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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광복 이후 농업부문의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주곡인 쌀 자급을 달성하고, 다양

한 먹거리 공급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 비록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의 위축은 불가피했지만 빈곤문제 해결, 

노동력 공급, 물가안정 등 농업 ․ 농촌의 성장과 희생이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

화를 가능케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경제성장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변화되고 노동의 기회비용도 상승해 소득탄력

적이고 노동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러한 생산변화를 통해 농업은 성장을 지속해 왔다.

◦ 지난 70년간 농촌도 역동적 변화를 거듭해 왔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농촌개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했으며, 농촌 경제와 사회의 안정화를 위

해 농외소득 증대, 생산기반 조성, 경제작물 확대, 농촌개발 정책 등이 추진되었다. 

  -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젊고 생산성 높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인구

는 감소하고 고령화되었다. 

  - 최근 들어 귀농 ․ 귀촌 인구 및 고학력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1차 산업 종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2 ․ 3차 산업 종사자가 증가하였다. 

물리적 주거여건 또한 점차 도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 이번 호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우리 농업 ․ 농촌의 변화를 일독해보고자 한다. 

  - 주요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양적 변화를 살펴보아 성과를 간추리고 향후 우리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도출한다.

  - 주요 거시지표 분석은 공식 통계자료에 바탕을 두었다. 인구주택총조사, 농업

총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 e-나라지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농

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광복 시점에 

최대한 근접한 시점부터 2015년 현재에 가장 근접한 시점까지 가용한 통계자

료를 활용했다.

◦ 비록 양적 자료에 국한되기는 하나, 우리 농가와 농촌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그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국가 전체의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의 근간이 되

었던 우리 농업 ․ 농촌이 향후 70년 동안에도 새로운 의미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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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국민 먹거리 공급의 기반

1.1. 식량증산과 자급달성

◦ 해방 직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우선 농정과제는 식량부족 문제의 

해결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기와 6·25 전쟁, 거듭된 흉년 등

으로 1960년대까지 식량증산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 그러다가 병충해와 비바람에 강한 통일벼가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

되기 시작한 1971년부터 미곡 생산량은 크게 늘기 시작했다.

- 통일벼는 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주곡자립을 달성하는 데 크

게 기여했으며, 다수확기술의 응용을 통해 일반벼의 단위면적당 수확

량도 늘어나면서 녹색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 미곡 생산량은 1945년 250만 톤에서 2014년 424만 톤으로 70% 증가

했다. 이는 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기술의 향상

으로 동 기간 단수가 92% 증가한 결과이다.  

주: 현백률(현미→쌀) 92.9%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1965년 이전 통계는 황수철 외(2003: 2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1.  쌀(정곡) 생산량 추이

그림 2. 쌀(정곡) 생산량과 쌀 단위당 수확량

“70년대 녹색혁명으로 

쌀 자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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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축산물 생산 ․ 소비 다양화

◦ 주곡자급이 가능해진 1970년대 후반부터 국민들의 식생활 고급화

로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과 채소, 축산물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농

가소득도 향상되기 시작했다.

- 1980년대 들어 시작된 비닐하우스 재배가 점차 확산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는 과채류 등 시설재배 작물들의 주년 공급 ․ 소비가 가능한 

백색혁명이 이루어졌다.

- 1980년대 가축개량사업의 정착과 축산농가의 전업화 ․ 규모화 추세는 

90년대 축산계열화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정부는 본격적인 축

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축산발전기금, 등록제 ․ 허가제, 등급제, 원

산지표시제, 축산자조금, 이력추적제, HACCP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

함으로써 축산 자급기반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 왔다.

◦ 지난 70년 동안 한국농업은 식량작물 중심에서 축산물, 채소, 과일 

중심으로 생산이 다양화되었다.

- 1960년대 초에는 식량작물 생산액 비중이 농업 전체의 80%대였으나 

1970년경 50%대, 1980년경 40%대, 1990년경에 30%대로 감소하였

고, 최근에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 반대로 축산은 같은 기간 5%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채소는 4% 수

준에서 20%대로, 과일은 1% 수준에서 10%대로 증가하였다.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물 거래연보. 각 연도.

그림 3.  서울 가락시장 월별 과일 ․ 과채 반입량 변화

“90년대 백색혁명으로 

신선 농산물

주년 공급·소비 가능”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www.krei.re.kr ∙ 3

그림 4.  농축산물 부류별 생산액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 주요 농축산물의 1인당 소비량의 경우, 1970년에 비해 현재 곡물 

소비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채소는 2.8배, 과일은 4.8배, 육

류는 8.2배 늘어났다. 

- 지난 45년 동안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주식인 쌀의 1인당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5.  농축산물 부류별 1인당 소비량 변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식품수급표 2013. 

“식량 중심에서

과일, 채소, 축산물로

생산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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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입 증가와 자급률 저하

◦ 197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공급부족으로 인한 물가와 임금의 불안

요인을 상쇄하고자 정부는 기존의 농산물 수입제한에서 단계적 수

입자유화 추진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다.1) 

- 특히 1995년 WTO 농업협상의 이행과 2004년 이후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본격화되었다.

◦ 이에 따라 농축산물 교역규모가 크게 성장했지만 무역적자는 갈수

록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농축산물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1970년 농림수산물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4.7억 달러와 2.2억 달러

로, 전체 수입액(19.8억 달러)의 23.6%와 전체 수출액(8.4억 달러)의 

26.1%에 달했다.

- 45년이 지난 2014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320.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

체 수입액 5,257억 달러의 6.1%에 해당하며, 농축산물 수출액은 64

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5,731억 달러의 1.1%에 불과하다.

◦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57년 

86.3%에서 2014년 49.8%로 하락했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할 경

우 식량자급률은 23.1%까지 낮아진다. 

- 쌀 자급률은 93.1%(ʼ70)에서 89.2%(ʼ13)로, 밀 자급률은 15.9%(ʼ70)
에서 1.1%(ʼ13)로 하락했다. 

- 이외에도 시장개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두류(10.7%), 과일(78.7%), 

육류(79.5%), 우유(58.6%) 등의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 = (곡물 생산량 ÷ 국내 소비량) × 100, 2014년은 잠정치임. 

자료: e-나라지표.

그림 6.  식량 및 쌀 자급률 추이

1) 1980년대부터 한 ․ 미 간 무역불균형 확대에 따른 통상마찰과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GATT 

18조 BOP 조항 졸업으로 인한 수입자유화계획 등에 따라 시장개방이 전개되었다.

“식량자급률

49.8%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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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경제 성장과 농업의 구조 변화

2.1. 농업성장률

◦ 광복 후 실시된 농지개혁을 통해 60만 ha의 농지가 분배됨으로써 

한국농업은 전통적 소작농체제에서 자작농체제로 전환되었다.2)

- 이는 6 ․ 25 전쟁 후의 혼란 속에서도 식량생산량이 늘어나고 1960년

대 초반까지(1953∼1962) 농업부문 성장률이 연평균 3.4%로 높아지

는 기반이 되었다.3) 

◦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비농업부문의 성장률이 10%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농업부문과의 성장률 격차가 2%p에서 6∼8%p로 확대

되었으며, 이러한 성장률 격차는 1990년대 초까지 30여 년간 유지

되었다. 

- 이에 따라 농업부문의 GDP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농촌 노동

력과 농지도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농업부문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부문 간 성장률 격

차는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4)

그림 7.  농업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2) 농지개혁 결과, 소작지는 1945년 65%에서 1951년에 8%로 감소하고 순자작농가는 29

만 호에서 93만 호로 3.2배 증가했다.

3) 이 시기의 한국경제는 곧 농업경제였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초까지 농업은 전체 취

업자의 80%를 고용하고 총 GDP의 45%를 차지하였다. 또한 1960년대 초 농산물 수

출은 총수출의 7%, 수산물 수출을 포함하면 21%를 차지할 정도로 농수산업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외화조달에 기여하였다(농협조사부, 1983)

4)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7.2%(ʼ54)에서 3.3%(ʼ14)로, 농림어업생산 실질성장률은 8.7% 

(ʼ54)에서 2.6%(ʼ14)로 하락했다. 

“60년대 중반 이후

부문 간 성장률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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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그림 8.  실질성장률(%) 추이

 자료, 국민계정, 한국은행.

2.2. 생산구조 변화

◦ 1980년대까지 토지시장에서는 농가호수의 감소로 농지공급은 늘어

나는데,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증가로 농지가격이 상승하여, 농지가 

임대차 중심으로 유동화되었다(이정환, 1998).5)

- 또한, 농업노동력의 공급감소와 노임상승에 대응하여 대농이 가족노

동력으로 경영 가능한 수준으로 경작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농지의 중

농 집중도 진행되었다.

◦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농작업의 기계화가 진전되어 그동안 노동

력 감소로 위축되었던 대농의 지대부담능력이 개선되었고, 이는 임

대차를 통한 대농의 증가와 생산의 대농 집중으로 이어졌다.6)

5) 이정환. 1998.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1990∼2010년 사이 3ha 이상 농가의 경작면적 비중이 10.2%에서 40.4%로 네 배 늘어났고, 

축산에서도 한우 30두 이상 농가의 사육두수 비중이 9.0%에서 65.7%로 7.3배 늘어났다.

“임차농지 증가와

규모화 진전”
그림 9. 부문별 GDP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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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이후 현재까지 농지면적은 25% 감소(226만 ha → 169)하고 

농업취업자는 68%나 감소(453만 명 → 145)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가 급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농업생산액이 두 배 

증가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농산물에 대한 수요변화와 

노동의 기회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농업생산이 신속하게 변화하였

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즉, 고도성장으로 농산물별 수요가 변화되고 노동의 기회비용이 상승

함에 따라 소득탄력적이고 노동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생산변화를 통해 농업은 성장을 지

속해 왔다.

주: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45년 경지면적은 226만 ha.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1975년 이전 자료는 연도별 농업면적통계; 1949~1950년 통계는 ʻʻ보정 농
업통계표: 1910-2001.ʼʼ 황수철 외(2003: 6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10.  논밭 면적 추이

그림 11.  호당 경지면적과 임차지 비중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작물로의 

생산전환을 통해 

성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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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생산성 증대

◦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총요소생산성(TFP)은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84% 증가했다(권오상 외, 2015).7)

- 이는 동일한 투입요소를 가지고도 2014년에는 1971년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생산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토지와 노동이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했지만 대신 자본과 중간재의 사용이 증가하여 

농업생산 자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한국농업은 90년대까지 산출이 투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개발도상국 

농업의 생산성 변화 추세를 띠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총투입이 감

소하고 총산출이 정체되는 선진국 농업과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 향후 농업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생산규모 유지, 

기후변화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 등이 중요하다.

그림 12. 농업부문 생산성 추이8)

자료: 권오상 외(2015), 국가통계포털 KOSIS(농가경제)

7) 권오상 외. 2015. 7. ʻʻ한국농업 KLAM 자료의 구축과 생산기술 특성분석.ʼʼ 2015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농업경제학회.

8) TFP, 투입 ․ 산출지수는 Törnqvist 수량지수를 활용한 권오상 외(2015)를 참조했으며, 

노동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토지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1ha), 자본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백만 원)로 산출하였고,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부가가치는 실질로 환산한 값을 적용하였다.

“기술개발과 

자본재 투입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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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가소득 증가

◦ 1962년 이래로 실질 농업소득은 2.2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외

소득이 12.4배 증가한 결과, 실질 농가소득은 6배 증가했다. 

-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공업화, 농촌개발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농외

소득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 반면, 농업소득은 1995년 이후 감소추세인데, 이는 비농업부문과의 성

장격차,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가 교역조건 악화 등에 기인한다.

◦ 농업부문에서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가소득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화되었다.9)

그림 13. 농가소득 변화

2.5. 농업부문 예산 증대

◦ 광복 후 1960년대까지는 정부 재정이 빈약하여 농업부문의 재정배

분은 매우 적은 편이였다. 

- 당시 농지개량, 사방조림 등 긴요한 사업예산은 미국 잉여농산물과 

원조물자의 판매대전을 재원으로 하는 대충자금, 대일 청구권자금 등

에 의존했다.

9) 비농업부문과의 실질 생산성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농업의 교역조건 악화로 1995∼2014년 

사이 도농 간 소득비율이 95%에서 60% 수준으로 급락하였다(농가경제 및 도시가구 

조사결과).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상위 20% 농가의 소득과 최하위 

20%의 소득 비율은 1995년 6.3에서 2010년 12.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농가경제).

“1962년 이래 

농외소득 12.4배 증가,

 농가소득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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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이후에는 정부재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예

산배분도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

의 비중은 1980년대 중반까지 5~6% 수준에 머물렀다.

-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와 배수개선,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개간 및 간척 등의 생산기반 

정비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이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1990년대 중반 농업부문 

예산비중은 1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 UR 협상 타결 이후 농업 ․ 농촌 구조개선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문민정

부는 42조 원(ʼ92~ʼ98), 국민의 정부는 45조 원(ʼ99~ʼ04), 참여정부는 

119조 원(ʼ04~ʼ13)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 2014년도 농림예산 규모는 18.7조 원으로 전체 예산 355.8조 원의 

5.3% 수준이다.

그림 14. 농림수산 예산 변화

  주: 세입예산 기준(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으로 기금은 제외함). 2000년의 경우에 한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은 제외된 농림부문 예산임.

  자료: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1970년 이전은 한국농정 50년사.

“농업예산 확충으로 

생산기반정비, 

구조개선,

 경쟁력 제고 등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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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역동적 삶의 변화 현장

3.1. 새마을운동 전개와 산림녹화

◦ 광복 이후 농업의 변화를 백색혁명과 녹색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농촌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이끈 혁명적 사건은 새마을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도농격차 해소와 경기침체 타개책으로 농촌에서 출발한 새마을운

동은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정비, 소득개발, 의식개혁 등의 성

과를 냈으며 도시 새마을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고 주민이 노동력을 보태는 하향

식과 상향식 개발의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변화 촉진자로서 새마

을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주력했다.

◦ 새마을운동을 통해 1971년부터 1982년까지 농업 생산기반과 농촌 

생활환경에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 

- 약 10년 동안 64,686km의 농로가 개설되었으며, 39,231동의 마을회

관이 신축되었고, 22,468동의 마을창고가 건립되었다.

- 이 시기에 25만 8천 동의 주택개량사업이 이루어졌으며 3,047개 마

을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표 1.  새마을운동의 주요 실적 (1971~1982)

사업 명 단위 실적(ʼ71~ʼ82)
농로 개설 km 64,686

새마을도로포장 km 6,187

마을회관 동 39,231

마을창고 동 22,468

공동작업장 동 6,323

농촌주택개량 천 동 258

취락구조개선 마을 3,047

하수구 설치 km 17,202

소하천정비 km 21,562

소득작목개발 단지 1,616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업 생산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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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광복 후 대한민국의 상전벽해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획기적 

변화는 산림녹화라고 할 수 있다.

◦ 광복 후 1952년 임목축적 면적은 31백만 ㎥였으나 2010년에는 

800백만 ㎥로 증가했다.

- 정부 주도의 강력한 황폐지 복구 노력과 임산연료 소비감소 및 새마

을운동을 통한 주민참여 등으로 산림녹화 동력이 확보되었다.

- 임산물생산액도 명목가격 기준 1970년 1,160억 원에서 2013년에는 

6조 9,090억 원으로 증가했다(산림청).

◦ 우리나라의 연간 산림휴양인구는 11억 6,800만 명(2010)에 달하는데, 

2030년에는 20억 7,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2010년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3.2.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 우리나라의 농촌은 행정구역상 읍 ․ 면을 포괄하며, 대한민국 면적의 

90%를 차지한다. 1944년 대한민국 총인구 중 86.3%가 농촌에 

거주했다. 가장 최근의 인구 자료 기준으로 2010년 현재 대한민국 

총인구의 18%만이 농촌에 거주한다.

◦ 광복 직후 농가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72.5%에 달했으나 이제는 

6.4%로 급감했다. 농가 호당 가구원 수도 1960년 6.1명에서 

2010년 2.6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15.  농촌 인구 및 농가 인구 변화 

“산림녹화 성공 

임목축적 면적 

31백만 ㎥(ʼ52) →
800백만 ㎥(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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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도별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

자료: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업총조사 자료 집계

◦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농촌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물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70년대부터 모든 

도에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 1955년 대비 2010년에 전라북도는 29%, 전라남도는 36% 수준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했다.

구 분 1955년 1970년 1990년 2010년
증감율(%)

ʼ55~ʼ70 ʼ70~̓90 ʼ90~ʼ10
경기 1,831 2,283 1,986 1,962 24.7 △13.0 △1.2

강원 1,206 1,461 797 552 21.1 △45.5 △30.8

충북 1,110 1,227 684 574 10.5 △44.3 △16.0

충남 2,139 2,325 1,546 1,228 8.7 △33.5 △20.6

전북 1,761 1,934 926 506 9.8 △52.1 △45.3

전남 2,645 3,064 1,740 940 15.8 △43.2 △46.0

경북 2,669 2,981 1,609 1,207 11.7 △46.0 △25.0

경남 2,196 2,283 1,311 1,130 4.0 △42.6 △13.8

제주 229 254 194 135 10.9 △23.6 △30.4

주 1) 2010년 행정구역 기준에 맞추어 과거 집계치를 보정.

주 2) 광역시 군부(기장, 달성, 강화, 옹진, 울주)는 제외하고 집계.
자료: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집계.

표 2.  시‧도별 농촌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농촌인구의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자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농촌인구 감소

1,390만 명(ʼ44) 
→ 860만 명(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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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농촌의 인구구조는 15세 미만 인구가 41.7%, 65세 이상 인구

가 3.7%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구조가 역전되어 2010년 15세 미만 

인구가 14.9%, 65세 이상 인구가 20.9%가 되었다.

- 농가 경영주의 노령화 추세는 더 가파르게 이루어졌다. 65세 이상 경

영주 비율이 6.8%(ʼ60)에서 49.5%(ʼ10)로 대폭 상승한 반면, 35세 미

만 경영주 비율은 23.5%(ʼ60)에서 0.6%(ʼ10)로 급감했다.

표 3.  농가 경영주 연령 분포 (1960, 2010)

구  분 1960년 2010년

25세 미만 4.5 % 0.0 %

25~34세 19.0 % 0.6 %

35~44세 26.6 % 5.5 %

45~54세 26.1 % 17.8 %

55~64세 17.0 % 26.5 %

65세 이상 6.8 % 49.5 %

합  계 100.0 % 100.0 %
주: 읍 ‧ 면부 농가를 대상으로 집계.

자료: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 농촌인구가 양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 농촌인구의 학력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 과거 1955년 농촌인구 중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이들은 0.8%에 불과

했지만 이제 농촌인구 중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이들은 27%를 차지한다. 

더불어 전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의 비율이 1960년 75.9%에 달했

지만, 2010년에는 11.2%로 급감했다.

구  분 1955년 2010년

초등학교 17.9 % 20.4 %

중학교 3.9 % 11.7 %

고등학교 1.6 % 29.7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0.8 % 27.0 %

안 받았음 75.9 % 11.2 %

합  계 100.0 % 100.0 %
주: 20세 이상 인구 대상 집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표 4.  농촌 주민 학력 (1955, 2010)

3.3. 농촌 산업의 변화

◦ 예전의 농촌에는 1차 산업인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에는 3차 산업인 각종 서비스업 취업

자와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한다. 그만큼 농

촌의 산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인구 노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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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농촌의 산업구조 변화 (1960, 2010)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연도별 표본조사 자료 집계.

연  도 산업 구분 비율(%)

1960년

농업, 임업, 수렵업 및 어업 80.9

광업 및 채석업 0.8

제조업 3.5

건설업 0.9

전기, 가스, 수도 및 위생서비스업 0.1

상업 4.8

운수업보관업 및 통신업 1.0

서비스업 7.3

분류불능 또는 미상 0.8

합  계 100.0

2010년

농업, 임업 및 어업 33.4

광업 0.2

제조업 16.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4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3

건설업 5.4

도매 및 소매업 8.4

운수업 3.2

숙박 및 음식점업 6.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9

금융 및 보험업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6

교육 서비스업 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

기타 또는 미상 0.5

합  계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연도별 표본조사 자료 집계.

표 5.  농촌의 산업 변화 (1960, 2010) “농촌

1차 산업 비중 감소,

2 ․ 3차 산업 취업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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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주민의 직업도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전문직 및 사무직 종

사자,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은 10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농림

어업 종사자의 비율은 1960년 90% 수준에서 2010년 30%대로 감

소했다. 

연도 직업 구분 취업자(명) 비율(%)

1960년

전문직, 기술직 종사자 65,861 1.0

관리직 종사자 42,066 0.6

사무종사자 82,489 1.2

판매종사자 162,554 2.4

농부,벌목부,엽사,어부 및 유사 종사자 6,123,253 89.3

채광,채석 직업 종사자 16,441 0.2

운전 직업 종사자 17,463 0.3

특수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유사 종사자 107,781 1.6

단순 노무자(농장,광산 제외) 171,472 2.5

서비스업 종사자 71,002 1.0

합    계 6,860,382 100.0

2010년

관리자 50,557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5,688 10.2

사무 종사자 443,678 10.1

서비스 종사자 357,689 8.2

판매 종사자 326,017 7.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15,407 3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06,850 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21,642 11.9

단순노무 종사자 475,115 10.9

기타 29,539 0.7

미상 1,239 0.0

합    계 4,373,421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집계.

표 6.  농촌 주민의 직업 변화 (1960, 2010)

◦ 한편 전업농가는 감소하고 겸업농가는 증가하는 변화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2종 겸업농가는 2배 이상 증가했다.

- 전업농가 비율: (ʼ60) 73.3% ⇒ (ʼ10) 53.3%
- 겸업농가 비율: (ʼ60) 26.6% ⇒ (ʼ10) 46.7%

구  분 1960년 2010년

농가 계
농가 수(호) 비율(%) 농가 수(호) 비율(%)

2,329 100.0 1,177 100.0

전업농가 1,706 73.3 627 53.3

겸업농가 618 26.6 550 46.7

  - 1종 겸업 325 14.0 193 16.4

  - 2종 겸업 293 12.6 356 30.3

무응답 4 0.2 0 0.0
자료: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표 7.  전‧겸업별 농가 구성 (1960, 2010)

“겸업농 증가

26.6%(ʼ60) → 

46.7%(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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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촌의 주거여건

◦ 농촌 주민들의 삶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주거여건은 도시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 1960년 농촌에는 개인 상수도 없이 공동우물 및 공동수도를 이용하

는 가구가 81.2%에 달했다. 심지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주택의 

비율은 0.1%에 불과했다. 

◦ 하지만 2010년에는 현대식 부엌을 갖춘 주택이 96.9%, 상수도(광

역 ․ 지방) 이용 가구가 45.1%, 마을(간이)상수도 이용 가구가 

39.3%, 수세식 화장실 사용 가구가 85.6%, 목욕시설 갖춘 주택이 

96.2%를 차지하게 되었다.

연  도 항  목 시설 구분 비율(%)

1960년

수도

공동우물 79.8

개인우물 10.5

공동수도 1.4

개인수도 0.5

기타 및 미상 7.8

화장실

토혈식 20.8

시멘트식 17.9

수세식 0.1

변소 기타 53.0

변소 없음 7.8

미상 0.3

2010년

부엌

현대식 96.9

재래식 3.0

없음 0.0

수도

상수도 45.1

마을상수도 39.3

전용상수도 0.7

없음 14.9

화장실

수세식 85.6

재래식 14.3

없음 0.0

목욕시설

온수시설 93.7

비온수시설 2.5

없음 3.8

자료: 1960년은 주택총조사 자료, 2010년은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 대상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

표 8.  농촌 주민의 주택시설 변화 (1960, 2010)
“농촌 주거여건 개선

(1960 → 2010)

상수도

2% → 85%,

수세식화장실 

0.1% → 85.6%”



●○ 농정포커스_제109호

18 ∙  

◦ 다만, 여전히 상 ․ 하수도 정비를 비롯해서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개

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미래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지로서 농촌의 

주거 여건이 되려면 국민이 국토 어디에 살든 기초 서비스에 있어

서는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한편, 농촌 생산기반 정비가 촉진되면서 농업 기계화도 많은 진전

을 이루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 1960년에 기계를 사용해 농사를 짓는 농가의 비율은 0.01%에 불과했

으며 대부분 축력에 의존했다. 

-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농가 중에서 농기계를 보유한 비율이 증가했고, 

논농사의 경우 농가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기계

화를 위한 기반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 그러나, 밭농사의 기반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며, 경관이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기반정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충족시켜

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연  도 구  분 비율(%)

1960년

축력농가 97.8

기계력농가 0.01

인력농가 0.9

무응답 1.3

2010년

경운기 보유 농가 52.9

트랙터 보유 농가 20.7

콤바인 보유 농가 7.2

건조기 보유 농가 19.6

이앙기 보유 농가 19.2

자료: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표 9.  농업 기계화 변화 추이

“농업기계화 진전

축력 97.8%(ʼ60)
→ 경운기 보유농가 

52.9%(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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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전 과제

□ 지난 70년간 농업은 안정적 식량공급의 역할을 완수하여 국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며, 수요변화에 대응해 식량작물에서 

경제작물로의 생산전환을 통해 성장을 지속

◦ 1960년까지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은 농업경제 사회였다. 광복 후 실시된 농지개혁을 통해 

한국농업은 전통적 소작농체제에서 자작농체제로 전환되었다.

◦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었고, 농업의 GDP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러

나 한국농업은 산업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식량공급의 역

할을 완수했으며,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소득탄력적이고 부가가치

가 높은 농산물로의 생산전환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 왔다.

◦ UR 타결 이후 시장개방이 진전되면서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가교역

조건 악화로 농업부문의 투자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

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으며, 소비자의 안전한 농식품 수요에 대

응한 안전성 강화,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 광복 후 농촌은 이촌향도, 새마을운동, 산림녹화, 농촌공업화, 노령화, 

귀농 ․ 귀촌 등 역동적 변화를 거듭 

◦ 산업화 시기에는 농촌 정주여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농업노동력과 농지가 비농업부문으로 빠르게 이동

함에 따라 농촌 경제와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농외소득 증대, 생산

기반 조성, 경제작물 확대, 농촌개발 정책 등이 추진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젊고 생산성 높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

나가는 이촌향도는 지속되었고 농촌은 공동화되면서 동시에 고령화

되어 왔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도시화의 폐해가 늘어나

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귀농 ․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농업,

국민 먹거리 제공, 

생산전환으로 성장 지속

농촌,

산업 노동력 제공, 

정주여건 개선으로 

귀농 ․귀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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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 필요

◦ 첫째, 지난 70년간 국민들의 양적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반을 우

리 농업이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질적으로 안전

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와 

자원의 부족, 인류의 소비패턴 변화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 둘째, 농업과 농촌 관련 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창조산업

이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부가가치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이제는 ICT, BT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

하여 농식품 생산과 소비에서 더 큰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 셋째, 소수의 정예화된 전업농가를 비롯해 겸업농가 및 가족농 등 

농가 경영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계농 육성,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 프로그램, 지역순환

형 농식품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 넷째, 귀농 ․ 귀촌을 촉진하여 최소한의 정주 인구가 농촌에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귀농 ․ 귀촌 촉진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정착지

원 등의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농과 취농을 포함해 

이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다섯째, 국민들이 국토 어디에 살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농촌의 기

본 인프라와 접근성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농촌다움

(rurality)이 손상받지 않도록 농촌의 생태, 경관, 역사, 문화 등 

자산을 잘 보존하고 서로 어우러지도록 힘써야 한다.

◦ 마지막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농업과 농촌, 식품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미래 농정의 범위도 한반도를 대상으

로 넓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

역의 농식품 수급체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 농업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전략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기회·도전을 

대비한 혁신, 

미래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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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제98호 한 ․ 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제89호 한 ․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제86호 한 ․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제85호 한 ․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제82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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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 ․ 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제62호 한 ․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제53호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제51호 한 ․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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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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