 리더

들의 이전투구와 개인 사업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인덕마을에서는 리더 간 불신, 리더의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주

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당초 사업 

취지 이탈, 개인적 욕심), 행정의 성과중심(어떻게 추진되고 운영되느

냐보다 소득, 보조금 관리에 관심)으로 사업 투명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팽배하였음.

○ 2013년 두레농장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분리, 운영방법 개선(투명한 운

영, 어르신의 참여도 제고, 연중 소득,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리더 간 

역할분담(분명한 권한 및 책임 운영) 등 모니터링 조정 중임.

- 어르신들의 사망, 건강 악화 등으로 참여자 변동에 대한 대처(마을 내 

참여인력의 부족문제를 인근 마을까지 확대), 품목의 다양화로 해결(한

가지 품목을 여러 하우스에 재배할 경우 노동력 부족, 수익악화, 연중 

일자리 어려움 등) 방안을 구상함.

마. 마을공동체 사업의 시사점과 전망

○ 완주군에서 시행되고 추진되는 기 공동체 사업의 성과는 농업인, 특히 고

령농과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있었음.

- 농민대학, 품목별 기술향상 교육 등 다양하게 시행된 농가 인식의 변

화, 사업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전제했던 사전 컨설팅 등은 사업

의 성과에 지대한 여향을 미쳤음.

- 특히 리더들의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와 농업, 농촌문제를 지속가능

성의 시각으로 사업추진 핵심과제로 두었던 통합적인 계획수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계약직 고용, 농민가공지원센터, 지역경제순환센터, CB지

원센터 등)의 육성과 운영은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여 성과를 관리, 피드백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추진과정에서 행정과 지원조



부록 3240

직, 농가 간의 시각차(행정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의 자만심

에 빠지고 지원조직은 중간 관여자의 역할보다는 개인적 일자리, 행정 

일처리에 매몰, 농가는 사업의 유치와 개별적 욕심으로 전개되었던 양

상)와 본래 사업추진 목적(자원의 발굴, 육성,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

과 일자리 창출, 공동체성 강화 등) 상실로 어려움을 겪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간지원조직을(지역경제순환센터, CB지원

센터, 창업보육센터, 농민가공지원센터, 온고을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육성하여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를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음.

○ 완주군의 공동체 사업과 로컬푸드는 아직 진행형이며 실패와 성공을 반

복하고 있는 상황임. 2013년 12월에서 2월 동안 전체적인 평가 작업과 

더불어 2차 5개년 완주군 농업, 농촌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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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사업44

1. 익산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개요

전북 익산시는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여성에 주목하여 2008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해 왔다.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익산의 대외 활동

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익산시의 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고 여러 지

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여성

친화도시 전담부서 설치 및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 시도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활동은 익산의 대표 

브랜드이자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익산시 시정 목표에 양성평등 목표를 통

합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시정 전반의 목표임을 천명하는 과정이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관리되는 사업은 74개인데, 이들 중 여성친화도

시 조성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은 11개이다.

특히 민선 5기 들어 추진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과 더불어 ‘여

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 여성발전

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가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를 전제

하며 익산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

44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의 연구 자료 제공으로 요약·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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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구축하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익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은 모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사전에 

여성친화담당관과 협의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협의된 위원을 

위촉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부표 32. 익산시 민선 5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공약사업

사업내용 성과(2010)

여성친화적 교통 및 공공시설물

업그레이드(교통 물류과)

택시 브랜드화 사업 중 50대 여성전용택시
스쿨존 내 횡단보도 정비 10곳
여성친화 주차장 63곳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사업시행

(도시 개발과)

경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영정통길 문화예술의 거리 실시설계

사람중심 보행환경(인도 및 자전

거도로정비)(건설과)

보도요철, 경계석, 볼라드, 자전거도로 정비

(안전시범거리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병행)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시립예술단

공연 활성화 등)(문화 관광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입(도시 개발과)
 BF인증제도 설계에 반영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교통 물류과)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 220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여

성친화 정책과)
8,940명

여성 및 가족 건강돌보미 사업

(보건소)
산모·신생아 돌보미 서비스

여성 창조문화센터(One-step 지

원센터)(여성친화 정책과)

여성취업 지원서비스 강화(여성

친화 정책과)
새일센터 운영

자료: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방향(2010. 12.).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1년 현재 88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882명 중 여

성은 268명(30.4%)이 활동하고 있다. 조직 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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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 정도가 높아지고 여성친화담당관 업무의 일환인 여성전문가 DB

의 확충, 그리고 여성시민 리더 발굴 작업이 가속화한다면 조례가 명문화

한 위촉직 여성위원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여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의 배치

는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특히, 세 번에 걸친 전담 조직의 형태 변화는 시

정 전반에 걸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익산시의 노력을 집

약적으로 보여준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는 여성친화정책과 

여성친화계(2009. 7. 29.), 여성정책TF팀(2011. 3. 18.) 및 여성친화담당관

(부시장 직속)(2011. 7. 8.)의 진화 과정을 거쳤다.

2011년 현재 여성복지, 보육, 여성회관, 아동청소년 업무는 여성청소년

과에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성친화담당관실에서 총괄 

추진한다. 여성친화담당관 제도는 각 부서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총

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었다.

부도 16.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전담 조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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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7. 전북 익산시청 조직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모든 부서의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가 성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다

르지는 않은지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익산시 BSC지표에 여

성친화도시 인식 제고를 공통과제로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인식제고의 측정 항목은 전문가와 시민 및 부서 간 협업을 목표로 하는 회

의 개최 실적과 성인지 교육 실적이다.

3. 여성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정책결정과정 여성 참여 활성화 관련 법·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여성친화

도시 조성 사업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작업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와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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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개정 사업은 여성회관 중심의 단순한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사업이자 여성의 경제·사회적 독립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는 농촌지역에서 농지 소유, 생산자단체 가입, 영

농교육 참여 등이 주로 남성 농업인 위주로 유지되어온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여성농업인 사업 참여를 위하여 사업 참여 우대조건

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높였고, 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율

의 증가가 지속적인 교육 참여 및 사회 활동의 증대를 가져왔다.

농촌여성 권익증진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여성의 참여여가 

높은 작목, 밭작물 사업 지원), 경제력 확보를 위한 농촌 여성 소득 활동사

업 추진(창업교육 및 컨설팅, 소득사업장 기반조성), 농촌여성 권익증진 교

육 및 행사, 정보지 공급 등이다.

부표 33. 농촌여성 권익증진사업 내용

사업명 담당부서 2010 2011

여성기업활성화 방안(지원 2011년) 투자유치과 ○ ○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 여성친화정책과(여성청소년과) ○ ○

여성회관운영활성화방안

-직업기술교육(한식조리사 외 15과목)
여성친화정책과(여성청소년과) ○ ○

농촌여성권익향상지원사업 인력육성과(농촌지원과) ○ ○

자료: 사업보고회 자료. 2010. 2,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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