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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정부는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논농업의 소득기반 강화를 위하여 논농

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들녘단위의 조직화를 추진하는 ‘들녘경영체육

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쌀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하여 

들녘단위의 저비용·고품질 생산시스템을 확보하고 논농업의 소득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합화·다각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경영혁신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논농업의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논농

업 효율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논농업의 효율화만이 아니라 

밭농업에서도 조직경영이 확산되도록 성공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재 논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들녘단위

의 조직경영체인 들녘경영체의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육성모델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들녘경영체의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시각,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의 동향과 문제점, 들녘경영체의 실태·사례 및 경영성과, 일본의 집락영농 

정책동향과 추진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들녘경영체의 육성방향과 

들녘경영체 육성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논농업의 

선진화,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및 관련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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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현재 논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들녘

단위의 조직경영체인 들녘경영체의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육성모델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들녘경영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시각과 기대효과, 들녘경영체 

육성정책의 동향과 문제점, 들녘경영체의 실태·사례 및 경영성과, 일본의 

집락영농 정책동향과 추진사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들녘경영체의 육

성방향과 들녘경영체 육성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들녘경영체 관련 선행연구 및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자

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들녘경영체 실태조사와 들녘경영체에서 활동하는 

대표농가의 쌀 생산비 조사 자료(20개소)를 활용한 경영효율성을 분석하였

다. 실태조사는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들녘경영체 사례를 조사하였다. 들녘경영체 가운데 비교적 경영성과

가 우수한 사례의 경영특성을 고려하여 9개 사례를 유의 선정하여 경영특

성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제도 및 정책동향에 대한 사례

를 조사하였다. 이는 외부의 원고 위탁과 현지 출장조사를 병행하여 추진

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정책협의회가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 시 들녘경영

체 관련 전문가와 수시 연구협의회를 운영하여 연구수행에 대한 자문을 구

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제·사회적 합리성을 갖춘 조직경

영체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들녘경영체는 단순히 영농규모화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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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최적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영·경

제적 유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경영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및 경영주체별 다양한 경영모델이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의 논농업 조직기반의 기초단위는 쌀 작목반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쌀 작목

반을 리모델링하여 들녘단위의 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들녘

조직이 영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특성에 대응한 

경영모델의 구축과 경영자의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들녘경

영체의 모델은 농업지대적 조건과 경영주체적 조건으로서 마을을 리드할 

수 있는 경영주체의 존재여부에 따라 들녘경영체의 모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들녘 중심의 논농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쌀 단작 중심

의 논농업을 복합·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단지적 이용이 필

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들녘단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들녘중심의 인재양성, 교육·홍보·사후관리 체계 구

축, 각종 정책지원사업의 들녘단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들녘경영체 모형은 첫째, 마을공동체형이다. 마을 구성원의 다수를 구성

하고 있는 참여농가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수익배분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고,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마을 구성원 다수가 경영에 참여함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어렵고, 마을주민의 사업운영에 대한 이해도

가 낮아 경영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홍

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농협 등과 연대하여 경영 및 회계 관

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형이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지역 내 리더그룹이 주도하는 유형

으로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수익금의 적립을 통한 자본축적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경영성과 배분에서 일반참여농가의 이해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 준 조합원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업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서는 공정한 작업수수료 책정,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여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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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의 확충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확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턴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연합형이다. 이 유형은 규모화 및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규

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

이 크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부문의 하부조직과 유통·가공부문

의 계열주체 간의 경제적 이해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영체의 안정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농협·RPC 주도형이다. 이 유형은 지역농협이 지역농업의 지

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리더십의 확보, 관련 경제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통한 경영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

역 내 다양한 농가의 이해를 조정하기 어렵고,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

요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지역농업의 경제주체로서 리

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지역농업 경영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확보,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하며, 재배단지 조

직과 농협조직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꾀

하여 한다.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및 사업추진 효율화방안으로는 첫째, 들녘경영체에 

대한 지원제도·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들녘경영체 육성의 제도적 기반으

로서 농업의 주체육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위상의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들녘경영체 중심의 농지 및 농기계 이용 효율화를 위한 

우대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들녘경영체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논농

업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 농지의 들녘단위 집단화,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관련 사업지침에 들녘경영체의 우선권 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들녘경영체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들녘경영체의 체계

적 육성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인 연계를 바탕으로 한 육성시스템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먼저,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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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품부는 들녘경영체의 육성체계를 총괄·기획하면서, 들녘경영체 관련 

각종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들녘경영체의 경영효율화 지원 측면에서 농업인턴제도의 확립을 

통한 인재확보 지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육성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농업인의 들녘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체계 강화, 농협·민간RPC

의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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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 for Promotion of Cooperative Agricultural
Enterprises for Rice Farming Efficiency

  Since the promotion of rice tariffication, the competitiveness enhance-
ment of domestic rice farming has emerged as a major policy challenge. 
Although the rice farming is recognized as an agriculture with relatively 
low profitability while rice prices fall due to excessive rice production, etc., 
it can be referred to as a critical task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rice 
farming for food security, maintaining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rice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roduction system with low-cost and high quality by field 
units through a large-scaled and organized production complex, and to es-
tablish the innovative management system that can lead to such complex-
ation and diversification for enhancing the agricultural income base. This 
study intends to place a focus on the presentation of a promotion model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the status of agricultural firms by the fields, and also on the research that 
leads to the income source diversification through co-work for a more ef-
fective model.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2 reviewed the pri-
mary view on the promotion of farming firms and its expected effect. 
Specifically, this chapter examined the challenges that rice farming and the 
rice industry are confronted with, and the expected effects that agricultural 
firms have. Chapter 3 reviewed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rice farming 
firm promotion policy. Specifically, this chapter examined the trends of 
policies and others related to rice farming firms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problems in view of policy 
implementation. Chapter 4 reviewed the status and operating practices of 
the rice farming firms. In particular, this chapter examined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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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management performance and best practices of 55 facility and 
equipment supporting businesses,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promotion of them. Chapter 5 examined the trends and practices 
of colonized agricultural policy in Japan. Finally, chapter 6 presented the 
direction of promotion of rice farming firms for rice agriculture efficiency 
and the efficiency policy for rice farming firms promotion.
  As the major research methods, first, the preceding study related to rice 
farming firms and the policy data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reviewed. Second,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rice farming firms. Third, the practices of rice farming firms were 
surveyed. Fourth, the case studies were carried out on institutional and pol-
icy trends in Japan. Fifth, policy experts meetings were held.
  The basic directions of rice farming promotion are:  ① social and eco-
nomic organization management firms, ② fostering regionally differ-
entiated business models, and ③ establishment of rice agricultural support-
ing systems by regions.

Researchers: Park Moonho, Hwang Euisik and Heo Joonyung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0.
E-mail address: mh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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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쌀 관세화 추진 이후 논농업의 경영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에 대응하여  

국내 논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쌀 생

산과잉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논농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

이 낮은 농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논농업은 식량안보, 농업의 다원적 기

능 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논농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규모화 정책의 추진, 논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정책의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어서 영세소농이 중심인 농업구조

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 정부는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논농업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논농업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들녘단위의 조직화를 추진하는 ‘들녘경영체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쌀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하여 

들녘단위의 저비용·고품질 생산시스템을 확보하고 논농업의 소득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논농업의 복합화·다각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경영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논농업의 시장개방

에 대응하여 논농업 효율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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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논농업의 

효율화만이 아니라 밭농업에서도 조직경영이 확산되도록 성공모델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농업 경영체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들녘단위의 조직경영체인 들녘경영체의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육성

모델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들녘경영체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들녘경영체

의육성모델을 제시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영농의 들녘 단지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선행연구 동향

쌀농업 경영체 및 조직화와 관련한 연구는 비용절감방안과 관련한 연구

또는 전업농 육성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비용절감을 위한 적

정규모 및 규모화·조직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김정호 외(1998)

는 쌀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쌀농업의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단위

(RPC)의 효율적인 쌀농업 시스템 구축방안으로서 RPC를 중심으로 한 생

산·유통계열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박문호 외(2000)는 토지이용형 농업

을 대상으로 지대별 발전모형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전업농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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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직의 연계성 강화, 지역농업에 대응한 경영모형의 수립, 지역영농시

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논 들녘단위의 조직화를 통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9년 정부의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

업’으로 인해 100ha 이상 조직화된 조직 및 경영체에 대한 시설·장비 도입

지원과 관련하여 이러한 대규모 조직경영체의 경영성과 및 모델개발 연구

가 확산되고 있다. 조가옥 외(2008)는 지자체의 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들녘별 맞춤형 최적 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박문호 외(2011)는 들녘

경영체를 중심으로 들녘경영체의 유형을 조직화의 목적과 범위, 경영통합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경영체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다. 조가

옥 외 (2012), 조가옥 외(2014)는 정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성과분석,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 모델, 단계별 육성체계와 관련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한편, 쌀의 공급과잉+문제가 만성적 구조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수급전

망의 전제하에 논농업의 소득기반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논농

업다양화정책’의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장민기 외(2010)는 논

농업 다양화 단지 육성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 및 논농업 진흥계획수립, 농가소

득안정, 유통수급대책, 제도개선등 핵심과제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

도 논농업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10~2012년 ‘논농업소득다양화사

업’을 통하여 타 작목 전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사업추진 

상의 문제로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조기 종료된 바 있다.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와 같이 최근 들녘경영체 육성정책이 정책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들녘경영체 육성 관련 연구는 

대규모 평야지대 중심의 쌀농업 모델개발에 국한되어 있고, 지대별 특성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며, 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도 들녘경영체를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개발도 미흡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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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쌀농업의 조직화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비용절감이라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소득측면을 

고려한 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들녘경영체의 모델 개발이 요구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농업의 효율화를 위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농가의 소득기반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들녘경영체의 육성방안

과 지원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4.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1.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시각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논

농업 및 쌀 산업의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고, 들녘경영체의 기대효

과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들녘경영체 육성정책의 동향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중앙

정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관련 및 유사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들녘경영체의 실태 및 경영를 검토하였다. 지원된 시설·장

비 지원사업체 경영실태와 경영성 및 우수사례를 2014년도까지 살펴보고,

들녘경영체 육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집락영농 정책동향과 추진사례를 검토하였다. 일찍

이 논농업의 조직화를 추진해온 일본의 경험을 정책동향, 추진실태,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들녘경영체 육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논농업 효율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들녘경영체의 육성방향과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의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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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첫째, 들녘경영체 관련 선행연구 및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자료를 검토하

였다.

둘째, 들녘경영체 실태를 조사하였다. 기 선정된 들녘경영체 중 2014년 

현재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 63개소를 대상으로 들녘경영체 경영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들녘경영체에 활동하는 대표 생산자의 

쌀 생산비 조사 자료(20개소)를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실태

조사는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지에서 면접조사하였다.

셋째, 들녘경영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들녘경영체 가운데 비교적 경

영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경영특성을 고려하여 9개 사례를 유의 선정하고

경영특성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제도 및 정책동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락영

농 육성정책의 동향, 집락영농의 동향과 실태, 집락영농의 우수사례에 대

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부의 원고 위탁과 현지 출장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지 

사례를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중앙농업총

합연구소, 지역사례 현장조사, 관련 정책자료 및 문헌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정책협의회가 이루어졌다. 들녘경영체 관련 전문가와 수

시 연구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장 조사 시 연구수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서론6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들녘경영체 관련 정책
및 현황자료 검토

들녘경영체 실태·수요조사 일본 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

들녘경영체 사례조사 경영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들녘경영체
육성방안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시각 제2장

1. 논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1.1. 논 농업 구조 측면

쌀 농사로 대변되는 논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농업으로 농업예산

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부문이다. 가장 많은 농가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

고, 가장 많은 경지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농업이다.

그러나 영세한 고령농가가 분산적으로 경영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논농업

은 국제경쟁력이 낮아 지속적으로 국내시장 보호를 추진하고 있고, 단위면적

당 소득수준도 낮아 농가소득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쌀 관세화 수준에 따라 현재보다 논농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

어 효과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

약 논농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타 작목으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

른 품목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전반적으로 농업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

이 될 것이다. 논농업은 쌀만의 문제가 아닌 농업문제이다. 논농업의 유지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전업농과 영세농을 

조직화하여 농지의 단지적 이용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정책에서도 논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지불제 지원을 확대하고,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를 추진하여 오고 있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시각8

다. 그러나 논농업은 영세소농의 비중이 높아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농지가 분산되어 경작되고 있어 규모화에 의한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자 하는 효과가 크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산된 논농업의 

여건에서는 소수의 전업농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둘째, 논농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쌀농업 이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는 현상유지의 소득제고 효과만 있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지 못한다. 동계

작물, 사료작물 등 이모작을 통해 논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사료작

물의 재배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사료자급률을 높이면 식량자급률을 제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물은 단위면적당 수익이 낮아 

대규모로 경영되고 기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논농업의 수익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이모작 농업에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대규모 경작이 이

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소농이 분산 경영하여서는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논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농가

의 규모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전업농가가 논농업의 생산을 주로 담당

하여야 하지만 개별적으로 소유·관리되고 있는 분산된 농지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조직

경영체의 하나인 들녘경영체인 것이다.

1.2. 식량자급률 측면 

논농업이 해결하여야 할 사회적 과제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

하는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산물 시장개방과 논의 생산

성 저하로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2000년에 

526만 톤에서 2014년에는 423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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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쌀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쌀 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쌀 생산의 감소로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쌀 자급률

은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곡물까지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005년 29.3%에

서 2012년에 23.7%로 감소하고, 2014년에는 24.0% 수준에 불과하다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이 추진되고 있어 쌀 생산이 더 감소하면 식량자

급률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기구가 권고한 자급률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농업만이 아니라 

논에서의 곡물생산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논에서의 이모작이 확대되지 

않으면 제한된 경지면적에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는 어렵다.

쌀 생산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쌀 생산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에 따라 쌀 생산의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쌀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농가소득에서 쌀 

소득이 차지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쌀 소득의 정체가 농가소득 정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총수입에서 미곡 수입의 비중은 2005년 

27.4%에서 2013년 2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 보

면 60세 이상의 농가는 쌀 총수입이 정체상태에 있지만 50세 이하의 젊은 

쌀 생산농가의 쌀 판매수입은 최근 증가한 추세이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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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기반이 위축되면 쌀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고령농가의 소득

안정이 어렵게 되고, 쌀을 재배한 논이 타 작물재배로 이동하면서 타작물

의 수급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쌀농업의 유지를 위하여 쌀에 대한 변동직

불금을 지원하면서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쌀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이

는 정부가 쌀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된다. 따라서 논농업의 수익

성을 제고하는 경영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림 2-2. 쌀 농가의 쌀 판매수입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쌀 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1.3. 쌀 생산농가의 구조측면

논농업이 안고 있는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농가구조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구

조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대규모로 규모화된 농가가 

쌀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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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이 영세한 농가가 지배하는 구조라면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화방안

이 추진되어야 한다.

쌀 농가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농가 수에서는 고령농가가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지만 반면에 전체 쌀 재배면적에서 70세 이상 고령농가 면적비

중은 낮은 수준이다. 고령농가의 쌀 생산은 경영이양을 하기보다는 계속 

경영하고 있어, 50세 이하의 농가비중이 감소하면서 쌀 재배면적의 점유비

중도 감소하고 있다. 젊은 농가들은 쌀 생산의 수익성 저하로 많이 참여하

지 않고 있다. 쌀 재배농가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에 이상의 농가(’14)는 

4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쌀 재배면적에서 차지한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70세 이상의 고령농가는 쌀 생산이 효율적이지 못

하여 쌀 소득이 낮게 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50대 농가의 비중

은 19%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차지한 쌀 재배면적의 비중은 32%에 이르

고 있다<그림 2-3>.

그림 2-3. 쌀 농가의 연령대별 농가비중 및 쌀 재배면적 점유비중(2014)

자료: 통계청(각 연도). “쌀 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쌀 농가의 경영규모별 분포를 보면, 규모화된 농가가 차지한 재배면적의 

비중이 높아 일부 규모화된 농가로 농지이용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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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인 농가(’14)는 5.0%에 불과하지만 이들

이 쌀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에 이르고 있다. 쌀 농가

의 61.3%를 차지하고 있는 1.0ha 미만의 영세소농이 쌀 재배면적에서 차

지하고 있는 면적비중은 18.6%에 불과하다. 1.0∼3.0ha 규모 농가는 농가

비중이 27.5%인 데 반해 재배면적의 비중은 39.6%에 이르고 있어 규모화

를 더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림 2-4>.

그림 2-4. 경영규모별 농가 수 비중 및 쌀 재배면적 점유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쌀 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또한, 규모화된 농가의 경작면적은 대부분 임차농지여 경영비 절감을 위

한 효율적 농작업이 어렵다. 임차농지는 다수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농작

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쌀 농가의 임차농지의 비중은 평균 60.3%인데,

1.0ha 이하의 영세소농의 임차농지 비중은 36.9%에 불과하고, 3.0∼5.0ha

규모 농가는 63.9%, 5.0ha 이상인 농가의 임차지 비중은 74.6% 수준이다.

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차지가 보다 집단화되어 농기계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쌀 생산에서 농작업을 하지 않는 농가의 비중을 보면, 이앙의 경우 

61.0%이고, 수확의 경우 79.5% 수준으로 매우 높다. 1.0ha 이하의 영세소

농은 이앙·수확의 농작업을 70% 이상 하지 않고, 5.0ha 이상 규모화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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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대부분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쌀농업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4. 쌀 생산비 구조측면

쌀 생산의 수익성을 개선할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쌀 실질생산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쌀 생산비는 전체적으로 하

락하다가 2011년 이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증가한 

추세이다. 최근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상승요인이 없지만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

면, 50세 이하의 젊은 농가층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생산비도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쌀 생산비 증가 속에서도 위탁영농비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위탁영농에 의한 생산비 절감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40세 이하의 젊

은 농가일수록 위탁영농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점차 농작업의 위

탁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업을 하지 않은 농가의 비중이 높

고, 위탁영농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효율화하여 생산비를 절

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농촌지역에서는 소수의 전업농가가 위탁영

농을 담당하고, 농작업 수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영세고령농가

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를 부담하고 있다.

영농규모별로 보면, 10a당 실질생산비는 2005년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

이고 있고, 규모화에 따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1.0ha 이하의 

영세소농에서 농작업 위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5.0ha 이상 대농에

서는 감소한 추세이다. 이는 영세고령농가의 쌀농업 유지 및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작업을 담당하는 규모화된 전업농가와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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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연령별 쌀 생산비(10a) 추이> <경영주 연령별 위탁영농비 추이>

<영농규모별 쌀 생산비(10a) 추이> <영농규모별 위탁영농비 추이>

그림 2-5. 경영주 연령별 쌀 생산비(10a) 및 위탁영농비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쌀 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그림 2-6. 영농규모별 쌀 생산비(10a) 및 위탁영농비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쌀 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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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부족하여 위탁영농이 확대되는 여건에서 쌀 생산비 절감을 위

해서는 쌀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규모화된 농가는 

직접 농작업을 하지만, 영세농가는 직접 농작업을 하기보다는 위탁영농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재조직화하여 작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것이 과제이다. 즉, 들녘단위로 조직화하여 농기계이용 및 농작업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들녘경영체 개념과 기대효과

2.1. 들녘경영체 개념

영농방법은 개별농가 및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방식과, 농가를 조직

화하여 영농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를 개별경영체라고 하

고, 후자를 조직경영체라 할 수 있다. 들녘경영체는 들녘단위로 농작업을 

전담하는 젊은 농가가 중심이 되어 농지를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작

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직경영체를 의미한다. 농가가 조합원으

로 참여하거나, 완전농작업위탁, 부분위탁 등을 통하여 준 조합원으로 참

여하여 농작업을 들녘경영체는 위탁할 수 있다. 들녘경영체는 농기계작업

을 주도적으로 하는 전업농가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작업을 위탁하

던 영세소농이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여 농작업을 통합하는 경영체이다

<그림 2-7>. 즉 들녘경영체는 전업농가와 영세소농이 서로 공존하는 조직

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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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그림 2-7. 들녘경영체 조직구조

농기계를 소유한 전업농가가 주도적으로 농작업을 담당하고,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은 영세소농은 농지를 위탁하고 농장관리를 담당하는 역할분

담체계라 할 수 있다. 고령의 영세소농이라도 수익성이 낮다고 바로 농지

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농을 하고 있어야만 논농업 고정직불금을 받

고, 영농유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

는 한 위탁작업에 의한 영농을 지속하게 된다. 농장 경영관리는 그대로 유

지하면서 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집단화하는 것이 들녘경영체이다. 들녘

경영체에서 농작업을 담당한 전업농가는 농작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동계작물의 경영을 담당하고, 농작업을 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의 경영관리

에 의한 수익을 확보하거나, 농작업 축소에 따른 여유 노동력을 다른 곳에 

활용하게 된다.

들녘경영체는 참여농가에게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한 이익을 제공

하고, 동시에 농작업의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다른 소

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들녘경영체는 영세고령농가가 농

작업을 개별적으로 하여 농작업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협약

이나 법인의 결성을 통해 공동경영조직에 참여하는 조직이다. 농작업을 담

당하는 규모화된 젊은 농가가 미리 농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농기

계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들녘경영체는 과거 분산된 농지로 인하여 농작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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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업 재배치

어진 것을 통합하여 재조정함으로써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들녘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한 농가의 작업을 위하여 많은 거리를 이동하

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들녘경영체는 이를 통합함으로

써 농작업을 재배치하는데, 이는 곧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들

녘경영체는 분산된 경영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조직경영체이다.

그림 2-8. 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작업의 재배치

일본에서는 특정 농업법인제를 도입하여 농지이용을 집단화·효율화하

여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집락영농 및 농업생산법인이 지

역의 농지 과반 이상 이용하도록 집적하는 것을 지원한다. 농지이용개선

단체가 시정촌의 인정을 받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근거) 농지의 이

용조정을 협의·합의하여 농업생산법인에게 이용권 인정 및 농작업 위탁

협약 등을 추진하여 조직화된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 및 농업위원

회, 농협과 협의함으로써 협약체결 및 이용권 조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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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들녘경영체의 기대효과

농기계작업을 담당하는 전업농가와 농지를 소유한 영세소농이 공존하여 

농작업을 통합하면 논농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는 쌀 농사로 보다 높

은 수익을 얻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논농업의 기반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얻게 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분산 경영하여 농작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공동경

영으로 농작업 필지를 통합하면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즉, 한 필지 작업 후 농기계를 이동하였던 것을 통합경영하기 때문에 농기

계를 이동하지 않고 연속해서 작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 효율성이 

제고되고, 동시에 작업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한 농약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효율적으로 살포하므로 농자재비용을 절

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만큼 쌀농업의 수익성이 제고된다.

쌀농업의 들녘경영체는 들녘단위로 농작업을 조직화하여 농작업을 효율

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노동력의 활용으로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와 농기계 작업을 주로 하는 경영자가 

집단화를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효율성을 제고한다. 사례조사

에 의하면 쌀 생산이 단지화된 들녘에서 경운정지, 이앙, 수확 등의 농작업

을 할 경우, 농기계 이동을 최소화하여 농기계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는 효

과를 얻고 있다. 특히 고령농가의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방제의 경우 광

역방제기를 활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는다. 10a당 방제시간을 

전국 평균 0.58시간에서 3분 정도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의 대규모 영농의 경우 농작업 수탁면적이 많을 때 단위면적당 비용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도작의 경우 주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관리 등은 농가가 직접 관리하여 비용을 축소하고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시각 19

표 2-1. 일본 대규모 경영조직(100ha급)의 경영실태

단위: ha, 만 엔

경영면적 논작업면적 매상원가
판매

관리비
비용 계

논 10a당

비용

A경영 58 123 7,360 2,400 9,760 7.9

B경영 60 120 6,680 3,440 10,120 8.4

C경영 64 100 7,970 2,430 10,400 10.4

D경영 88 96 8,150 4,000 12,150 12.7

주: A경영은 가족 4인, 고용 1인, B경영은 임원 4인, 고용 2인, C경영은 가족 2인, 고용 

5인, D경영은 가족 4인, 고용 7인.

자료: 安藤光義(2014).

둘째, 논농업을 통합하면 겨울철에 이모작이 가능한 조사료, 청보리, 콩 등

을 재배할 수 있어 논농업의 다양화가 촉진된다. 쌀 이외의 이러한 작물은 수

익성이 낮아 대형 기계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농지 이용이 집단화되

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논의 활용도를 높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모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은 논의 집단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

별경영체가 영농을 한 경우 이를 집단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게 되어 그만큼 수익성이 저하된다. 그런데 들녘경영체로 통합되면 농지를 집

단화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작물재배가 수익성을 가지게 된다. 그에 따라 논

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생산이 과잉되었을 경우 콩 등 다른 작물로 논농업

을 다양화함으로써 쌀 수급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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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들녘경영체의 기대효과 내용

기대효과 주요 내용

쌀 생산비 절감
▪농작업의 통합관리 및 재배치에 의한 농업생산
비용의 절감, 농자재 공동구입에 의한 비용절감

쌀 품질 관리
▪일관된 품질관리, 품종통일에 의한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가능

이모작 소득증대
▪동계작물재배의 통합, 집단화로 기계화에 의한
저렴한 동계작물생산 증대

여유노동력 활용
▪농기계 효율화, 농작업 위탁에 의한 여유노동력이
발생하는 것을 6차산업화 등 다른 소득기회에 활용

농촌사회 기반유지
▪고령농가가 영농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농촌지역이 과소화되는 문제 축소

벼 수확 후 집단화된 농지를 농작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임차하여 대규모

로 보리 혹은 조사료 등 2모작을 실시한다면, 고령농가에게는 농지임차료 

수입이 발생하고, 2모작으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개별적으로 보리, 조사료 등 이모작을 한다면 수익성이 확보되

지 못하여 실행하기 어렵다. 2모작의 경우 보리수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

규모로 기계화하지 않으면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들녘경영체는 논농업의 효율화 효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 창출기회를 제공한다. 농작업 위탁농가는 방제 등에서 노동력에 여유

가 생기게 된다. 이 여유 노동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득창출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쌀 생산 농작업의 효율화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전업농

뿐만이 아니라 고령농가도 축산, 원예, 소규모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소득

원을 창출할 수 있다.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에 임노

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소득을 얻는 기회를 확보하기 하고, 어떤 농가는 수

도작에서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원예농업, 혹은 축산업을 확대하는 것

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그만큼 농촌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넷째,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되면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경

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농가가 공존하는 사회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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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의 과소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농가의 위탁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비 절감

으로 소득을 증대하면 젊은 농가와 영세소농의 고령농가가 공존하는 활력

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촌지역에 보다 다양한 주체가 공존하는 사

회적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들녘경영체가 지속가능하고 더 높은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 협약, 나아가 법인결성 등으로 조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 공동방제, 공동육묘 등 하나의 농작업의 조직화에서 이앙, 수확 등의 

다른 농기계작업의 조직화, 작부체계의 조정을 통한 농작업의 효율화 등으

로 발전하도록 협약해야 한다. 젊은 핵심영농주체와 고령농가가 서로 연계

되면 농촌사회의 공동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까지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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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1.1. 농림축산식품부

1.1.1.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추진경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개별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규

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들녘경영

체 육성 추진해왔다. 2008년 전국의 들녘 조사를 바탕으로 2009년 들녘단

위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고품질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09년 50ha 이상을 조직화하여 경작하는 법인 또는 농가조직체 12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및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였다.

2011년부터 RPC의 쌀농업 선도 기능을 중시하여 사업대상자에 RPC,

DSC사업자, 농협을 포함하는 한편,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장비로

는 농가의 조직화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큰 육묘공장과 광역방제기, 무인헬

기 등을 지원하고, 경영체당 교육·컨설팅 1,000만~4,000만 원, 공동육묘장·

방제기 등 2억~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까지 158개 들녘경영체가 

선정·육성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사업명칭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2014년까지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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녘별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개명하여 쌀 산업의 규모화·조직화에서 한 걸

음 나아가 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화·다각화의 방향을 검

토 중이다.

표 3-1. 연도별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현황

단위: 개소, 호, ha

사업
연도

경영체
수
(A)

참여
농가 수
(B)

경영체당
참여농가 수
(B/A)

면적
(C)

경영체당
면적
(C/A)

농가당 면적
(C/B)

2009 12 1,107 92.3 1,786 149 1.61

2010 18 1,581 87.8 2,663 148 1.68

2011 69 11,515 166.9 13,464 195 1.17

2012 19 2,592 136.4 4,524 238 1.75

2013 14 1,837 131.2 2,589 185 1.41

2014 26 5,349 205.7 6,943 267 1.30

합계 158 23,981 151.8 31,969 202 1.33

자료: 농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2015).

1.1.2. 2015년 정책방향

향후 들녘경영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운영방식도 내실화하여 

쌀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들녘경영체를 2020년까

지 500개소로 확대·육성할 계획이다. 단순 공동작업 단계에서 단일회사 영

농방식의 심화된 경영체로 발전 유도하고, 공동작업으로 절감된 잉여 노동

력을 활용, 이모작·타 작목 재배 등 농지 및 인력활용 효율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신규 들녘경영체 확대를 위한 선

정요건 완화,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농지 집단화 요건 완화(분산된 농지

도 공동영농 가능 시 인정), RPC 연계 의무 완화(일정규모 이상 도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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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장비 한정(3종)에서 모든 장비로 확대, 규모

가 큰 경영체에 추가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공동경영 방식 심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및 핵심리더 양

성, 들녘경영체 발전 수준에 따라 단순 공동작업의 예비단계와 심화단계로 

구분·차등지원하여 공동경영 심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표 3-2. 단계별 지원체계(예시)

예비단계 심화단계

공동

경영

수준

○일부 농작업 공동 수행

(방제, 육묘 등)

○단일영농계획 수립·시행

(작목, 품종, 영농일정, 재배

방법 등)

○잉여 노동력 활용 등

지원

방안

○교육·컨설팅, 기본시설·장비

지원

*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직불금가산, 기계·농지은

행사업·재해보험·생산기

반 사업 우대, 장비 추가

지원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셋째, 농지 이용 효율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맞춤형 모델 개발·보급 

공동농작업으로 절감된 잉여 노동력을 활용, 이모작·타 작목 재배 등의 확

대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할 계획이다.

넷째, 들녘경영체 제도 확립, 경영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들녘경영체의 개념, 자격, 지정,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

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경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직불제 지원 

상한을 50ha에서 400ha로 확대하고, 법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

선할 계획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시행(’15.

1. 1.),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가 운영주체인 법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데 

지장이 되는 규제법령을 정비하여 추진(들녘경영체 법적근거 마련 후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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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비용절감을 위한 신기술 보급 및 수확 후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력화 기술 등 신기술·농법을 보급하여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

는 한편,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RPC에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및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곱째,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농촌진흥청-농협-들녘경영체-RPC-한

국농어촌공사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해결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여덟째, 들녘경영체 지정 후 사후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

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들녘경영체 운영이 지침대로 되고 있는지, 지원장

비 등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평가, 제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1.2. 농촌진흥청 및 관련기관

1.2.1. 기본구상

농촌진흥청은 들녘경영체를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통한 쌀 산업 선도

주체로 육성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목 복합형 

기초단계 공동경영체 2,9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1단계(’15~’19)로 경영체 

기반확대, 2단계(’20~’24)는 경영체 질적 향상을 목표로 2015년부터 들녘공동

체의 기초단계 경영체로서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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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촌진흥청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현재(’14) 1단계(’19) 2단계(’24)

들녘경영체(158)

시범사업

계약재배

들녘경영체(500)

기초단계경영체(2,900)

(중앙 850, 지방 2,050)

들녘경영체(600)

기초단계경영체(2,800)

(중앙 1,000, 지방 1,800)

▸들녘경영체(농림축산

식품부)

- 조직화, 공동작업,

계약재배

▸시범사업(농촌진흥청)

- 단지화, 신기술, 계약

재배 등

▸계약재배(RPC, 농협 등)

- 수매계약 재배 등

▸들녘경영체(농림축산

식품부)

- 조직화, 공동작업, 계약

재배 등

▸기초단계 공동경영체

- 시범경영체(농촌진흥청)

*단지화, 작목복합형 신

기술, 일부 공동작업,

계약재배 등

- 기초경영체(지자체,

RPC 등)

*단지화, 이모작, 계약

재배 등

▸들녘경영체(농림축산

식품부)

- 거점화, 연합조직화등

▸기초단계 공동경영체

- 시범경영체(농촌진흥청)

*조직화, 작목복합형 신

기술, 공동작업, 계약

재배

-기초경영체(지자체,

RPC 등)

*조직화, 이모작, 계약

재배 등

  

자료: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1.2.2. 2015년 정책방향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들녘경영체-RPC-한국농어촌공사 등' 협

의체 구성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해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진청 산하 본청, 도기술원 및 시·군센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들녘

경영체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생력화 기술 등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용 절감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추진 단위 기술보급사업을 들녘경영체 내에 우선 반영·

확산하고자 한다. 농약·비료 혼합사용, 생력화 기술 적용 확대, 쌀 중심, 벼+맥

류, 벼+조사료, 벼+콩·잡곡 등 공동경영체 특성에 맞는 작부체계 유형을 적용

하고 매뉴얼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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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촌진흥청 중심의 기초단계인 공동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2015년 580개소를 신기술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공동경영체 육성을 추진하

고자 한다. 국비 지원 신기술시범사업 연계 시범경영체(농촌진흥청) 140개

소, 지자체 지원 시범단지 기초경영체 440개소를 들녘경영체로 육성하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 및 시범사업 단지운영 규약 제정 등 기초단

계 공동경영체 육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논 기반 공동경영체 유형별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매뉴

얼 4종(쌀 중심, 벼+맥류, 벼+조사료, 벼+콩·잡곡) 및 공동경영체 조직·관

리 등 조직 구성 및 운영 요령, 토양관리, 종자 선정, 시비·병해충 관리, 수

확·생산물 관리 등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 공동경영체 육성 대상농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들녘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 200개소, 공동경영체 580개소 총 780개소에 대하여 시범

사업단지의 기초단계 공동경영체 확대 운영 요령, 공동경영체 조직·관리 

및 작부체계 유형별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섯째, 생산·소비단계별 현장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다. 토양관리, 종자 선정, 시비·병해충 관리, 수확·생산물 관리 등에 대하

여 시기별 농업기술정보 제공 및 생산·소비 단계별 현장기술 지원, 전문위

원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유통, 가공판매 및 상품화 기술 컨설팅 등을 실

시할 계획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2.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장비 지원실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쌀 경영체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현황을 보면, 광

역자치단체는 지역의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번기의 노동력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전 지자체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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녘경영체 육성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충남과 경북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재배 단지 및 쌀 공

동경영체에 대하여 지역 쌀브랜드 육성의 일환으로 쌀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충남의 ‘쌀 695프로젝트 실천 경영체 육성사업’에는 

200ha 이상의 브랜드 계약재배 경영체(일반단지는 500ha)에 대하여 개소 

당 1억~5억 원, 매년 10~20개소에 대하여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의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에는 50ha 이상 

규모화된 들녘의 공동경영체에 대하여 개소당 2억 원 매년 6개소에 대하

여 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3-3. 충남·경북의 쌀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현황

도별 사업명 주요 지원내용
지원액 및 비율

(도비:시군비:자부담)
지원대상

충
남

충남쌀 695

프로젝트

실천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농자재 및 시설장비 구입

*종자, 토양개량, 차별화농법 농

자재, 도복방지제, 병해충방제 등

*공동육묘, 건조, 단지관리 등

생산비·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

설·장비

-수매 및 가공시설 보완, 확충

-고품질 쌀 생산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

-15개소 지원

-개소당 1억～2.5억 원

차등지원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일정면적이상 계약

재배를 하고 건조·

보관 및 가공시설을

갖춘RPC, DSC사업자,

농업법인 등

경
북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

-우수공동체 생산시설 및 장비,

기계지원

*생산시설지원: 자동화 공동육묘

장, 자연녹화온실, 상온통풍 종

자건조저장시설 등 준영구적 시

설의 신규설치, 시설확대 및 개

보수 지원

*기계장비지원: 공동직파기, 광역

방제기 등 장비의 신규 구입지원

-5개소

-개소당 3억 원

-도비(14%)

시군비(56%)

자부담(30%)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법인(영농조

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벼 재배를

목적으로 구성한 농

가조직체

*지원대상규모:

들녘단위 50ha규모화,

조직화, 집단화된지역

자료: 조가옥 외(2014).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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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을영농 추진 사례: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경상북도에서는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과 별개로 마을영농 개

념의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 집락영농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적 특성

을 최대한 반영하는 마을단위의 영농모델로서 마을단위 농지를 하나의 농

장으로 간주한 농업공동경영체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영농형태는 경영주

체의 특성에 따라 마을주도형, 농협참가형, 기업주도형, 혼합형 등 지역특

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육성되고 있다.

지원내용은 공동시설(농기계창고, 저장시설), 농기계구입, 기반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비 등으로 마을당 

3억 원 내외(도 30%, 시·군 70%)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경

영발전과정에서 향후 마을단위 소득확충을 위한 각종 연계사업을 우선 지

원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마을은 마을단위 협업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 농지 집적화, 공동이

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마을, 고령농, 소농 등 개별농가의 소득이 상대적

으로 떨어지는 마을, 마을영농으로 인해 주민 소득향상 등 효과가 큰 마을,

행정(시·군, 기술센터), 농협, 관련 기업 등과의 상호 보완·협력 수준이 높

은 마을·법인 등이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의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마을영농의 실행주체인 마

을은 공동생산 등 마을영농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에서는 도 단위

의 경우 도 단위 중장기계획수립, 핵심리더 양성,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

하며, 시·군 단위에서는 시·군별 계획수립, 사업대상자 발굴·육성, 현장 모

니터링, 예산집행, 농협에서는 회계부문 등 경영 전반 지원, 생산-가공-유

통, 마케팅에 참여, 시·군 농어촌공사는 농지기반시설 정비 지원, 학계 및 

연구계에서는 사업의 평가, 컨설팅, 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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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과제   

3.1. 들녘경영체의 법적·제도적 위상 미정립

최근 논농업 및 쌀 산업 발전의 핵심 경영주체로서 들녘경영체 육성이 

논농업 정책상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들녘경영체의 개념, 자격조

건, 사후관리체계 등 법적·제도적 규정이 없이 사업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경영체로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하다.

들녘경영체와 유사한 일본의 집락영농은 1980대 후반 논농업에서 집락

을 단위로 생산의 공동화 현상 및 발전가능성을 포착하여 이를 확대·발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89년 농업백서에서 집

락영농의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2007년 경영소득안정대책에서 인정농업자 

이외의 경영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한편, 논농업 구조정책의 수단으로

서 정책대상에 포함하여 집락영농조직→특정농업단체→농업생산법인(특정

농업법인)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3.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추진의 중복 및 연계성 미비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의 편의성 제고 및 쌀농업의 경쟁력 제고 수   

단으로 들녘경영체와 유사한 사업메뉴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간에 시책의 차별화 및 역할분담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논농업 및 쌀 산업 

경영주체 육성을 위한 각급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

축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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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순한 사업메뉴로 인한 정책수요 창출 한계

논의 전통적인 주작목이라 할 수 있는 쌀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논농업

에서도 전문화·복합화·다각화 등 다양한 경영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

책사업 메뉴는 쌀농업의 육묘·방제작업의 공동화를 지원하는 데 한정되어 

있어 논농업 현장의 수요에 대응이 미흡하다. 논농업의 효율적·합리적 이

용을 위한 농기계 이용조정, 농지 이용조정, 농지기반 정비, 경영합리화를 

위한 복합 및 다각화 부문의 도입과 관련한 사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한 다양

한 지원메뉴의 개발 및 단계별 육성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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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녘경영체 실태와 조사개요

1.1. 시·군별 들녘경영체 현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들녘경영체(2015년 3월 기준)는 214개이고,

컨설팅 지원 경영체는 128개(59.8%), 시설 및 장비 지원 경영체는 86개이

다. 지원대상 유형에서 농가조직체가 전체에서 127개(59.3%)로 가장 높고,

농협 및 RPC는 68개, 민간 RPC는 19개이다.

전국의 지역별 대상 경영체는 67개 시·군이 해당되고, 전남이 18개

(26.9%)로 가장 높고, 전북이 9개, 경북과 경기가 각각 8개, 충남과 경남이 

각각 7개 순이다. 지역별 지원대상 경영체는 상대적으로 평야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시설 및 장비 지원 경영체는 전북이 24개로 가장 높

고, 전남이 22개, 충남 15개로 높게 나타난다.

향후 들녘경영체의 다양성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야지역뿐만 

아니라 중산간지대 또는 복합영농지역의 들녘경영체가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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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군별 들녘경영체 현황

단위: 개

시·도 시·군
지원 유형 사업체 유형 전체

사업체
수컨설팅

시설
장비

농가
조직체

농협,
RPC

민간
RPC

전국 67 128 86 127 68 19 214

경기 8 13 5 2 11 5 18

강원 4 5 5 4 5 1 10

충북 5 7 4 5 6 - 11

충남 7 6 15 15 5 1 21

전북 9 29 24 26 19 8 53

광주 1 1 　- 　- 1 -　 1

전남 18 48 22 63 7 0 70

경북 8 14 8 8 11 3 22

경남 7 5 3 4 3 1 8

주: 2015년 3월 기준.

1.2. 설문조사 개요

논농업의 효율화를 통한 들녘경영체 육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까

지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들녘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체의 일반적 특성 

및 현황과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전문조사 기관을 통하여 들녘경영체 대표 

및 총무 등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까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 63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직접면접조사1를 실시하였으며, 55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부 조사항목에는 구성원 수 및 출자액, 영농 면적, 논 

면적, 정부 지원 현황 및 지자체 지원 현황, 기계 및 장비 소유 주체, 수탁 

1 들녘경영체 실태조사는 2015 9. 22.～10. 23.(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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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공동 영농 현황, 공동 작업 범위, 인력 활용, 필요 시설 및 농기계, 주 

수입원,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액, 벼 농작업별 작업수수료 및 토지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들녘경영체의 조직화와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들녘경영체의 사업

효과 및 과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그리고 들녘경영체에 참여하는 대표 농가의 생산비를 조사하여 쌀 생

산의 효율성을 추가로 분석한다.

본 조사는 들녘경영체 운영 및 조직경영 실태와 개별 회원농가의 생산비

를 조사하여 들녘경영체사업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표 4-2. 설문조사 항목

분 야 세 부 항 목

일반현황

ㆍ구성원 수 및 출자액

ㆍ영농 면적, 논 면적

ㆍ정부 지원 현황 및 지자체 지원 현황

ㆍ기계 및 장비 소유 주체, 수탁 규모

ㆍRPC 계약 현황

들녘경영체 조직화
ㆍ공동영농 현황, 공동 작업 범위

ㆍ공동 작업 인력 활용, 필요 시설 및 농기계

들녘경영체 경영성과

ㆍ주 수입원,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액

ㆍ벼 농작업별 작업수수료 및 토지 임차료

ㆍ2014년 매출액 비율

ㆍ이익금 분배 방법

들녘경영체의 사업효과와
과제

ㆍ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모델

ㆍ들녘경영체 역할, 들녘경영체가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

ㆍ들녘경영체 효과

ㆍ지향 모델, 효율적 관리 규모

ㆍ운영상 어려운 점

ㆍ정책 지원 중요성,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

참여 농가 조수입 및
생산비

ㆍ재배면적, 조수입, 생산량

ㆍ생산비

ㆍ노임 단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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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들녘경영체는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포함된 전라권이 25개

(45.5%)로 가장 많고, 충청권(23.6%), 경상권(18.2%) 순이다. 조직주체는 

‘영농조합법인’이 28개(50.9%)로 가장 많고, ‘농업회사법인(23.6%)’ 순이

며, 설립연도는 2000년대가 31개(56.4%)이고, 경영유형에서 ‘쌀 단작’이 

38개(69.1%)로 가장 많다. 이모작 경영체는 11개, 6차산업화 유형이 6개 

정도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경영체는 다양한 경영유형보다는 전형적인 쌀 

중심의 경영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3. 조사 경영체의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전체 55 100.0

지역

경기/강원권 7 12.7

충청권 13 23.6

전라권 25 45.5

경상권 10 18.2

조직주체

영농조합법인 28 50.9

농업회사법인 13 23.6

농협의 조직 5 9.1

임의 조직 9 16.4

위치
평야지역 44 80.0

복합 준 평야지역 11 20.0

경영유형

쌀 단작 38 69.2

쌀+맥류 7 12.7

쌀+원예 2 3.6

쌀 생산, 가공, 판매 6 10.9

쌀+맥류+원예 2 3.6

설립연도

2000년 이전 4 7.3

2001～2010년 이전 31 56.3

2010년 이후 20 36.4

영농경력

10년 이하 7 12.7

11～20년 14 25.5

21～30년 14 25.5

31년 이상 20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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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들녘경영체 경영성과와 조직화

2.1. 일반 현황

2.1.1. 구성원 수 및 출자액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들녘경영체의 평균 구성원 수는 154.6명, 출자액

은 2억 465만 원이다. 사업 참여 개시 연도(147.7명, 1억 7,459만원)보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업 참여 초기의 들녘경영체별 평균 구성원 수는 148명에서 현재 155

명으로 4.7% 증가, 출자액 또한 초기 1억 7,459만 원에서 2억 465만 원으

로 17.2% 증가하였다. 시설 및 장비 등이 법인으로 출자되고, 공동영농 참

여 농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그림 4-1>.

그림 4-1. 조사 경영체의 현황

단위: 명,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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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영농 면적 및 수탁 면적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들녘경영체의 평균 영농면적은 313.1ha이며, 일

반참여농가의 면적(150.3ha)이 가장 넓다. 현재 영농면적은 사업참여 개시 

연도 235.1ha에서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313ha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업 초기 들녘경영체의 영농면적에서 일반 참여농가의 면적은 122.9h에

서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150.3ha로 22% 증가하였다. 들녘경영체 중심으

로 지역의 일반 참여 농가의 공동영농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일반 농가의 

조합원 참여율 또한 확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령화, 영농의 편의성과 경

영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4-2>.

그림 4-2. 들녘경영체 영농면적

단위: ha

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단지에서 차지하는 현재 평균 ‘논 면적’은 256.1ha

로 소유 면적이 임차 면적보다 넓다. 전체 영농면적(313.1ha) 중 논 면적의 

비율은 81.7% 정도이다. 완전수탁 면적과 임차면적은 각각 60ha 정도이다.

사업참여 초기보다 현재 완전수탁면적은 17ha 증가하였고, 임차면적은 각각

10ha 정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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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경운. 정지. 이앙

들녘경영체 법인의 소유면적은 참여 초기 14.7ha에서 현재 16.4ha로 

11.6% 증가한 반면 조합원 소유 면적은 100ha에서 122ha로 21.8% 증가하

였다. 그리고 완전수탁 작업은 들녘경영체의 조합원 중심으로 면적이 확대

되고 있다<표 4-4>.

표 4-4. 공동 영농면적에서 논의 비중

단위: ha, %

구분 사업참여 개시 연도(A) 2015. 3.(B)
증감 비율
(B-A)/A

합계 207.3 259.5 25.1

소유면적
법인 14.7 16.4 11.6

조합원 100.4 122.3 21.8

임차면적
법인 9.8 9.9 1.0

조합원 39.5 50.5 27.8

완전수탁
법인 3.0 6.1 103.3

조합원 39.9 54.3 36.1

그림 4-3.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수탁면적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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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경영체의 작업별 수탁규모에서 ‘경운, 정지, 이앙’은 사업초기 

62.9ha에서 현재 81.6ha로 증가하였고, ‘육묘’는 사업초기 46.8ha에서 현재 

87.7ha로 증가, ‘방제’는 사업초기 143.2ha에서 현재 182.6ha로 증가, ‘수

확’은 사업초기 52.8ha에서 현재 83.6ha로 증가하였다. 수탁규모 증가율 면

에서 보면, 육묘(87%), 수확(58.3%), 경운-정지-이앙(29.7%), 방제(27.5%)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3>.

2.2. 경영 성과

2.2.1. 경영체 주 수입원(2014년 매출액 기준)과 경영수지

들녘경영체의 주 수입원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쌀 생산 판

매’(63.6%), ‘수위탁작업수수료’(21.8%), ‘복합작물 생산’(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복합작목, 가공 등 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

다<그림 4-4>.

그림 4-4. 들녘경영체의 주 수입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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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경영체의 경영수지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녘경영체별 쌀 생산과 수탁작업으로 발생하는 수

입은 2012년 18억 1,800만 원에서 2013년 21억 2,500만 원 그리고 2014년 

25억 1,800만 원으로 38.5% 증가하였다. 들녘경영체의 주요 수입원에서 

수수료의 비율은 2012년 25.7%, 2013년 27.1%, 2014년 25.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개년의 수입 증가는 수수료, 쌀 생산 경영비 절감, 쌀의 계약

재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5>.

그림 4-5. 들녘경영체의 경영수지(2012~2014)
단위: 백만 원, %

2.2.2. 2014년 매출액 비율과 이익금 분배 방식

2014년 부문별 매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들녘경영체의 주요한 매출액은 

쌀 생산과 작업 수수료이다. ‘쌀’(6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작업 수

탁수수료’가 22.7%로 높다.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관련한 사업은 미약한 

수준이다. 쌀 생산과 수수료 수입을 제외한 ‘가공’은 전체 매출액에서 1%

정도, ‘동계작물’, ‘원예작물’이 3.6%, ‘유통’은 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들녘경영체는 지원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 농민

과 법인 참여 농가의 쌀 생산과 관련한 공동작업과 수탁작업의 단계에 머

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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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배당,

그림 4-6. 들녘경영체의 매출액 비율(2014년)

단위: %

들녘경영체의 이익금 분배 방식에서 이익금이 없다는 비율은 43.6%로 

높다. 현재 대부분의 들녘경영체의 경영활동으로 창출한 수입은 조합원 및 

공동작업 참여 농가 중심으로 정산하고 있다. 지원된 시설과 장비의 관리

와 갱신에 필요한 자금적립이 미흡한 상황이다<그림 4-7>.

그림 4-7. 들녘경영체의 이익금 분배방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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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직화

2.3.1. 공동영농 현황 

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 현황을 보면, 사업지원 초기보다 현재 경영체별 

공동작업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마을단위의 공동영농은 미흡하다. 지

원사업 장비(육묘, 방제) 관련 농작업만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67.3%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다. 쌀 생산과 관련하여 육묘와 방제를 

제외한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 타 농작업도 부분적 공동 작업한다는 응

답은 27.3% 수준이고, 쌀 생산 관련 농작업에서 이앙에서 출하까지 전체 

공동 작업한다는 응답은 5.5%로 낮다<그림 4-8>.

그림 4-8. 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 현황

단위: %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공동영농 실태를 보면, 공동 작업비율은 ‘방

제’(83.6%)와 ‘육묘’(78.2%)가 다른 작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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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공동영농 실태

단위: %

2.3.2. 공동영농 필요 시설 및 농기계

공동작업과 관련하여 들녘경영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및 농기계는 ‘대

형 농기계’(41.8%)의 비율이 가장 높다(1순위 기준). 다음으로 ‘창고’, ‘저

장시설’ 및 ‘도정시설’ 등이고, 들녘경영체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장비인 대

형농기계의 부속장비(예를 들면 랩사일지 관련 농기계) 등 ‘부속 농기계’의 

선호 비율도 높다. 복합영농에 필요한 부속장비의 선호가 중산간지대 경영

체일수록 높다.

그림 4-10. 들녘경영체 필요 시설 및 농기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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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들녘경영체 사업효과와 과제

3.1. 비용절감 효과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수수료를 보면, 들녘경영체의 시설 및 장비의 

지원으로 농작업별 작업수수료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필지(40a, 1,200평)당 들녘경영체의 농작업별 수수료는 지역 내 평균 수수

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완전 수탁기준으로 보면, 지역 내 수수료

에 비하여 11.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표 4-5.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수수료

단위: 천 원/1필지(1,200평, 40a), %

구 분 들녘경영체 지역 내 수수료 증감 비율

경운 139 144 3.6

정지 187 162 -13.4

이앙 151 164 8.6

경운·정지·이앙 361 387 7.2

육묘 248 288 16.1

방제 77 89 15.6

수확 235 255 8.5

완전수탁 936 1,046 11.8

농지 임차료(이모작) 1,219 1,228 0.7

농지 임차료(이모작 불능) 1,036 1,053 1.6

특히, 시설 및 장비 지원 들녘경영체의 육묘와 방제 부문에서 생산비 절

감이 달성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육묘와 방제 부문의 비용절감 효과는 1필

지(40a)당 15~6% 정도 발생하고 있다<그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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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경영체          지역 내 평균 수수료          증감 비율

육모

방제

그림 4-11.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수수료 차이

단위: 천 원/ 1필지(40a)

3.2. 지역사회에서 역할

들녘경영체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주요한 역할에서 농업 관련 ‘정보 

제공’(87.3%), ‘농가 소득원 개발’(80.0%), ‘사회활동’(78.2%)이 다른 역할

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들녘경영체의 농작업 수탁 등으로 ‘농가 일자리 

창출(63.6%)’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들녘경영체가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 마을단위 영농활동에만 역

할을 한정하지 않고, 영농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점에서 들녘경영체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들녘경영체 이익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마을 행사 등의 기부금으로 활용하고, 상대적 중장년층이 많이 

분포하므로 사회활동(마을 정비 등)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

림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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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그림 4-12. 들녘경영체의 지역사회 역할

단위: %

들녘경영체가 직접적으로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영농의 

편의성 증대’(92.7%), ‘영농비용 절감’(92.7%)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마을주민 간 협력 및 유대강화’(85.5%), ‘노력절감’(83.6%),

‘고령에도 영농지속’(83.6%)등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에 공감대가 높

다. 그러나 ‘농업소득 증대’(76.4%)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들녘경영체의 육성으로 실제 영농의 

비용절감과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향후 지역 및 농업의 유지를 위해

서는 추가적인 소득원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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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76.3%

83.7%

마을주민 간 협력 및 유대강화

그림 4-13. 들녘경영체의 지역농업 영향

단위: %

3.3. 들녘경영체 유형별 비교

들녘경영체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① 들녘경영체 위치(평야지역,

준평야 지역), ② 들녘경영체 경영유형(쌀 단작, 쌀+이모작, 쌀생산+가공·

판매), ③ 들녘경영체 주수입원(농작업수탁 수수료, 쌀 생산판매, 쌀 가공

사업)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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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유형별 들녘경영체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전체 55 100.0

위치
평야지역 44 80.0

복합 준평야지역 11 20.0

사업유형

쌀 단작 38 69.1

쌀+이모작(맥류, 원예) 11 20.0

쌀 생산+가공·판매 6 10.9

주: 조사대상 전체 들녘경영체는 55개이지만, 교차분석 결과 주수입원 문항에 결측값이 

발생하여 51개로 분석하였음.

유형별 들녘경영체의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중심으로 표를 제시함.

들녘경영체의 발전방향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 및 장비지

원 대상 들녘경영체를 위치,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들녘경영체의 자료가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밀한 분석결과보다는 

유형별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들녘경영체의 위치별 특성에서 전체 55개 경영체에서 44개가 

‘평야지역’(80%)이, 사업유형에서 ‘쌀 단작’(69.1%)이 각각 높은 비율로 나

타났다.

3.3.1. 들녘경영체 위치별 특성

들녘경영체의 위치에 따른 유형에서 평야지대와 준평야지대(중산간지

대)별 경영체의 출자액의 차이가 있다. 평야지대보다 상대적으로 복합영농

의 비율이 높은 준평야지대(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들녘경영체의 출자액이 

높다. 이는 준평야지대의 들녘경영체이 제한된 쌀 재배면적 등으로 쌀 소

득을 보완하기 위하여 타 사업 부문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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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지대별 출자액 현황

단위: %

구분

현재 출자액

전체
0원 5천만 원

5천만∼
1억 원

1억∼
2억 원

2억 원
초과

지대별

평야
지대

빈도 10 9 5 8 6 38

행 비율 26.3 23.7 13.2 21.1 15.8 100.0

준평야
지대

빈도 0 2 5 3 1 11

행 비율 0.0 18.2 45.4 27.3 9.1 100.0

전체
빈도 10 11 10 11 7 49

비율 20.4 22.5 20.4 22.4 14.3 100.0

주:   = 7.785(0.100)

지대별 들녘경영체가 지향하는 모델은 평야지대는 ‘고품질친환경단지’

가 40.9%로 가장 높고,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경영체는 ‘논이모작 및 타작

목재배’ 및 ‘가공과 유통의 계열화‘가 각각 3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야지대보다 상대적으로 중산간지대일수록 복합화 경영에 대한 열

의가 높다<표 4-8>.

표 4-8. 지대별 들녘경영체를 지향하는 경영모델 현황

단위: %

구분

지향하는 경영모델

전체쌀
단작

고품질
친환경
단지

논이모작
및

타작물재배

쌀 생산-
가공-
유통의
계열화

타사업
도입

지대별

평야
지대

빈도 10 18 2 13 1 44

행 비율 22.7 40.9 4.5 29.5 2.3 100.0

준평야
지대

빈도 1 1 4 4 1 11

행 비율 9.1 9.1 36.4 36.4 9.1 100.0

전체
빈도 11 19 6 17 2 55

비율 20.0 34.5 10.9 30.9 3.6 100.0

주:   = 12.82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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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들녘경영체 사업유형별 특성

들녘경영체 경영유형별 구성원 수를 보면 ‘쌀 단작’ 중심의 경영체는 구

성원 수가 ‘100명 이하’가 52.6%로 가장 높고, ‘쌀+이모작’은 ‘101～200

명’, ‘쌀 생산+가공+판매’는 ‘401명 이상’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복합영농(생산+가공+판매) 중심의 들녘경영체는 대규모의 물량을 활용

한 가공, 유통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들녘경영체의 참여규모가 단작 중

심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4-9>.

표 4-9. 사업유형별 들녘경영체 구성원 수 현황

단위: %

구분

현재 구성원 수

전체100명
이하

101∼
200명

201∼
400명

401명
이상

경영
유형

쌀 단작
빈도 20 10 7 1 38

행 비율 52.7 26.3 18.4 2.6 100.0

쌀+이모작
빈도 4 4 3 0 11

행 비율 36.4 36.4 27.2 0.0 100.0

쌀 생산+
가공+판매

빈도 2 2 0 2 6

행 비율 33.3 33.3 0.0 33.4 100.0

전체
빈도 26 16 10 3 55

비율 47.2 29.1 18.2 5.5 100.0

주:   = 12.389(0.054)

들녘경영체 사업유형별 영농면적은 ‘쌀 단작’ 중심의 경영체는 영농면적

이 ‘201~400ha’가 42.1%로 가장 높고, ‘쌀+이모작’은 ‘101~200ha’가 36.4%

로 가장 높고, ‘쌀 생산+가공+판매’는 ‘400ha 초과’가 50.0%로 가장 높다

<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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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사업유형별 들녘경영체 영농면적 현황

단위: %

구분
현재 영농면적

전체
50ha

51∼
100ha

101∼
200ha

201∼
400ha

401ha
∼

사업
유형

쌀 단작
빈도 2 6 11 16 3 38

행 비율 5.3 15.8 28.9 42.1 7.9 100.0

쌀+이모작
빈도 0 3 4 1 3 11

행 비율 0.0 27.3 36.4 9.1 27.3 100.0

쌀 생산+
가공+판매

빈도 0 0 2 1 3 6

행 비율 0.0 0.0 33.3 16.7 50.0 100.0

전체
빈도 2 9 17 18 9 55

비율 3.6 16.4 30.9 32.7 16.4 100.0

주:   = 12.835(0.118)

들녘경영체 사업유형별 지향하는 경영모델은 '고품질친환경단지'가 34.5%,

‘쌀 생산-가공-유통 계열화’가 30.9%가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경영유형별

로 보면, ‘쌀 단작’형은 ‘고품질친환경 단지’가 47.4%, ‘쌀 생산-가공-유통 

계열화’가 26.3%, ‘쌀+이모작’형은 ‘쌀 생산-가공-유통 계열화’가 45.5%, ‘쌀 

생산+가공+판매’형은 ‘쌀생산-가공-유통 계열화’와 ‘타 사업 도입’이 큰 비중

을 점하고 있다. 들녘경영체가 고품질친환경 단지로의 지향성이 높은 편이나,

한편으로는 쌀 생산+가공+판매 계열화로의 사업확대 의향도 엿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쌀 생산+가공+판매 계열화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

우는 타 사업 부문의 도입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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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경영유형별 들녘경영체 지향 경영모델

단위: %

구분

지향하는 경영모델

전체쌀
단작

고품질
친환경
단지

논이모작
및

타 작물
재배

쌀
생산-가공-
유통의
계열화

타
사업
도입

사
업
유
형

쌀 단작
빈도 9 18 1 10 0 38

행 비율 23.7 47.4 2.6 26.3 0.0 100.0

쌀+이모작
빈도 1 1 4 5 0 11

행 비율 9.1 9.1 36.4 45.4 0.0 100.0

쌀 생산+
가공+판매

빈도 1 0 1 2 2 6

행 비율 16.7 0.0 16.7 33.3 33.3 100.0

전체
빈도 11 19 6 17 2 55

비율 20.0 34.6 10.9 30.9 3.6 100.0

주:   = 33.350(0.000)

3.4. 들녘경영체의 과제

3.4.1. 운영상 어려운 점

현재 들녘경영체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수익성 확보’(36.4%)와 ‘조합원

의 합의 도출’(25.5%)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회계 등 복잡한 관

리업무, ‘회원농가의 법인에 대한 이해’ 등에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마을단위(지역단위) 중심으로 공동영농과 들녘경영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체의 수익성 확보와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도출

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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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41.9

83.7%

72.8%

그림 4-14. 들녘경영체 운영의 애로사항

단위: %

3.4.2. 정책 지원사업 중요도

향후 들녘경영체의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기계 및 시설장비 지원 확

충’(96.4%), ‘계약재배 확대 지원’(90.9%), ‘농지임대차 지원 강화’(89.1%),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85.5%)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및 기계·시설측면과 들녘경영체의 경영발전을 위한 지속적

인 컨설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인다<그림 4-15>.

그림 4-15. 들녘경영체 관련 정책 지원사업 중요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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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 경영성과 및 생산비용

4.1. 경영개요 

들녘경영체 참여 대표농가의 경영성과와 생산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들

녘경영체 대표 참여 농가 20호를 대상으로 쌀 생산비용을 조사하였다. 참

여 농가의 평균 논 재배면적은 약 1,125a이고, 2014년 필지(40a)당 쌀 판매

수입 368만 원, 생산량은 2,807kg이다<그림 4-16>.

그림 4-16. 들녘경영체 참여 개별농가의 경영 개요

단위: 평, 만 원/40a, kg/40a

4.2. 생산비

참여 농가의 2014년 필지(40a)당 생산비는 228만 원이며, 이 중 ‘토지 

임차료’(57만 원)와 ‘농기계감가상각비’(39만 원)가 다른 비용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참여 농가의 10a당 쌀 생산비는 57만 원으로 전국 논벼 생

산비 72만 원(2014년 통계청)보다 약 20% 절감되고 있다<그림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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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기계     유류 및        고용         토지
생산비용                                     감가비     전기비       노임비       임차료

228

22 24 22
39

22
14

57

55만 원/10a

복합 준 평야지역평야지역

60만 원/10a

그림 4-17. 개별 농가의 작업단계별 생산비

단위: 만 원/40a

특히,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유형별 생산비에서 평야지역은 55만 원,

복합준평야지역은 60만 원으로 평야지역이 준평야지역보다 비용절감 효과

가 높다<그림 4-18>.

그림 4-18.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지대별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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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 생산 효율성 분석2

들녘경영체 참여 생산자 20명3을 대상으로 본인 직영으로 진행한 벼농

사 생산비를 조사하여 개별 농가의 생산효율성을 분석하였고, 생산효율성

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투입요소는 육묘비, 농약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고용노동력 노임 등이고, 산출요소는 쌀판매수입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쌀 생산과 관련한 기술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수준은 규모수익불

변(CRS)과 가변(VRS)을 적용, 2014년 기준 투입 요소에서 ‘육묘비’는 평

균 972만 원, ‘농약비’는 887만 원, ‘농기계 감가상각비’는 1,567만 원, 고

용노동력 노임은 531만 원, 그리고 산출요소에서 쌀 판매수입은 1억 4,404

만 원이다.

표 4-12. 기초 통계량

단위: 개, 만 원 

구분 표본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투입
요소

육묘비 20 135 3,750 972.95 1,085.8

농약비 20 120 4,500 887.80 1,089.7

농기계 감가상각비 20 50 5,000 1,567.50 1,178.7

고용노동력 노임 20 70 1,500 531.50 418.4

산출요소 쌀 판매수입 20 4,500 45,000 14,404.50 9,218.4

CRS 효율성 20 .1844 1.0000 .690515 .2902592

VRS 효율성 20 .2501 1.0000 .776395 .2835727

SE(규모) 효율성 20 .5561 1.0000 .872285 .1309997

2 본 연구에서 들녘경영체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 질문은 조

사대상 55개 들녘경영체의 대표자, 총무 등 간부를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하였다. 특히 시설 및 장비의 지원으로 들녘경영체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들녘경영체에 참여하는 대표 조합원(대표자, 총무 등 임직원)의 개

별 농가(20개 농가) 쌀 생산비를 추가로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영성과와 생산비용 분석에서 해당 자료의 제약으로 

통계적 대표성 등 자료 이용의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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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의 효율성은 작업에 투입되는 주요한 투입요소 사용량의 비례 감

소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을 계산하는 투입지향 DEA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할 경우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6905이고,

규모에 대한 수확가변을 가정할 경우 순수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7764,

기술효율성과 순수 기술효율성의 비율로 계측한 규모효율성의 평균은 

0.8723이다. 쌀 생산농가별 투입요소 대비 산출의 효율성에서 개별 농가별 

기술수준과 규모효율성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녘경영체 참여 개별 농가의 쌀 생산 효율성에서 기초적인 기술효율성

과 함께 개별 특성변수가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경영의 특성변수를 활용한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DEA로 도출된 효율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 행렬을 계산하였다.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

과의 상관계수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효율성 분석에서 개별 경영체(농가)의 비효율의 원인은 기술수준의 차이

와 적합한 규모의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농가의 평균적인 

기술효율성은 0.6905로, 기술수준에서 30%의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

표 4-13. 순위상관관계 비교

기술효율성(CRS) 순수기술효율성(VRS) 규모효율성(SE)

기술효율성 1.0000

순수기술효율성
0.9449

(0.0001)*
1.0000

규모효율성
0.6387

(0.0024)*

0.3762

(0.1021)*
1.0000

주: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들녘경영체의 실태 분석  59

표 4-14. 쌀 생산의 효율성

구 분
기술 효율성
(CRS)

순 기술효율성
(VRS)

규모 효율성
(SE)

규모수익
(Return to scale)

DMU1 0.8174 1.0000 0.8174 IRS

DMU2 1.0000 1.0000 1.0000 CRS

DMU3 0.2650 0.3088 0.8582 IRS

DMU4 0.8450 1.0000 0.8450 IRS

DMU5 1.0000 1.0000 1.0000 CRS

DMU6 0.2647 0.4760 0.5561 DRS

DMU7 0.6667 0.7727 0.8628 IRS

DMU8 0.3877 0.3882 0.9987 IRS

DMU9 1.0000 1.0000 1.0000 CRS

DMU10 0.2487 0.3476 0.7155 IRS

DMU11 1.0000 1.0000 1.0000 CRS

DMU12 0.7941 0.9926 0.8000 IRS

DMU13 1.0000 1.0000 1.0000 CRS

DMU14 0.1844 0.2501 0.7373 DRS

DMU15 0.4701 0.5505 0.8540 DRS

DMU16 0.7423 0.7622 0.9739 IRS

DMU17 0.6697 1.0000 0.6697 IRS

DMU18 0.8138 1.0000 0.8138 DRS

DMU19 0.6407 0.6792 0.9433 IRS

DMU20 1.0000 1.0000 1.0000 CRS

그리고 20개 경영체에서 규모효율성이 1인 농가는 6개이고, 비효율의 원

인이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인 농가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농가는 규모

에 대한 수확체증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개별 농가별 효율성의 요인분석과 관련하여 효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치는 변수 이외 특성변수를 활용한 분석에는 T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종

속변수는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값의 역수를 이용하고, 설명변수는 

농가의 위치(벼 단작 평야지역, 벼 복합 준평야지역), 개별 농가의 영농경

력, 쌀 생산의 계약재배 유무 등이다.

개별 쌀 생산농가의 효율성 요인분석에서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모두 농가 지대유형과 계약재배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농가 영농경

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만약 쌀 생산과 관련한 조건이 일정하다면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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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준평야지대와 영농 경력이 많고, 지역의 조합 등과 생산된 쌀의 계약

재배 할수록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5. Tobit 모형을 통한 효율성 요인분석

구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농가 지대유형

농가 영농경력

계약재배유무

상수항

Pseudo R2

Log likelihood

3.2810*

0.0227

-2.5725*

-0.0063

0.22

-24.94

4.16

0.71

-2.41

-0.01

2.7573*

0.0133

-1.6094*

-0.6484

0.31

-17.36

-2.97

1.40

-2.45

4.77

주: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기술효율성이 1인 경영체가 속해있는 조직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4개)와 작목반 등 임의조직(2개)이고, 주 수입원이 ‘수탁작업 수수료’

인 곳은 4개 경영체(23.5%), ‘쌀 생산판매’인 곳은 1개 경영체(5.9%)이다.

표 4-16. 주 수입원과 효율성

구분

주 수입원
전체
비율수탁작업

수수료
쌀생산
판매

기술효율성

비효율
농가

빈도 3 9 12

비율 17.6 52.9 70.5

효율
농가

빈도 4 1 5

비율 23.5 5.9 29.4

전체
빈도 7 10 17

비율 41.2 58.8 100.0

주:   = 4.40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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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술효율성이 1인 경영체의 경영유형은 ‘쌀 단작생산’이 10개(50%)로 

가장 높다. 들녘경영체에 속해 있는 개별 경영체 중 쌀 단작 중심의 경영

체가 기술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경영유형과 효율성

경영유형

전체쌀 단작
생산

쌀+이모작

순기술효율성

비효율
농가

빈도 7 3 10

비율 35.0 15.0 50.0

효율
농가

빈도 10 0 10

비율 50.0 0 50.0

전체
빈도 17 3 20

비율 85.0 15.0 100.0

주:   = 3.529(0.060)

들녘경영체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쌀 생산 기술수준이 높은 농가

를 조직화하여 기술수준에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연중 농가의 새로운 소

득 창출을 위한 복합영농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들녘경영체 정책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제한적인 시설(육묘장과 

방제기)을 지원하여 생산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일차적 수준에 머물러 있

다. 시설 및 장비의 지원과 함께 들녘경영체 조직화 및 공동영농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향후 들녘경영체 지원 정책은 조직화 지원

과 시설 및 장비의 추가 지원 등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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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결과 시사점

5.1. 요약

쌀 생산과 관련하여 시설 및 장비가 지원된 ‘육묘’의 수탁면적이 수확과 

기타 작업면적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육묘’는 사업초기 46.8ha에서 현재 

87.7ha로 87% 증가하였다. ‘경운·정지·이앙’ 수탁면적은 사업참여 초기 대

비 29.7%, 수확은 58.3% 증가하였다.

공동영농은 ‘지원사업 장비 관련 농작업만 공동작업’(67.3%)한다는 비율

이 가장 높다. 현실적으로 육묘장과 방제기를 지원받은 들녘경영체는 지역

단위 조직을 만들어 해당 조합원에게 육묘장과 방제기를 공동으로 이용 및 

활용하고 있다. 쌀 생산과 관련하여 ‘육묘’와 ‘방제’를 제외한 ‘경운·정지·

이앙’, ‘수확’ 등 농작업의 부분 공동 작업은 27.3% 수준이고, 쌀 생산관련 

농작업에서 이앙에서 출하까지 전체 공동 작업하는 비율은 5.5%로 낮다.

들녘경영체의 시설 및 장비의 지원으로 부분적인 공동영농으로 벼 농작

업별 작업수수료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육묘’는 

1필지당 들녘경영체에서는 24만 8,000원이 소요되지만 들녘경영체가 있는 

지역의 평균 육묘 비용은 28만 8,000원으로,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육묘 

비용이 지역 내 비참여 농가의 육묘 비용보다 16.1% 절감된다. 그리고 ‘방

제’는 1필지당 들녘경영체에서는 7만 7,000원이 소요되지만 들녘경영체가 

있는 지역의 평균 방제 비용은 8만 9,000원으로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방제 비용이 지역 내 비참여 농가의 방제 비용보다 15.6% 절감된다.

들녘경영체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주요한 역할에서 농업 관련 ‘정보 

제공’(87.3%), ‘농가 소득원 개발’(80.0%), ‘사회활동’(78.2%)이 다른 역할

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들녘경영체의 농작업 수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도 창출(63.6%)’에도 기여하고 있다.

들녘경영체가 직접적으로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농의 편의성 

증대’(92.7%), ‘영농비용 절감’(92.7%)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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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장비의 지원으로 쌀 생산과 관련한 육묘, 방제의 비용절감과 노동편

의성 증대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들녘경영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부분 찬성(‘매우 찬성’+‘찬성하는 편’: 87.3%)하고 있다. 제한된 장비와 

시설을 통한 육성모델의 개발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모델육성과 육

성모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쌀 단작중심의 지역과 

복합영농(중산간 지대)지역간 발전 모델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현재 들녘경영체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수익성 확보’(36.4%)와 ‘조합원

의 합의 도출’(25.5%)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법인체로 경영을 

영위하기 위한 회계업무, 경영전문성 확보 등이다. 마을단위(지역단위) 중

심으로 공동영농과 들녘경영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체의 

수익성 확보와 공동영농의 활성화가 필수요건이다.

향후 들녘경영체의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기계 및 시설장비 지원 확

충’(96.4%), ‘계약재배 확대 지원’(90.9%), ‘농지임대차 지원 강화’(89.1%)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참여 농가의 2014년 필지(40a)당 생산비는 228만 원이며, 이 중 ‘토지 임

차료’(57만 원)와 ‘농기계 감가상각비’(39만 원)가 다른 비용에 비해 높은 편

이다. 그리고 참여 농가의 10a당 쌀 생산비는 57만 원으로 전국 논 벼 생산

비 72만 원(2014년 통계청)보다 약 20% 절감되고 있다. 특히,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유형별 생산비에서 평야지역은 55만 원, 복합준평야지역은 60

만 원으로 평야지역이 준평야지역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높다.

5.2. 시사점

들녘경영체가 쌀을 포함한 식량생산의 주체로 농가의 조직화, 농지의 단

지화를 통한 공동경영·공동작업을 통하여 일정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성과에 한계가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단순히 지원사업인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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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타 작업은 경영체 구성원 각자가 개

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비용절감효과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들녘경영체가 시설 및 장비의 지원으로 단순히 쌀 

생산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소득원의 발굴과 지

역농업의 유지 및 지역공동체의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지역농업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과 수탁작업에서 가공 및 유통 등 6차산업화의 도입과 지역의 유휴노

동력을 활용한 새로운 작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들녘경영체 회원 

중심의 공동영농에서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 공동영농으로 확장하기 위

해, 컨설팅 및 교육과 추가적인 장비와 시설의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업이 쌀 경영체의 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의 품목 특

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득개발을 통한 지역 공동경영체로 발전은 미미하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경영체로 발전과 유휴노동력 및 지역

지원을 활용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이 부족하다.

들녘경영체의 유형에서 평야지역일수록 쌀 단작의 비율이 높고, 준평야

지대일수록 복합영농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쌀 단작 중심의 평야지역은 

쌀 전문단지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준평야지역은 가공, 유통 등이 포함된 

복합영농단지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들녘경영체의 지원과 육성사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시설 및 장비의 지원방향은 지역별 들녘경영체의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 컨설팅은 단발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녘경영체가 공동영

농 확대와 지역의 중추적인 영농 경영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리더와 

조직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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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락영농 육성정책 동향

1.1. 집락영농의 개념

일본의 집락영농은 집락을 단위로 농업생산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농

작업에 대한 합의하에 공동화, 통일화하여 실시하는 영농을 의미한다. 일

본은 집락영농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통계부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여 매년 3월 말에 공표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춘 집락조직을 집락영농조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 5-1>에 의하면, (1)과 (2)는 집락영농조직에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유형이고, (3)은 농기계의 소유뿐만 아니라 작물의 작부체계의 결정

과 농작업의 이용계획도 집락영농조직에서 결정하는 유형이다. (4)는 구성

원의 농지를 대상으로 집락영농조직에서 작부체계의 계획을 세우고, 영농

주체에게 특정 농작업을 위탁하는 유형이다. (5)는 기계화작업 이외의 농

작업을 농가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형으로, 공동방제작업 등을 실시한

다. (6)은 전작지의 단지화를 계획하는 유형의 집락영농조직이다. 따라서 

4 동국대학교 황재현교수에게 위탁한 원고와 현지 합동 출장조사에서 수집된 자

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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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락영농은 농작업의 일부를 공동화하는 임의 생산조직 형태부터 법인격 

경영체로서 경영의 완결성을 갖춘 조직까지 포괄적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표 5-1. 집락영농조직의 통계상의 요건

구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집락에서 실시하고 있을 것

(1) 농업용 기계를 공동소유하고, 참가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함.

(2)
농업용 기계를 공동소유하고, 오퍼레이터조직이 기간작업을 수탁하여

기계를 이용함.

(3)
집락의 농지를 1개의 농장으로 하여, 집락 내 영농을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함.

(4)
영농주체에게 농지집적, 농작업 위탁을 실시하여 집락단위로 토지이용

과 영농을 추진함.

(5) 농가의 노동력 제공에 의해 기계화 작업 이외의 공동 농작업을 실시함.

(6) 전작지의 단지화 등 집락 내의 토지이용조정을 실시함.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내부자료.

이와 같이 일본의 집락영농은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약체화에 대응하여 

집락(마을)의 농가가 협력해서 영농을 실시하는 경영형태로 지역자원을 공

동으로 유지·관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농업생산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에 한정되어 왔으나, 최근 농업생산활동에 

덧붙여 농산물의 가공·유통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여 지역재생·활

성화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주체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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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동향

1.2.1. 정책의 경과 

1960년대 후반 몇 개의 현에서 집락영농의 조직화를 지원하면서 비롯된 

집락영농은 소규모겸업농가지역 및 중산간지역에서 집락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집락영농의 확산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집락영농을 중

앙정부의 정책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며, 1992년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

책’(신농정)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경영체’에 개별경영체와 집락영농을 

포함한 조직경영체의 양립방향을 제시하였고,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

본법 에서는 집락영농을 ‘과도적 존재’로서 위치 설정, 대구획포장정비로 

농지집적(30% 이상)의 요건으로 조직화 지원(기계설비 90% 보조), 소수 

니나이테 중심의  전작수탁조직이 설립(전작지의 단지화) 등 집락영농 지

원시책이 개발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집락영농을 경영체로 육성하는 시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에 이른다.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집락영농을 니나이테로 설정

하여 본격적으로 경영주체로서 명확히 하였다. 2002년 ‘쌀정책대강’, 2004

년 ‘쌀 정책개혁’에 집락영농 중 일원적 경리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내 

법인화하는 등의 요건을 전제로 ‘집락경영체’를 경영주체로 인정하는 한

편, 정책적 육성을 도모하였다. 2005년부터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집

락영농실태조사’에 의한 집락영농 통계사업이 실시되고, 2007년 이후 논농

업 정책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개별경영체’, ‘집락경영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2007년 ‘수전경영소득안정대책’(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에서 20ha

이상의 규모요건을 갖춘 조직체를 ‘집락경영체’로 인정하고, 집락영농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집락영농이 급증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인정농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체로서 4ha 이상을 소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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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락경영체로서 20ha를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겸업농가가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려면 규모요건으로서 20ha 이상의 집락영농에 참여해야 한다.

2007년의 ‘경영소득안정대책’에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 과도한 시책

으로 정책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1년의 ‘호별소득보상제도’에서는 

규모요건을 철회하는 대신, 쌀에서의 전작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게 되면

서, 전작을 중심으로 한 집락영농이 증대하였다. 호별소득보상제도상의 집

락영농 우대조치를 신설하여 교부대상면적에 개별농가는 판매액에 자가소

비분 ‘10a 공제’를 하는 반면, 집락영농에 참여할 경우 ‘10a 공제’ 면제 혜

택을 부여하여 집락영농 참여농가가 소득향상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1.2.2. 현 정책의 방향 및 정책지원 내용

현 단계의 경영체 정책방향은 인정농업자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추진, 농

업경영의 법인화 촉진, 경영의 복합화·다각화 추진으로 함축된다.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 확립을 위해서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장래 인정농업자로 예상되는 ‘인정신규취농자’,

장래 법인화하여 인정농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락영농’에 대하여 

중점적인 경영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집적·집약화의 촉진, 경영안정소득대책, 출자, 융자, 세제등 경영발

전의 단계 및 경영의 상태에 따라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조개

혁의 진전사항을 파악하고, 경영발전에 필요로 하는 분석 및 검증 실시,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가족경영, 집락영농을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요 골자이다.

그리고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락영농을 포함한 육성대상 경영

체 즉, 인정농업자에 대하여 경영여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연계하

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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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집락영농 지원제도 요약

사업

내용
지원제도와 지원내용

경영

안정화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

: 쌀의 적자보전 및 전작작물(보리, 콩)에 대한 영농안정 지원제도 활용

가능, 집락영농으로 신청 시 개별농가 신청 시보다 교부금을 가산해

서 지급함.

농기계

도입

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집락영농조직이 필요로 하는 농업용기계 도입 시 경비에 대해 50% 보

조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규모확대

규모확대가산교부금

: 조직화를 통해 집락영농의 경영규모가 확대되면, 농지이용원활화사

업을통해 규모확대가산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음.

농지·농업

용수의

유지·보전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 중산간지역의 경우 집락영농에게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농지·물 보전관리지불교부금

: 지역공동으로 조직화하여 농지·농업용수·농업용수로 등을 관리하면

지원하는 제도

6차산업화

추진

6차산업화 종합추진사업

: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신상품의 개발 및 계획 수립 시 지원하는 제도

자금융자

경영체육성강화자금, 농업근대화자금

: 5년 내 법인화하는 집락영농에 대해 장기운전자금(농기계, 농업용

시설 등)을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제도

농업개량자금

: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대해 집락영농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무이자

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

세제혜택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 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농지, 농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세제상의 특례

조치를 적용하는 제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내부자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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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책상의 집락영농조직의 요건 및 조직화 절차 

1.3.1. 정책상의 집락영농조직 요건 

먼저, 집락영농의 요건은 집락영농의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가입요건과 

일치한다. 복수의 농가로 구성되고,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를 정할 것(법인

화)과 공동판매경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의한 일원적 경

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락영농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고, 조직에서 판매한 농산물 대금 및 교부금이 불입

되고, 조직에서 구입한 자재비, 노임, 배당 등이 지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의조직은 정책상의 인정농업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 단, 향후 5년 

내 법인화 계획을 수립한 조직에 대해서 법인화 관련 컨설팅 및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1.3.2. 조직화 절차

집락영농의 조직화 절차는 ① 집락의 농가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집락영

농의 동의를 받고 조직만들기에 대한 협력 요청, ② 시정촌사무소, 지역농

업재생협의회 등과 상담을 통해 조직만들기 대한 협력 요청, ③ 조직의 운

영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여 규약을 작성, ④ 설립총회 개최의 순으

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농협, 관련단체의 유기적인 지원체계

가 구축된다.

1.3.3. 집락영농의 법인화

집락영농을 법인화할 경우 설립등기와 관련한 수속 및 전문가 상담료 등 

비용에 대하여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추진사업에서 1법인당 40만 엔을 

지원하며, 집락영농에 대한 연수회 등의 개최경비를 도도부현 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법인의 형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사조합법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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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당초 주식회사제도 도입 이

전에 유한회사제도가 있었으나 외부 인력·자본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폐지하였다.

2. 집락영농의 동향과 실태

2.1. 집락영농 동향

전체 집락영농의 수는 집락영농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

기 이전인 2005년 1만 63개소에서 2015년 1만 4,852개소로 큰폭으로 증가

하였다. 10년간 4,789개소가 늘어났는데, 특히 제도도입기인 2007~2008년,

2010~2011년의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수전경

영소득안정대책, 2011년의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집락영농 설립동향

자료: 농림수산성(2015. 3.). “집락영농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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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락영농이 법인화된 경영체는 2005년 646개소에서 2015년 3,622개소

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전체 집락영농의 24.4%를 점하고 있다. 최근 정책변

화로 법인화에 따른 장점이 많아지면서 법인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그림 5-3> 참조).

그림 5-2. 집락영농의 법인화 비율

자료: 농림수산성(2015. 3.). “집락영농실태조사.”

그림 5-3. 집락영농의 집적농지 규모별 비율

단위: ha, %

자료: 농림수산성(2015. 3.). “집락영농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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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집락영농의 유형

농작업의 실시상황, 농기계의 이용상황에 따라 집락영농의 유형을 구분

해보면, A～G의 7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A∼E 유형은 경영소득안정대

책에 가입한 조직으로 조직에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A∼C 유형은 농기계를 조직에서 소유하고, 조직에서 농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으로 다수가 이 유형에 속해 있다. D∼E 유형은 지번(枝番)관리

조직으로 칭하는 조직(조직에서 판매를 하되, 농지소유자의 필지별로 개별

관리가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인정농업자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형식상 

인정농업자의 요건을 갖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F∼G 유형은 농기계 공동이용만 실시하고 판매는 개별농가가 담당하는 

유형으로 경영체로서 미성숙된 유형이며, 인정농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임의조직이라 할 수 있다(<표 5-3> 참조).

표 5-3. 일본 집락영농조직의 유형

경영
소득
안정
대책
가입

조직이
생산물
판매

농작업의 실시상황 기계의 이용상황

비
고

조직이 실시
농가
개별
작업

조직
소유의
기계를
이용

개별
농가의
기계를
이용

특정
오퍼레
이터

전농가
공동
작업

조직A
조직B
조직C
조직D
조직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정
농
업
자

조직F
조직G

×
×

×
×

×
×

○
×

○
◎

○
◎

○
○

임
의
조
직

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2013. 2.). 집락영농 전개 하의 농업구조.

한편, 집락영농의 영농활동은 초기 마을의 전체 가구가 영농활동에 동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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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락 취락

게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농업인력의 노령화, 농업기계의 대형

화가 촉진되면서 소수의 오퍼레이터 조직과 다수의 관리작업조직으로 이

원화된 2단형태 취락영농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이 경우 오퍼레이터의 

기능조직과 집락조직으로 이원화된 형태를 취하는데, 오퍼레이터 기능을 

가진 참여자의 수가 감소되면서 오퍼레이터 조직이 성과배분 면에서 상대

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5

그림 5-4. 집락영농의 조직모형

자료: 오노 토모아키(2013). “수전농업의 농가고령화와 집락영농에의 기대.” 농림수산정

책연구소.

2.2.2. 집락영농의 실태6

<그림 5-5>는 총수입별 집락영농의 비율을 전국, 법인, 임의조직으로 구

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5. 오노 토모아키. 2013. “수전농업의 농가고령화와 집락영농에의 기대.” 농림수산

정책연구소.
6 집락영농 중, 인정농업자의 대상(호별소득보상제도 가입)이 되는 ‘농산물의 생

산·판매를 공동으로 일원화한 집락영농’을 대상으로 집락영농의 활동내용과 향

후 활동계획에 대해 농림수산성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농산물의 생산·판매를 

공동으로 일원화한 집락영농’의 비율은 전체에서 약 74%(2015년 3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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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수입이 3,000만 엔 이상인 집락영농은 2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것을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집락영농법인은 34.9%, 집락영농

임의조직은 20.7%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연간 총수입이 500만 엔 미만인

집락영농은 25.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집락영농법인은 7.8%, 집락영농임의조직은 34.0%를 나타내고 있다.

법인화된 집락영농의 연간 총수입액이 임의조직 집락영농과 비교하여 높

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5. 조수익 규모별 집락영농 분포

단위: %, 만 엔

자료: 농림수산성(2015. 6.). “집락영농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5-6>에서 집락영농이 당면한 조직운영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조직운영의 과제에 대해 90.3%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락영농

이 조직운영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고민사항은 첫째, ‘후계자 확

보의 문제’(59.0%) 둘째는 ‘오퍼레이터 등 종업원 확보의 문제’(37.3%) 셋

째는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 확보 문제’(30,7%), 넷째는 ‘농산물의 품목 

결정과 생산기술 문제’(27.4%), 다섯째는 ‘경영규모의 확대 문제’(20.6%)

여섯째는 ‘농산물 등의 판로 확보 문제’(20.5%), 일곱째는 ‘경리능력의 향

상 문제’(18.8%)의 순으로 후계자의 확보와 오퍼레이터등 전문인력의 확보

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영체에서 가장 

큰 고민사항이라 할 수 있는 판로확보 측면보다 후계자, 오퍼레이터 등 인

재의 확보에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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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집락영농이 직면한 과제(복수응답)

단위: %

자료: 농림수산성(2015. 6.). “집락영농실태조사.”

집락영농의 활동목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농지를 유

지관리하기 위해서 집락영농을 결성했다’는 의견이 91.7%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두 번째는, ‘지역의 생산조정의 실시주체가 되기 위해서 집락영농

을 결성했다’는 의견이 55.5%, ‘소득을 높여 지역농업의 영농주체가 되기 

위해서 집락영농을 결성했다’는 의견이 31.9%를 차지했다.

<그림 5-8>에서 집락영농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내역을 보면 

주식용 쌀을 생산하고 있는 집락영농조직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콩이 45.7%, 맥류 42.7%, 가공용 쌀 24.2%, 신규수요용 쌀(사

료용, 쌀가루용, 바이오연료용 쌀 등) 23.2%, 채소류 18.2%, 메밀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과 임의조직을 비교해 보면, 채소류 등 경제작물의 

경우 법인이 36.5%, 집락영농 임의조직이 9.4%로 비교적 큰 격차를 나타

내고 있다.



일본의 집락영농 정책동향과 운영사례  77

생산조정의 실시주체가 

되기 위해

용 쌀

그림 5-7. 집락영농의 활동목적(복수응답)

단위: %

자료: 농림수산성(2015. 6.). “집락영농실태조사.”

그림 5-8. 주요 생산농산물별 집락영농의 비율(복수응답)

단위: %

자료: 농림수산성(2015. 6.). “집락영농실태조사.”

한편, <그림 5-9>에서 향후 새로운 농산물의 생산예정 계획의 유무를 살

펴보면 34.1%의 집락영농조직이 새로운 농산물의 생산계획이있다고 응답

했다.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의견은 신규수요용 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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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쌀

17.3%를 나타냈다. 이어서 채소류 5.5%, 가공용 쌀 5.3% 콩 3.4%, 주식용 

쌀 2.1% 맥류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향후 생산예정 농산물의 품목(복수응답)

단위: %

자료: 농림수산성(2015. 6.). “집락영농실태조사.”

<그림 5-10>에서 소득향상을 위해 집락영농조직의 주요 활동내용을 살펴

보면, 집락영농이 소득 향상을 위해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49.1%), 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의 절감노력(43.2%), 농기계의 공동

이용과 대형화(40.4%), 경영규모의 확대(농작업 수탁사업 포함)(38.0%), 작업

의 분업화와 적절한 분담(전문화)(29.7%), 6차산업화의 추진(25.8%)의 순으

로 집락영농조직의 과반수가 친환경 고품질 생산,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는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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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소득향상을 위한 집락영농의 주요 활동별 비율(복수응답)

단위: %

자료: 농림수산성(2015. 6.). “집락영농실태조사.”

2.3. 집락영농의 경제적 효과: 개별경영과 농업소득 비교

집락영농과 개별영농의 호당 평균 경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호당 평균 

조수익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비용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

락영농이 개별경영에 비하여 호당 농업경영비는 26% 절감, 농업노동시간

은 76%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농업투하노동시간당 농업소득면에

서는 233배의 소득을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성과 면에서도 중·

소규모 농가의 경우 개별영농에 비하여 집락영농 참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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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집락영농 vs 개별영농 농업경영지표 비교

구분 단위
집락영농
(A)

개별경영
(B)

(A)/(B)

호당 평균 조수익 천 엔 1,113 1,114 1

호당 평균 농업경영비 천 엔 819 1,109 0.74

호당 평균 농업소득 천 엔 294 5 58.8

호당 평균 경영경지면적 ha 0.9 1.2 0.75

호당 농업노동시간 시간 159 662 0.24

농업투하노동
1시간당 농업소득

천 엔 1,868 8 233.5

주: 개별경영 표본은 개별 경영규모 0.5∼1ha 농가표본임.

자료: 농림수산성(2013). “일본 농업경영통계조사.”

2.4. 집락영농의 전망

집락영농은 대규모 가족경영이나 기업적경영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서 

활발하며, 그러한 지역에서는 지역 내 농지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농지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집락영농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러한 집락영농에서 

기계작업의 중요한 노동력은 정년귀농자들이다. 이들이 지역의 담당자 또

는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락영농을 통하여 기계작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한 결과, 개별농가의 경

우 노동력의 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고령, 부녀자 노동력을 활용하

여 원예작물 도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

집락영농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생산의 담당자로서의 역할, 개별

경영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 농지의 황폐화를 방지하는 역할 등 집락

영농을 통한 수평적 조직화에서 나아가 수직적인 조직화의 방향으로 발전

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경영의 고도화, 생산력의 발전, 수익성의 강화, 경

영체로서 확립 및 법인화의 전개, 둘째, 집락연합, 구 행정단위인 촌 단위

의 지역영농조직화, 집락영농의 중층조직의 형성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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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큐베이터 기능의 수행이다. 신규취농자 등 다양한 후계자의 확보 

및 육성, 담당자에게로의 농지집중을 통한 대규모경영의 실현, 넷째, 사업

체로서 활동의 자유도를 높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영체로 발전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정부는 행정 및 농협의 직접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육성

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집락영농을 제도·정책적으로 경영체로 육

성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다양

한 정책메뉴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계획 수립과 지

역주민의 합의형성,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하여 

집락영농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3. 집락영농 우수사례

3.1. 집락농가 전원참여형 사례: 농사조합법인 팜 오다

3.1.1. 지역 및 농업개요

농사조합법인 팜 오다가 위치한 히로시마현 동히로시마시 오다지구는 

하내정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의 중앙부에 강이 흐르는 분지로 

13집락, 257세대로 형성되어 있다. 오다지구는 근처에 공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철도, 고속도로, 히로시마공항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취업기회가 

높은 전형적인 겸업농업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5-5>에서 지역 및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오다지구는 13개의 집락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가구 수는 213호로 고령화 비율이 76%에 이르

는 지역이다. 전체 가구 중 농가 호수는 159호로, 지구 내 경영면적은 

110ha, 1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70a 정도인 소농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작목은 쌀이고 전작작목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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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근접하여 채소재배와 판매가 활발한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구분 개 요

집락수 • 13집락

전체
가구 수

• 213호

- 인구 600명: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

- 고령화율: 76%

- 여성화율: 53%

농가호수 • 159호

경영면적
• 110ha

• 1농가 평균 70a

지역
특산품

• 쌀, 콩, 메밀, 채소, 감, 된장, 떡

지역특성 도시근교 겸업농업 지대

표 5-5. 오다지구의 지역 및 농업현황 개요

자료: 전국영농주체육성종합지원협의회(2014). 우수경영체사례집.

3.1.2. 집락영농의 형성과정

하내정 오다지구(13집락, 110ha)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다 초

등학교의 폐교, 지역 내 진료소의 폐쇄, 시정촌의 합병으로 인한 행정기관

의 전출 등 집락기능의 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배

경에서 지구 내 모든 가구가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지구 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0년 후에는 

영농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이 64%를 차지하여, 집락의 기간산업인 농

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열띤 토론의 결과, 구 오

다 초등학교의 등교구역이었던 13집락을 중심으로 1개의 농업생산법인을 

설립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2005년 2월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법인이 설립된 동년 11월까지 9

개월간 약 50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등, 당사자 간의 열띤 토론을 통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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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집락법인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8개의 전문부회로 구성된 주

민자치조직의 존재가 집락영농법인의 모태가 되었다.

오다지구의 특징은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내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향후 지역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합의를 통해 집락영농법인을 탄생시킨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11. 오다지구 주민자치조직과 집락영농법인 구성도

자료: 전국영농주체육성종합지원협의회(2014). 우수경영체사례집.

<그림 5-11>과 같이 1층 부분의 8개 전문부회가 중심이 되어 2층 부분

의 집락영농법인을 이끌어 냈으며, 지역 내 관계 기관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법인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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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집락영농 경영구조

농사조합법인 팜 오다는 2005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128

농가 84ha의 참여면적으로 13집락을 1개의 농장으로 조직하는 대규모 경

영을 목표로 하였다. 설립 당시부터 팜 오다는 젊은 세대에게 지역의 농업 

계승을 목표로 쌀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화와 경영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팜 오다의 조직도는 <그림 5-12>와 같다.

팜 오다는 철저한 보텀업 방식으로 조합원과 종업원의 의견을 중시한 조

직 운영을 하고 있다. 6개의 부(총무부, 경리부, 생산부, 기계·시설부, 자제·

노무부, 가공·판매부)로 구성되어 있는 팜 오다는 매월 2회의 전체 부 회의

를 통해 각 부의 계획과 실천 사항을 상호 검증하고, 부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경영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5-12. 영농조합법인 팜 오다의 조직도

자료: 전국영농주체육성종합지원협의회(2014). 우수경영체사례집.

팜 오다는 주민자치와 지역조직의 연계라고 하는 방식에서 집락영농의 

성공모델로 일본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립 

이념과 사업 목표, 사업 방침 등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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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이라고 하는 원칙을 목표로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것이 지역 내 각종 단체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표 5-6> 참조).

팜 오다를 중심으로 100ha가 넘는 농지가 집적되어 있으므로, 재배 품목 

간의 단지화가 가능하여 농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참여농가

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구
분

개 요

이
념

• 맑게 흐르는 물과 따뜻한 마음으로 일치 협력하여, 꿈과 희망의 고향
만들기

• 녹음이 풍성한 자연을 지키고, 모두의 힘으로 밝은 농업을 계승하기

사
업
목
표

• 지산지소에 의한 잘 팔리는 쌀의 생산과 생산 비용 삭감
• 맑은 물과 건강한 토지를 통해 안전,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
• 지역 특산농산물을 가공한 상품의 개발

사
업
의
방
침

• 오다 지역의 농지, 노동력 등 농업생산자원의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가공·판매를 활성화함.

• 오다지구의 농지를 1개의 농장으로 만들어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함.

• 조합원 간 농업생산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합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함.

표 5-6. 집락영농법인 팜 오다의 설립이념과 사업목표

3.1.4. 경영성과 및 요인 

가. 경영 성과

팜 오다를 중심으로 100ha가 넘는 논을 집적하여 재배 품목 간의 단지

화 추진하여 이모작 작물인 콩과 밀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전농업의 고도

화 이용을 도모하였다. 한편, 메밀, 노지채소, 수경재배채소 등 재배작물의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소규모 개인경영(호당규모 69a)이었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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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영과 비교하면 생산비용의 절감과 노동시간의 감소, 수확량의 증가 등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013년 기준 법인조합원의 1농가

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평균 수입액은 연간 38만 6,000엔(토지임차료+종사

분 배당+농지·수로 관리비)으로 나타났다.

나. 성공 요인

① 쌀의 6차 산업화 추진

쌀의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2012년 4월 쌀 가루를 이용한 빵 공방 겸 직

판장 ‘빵과 쌀의 꿈’을 개업하였다.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여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특별재배에 의한 조합원 생산 쌀의 브랜드화

를 촉진하였다.

② 재배 품목의 다각화

수전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노지채소의 재배와 수경재배 채소의 도

입 등 생산 작물의 다각화를 통해 연간 안정된 농업수입을 확보하면서 법

인 내 영농주체의 고용 안정화와 영농후계자의 취농 기회 확대를 도모하였다.

③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적 재배기술의 도입

현 내 대형 축산기업과 계약을 통해 경축순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량의 유기질 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퇴비 1,300톤/년)하여 토양에 지속

적으로 공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토양의 부식함량이 2% 미만에서 

3.5%까지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쌀의 경우 1등급 쌀의 비율이 100%에 

달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히로시마 현 인증 특별재배농산물 ‘안심

히로시마 브랜드(화학비료, 농약의 사용량을 50% 이상 줄인 경우)’의 인증

을 취득하여 지역 슈퍼마켓 등으로 판로가 확대되었다.

④ 다양한 지역 내 인재의 활용 

지역 내 정년퇴직자와 여성의 고용을 통해 채소의 재배, 6차산업화의 추

진, 경영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45세 미만의 신규귀농인(남성 4명, 여

성 1명)을 받아들였으며, 빵 공방에서는 여성종업원을 9명 고용하여 지역 

내 인재를 적극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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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창출

팜 오다는 JA와의 연계, 농업 관련 기업과의 연계, 전국 농업법인과의 

연계,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판매처의 확보, 6차산업화의 추진,

농업정책의 제안, 신기술의 도입 등을 도모하였다.

⑥ 지역 내 다양한 자치조직과의 연계

도시 주민과의 도농교류,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육교육, 지역의 

환경지킴이 운동 등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영농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2. 광역형 집락영농사례: 농사조합법인 타넷코

3.2.1. 지역 및 농업개요   

농사조합법인 타넷코가 위치한 대선시는 아키타현의 내륙남부에 위치하

고 있으며, 1시6정1촌이 합병하여 2005년 3월에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 지

역은 대선시의 동쪽과 서쪽으로는 산맥이 위치하고 시의 중앙부로는 강이 

흐르는 지역으로 강가를 중심으로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쌀을 중심

으로 하는 전형적인 수전농업 중심의 평야지역이다.

<표 5-7>에서 지역 및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경작지는 수전지대(286ha)와 

밭작물 경작지(110ha)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집락(농가호수 161호)으로 

형성된 집락영농 지구이다. 대선시의 농가호수는 2013년 7,829호로 그중 전업

농가가 1,252호(16.0%)이며, 경작지 면적은 2만 200ha로 그중 90% 이상이 

쌀 농업지역이다. 농업산출액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율은 약 70%를 나타내고 

있다. 기간 농업종사자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락영농의 설립이 

활발한 지역이다.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체의 대안으로 집락영

농의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의 조직경영체로는 구성원의 

소득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락의 범위를 넘어서 광역의 

조직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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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 요

집락 수 • 5개 집락

농가호수 • 전체농가 161호, 참여농가 135호

경영면적
• 280ha

• 1농가 평균 2.1ha

지역특산품 • 농업생산액의 7할이 쌀

지역특성 논농업지역(총경지면적의 9할이 논)

표 5-7. 고슈지구의 지역 및 농업현황 개요

3.2.2. 집락영농 형성과정

이 지역에서는 영농주체(니나이테)육성기반정비사업의 지원을 통해 대

구획 포장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상환금 대책과 영농 수익성 향상을 위

한 의식이 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당초에는 지역 내 5개

의 집락이 각자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각자의 소형 RPC를 설치할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소규모 개별 집락영농으로는 수익성의 향상과 영농후계자 확

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그 후 5개 집락

대표회의 거듭된 회의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농지집적 및 대규모 영농의 규모확대효과가 5개 집락 전체를 하나의 

집락영농조직으로 하는 ‘타넷코 농사조합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내 땅이 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닌지?’ 또는 ‘특정의 리더들만이 

잘 살게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해당 지역의 많은 농업

인의 불안감으로 인해 5개 집락의 통합 집락영농 법인체에 대한 저항감도 

높았다. 이러한 불안감과 저항감을 낮추기 위해 각 집락의 대표들과 영농

주체부회의 멤버들이 개별 농가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법인운

영방식의 설명, 일대일 질의와 응답을 통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병행하여 아키타현 지역진흥국과 대선시, JA의 담당자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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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락별로 총 30회가 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의 협력 체제의 

구축을 통해 농가의 이해와 참여를 높였다. 그 결과 5개 집락 대다수 농가

의 찬성을 얻어 구성원 총 119명, 경영참여면적 238ha라고 하는 아키타 현 

최대규모의 농사조합법인 타넷코가 2005년 3월에 설립되었다.

3.2.3. 집락영농 경영구조

가. 농지 집적

법인설립 초기에는 구성원의 불안감과 상호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

해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피하고,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기간농작업

의 수위탁계약을 중심으로 농지의 집적을 도모하는 한편, 조심스럽게 농지

의 이용권 설정을 추진하였고, 지역 내 농지의 집적을 유도하여 경영기반

강화를 추진하였다.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자본축적도 이루어져 2005년 

자본금 238만 엔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2013년에는 자본금이 5,200만 엔으

로 증가하게 되었다.

나. 농기계 소유·이용

법인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육묘장과 

농기계 등을 법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한편, 개인의 농기계 구입방식에서 

법인의 농기계 구입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지역의 과잉농기계 보유문제를 

해결하였다.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제도를 활용하여 기계, 설비를 구매

하여 법인의 경영비 지출을 최소화하였다.

다. 경영의 복합화·다각화

대규모 논 면적에 대한 강제 전작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콩(대두, 강낭콩)을 결합해 대규모 토지이용형 집락영농법인 체제



일본의 집락영농 정책동향과 운영사례 90

를 구축하였다. 현재 전작으로 콩 이외에도 양배추, 브로콜리, 파 등 원예

작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현으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 쌀과 콩의 종자생산 

등을 계약 재배하여 구성원 135명, 경영참여면적을 280ha로 확대하였다.

안정적인 농산물의 판매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기업과의 계약재배

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판로개척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지원의 교부금을 활

용하여 채소집출하 저장시설을 지역 내 폐교를 활용해 설치하고 채소의 수

확 및 전처리 시설을 만들어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였다.

라. 운영 체계

조직은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임원회(이사회, 감사

회)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쌀 센터부회, 전작부회, 수

탁작업부회, 가공부의 네 개의 부서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회

는 5개의 집락영농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생산과 판매를 공동화하고 있

다(<그림 5-13> 참조).

그림 5-13. 농사조합법인 타넷코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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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경영성과 및 성공요인

가. 경영 성과

타넷코의 경영 상황을 품목별로 나누어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 보

면, 타넷코의 총매출액은 2011년 1억 6,400만 엔에서 2013년 2억 1,200만 

엔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이익은 2011년 4,293만 1,000엔에서 

2013년 4,345만 3,000엔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수입내용을 <표 5-8>에서 살펴보면, 농

업부문의 수입액이 1억 5,900만 엔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약 75%를 차지하

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작업수탁수입이 4,200만 엔으로 약 20%를 차지하

고 있으며, 기타 수입이 1,100만 엔으로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농

사조합법인 타넷코에서는 채소와 화훼의 생산량을 늘려 6차산업화를 추진

함으로서, 법인의 매출액을 높이려는 계획이 있다.

표 5-8. 집락영농법인 타넷코의 품목별 경영실적

단위: 천 엔

품 목 2011년 2013년

총매출액 164,107 212,617

1) 농업부문

- 쌀 99,286 138,400

- 콩 7,136 10,470

- 채소 7,789 9,699

- 화훼 368 762

2) 작업수탁수입 46,136 42,048

3) 기타 3,392 11,238

순이익 42,931 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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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공 요인

① 법인의 경영체질 강화 노력

타넷코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매수

입 확보에 최우선으로 노력하였다. 적극적으로 기술교육에 참여, 안정적인 

농작물의 선택과 품질 향상, 지역 내 단체급식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② 집락영농법인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

정부의 교부금을 활용하여 채소집출하 최신시설을 지역 내 폐교를 활용해 

건설, 수확 후 전처리 및 가공, 저장시설을 구축하였다. 또한 농업경영기반강

화 준비금제도를 활용하여 농지취득 및 기계설비 도입 시 자부담 비율을 낮

추었다. 이러한 시설·장비의 확충으로 설립 당시에는 238만 엔이었던 출자금

이 구성원의 증자에 의해 2013년에는 5,200만 엔으로 증가하였다.

③ 농업생산의 효율화 노력

집락영농법인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농지가 효율적으로 집적되어 쌀 생

산에 대한 노동시간과 생산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지역 내 농지의 이

용계획을 수립하여 작목 간 단지화를 추진하고, 블록별 작목을 로테이션으

로 재배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현재는 280ha의 지역 내 농지에 

대해 효율적 작부체계를 구축했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이력

제를 도입하였다.

④ 집락영농법인 참여농가 간 협업체계의 구축 

쌀과 콩 등의 곡류 생산은 오퍼레이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채소

와 화훼의 재배는 여성농업인과 고령농가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작목별 분

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규모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영농후

계자의 확보와 육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2014년 현재 20∼30대의 젊은 영

농후계자가 11명 신규 취농하여 상시고용 상태로 법인에서 종사하고 있다.

⑤ 광역참가형 집락영농법인에 대한 지역 내 주민의 주인의식 증가

법인이 지역농업의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지역 주민이 많아

짐과 동시에 고용의 증가에 따른 평가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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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효율적인 조직체제와 운영방침의 구축

업무별로 라이스 센터부, 전작부, 작업수탁부, 가공부의 4개의 부회를 구

성하고, 각 부회와 부회 간 의견교환을 통해 각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이른바 보텀업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

여 각 부회를 중심으로 소속된 구성원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구성원과 임원 간의 의견 대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

한 법인 경영과 관련된 회계는 2명의 전문직원을 고용하여 서무와 경리의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4. 들녘경영체 육성과 관련한 시사점

일본의 집락영농 지원정책은 고령화 문제와 후계농 부족 문제가 심각한 

일부 지역(주로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농정의 필요로부터 자연스럽

게 형성되어 왔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전국적인 농

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집락영농 조직화와 관련된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니나이테(후계자)육성정책의 핵심정책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농업농촌기본법 에 일본 농업의 향후 경영주체로 집락영농

을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농정의 지원 방향에 집락영농을 핵심 경영주체로

서 육성하는 제도·정책적 틀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들녘경영체 육성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집락영농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 확립을 위한 핵심 경영주체로서 ‘인정농업자(認定農業

者)’ 자격을 부여하고, 농업생산에서 가공·판매, 6차산업화에 이르는 다양

한 정책 메뉴를 통하여 육성하고 있다. 들녘경영체의 제도·정책적 위상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본은 집락영농의 내실화를 위하여 집락영농에 대한 통계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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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도도부현 및 시정촌단계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

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매년 집락영농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및 5년마다 

센서스 조사를 통하여 집락영농에 대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정촌 

기초지자체는 수전농업(水田農業) 발전대책 차원에서 관내 인정농업자 육

성계획의 일환으로 집락영농 육성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논농업의 종합대책 수립과 연계한 들녘경영체 육성 및 사후관리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집락영농 조직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집

락영농 조직화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해 현 담당부서·시정촌 담당부서·지역 농협·전문가 그룹 등

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합의도출 과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원스

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협의체에서는 법인의 경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과 관련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홍보·컨설팅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집락영농은 경영의 복합화·다각화·광역화를 통하여 경영체

질 강화와 다양한 지역 농업인의 참여를 꾀하고 있다. 소농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는 집락영농의 지역 내 모든 농가

를 포함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규모확대를 기대하는 전업농

뿐만 아니라,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농을 생각 중인 겸업농, 고령농, 여성농

업인에게도 집락영농의 틀 안에서 노동의 협업화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발전을 위하여 복합화·다

각화와 함께, 영세집락영농의 합병을 통한 광역화로 경영체질의 강화를 꾀

하고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과 관련하여 쌀농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논농

업지대의 농가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반의 구축이

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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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1.1. 기본방향

1.1.1. 경제·사회적 합리성을 갖춘 조직경영체로 지향

정부가 경영체 육성과정에서 조직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육성해 온 농

업법인이 영세성·부실화, 경영주 개별사업화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괴리

가 발생하면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소수의 전업농 중심의 구조정책에서 탈피하여 전업농과 고령 중·

소농이 공존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영농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들녘경영체는 단순히 영농규모화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최적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영·경제적 유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경영체로 되어야 할 것이다.

1.1.2. 지역 및 경영주체별 다양한 경영모델 육성

우리나라의 논농업 조직기반의 기초단위는 쌀 작목반이다. 현재 쌀 작목

반을 리모델링하여 들녘단위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010년 농업총조사 기준 3,400개에 이르는 쌀 작목반의 조직 강화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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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들녘조직화를 통해 경영체로 발전하도록 하여야한다. 우수 들녘경영체 

사례의 경우 대부분이 쌀 작목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또한 들녘조직이 영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특

성에 대응한 경영모델의 구축과 경영자의 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들녘경영체의 모델은 농업지대적 조건과 경영주체적 조건으로서 

마을을 리드할 수 있는 경영주체의 존재여부에 따라 들녘경영체의 모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은 정태적 모형이 아니라 동태적

으로 경영을 내실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되어야 한다.

1.1.3. 들녘 중심의 논농업 지원 시스템 구축

지금까지의 논을 중심으로 한 농정은 개별 경영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왔

다. 쌀 단작 중심의 논농업을 복합·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단지적 이용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들녘단지를 중심으로 계획

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들녘단지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에만 전념해

온 농업인으로서 경영체의 관리·운영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들녘단지에 

대한 행정 및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들녘중심의 인재양성, 교육·

홍보·사후관리 체계 구축, 각종 정책지원사업의 들녘단위 추진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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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성목표 

표 6-1. 들녘경영체 육성목표

비 전
식량자급기반·경영효율화·농가소득기반구축을 통한

논농업의 선진화

육성

목표

○2025년까지 들녘생산조직 및 조직경영체 3,000개소 육성

- 향후 10년간 50ha 규모 이상 들녘 전체의 조직화 추진

· 생산조직(임의조직): 1,500개소(50%), 기초단계 조직화

· 미·맥전문경영체: 900개소(30%), 대규모 들녘중심(200ha 내외)

· 복합화·다각화 경영체: 600개소(20%), 중·소규모 들녘 광역화

· 2025년 추정 논면적 75만 7,000ha의 60%를 들녘단위 조직화

조직화

기반

○50ha 규모 이상 들녘 수: 3,400개(50만 8,000ha)

-100ha 미만 1,600개소, 100ha 이상 1,800개소, 평균 150ha

-벼 재배면적 840만 9,000ha의 60%(2013)

○논벼 작목반이 있는 행정리수: 3,382개소(2010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육성목표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

품부는 2020년까지 들녘경영체 5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

흥청은 현재의 들녘수 3,400개를 기초로 총 3,400개의 들녘조직을 육성한

다는 목표하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육성목표(500개소)의 예비경영체라 할 

수 있는 2,900개소의 기초단계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의조직을 포함한 육

성대상 3,400개소 중 논면적의 축소, 광역 합병등 자연감모분을 감안하여 

3,000개소를 들녘경영체 육성대상 조직으로 간주하고 농진청에서 제시하

는 들녘경영체와 기초단계의 공동경영체 개념을 포괄한 육성목표를 설정

하였다<표 6-1>.

논농업 조직화의 기초단위라 할 수 있는 집단화된 들녘과 쌀 작목반의 

조직기반을 보면, 2010년 농업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50ha 규모 이상 들녘

수는 3,400개소(50만 8,000ha)로서 들녘의 평균규모는 150ha, 전체 벼 재

배면적의 60%를 점하고 있으며, 논벼 작목반이 있는 행정리 수는 3,382개

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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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초단계 공동경영체를 포함한 들녘경영체의 조직은 현재의 들

녘규모와 작목반 수를 감안하여 향후 10년간 3,000개소의 들녘조직을 육

성하여 2025년 추정 논면적 75만 7,000ha의 60%를 담당하도록 목표를 설

정하였다. 조직유형별로는 임의조직형태의 생산조직 1,500개소(50%), 미·

맥전문경영체형 900개소(30%), 복합화·다각화형 600개소(20%)로 설정하

고자 한다.

1.3. 유형별 경영모형7

1.3.1. 들녘경영체 육성 대상

들녘경영체 육성 대상으로는 마을을 대표하는 쌀 작목반, 쌀 친환경농업

단지를 우선 선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규모가 영

세한 조직의 경우 통합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대별로는 중산간지대는 1개 

행정리 규모 이상, 평야지대는 100ha 규모 이상을 선정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작목반, 재배단지의 구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역농업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도 육성대상에 포함, 중·소규모 들녘을 관장하는 농협, 영농법

인등 생산자 조직을 육성대상에 포함하였다.

1.3.2. 경영모델 육성모형

경영모델의 육성 모형은 지대적 농업특성, 지역 내 지배적인 경영주체의 

존재형태에 따라 모델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 사례조

사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경영모델 모형화를 시도하였다.

7 국내 우수 사례별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의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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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을공동체형: 중산간지대, 혈연성이 강한 마을

마을 구성원의 다수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영농에 참여하는 형태로 오퍼

레이터를 중심으로 쌀농업을 담당하고, 고령·부녀자 등 유휴노동력은 복합

작목 등에 참여하는 형태로 마을 법인화를 추진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경영성숙단계에 진입한 경영체는 6차산업화 관련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사

업을 지원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6-2. 신전마을영농조합 사례

지역
특성

ㆍ경북 북부 태백산 자락의 소규모 평야지대,
전형적인 복합영농지역, 개성 고씨 집성촌

조직화
계기

ㆍ경북형 마을영농 위해 공동경영체 조직(2013년),
들녘경영체선정(2014년)
ㆍ공동영농을 통한 잉여 노동력 및 시설,
장비를 활용한 복합영농 도모

ㆍ경북도청 이전으로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지정을 계기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쌀 공동영농(2014년 95ha, 채종포 포함,)
ㆍ감자, 콩 공동영농(감자 5ha, 콩 16ha)
ㆍ공동육묘·방제·건조 사업, 육묘장 활용 채소류 모종 판매 계획
ㆍ마을영농(공동영농)에 필요한 지역 유휴인력 고용(양수장관리)
ㆍ법인 소유 시설과 장비 도입 및 활용사업(육묘장 활용 채소육
묘, 저온저장사업)

⇒ 13명 조합원 중심으로 쌀재배, 수확 및 출하(계약물량)등
공동영농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사례별 현장조사 결과.

사례로는 경북 문경 ‘신전마을영농조합’을 들 수 있다. 신전마을영농조

합은 경상북도 북부의 태백산 자락의 개활지에 위치한 소규모 들녘단지로 

복합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영농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 마을은 특히, 개성 고씨 집성촌으로 마을 주민 간의 유대가 강하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마을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마을영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이다<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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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형: 소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중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농업법인과 지역 중·소농 또는 소규모 작목반이  

결합한 형태로, 지대의 특성에 따라 대규모 평야지대는 미·맥중심, 중산간 

및 복합영농지대는 경영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형태다.

대규모평야지대의 경우 친환경재배단지, 특수미생산단지, 조사료생산단

지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RPC 중심의 계열화를 추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복합영농지대의 경우는 복합작목의 도입과 함께, 로컬푸드형 가공시설 

지원을 통하여 경영의 다각화를 지원하고, 경영체질 강화를 위한 합병, 제

휴를 통한 광역단위 경영체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미·맥중심형 사례로는 전북 김제의 ‘에쿠스영농조합’, 경영다각화 사례로

는 경남 산청의 ‘영실영농조합’을 들 수 있다.

미·맥중심의 기업형인 에쿠스영농조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규모 평

야지역인 김제시에 위치한 들녘경영체로 지역의 대규모 쌀 전업농 5명이 

모여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관내 농가를 규합하여 공동영농을 통한 쌀 생

산비 절감과 조사료재배단지, 수·위탁사업 등으로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6-3>.

경영다각화 기업형인 영실영농조합은 전형적인 중산간지역인 산청에 위

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쌀농업과 함께, 원예와 축산(한우) 등 복합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작과 한우의 복합영농을 수행하는 전업농 6인이 중

심이 되어 조사료 생산단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이 결성된 사례로,

처음에는 쌀농업과 조사료단지 공동영농에서 출발하여 한우판매장 등 가

공·유통과의 연계를 통한 6차산업형 경영체로 발전하고 있다<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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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에쿠스영농조합의 사례

지역특성
ㆍ우리나라 대표 쌀 재배지역인(김제) 대규모 평야지역
ㆍ벼와 감자, 맥류 등 이모작 가능 지역

조직화
계기

ㆍ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기로 쌀전업농이 모여
공동경영체 조직(2009년)

ㆍ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공동영농 추진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쌀 공동영농(2012년 202ha → 2014년 412ha)
ㆍ공동육묘·방제·건조(계약재배 물량)
ㆍ조사료 재배단지 공동운영(김제 한우특구단지 활용)
ㆍ지역 쌀농가 부분위탁 작업
⇒ 5명 조합원 중심으로 쌀재배, 감자 등 공동영농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사례별 현장조사 결과.

표 6-4. 영실영농조합의 사례

지역 특성
ㆍ전형적인 중산간지역(산청), 원예와 축산 등 복합영농 지역
ㆍ쌀과 축산(한우)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가능 지역

조직화
계기

ㆍ조사료생산기확충사업을 계기로 법인설립(2006년),
들녘경영체 선정(2010년)
ㆍ공동영농을 통한 잉여 노동력 및 시설, 장비를 활용한 복합영농
도모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쌀 공동영농(2010년 180ha → 2014년 200ha)
ㆍ조사료단지 공동영농(2014년 100ha, 80ha는 법인에서 계약재배)
ㆍ한우플라자 운영(6차산업화), 조합 참여농가의 한우를 도축하여
판매

⇒ 조합원 6인 중심으로 쌀재배, 조사료 재배 및 한우프라자 운영
등 경축순환농업 및 가공·유통과 연계 6차산업화 추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사례별 현장조사 결과.

다. 지역연합형: 광역단위로 다수의 영농조직 통합

초기 소규모 재배단지 작목반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경영발전을 통하여 

인근지역의 재배단지를 규합하여 광역단위의 지역연합형으로 발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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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맥중심의 사례는 경북 상주 ‘아자개영농조합’, 경영다각화의 사례

는 강원 홍천 ‘뫼내뜰 영농조합’을 들 수 있다.

미·맥중심의 지역연합형 사례인 아자개영농조합은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상주시에 위치한 들녘경영체로 초기에는 사벌면에서 작목반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다가 농촌진흥청의 탑라이스 생산단지로 지정되면서 

사벌면 내 작목반을 규합하여 라이스센타를 도입하는 등 사업확장을 이루

었다. 2014년 현재 6개 작목반 600ha의 대규모 들녘경영체로 발전하였다

<표 6-5>.

표 6-5. 아자개영농조합 사례

지역
특성

ㆍ경북의 대표적 쌀 재배지역인 (상주) 평야지역

조직화
계기

ㆍ지역의쌀작목반과 지역사업가가 모여 공동경영체조직(2006년),
들녘경영체 선정(2012년)
ㆍ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공동영농 추진
ㆍ지자체의 지원으로 라이스센터 확보, 쌀도정·판매사업 추진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쌀 공동영농(2012년 134ha → 2014년 600ha), 6개 마을작목반
ㆍ지역농민 쌀 재배 농작업 부분 및 완전 위탁 대행(수확 등 70ha)
ㆍ육묘는작목반단위로 공동육묘장활용, 건조장활용(계약재배물량),
농작업은 작목반 단위로 실시
ㆍ조합원이 계약재배 생산한 쌀을 조합 운영 RPC를 통해 판매
ㆍ시설 과채류 등 재배 계획(경북형 마을영농 참여)
⇒ 사벌면 쌀 작목반 조직화, 법인 RPC와 계약재배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사례별 현장조사 결과.

다각화 지역연합형 사례인 뫼내뜰 영농조합은 강원도 중산간지대인 홍

천군에 위치한 들녘경영체로 홍천군 명동리 작목반이 모태가 되어 출발하

였다. 현재는 홍천군 관내 친환경농업공동체 15개를 묶어 친환경생산물의 

계약생산 및 물류·유통의 전문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사업초기에는 친환경 

쌀 중심의 조직이었으나 쌀 가공, 친환경 노지채소 생산·가공 등 사업의 

복합화·다각화가 추진되고 있다<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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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뫼내뜰 영농조합 사례

지역
특성

ㆍ대표적인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중·소농 중심의 복합영농지대

조직화
계기

· 홍천군명동리 친환경작목반이 모태
· 홍천지역 친환경농업 공동체 15개소를 묶어 계약생산,
친환경생산물의 물류·유통 전문조직으로 뫼내뜰영농조합 출범

조직화
실태

· 자산규모 32억 원, 조합원수 362명, 상근직원 42명, 매출액
103억 원(2014)
· 친환경 쌀¸잡곡 공동생산·가공·판매. 참여농가 303호(15개공동체),
재배 면적 201ha
· 친환경 노지·시설채소 생산·가공·판매. 참여농가 300호, 재배면적
272ha
· 도·농교류행사 추진 500명(201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사례별 현장조사 결과.

라. 지역농협·RPC주도형: 농협이 주도하는 들녘경영

지역 내 들녘에 주도적인 주체형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농협이 주도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지역농협 원예주산지 등 쌀 경영체의 조직기반이 취약

한 지역에서 농협이 농기계은행을 활용하여 쌀농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

는 농협 농기계은행 사례로 나주 배 주산지의 나주시 ‘봉황농협’, 대규모 

평야지대 RPC중심의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쌀재배단지를 육성하는 농협

RPC 사례로 보령농협 ‘만세보령 통합RPC’를 들 수 있다.

농협 농기계은행 사례의 봉황농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 주산지인 

나주시에 위치한 들녘경영체이다. 농가는 벼와 배의 복합영농이 일반적인 

영농형태로 지역 내 쌀농업을 주도하는 조직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역농협

이 자체 농기계은행을 직영하여 수도작 일관작업체계를 갖추고 완전위탁

중심의 들녘경영을 이끌고 있는 사례이다. 주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

여 농한기 사업으로 고추육묘, 절임배추사업을 도입하는 등 경영의 복합화

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표 6-7>.

RPC중심의 수직계열화 사례의 보령농협 만세보령 통합RPC는 통합 



논농업 효율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방안104

RPC의 고품질 쌀 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농협이 계약재배단지를 육성

하는 방식으로 들녘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계약

재배단지 8개소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시설장비운영의 공동화를 추진하고 

있다<표 6-8>.

표 6-7. 봉황농협 사례

지역
특성

ㆍ나주배 주산지인 나주시 봉황면 소재, 벼+과수의 복합영농

조직화
계기

ㆍ 농기계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지의 단지적 이용
및 일관작업에 의한 완전위탁 체계 구축필요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 완전위탁 사업량: 4ha(2014)→105ha(2015)
ㆍ 육묘 및 항공방제 사업량
- 육묘사업량: 449호 7만 6,210판 250ha(2014)→400ha 추정(2015)
- 항공방제사업량: 관내 1,044ha, 443호, 관외 319ha,
총 1,363ha(2014)

ㆍ 농한기 활용: 고추·배추육묘, 절임배추가공, 배 선과작업
ㆍ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
- 참여농가 314호, 면적 224ha
ㆍ 농기계 및 시설 체계
- 들녘경영체 사업 인력: 13명
- 책임자 1명, 오퍼레이터 8명(농기계 3명, 무인헬기 5명),
보조 4명
⇒ 인력운영의 효율화, 주년농작업체계 확립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사례별 현장조사 결과.

표 6-8. 만세보령 통합RPC 사례

지역
특성

ㆍ대규모 평야지대

조직화
계기

ㆍ통합RPC의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ㆍ계약재배 단지의 효율적 운영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8개 계약재배단지의 관리(8개 단지 305ha, 참여농가 219호)
ㆍ농작업은 계약재배단지별로 실시
ㆍ계약재배, 재배매뉴얼에 의한 재배협정, 단지별 농작업공동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사례별 현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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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들녘경영체 모델의 유형별 장·단점 검토

들녘경영체 모델의 유형별 장단점을 <표 6-9>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마을공동체형은 마을 구성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참여농가가 경영

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수익배분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고, 마을공

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마을 구성원 다수가 

경영에 참여함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어렵고, 마을주민의 

사업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경영의 전문성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농협 등과 연

대를 통하여 경영 및 회계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형은 경영마인드를 갖춘 지역 내 리더그룹이 주도하는 유형으로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수익금의 적립을 통한 자본축적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경영성과 배분에서 일반참여농가의 이해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 준 조합원 형

태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업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작업수수료 

책정, 지역공동체에 구성원의 소득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발 

등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여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

의 확충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확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턴제도의 활용 등

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연합형은 규모화 및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그러나 사업추

진과정에서 생산부문의 하부조직과 유통·가공부문의 계열주체 간의 경제적 

이해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영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지역농협·RPC 주도형은 지역농협이 지역농업의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

하여 지역 내 리더십의 확보, 관련 경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경영

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다양한 농가

의 이해를 조정하기 어렵고,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지역농업의 경제주체로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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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농협의 지역농업 경영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확보,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하며, 재배단지 조직과 농협조직 간

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표 6-9. 들녘경영체 모델의 유형별 장단점

모델
유형

장 점 단 점

마을
공동체형

·마을구성원 다수의 경영참여와
수익배분의 형평성확보에 유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도출
및경영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
·경영성과 수익의 배분에 우선
하므로 자본축적이 어려움

기업형

·경영주체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자본축적에 유리

·경영성과 배분에서 일반
참여농가의 이해 상충 우려
·전문인력의 확보 애로

지역
연합형

·규모와 범위의 경제실현
·생산부문조직과 가공·유통조직
간의 성과배분에 대한 이해대립

지역농협
·RPC
주도형

·지역농협의 리더십 확보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내실화

·지역 내 다양한 농가의 이해를
조정하기 어려움
·관리·운영비의 과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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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 효율화방안 

2.1. 들녘경영체에 대한 지원제도·정책의 정비

2.1.1. 들녘경영체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  

현재 들녘별 경영체 육성은 농림축산식품부 과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집락영농 관련 제도에서 보듯이 들녘경영체를 앞으로 논농업

의 중심적인 경영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위상의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쌀 산업의 위축과 논의 생산기반으로

서 제도·정책적 측면, 또, 농가의 소득기반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

업단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들녘경영체 육성은 농업의 주체육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위상의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에 들녘경영체 조항을 삽입하고 

들녘경영체 육성의 법적근거 확보를 통하여 법적 지위확보와 들녘경영체 

육성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영체 육성 관련 정책사업

과의 연계를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하위법령 및 시행지침, 사업요건 등 관

련 행정추진 매뉴얼의 수정이 필요하다.

농지법 및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상에 들녘경영체 관련 조항

의 신설,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농지법 상에 농지의 위탁경영주체로서 들녘경영체 인정 및 농지법 의 농

지이용계획수립상에 들녘중심의 농지이용계획 수립 명시화, 농림축산식

품사업시행지침 의 사업대상자 요건 등에 들녘경영체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일본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 

확립을 위해서 ‘집락영농’에 대하여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을 비롯한 

하위법령에서 정책대상으로서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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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들녘경영체 중심의 농지 및 농기계 이용 효율화를 위한 

우대조치  

들녘경영체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논농업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

비, 농지의 들녘단위 집단화,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관련 사업지침에 

들녘경영체의 우선권 부여가 필요하다. 들녘 생산기반 정비, 농기계은행사업 

책임경영자, 농지유동화사업 관련 우선대상자 적용 등 우대조치를 통하여 

적정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들녘경영체와 유사한 

집락경영체에 대한 경영체로서 제도적 지위는 물론 각종 관련 정책사업에 

우선권을 부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자 호별소득보상제도 (직불제가산

금), 경영체육성지원사업 (농기계정비), 규모확대가산교부금 (농지유동화),

농지·수보전관리지불교부금 (농지·농업용수보전관리), 6차산업화종합추

진사업 (6차산업화 지원) 및 경영자금 확보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2.2. 들녘경영체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들녘경영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

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한 육성시스템과 역할 분담이 중

요하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들녘경영체의 육성체계를 총괄·기획하면서,

들녘경영체 관련 각종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직화단계에서 논농업 조직

이 들녘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초단계의 조

직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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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들녘경영체 단계별 추진체계

추진

단계
주요내용

사업

기획
⇒

▶들녘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 들녘경영체 육성 총괄기획(농림축산식품부)

○ 생산조직형 들녘조직 유형별 육성(농촌진흥청+지자체)

○ 들녘별 논농업 발전계획 수립(지자체)

↓

조직화

단계
⇒

▶생산조직형 들녘조직 육성

○ (농업진흥청)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한 들녘단지 기술지원

- 친환경·고품질 단지 육성

○ (지자체) 도 및 시·군센터, 농협과 연계 들녘단지 경영지원

- 지자체 들녘별 조직 강화 지원

↓

경영체

구축

단계

⇒

▶들녘조직의 경영체 육성정책에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들녘조직의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사업

으로 전환

- 들녘경영체 육성 컨설팅 사업비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들녘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사업지원(국비+지방비)

○ (지자체) 들녘조직 경영체 육성사업 전환 지원

- 들녘경영체 자율조직과 공동으로 현장컨설팅, 교육 등 지속관리

↓

경영체

발전

단계

⇒

▶기 구축된 들녘경영체 경영지원 다양화

○ 경영체의 발전모형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전문화·복합화·다각화 관련사업과 연계

- 경영체 기술지원 및 지속적 관리

- 농협 등 지역 관련 농업조직과 연계 협력강화 지원

셋째, 일정 수준에 이른 기초단계 들녘 공동경영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각

종 정책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들녘경영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각종 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관련사업

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매뉴얼에 들녘경영체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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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 설립된 들녘경영체를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경영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그 역할 분담체계는 <표 6-10>과 같다.

표 6-10.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단위의 역할 분담체계

참여주체 주 요 역 할

들녘단지
◦ 공동생산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 들녘경영체 실행 주체 확립

행
정

도
◦ 논농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 핵심리더 및 전문인력 양성
◦ 행·재정적 지원 총괄

시·군
◦ 사업대상자 발굴 및 육성
◦ 시·군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현장 모니터링, 예산집행 지도·감독

지
도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 경영매뉴얼 및 기술지도
◦ 2, 3차 연계사업 발굴, 지도

농협
◦ 회계부문 등 경영전반지원
◦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부문 참여
◦ 들녘경영체 운영참여(출자 등)

시·군
농어촌공사

◦ 규모화·집적화, 농업기반 시설 정비 지원

학계·
연구기관

◦ 실천사례 및 정책 분석·평가, 유형별 모델개발
◦ 들녘경영체 전반 컨설팅 및 모니터링 수행
◦ 들녘경영체 리더(CEO)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2.3. 들녘경영체의 경영효율화 지원

2.3.1. 농업법인 인턴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재확보

농업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쌀 농업인력의 고령화가 가

장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들녘경영체가 경영체로서 경영관리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확보가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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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귀촌의 활성화 추세 발맞춰 유능한 인재를 들녘경영체가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농업법인 인턴제도를 활성화시켜, 법인화

된 들녘경영체에 취업취농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체제구축 필요하다.

일본은 ‘농(農)의 고용사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업법인 고용취농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천연수(최장 2년 연간 120만 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취농자는 교부금 월 10만 엔 포함 월 16만~20만 

엔의 급여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2.3.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육성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인력, 농기계, 농지를 기초로 논농업 중장기 발전계

획을 수립, 들녘경영체의 단계별 육성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현재 지자체는 들녘경영체 선정 시 수요파악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지

역의 농지이용계획이나 경영체 사후관리 기능은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 등이 중심이 되어 니나이테의 농지집적·집약화, 지

역농업의 발전방향 등을 기재한 ‘人·農地 플랜’의 계획수립, 시정촌 등에 

배치된 은퇴 농업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한 지역제휴추진위원회 활동 등

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3.3. 지역농업인의 들녘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체계 강화

들녘경영체는 논농업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확대, 컨설팅 수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

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내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향후 지역 농업

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합의를 토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들녘경영체의 경영애로 해결 및 경영발

전을 위한 상시 컨설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농협,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전문가조직을 육성하여 컨설팅 수요에 상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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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집락의 농가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집락영농의 동의를 받고 조직

을 만들어 경영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에서 시정촌사무소, 지역농업

재생협의회등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컨설팅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2.3.4. 농협·민간RPC의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기능 강화

작목반 등 들녘조직 가운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기능이 취약한 조

직은 농협이나 민간RPC가 스스로 경영주체가 되어 들녘단위의 경영을 이

끌 수 있어야 한다. 설립된 들녘경영체 가운데 농협, 민간RPC가 주축이 되

어 계열조직으로 들녘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례에서 그 가능성

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농협의 들녘경영체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

다. 일본은 농협조직이 컨설팅 참여, 회계업무지원, 출자참여 등 다양한 형

태로 집락영농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J A출자형 법인의 개요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지의 유휴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협이 출자하

여 설립한 농업생산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JA출자형 농업법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집락영농조직에게 JA가 출자하여 농업법인

을 유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농지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농업생산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 JA출자형 법인에 관한 전국조사(2013년 12월 말 기준)을 보면 JA출

자형법인은 474개가 있고, 그 밖에 JA로부터 출자를 받은 집락은 영농법인이

154개, 직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JA가 36개로 나타나고 있다.

JA출자형 농업법인의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수도작 생산중심 법인이 69.0%,

수전 및 전작 작업위탁중심 법인이 52.2%, 노지야채 생산중심 법인이 42.7%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JA, 2013년 JA출자형 법인에 대한 전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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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경영체 경영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

뢰를 받아 우리나라 논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들녘경영체를 대상으

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조사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들녘경영체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

항을 파악하여, 논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를 위한 귀중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주신 귀 조직의 의견은 연구 및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만 사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녘경영체명:                        

SQ1) 지역

1. 경기     2. 강원     3. 충북     4. 충남     5. 전북     6. 전남     7. 경북     8. 경남

SQ2) 설립연도

년

SQ3) 사업착수연도

년

SQ4) 조직 주체(한 가지만 기입)
1. 영농조합법인       2. 농업회사법인       3. 농협의 조직(RPC 등)      4. 작목반 등 임의조직

SQ5) 들녘경영체 위치

1. 벼 단작 평야지역       2. 벼 복합 준 평야지대 

SQ6) 경영 유형

1. 쌀 단작 생산            2. 쌀+맥류 생산            3. 쌀+원예 생산

4. 쌀 생산+쌀가공 판매     5. 쌀+맥류 원예 생산       6. 쌀 맥류 원예 생산+가공 판매

DQ1) 귀하의 농업 관련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약           년            개월

DQ2)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1. 대표
2. 총무(임원 포함)
3. 조합원(경영체 구성원)
4. 기타(적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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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문1) 귀 들녘경영체의 형태별 구성원 수와 출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착수연도와 

현재(2015년 9월 1일)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SQ4)에서 조직 주체를 ‘3. 농협의 조직’으로 답하신 분은 구성원 수만 
응답해 주십시오.
일반참여농가는 ‘구성원 수’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응답 기준 시점

사업참여 개시연도 현재(2015년 9월 1일)

구성원 수 출자액 구성원 수 출자액

합계 명 만 원 명 만 원

1) 조합원(주주) 명 만 원 명 만 원

2) 준조합원

(회원농가)
명 만 원 명 만 원

3) 일반참여농가 명 명

문2) 귀 들녘경영체의 조직 구성별 현재(2015년 9월 1일 기준) 영농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구    분 사업 참여 개시연도
현재

(2015년 9월 1일)

합계 ha ha

1) 조합원(주주) ha ha

2) 준조합원

(회원농가)
ha ha

3) 일반참여농가 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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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귀 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단지 중 논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원 법인, 조합원의 구분은 소유권, 임차권 등 권리 주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사업 참여 개시연도
현재

(2015년 9월 1일)

합계 ha ha

1) 소유면적
➀ 법인 ha ha

➁ 조합원 ha ha

2) 임차면적
➀ 법인 ha ha

➁ 조합원 ha ha

3) 완전수탁면적
➀ 법인 ha ha

➁ 조합원 ha ha

문4) 귀 들녘경영체는 선정된 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 및 

컨설팅, 시설 장비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지원 여부
지원 내역

(‘1. 받음’인 응답자만)
받음 받지 않음

1) 교육 및

컨설팅
1 2

지원 횟수

1. 1회

2. 2회 이상

2) 시설 장비 1 2

장비명

(해당 사항 모두 응답)

1. 육묘시설

2. 방제시설

   (헬기, 광역방제기)

3. 기타

   (적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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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귀 들녘경영체는 육성지원 외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이나 

장비가 있습니까?

구    분
지원 여부 지원 내역

(‘1. 받음’인 응답자만)받음 받지 않음

1) 지방자치

단체 

지원 관련

1 2

장비명

(해당 사항 모두 응답)

1. 육묘시설

2. 방제시설

   (헬기, 광역방제기)

3. 기타

   (적을 것:             )

문6) 귀 들녘경영체가 농작업에 이용하는 농기계 및 장비의 소유주체는 누구입니까? 각 

기계별로 해당되는 소유 주체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소유 주체

법인 소유 조합원 소유 법인+조합원 소유하지 않음

1) 육묘장 1 2 3 4

2) 이앙기 1 2 3 4

3) 트랙터 1 2 3 4

4) 방제기 1 2 3 4

5) 콤바인 1 2 3 4

6) 건조기 1 2 3 4

7) 기타(적을 것: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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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귀 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농작업)에서 부분 작업(수탁)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 참여 개시연도와 현재 기준에 따라 작업별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부분 작업(수탁) 실적이 없을 경우, 면적에 ‘0’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사업 참여 개시연도
현재

(2015년 9월 1일)

1) 경운·정지·이앙 ha ha

2) 육묘 ha ha

3) 방제 ha ha

4) 수확 ha ha

문8) 귀 들녘경영체는 RPC(미곡종합처리장)와 현재(2015년 9월 1일)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9)로 갈 것  

문8-1) (문8에서 ‘1. 예’라는 응답자만)
계약재배 비율은 면적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1. 30% 미만

2. 30~50% 미만

3. 50~80% 미만

4.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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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경영체 조직화

문9) 귀 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농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4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장비(육묘장, 방제기 등)와 관련한 농작업만 법인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작업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2.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장비(육묘장, 방제기 등) 관련 작업뿐만 아니라 타 

농작업도 부분적으로 공동화하고 있음

    3. 전체 농작업을 공동화하고 있음

문10) 귀 들녘경영체의 공동 작업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작업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작업 범위 그렇다 아니다

1) 육묘 1 2
2) 경운·정지 1 2
3) 이앙(파종) 1 2
4) 시비(비료) 1 2
5) 방제(농약) 1 2
6) 물관리 1 2
7) 수확 1 2
8) 건조·저장 1 2
9) 출하 1 2

문11) 귀 들녘경영체에서 공동 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대표자 

2. 임원

3. 조합원

4. 고용인력

5. 기타(적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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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귀 들녘경영체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농기계는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부속 농기계

2. 대형 농기계

3. 건조시설

4. 저장시설

5. 도정시설

6. 창고

7. 기타(적을 것:                                 )

들녘경영체 경영성과

문13) 귀 들녘경영체의 주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수위탁작업 수수료

2. 쌀 생산 판매

3. 복합작물 생산

4. 가공사업

5. 기타(적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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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귀 들녘경영체의 최근 3개년(2012 ~ 2014년)의안 수입(매출액)과 지출(경영비)은 

얼마나 됩니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 수입
(매출액)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2) 지출
(경영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3) 수입에서 수탁작업 수수료 
비율

% % %

문15) 귀 들녘경영체의 벼 농작업별 필지(1,200평, 40a)당 작업수수료 및 농지임차료는 

얼마나 됩니까? 귀 들녘경영체 및 지역 내 평균 수수료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기준 들녘경영체
지역 내

평균 수수료

1) 작업

수수료

➀ 경운 40a 천 원 천 원

➁ 정지 40a 천 원 천 원

➂ 이앙 40a 천 원 천 원

➃ 경운·정지·이앙

(일괄 수탁)
40a 천 원 천 원

➄ 육묘 40a 천 원 천 원

➅ 방제 40a 천 원 천 원

➆ 수확 40a 천 원 천 원

➇ 완전수탁

(전체 작업)
40a 천 원 천 원

2) 농지

임차료

➀ 이모작 가능 40a 천 원 천 원

➁ 이모작 불가능 40a 천 원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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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귀 들녘경영체의 2014년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각 부문별 

매출액 비율의 합이 100%가 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비율

1) 쌀 %

2) 농작업 기타 수수료 %

3) 가공 %

4) 동계 작물 %

5) 원예 작물 %

6) 유통 %

7) 기타 %

합계 1  0  0       %

문17) 귀 들녘경영체 사업의 결산 후 이익금은 어떻게 분배합니까?

1. 출자자에게 전액 배당한다

2. 일부 배당하고 나머지는 적립한다

3. 전액 적립한다

4. 공동작업 위탁농가에 환원한다      

5. 이익금이 없다(발생하지 않음)

들녘경영체의 사업효과와 과제

문18) 귀하는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 육성을 지역(들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육성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보통/그저 그렇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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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다음은 지역의 주민 참여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들녘경영체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 들녘경영체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업 범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농가의 소득원 개발에 기여한다 1 2 3 4 5
2) 지역의 봉사자, 리더로 사회활동을 

한다 1 2 3 4 5

3) 지역환원 사업 일환으로 기부금을 
지원한다 1 2 3 4 5

4) 농가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 1 2 3 4 5
5) 농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한다 1 2 3 4 5

문20) 다음은 들녘경영체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 들녘경영체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업 범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전체 영농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1 2 3 4 5

2) 전체 영농비용이 절감되었다 1 2 3 4 5

3) 전체 농업 소득이 증대되었다 1 2 3 4 5

4) 노력절감으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1 2 3 4 5

5) 고령에도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 1 2 3 4 5

6) 마을주민 간의 협동·유대가 강화되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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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다음은 들녘경영체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 들녘경영체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업 범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쌀농사 규모가 확대되었다 1 2 3 4 5

2) 쌀 생산 비용이 절감되었다 1 2 3 4 5

3) 쌀 농업소득이 증대되었다 1 2 3 4 5

4) 사업의 복합화·다각화가 가능해졌다 1 2 3 4 5

5) 지역 내 리더십의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지자체 및 농협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1 2 3 4 5

문22) 귀 들녘경영체가 지향하는 경영모델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쌀 단작 중심의 들녘경영체

2.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단지 중심의 전문경영체

3. 논 이모작 및 타작물 재배 등 복합 생산 경영체

4. 쌀 전문 생산-가공-유통의 계열화 경영체

5. 타 사업부문(축산, 가공, 유통) 도입 종합 경영체

6. 기타(적을 것:                                 )

문23) 지역상황을 고려할 때 귀 들녘경영체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논 면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 합니까?

1. 30ha 미만

2. 30~50ha 미만

3. 50~100ha 미만

4. 100~200ha미만

5. 200h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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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4) 귀 들녘경영체의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회원농가의 법인에 대한 이해  

2. 수익성 확보

3. 조합원의 합의도출 

4. 회계 등 복잡한 관리업무

5. 경영에 대한 전문성

6. 기타(적을 것:                                 )

문25) 귀 들녘경영체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정책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업 범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 2 3 4 5

2. 기계 및 시설장비의 지원 확충 1 2 3 4 5

3. 용·배수시설 등 생산기반정비 1 2 3 4 5

4. 가공 등 관련 사업 부문 지원 1 2 3 4 5

5. 계약재배의 확대 지원 1 2 3 4 5

6. 농지임대차 지원 강화 1 2 3 4 5

문26) 들녘경영체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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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경영체 참여 농가 조수입 및 생산비

문27) 다음은 귀하가 2014년 1년 동안 벼농사를 하면서 발생한 조수입 및 생산비 관련 

내용입니다. 2014년 1년 동안 수탁면적을 제외하고 직영으로 진행한 벼농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벼 재배면적                          ha

2) 조수입                          만 원

3) 평균 생산량(1,200평, 40ha기준)                          kg

문28) 다음은 2014년 1년 동안 벼농사를 하면서 발생한 생산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로 1년 동안 발생한 총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목 생산비용 비고

1) 종묘비 만 원
육묘 묘판

    장/3.3㎡

2) 비료비 만 원

3) 농약비 만 원

4) 기타 재료비 만 원

5) 농기계
5-1) 감가상각비 만 원

5-2) 수선비 만 원

6) 유류 및 전기료 만 원

7) 기타 농업시설 수선비 만 원

8) 고용노동력 노임 만 원

9) 토지 임차료 만 원

생산비용 합계 만 원



부록126

문28-1)귀하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의 노임 단가 및 토지 임차료는 얼마나 됩니까? 
노임 단가는 1일 기준, 토지임차료는 3.3㎡당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지역 노임 단가
➀ 남자                         원/일

➁ 여자                         원/일

2) 지역 토지 임차료                         원/3.3㎡

자료 분류용 질문

DQ3) 귀 조직의 대표자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자

2. 여자

DQ4) 실례지만, 귀 조직의 대표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DQ5) 귀 조직의 대표자 농업 관련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약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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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들녘경영체 유형별 우수 운영사례

부표 2-1. 무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태와 성과

경

영

실

태

경영

목표

ㆍ안전하고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과 유통으로 농업소득 창출
ㆍ친환경 재배단지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유통 효율화로 경쟁력 제고

⇒ 생산비 절감과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역

특성

ㆍ우리나라 대표 쌀 재배지역인(익산) 광활한 평야지역

ㆍ벼와 맥류 등 이모작 가능 지역
ㆍ익산에서도 친환경 적합지역(산으로 둘러싸여 있음)

조직화

계기

ㆍ지역의 쌀전업농이 모여 공동경영체 조직, 들녘경영체 선정(2011년)
ㆍ소비자 기호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쌀 친환경재배단지를 조성,

공동영농 추진
ㆍ농약, 화학비료 감축과 축분 자원화 등으로 비용절감, 안전성 확보 및 학교급식
등 새로운 유통채녈을 통한 소득창출 도모

사업

내용

ㆍ친환경쌀 공동영농(2011년 200ha → 2014년 468ha)

ㆍ지역농민 쌀 재배 농작업 부분 및 완전위탁 대행(2014년 완전위탁면적 80ha)
ㆍ이모작으로 녹비작물과 보리 재배
ㆍ지역 농가 이모작(보리, 녹비작물) 농작업 위탁 대행

ㆍ친환경쌀 계약재배(유통업자): 70만 원/200평당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공동육묘 공급(계약재배 및 참여농가 활용)

ㆍ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협을 통한 헬기로 공동방제
ㆍ공동출하(계약재배 물량, 전체 수확물량의 70%, 개인 개별판매는 30%)
ㆍ법인소유 육묘장, 농기계, 건조기, 채종포 등 활용 공동영농

⇒ 친환경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공동 구매로 비용절감, 계약재배로 수취가격
제고, 법인소유 재산 등기와 조합원 배당으로 법인체 공동의식 고취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ㆍ공동육묘, 건조 등 위탁대행 사업의 수익을 얻는 법인체(매년 800만 원 적립)

ㆍ공동육묘장, 건조장 등 공동작업, 개인소유 농기계 이용 효율화
ㆍ친환경영농 농자재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 법인 참여 농가에게 육묘, 친환경자
재 등 원가 공급으로 비용 절감효과 극대화

ㆍ계약재배로 유통효율화 및 판로 안정적 확보

참여

농가

측면

ㆍ공동영농 참여자의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쌀 생산비를 지역 평균보다 절감
ㆍ공동육묘로 시간 및 비용 절감

- 지역 육묘가격(3,000원/장), 공동육묘(조합원 200원/장, 준조합원 1,200원/장)
ㆍ친환경 쌀 계약재배로 농가수취 가격 상승
- 친환경 쌀(20%), 흑미(15%), 특수미(10%) 등은 미참여 농가보다 높은 가격

⇒ 친환경 쌀 공동영농 참여로 전체 작업일수 10% 이상 감소 효과 발생
비용절감과 잉여 노동력으로 이모작으로 농업소득 창출효과 극대화

경영성과

요인

ㆍ공동영농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작업 일수 및 비용 절감

ㆍ계약재배를 통한 협력체계로 판로확보 및 수취가격 상승(소득창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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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에쿠스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태와 성과

경

영

실

태

경영

목표

ㆍ대규모 공동영농으로 쌀 생산비 절감

ㆍ절감된 노동시간을 활용한 지역특화 품목인 감자, 콩을 통한 복합화

ㆍ조사료 사업단 운영으로 농기계 이용 효율화와 소득 극대화

⇒ 생산비 절감과 시설 및 장비 운영 효율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역

특성

ㆍ우리나라 대표 쌀 재배지역인(김제) 대규모 평야지역

ㆍ벼와 감자, 맥류 등 이모작 가능 지역

ㆍ대규모 전업농 중심 수·위탁지역, 귀농자 유입이 최근 증가

조직화

계기

ㆍ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기로 쌀전업농이 모여 공동경영체 조직(2009년),

들녘경영체 선정(2012년)

ㆍ주재배 작목인 쌀의 생산여건 불리 지속으로 소득향상 걸림돌

ㆍ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공동영농 추진

사업

내용

ㆍ쌀 공동영농(2012년 202ha → 2014년 412ha)

ㆍ지역농민 쌀 재배 농작업 부분 및 완전 위탁 대행

ㆍ이모작으로 감자, 논농업다양화사업으로 콩 재배

ㆍ조사료 재배단지 공동운영(김제 한우특구단지 활용)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공동육묘 공급(계약재배 및 참여농가 활용)

ㆍ방제기 이용 공동방제

ㆍ건조장 활용(계약재배 물량)

ㆍ지역 쌀농가 부분위탁 작업

⇒ 5명 조합원 중심으로 쌀재배, 감자 등 공동영농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ㆍ공동육묘, 방제, 위탁대행 사업의 수익으로 법인체(2014년 수익 2,000만 원)

ㆍ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등 공동작업 활용으로 개인소유 농기계 이용 효율화

ㆍ공동방제로 방제횟수 감소

참여

농가

측면

ㆍ공동영농 참여자의 쌀 생산비 절감

ㆍ공동육묘로 시간 및 비용 절감

- 지역 육묘가격(3,000원/장), 공동육묘(2,500원/장)

ㆍ공동방제 참여농가는 관행방제보다 시간, 경비 절감

- 지역 900농가 중 630농가 공동방제 참여로 비용 및 시간절감 효과

-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30ha 무상 방제, 감자 지역사회 기부 활동 진행

⇒ 쌀 영농에서 공동영농 참여로 전체 작업일수 10% 이상 감소 효과 발생

비용절감과 잉여 노동력으로 이모작으로 농업소득 창출효과 극대화

경영성과

요인

ㆍ공동영농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작업 일수 및 비용 절감

ㆍ계약재배를 통한 협력체계로 판로확보

ㆍ이모작 작물에 대한 지역법인과 연합하여 규모화를 통한 소득창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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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태와 성과

경

영

실

태

경영

목표

ㆍ대규모 공동영농으로 쌀 생산비 절감

ㆍ절감된 노동시간을 활용한 보리, 밀, 시설작물 등 복합화로 농가소득 창출

⇒ 생산비 절감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역

특성

ㆍ우리나라 대표 쌀 재배지역인(익산) 광활한 평야지역

ㆍ벼와 맥류 등 이모작 가능 지역

조직화

계기

ㆍ지역의 쌀전업농이 모여 공동경영체 조직(2008년), 들녘경영체 선정(2009년)

ㆍ주재배 작목인 쌀의 생산여건 불리 지속으로 소득향상 걸림돌

ㆍ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공동영농 추진

ㆍ공동영농을 통한 잉여 노동력 및 시설, 장비를 활용한 복합영농 도모

사업

내용

ㆍ쌀 공동영농(2009년 290ha → 2014년 320ha)

ㆍ지역농민 쌀 재배 농작업 부분 및 완전 위탁 대행(2014년 완전위탁면적 30ha)

ㆍ이모작으로 보리, 밀 재배(지역 법인과 협력하여 가격교섭력 제고)

ㆍ지역 농가 이모작(보리, 밀) 농작업 위탁 대행

ㆍ시설 과채류 등 재배 계획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공동육묘 공급(계약재배 및 참여농가 활용)

ㆍ방제기 이용 공동방제

ㆍ건조장 활용(계약재배 물량)

ㆍ지역 쌀농가 부분위탁 작업

⇒ 7명 조합원 중심으로 쌀재배, 수확 및 출하(계약물량)등은 공동영농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ㆍ공동육묘, 방제, 위탁대행 사업의 수익으로 법인체(매년 1,500만 원 적립)

ㆍ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등 공동작업 활용으로 개인소유 농기계 이용 효율화

ㆍ공동영농으로 질소질 등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공동방제로 방제횟수 감소

참여

농가

측면

ㆍ공동영농 참여자의 쌀 생산비를 지역 평균보다 15.6% 절감

- 전북지역 77만 원/10a, 공동영농참여자 65만 원/10a

ㆍ공동육묘로 시간 80% 절감

- 관행육묘(2,500시간/100ha), 공동육묘(450시간/100ha)

- 지역 육묘가격(3,000원/장), 공동육묘(2,500원/장)

ㆍ공동방제 참여농가는 관행방제보다 시간 80%, 경비 30% 절감

- 관행방제(1,200시간/100ha), 공동방제(150시간/100ha)

- 관행방제(10만 원/1필지), 공동방제(7만 원/1필지), 약제비용 차이발생

⇒ 쌀 영농에서 공동영농 참여로 전체 작업일수 10% 이상 감소 효과 발생

비용절감과 잉여 노동력으로 이모작으로 농업소득 창출효과 극대화

경영성과

요인

ㆍ공동영농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작업 일수 및 비용 절감

ㆍ계약재배를 통한 협력체계로 판로확보

ㆍ이모작 작물에 대한 지역법인과 연합하여 규모화를 통한 소득창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부록130

부표 2-4.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태와 성과

경

영

실

태

경영

목표

ㆍ대규모 공동영농으로 쌀 생산비 절감

ㆍ품종통일, 볏짚 등 재활용으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유통 경쟁력 확보

⇒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유지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역

특성

ㆍ경북의 대표적 쌀 재배지역인(상주) 평야지역

ㆍ벼와 축산, 배, 포도, 곶감 등 복합영농 지역

조직화

계기

ㆍ지역의 쌀전업농과 지역사업가 모여 공동경영체 조직(2006년),

들녘경영체 선정(2012년)

ㆍ주재배 작목인 쌀의 생산여건 불리 지속으로 소득향상 걸림돌

ㆍ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공동영농 추진

ㆍ공동영농을 통한 잉여 노동력 및 시설, 장비를 활용한 복합영농 도모

사업

내용

ㆍ쌀 공동영농(2012년 134ha → 2014년 600ha)

ㆍ지역농민 쌀 재배 농작업 부분 및 완전 위탁 대행(수확 등 70ha)

ㆍ육묘는 회원 동네별 육묘장을 활용하여 이용

ㆍ조합원이 계약재배 생산한 쌀을 조합대표가 운영하는 RPC를 통해 판매

ㆍ시설 과채류 등 재배 계획(경북형 마을영농 참여)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공동육묘 공급(계약재배 및 참여농가 활용)

ㆍ현재 소유방제기 없이 대여하여 활용(2015년 농림부 지원예정)

ㆍ건조장 활용(계약재배 물량)

ㆍ조합의 RPC 건조장 활용

⇒ 조합의 대표가 운영하는 RPC와 참여 조합원은 계약재배하여 안정적 농가

소득 창출, 지역농협 RPC 과잉물량을 조합에서 구매하여 판매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ㆍ공동육묘, 방제, 위탁대행 사업의 수익으로 법인체(매년 1,500만 원 적립)

ㆍ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등 공동작업 활용으로 개인소유 농기계 이용 효율화

ㆍ공동영농으로 질소질 등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공동방제로 방제횟수 감소

참여

농가

측면

ㆍ공동영농 참여자의 쌀 생산비를 지역 평균보다 절감

ㆍ공동육묘로 시간과 비용 절감

- 지역 육묘가격(3,500원/장), 공동육묘(2,000원/장)

ㆍ건조장, 대형 농기계 공동활용으로 비용과 시간 절감

ㆍ조합원이 운영하는 RPC와 계약재배로 품종통일, 재배통일 등 수확 후 가격인 지

역 일반 농가보다 수취가격 40,000/20kg(정곡)보다 20% 이상 높음

⇒ 쌀 영농에서 공동영농 참여로 전체 작업일수 10% 이상 감소 효과 발생

비용절감과 잉여 노동력으로 경북형마을영농 참여와 부녀자의 지역농공단지

등 재취업으로 농업소득 창출효과 극대화

경영성과

요인

ㆍ공동영농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작업 일수 및 비용 절감

ㆍ계약재배를 통한 협력체계로 판로확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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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영실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태와 성과

경

영

실

태

경영

목표

ㆍ쌀 대규모 공동영농으로 쌀 생산비 및 노동력절감

ㆍ절감된 노동시간을 활용한 복합영농(한우, 딸기, 조사료), 6차산업화(한우판매장

직영)로 농가소득 창출

⇒ 생산비 절감과 영농의 복합화 다각화로 수익모델 창출

지역

특성

ㆍ전형적인 중산간지역(산청), 원예와 축산 등 복합영농 지역

ㆍ쌀과 축산(한우)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가능 지역

ㆍ호국원(국립묘지 등)과 고속도로 인접 등 외부 방문객이 많은 지역

조직화

계기

ㆍ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계기로 법인설립(2006년), 들녘경영체 선정(2010년)

ㆍ주재배 작목인 쌀의 생산여건 불리 지속으로 소득향상 걸림돌

ㆍ공동영농을 통한 잉여 노동력 및 시설, 장비를 활용한 복합영농 도모

사업

내용

ㆍ쌀 공동영농(2010년 180ha → 2014년 200ha)

ㆍ조사료단지 공동영농(2014년 100ha, 80ha는 법인에서 계약재배)

ㆍ지역농민 쌀 재배 농작업 부분 및 완전 위탁 대행

ㆍ지역 한우농가와 협력하여 한우플라자 운영(6차산업화), 조합 참여농가의 한우

를 도축하여 판매

ㆍ한우플라자와 연계 조합원 및 지역농민 생산 농산물 판매강화, 맥주보리재배 와

연계한 하우스 맥주가공시설 및 직판장 운영으로 수익모델 강화계획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공동육묘 공급(계약재배 및 참여농가 활용)

ㆍ방제기 이용 공동방제

ㆍ조사료 공동영농

ㆍ지역 쌀농가 부분위탁 작업

⇒ 조합원 중심으로 쌀재배, 조사료 재배 및 한우프라자 운영 등 경축순환농업

및 가공·유통과 연계 6차산업화 추진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ㆍ공동육묘, 방제, 조사료, 한우프라자 수익 창출

ㆍ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등 공동작업 활용으로 개인소유 농기계 이용 효율화

ㆍ공동영농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공동방제로 방제횟수 감소

ㆍ육묘장 등 소요 인력(일용직, 3-5명/1개월) 고용 창출효과

ㆍ한우프라자 직원 10명 내외 연중 고용 창출효과

참여

농가

측면

ㆍ공동영농 참여자의 쌀 생산비를 지역 평균보다 절감

ㆍ공동육묘로 영농작업시간 85% 및 비용 1,200만 원 절감

- 160ha 공동육묘의 경우 시간 4,200시간 절감

- 지역 육묘가격(3,000원/장), 공동육묘(2,500원/장)

ㆍ공동방제 참여농가는 관행방제보다 시간 80%, 경비 60% 절감

- 관행방제(1,200시간/100ha), 공동방제(150시간/100ha)

- 관행방제(3만 원/200평), 공동방제(1만 원/200평), 약제비용 차이발생

⇒ 쌀 영농에서 공동영농 참여로 전체 작업일수 10% 이상 감소 효과 발생

비용절감과 잉여 노동력으로 복합작목, 이모작도입으로 농업소득 증대효과

경영성과

요인
ㆍ영농복합화, 6차산업화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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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신전마을영농법인의 경영실태와 성과

경

영

실

태

경영

목표

ㆍ대규모 공동영농으로 쌀 생산비 절감

ㆍ마을영농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생산비 절감과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특성

ㆍ경북 북부 태백산 자락의 소규모 평야지대, 전형적인 복합영농지역

ㆍ개성 고씨 집성촌

조직화

계기

ㆍ경북형 마을영농 위해 공동경영체 조직(2013년), 들녘경영체 선정(2014년)

ㆍ주재배 작목인 쌀의 생산여건 불리 지속으로 소득향상 걸림돌

ㆍ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유지를 위해 공동영농 추진

ㆍ공동영농을 통한 잉여 노동력 및 시설, 장비를 활용한 복합영농 도모

ㆍ경북도청 이전으로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지정을 계기

사업

내용

ㆍ쌀 공동영농(2014년 95ha, 채종포 포함,)

ㆍ감자, 콩 공동영농(감자 5ha, 콩 16ha)

ㆍ공동육묘 사업, 육묘장 활용 채소류 모종 판매 계획

ㆍ마을영농(공동영농)에 필요한 지역 유휴인력 고용(양수장 관리)

ㆍ법인 소유 시설과 장비 도입 및 활용사업(육묘장 활용 채소육묘, 저온저장사업)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공동육묘 공급(계약재배 및 참여농가 활용), 방제기 대여하여 공동방제

ㆍ건조장 공동이용(계약재배 물량)

ㆍ채종포 계약재배 물량 공동 농작업

⇒ 13명 조합원 중심으로 쌀재배, 수확 및 출하(계약물량) 등 공동영농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ㆍ공동육묘, 방제, 위탁대행 사업의 수익으로 법인체

(법인 수수료 5% 적립, 2014년 2,000만 원 적립)

ㆍ육묘, 방제, 농작업 등 공동작업 활용으로 개인소유 농기계 이용 효율화

ㆍ채종포 물관리 등 인력 창출, 법인 소유 농기계 구입 확대로 개별 부담

절감효과 발생

ㆍ마을영농으로 부녀자 등 유휴 인력 지역 공단 등 취업으로 농가소득 창출로

지역활성화에 기여

참여

농가

측면

ㆍ공동영농 참여자의 쌀 생산비를 지역 평균보다 20-30% 절감

ㆍ공동육묘로 시간과 비용 절감

ㆍ현재 공동방제기 대여 방제 실시로 방제효과 극대화 및 회수 감소

- 지자체 및 기술센터 지원으로 비용 절감

ㆍ채종포 참여로 수확 벼의 수매가가 일반보다 30% 높음

⇒ 마을 농업소득 7,287만 원 증가, 농외소득 2억 5,000만 원, 농기계 27대 감소

경영성과

요인

ㆍ공동영농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작업 일수 및 비용 절감

ㆍ계약재배를 통한 협력체계로 판로확보

ㆍ공동영농으로 유휴인력의 지역 재취업으로 마을소득 창출과 지역유지 등

활성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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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실

태

경영

목표

ㆍ논농업의 비용 및 노력절감·복합화·다각화로 수익모델 창출

ㆍ군동면 관내 전체를 조직화, 계열화하여 6차산업화 실현을 목표

⇒ 생산비 절감과 영농의 복합화 다각화로 수익모델 창출

지역

특성
ㆍ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대규모 평야지대

조직화

계기

ㆍ200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참여(70ha)

ㆍ공동영농을 통한 쌀 생산비 절감 및 영농의 복합화·다각화

사업

내용

ㆍ조사료 생산전문단지(2007년 70ha∼)

- 2012년: 조사료생산특구지정(농림축산식품부), 500ha → 800ha(2014년)

ㆍ절임배추 생산 판매사업(2010년∼

- 2014년: 100ha(직영 70%, 계약재배 30%), 30만 포기 생산,

·벼 육묘장을 활용하여 배추 등 5품목의 모종 생산

ㆍ벼 육묘사업 및 농작업대행

- 2010년 육묘장 건립(전남도 및 강진군비 지원)

- 조합원 소유농지 70ha, 준조합원 30ha 총 100ha 완전위탁작업

ㆍ벼 도정 및 고춧가루 가공사업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인프라구축사업’으로 도정공장 설립(6억 원) 및

고추가루 가공공장 군비지원 으로 설립

⇒ 영농의 복합화·다각화로 주년경영체계 확립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2007년 법인결성, 조합원 5인으로 출발. 8,500만 원(1인당 1,700만 원 출자),

2010년 현대표 취임, 조합원 10명으로 확대

ㆍ2011~2013년 조합의 경영방침과 관련 이견으로 5명 탈퇴

- 사업확대와 관련한 추가투자, 사업 안정성관련 문제에 대한 이견

- 추가투자를 희망하는 조합원 중심으로 개편, 1인당 2억 원 출자

ㆍ2013년 일반조합원(출자액 100만 원~1,000만 원) 18명 추가모집

ㆍ2014년 들녘경영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조합원 185명 확보

ㆍ정규직 17명(조합원 5명 포함), 월평균 일용근로자 70명

⇒ 조직의 틀을 농작업공동화조직에서 영농복합화·6차산업화 조직으로 전환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ㆍ매출액, 사업수익 대폭 증대

- 매출액: 2012년 3억 2,800만 원→ 2013년 17억 1,300만 원

- 순수익: 2012년 1,700만 원→ 2013년 1억 3,000만 원

- 조합원: 연간 3,000∼4,000만 원 이익배당

참여

농가

측면

ㆍ완전위탁으로 영농편의성 및 비용절감, 복합작목 도입지원(계약재배)

- 완전위탁작업비 114만 원/900평, 기계작업비 30% 절감

ㆍ정규직 17명(조합원 5명 포함), 월평균 일용근로자 70명 고용

ㆍ연간 3,000만 원 장학금 조성 지원

경영성과

요인
ㆍ논농업의 비용 및 노력절감·복합화·다각화로 주년 경영체계 확립

부표 2-7. 청자골영농조합의 경영실태와 성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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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8. 뫼내뜰 영농조합 경영실태와 성과

경

영

실

태

경영

목표

ㆍ홍천군 쌀 친환경농업단지의 가공·유통·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

물의 유통·판매 효율화

지역

특성
ㆍ대표적인 중산간 지대로서 중·소농 중심의 복합영농지대

조직화

계기

ㆍ홍천군 명동리 친환경작목반이 모태. 

ㆍ홍천지역 친환경농업 공동체 15개소를 묶어 계약생산, 친환경생산물의 물류·유통

전문조직으로 뫼내뜰 영농조합 출범

사업

내용

ㆍ자산규모 32억 원, 조합원수 362명, 상근직원 42명, 매출액 103억 원(2014)

ㆍ친환경 쌀, 잡곡 공동생산·가공·판매

  - 참여농가 303호(15개 공동체), 재배면적 201ha

ㆍ친환경 노지·시설채소 생산·가공·판매

  - 참여농가 300호, 재배면적 272ha

ㆍ도·농교류행사 추진 500명(2014)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농작업은 15개 공동체 단위로 실시

ㆍ홍천군 연합회 주관하에 계약재배, 재배매뉴얼에 의한 재배협정, 농작업공동화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ㆍ홍천군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참여

농가

측면

ㆍ홍천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성과

요인

ㆍ소규모 작목반 단위의 친환경농업단지 연합회-뫼내뜰 영농조합의 생산·유통의 계

열화 체계구축, 한살림, 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판로확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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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9. 봉황농협의 경영실태와 성과

경

영

실

태

경영

목표

ㆍ출하처와 계약재배 확대등 맞춤형 쌀 생산기반 조성

ㆍ농가 조합원의 영농편의성 증대

지역

특성

ㆍ나주배 주산지인 나주시 봉황면 소재, 벼+과수의 복합영농

(답 1,478ha, 전 855ha, 과수원 490ha)

조직화

계기

ㆍ농기계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지의 단지적 이용 및 일관작업에

의한 완전위탁 체계 구축필요

사업

내용

ㆍ완전위탁 사업량: 4ha(2014년)→105ha(2015년)

  - 물관리, 논두렁제초, 알거름만 농가가 담당하며, 나머지 전작업 위탁

  - 부분위탁은 받지않으며, 조건불리지만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별 경작농지를 전부 위탁하는 농가에 한하여 인수

  - 단 육묘와 공동방제는 완전위탁분만으로는 사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인수

  - 2015년에는 직파 20ha를 신규추진, 직파포함 완전위탁 125ha

ㆍ육묘 및 항공방제 사업량

  - 육묘사업량: 449호 7만 6,210판 250ha(2014년)→ 400ha 추정(2015년)

  - 항공방제 사업량: 관내 1,044ha, 443호, 관외 319ha, 총 1,363ha(2014년)

ㆍ농한기 활용: 고추·배추육묘, 절임배추가공, 배 선과작업

농작업

조직화

실태

ㆍ들녘경영체 참여 농가

  - 참여농가 314호, 면적 224ha 

ㆍ농기계 및 시설

  - 농기계: 트랙터 3대, 이앙기 2대, 콤바인 2대, 무인헬기 2대

           임대 트랙터 9대, 지역수탁조직과 연대

  - 시설: 육묘장 2동(600평), 건조기 6기(건조능력 82톤, 보관능력 800톤), 

농기계 센터 1개소(60평) 

ㆍ들녘경영체 사업 인력: 13명

  - 책임자 1명, 오퍼레이터 8명(농기계 3명, 무인헬기 5명), 보조 4명

 ⇒ 인력운영의 효율화, 주년농작업체계 확립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ㆍ2014년 사업수익: 2억 200만 원

  - 단 기계 감가상각비 2억 8,000만 원 별도

참여

농가

측면

ㆍ완전위탁영농비 20만 원, 영농비 20% 이상 절감

ㆍ과수 등 복합작목에 영농집중

경영성과

요인

ㆍ인력운용의 효율화, 일관작업체계 구축, 농작업 일괄대행

ㆍ정책사업의 활용(들녘경영체, 친환경지구조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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