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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1년 우리나라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도입된 이래, 농림축산식

품부는 5년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와 여성농업인 5개년 기본계획을 수

립해 왔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현재 4차 기본계획(2016~20년)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책체감도와 인지도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실태를 파악하고, 여성

농업인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통계분석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기존 관련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여성농업

인 실태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수요를 연

령대별로 도출했으며, 연령에 따른 정책인지도와 영농활동 관련 정책수요

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바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효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여성정책 담당 지자체 공무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 공무원 등을 면접조사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

고자 하였다. 

  2017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인구에서 여성은 과반(51.1%)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력의 중요성에 걸맞는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앞으로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정책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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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과 목

○ 과거 농촌사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었다. 여성 대

부분은 농업 생산 활동에 있어 남성을 보조하는 사람이거나 무급가족

종사자로 여겨졌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인력 부족은 여성의 

농업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단적인 예로 농업 생산 활동에 가

족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 생산 활동 

노동 투입 비중은 가족노동력으로서 30.0%, 고용노동력으로서 72.7%, 

일손 돕기 형태로 60.4%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력과 일손 돕기에

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남성농업인을 앞서고 있다. 

○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영농형태

는 쌀농사 중심이어서 기계 또는 남성노동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최

근 채소, 과수, 화훼 등과 같은 밭작물로 옮겨가면서 여성노동력에 의존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강혜정 2008).   

○ 정부도 이러한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마련하고, 5년 단위의 여성농업인 육

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은 여

성농업인이 처해 있는 생활 영역에서의 정책들을 담고 있지만, 복지 영

역 변화를 제외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나 실효성은 높지 않

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31.3%)이었다. 

○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농기계 임대사업 이

용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룬다.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과 임대사업 이용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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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책이 여성농업인의 가중한 노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지 

분석하려면 여성농업인이 제공하고 있는 농업노동 형태가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영농실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연령층에 따라 정책 수요는 달라지므로 정책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

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

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욕구(needs)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현행 관련 정

책과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한다. 

○ 여성농업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

책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주요한 인력으로 농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한다. 

연구범   방법

○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농업

인은 도시 그리고 농촌 거주여성, 농가여성보다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영농활동’은 일차적인 농업활동에 초점을 

두되, 출하·판매, 재무관리까지를 농사일 또는 영농활동으로 지칭한다. 

○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계량모형 설정 및 정량적

(Quantitatively) 분석, 면접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국내외 관련 문헌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관련된 쟁점, 제안 등을 검토하였다. 통

계자료는 농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농업인 실

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대상자 유형화와 영농활동 관련 특징

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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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정책대상자의 특징들이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검정함과 동시에 개인 단위에서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여

성농업인들의 정책 요구도가 높은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 정책 도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세대별 분류 기준점을 세우고,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각 세대별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를 분석한 후, 정

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에서 포괄하지 못한 영

역을 보완하고자 관계자들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주요 결과

○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과 여성농업인 영농활동과 관련된 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연구를 주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후 영농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재분류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와 쟁점을 언

급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대응하는 정책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관련 기초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 이에 제2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영농활동에 있어 변화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위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에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농작물생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농업

인 실태조사 자료와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 농업생산 규모와 농업 취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

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2008년 대비 2013년에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vi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밭작물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타 작물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작물

이 밭작물로 변환됨에 따라 점차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 제3장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제

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

립되며,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4차 육성 기본계획이 시행 중

이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세워지고, 기

본계획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또한 지역 상황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 점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시행계획을 관련 자료와 관계자 면접조사

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 제4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특징을 분석한다. 여성농업

인의 영농활동 실태는 관련 통계자료와 여성농업인의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는 여성농업인이 있는 가

구의 특성,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종사하고 있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분

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품목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농외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농업소득과 동

일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노동투입시간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채소농가 여성농업인의 절대적 노동투입시간이 가장 높고, 가구당 연평

균 노동투입시간으로 분석하면 화훼, 과수, 채소, 축산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시간은 다르게 나타났다. 

○ 제5장에서는 앞서 제4장에서 기술적 통계량(statistics)으로 분석한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성농업인 영

농활동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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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양적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단순히 10세 단위 또는 

5세 단위로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결과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

농활동을 특징지을 수 있는 연령대를 구분하여 현재의 정책, 그리고 정

책 요구(needs)를 제6장에서 비교 분석한 후 제7장에서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 특히 양적분석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질적분석 결과로 보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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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ate of and Policy Tasks for Women 
Farmers' Farming Activities

Background & Purpose of Research

  In the past, most farmers were men. Most women were considered male 

farmers' assistants or unpaid family workers in agricultural production 

activities. However, the decrease in rural population and the shortage of ag-

ricultural manpower are increasing women's agricultural production 

activities. As a simple example, the proportion of female farmers' labor in-

put into agriculture production activity accounts for 30.0% as a family la-

bor force, 72.7% as an employed labor force, and 60.4% as a way of 

helping. The role of female farmers in agricultural employment surpasses 

that of male farmers. 

  The role of women farmers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is because the 

form of farming is shifting from the rice farming, which depends on male 

labor or machinery, to crops such as vegetables, fruit, and flowers that de-

pend on the female labor force (Kang, 2008).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role of women farmers, the government 

also established the Support of Female Farmers and Fishermen Act in 2001 

and establishes a basic plan for fostering women farmers every 5 years. 

Although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Women Farmers contains 

policies in the area of life that women farmers face, there are a number 

of opinions that women farmers do not feel high effectiveness of the poli-

cies, except for changes in welfare areas. In particular, the most urgent task 

for women farmers was to reduce the burden of labor (31.3%).

  The countermeasur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women-friendly farm-

ing equipment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use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business, but there are a number of evaluations that do not seem to 

have had any substantial effect.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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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policy of women-friendly agricultural machinery and the promotion 

of rental business utilization policy substantially mitigate the burdens of la-

bor of female farmers, an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farming should 

be preceded, including agricultural labor forms provided by women 

farmers.

  In addition, since the demand for policy changes according to the age 

group, a customized policy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tar-

get is needed. Studies that reflect the population and sociological character-

istics of female farmers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farming activities 

and changes in the needs of women farm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analyze the deficiencies of the cur-

rent policies and systems.

  It presents effective policy tasks considering the population,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women farmers and presents policies 

necessary for women farmers to continue agriculture as major manpower 

in agriculture.

Research Scope and Method

  The research methods used were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sur-

veys, statistical data analysis, quantitative modeling and its analysis, and 

interview surveys. We reviewed the issues and proposals related to the 

farming activities of women farmer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The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using characteristics of farm-

ers’ economic survey, agricultural censu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female farmers surve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subjects analyzed by statistical data are 

tested whether it is statistically valid and the effect of socioeconomic fac-

tors on the farming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is analyzed. This analysis 

is important in that it can provide a basis for elaborating the female farm-

ers’ labor burden reduction policy, which is highly needed by women 

farm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set up classification reference 

points for each generation of female farmers and analyzed the policy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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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 of female farmers for each generation based on the reference points, 

and then presented the policy tasks. In this study, in order to supplement 

the areas not included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interviews were con-

ducted with the concerned persons.

Research Content and Main Results

  In Chapter 1,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nd the liter-

ature related to the farming activities of women farmers were reviewed. 

After classifying the research of women farmers in the first place, we 

re-categorized the research related to the farming activities and mentioned 

limitations and issues of the previous research. Policies that respond to the 

farming activities of women farmers exist in the policy of women farmer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related basic research.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farming activities of women farmers in de-

tail and analyze the roles and positions of women farmers in farming 

activities.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statistics of Statistics Korea, the 

Crop Production Survey,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e 

survey data on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farmers, and previous re-

search results.

  Although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cale and the proportion of agricul-

tural employment are steadily declin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farmers in economic activity remains high and their share of farming sig-

nificantly increased in 2013 compared to 2008. In addition, as the ages in-

crease, the proportion of women farmers in charge of farming is increasing, 

and in the case of vegetables, fruits, and flowers the proportion of women 

farmers in charge of farming is larger than that of other crops. The role 

of these women farmers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as rices are con-

verted into vegetables, fruits and flowers.

  In Chapter 3, female farmers' policies were analyzed by using policy 

data. The basic plan for fostering female farmers and fishermen is estab-

lished every five years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1. Currently the 

fourth basic plan is being implemented. The basic plan for fostering female 

farmers and fishermen is established at the central government unit, and 

based on the basic plan, local governments also implement and chec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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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plan and the annual plan every five years depending on the local 

situation. In Chapter 3, basic plans for fostering female farmers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implementation plans were analyzed through rele-

vant data and interviews with related persons.

  Chapter 4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arming 

activities of women farmers. The actual situation of farming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was analyzed through related statistical data and interviews 

with female farmers. The actual conditions of farming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ith 

female farmers, the ages of female farm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tems engaged. The items engaged in by women farmers vary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off-farm in-

come than the agricultural income. The higher the age, the smaller the pro-

portion of the off-farm income. When analyzed in more detail by labor in-

put time, the absolute labor input time of female farmers is highest in the 

vegetable farm households, and the annual labor input time per household 

is longest for flowers, followed by fruit, vegetable, and livestock. In addi-

tion, the labor input time of female farmers varied according to their ages. 

  In Chapter 5, quantitative analysis using an econometrics model i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factors that can characterize the farming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 the previous chapter 

affect statistically effective levels of female farmers' farming activities. 

Particularly, not simply dividing age groups into 10-year or 5-year units, 

we categorized the age groups that can characterize the farming activities 

of women farmers through the analysis result. After analyzing the current 

policies and policy needs in Chapter 6, the policy task was presented in 

Chapter 7. Particularly,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interviews of female farmers were supplemented by 

discussions.

Researchers: Eom Jinyoung, Choi Yongho, Park Jiyeon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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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과거 농촌사회에서 농업 인력은 남성위주였고, 농업에서 여성은 대부분 

보조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이농현

상,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여성의 농업 생

산 활동 참여를 증가시켰다.

  여성농업인은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가족노동력으로서 농업노동을 제

공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전통적 노동공급 형태인 품앗이와 고용노동력 형

태(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농업노동력 중 가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전체 

노동투입시간의 81.9%에 이른다(농가경제조사 2017). 대부분 가족노동력

으로 유지되고 있는 농가의 가족농업 노동시간 중 여성 가족노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30.0%였다(농가경제조사 2017). 

  또한, 같은 해 고용노동력에서 여성 고용 노동투입시간의 비중은 72.7%

에 달한다. 일손 돕기와 같은 전통적 노동력 공급에서도 여성 투입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60.4%로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농가경제

조사 2017).

1 농업노동력은 일반적으로 가족노동력, 고용노동력, 지역사회 내 전통적 형태의 

노동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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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

다.2 여성들의 농업생산 참여와 역할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영농형태는 쌀농사 중심이어서 기계 또는 남성노동력에 의존하

였다. 그러나 최근 채소, 과수, 화훼 등과 같은 밭작물로 옮겨가면서 여성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강혜정 2008), 고령화로 인한 농

업노동력 감소 및 부족에 농가는 일차적으로 가족노동력 증대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정책측면에서도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는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마련하고 5년 단위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4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3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이 여성농업인 생활의 전반적 영역에 대

한 정책들을 담고 있지만, 복지 영역의 변화를 제외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2013년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느끼기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

중한 노동부담 경감(31.3%), 복지시설 제도 확대(28.7%), 경제·사회적 지

위 향상(19.6%), 보육·교육시설 확충(11.1%), 기술·자금 지원(7.5%), 전문

경영교육 강화(1.8%) 순서였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예산 구조를 보면, 3차 기본계획 기준으로 87%가 

보육예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4차 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되지 

않았다(한국농정신문 2016년 8월 21일자). 더불어 지적되는 문제는 농업현

장에서 생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40~70대의 여성 농업인 정책이 비어있

다는 점이다(한국농정신문 2016년 8월 20일자).

  따라서 정책 대상자들의 수요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첫째,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시급하다고 느낀 정책 수요는 가중한 

노동 부담 완화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가

 2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농사일을 50% 이상 담당한 비율은 43.6%

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66.2%로 증가하였다.   

 3 4차 기본계획 주요 추진전략은 양성평등 구현, 직업역량 강화,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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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노동 부담을 완화하려면, 여성농업인이 제공하고 있는 농업노동 형태

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영농실태 분석이 기본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영농활동에서 정책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

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적 요구는 달라진

다. 귀농, 다문화가정 등의 신규 유입인력의 특성과 연령·지역에 따른 미충

족 욕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이 일반농가나 다문화가정에 비해 고령농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75%

의 고령농이 농사일을 50%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다문

화가정의 경우 25%미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책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인력정책 운용이 달라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여성농업인의 경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농사

일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노동공급과 강도를 완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과 귀농가정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차세대 농업

인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향후 영농활동의 주요한 인

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요구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현행 관련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

을 분석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주요한 인력

으로 농업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더불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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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분야 주요 연구 주제 주요 선행연구

경제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법·제도적 

지위
공동경영주, 가족경영협정

강경하 외(2008), 강혜정(2013), 김경미 외(2001), 

박대식·최경은(2008), 오미란(2009)

영농·노동 

실태

영농활동, 노동 시간 및 

가치, 농외소득활동,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도구

유소이·김경미(2003), 임찬영 외(2006), 강혜정· 

마상진(2007), 김수욱·박은희(2003), 정은미 외(2012, 

2013), 김경미 외(2004, 2005, 2006), 강혜정(2008a, 

2011), 안수영·권용대(2015), 오미란 외(2008)

직업교육 전문인력화 방안

정철영(2001), 이호철 외(2002), 정기환 외(2002), 

윤준상(2007), 홍은파(2010), 김영옥·김이선(1999), 

이순석·장우환(2011)

가정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성농업인

양성 평등
성주류화, 공동경영주, 

성별영향분석

이진영 외(2006), 진종순(2010), 허미영·공미혜(2007), 

허미영·박민선(2004)

복지·사회

서비스

삶의 질, 건강, 

출산·육아·보육, 문화
박재규(2005a, 2005b)

사회활동 지역사회활동 참여
박덕병 외(2005), 최정신 외(2017), 박대식·남승희(2015), 

마상진 외(2015)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강혜정(2009), 김복태 외(2016), 이은경·나승일(2009)

정부 정책 및 

지원 기관

중앙정부
제1, 2, 3,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김영옥·양승주(2000), 오미란 외(2010, 2015)

지방정부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조경욱·정유리(2016), 진혜민(2016)

지원기관 여성농업인센터
박재홍·이호철(2003), 이호철·박재홍(2004), 안상수 

외(2013), 황대용 외(2008)

3. 선행연구 검토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수행된  

관련 연구는 크게 경제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 가정·사회 구

성원으로서의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 정부 정책 및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및 통계 관련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각 연구에 대한 주요 연구 주제는 <표 1-1>과 같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표 1-1>의 영농 및 노동 실태 주제와 연관된 연구들이다. 여

성농업인과 관련하여 영농 및 노동 실태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들

은 다른 연구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진행되어 왔다. 

<표 1-1> 여성농업인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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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분야 주요 연구 주제 주요 선행연구

실태조사 및 

통계

경제·사회적 

실태, 정책수요

제1, 2, 3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김영옥·김이선(2003), 강혜정(2008a), 정은미 외(2013)

기타 해외 여성농업인 정책 사례
김수욱·박은희(2003), 강혜정·마상진(2007), 

정은미(2012a, 2012b, 2012c)

자료: 정은미 외(2012: 7)의 <그림 1-3>을 참고하여 작성.

 

  기존의 연구 중, 여성농업인의 영농, 노동 실태의 범위를 확장하여 직·간

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들을 재분류하면, 영농활동을 통한 여성 전문 인력으

로서의 개발과제 및 육성 교육 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 농업생산에서의 여

성농업인 가치를 분석한 연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초점을 두고 수행

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3.1.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개선 연구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정부가 여성농업인 정책을 펴는 초창기부터 

강조해 온 주요 핵심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방

안 연구는 정책 도입 초기부터 수행되었으며, 여성 농업인력, 전문인력화 

등 중요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어 본 연구의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정철영(2001), 이호철 외(2002), 정기환 외(2002), 윤준상

(2007), 홍은파(2010) 등이 있다.

  정철영(2001)은 여성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 변

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 개편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성 농업인력’의 개념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규정하였다. 여성농업

인을 기존에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각에서 보았다면 이제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함을 주

장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부합한다.

  이호철 외(2002), 정기환 외(2002) 등 연구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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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초기

에 수행된 연구로, 전문인력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 본 연구에 중

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먼저 이호철 외(2002)는 여성농업인을 핵심적

인 영농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농업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

능력을 살펴보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하였

다. 여성농업인이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관, 경영의사결정 능력, 

자금 및 노동력의 조달 능력, 생산기술 능력, 높은 경영성과, 영농교육 및 

단체활동에 대한 적극성, 가정관리 능력 등의 경영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

요하며, 이러한 경영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

그램 마련과 교재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정기환 외(2002)

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기존 여성농업인 교육실태를 분석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초기에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전문지식, 

기술, 능력배양 등의 사회교육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윤준상(2007)은 5개 작목(시설딸기, 시설오이, 화훼장미, 과수사과, 

느타리버섯), 150농가(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업교

육훈련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농업전문교육 참여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농사일과 집안일 병행, 교

육에 대한 무관심, 교육장소의 접근성(거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실증분석한 연구

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홍은파(2010)는 2008년 여성농업인 실

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교육과 훈련이 농업생산성(농

축산물 매출액)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규교육

과 영농교육 모두는 농업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농업인의 경우 영농

교육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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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분석 연구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의 핵심적 주체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

사노동을 여전히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보

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실증분석한 연

구들이 시도되었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수용하는 한

편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들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대표성의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유소이·김경미(2003)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즉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평가하고 

이것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연간 전

체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은 각각 8~10조, 4~12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며, 이 전체 노동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2~4%를 차지한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

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3개 지역 벼농사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

문에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임찬영 외(2006)는 학력,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의 요소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의 중

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의 여성농업인 대상 영농기술교육 등 농업전문교

육 확대 등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도 5개 지역의 

5개 작목, 150쌍의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강혜정·마상진(2007)은 여성농업인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잠재임금을 

추정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여성농

업인의 실질적인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노동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유소이·김경미(2003), 임찬영 외(2006) 등

과 다르게 2005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표

성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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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관련 연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양

한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및 주제로는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방

안(김수욱·박은희 2003; 정은미 외 2012, 2013),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김

경미 외 2004, 2005, 2006),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외활동(강혜정 2008a, 

2011; 안수영·권용대 2015),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보급 활성화(오미

란 외 2008)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도출된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본 연

구의 면접조사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김수욱·박은희(2003)는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농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

문조사 가운데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결과로서 영농활동의 어

려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들은 육체적 노동과 농기계 사용

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뷰 조사 및 분석에 있어서 

이 결과를 유념하여 진행하였다.

  김경미 외(2004), 김경미 외(2005), 김경미 외(2006)는 공통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역할별로 독립경영주, 공동경영주,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농업보

조자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각

의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경미 외(2004)는 여성농업인 역

할에 대한 자기인식, 필요시설, 지역사회활동 저해요인,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경미 외(2005)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농업기술 

수준, 농업전문교육과정 참여와 평가, 희망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를 수행하였다. 희망교육내용 중 작물재배 및 기술, 농기계 및 시설관리 등

에 대한 관심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경미 외(2006)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우선순

위, 영농활동 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성농업

인이 겪는 어려움 또한 역할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본 연구의 조사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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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고하였다.

  강혜정(2008a)은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 참여와 농외 소득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세대별 생산품목별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창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서는 여성농업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심도있게 분석한다.

  오미란 외(2008)는 농기계 개발사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여성친화

형 농기계의 보급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농기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입안·집행·평가의 모

든 단계에서 성인지적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에 있어서 성별

영향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농기계 조작 용이, 다목적

용 개발을 통한 활용도 증진, 저렴한 가격 등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요

인으로 꼽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농기계 개발을 

필요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계는 제초기이

고, 고추 등 품목의 수확기, 앙파파종기, 마늘과 콩 관련 기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활성화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제

언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작목4에 대한 특화된 

농기계 개발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홍보, 지원, 제도적 보

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량이 많은 작목을 일부 

고려한 측면은 있으나, 그러한 작목들의 영농형태와 여성농업인 유형별 특

성을 반영한 깊이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2007년

에 수행된 조사에 따른 분석으로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는 정책적 변화5가 

반영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주요 영농작물은 식량작물로 콩, 채소

작물로 고추,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시설채소작물로 오이, 토마토, 딸기, 참

외, 과일작물로 배, 사과, 기타 특용작물로 버섯 등이었음.

 5 이후 각 지자체별로 여성농인에 대한 농기계 사용에 대한 교육이 크게 늘어남.



10  서론

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연관된 기존 연구들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영농활동 실태를 특정시점에서만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characteristics)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상세하게 분석하더

라도 제한적인 품목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품목의 제한을 사전적으로 두지 않고,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실태를 여성농업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10년 

동안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유효한 계량적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더불어 여성농업인, 여성농

업인 관계자, 관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양적조사

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 수요 및 문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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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범위 및 방법

4.1. 연구범위

4.1.1.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의 기본적 정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항에 명

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6

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도시 그리고 농촌 

거주여성, 농가여성보다 협의의 개념이다<그림 1-1>.

<그림 1-1> 여성농업인 도식화

자료: 저자 작성.

 6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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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영농활동 범위 

  영농활동(farming)은 사전적(lexically)으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양하여 농업 활동을 함”이라고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따라 일차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양하는 농업활동을 

영농활동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되는 종속변수의 조

사범위에는 농사일, 출하·판매, 재무관리까지라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차적인 농업활동과 출하·판매, 재무관리까지 농사일 또는 영농활동으로 

지칭한다.  

4.1.3. 지역범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은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

나 종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두므로 지역구분을 두지 않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를 포괄한다. 

4.1.4. 통계 분석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초점을 두므로, 법률상에 명시

된 여성농업인의 정의에 따라 농업에 종사(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하고 

농가구성원 중 여성이 포함된 농가만 분석 범위로 정한다. 

4.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계량모형 설정 및 정량적 

(Quantitatively) 분석, 면접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여성농업인 관련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았다. 기존 여성농업인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온 만큼, 여성농업인 관련 문헌을 각 주제별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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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중에서 영농활동과 관련하여 논의된 쟁점, 제안 등을 검토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 영농활동과 연관된 가용 통계자

료는 농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 2013년)가 있다. 관련 통계 원자료 분석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책대

상자 유형화와 영농활동의 관련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정책대상자의 유형과 특징 등의 결과를 통계적

으로 검정함과 동시에 여성농업인의 세대별 효과(cohort effect), 개인단위

에서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

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중요성은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요구

도가 높은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 정책 도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따른 정책 마련

과 여성농업인 특성에 따른 그룹별 정책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코호트-기간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순서형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더불어 정량적 분석에서 포괄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대상 면접조사도 수행하였다. 

5.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

다. 영농활동에 있어서 변화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위치를 제2장에서 분

석한다. 분석에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농작물생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와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농업생산 규모

와 농업 취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경제활

동 참여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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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8년 대비 2013년에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밭

작물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타 작물에 비해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생산 작물이 밭작물로 전환됨에 

따라 점차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제3장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제

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되며,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4차 육성 기본계획이 시행중이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세워지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또한 지역 상황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시행, 점검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지

방정부의 시행계획을 관련 자료와 관계자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특징을 분석한다. 여성농업

인의 영농활동 실태는 관련 통계자료와 여성농업인의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는 여성농업인이 있는 가구의 특성,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종사하고 있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여성

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품목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상

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고, 연령이 높을수

록 농외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농업소득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노동투입시간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채소농가 여성농업인의 절대

적 노동투입시간이 가장 높고, 가구당 연평균 노동투입시간으로 분석하면 

화훼, 과수, 채소, 축산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여성농업인

의 노동투입시간은 다르게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앞서 제4장에서 기술적 통계량(statistics)으로 분석한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성농업인 영농활

동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모형을 이용한 양

적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단순히 10세 단위 또는 5세 단위로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결과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특징

을 지울 수 있는 연령대를 구분하여 현재의 정책, 그리고 정책 요구를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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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비교 분석한 후 제7장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정량적 분석

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정성적 분석 결과로 보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추진체계도로 표현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추진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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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노동 구조 및 변화

  한국 농업의 노동 형태와 구조에 큰 변화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김정섭 외 2014: 2). 산업화에 따른 이농 현상은 농가의 가족관계

를 단순화시켰으며, 인력 중심에서 인력과 기계가 결합한 형태로 농업생산

의 형태를 변화시켰다(윤수종 2010: 144). 이러한 원인으로 인구구조 측면

에서 1980년 이래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촌인구는 1980년 1,600여만 명에서 2000년 934

만 명, 2015년에는 90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촌의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

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농촌에서의 농업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가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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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도별 도시와 농촌 인구 현황(내국인)

단위: 천 명

분류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농촌

성별
남자 8,051 7,073 5,582 4,762 4,650 4,320 4,282 4,555

여자 7,946 6,928 5,519 4,800 4,692 4,384 4,345 4,460

연령

유소년인구 5,708 4,260 2,623 1,929 1,742 1,495 1,286 1,130

생산연령인구 9,392 8,785 7,473 6,507 6,230 5,590 5,535 5,954

고령인구 897 957 1,004 1,126 1,370 1,618 1,806 1,930

전체 15,997 14,002 11,100 9,562 9,343 8,704 8,627 9,014

도시

성별
남자 10,698 13,154 16,189 17,596 18,418 19,146 19,559 20,165

여자 10,712 13,264 16,101 17,396 18,225 19,192 19,805 20,426

연령

유소년인구 6,948 7,835 8,511 8,307 7,897 7,491 6,500 5,777

생산연령인구 13,913 17,790 22,621 25,171 26,743 28,100 29,245 30,276

고령인구 548 794 1,158 1,515 2,001 2,747 3,618 4,639

전체 21,409 26,418 32,290 34,992 36,642 38,338 39,363 40,691

읍·면부 인구의 비율(%) 42.8 34.6 25.6 21.5 20.3 18.5 18.0 22.2

주 1) 도시인구는 행정구역상 동부 거주인구, 농촌인구는 읍부와 면부 거주인구.

2) 유소년인구는 0~14세,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http://kosis.kr/search/search.do: 2018. 6. 4.).

산업구조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마찬가지의 추세가 나타난다. 전체적

으로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구는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다. 취업자 기준 1차 산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2·3차 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촌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특히 취업자 기준 농촌에서 농업의 비중

은 2005년 40.6%에서 2015년 26.4%로 감소하였다. 농촌의 전체 취업자 

수는 2005년 421만 명에서 2015년 468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2005년 171만 명에서 2015년 124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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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농식품 관련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현황

단위: 천 명

분류 2005년 2010년 2015년

전국

 전체 산업 19,277 22,200 23,870 

   농업 1,992 1,556 1,449 

   음·식료품 제조업 304 307 399 

   숙박 및 음식점업 1,493 1,721 1,912 

도시

 전체 산업 15,065 17,827 19,191 

   농업 284 225 212 

   음·식료품 제조업 212 215 278 

   숙박 및 음식점업 1,229 1,440 1,578 

농촌

 전체 산업 4,212 4,373 4,679 

   농업 1,708 1,331 1,237 

   음·식료품 제조업 92 92 122 

   숙박 및 음식점업 263 281 334 

주: 도시인구는 행정구역상 동부 거주인구, 농촌인구는 읍부와 면부 거주인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http://kosis.kr/search/search.do: 2018. 6. 5.).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체적인 농업생산 규모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

다. 하지만 농산물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쌀 포함 곡물류와 채소류는 2000

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규모가 지속적으로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과실류와 특용작물은 2000년대 중반까지 재배면적과 생산량 규모가 감소

하다가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노동력의 수요 측면에서 

재배작물별 고용비중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표 2-3> 주요품목별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천 ha, 천 톤

분류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미곡 1,072 5,291 980 4,768 892 4,295 799 4,327 779 4,197 

곡물류(미곡 제외) 246 1,488 254 1,742 203 1,276 183 1,188 183 1,224 

채소류 354 10,483 282 9,097 229 7,894 211 8,167 203 7,615 

과실류 173 2,429 160 2,611 162 2,489 163 2,697 166 2,652 

특용작물 77 64 62 50 66 61 72 74 78 81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http://kosis.kr/search/search.do: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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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노동에서의 여성 농업인 위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취업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여

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농업

생산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4>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분류 2005년 2010년 2015년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62.2 61.1 62.8

여성 50.3 49.6 51.9

여성농업인 67.5 63.3 65.9

전체 취업자 중 농업 취업자 비율 10.3 7.0 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kosis.kr/search/search.do: 2018. 6. 10.).

여성농업인은 일차적으로 가정 내 가족노동력으로서 농업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무급 가족 종사자의 형태가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지위로 영농활동을 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표 2-5> 농업부문 종사상 지위별 고용 현황

단위: 천 명, %

2005년 2010년 2015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85

 (4.3)
44

(4.3) 
41

(4.2) 
77

(4.9) 
38

(4.7) 
39

 (5.2)
75

 (5.2)
40

 (5.1)
35

 (5.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93
(59.8)

888 
(87.1)

305 
(31.3)

813 
(52.2)

633 
(79.0)

180 
(23.8)

901 
(62.2)

670 
(84.8)

231 
(35.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

 (0.8)
13

 (1.3)
2

 (0.2)
26

 (1.7)
20

 (2.5)
6

 (0.8)
28

 (1.9)
22

 (2.8)
6

 (0.9)

무급 가족 종사자
698 

(35.1)
74

 (7.3)
624 

(64.1)
640 

(41.1)
110

(13.7)
530 

(70.2)
445 

(30.7)
58

 (7.3)
387 

(58.7)

합계 1,991 1,019 972 1,556 801 755 1,449 790 659 

주: ( ) 안은 전체 취업자 수 대비 해당 종사상 지위의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http://kosis.kr/search/search.do: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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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농사일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13년

에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사일을 50% 이상 담당한다고 응

답한 비율은 2008년 조사에서 43.6%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66.2%로 

22.6%p 상승하였다. 

<그림 2-1>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2008년 실태조사(N=1,501) 2013년 실태조사(N=2,826)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편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농사일의 비중을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두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늘어난다. 다른 하나는 2008년에 비해 2013년 실태

조사에서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비중

이 모든 연령층에서 확대되었다. 

<그림 2-2> 연령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2008년 실태조사(N=1,501) 2013년 실태조사(N=2,826)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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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더라도 2008년보다 2013년 실태조사에

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

로 높다. 2008년 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화훼와 일반밭작물에서만 50%를 상회하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축산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

당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논벼, 축산과 같은 품목은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일반밭작물 등은 주로 여성농업인이 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영농형태 및 경지면적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농업 생산 활동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노동력이 중심이 되고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는 영농활동의 비중

과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고 여성노

동력에 의존하는 채소, 과수, 화훼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비중과 

경지면적은 2000년대와 비교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림 2-3>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2008년 실태조사(N=1,501) 2013년 실태조사(N=2,826)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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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

단위: 농가 수,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논벼
787 

(56.9)

648 

(50.9)

523 

(44.4)

454 

(41.7)

416 

(38.9)

399 

(38.3)

과수
143 

(10.4)

145 

(11.4)

170 

(14.5)

172 

(15.8)

182 

(17.0)

179 

(17.2)

채소
238 

(17.2)

230 

(18.1)

224 

(19.0)

198 

(18.2)

265 

(24.8)

246 

(23.6)

축산
72 

(5.2)

82 

(6.5)

81 

(6.9)

53 

(4.9)

53 

(5.0)

55 

(5.3)

기타
142 

(10.3)

167 

(13.1)

179 

(15.2)

211 

(19.4)

152 

(14.2)

163 

(15.7)

합계 1,382 1,272 1,177 1,088 1,068 1,042 

주: (  ) 안은 전체 농가 대비 해당 생산작목 농가의 비율(%), 기타는 특용작물, 화훼, 일반밭작물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http://kosis.kr/search/search.do: 2018. 6. 10.).

<표 2-7> 논밭 경지면적 현황

단위: 천 ha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논 1,149 1,105 984 908 896 865

밭 740 719 731 771 748 756

합계 1,889 1,824 1,715 1,679 1,644 1,621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http://kosis.kr/search/search.do: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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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 및 변화 과정

1.1. 개요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1차 ｢여성농업인 육

성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은 법 제5조의 

핵심정책과제 분류에 따라 1) 농어업경영능력의 향상, 2)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3)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에 필요한 시책 등, 네 분류로 나누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각 차수별 비전은 <표 3-1>과 같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측면과 함께 삶의 질 제고의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2차 기본

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 이에 따른 평가와 적절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서의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4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1~3차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

음을 깨닫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앞서 언급한대로 1) 농어업경영

능력의 향상, 2)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3)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

상,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의 4부문에 걸쳐 핵심적인 계획을 세운

다. 차수별 기본계획의 비전은 4가지 부문 중,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 비전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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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1차 기본계획

2001~2005년

2차 기본계획

2006~2010년

3차 기본계획

2011~2015년

4차 기본계획

2016~2020년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 발전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창조성, 전문성,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 농어업인 육성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자료: 진혜민(2016: 51).

1.2. 핵심 정책 과제 변화 및 한계 

  각 차수별 비전에 따른 정책적 배경, 핵심과제, 한계는 <표 3-2>와 같다. 

여성농업인의 핵심 정책 과제는 앞서 언급한 기본계획의 비전 방향을 구체

화 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를 정하고, 전 차수의 핵심 과제를 시행하면서 

지적되었던 한계들을 반영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여성노동력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남녀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노동력의 

기여만큼 영농활동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

게 대두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핵심과제로서 여성농업인 교육을 확충

하고 기계화와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영농활동 지원책을 마련하

는 한편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참여비율을 확대하였다. 1차 기본계획을 수

행하면서 한계점으로는 비전 제시가 더 명확해야 하고, 과제가 이러한 비

전과 목표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따른 정책 

마련 필요,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는 여성농업인 복지 강화와 지자체 단위

에서의 정책 시행과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공식적 지위 

부여 필요성과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여성농업

인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후계여성농업인 지원, 보육과 문화 여건 개선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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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미흡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증대와 세부 추진 방안을 내실 있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였

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단순한 농작업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는 지원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2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 2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여성농업인의 

지위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1차 기본계획에서 세워졌던 여

성농업인 대상 교육을 강화,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보급 확대의 핵심 

과제와 함께 새로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 과

정 관리의 비효율성과 여성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의 지속적 지원 필

요성과 복지사각 해결방안과 추진체계 개선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4차 기본계획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개선과 홍보를 강화하고, 여성

농업인 교육 관리의 내실화,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관련교육의 확대, 

성인지 교육 등을 핵심과제로 내세워 지난 차수의 핵심과제들을 보다 구체

화 하였다. 더불어 최근 증가한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과 결혼

이민여성을 농촌인력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신규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렇듯 1차부터 4차까지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는 각 

차수의 비전을 중심으로 전 차수의 핵심과제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과

제와 각 차수에 해당하는 시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핵심과제로 정

해 추진하고 있다. 1차부터 4차까지 기본계획에서 여성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여성농업인의 교육 확대, 보육과 문화여건 개선도 핵심과제로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다문화가정의 여성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여성농업인 지원과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3차 

기본계획 이후로 핵심과제로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춘 정책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 정책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어나는 만큼 정책대

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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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배경 및 핵심 과제 

배경 핵심 과제 한계 

제 

1차 

기본

계획

-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노동력 

증대

- 남녀임금성별 격차 및 의사결정에 

참여 못함

- 가사와 육아 병행

-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확충

- 기계화와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통한 

영농활동 지원

- 각종 위원회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가도우미 

제도 시행 

- 명확한 비전 제시, 목표에 적합한 

과제 설정 요구

-분화된 농업인에 맞는 다양한 정책 필요

- 출산·육아 하지 않는 여성노동자 

복지 강화 필요

- 지자체 실질적 역할 부여 필요

제 

2차 

기본

계획

- 공식적 지위 없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위 부여 필요 

-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요구 확산

- 육아여건 개선 필요

- 여성농업인 고령화로 노후 생활 

안정 및 건강 관리 안전장치 필요

- 문화향유 욕구 증대 

- 여성후계농업인 지원

- 여성농업인 지위 강화

- 여성농업인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 보육여건 및 문화여건 개선

- 여성농업인을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미흡

-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사업 여전히 미흡

-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실적평가와 피드백 미흡

-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선정과 내실 

있는 세부추진 방안 필요

제 

3차 

기본

계획

- 낮은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주 비율

- 특정 분야에 집중된 영농교육

- 여성농업인 밭작물 재배 참여 

비율이 높으나 낮은 기계화율

- 신규유입인력의 후계인력화 

- 돌봄 및 도우미 전문인력 부족

- 보육서비스 조달 및 시설 접근성 

열악

- 여성농업인 지위 역할 강화

- 역량증진(교육 등) 강화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보급 확대

- 농어촌 보육시설 확대 및 여건 개선

-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

- 교육과정 관리의 비효율성

- 여성전문인력 풀(pool) 관리 필요

- 마을개발 계획 수립 등에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참여 낮음

-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등 지속적 

지원 필요

- 복지문화사업 정보부족으로 복지 

사각 발생

- 추진체계 개선 필요

제 

4차 

기본

계획 

-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점검 미흡

- 정책최종전달에서 성인지 교육 미흡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별 

분리된 교육으로 여성농업인 교육 

과정 선택 애로

- 낮은 밭작물 농기계화율로 높은 

노동강도 

- 다양한 밭작업 특성 상 지속적 

여성친화형 기계 개발 필요

- 여성농업인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보조적 역할 지속됨

- 영유아 돌봄 확대 필요 

- 공동경영주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 정부, 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40% 확대 추진

- 유관기관 성인지 교육

- 여성농업인 교육관리 내실화

- 여성농업인 농작업개선(농기계 추가 

개발, 관련교육 확대)

- 지역개발 참여 확대 및 지역역량 강화

-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강화 

-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 귀농, 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주: 배경 및 한계부분은 저자 작성.

자료: 농림부(2000). 여성농업인육성 제1차 5개년계획(2001~2005); 농림부(2006). 여성농업인육성 제2차

[’06~’10년] 기본계획; 농림부(2011). 여성농업인육성 제3차[’11~’15년] 기본계획; 농림부(2016). 여

성농업인육성 제4차[’16~’20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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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2.1. 개요 및 현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른 시·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운 뒤,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각 도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맞춰 각 시·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표 3-3>은 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전략 사업별로 각 도의 정

책을 재분류하여, 해당 정책과 예산 비중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도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

고 있다. 충청북도, 전라북도가 각각 94.3%, 94.7%로 가장 높았고, 경상남

도가 23.8%로 가장 낮았다. 

이는 농촌지역의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부족과 취약한 서비스 접근성, 

고령 여성농업인들의 높은 복지서비스 욕구,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는 다

른 농업노동환경에 따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이 연결되어 이에 대

한 예산 비중을 높게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부문에는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에 22.2%, 역량강화 지원에 13.3%를 배정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여성

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에 40.8%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외의 지역에

서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9%에서 14.9%사이로 배정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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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역의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및 예산 비중(2017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경기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강원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2.8 0.8 0.0 0.0 0.2 0.2 2.9 1.9 0.0

생활속 양성평등 2.0 0.8 0.0 0.0 0.2 0.0 0.0 0.0 0.0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 0.8 0.0 0.0 0.0 0.0 0.0 0.0 0.0 0.0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 - 0.0 0.0 -
2)

0.2 2.9 1.8 0.0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44.5 5.4 1.4 4.2 51.1 14.4 1.7 14.9 0.9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3.3 1.2 0.7 0.2 5.4 0.6 0.3 9.0 0.3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9.1 2.7 0.4 2.2 1.0 0.3 0.1 1.4 0.1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22.2 1.5 0.3 1.8 40.8 1.9 1.3 3.1 0.3

기타 0.0 0.0 0.0 0.0 4.0 11.6 0.1 1.4 0.2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50.9 88.4 94.3 85.9 23.8 75.9 94.7 74.3 77.9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34.0 57.1 86.8 70.4 14.7 53.6 80.3 44.6 67.8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6.8 7.4 7.0 6.3 0.0 16.7 10.2 19.4 5.4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10.1 23.9 0.6 9.2 9.0 5.6 4.1 10.3 4.7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0.0 5.4 1.7 7.1 1.0 7.9 0.1 0.8 20.8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0.0 5.4 1.7 7.1 1.0 7.9 0.1 0.8 20.8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8 0.0 2.6 2.7 24.0 1.6 0.6 8.2 0.4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8 0.0 2.6 2.7 24.0 1.6 0.6 8.2 0.4

예산합 4,961 27,153 112,969 78,894 24,951 36,234 379,801 23,385 355,522 

주 1) 2017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공공재원, 기금, 자부담 등을 포함한 값임. 

   2) 경상남도의 여성후계농사업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표기하지 않음. 

   3) 예산 비중이 0.0으로 나온 항목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표에 나타난 항목

에 대해서는 각 도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지만, 배정된 예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2018년 경기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017년 강원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018년 충

청남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018년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018년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018년 경상남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018년 전라남도 여성농업

인육성 시행계획｣, ｢2018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018년 제주도 여성농업인육성 시

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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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중앙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차수별 비전을 두고, 각 부문별(여성농업

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복지·문화 서비스, 직업역량 강화 등) 세부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정책의 큰 틀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각 지

역 상황에 맞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

점검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

므로 정책 추진의 중점사항과 정책 내용 등에 있어 지역 편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와 현재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측면에서는 정책 대상자 요

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영농활동과 관련된 여성농업인들의 요

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여성농업인의 실태조사

에서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이었

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배정된 (중앙정부)예산은 전체 예산의 15.38%

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예산(73.32%)은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복지

시설 확충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배정할 수 없지만,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은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임

을 감안하면, 15.38%의 예산 배정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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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여성농업인에게 시급한 과제와 해당 항목 사업 및 예산 구조

단위: %, 백만 원, %

항목
응답비율

(2013년)
관련 사업(2018년) 

사업 예산

(2018년)

관련 예산 

비율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 
31.3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활성화 50,334 15.38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
28.7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추진, 영농도우미 

지원 강화/행복나눔이 지원,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유도, 

여성농업인 수요 많은 문화 활동 지원 강화

44,027 13.45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19.6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홍보강화, 농촌 

양성평등 교육 확대,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재능 활동 여성농업인 참여 활성화, 농촌공동체 회사 및 

농촌축제 사업자 선정시 여성농업인 참여 우대

32,083 9.80 

농촌 지역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11.1 보육 시설 및 서비스 확대 195,895 59.87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 등 진출을 

위한 기술/자금 

지원

7.5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직거래 사업 참여 확대 지원 2,400 0.73 

정보화, 마케팅 전문 

경영교육 강화
1.8

여성농업인 교육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 교육 도우미 지원 

확대
2,480 0.76 

주 1) 관련 사업과 예산 합은 농림부(2018)예산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 참조.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관련 예산은 농림부(2018)에서 1-가-1, 1-가-3, 1-다-2, 4-가-1, 4-가

-3, 5-가-3항목 예산의 합임.

   2) 정보화, 마케팅 전문 경영교육 강화 관련 예산은 2-가-1, 2-가-2 항목예산임.  

   3)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 등 진출을 위한 기술/자금 지원 예산은 2-나-1, 2-나-2 항목 예산 합임.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관련 예산은 2-다-1, 2-다-2 항목 예산 합임.

   4) 농촌 지역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예산은 3-가-2항목 예산 합임.

   5)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 관련 예산은 3-가-1, 3-나-1, 3-나-2, 3-다-1, 3-다-2 항목 예산 합임.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2018)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특히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여성농

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활성화가 여성농업인의 가중한 노동부담을 

경감시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 및 선행연구에서 답을 찾

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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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활성화가 노동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효과적인 정책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여성농업인이 어느 영

농형태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는지, 종사하고 있는 영농형태가 기계화와 밀

접하게 연관이 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

업노동 시간과 여성농업인 노동공급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이 선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  제4장

  이 장에서는 먼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

괄적인 사항들을 분석한 후, 미시적으로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따른 영농활

동을 보다 세세하게 분석한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업부문의 여성 취업자 수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각 품목

별로 여성농업인이 얼마만큼 종사하고 있는지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1절에서 여성농업인의 종사형태와 품목별 영농활동 실태를 거시적인 수

준에서 분석했다면, 2절에서는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따라 분석내용을 미시

적 수준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여성농업인 가구 특성과 연

령대에 따라 영농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여성농업인의 가구 특

성은 가구 내 영농종사자 수, 여성경영주 특성, 여성농업인 연령 및 교육정

도, 소득(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경지규모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가구와 품목을 분류하여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투입하

는 시간과 농기계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특성들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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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농업인 영농형태 개괄

1.1. 여성농업인 총 취업자 수 및 종사상 지위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자료를 활용하여7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분석하면 <그림 4-1>, <그림 4-2>와 같다. 많은 수의 여성농

업인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자, 상용근로자 순서로 나타났다. 남성과 비교하면 여

성은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은 매우 낮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가

족종사자 형태로 일하는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작업의 계절성과 

대규모 인력 투입의 특성을 감안하면, 농업생산에서 고용노동력으로서 여

성농업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2016년 월별 성별 농업부문 가족노동력 취업자 수
단위: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원자료.

7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종사상지위를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노동공급 

형태와 관련하여 현재 가용통계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만 관련 통계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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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16년 월별 성별 농업부문 고용노동력 취업자 수

단위: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원자료.

1.2. 여성농업인이 속한 품목별 가구 수

우리나라 여성농업인8이 속한 가구는 2017년 기준 총 99만 5,307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성농업인으로만 구성된 1인 가구는 전체 여성농업

인 가구 중 14.9%, 2인 이상 가구(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조부모+부모+

자녀가구, 조부모+손자녀 가구)는 전체 여성농업인 가구 중 85.1%였다.

우리나라의 여성농업인 가구가 가장 많이 속한 영농형태는 2종겸업농가

(32.4%), 채소농가(25.0%), 논벼농가(20.4%)순서로 전체 여성농업인 가구

의 77.8%에 달했다. 

이를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각각 모수로 하여 비중을 계산하면, 1인 가

구의 여성농업인은 채소농가(44.5%), 논벼농가(17.1%), 2종겸업농가(13.6%), 

2인 이상 가구는 2종겸업농가(35.7%), 채소농가(21.6%), 논벼농가(21.0%) 

순서로 나타난다<표 4-2>. 

2종겸업농가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것은 가족농의 가계 유지 및 재생

8 앞서 정의된 여성농업인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속한 가구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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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과정에서 농가의 살림살이 전략(livelihood strategy) 중 하나로 작용해 

온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김정섭 외 2016: 2). 

김정섭 외(2016: 1; 2014: 63)연구에서 언급된 ‘농업 소득만으로는 가계

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술9과 함께,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농업

인의 면접조사 진술과도 연결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발표 자

료와도 연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95년과 2015년 

사이 전업농가와 1종겸업농가는 감소했지만, 2종겸업농가는 10.8% 증가

하였다.  

 “[응답자 H] 체험을 안하면 농사는 망해요. 그런데 다 그래요. 1차 산업

이…… OO(면담자 생산 품목)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에요. 예

를 들어서 이번에 △△를 심은 동생이 주변에 있어요. 여자앤데, 그 동생

이 △△를 많이 심었는데, △△값이 폭락을 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저

희 집 체험 하러 오신 분들을 △△체험으로 붙여서 체험비를 얻게 해요. 

체험 하러 오신 분들은 OO체험도 하고 △△체험도 같이 해서 좋아해요.” 

“[응답자 E] 여성농업인 노동시간이 긴 것은 이게(농산물 생산) 돈이 안 

되니까. 원인은 돈이에요. 소득이, 내가 이거 이만큼만 해서 먹고 살 만큼

의 소득이 되면 내가 죽겠는데 뭐하러 가서 앉아있겠어요. ……(중략)…… 

그 중간에 있는 40대 50대, 30대는 그래도 어디 취업이라도 하고, 대개 다 

농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은 농사짓고 한 사람은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직업을 갖고. 돈은 

누군가가 고정적으로 벌지 않으면 나가는 건 고정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9 김정섭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겸업 귀농 가구 구성원이 직접 진술한 내용

을 담은 연구로 박성정 외(2012: 115-116), 성지혜(2013: 120), 강대구 외(2006: 

152), 진양명숙(2008: 109-110)을 꼽았다(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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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여성농업인 영농형태별 전체 농가 수 대비 해당 농가 비율(2017년) 

단위: %, 가구

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겸업 전체 비율

1인 가구 17.1 7.5 44.5 7.2 1.5 6.6 2.1 0.0 13.6 14.9

2인 이상 

가구
21.0 9.5 21.6 2.4 0.5 2.3 5.6 1.4 35.7 85.1

전체 농가수

(비중)

202,908 

(20.4)

91,872 

(9.2)

248,726 

(25.0)

30,740 

(3.1)

 6,273 

(0.6)

29,468 

(3.0)

50,864 

(5.1)

11,815 

(1.2)

322,640 

(32.4)

995,307 

(100.0)

주 1) 가구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가구의 비중 또한 이를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2) 2종겸업은 농가 가구 소득 중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3) 영농형태 구분은 농가소득 중 소득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17).

<표 4-2> 여성농업인 영농형태별 농가 수(2017년) 

단위: 가구, %

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겸업

농가수

(비중) 

1인 가구
25,335 11,130 65,951 10,665 2,266 9,770 3,046 - 20,153 

17.1 7.5 44.5 7.2 1.5 6.6 2.1 - 13.6

2인 이상 

가구

177,573 80,741 182,776 20,075 4,007 19,697 47,819 11,815 302,487

21.0 9.5 21.6 2.4 0.5 2.3 5.6 1.4 35.7

주 1) 가구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가구의 비중 또한 이를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2) 2종겸업은 농가 가구 소득 중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3) 영농형태 구분은 농가소득 중 소득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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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형태별·가구형태별 여성농업인 특성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 가구의 특성은 가구 내 영농종사자 수, 여성경영

주 특성, 여성농업인 연령 및 교육정도, 소득(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

득), 경지규모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2.1. 여성농업인 1인 가구

 채소농가를 제외하고10 가족 구성원 내 영농종사자(상시, 임시)는 평균 1

인이었다. 따라서 농번기 일손이 급격히 필요할 때, 단독가구의 여성농업

인은 고용노동력 또는 전통적 노동력(품앗이, 일손돕기)공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인 가구의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와 관련하여 분석하면, 

특작농가, 화훼농가를 제외하고 다수를 이루는 연령은 71세부터 79세였다.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번기에 1인 가구 여성농업인의 자가 노동력 공급에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의 여성경영주 가구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모든 형태의 

농가에서의 여성경영주 가구 비율은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농

업인 경영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있었던 여성농업인

이 1인 가구 경영주로 전환되거나(강혜정·마상진 2007: 17), 여성 자신이 

농지를 상속받는 받는 경우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을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경영체 DB에서 조사한 자료와도 일치한다<표 4-3>. 

농업경영체 DB에서 2017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1인 가구

10 2종겸업농가, 축산농가, 논벼농가, 채소농가의 평균 영농종사자의 수가 1보다 

큰 것은 여성농업인이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근처에 가족 및 친족 구성원

이 거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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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3%인데, 1인 가구 중, 여성농업인 경영주 비율은 82%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영농경력이 5년 이하인 가구의 12%, 겸업농가 가구의 18%, 재배면적 

0.5ha 미만인 농가의 66%가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 영농

경력이 짧은 농가, 즉 상대적으로 젊은 농가의 여성 농업인 경영주 비율은 

낮았다. 

<표 4-3> 여성농업인 경영주 비율 비교 (2017년)

구분
전체

(A)

여성

(B)

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인 가구 53% 82% A B

영농경력 5년 이하 10% 12% B

겸업 25% 18% B A

재배면적 0.5ha 미만 54% 66% A B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2017: 52).

  1인 가구 여성경영주 평균 연령은 축산농가가 79세로 가장 높았고, 화훼농

가의 여성경영주 나이가 69세로 가장 젊게 나타났다. 그러나 2종겸업농가를 

제외하고 60세 미만인 여성경영주가 있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교육정도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수학이었다. 이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과수농가의 학력이 중졸이상이 1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1인 여성농업인 가구의 경지규모는 0.5ha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다만, 논벼와 과수농가의 경지규모는 0.5~1ha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1인 여성농업인 가구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2종겸업과 채소농가의 경

지규모는 0.5ha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1인 여성농업인 가구 중 축산농가의 연평균 농가소득은 3,68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과수농가로 연평균 농가소득은 2,186만 원이었다.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소득을 나타낸 품목은 채소농가로 연평균 농가소득

이 1,205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연평균 농가소득11 중,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영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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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계산한 결과, 연평균 농업소득은 과수농가를 제외하고 낮았다. 

과수농가 다음으로 논벼농가의 농업소득이 연평균 412만 원으로 높았다. 

과수농가와 논벼농가는 상대적으로 경지규모가 커서12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두 품목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의 농업소득은 연평균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화훼농가는 농업소득이 연평균 70만 

원으로 나타나, 취약한 농업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인 여성농업인 가구가 대부분 논벼농가, 채소농가, 2종겸업농가임을 고

려하면, 1인 여성농업인 가구의 농업소득, 농외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특히 1인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채소농가의 경우 월 평

균 농가소득은 100만 4천 원으로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최저생계비13 보

다 약간 높은 수치였다. 월평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각각 17만 5천 원, 

15만 원으로,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없이 평균적으로 최저생계수준을 유

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농외소득은 축산농가에서 연간 평균 1,647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특작농가에서 118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화훼농가의 농업소득은 평균 70만 원이었지만, 농외소득은 연간 평균 

569만 원으로 축산, 2종겸업농가 다음으로 높았다. 화훼농가는 평균적으로 

낮은 농업소득을 농외소득 등으로 상쇄해 나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1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소득은 경상소득(농가순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한 값이다. 
12 <표 4-4>에서 경지규모를 보면, 과수농가의 18.1%는 1.5ha~2ha에 분포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

은 월 974,898원이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경상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두가지로 나눈다. 그런데 농가소득은 경상소득+비경상소득이므로 농가소득에

서 비경상소득을 차감하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더욱 높게 나올 것이다. 따

라서 월평균 농가소득으로 고려한다면, 언급된 최저생계비 금액보다 약간 높은 

농가소득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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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단독가구: 여성농업인 영농형태별 일반 현황(2017년)

단위: %, 세, 만 원, 가구

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2종겸업

영농

종사자 

상시종사자 수 1.00 1.00 1.02 1.00 1.00 1.00 1.00 1.00

임시종사자 

보유가구비율
0.0 0.0 0.0 0.0 0.0 0.0 12.0 0.0

여성

경영주

가구비율 90.1 100.0 98.5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연령 75.9 72.1 74.4 76.4 69.0 77.3 79.0 72.5

60세 미만 가구 0 0 0 0 0 0 0 5.58

여성

농업인 

연령

60세 미만 6.9 0.0 0.0 8.2 0.0 0.0 62.9 15.1

60대 32.1 42.6 13.2 30.2 100.0 0.0 5.2 37.0

70대 38.2 46.6 76.3 26.4 0.0 81.0 32.0 37.1

80세 이상 22.8 10.9 10.6 35.3 0.0 19.0 0.0 10.8

여성

농업인 

학력

무학 33.3 25.1 60.4 62.7 0.0 80.2 100.0 44.5

초졸 57.6 57.4 35.9 37.3 100.0 19.8 0.0 43.4

중졸 9.2 17.5 3.8 0.0 0.0 0.0 0.0 5.6

대졸 0.0 0.0 0.0 0.0 0.0 0.0 0.0 6.5

경지규모

0.5ha 미만 21.5 10.9 71.6 100.0 100.0 80.2 100.0 74.7

0.5ha~1ha 43.3 45.9 14.7 0.0 0.0 19.8 0.0 25.3

1.0ha~1.5ha 15.5 25.1 2.7 0.0 0.0 0.0 0.0 0.0

1.5ha~2ha 13.0 18.1 0.0 0.0 0.0 0.0 0.0 0.0

2.0ha~3.0ha 0.0 0.0 5.7 0.0 0.0 0.0 0.0 0.0

3.0ha~5.0ha 6.6 0.0 2.5 0.0 0.0 0.0 0.0 0.0

5.0ha 이상 0.0 0.0 2.8 0.0 0.0 0.0 0.0 0.0

평균농가소득 1,430  2,186 1,205 1,327 1,478 1,217 3,682 1,885 

평균농업소득 412 887 211 301 70 231 174 152 

평균농외소득 94 491 181 118 569 430 1,647 901 

농가 수 25,335 11,130 65,951 10,665 2,266 9,770 3,046 20,153

주 1) 가구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가구의 비중 또한 이를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2) 2종겸업은 농가 가구 소득 중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3) 영농형태 구분은 농가소득 중 소득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4) 교육정도 값은 원자료에서 나타난 학력을 초등학교 수학=1, 중학교 수학=2, 고등학교 수학=3, 대학교

이상 수학=4으로 재코딩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낸 값이다.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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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구원이 2인 이상 여성농업인 가구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여성농업인 가구 형태 중 대부분은 

부부가구였다.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은 2종겸업 

농가를 제외하고 품목에 상관없이 대략 10% 이하였다. 

자녀가 있는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농형태는 2종겸업(16.3%), 

화훼(10%), 기타농가(9.6%)였다. 전작농가(2.4%)에서는 자녀 또는 손자녀

가 있는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인 이상의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상시 종사자는 평균 1.68명(2종겸업농

가)에서 2.04명(화훼, 축산 농가)이었다. 가구 구성원 중 임시종사자가 있

는 가구는 2종겸업농가를 제외하고 6.4%에서 17.3%로, 영농활동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가족노동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경영주 가구 비율은 1인 여성농업인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등록된 가구는 평균 2인 이상 여성농업인 가구 중 

8.0%였다. 이 중에서 60세 미만인 가구는 평균 2.7%로, 매우 낮은 수준이

었다. 60세 미만인 여성농업인 가구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등록된 가구는 화훼농가(18.3%), 특작농가(16.3%), 

2종겸업농가(11.9%)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축산농가(2.6%), 과수농가

(2.6%), 전작농가(4.0%)는 남성 경영주 비율이 높았다. 

여성농업인 경영주 연령은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이었다. 채소 농가

가 72.2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 화훼농가가 62.1세로 상대적으로 경영주

가 젊게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경영주가 60세 미만인 농가는 특작농가 

7.3%, 2종겸업농가에서 4.8%가 집계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1퍼센트 내외

이거나 없었다. 

2인 이상의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각 품목별 여성농업인은 대부분 60대, 

70세 이상인 고령층이었다. 40세 이하인 여성농업인 비율은 화훼농가

(13.6%), 축산농가(10.5%), 특작농가(7.3%)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농

가(3.0%)와 전작농가(3.8%)는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  45

여성농업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품목인 논벼농가와 채소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의 여성농업인이 영농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여성농업인 가구의 여성농업인 교육수준은 1인 가구의 여성농

업인의 교육수준보다 높았으나, 여전히 저학력이었다. 대부분의 작목에서 

초등학교 수학으로 나타났고, 화훼농가의 여성농업인만 고등학교 수학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이 속한 2인 이상 가구의 영농규모는 작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농가 중, 논벼농가는 0.5ha에서 1ha의 

경지규모에 가장 많은 농가가 분포(22.1%)해 있고, 각 기준별로 농가가 균

등하게 분포한 모습이다. 과수농가는 1.0ha~1.5ha, 2.0ha~3.0ha, 3.0ha~ 

5.0ha에 주로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영농규모를 크게 유지하고 있다. 채소

농가는 다른 품목의 농가에 비해 규모가 작았는데, 31.4% 농가가 0.5ha 미

만의 경지규모를 보유하고, 0.5ha~1ha 경지규모 농가가 그 다음으로 21.8%, 

1.0ha~1.5ha 농가가 16.3%였다. 특작농가, 화훼농가, 전작농가, 2종겸업농

가도 채소농가와 마찬가지로 농지 규모는 작았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0.5ha 미만, 0.5ha~1ha에 속해 있다. 축산농가는 과수농가처럼 상대적으로 

영농규모를 크게 유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경지규모는 

1.0ha~1.5ha(18.9%), 0.5ha 미만(18.8%), 5.0ha 이상(13.6%) 순서였다. 

2인 이상의 여성농업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2종겸업농가와 채소

농가의 경지규모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

다. 2종겸업농가는 가족구성원 또는 본인의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크므

로, 가족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작

목에 비해 적은 경지규모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다. 

2인 이상의 여성농업인 가구 연평균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7,152만 원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종겸업농가로 연평균 4,774만 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품목의 연평균 소득은 기타농가, 과수농가를 제외하고 2,000

만 원 범위였다. 여성농업인이 많이 속해있는 논벼농가와 채소농가의 소

득은 각각 월평균 226.1만 원, 249.4만 원으로 최저생계비14보다 약간 높

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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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겸업

부부가구 72.8 73.1 69.9 46.9 43.0 91.8 75.1 68.3 56.1

18세 미만 (손)자녀가 

있는 가구
4.6 4.3 5.7 8.1 10.0 2.4 9.0 9.6 16.3

영농

종사자 

상시 종사자 수 1.96 2.02 2.04 1.93 2.04 1.94 2.04 2.03 1.68

임시종사보유 

가구비율
6.4 9.5 6.7 14.6 17.3 10.7 14.8 6.7 47.2

여성

경영주

가구비율 5.1 2.6 7.8 16.3 18.3 4.0 2.6 1.9 11.9

평균연령 67.7 68.9 72.2 67.9 62.1 66.3 67.7 89.0 65.8

60세 미만 가구 1.0 0.7 1.2 7.3 1.3 1.9 0.6 0.9 4.8

여성

농업인 

연령

40세 이하 4.2 4.6 5.4 7.3 13.6 3.8 10.5 3.0 23.0

50대 10.5 13.3 10.9 22.0 22.8 12.6 21.9 8.5 21.1

60대 28.8 38.1 33.4 16.3 31.5 26.2 35.7 26.6 34.5

70세 이상 56.5 43.9 50.3 54.4 32.2 57.4 31.9 61.9 21.3

연평균 농업소득은 축산농가가 5,12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농가가 2,374만 원, 과수농가가 1,679만 원 순서였다. 그러나 논벼농

가, 특작농가, 전작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570만 원에서 911만 원 범위

로 가구구성원을 고려할 때 매우 낮았다. 

연평균 농외소득은 2종겸업농가가 3,66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작농

가와 기타농가가 344만 원, 304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농업인이 많이 

속한 논벼농가와 채소농가의 연평균 농외소득은 농업소득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5> 2인 이상: 여성농업인 영농형태별 일반 현황(2017년)

단위: %, 세, 만 원, 가구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

은 월 1,659,963원, 3인 가구는 월 2,147,412원, 4인 가구는 2,634,861원, 5인 가

구는 3,122,310원, 6인 가구는 3,609,759원이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경상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두가지로 나눈다. 그런데 농가소득은 경상소득+비경

상소득이므로 농가소득에서 비경상소득을 차감하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더욱 높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월평균 농가소득으로 고려한다면, 언급된 최저

생계비 금액보다 약간 높은 농가소득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최

저생계비 이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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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겸업

여성 

농업인 

학력

무학 28.4 22.2 27.0 20.2 6.9 33.3 19.1 19.8 18.7

초졸 40.9 41.8 38.9 33.9 22.5 31.6 38.3 54.5 28.5

중졸 17.4 17.1 15.7 18.5 26.6 17.7 18.3 12.1 16.3

고졸 11.3 15.2 14.7 15.2 33.5 16.2 17.9 7.5 25.3

전문대졸 0.3 1.5 0.7 0.0 2.6 0.7 3.9 2.8 2.8

대졸 1.6 2.3 2.6 5.9 8.0 0.6 2.5 3.3 7.9

대학원졸 0.0 0.0 0.4 6.3 0.0 0.0 0.0 0.0 0.5

경지

규모

0.5ha 미만 10.7 12.2 31.4 51.5 36.9 39.0 18.8 22.8 50.5

0.5ha~1ha 22.1 25.1 21.8 12.1 30.9 16.1 13.1 18.5 25.0

1.0ha~1.5ha 16.3 26.2 16.3 6.4 3.9 17.9 18.9 7.5 10.5

1.5ha~2ha 12.4 11.3 12.2 4.9 19.8 6.5 7.3 11.2 5.7

2.0ha~3.0ha 15.1 14.6 8.3 4.4 3.6 9.1 17.4 13.3 4.2

3.0ha~5.0ha 11.3 8.3 5.8 10.5 0.8 3.8 10.9 13.7 1.8

5.0ha 이상 12.0 2.2 4.2 10.1 4.0 7.7 13.6 13.1 2.3

농가소득 2,713 3,417 2,993 2,424 2,877 2,347 7,152 3,865 4,774 

농업소득 911 1,679 1,287 570 1,070 663 5,129 2,374 72 

농외소득  464 459 466 565 660 344 881 304 3,667 

농가 수 177,573 80,741 182,776 20,075 4,007 19,697 47,819 11,815 302,487 

주 1) 여성농업인이 있는 가구의 품목에 따른 여성농업인 연령 분포 비율이다. 따라서 품목별에 따른 여성농

업인의 연령 분포 비율은 일부 가구는 중복 계산이 되었다. 예를 들어 논벼 농가에 60대 여성농업인과 

40대 여성농업인이 같이 있는 경우, 40대와 60대에 한 번씩 총 두 번 카운터된다. 참고로 중복 계산된 

비율은 논벼농가 3.1%, 과수농가 4.4%, 채소농가 7.7%, 특작농가 12.2%, 화훼농가 7.8%, 전작농가 

5.4%, 축산농가 12.2%, 기타농가 11.4%, 2종겸업농가 12.0%이다.  

  2) 가구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가구의 비중 또한 이를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3) 2종겸업은 농가 가구 소득 중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4) 영농형태 구분은 농가소득 중 소득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5) 교육정도 값은 원자료에서 나타난 학력을 초등학교 수학=1, 중학교 수학=2, 고등학교 수학=3, 대학교 

이상 수학=4으로 재코딩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낸 값이다.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1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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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형태·연령별 여성농업인 특징 

  앞 절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품목과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즉, 품목에 따라 영농활동 특

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가

구형태를 기준으로 영농활동 실태를 분석한다. 

3.1. 여성농업인 1인 가구

1인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경영주로 농사를 짓는 가구는 여성농업인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여성 단독 가구의 경영주 비율은 60대 

88.9%에서 70세 이상이 되면 100%로 증가하였다. 

1인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연령별로 비중이 높은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60대는 논벼농가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소농가, 2종겸업농가 

순서였다. 70대와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갈수록 2종겸업농가 비율은 감소

하고, 채소농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벼농사에 비해 

채소농사에 노동력 투입 비율이 높고 기계화율이 낮다(김홍상 외 2016)는 

것을 고려하면, 단독가구의 여성농업인은 고령의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농

업노동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농업인 1인 가구의 여성 본인의 노동시간을 포함한 연간 가족노동

력 총 노동시간은 60대 가구당 364시간에서 70대 가구당 연간 평균 308시

간으로 유지되지만, 80세 이상에서는 가구당 연간 평균 176시간으로 급격

히 감소하였다. 고용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60대의 가구에서는 연간 가

구당 15시간, 70대 가구는 20시간, 80대 가구는 가구당 1시간이었다. 

연평균 농가소득은 60대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1,774만 원으로 가장 높았

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70대 여성농업인 연평균 농가소득은 

1,477만 원, 8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농가소득은 1,087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  49

60대와 70대 여성농업인은 농외소득도, 농업소득도 큰 차이가 났다. 80

대 여성농업인의 연평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은 각각 166만 원, 135만 원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4-6> 단독가구: 여성농업인 연령별 일반 현황(2017년)

단위: %, 시간/가구, 만 원, 가구

구분 60대 70대 80세 이상

여성농업인 경영주 가구 88.9 100.0 100.0

비중 높은 영농형태

논벼(23.2%)

채소(23.1%)

2종겸업(18.9%)

채소(57.2%)

논벼(11.4%)

2종겹업(11.2%)

논벼(29.9%)

채소(28.2%)

특작(18.0%)

연간 총 농업 

노동시간(여성)

가족노동시간 364 308 176 

고용노동시간 15 20 1 

연평균농가소득 1,774 1,477 1,087 

연평균농업소득 448 276 166 

연평균농외소득 411 354 135 

농가 수 31,580 89,731 25,881 

주: 60세 미만은 가용 데이터의 표본 샘플 수 문제로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 가능하지 않음.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17).

3.2. 가구원이 2인 이상 여성농업인 가구

가구구성원이 2인 이상인 여성농업인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40대 이하 

여성농업인 가구원수는 평균 2.79명이었고, 50대는 1.47명, 60대는 1.18명, 

70대는 1.20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여성농업인 경영주 가구 비율은 40대 이하에서 12.9%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50대와 60대, 70대의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비율은 40대 이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1인 가구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비율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가 났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농업인 권리 신장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

록 장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들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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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영주는 여전히 남성이었다. 1인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여성경영주가 

높게 나타난 이면에는 남성 배우자의 사망 또는 토지의 상속 등으로 된 경

우가 많아 자발적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여성농업인은 40대 이하, 50대 연령 그룹에서 관찰된다. 2인 이

상 40대 여성농업인 가구 중 6.0%, 50대 가구 중 0.5%가 다문화 여성농업

인이 있는 가구였다. 

다문화 여성농업인은 대부분 상시종사자로 농업일을 하고 있다. 40대 이

하의 다문화 여성농업인 중 81.8%는 상시종사자이며, 18.2%는 임시종사자

였다. 50대와 60대 다문화 여성농업인은 모두 상시종사자로 나타났다.   

  2인 이상 여성농업인 가구의 여성농업인은 연평균 가구당 309.5시간을 

농업에 가족노동시간으로서 투입하고, 고용 여성농업인 투입시간은 연평균  

90.3시간이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40대 이하 여성농업인 가구의 여성농업인 연간

가족노동시간은 가구당 693시간, 50대 가구는 968시간, 60대 가구는 809

시간, 70세 이상 가구는 가구당 591시간이었다.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고용한 여성농업인의 연간 총 노동투입시간은 40대 

이하에서는 가구당 211시간, 50대 가구에서는 243시간, 60대 가구는 98시

간, 70세 이상 가구에서는 75시간이었다. 

2인 이상 여성농업인 중 가구 내 농업활동에 평균적으로 많이 시간을 투

입하는 연령 집단은 50대이다. 50대 연령집단에서 가구당 투입시간은 최대

에 이르고 60대가 되면 차츰 감소한다. 

여성농업인의 평균 농가소득은 50대 가구에서 연간 6,037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에서 연간 2,490만 원으로 가

장 낮았다. 

농업소득은 50대 가구에서 연평균 2,012만 원으로 가장 높고, 농외소득

은 40대 이하 가구에서 연평균 4,177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40대 이하 가구의 농업소득은 970만 원으로 50대와 비교하면, 농업노동

투입시간 대비 소득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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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 가구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연평균 각각 

692만 원, 627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7> 2인 이상: 여성농업인 연령별 일반 현황(2017년)

단위: 시간(hr)/농가, 만 원, %

구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가구원 수 2.79 1.47 1.18 1.20

여성농업인 경영주 가구 12.9 6.6 6.8 8.1

다문화 

여성농업인 

해당가구비율 6.0 0.5 0.2 0.5

상시종사자 81.8 100.0 100.0 98.0

임시종사자 18.2 0.0 0.0 2.0

비중 높은 영농형태

2종겸업(70.4%)

채소(10.0%)

논벼(7.6%)

2종겸업(48.2%)

채소(15.1%)

논벼(14.1%)

2종겸업(37.7%)

채소(22.0%)

논벼(18.4%)

논벼(29.7%)

채소(27.2%)

2종겸업(19.1%)

총농업

노동시간(여성)

가족노동시간  693 968  809  591 

고용노동시간  211  243  98 75 

농가소득  6,037  6,055  3,609  2,490 

농업소득  970  2,012  937  692 

농외소득  4,177  2,871  1,350  627 

농가 수 98,999 132,491 277,226 338,274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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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농업인의 가구유형별·노동력 형태별·영농형태별 

농업노동시간15

  여성농업인 가구의 품목별 노동시간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품목별 노동시간을 가족노동시간, 고용노동시간, 품

앗이, 일손돕기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은 여성

농업인 1인 가구와 가구원이 2인 이상인 여성농업인 가구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4.1. 여성농업인 1인 가구

1인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여성농업인이 연간 가족노동력으로 노동투입

시간이 가장 높은 품목은 과수농가로, 가구당 451시간을 투입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채소농가가 연간 가구당 348시간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전체 

노동시간 대비 가족노동시간 비율을 계산하면, 논벼농가(86.8%), 채소농가

(81.2%) 순서였다. 

1인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고용노동력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품목

은 채소농가로 가구당 26시간이 투입되었다. 전체 노동투입시간 대비 고용

노동시간 비율 또한 채소농가가 가장 높았다.   

1인 여성농업인 가구의 노동투입구조를 보면, 채소농가(7.1%), 2종겸업

농가(3.3%), 논벼농가(2.7%), 과수농가(0.5%), 전작농가(0.3%)는 일부 노동

력을 고용하여 투입하고 있지만, 화훼농가, 축산농가, 특작농가는 여성농업

인 본인의 노동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노동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화훼와 특작품목은 여성농업인 본인이 대부분의 노동투입을 담당하였다.

15 본 연구에서 농업노동시간은 집계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부여된 각 가구의 가

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모집단의 농업노동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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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평균 노동투입시간을 계산하면, 과수와 채소, 전작, 특작품목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여성농업인 단독 가구 영농형태별 농업노동투입시간(2017년) 

단위: 시간(hr)/농가, %

농가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2종겸업

가족노동_여성(A)  214  451  344  306  109  314  92  170 

가족노동_남성(B) -  - 5  - -  -  75  - 

가족노동시간  214  451  348  306  109  314  167  170 

고용노동_여성(C) 1  - 26  - -  1  -  6 

고용노동_남성(D) 6 3 4  - -  -  -  - 

고용노동시간 7 3 30  - -  1  -  6 

품앗이_여성 0 8 8  6 -  7  -  1 

품앗이_남성 0 9 2  - -  6  -  0 

일손돕기_여성 3  24 14  3 -  7  -  3 

일손돕기_남성 22  68 22  10 -  31  -  6 

전체노동시간(E)  247  562  423  325  109  366  167  186 

여성 가족노동비율 평균값(A/E) 86.8 80.3 81.2 94.1 100.0 85.7 55.0 91.5

남성 가족노동비율 평균값(B/E) 0.0 0.0 1.1 0.0 0.0 0.0 45.0 0.0

여성 고용노동비율 평균값(C/E) 0.2 0.0 6.1 0.0 0.0 0.3 0.0 3.3

남성 고용노동비율 평균값(D/E) 2.5 0.5 1.0 0.0 0.0 0.0 0.0 0.0

주 1) ‘영농형태’란 전업농 및 1종겸업 농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농업수입을 얻는 작목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표에서 노동투입시간 천 단위는 버림.

  3) 노동시간은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일계부 원자료.  

4.2. 가구원이 2인 이상 여성농업인 가구

가구구성원이 2인 이상인 여성농업인 가구의 총 농업노동투입시간은 화

훼농가가 연간 2,864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축산농가가 농가당 

1,750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농가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이 연간 1,567

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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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는 전체 노동투입시간에서 여성노동투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지만, 축산농가는 타 작목에 비해 남성노동투입비율이 높았다. 

가구구성원이 2인 이상인 여성농업인 가구 수가 많은 2종겸업농가, 논벼

농가, 채소농가의 가족노동투입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남성

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지만, 고용노동력에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9> 2인 이상 여성농업인 가구 영농형태별 농업노동투입시간(2017년) 

단위: 시간(hr)/가구, %

농가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겸업

가족노동_여성(A)  241  515  466  245  961  251  427  368  179 

가족노동_남성(B)  347  696  546  224 1,122  358  958  586  240 

가족노동시간  588 1,211 1,012  469 2,083  609 1,385  954  419 

고용노동_여성(C) 19  170  198  46  573  195  129  304  22 

고용노동_남성(D) 6  60 39  7  130  39  193  260 8 

고용노동시간 25  230  236  52  703  235  321  564  29 

품앗이_여성 6 4 12  29 9  6  5  5 1 

품앗이_남성 7 4 6  2 2  6  5  6 2 

일손돕기_여성 9  28 17  13 49  11  12  18 6 

일손돕기_남성 20  45 17  10 18  23  22  20 7 

전체노동시간(E) 655 1,521 1,299 575 2,864 890 1,750 1,567 464 

여성 가족노동비율 평균값(A/E) 36.8 33.8 35.9 42.6 33.6 28.2 24.4 23.5 38.6

남성 가족노동비율 평균값(B/E) 53.0 45.7 42.0 38.9 39.2 40.2 54.8 37.4 51.6

여성 고용노동비율 평균값(C/E) 2.8 11.2 15.2 8.0 20.0 22.0 7.4 19.4 4.6

남성 고용노동비율 평균값(D/E) 1.0 3.9 3.0 1.2 4.5 4.4 11.0 16.6 1.7

주 1) ‘영농형태’란 전업농 및 1종겸업 농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농업수입을 얻는 작목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표에서 노동투입시간 천 단위는 버림  

자료: 통계청(2016). �농가경제조사� 일계부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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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농업인 가구의 농기계 보유 현황 

여성의 노동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품목과 관련하여, 농작업 단계별로 

기계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개발된 여성친

화형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농작업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 통계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대리적

으로 여성농업인 가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등을 파악하고, 관련

된 농기계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정도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기계화율 현황은 <그림 4-3>과 같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 기준으로 97.9%이었고, 밭농사의 기계화율도 소폭 상승

하여 같은 해 기준 58.3%였으나, 벼농사에 비해 기계화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3> 농업기계화 현황(2017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업기계 보유현황�.

그러나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작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요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참고하면, 경운정지, 방제작업 등의 기계화율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비닐피복은 작목에 따라 54.3%에서 95.9%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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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종이식, 수확 등의 농작업에서는 기계화율이 낮아 

여전히 노동투입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또한 현장의 의견은 콩, 감자, 고구

마, 마늘 등의 수확 단계 기계화율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계를 사용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김홍상 외 2016: 43).  

구분 경운정지 파종이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콩 99.5 15.1 73.9 95.9 21.0

감자 99.9 2.7 84.9 97.9 70.9

고구마 99.0 - 40.0 90.0 60.0

무 99.9 0.1 95.9 97.3 -

배추 99.8 1.8 89.1 96.9 -

고추 98.7 2.0 58.5 90.9 -

마늘 99.6 19.6 54.3 96.8 35.1

양파 99.9 7.0 86.5 98.5 -

평균 99.5 6.0 72.9 95.5 23.4

자료: 김홍상 외(2016: 43).

<표 4-10> 주요 밭작물의 기계화율(2013년)

단위: %

 

  여성농업인이 속한 가구의 농기계16 보유현황은 <표 4-11>과 같다. 여성

농업인 1인 가구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전체적으

로 낮았다. 여성농업인 1인 가구에서 농기계는 제초·시비·방제와 관련된 

기계 보유가 평균적으로 높았고, 파종·묘상·이양, 수확, 경기 관련 기계보

유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가구원이 2인 이상인 여성농업인 가구에서는 원동기, 경기(경운, 정지), 

제초·시비·방제, 저장·판매·가공 농기계 보유가 높게 나타났다. 

16 참고로, 여기서 농기계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여

성농업인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임대하여 어떤 품목에

서 어떤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 

변수를 활용하여 유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

기계의 명칭만 있어 일반적인 농기계인지 또는 여성친화형인지 알 수 없다. 그

러나 짐작되기로는 남성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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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2종 겸업

원동기 0.7 1.1 0.9 0.1 0.0 1.1 1.0 0.5

경기(경운, 정지) 0.5 0.6 0.3 0.0 0.0 0.5 0.0 0.0

파종, 묘상, 이양 0.2 0.3 0.0 0.1 0.0 0.0 1.0 0.2

제초, 시비, 방제 1.3 2.2 1.3 1.5 0.0 2.1 3.0 1.2

관리 1.0 0.6 0.3 0.0 0.0 0.0 0.0 0.0

수확 0.1 0.3 0.0 0.3 0.0 0.0 0.0 0.0

저장, 판매, 가공 0.8 0.8 0.9 0.7 3.0 1.2 2.0 1.0

시설농업 0.0 0.0 0.0 0.0 0.0 0.0 0.0 0.0

축산(사양관리용) 0.0 0.0 0.0 0.0 0.0 0.0 0.0 0.0

축산(생산물 처리용) 0.0 0.0 0.0 0.0 0.0 0.0 0.0 0.0

축산(사료생산 및 조제용) 0.0 0.0 0.0 0.0 0.0 0.0 0.0 0.0

축산(환경시설용) 0.0 0.0 0.0 0.0 0.0 0.0 0.0 0.0

운반 0.6 0.6 0.4 0.1 0.0 0.6 1.0 0.2

집합농구 0.0 0.0 0.2 0.0 0.0 0.0 0.0 0.0

기타 0.5 0.7 0.4 0.6 0.0 0.5 0.0 0.2

여성농업인 가구의 농기계 보유 현황은 품목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대부

분의 품목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종류 또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이 많이 종사하고, 농가 당 노동투입시간이 많은 채소품목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파종이식, 수확 등의 농기계 보유는 매우 낮았다. 김

홍상 외(2016)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중 농가들의 기계와 인력 운용 항

목에서 농기계 임대이용이 가장 낮게 나온 것17을 고려하면, 여성농업인이 

실제 영농활동에 (소유,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

다. 게다가 가구원이 2인 이상인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남성이 주로 기계를 사

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여성농업인의 기계 이용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1> 여성농업인 가구 농기계 보유 현황(평균 대수)(2017년) 

단위: %

17 농가들의 기계와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가는 자기 

소유 농기계 이용 44.1%, 수작업(가족) 21.3%, 수작업(가족+고용) 13.4%, 농기

계 임대(10.4%) 순서로 응답하였고, 농기계 임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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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가구

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겸업

원동기 2.2 2.2 2.3 1.2 1.7 1.9 2.4 2.9 1.4

경기(경운, 정지) 1.9 1.4 1.4 0.7 1.2 1.5 2.3 1.9 0.9

파종, 묘상, 이양 0.9 0.3 0.4 0.1 0.2 0.2 0.7 0.8 0.2

제초, 시비, 방제 3.2 3.6 3.0 1.8 2.6 2.5 3.2 3.7 2.1

관리 0.8 0.9 0.8 0.4 0.6 0.3 0.8 1.2 0.4

수확 0.4 0.2 0.3 0.1 0.1 0.6 0.5 0.3 0.1

저장, 판매, 가공 1.7 1.8 1.5 1.2 1.6 1.2 1.8 2.0 1.0

시설농업 0.1 0.6 0.5 0.2 3.1 0.0 0.1 0.0 0.0

축산(사양관리용) 0.0 0.0 0.0 0.0 0.0 0.0 0.5 0.0 0.0

축산(생산물 처리용) 0.0 0.0 0.0 0.0 0.0 0.0 0.2 0.0 0.0

축산(사료생산 및 조제용) 0.0 0.0 0.0 0.0 0.0 0.0 0.3 0.0 0.0

축산(환경시설용) 0.1 0.1 0.1 0.0 0.0 0.0 2.3 0.1 0.0

운반 1.0 1.3 0.8 0.5 0.6 0.8 1.3 1.1 0.6

집합농구 0.5 0.7 0.3 0.3 0.4 0.5 1.1 0.5 0.2

기타 1.0 1.3 0.8 0.5 0.3 0.4 0.9 0.8 0.4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17).

  여성농업인 가구에서 여성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수확, 파

종작업 등에서의 농기계 보유율은 매우 낮았고,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는 제

약이 많이 따랐다.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

하고 이를 대여해 주는 임대사업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의 남성농업노동과 여성농업노동에 대한 분리된 

인식, 수작업으로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특징,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 교육 부족,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시스템의 불

편함 등의 문제로 실제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률

은 더욱 낮았다.   

“[응답자 J]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계를 만지고 해야 하는 일들

은 보통 그냥 아저씨들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더 수요가 적은 것 같아요 제

가 보기에는……”  

“[응답자 C] 예를 들어 고령이시고 남편분이 없으시고, 시골에서 정말 하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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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그 분들이 하기에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익숙치 않은 게 문제죠.”  

“[응답자 H] ……남자하고 여자 일이 달라요. 그러면 실행이 너무 힘든 거에

요. 여성분들이 예초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자분들이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대처에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응답자 E] 여성임대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계를 가져오려면 차가 

있어야 하고, 기계를 싣고 내려야 하는데, 그걸 여성 혼자 어떻게 해요? 못해

요. 그리고 예초기 같은 건 아무리 여성용 기계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해요.” 

“[응답자 P] 막상 여성농업인들이 일하시는 걸 보면 다 밭농업 이시거든요. 

밭농업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논벼에 비해 상당히 낮을뿐더러, 그게 다 손

으로 하셔야 하고. 앉아서 일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선별도 

아주 대농이면 그냥 기계로 선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농은 그냥 다 내가 

직접 손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도. 

콩 선별작업 할 수 있는 거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서 싣고 와서 그걸 하고 

또 갖다 주고 할 만큼 양도 되지 않고 너무 번거로운 거지. 그런 것들이.” 

6. 소결 및 시사점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품목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품목은 2종겸업

(34.3%), 채소농가(24.3%), 논벼농가(20.7%)였다. 농가당 노동투입시간이 

높은 품목은 공통적으로 화훼, 축산, 과수, 채소, 특작농가였다.  

채소, 과수, 논벼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6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화훼, 특작농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40세 

이하와 50대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이 종사하고 있었

다. 연령에 따라 품목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은 연령에 따른 영농활동에서

의 노동투입과 세부 농작업 및 관련 정책 요구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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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농업인은 고령이 되어도 많은 경우 현업을 떠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여성농업인 대부분은 고령으로, 다수는 71세부

터 79세였다. 2인 가구의 여성농업인의 경우 60대에는 가구 연간 평균 

263.4시간, 70대에는 연간 평균 346.2시간, 80세 이상은 연평균 266.5시간

의 농업노동을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소득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고령층일수록, 

1인 농가일수록, 그리고 논벼, 채소, 화훼, 특작품목일수록 소득이 낮았다. 

특히 화훼농가의 경우, 노동투입시간을 고려하면 소득이 매우 낮았다. 또

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섰고, 연령이 높

을수록 농외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농업소득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

이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시간을 분석하면, 채소농가의 연간 노동투입시간

이 가장 높았고, 가구당 여성농업인의 연평균 노동투입시간이 높은 품목은 

화훼, 과수, 채소, 축산이었다.

이를 성별에 따라 가족노동력 및 고용노동력이 총 고용노동시간에서 차

지하는 비율로 분석하면, 대부분 작목의 가족노동시간 비중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고용노동시간 비중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채소, 화훼, 전작 등의 품목에서 여

성의 고용노동비율은 남성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 중 가장 높은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은 농기계 개

발 및 임대사업 활성화 등의 정책방안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았다. 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논벼의 경우 기계화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농업인이 종

사하고 있는 채소 품목의 경우 기계화율이 낮으며, 여성농업인이 주로 종

사(또는 고용되는)하고 있는 수확 등의 작업에서의 기계화율은 특히 낮다. 

더불어 이러한 기계화율조차 일반적인 기계화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

성친화형 기계화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농가의 기계 보유 또

한 원동기, 제초·시비·방제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현장에서의 남성농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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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여성농업노동에 대한 분리된 인식, 수작업으로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특징,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 교육 부족, 여

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시스템의 불편함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체감도가 

낮다. 

  따라서 농업현장과 정부 정책 간의 간극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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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앞의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은 가구형태, 연령, 

품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요인들이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판

단하려면 적절한 모형을 통해 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책 욕구(needs)는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이었다. 현재의 정책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여

성농업인의 농업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중

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년, 2013년 자료

이다.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18 직접적인 설문조사 대신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활용한 이유는 표본의 통계적 

대표성, 유효성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5

년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18년 자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설문

조사를 시행할 경우 중복되는 문항이 많아 대표적 통계 자료인 여성농업인 실

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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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모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강혜정(2007, 

2008a, 2011)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또는 경영활동 참가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로짓(logit) 또

는 결혼 유무를 반영한 2단계 프로빗(probit)모형을 활용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여성농업인의 개별 효용함수를 표현하면, 

여성농업인의 효용은 소비지출(C)과 여가(leisure), 외생변수(Z)로 결정된

다. 여성농업인은 효용을 극대화 하는 최적점(optimal point) 에서의 노동

공급을 결정할 때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 이를 식으

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식 (1)에서 는 생산물의 가격 벡터, 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생산량은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공급량과 이를 제외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변

요소(X)와 고정요소(F)에 따라 결정된다. 는 가변요소 가격(비용)이고, 


은 농외소득이다. 농외소득은 농외소득에 투여하는 시간(

)의 함수이

고, 
은 이전소득이다. 이를 종합하면, 소비는 농산물 생산에 따른 이윤

(profit)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에 제약을 받는다. 이는 식 (1)에서 두 번째 

식으로 표현된다. 

여성농업인의 노동공급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을 포함한 여가시간(
)과 

농외노동공급시간(
)에 따라 결정된다.   

   
                              

    ×
   ×


  










≥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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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효용극대화 조건을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하여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을 쿤터커 조건(Kuhn-Tucker conition)으로 풀면, 최적 해 집합을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2)

 

3. 실증분석 

최적 해 집합을 바탕으로 실증모형을 설정하면 식 (3)과 같다. 식 (3)에

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공급시간은 농외노동공급시간, 여가시간, 개개인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개개인이 처한 가구의 특성과 같은 외생변수로 

결정된다. 

  



 식 (3) 

식 (3)에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를 고려할 때, 기

존 연구 모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의 인구학적 

변수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개

인이 속한 집단 또는 세대에 따라 비슷한 사회적·문화적 경험을 하게 된다

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개인이 속한 코호트(cohort)의 개념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들만큼 각 코

호트 집단의 행동양식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사회적 구조이지만

(Norman Ryder, 1965), 식 (3)의 선형 회귀식 또는 선택모형(Choice model)



66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담당 비중 결정 요인 분석

을 활용한 기존 연구는 이러한 코호트 집단의 효과를 분리하고 있지 못하

다. 현재까지 관련연구에서 아직까지 인구 집단의 인구학적 개념인 연령, 

기간, 코호트를 고려한 연구는 없다. 

코호트는 어떤 일을 함께 시작한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정의에 따라 여

러 의미를 갖는다(허종호 외 2017). 참고로 본 연구에서 코호트는 출생 코

호트를 의미한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생애주기상의 사건들은 

출생 코호트에 따라 다르고, 이에 따라 영농활동 비중이 달라질 것이기 때

문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만을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분석 

모형에 고려하였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영농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나, 세대에 따른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구조적 모형을 구축한 후 이의 모수(parameter)를 추정하기 위한 환

원형 방정식 (Reduced form)에 연령, 출생 코호트, 기간을 고려할 경우, 세 

변수들 간의 완벽한 선형 의존관계(코호트=기간-연령)가 성립하여 편회귀 

기울기의 계수벡터를 측정할 수 없다. 즉, 식별문제(identification problem)

가 발생하여 추정이 불가능하다(허종호 외 2017). 

이러한 식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근에 개발된 추정 방법은 대표

적으로 고유추정치(intrinsic estimator)를 이용한 연령-기간-코호트 분석법, 

다수준(Multi-level) 분석 관점을 도입한 교차분류임의 효과 모델(cross-classified 

random effect model)과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성장곡선모델(Hierarchical 

age-period-cohort grwoth curve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세워나가려면 단순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

성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차이와 집단 간의 정책 수요를 식별(identification)

하고 이에 대한 향후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대 간의 

차이를 식별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효과, 즉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를 고려하여 분

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증 모형은 반복단면자료

(repeated cross-section dataset)를 활용하여 교차분류임의효과(cross-classified 

random effects models)를 이용한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Hierarc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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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period-cohor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식 (3)을 토대로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모형을 적용하면 식 (4)와 같

다. 위계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식 (3)에서 개인(i)은 개인변수인 레벨 1의 

변수와, 기간(period)와 출생코호트의 상위개념(j)인 레벨 2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 (4)에서 는 레벨 2의 알 수 없는 무작위효과(unknown 

random effects)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수준 변수의 효과를 레벨 1의 고정

효과(fixed effects)로, 기간효과와 코호트효과를 레벨 2의 무작위 효과

(random effects)로 모형을 설정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식 (4)를 추정하면 

개인이 속한 상위 맥락인 기간과 코호트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식 (4)

 

식 (4)를 추정하려면 농업노동시간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8년 여

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2013년 실태조사에서는 관련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자료 이용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대리(proxy)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식 (4)를 추정해야 

한다. 2008년과 2013년에 모두 조사된 변수 가운데 가장 근접한 변수는 

‘농사일 전체(생산, 출하·판매, 재무관리) 중,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비중’ 

이다. 2008년에는 구간형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2018년에는 개방형으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의 구간형으로 통일하여 변수를 설정하

였다. 

이의 사항을 고려하면, 식 (4)의 종속변수는 연속형(continuous)변수가 

아니라 이산형(discrete)변수이면서 순서를 갖고 있는 변수이므로 식 (4)는 

순서형 이산(ordered discrete)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모형으로 추정되어

야 한다. 이를 표현하면 식 (5)로 도출되고, 따라서 실증분석에 사용될 최

종 식은 식 (5)와 같다.

   
′ 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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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의 순서형 이산 위계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 이 연구에서는 다수

준 순서 로짓 회귀분석(Multilevel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한다.19

4. 자료설명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개인단위로,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내 농가에서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농업에 참여한 만 15세 이상 여성농업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년 단위 통계이다. 조사항목은 가구 현황, 경제사

회 활동 참여 현황, 교육 현황, 복지 현황,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등과 관

련된 항목을 면접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8년과 2013년 원자료이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전국단위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집한 자료이므로 

동일 항목, 추가 항목, 수정 항목이 존재한다. 동일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

표본자료(pooled dataset)로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통합표본자료를 구

성할 경우, 여러 시점에 여러 나이의 표본 응답자들로 자료가 구성되어 통

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서 코호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2008년과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연령-기간-코호트 응답자 분류

는 <표 5-1>와 같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코호트는 1948

년~1952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전체 16.1%)이고, 다음으로 1938년~1942

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전체 14.1%)이다.    

19 다수준 순서형 이산 모형을 추정에 많이 사용되는 모형은 다수준 순서로짓 회

귀분석과 다수준 순서프로빗 회귀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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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13년 합계

1918~1922 1 1

1923~1927 7 13 20

1928~1932 91 45 136

1933~1937 234 160 394

1938~1942 317 292 609

1943~1947 209 332 541

1948~1952 231 466 697

1953~1957 177 401 578

1958~1962 126 360 486

1963~1967 58 283 341

1968~1972 35 140 175

1973~1977 12 78 90

1978~1982 2 81 83

1983~1987 1 105 106

1988~1992 62 62

총 합 1,501 2,826 4327

주: 저자 작성.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5-1>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연령-코호트 응답자 수

단위: 명

4.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농산물 생산, 출하·판매, 재무관리를 포함한 농사활동에 여

성농업인이 얼마만큼 담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한다. 여성

농업인의 농사활동 담당 비중 구간은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보기 

문항 기준에 따라, 2013년 개방형 응답 자료를 0%~19%, 20%~49%, 50%~ 

69%, 70%~100%로 동일하게 재코딩하였다. 

여성농업인 농사일 담당 비중을 출생년도 코호트에 따라 분류하면 <표 

5-2>와 같다. 빈도수를 기준으로, 고령일수록 농사일 담당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고, 연령이 젊을수록 50% 미만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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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코호트 

2008년 2013년

0-19% 20%~49% 50%~69% 70%~100% 0-19% 20%~49% 50%~69% 70%~100%

1918~1922 1      

1923~1927 1 1 1 4 1 5 1 6

1928~1932 9 27 13 42 1 15 9 20

1933~1937 24 92 38 80 6 30 34 90

1938~1942 24 135 63 95 6 58 101 126

1943~1947 18 90 45 56 2 85 137 108

1948~1952 21 130 44 35 9 127 205 125

1953~1957 16 93 37 31 11 112 207 71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표 5-2>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918년~1937년 출생년도인 여성농업인들은 본인의 농사일 담당비중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에는 변화가 없다.  

1938년~1972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농업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사

일 담당비중이 높아진다고 응답하였다. 2008년에는 20%~49%의 응답 빈도

수가 가장 높았으나, 2013년에는 50%~69%의 응답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1973년~1992년 출생년도의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에 담당하는 비중이 다

른 코호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49%의 응답 빈도수가 가

장 많았고, 0~19%를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청년층에 비해 중년, 고령층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농사일 담당 비중이 

높아진다. 

<표 5-2>의 기술적 통계는 나이가 들수록 농사일 담당 비중이 점점 높아

지고, 고령층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시기에 따라 비교하면 2008년에는 20%~49%의 비

중이 705명으로 가장 높고, 2013년에는 50%~69%의 비중이 1,113명으로 

가장 높았다. 농업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농사일 담당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여성농업인 농사일 담당 비중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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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코호트 

2008년 2013년

0-19% 20%~49% 50%~69% 70%~100% 0-19% 20%~49% 50%~69% 70%~100%

1958~1962 12 74 26 14 4 140 181 35

1963~1967 5 37 13 3 5 115 124 39

1968~1972 6 19 8 2 6 58 55 21

1973~1977 4 5 2 1 6 43 22 6

1978~1982 1 1      19 49 12      

1983~1987 1      24 56 20 2

1988~1992 27 30 5      

총 합 141 705 291 363 127 923 1113 649

주: 저자 작성. 

자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원자료(2008, 2013).

이러한 현상은 <그림 5-1>, <그림 5-2>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난다. 출생

년도에 따라 2008년과 2013년의 농사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고 있

는 비중을 보면, 2008년에는 농업활동의 20%~49%를 담당하고 있다는 여

성농업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13년에는 50%~69%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또한 2008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1968년 출생 이후의 코호트 여성농

업인은 1968년 이전 출생의 여성농업인에 비해 농사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고령일수록 농사일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 출생연도별 여성농업인 농사일 담당 비중(2008년) 

주 1) 저자 작성.

  2) x축은 여성농업인 출생년도 코호트를, y축은 해당 명수를 의미함. 

자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원자료(200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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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출생연도별 여성농업인 농사일 담당 비중(2013년)

주 1) 저자 작성.

  2) x축은 여성농업인 출생년도 코호트를, y축은 해당 명수를 의미함. 

자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원자료(2008).

4.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앞의 최적해 집합인 식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식 

(2)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최적점 결정은 농외소득, 이전소득, 

생산물의 수입(revenue)과 생산투입물의 비용 지출(cost), 그리고 개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론 모형에 따라 설정된 변수와 3장에서의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 

분석 결과를 연결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인구학

적 요인으로,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출생

코호트를 설정하였다. 농외소득 관련 변수로는 농외소득 참여여부를, 생산

물의 수입관련 변수는 가구 수입을,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는 가구 지출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외에 각 가구의 고정 투입재를 통제하기 위해 

총 경작지 면적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3장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언

급했듯이 농작물 품목별로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시간이 다르므로 가구의 

농작물 품목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독립변수의 구체적 설명과 통계량은 <표 5-3>,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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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연령을 토대로 레벨2에서 고려하게 될 

코호트를 1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5-3>. 여성농업인의 출생코호트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세대(generation)별로 그 영향도가 어떠한지 

분석한다. 

연령은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분석에서 레벨 1에 포함되어야 하는 변

수이므로 포함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59세이

고, 최연소는 21세, 최고령은 90세였다.

앞의 제3장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가구형태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

활동 선택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독가구와 2인 이상이 가구일 

경우 농업노동투입이 다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모형에 가구 형태를 포

함하고, 2인 이상의 가구는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가구, 편부모자녀가구, 

조부모와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와 조손가구로 보다 세분화해서 포

함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가구형태는 부부가구(46.5%), 

부부와 자녀가구(19.0%), 독신가구(15.5%) 순서로 나타났다. 각 가구형태

의 영향 정도(magnitude)를 분석하기 위해 각 유형에 따라 더미변수

(dummy variables)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영농형태는 제3장에서 분석한 대로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이 많은 품목

을 모형에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수농가, 노지채소 농가, 시설채소 농

가, 화훼/특작 농가, 축산농가를 고려하였다. 농작물 품목에 따라 여성농업

인의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에 포함한다. 

농축산물 판매금액(revenue)은 최적해(optimal solution)를 나타내는 식 

(2)에서 최적 농업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을 구간변수로 조사하였다. 500만 원 미만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29.21%로 가장 높았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

만이 22.07%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의 구간은 연속

적이므로, 각 구간 순서로 포함한다. 즉, 구간에 배정된 숫자가 높을수록 

판매금액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적해 식 (2)에 따르면 최적 농업노동시간은 투입재 비용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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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관련 조사항목이 없어, 투입재 

비용을 포함한 월평균 가계 지출액을 대리(proxy)변수로 사용한다. 여성농

업인 가계의 월평균 지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32.73%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출하는 가계가 

22.28%로 높게 나타났다. 판매금액과 마찬가지로 구간이 연속적이므로 각 

구간 순서로 모형에 포함한다. 

경작면적은 총 경작지 면적을 의미한다. 단위는 평으로 구분한다. 여성

농업인의 평균 경작지는 4,107평이었고, 최대는 12만 4천 평이었다. 경작

면적은 식 (4)에서 투입재 중 고정요소이므로 포함한다. 

  농외 경제활동은 본인의 농업노동투입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 (4)에서 보듯이, 농외 경제활동 소득과 가사활동시간20은 농업노동시간

의 제약요건이 된다. 여성농업인의 16.2%만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의 2종겸업이 다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의 건강상태는 인구학적인 변수이면서 동시에 중·고령자의 

노동공급에 있어 주요한 변수이다.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중·고령자임을 감

안하면 건강상태는 추정에 필요한 주요한 변수이다. 여성농업인 응답자 대

부분인 67.0%는 본인의 건강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였다.  

20 가사활동시간은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되었으나 2013년 조사

에서는 삭제되어 반영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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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및 측정 

코호트 
1918년~1992년 사이 출생자를 5년 단위로 구분

15개의 코호트 집단으로 나뉨 

연령 만 나이 측정 

가구형태 

독신가구 0: 해당 없음,  1: 해당함 

부부가구(2인) 0: 해당 없음,  1: 해당함 

부부+자녀가구 0: 해당 없음,  1: 해당함 

편부모+자녀가구 0: 해당 없음,  1: 해당함 

조부모+부부+자녀가구 0: 해당 없음,  1: 해당함 

조부모+손자녀 가구 0: 해당 없음,  1: 해당함 

기타 0: 해당 없음,  1: 해당함 

영농형태

과수농가 0: 해당 없음,  1: 해당함 

노지채소농가 0: 해당 없음,  1: 해당함 

시설채소농가 0: 해당 없음,  1: 해당함 

화훼/특작농가 0: 해당 없음,  1: 해당함 

축산농가 0: 해당 없음,  1: 해당함 

월평균 가계 지출액

1: 30만 원 미만,          2: 30~50만 원 미만, 

3: 50~100만 원 미만,     4: 100~150만 원 미만,

5: 150~200만 원 미만,    6: 200~250만 원 미만,

7: 250~300만 원 미만,    8: 300만 원 이상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1: 500만 원 미만,         2: 500~1,000만 원 미만

3: 1,000~2,000만 원 미만, 4: 2,000~5,000만 원 미만 

5: 5,000만 원 이상

경작지 면적 평 

농외경제활동 0: 하지 않음, 1: 해당함 

건강상태 0: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 매우 나쁨, 나쁨 

자료: 저자 작성.

<표 5-3> 독립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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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령 59.1 12.8 21 90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응답자 수 

가족형태 

독신가구 15.58 84.42 4,319

부부가구(2인) 46.52 53.48 4,319

부부+자녀가구 19.01 80.99 4,319

편부모+자녀가구  4.01 95.99 4,319

조부모+부부+자녀가구  12.53 87.47 4,319

조부모+손자녀 가구  1.02 98.98 4,319

기타 1.34 98.66 4,319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응답자 수 

영농형태

과수농가 13.13 86.87 4,318

노지채소농가 14.08 85.92 4,318

시설채소농가 6.92 93.08 4,318

화훼/특작농가 3.08 96.92 4,318

축산농가 2.20 97.8 4,318

해당 응답수  퍼센트(%) 전체 응답자 수

월평균 가계 

지출액

30만 원 미만 169 3.99  4,232

30~50만 원 미만 644 15.22  4,232

50~100만 원 미만 1,385 32.73  4,232

100~150만 원 미만 943 22.28  4,232

150~200만 원 미만 506 11.96  4,232

200~250만 원 미만 292 6.9  4,232

250~300만 원 미만 127 3  4,232

300만 원 이상 166 3.92  4,232

해당 응답수   퍼센트(%)  전체 응답자 수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없음 51 1.23 4,159

500만 원 미만 1,215 29.21 4,159

500~1000만 원 미만 813 19.55 4,159

1000~2000만 원 미만 846 20.34 4,159

2000~5000만 원 미만 918 22.07 4,159

5000만 원 이상 316 7.6 4,159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경작지 면적(평)  4107.24  6889.19  0 124,000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응답자 수 

농외경제활동 702  3,614 4,316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매우 나쁨, 나쁨  전체 응답자 수 

건강상태 2,895 1,424 4,319

<표 5-4> 독립변수 통계량(pooled dataset)
단위: 세, %, 명 

주: 저자 작성.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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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및 시사점  

5.1. 여성농업인 개인 변수 영향 요인 분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을 담당하고 있는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여성농업인의 연령은 농업활동 담당 비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농활

동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또는 감소할수록) 농사일의 담

당 비중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작물의 품목은 대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

다. 과수농가의 경우 과수농가가 아닌 여성농업인에 비해 농업활동을 담당

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노지채소농가, 시설채소농가, 화훼/특

작농가의 여성농업인도 해당 작물을 생산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농

업활동 담당 비중이 증가한다. 이 중에서 시설채소를 생산하는 여성농업인

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여성농업인 영농

활동 담당비중은 그렇지 않은 농가와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유형은 단독가구일수록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높았다. 여성농업인 1

인 가구이기 때문에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이다. 그러나 부부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여성농업인은 다른 가구 형태의 

여성농업인에 비해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부와 

자녀가구, 3세대가 사는 가구의 여성농업인도 다른 가구 형태의 여성농업

인에 비해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낮았다. 

 부부 2인 가구일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낮은 것은 농

업의 생산, 가공·판매, 재무관리 등의 부분에서 남성의 역할이 여전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과 남성의 공동경영주 등록 등 농업에서 여

성농업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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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와 자녀가구, 3세대의 가구의 경우는 자녀의 양육 및 집안 돌봄 등

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여성농업인 가구의 1년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많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

업활동 담당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크

다는 의미는 단순한 소규모의 가족농 형태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중·대규모의 상업농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규모의 상업

농일수록 고용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성농

업인 본인의 농업노동에 투여되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농외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농업인일수록 참여하지 않는 여성농업인

에 비해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농외활동은 기존

의 시각처럼 농업활동과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지만, 3장의 농가경제자료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2종겸업

농가의 증가 현상은 농외활동이 영농을 수행하는데 보완적으로 유지되는 

기능을 의미하므로, 농외 경제활동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과수농가, 노지채소농가, 시설채소농가, 화훼/특작농가일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높았고, 단독가구의 여성농업인일수록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부부 2인으로 구성된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여성농업인일수록 농업활동 담당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여성농업인 가계의 농산물 판매금액이 증가할수록 농업활동 

담당 비중은 감소하였다. 개인 변수들 중, 여성농업인의 가구형태가 농업

활동 담당 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령과 농외 경제활동, 건강변수, 가계의 지출은 농업활동 담당 

비중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연령의 경우는 

<표 5-2>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업활동 담당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자료와는 다른 결과이다. 모든 요인을 통제하고 연령만의 효과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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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는 첫째, 효과가 전혀 없을 가능성과 둘째, 연령 간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cancel out) 효과가 없다고 분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절의 코호트 분석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분석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

해 출생 코호트를 포함하였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효과는 없지만, 연령을 

기초로 한 출생 코호트별 영농활동 담당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절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계수 표준오차 

연령 0.0009 0.005

과수농가  0.41***  0.12

노지채소농가 0.38***  0.12

시설채소농가 0.65*** 0.16

화훼/특작농가 0.50** 0.22

축산농가  0.19 0.32

독신가구  3.13*** 0.63

부부가구(2인)  -1.26** 0.59

부부 + 자녀가구  -1.21** 0.60

편부모+자녀가구 0.02 0.64

조부모 + 부부 + 자녀가구  -1.67***  0.61

조부모+손자녀 가구 -0.73  0.76

월평균 가계 지출 0.01 0.03

농축산물 판매금액  -0.29***  0.03

총 경작지 면적(평) -0.00009 0.00006

농외 경제활동 참여 -0.004 0.09

건강  -0.02  0.09

cut1  -5.73 0.71

cut2 -2.34 0.70

cut3  0.24  0.69

출생코호트 var(_cons)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0.87**  0.61 0.21 3.51

주: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5-5> 다수준 순서 로짓 회귀분석(Multilevel ordered logistic regress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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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세대 간의 영향 분석 

<표 5-5>에 따르면, 상위단계인 여성농업인의 출생코호트에 따라 농업일 

담당 비중 차이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다. 즉, 출생년도 집단별로 

농업일 담당 비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 절에서 말한 

연령의 효과와 달리 코호트 효과로 각 세대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효과가 없거나 연령에 따라 농사일 부담이 가중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각 세대별로 실제적으로 농사일 부담이 

가중되는지 검증하고 분석한다. 

코호트 효과는 개인의 상위단계(level 2)에서 임의효과(random effects)로 

분석된다. 다수준 순서 로짓 모형에서 추정된 출생코호트의 절편(intercept)

의 분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추정 후(post-estimation) 절편 

예측치(predictions)를 각 코호트별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5-3>이다. 

<그림 5-3>에 따르면 각 출생코호트별로 농사일 담당 비중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여성농업인의 나이는 2013년 기준 나이이다. 

  1983년부터 1987년도 출생(26세~30세)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은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 즉, 이 시기에 태어난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을 더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68년부터 1982년 사이에 출생(31세~45세)한 여성농업인은 평균보다 

농사일 담당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73년도부터 1977

년도 사이에 출생(35세~40세)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전 세대 

중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48년부터 1967년 사이에 출생(46세~65세)한 여성농업인이 농사일 담

당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세대에서 농사일 담당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1963년~1967년 출생(41세~45세) 여성농업인 세

대, 1948년~1952년 출생(61세~65세) 여성농업인 순서로 농사일 담당 비중

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38년부터 1947년도 출생(66세~75세)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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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3년~1937년 출생(76세~80세)한 여성

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928~ 

1932년 출생(81세~85세)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비중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농업인의 세대에 따른 농사일 담당 비중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리하고, 각 세대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첫 번째 그룹은 26세부터 45세 여성농업인이다. 이 시기의 여성농업인들

은 두 그룹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에 진입하는 26세~30세의 청년

여성농업인들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증가한다. 그러나 31세부터 45세까지

의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감소한다. 

  두 번째 그룹은 46세부터 65세 여성농업인이다. 이 세대의 여성농업인들

은 농사일을 담당하는 주축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 그룹에서 농사

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농사일 담당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그룹은 66세부터 85세 여성농업인이다. 일부 세대에서 농사일 

담당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이 세

대에 속한 여성농업인 대부분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감소된다. 

<그림 5-3>의 세대 간 분석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농사일 담당 비중이 높은 그룹에게 필요한 정책, 그리고 진입하는 여성농업

인 세대, 그리고 장년 여성농업인 세대와 고령 여성농업인 세대의 정책 수

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 수요가 현재 정책에서 충족되는지, 만약 충족

되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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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세대별 농사일 담당 비중 임의효과 분석 결과

주 1) 15: 1918~1922년도 출생자, 14: 1923~1927년도 출생자, 13: 1928~1932년도 출생자, 

12: 1933~1937년도 출생자, 11: 1938~1942년도 출생자, 10: 1943~1947년도 출생자, 

9: 1948~1952년도 출생자, 8: 1953~1957년도 출생자, 7: 1958~1962년도 출생자, 

6: 1963~1967년도 출생자, 5: 1968~1972년도 출생자, 4: 1973~1977년도 출생자, 

3: 1978~1982년도 출생자, 2: 1983~1987년도 출생자, 1: 1988~1992년도 출생자 

  2) 나이 계산 시점은 2013년을 기준으로 통일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2008년과 

2013년 pooled 자료이다. pooled 자료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출생년도를 통합하였다. 각 코호트의 나

이 계산은 자료 조사시점 중 가장 최근인 2013년으로 기준을 삼는다.  

  3) y축은 코호트를 의미하고(주 1 참고), x축은 각 세대에 따른 임의효과 절편이다.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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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농사일을 담당하는 비중의 선택이 여성농업인이 속한 세대별

로 다르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앞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크게 세 그룹으

로 분류된다. 이 장에서는 각 세대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제

시하는 데 필요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청년여성농업인 세대(26세~45세)21

1.1. 정책 인지도

청년 세대에 속한 여성농업인은 영농활동에 진입하는 세대이면서 미래 

농업 인력으로서, 그리고 미래 농촌사회를 유지해 나갈 중요한 세대이다. 

21 본 연구에서 청년여성농업인 세대의 연령 범주와 농업정책에서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주는 일치하지 않는다. 농업정책에서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주는 40세 

까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4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을 청년여성농업인 세대로 지

칭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령 구분은 연구 결과에 근거한 분류이므로, 정책에서 

규정한 연령 범주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얻은 기

준점을 편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에 기초한 결과를 연령 분류 

기준점으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여성농업인 세대’는 정확히 서술하면,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영농활동 비중에 있어 특징지을 수 있는 청년여성농업

인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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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으로서 결혼과 육아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차세대 농업 인력과 농촌 사회 유지 측면에서 정부는 청년 여성농업인에

게 관련 교육을 통한 역량증진 강화, 영농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보육시설 확대와 여건 개선, 모성보호와 건강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

고 있다. 

그러나 청년여성농업인들은 기존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2008년 여

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인지도만 유일하

게 50%가 넘었고, 2013년에는 2008년보다 전반적인 정책 인지도는 상승

하였지만, 전체적인 인지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장 높은 인지도

는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로, 41%의 청년여성농업인이 알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은 농업관련 위원의 여성할당제(2008

년)와 가족경영협약제도(2013년)였다. 

정책
2008년 2013년

비중(%) 빈도 전체 비중(%) 빈도 전체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 - - 100 2 2

농협복수조합원제도 - - - 50 1 2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 - - 0 0 2

사고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제도 - - - 0 0 2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제도 - - - 100 2 2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제도(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 - 50 1 2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 - - 0 0 2

정부농업관련 위원의 여성할당제 - - - 50 1 2

여성농업인대회 - - - 100 2 2

가족경영협약제도 - - - 0 0 2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사업 - - - 0 0 2

농업경영체 등록 - - - 0 0 2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 - - 0 0 2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 - - 0 0 2

여성농업인센터 - - - - - -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1>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 인지 여부(21세~25세)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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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8년 2013년

비중(%) 빈도 전체 비중(%) 빈도 전체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14 7 50 41 79 194

농협복수조합원제도 8 4 50 24 47 194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34 17 50 36 70 194

사고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제도 6 3 50 23 44 194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제도 18 9 50 31 61 194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제도(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52 26 50 41 80 194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22 11 50 31 61 194

정부농업관련 위원의 여성할당제 4 2 50 15 29 194

여성농업인대회 24 12 50 40 78 194

가족경영협약제도 6 3 50 9 17 194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사업 22 11 50 35 67 194

농업경영체 등록 - - - 18 34 194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 - - 21 41 194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 - - 37 71 194

여성농업인센터 22 11 50 - - -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2>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 인지 여부(26세~45세)

단위: %, 명

이는 현장에서의 여성농업인 의견과도 다르지 않았다. 면담 조사한 여성

농업인 대부분은 후계자로 선정될 때, 가점항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 뿐, 

대부분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존재를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담자 M] 아, 그래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성농업인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면담자 K] 저도 여기서 여성농업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인

데 거기다가 얘기했던 게, 저부터 여기 여성농업인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게 반절은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 저 말고 정말 읍내에서 

농사만 지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저보다 모르실 가능성이 훨씬 높으신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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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농업인 정책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걸 내용부터 모르는데 어떻게 우

리가 알고 느껴지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정책이 다 있구나 이런 거를.” 

또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정책의 세부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전

달체계에서 담당자의 부재로 정책의 접근성이 낮았다. 면담 조사한 청년여

성농업인 대부분은 지원 절차 등을 지인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직접 문의한 경험을 가진 

청년 여성을 만나보기 어려웠다. 

“[질문자] 그러면 주위분들 보면 여성농업인 정책이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

들이 많이 있으세요? 

“[면담자 M] 이번에 저희 멤버 중에 한명이 야, 바우처라는 게 있대 하면서 

엄청 알아봤는데. 그 언니가 군에 전화를 했는데 한 네 번은 돌렸어요 전화

를. 바우처라는게 있다는데 OO은(지역명)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 전화를 그 

자리에서 이 언니가 물어보는데 네 번을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북도에서인가 뭔가 아무튼 이 사업이 공고가 나면 자기들도 그때 뽑는다. 그 

공고가 나면 알려주겠다. 였어요. 당장 신청은 못하고.” 

“[면담자 J] 아니, 그게 아니고, 전달책이 없어요. 저도 OO에 가서 회의를 하

고 왔잖아요. 회의를 하고 오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 거기 계신 분들 다 그

랬어요.”

청년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영농정책을 개선하기에 앞서 기존 정책에 

대한 전달체계의 개선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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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농활동 관련 정책 수요 

1983년~1987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은 가족이 농업에 종사해서 농업을 

선택하였고, 1987년 이후 출생의 청년여성농업인은 시댁 또는 남편이 농사

를 지어, 이를 도와주기 위해 농사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

았다. 그 다음으로는 귀농한 남편과 함께 종사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귀

농정책과 여성농업인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항목

2013년

항목

2013년

비중

(%)
빈도

비중

(%)
빈도

배우자의 본가(시댁)가 농업에 종사 50 1 다른 일 할 여건이 안되서 0 0

자신의 본가(친정)가 농업에 종사 50 1 농산물을 판매 및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0 0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 0 0 돈을 벌기 위해서 0 0

귀농한 남편을 따라 농업에 종사 0 0 배우자의 직장이 농촌주변에 있어서 0 0

농업이 좋아서 농업 종사 0 0 잘모름 0 0

부모님 땅을 물려 받아서 0 0 합계 100 2

자료: 통계청(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3> 농업에 종사하는 이유(21~25세)

항목

2013년

항목

2013년

비중

(%)
빈도

비중

(%)
빈도

배우자의 본가(시댁)가 농업에 종사 43 83 다른 일 할 여건이 안되서 0 0

자신의 본가(친정)가 농업에 종사 9 17 농산물을 판매 및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0 0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 27 53 돈을 벌기 위해서 0 0

귀농한 남편을 따라 농업에 종사 15 29 배우자의 직장이 농촌주변에 있어서 1 1

농업이 좋아서 농업 종사 5 9 잘모름 0 0

부모님 땅을 물려 받아서 1 2 합계 100 194

자료: 통계청(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4> 농업에 종사하는 이유(26~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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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유효 숫자가 적어 면접조사를 통

해 농업 종사 경로를 파악하였다. 면접 조사한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는 

농사를 짓는 지인을 통해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대학교를 졸업하

고 종사한 경우, 부모님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어 농업인이 된 경우, 임업

에 종사하다가 귀농해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귀농에 관심이 있어 농업에 

종사한 경우였다. 

면접조사를 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진입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은 여

성과 남성의 차이는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토지와 자금문제, 영농

기술 습득 문제 등은 여성이라서 더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다. 

“[면담자 J] 농사를 지으면서 육아 이런 거 솔직히 그런 것들이 문제지, 여성

과 남성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예를 들어서 OO님, 같이 일을 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불리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식과 주변 뭐 하는 

그런 거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뭘 더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기계조작도 나이가 젊을수록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

였다. 여성친화형 기계라고 해도 마력수가 낮고 크기만 작아질 뿐이라고 

인식했으며, 그래서 오히려 남성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친화형 기계라고 해서 여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

성도 함께 사용(<표 7-1> 참고)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계라고 인

식하는 비중이 낮았다. 

“[질문자] 예를 들어 경운기나 콤바인이나 이런 걸 쓸 때 는 남자가 해야 되

는 일이고, 기계가 훑고 지나가면 그 잔가지 털고 이런 건 여자일. 그렇게 아

예 구분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면담자 M] 아니, 그런 건 이

제 따로 없어요. 제 친구들 보면 다 여자아이들이 기계 웬만한 거 다 다루는

데. 웬만한 애들 다 할 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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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K] 네 가끔 저희 sns올라오는데 보면 본인이 트랙터 몰고 있고 아

니면 지게차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조사한 26세~30세의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직접 기계를 사용하기보다 동

네에 기계를 소유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기계를 조작·

사용하는 일부 청년여성농업인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작 방법을 배우기

보다는 가족에게 배우거나 지인에게 배워 사용하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부와 상관없이 기계를 사용하였다.   

“[질문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 기계 다루는 거를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다 배

우신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배우신거예요?” “[면담자 J] 집에서 배웠다는 것 

같은데요.” “[질문자] 아 아버지나 누구한테” “[면담자 J] 네 집에서 배우고.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꼭 남자 여자 해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일도 딱 구분 

지어져 그건 진짜 옛날이야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

어요.”

이들은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였고, 필요하다

고 느끼는 정책 수요는 현재의 여성친화형 기계의 개발 확대보다는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 시기, 홍보의 문제였다. 

“[면담자 K] 여성농기계 교육은 올해에 몇 명은 받았어요. 저는 그때 시간이 

안돼서 못 받았었고.” “[질문자] 교육이 있었을 때가 농한기였어요? 언제 있

어요?” “[면담자 K] 아니에요. 바쁠 때 났었어요. 왜냐하면 AA에서 했던 거

든요. 농기계 센터에서 저희가 여자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까 많이 좀 신청

을 해도 모집이 저조하니까 저희한테 있으면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 부탁을 

한 거죠. AA에서 BB 그것 좀 신청서 있으니까 배우고 와라 이러고. 몇명인

가 갔었는데 그때 되게 바빠 가지고 다같이 못가고. 사월인가, 오월이었나 그

랬어요. 기억에 바빴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배우러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었어요. 바빠 가지고.” “[질문자] 그러면 그 배워갖고 오신 분들이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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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한 번 정도 배우는 거잖아요. 하루 정도는 가서 배워가지고 오시면 된

대요?” “[면담자 K] 아니요 못하겠대요. 너 뭐했어 그러면, 거기 농기계 대동

인가 가가지고 전시 나가서 구경하고 왔다고.” 

“[면담자 J]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겉핥기식의 교육이 아

니라 진짜로 움직이고” “[면담자 E] 차가 있으면 자신 있게 서울이든 뭐든 

갈 수 있게끔. 그 기계를 내 맘대로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예

를 들면 내가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가지고 겁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면담자 J] 제가 알기로 근데 그게 기술원엔 있어요. 원에는 있

는데 기술원이 CC에 한군데만 있잖아요.” “[면담자 E] 맞아 멀어.” “[면담자 

J] 그렇게 머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QQ 이런 데서는 오기 어렵잖아요.” “[면

담자 E] 자주 안 해.” “[면담자 J] 그러니까 센터도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이 일단은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일단 기계가 구비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요에 따라서 많이 쓰는 데는 좀 더 놔주고,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데는.”

게다가 이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은 농촌에서의 남녀

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과 가사와 농업일의 병행에 따른 피로도 문제였다

<표 6-5, 6-6>. 

“[면담자 M] 일단은 내가 연고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

데, 없으면 일단은 좀 저부터도. 제가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로 내려왔거든

요. 그러니까 너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역

에서 땅을 사도, 집을 구해도, 이분들은 얘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면담자 K] 저는 약간 솔직히 숨 막히는 게, 이건 여성농업인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면 단위 면민의 날 같은데 가면, 아직도 저희 마을은, 저 

되게 저희 마을 좋아하지만, 위에 이런 상에는 남자 분들이 앉으시고, 밑에 

그냥 자리 깔고 그냥 상도 없이 어머님들이 앉으세요. 저는 약간 그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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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상한데, 약간 저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저는 거기 앉아있지도 못하

죠. 저는. 나르고 뭔가 하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약간 그러한 되게 안 좋지

만, 이 마을에서는 그냥 그게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게 그냥 

쭉 왔던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딱 그거에 맞닥뜨렸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사실 잘 안 오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단 생각도 들

어요. 마을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면담자 J] 모르겠어요. 저도 고정관념인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 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가니까 얜 뭐야?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남자 보통 영업하면, 얘기를 하러 오는데 여자…… 그렇게 나이 먹어보이는 

애도 아닌 애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시선이 조금. 되게 제가 느

끼는 게 그런 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항목
비중

(%)
빈도 항목

비중

(%)
빈도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 61 38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6 4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해 어렵다 19 12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활동하기 불편하다 3 2

농촌사회의 남녀차별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5 3 시장이 멀다 0 0

농기계나 시설 사용이 어렵다 2 1 없음 3 2

계 100 62

자료: 통계청(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5>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21세~25세)

항목
비중

(%)
빈도 항목

비중

(%)
빈도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 55 224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3 14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해 어렵다 27 109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활동하기 불편하다 2 9

농촌사회의 남녀차별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5 21 시장이 멀다 0 1

농기계나 시설 사용이 어렵다 5 20 없음 1 6

계 100 404

자료: 통계청(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6>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26세~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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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농업 이외

의 소득 창출 필요성으로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농외소득이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표 6-7>, 농업생산 이외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것도 농산물과 

관련된 활동이 아닌 일반 직장 취업(31%),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35%)를 원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판단하면, 농업 이외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세대보다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많다.  

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없음 86 43 57 230

있음 14 7 42 171

무응답 - - 1 3

합계 100 50 100 404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7> 농외소득여부(26세~45세)

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응답 수 전체 비중(%) 응답 수 전체

농산물가공 5 2 43 13 52 404

농산물 판매 16 7 43 24 96 404

농촌관광사업 0 0 43 8 34 404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2 1 43 15 60 404

일반 직장 취업 16 7 43 31 125 404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26 11 43 35 140 404

농업 임금노동 - - - 13 54 404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8> 농업생산 이외 분야 종사 의향(26세~45세)

또한, 자녀 육아 및 교육 문제로 농사 투입 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2013년 기준 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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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비중(%) 빈도 전체

2008년 38 19 50

2013년 41 164 404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9> 6세 이하 아동 동거 여부(26세~45세)

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0 0 16 33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취약해서 64 9 41 34

농사일이 힘들어서 0 0 12 14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7 1 19 10

소득이 낮아서 29 4 8 24

가사와 아이들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　 -　 0 1

건강이 안 좋아서 0 0 3 3

고부갈등 - - 0 0

합계 100 14 100 119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10> 농촌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26세~45세)

특히 20대, 30대의 여성농업인들은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 단순히 교육

의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교육 질(Quality)의 문제로 농업 또는 농촌을 떠

나는 것을 고려하였다. 

“[면담자 M] 학원은 보낼 수 있죠. 요즘 학원은 많이 생기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서로 교육의 질이 서로 다르다는 거

죠. 똑같은 내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그런데 시골에 있는 학원하고 서울의 

학원하고는 다르니까. 친구들도 많이 고민하기는 해요. 결혼을 하면 과연 시

골에 있어야 하냐. 아니면 주말부부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여성들이 정착하려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도 힘든데, 아이를 낳는 순간, 또 

이게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염려스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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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는 농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소득의 불안정성을 일부 완화하고 

자녀 출산과 육아, 교육과 관련된 기존 정책들과 연계하여 이 세대가 농업

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

어 농촌 사회의 인식 개선과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명목상의 교육이 아

니라 실질적이고 유효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여성농업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 교육, 취미·여가·

교양 교육, 블로그 운영과 같은 컴퓨터 교육 수요가 가장 높았다. 26세부터 

45세까지의 경우, 농사일 담당 비중이 감소하는 세대라는 결과에서 보듯

이, 작물재배와 같은 농업생산기술과 농기계 작동법과 같은 교육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년여성농업인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 과정 개

설이 필요하다. 

<표 6-11>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26세~45세)

단위: %, 명

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응답 수 전체 비중(%) 응답 수 전체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운전 8 4 50 9 37 404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6 3 50 15 62 404

농산물 가공기술 10 5 50 12 48 404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10 5 50 21 86 404

부기, 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0 0 50 4 17 404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34 17 50 31 127 404

농촌관광사업 운영 4 2 50 12 50 404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6 3 50 7 28 404

취미, 여가, 교양 34 17 50 35 142 404

부업, 자격증 취득 22 11 50 36 146 404

언어교육(한국어, 영어 등) 10 5 50 6 26 404

자동차 운전 - - - 16 66 404

여성농업인 지도자 교육 4 2 50 - - -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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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08년 2013년

비중(%) 빈도 전체 비중(%) 빈도 전체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27 157 592 37 553 1,493

농협복수조합원제도 18 108 592 26 387 1,493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35 205 592 29 433 1,493

사고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제도 20 121 592 23 343 1,493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제도 35 206 592 31 469 1,493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제도(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33 198 592 35 516 1,493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27 157 592 30 452 1,493

정부농업관련 위원의 여성할당제 9 54 592 12 180 1,493

여성농업인대회 28 167 592 41 617 1,493

가족경영협약제도 6 36 592 7 111 1,493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사업 28 166 592 31 468 1,493

농업경영체 등록 - - - 19 278 1,493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 - - 22 330 1,493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 - - 34 515 1,493

여성농업인센터 30 177 592 - - -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12>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 인지 여부(46세~65세)

단위: %, 명

2. 중년여성농업인 세대(46세~65세)

2.1. 정책 인지도

중년 세대의 여성농업인은 모든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노동투

입을 하는 시기이다. 즉 이 세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활동의 주축이 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의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인지도는 여성농업인대회의 인지(41%)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37%)에 대한 인지도

였다. 청년여성농업인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

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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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농활동 관련 정책 수요 

중년 세대에 속한 여성농업인 대부분은 앞의 청년 세대와 달리 귀농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한 경우가 매우 낮았고, 시댁 또는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

여 본인도 농업에 종사한 경우였다. 

항목
2013년

항목
2013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배우자의 본가(시댁)가 농업에 종사 54 812 다른 일 할 여건이 안되서 0 1

자신의 본가(친정)가 농업에 종사 8 113 농산물을 판매 및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0 2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 28 416 돈을 벌기 위해서 0 0

귀농한 남편을 따라 농업에 종사 8 114 배우자의 직장이 농촌주변에 있어서 0 0

농업이 좋아서 농업 종사 2 34 잘모름 0 0

부모님 땅을 물려 받아서 0 1 합계 100 1,493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13> 농업에 종사하는 이유(46세~65세)

농사일 담당 비중이 증가하는 세대로, 이 세대의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가사와 농사일의 동시 병행 문제(45%), 남자에 비해 체력이 

부족한 점(39%)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청년여성농업인 세대에 비해 가사와 농사일의 동시 병행 문제에 대한 응

답률은 낮지만, 체력 부족 응답률은 높았고, 고령여성농업인 세대와 비교

하면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즉, 중년여성농업인 세대는 체력적인 부담과 

가사와 농사일 동시 병행 문제를 동시에 느끼는 세대임을 알 수 있다. 

항목
2013년

항목
2013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 45 678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2 23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해 어렵다 39 594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활동하기 불편하다 1 22

농촌사회의 남녀차별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5 70 시장이 멀다 0 0

농기계나 시설 사용이 어렵다 8 123 없음 0 0

합 계 100 1,510 합 계

<표 6-14>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46세~65세)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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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농업인 대상 면접조사에서도 가사와 농사일의 동시 병행에 따

른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자 C] 이렇게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이게 물건

은 쏟아져 나오는데 썩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따서 선별해서 담아서, 어쨌

거나 값이 싸던 어쨌든 내보내야 하니까. 그걸 썩는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런데 집에 가서는 또 반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해야 하니까. 하여튼 이게 

뭐, 이게 끝없는 이야기인데”

“[면담자 E] 여성농업인이라서 어려운 점은…… 저는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

만 나는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일은 신랑하고 얼마든지 여지껏 해 왔잖아

요 20년 이상을. 그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삽질

도 할 수 있는데…… 일 하고 들어와서 중간에 밥 해 먹기가 제일 귀찮아요.”

“[면담자 S] 글쎄 노동부담…… 하도 일을 해 봐서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했

지만 노동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계속 해 와서 그냥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 하고 와서 쉬

기가 힘들지. 나는 진짜 가정일하는 거하고 안 맞나봐. 밖에 일 하는 것은 힘

들어도 살겠는데 안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이런 거…… 난 청소도우미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사 일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가사도우

미……” 

농사일 부담을 덜기 위해 기계사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적 지원에 대

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면접 조사한 여성농업인들 대부분은 부부가

구의 여성농업인이었고, 부부가구의 여성농업인의 경우 남편이 기계의 주 

사용자이고, 여성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일들을 하였다. 여성농업인 스

스로 기계사용 자체를 꺼리거나 남편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

우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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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C] 연세가 들면 못하는데. 남편들이 안 하려는 거지. 옛날 하던 게 

있어서. 할려면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같던데. 여자들이. 

그런 거 같아요.” 

“[질문자] 기계, 여성분들이 많이 쓰세요?” “[면담자 H] 못써요. 남자하고 여

자 일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실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 

가지고 한번 잡아봤어요.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농업과 관련된 기계는…… 남자인거죠.” 

“[면담자 P]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계를 만지고 해야 하는 일들은 보

통 그냥 아저씨들이 다 하시니까”

“[면담자 E]우리 신랑은 아예 (예초기) 잡지도 못하게 해요. 위험하니까. 그

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게 있대요. 운전을 하다가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뭔가 

대처가 가능한데, 여자 분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쓸 수 

있게 다 보급을 해줬죠. 그러다 다치면 누가 책임진대? 본인이 책임져야지. 

저는 이렇게 기계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바라지 않아요.”

또한 농사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분리에 대해, 청년여성농업인 세대

는 체력적인 차이는 인지하지만, 여성일과 남성일이 구분되었다고 인식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중년여성농업인 세대는 농사일이 남성일과 

여성일이 구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계사용과 힘을 써야 

하는 일은 남성일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여성일로 인식

하였다.    

“[질문자] 그러면 남자 여자 하는 일이 완전히 분리되어있어요?” “[면담자 

H] 다르죠.” “[질문자] 그러면 여성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면담자 H] 

여성분들(고용한 60대 여성농업인 지칭) 딸기 따고, 딸기 이파리 따고,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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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딸기 줄기 따고, 심고, 캐고, 남성분들은 키가 높은 일들, 그다음에 무거

운 거 드는 일, 하우스 파이프 드는 일 이런 거.” 

따라서 이 세대에 속한 여성농업인의 면접조사에서는 노동 부담을 경감

하는 방안으로 농기계 사용보다는 가사 일을 덜어줘서 노동을 경감해 주기

를 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번기 때 마을공동급식을 일부 지역에서 운

영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개선하기를 희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급식의 이용 대상자는 지역 마을 주

민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족 노동력으로만 운영되는 농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가는 농번기 때 고용노동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그런데,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마을공동급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마을공동급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느꼈다. 

“[면담자 S] 저는 마을 중에, 이장분이 주도하셔서 하는 곳을 한번정도 봤었

는데요.” “[질문자]보편화된 건 아니네요?” “[면담자 S] 네 그건 사실은 누군

가가 엄청 고생을, 단가가 말도 안 되게 낮대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식사

나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랑 식대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낮으니까, 마을에

서 누구 한 명이 되게 희생을 해야 이게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인거예요.”

“[면담자 C]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일이 적으면 마을회관 가서 먹고도 

오는데 내가 10명 델고 일하는데 10명 데리고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질문자] 그 사람들도 같이 가서 못 먹어요?” “[면담자 C] 그건 안 돼요. 동네 

사람만 먹게 되어 있어요. 인부들은 못 먹어요.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없어요.”

“[면담자 P] 요즘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요. 왜냐하

면 껄끄럽고 텃새가 시골이 심해요. 내가 속이 좋고 붙임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왜 거기서 밥 먹냐 

우리 집에서 밥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거기서 밥 한 번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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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농사 일 비중과 가사일의 병행 등으로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특히 이 시기의 여성들은 여성의 완경 시기와 연결되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이용을 농한기 때 접근가능한 곳에서 쉽게 받길 원하였다. 

“[면담자 E] 저희는 이제 자녀가 많이 다 크잖아요. 성숙했잖아요. 생리도 거

의 끝나고 안하니까 몸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리 할 땐 안 

아파. 생리 끝나니까 하나하나 아픈 거야. 그러니까 골격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OO분들은 요가 같은 거 하잖아. 그런 거 우리

도 그런 거 프로그램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골격운동이라고 그냥 허리피

고 그런 거 있거든. 이렇게 앉았다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면 발저려.”

이 세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세대임을 반영

하듯 농산물 생산 이후의 판매(33%)와 가공(17%)에 가장 높은 종사 의향

을 보였다. 판매처 확보의 문제가 이 세대의 여성농업인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E]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격 같은 거, 판로나, 그런 게 

너무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하고 가면 적어도 일당 십만 원 

정도는. 어디가면 뭐 최하는 그 정도 해요. 십만 원 안될 때가 많아.”

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응답 수 전체 비중(%) 응답 수 전체

농산물가공 8 38 482 17 261 1,510 

농산물 판매 18 85 482 33 501 1,510

농촌관광사업 3 15 482 8 118 1,510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5 25 482 9 132 1,510

일반 직장 취업 4 17 482 4 64 1,510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6 29 482 8 115 1,510

농업 임금노동 - - - 20 297 1,510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15> 농업생산 이외 분야 종사 의향(46세~65세)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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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응답 수 전체 비중(%) 응답 수 전체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운전 2 13 592 5 68 1,510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11 64 592 14 215 1,510

농산물 가공기술 4 23 592 7 112 1,510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4 25 592 10 146 1,510

부기, 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1 3 592 2 24 1,510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9 52 592 7 102 1,510

농촌관광사업 운영 2 11 592 3 46 1,510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3 17 592 4 67 1,510

취미, 여가, 교양 13 79 592 14 204 1,510

부업, 자격증 취득 2 10 592 3 49 1,510

외국어 교육(영어, 일어) 0 1 592 1 13 1,510

자동차 운전 - - - 8 114 1,510

여성농업인 지도자 교육 7 43 592 - - -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16>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여부(46세~65세)

단위: %, 명

그러나 교육 참여 비율은 보면, 판매와 가공에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

나 관련 교육인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참여 비율은 10%(2013년 기

준), 농산물 가공기술 참여 비율은 7%(2013년 기준)였다. 중년여성농업인 

세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교육은 농업생산기술(14%)과 취미, 여가, 교양

(14%) 교육이었다.

관련 부문 종사 의향과 실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 간의 차이는 농

사일과 교육 시기의 중복과 홍보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 

관련 교육 시기를 조절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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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교육에 참여할 때 어려운 점(46세~65세)(1순위)

항목
비중

(%)
빈도 항목

비중

(%)
빈도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른다 20 116 교통 불편 0 0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없다 8 45 관심없다 0 1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내기가 어렵다 47 279 눈이 잘 안보인다 0 0

아이들과 집안일 때문에 집을 비우기 어렵다 3 19 나이가 많아서 0 0

교육장소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 7 43 글씨를 몰라서 0 0

교육기간이 너무 길다 0 2 정해진 날짜와 본인 시간 안 맞음 0 1

교육은 받고 싶지 않다 14 80 바빠서 0 1

건강이 좋지 않다 0 1 없다 0 2

교육이 어려워 이해 안 될 것 같다 0 1 모름/무응답 0 0

거동 불편/ 몸이 불편 0 1 합 100 592

자료: 통계청(200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업생산 이외의 판매와 가공과 관련해서 외부 제약 요건으로 판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추고자 할 때 대부분의 지원사업 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면담자 S]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개인으로만 하고 있다가 다 법인으로 

준다는 거예요. 모든 협조를 법인으로만 준다는 거예요. 시청도 법인으로만 

준다 하다못해 홍보지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 개인적으로 해서 힘

들었어요.” “[질문자] 여기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면담자 S] 네. 우리나라 

법이 잘못 되어 있는 게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안 줘요. 법인으

로 되어야 만 사업을 줘요. 어쩔 수 없이 법인을 만들어야 해요. 내가 봤을 

때는 70~80%가 거짓 법인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 기계가 필요

한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법인지원사업을 받아야 하니까 법인자에 한해서 

주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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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여성농업인 세대(66세~85세) 

3.1. 정책 인지도

고령 세대에 속한 여성농업인들은 고령화로 인해 농사일 비중이 점차 줄

어든다. <그림 5-3>에서 보면, 1933년부터 1937년 사이의 출생코호트를 가

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미

미하고,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농사일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서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고령농가와 관련된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에서도 2013년 기준으로 

13%의 고령여성농업인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책
2008년 2013년

비중(%) 빈도 전체 비중(%) 빈도 전체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9 78 859 13 109 842

농협복수조합원제도 7 61 859 12 99 842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8 72 859 11 90 842

사고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제도 4 35 859 6 49 842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제도 16 140 859 13 108 842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제도(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3 114 859 13 111 842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9 80 859 13 113 842

정부농업관련 위원의 여성할당제 1 6 859 3 23 842

여성농업인대회 10 90 859 12 102 842

가족경영협약제도 1 8 859 3 24 842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사업 9 77 859 13 109 842

농업경영체 등록 - - - 5 38 842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 - - 10 87 842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 - - 14 122 842

여성농업인센터 10 86 859 - - -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18>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 인지 여부(66세~85세)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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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농활동 관련 정책 수요 

고령여성농업인 세대는 농외소득이 있다고 밝힌 응답률은 낮았고(16%), 

농사일 비중도 가장 낮은 세대였다.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이 낮을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없음 9 79 84 710

있음 91 780 16 132

무응답 - - 0 0

합계 100 859 100 842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19> 농외소득여부(66세~85세)

단위: %, 명

고령여성농업인들은 농업생산 이후 농산물 판매를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고령의 나이 때문에 농업 이외의 다른 소득 활동을 하

는데 제약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응답 수 전체 비중(%) 응답 수 전체

농산물가공 2 15 780 8 66 842

농산물 판매 7 55 780 23 190 842

농촌관광사업 0 3 780 2 21 842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1 8 780 2 21 842

일반 직장 취업 1 7 780 0 2 842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2 18 780 4 30 842

농업 임금노동 - - - 15 129 842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20> 농업생산 이외 분야 종사 의향(66세~85세)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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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응답 수 전체 비중(%) 응답 수 전체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운전 1 8 859 0 3 842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7 59 859 2 19 842

농산물 가공기술 1 5 859 1 6 842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0 4 859 1 10 842

부기, 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0 1 859 0 0 842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1 9 859 0 3 842

농촌관광사업 운영 0 0 859 0 4 842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0 1 859 0 1 842

취미, 여가, 교양 6 48 859 6 51 842

부업, 자격증 취득 0 0 859 1 7 842

외국어 교육(영어, 일어) 1 7 859 0 0 842

자동차 운전 - - - 0 3 842

여성농업인 지도자 교육 2 13 859 - - -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21>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여부(66세~85세)

단위: %, 명

농산물 판매를 하고 싶다는 응답과 달리, 고령 여성농업인들은 관련 교

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취미, 여가, 교양을 위한 교육

에만 참여하였다. 또한 향후 받고 싶은 교육도 취미, 여가, 교양 교육 수요

가 가장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고령여성농업인들은 본인이 생

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소득창출을 위해 판매를 하고 싶지만, 이를 전문적

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보다는 소일거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보다는 취미와 여가를 위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면접조사에서도 고령여성농업인들 대부분은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소일

거리를 하거나,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고령여성농업인

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 취미와 같은 수업을 마련함과 동

시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제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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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8년 2013년

비중(%) 응답 수 전체 비중(%) 응답 수 전체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운전 1 8 859 14 114 842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7 62 859 36 303 842

농산물 가공기술 1 11 859 27 228 842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2 13 859 21 180 842

부기, 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0 1 859 3 26 842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3 29 859 8 70 842

농촌관광사업 운영 0 3 859 14 118 842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0 2 859 8 66 842

취미, 여가, 교양 15 129 859 63 534 842

부업, 자격증 취득 1 8 859 21 176 842

언어교육(한국어, 영어 등) 2 21 859 1 8 842

자동차 운전 - - - 2 16 842

여성농업인 지도자 교육 2 13 859 - - -

자료: 통계청(2008,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6-22>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66세~85세)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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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 정책이 여성농업인의 생활의 전반적 영역을 담고 있는 만큼 관

련된 선행연구도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주제범위가 넓은 만큼 선행

연구 대상의 범위도 넓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많이 연구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간과되어 왔던 분야

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적 요구가 가중

한 노동 부담의 감소임을 고려하면,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관련 정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보급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정책대상자들이 노동부

담 경감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세대별로 정책

적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고 각 세대에 맞는 

정책 요구를 식별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여성농업인이 어떤 농사일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고,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대표

적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강혜정(2007) 연구에서 이를 다루고 있지만, 노동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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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만을 분석할 뿐, 세대 간의 차이와 이에 맞는 정책 요구를 식별하

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영농활동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

다. 영농활동에 있어서 변화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위치를 통계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활용한 통계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농작물생산조사, 경

제활동인구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이다. 농업생산 규모와 농업 취

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2008년 

대비 2013년에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증

가할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밭작물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타 작물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생산 작목이 밭작물로 전환됨에 따라 점차 증가

해 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

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4

차 육성 기본계획이 시행중이다. 지방정부 또한 지역 상황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정책 요구와 지출되는 예산 비중을 비교하면 서로 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영농활동과 관련한 정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로 가중한 노동 부담을 경감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정책대상자들의 요구

는 줄어들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책과 정책 요구 간의 불일치가 왜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여성농업

인들의 영농활동 실태와 특징을 선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4장과 5장에서 

이와 관련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는 여성농업인이 있는 가구의 특성, 여성농업

인의 연령과 종사하고 있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품목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농외소

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농업소득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노동투입



요약 및 정책과제  109

시간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채소농가 여성농업인의 절대적 노동

투입시간이 가장 높고, 가구당 연평균 노동투입시간으로 분석하면 화훼, 

과수, 채소, 축산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

투입시간은 다르게 나타났다. 

  기술적 통계량(statistics)으로 분석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준

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모형을 이용한 정량적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단순히 10세 단위 또는 5세 단위로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특징 지을 수 있는 연령대를 구분하여 현재

의 정책, 그리고 정책 요구(needs)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정량적 분석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정성적 분석 결과로 보완하여 논

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은 농작물의 품목, 가족유형, 농산

물 판매금액, 세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령 구간별로 

농사일 비중이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연령 구간은 26세부터 45세까

지, 46세부터 65세까지, 66세부터 85세까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각 연령대의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요구를 분석한 결과, 정책 인지도는 

전 연령 그룹에서 낮았고, 26세부터 45세 그룹의 여성농업인들은 소득의 

불안정성 완화, 자녀 교육의 양적 측면만이 아닌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 정

책, 자격증 취득, 블로그 운영과 같은 컴퓨터 교육 수요 등이 높았고, 농업

생산기술과 농기계 작동법과 같은 교육 수요는 낮았다. 

  46세부터 65세의 여성농업인은 노동투입이 가장 많은 그룹으로 가사와 

농사일의 동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농사일 보다는 

가사를 덜어줄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이 더 높았다. 또한 농업 일 비중이 가

장 높은 세대임을 반영하듯 농산물 생산 이후의 판매와 가공과 관련된 일

에 종사하는 것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66세부터 85세까지는 농업 일을 줄여나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충분한 농

업소득과 농외소득 창출이 가능하지 않아, 농업 일을 통해 낮은 수준의 농

업소득을 벌고 있다. 낮은 소득 등의 문제로 이 시기의 여성농업인은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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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판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적인 판매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일거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 특정한 

교육보다는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수업이나 취미 관련 수

업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여성농업인 영농활동과 관련

된 정책과제는 다음절과 같다.     

2. 정책과제 

2.1. 정책 인지도 개선: 정책 전달체계 개선, 홍보 강화 

전 연령층에서 정책의 인지도 개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

지도가 낮은 이유는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정책대상자까지 전달이 되지 않

는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여성농업인이 관련 정책을 인지하게 되는 경로는 각 마을 이장을 통해서 

접하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전해 듣는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마을 이장의 역할과 개인 네트워크 참여에 따라 정책의 인지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경로로 문의를 해도 여성농업

인 정책 담당과 또는 부서의 부재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이 현장의 대상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도-군청-읍면동사무소-이장 또는 부녀회장으로 연결되는 전달 경로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농협에서도 관련 

정책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홍보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한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정책 등을 구분하고, 각 정책의 지원내용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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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은 여성농업인 정책안내서를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에 비치하고, 마을 이장 회의에서 이를 교육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청년여성농업인, 중년여성농업인 세대의 경우, SNS활용 또는 스마트

폰 활용도가 높으므로,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이

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2.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개선

가. 여성친화형 농기계(임 )확 사업 검토와 개선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중

한 노동부담을 경감시키며 기계화율을 향상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

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한 정책대상자들

의 인식과 사용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여성농업인 세대는 기계사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계사용에 있어 체력적인 차이와 기계 조작 능

력의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는 기존의 농기계를 축소한 것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 청년여성농업

인은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구분보다는 농기계 사용 방법 교육이 더 필요하

다고 느꼈다. 현재의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지만, 견학 수준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교육에 배정된 인원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청년여성농업인 세대는 기계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

고, 시간과 교육만 충분히 주어지고, 필요할 때 임대가 가능하다면, 성별에 

따른 기계 구분 없이 사용할 의향이 많았다.        

농업 일 담당 비중이 높은 중년여성농업인 세대는 여성 일과 남성 일에 

대한 구분, 그리고 기계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

났다. 특히 부부가구는 대부분 남편이 농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여성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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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농업인 세대는 농업 일 담당 비중이 높고 가사 일까지 병행하여 

노동 부담 경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친화

형 농기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 않았다. 농업 일 담

당 비중이 높은 중년여성농업인 세대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용 비율을 높

여 노동 부담을 경감하려면 농기계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절한 교육 

제공 및 중년여성농업인의 농기계 교육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고령여성농업인 세대는 농업 일을 점차 줄여나가는 세대로, 고령화에 따

라 농사일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세대이다. 게다가 고령의 나이에 기

계를 사용하는 여성농업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용

의 정책 대상자에서 이 세대에 속한 고령여성농업인은 제외하고 농작업 대

행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 수요층을 구분하고, 

각 잠재 수요층에 따라 전략을 세워 정책을 수립·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여성농업인 세대에게는 농기계 사용 교육 내용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

요하다. 중년여성농업인 세대는 농기계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참여

율 제고, 적절한 교육 기회 확대를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에 앞서 시행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은 농기계를 구매할 때 어려운 점으로 꼽은 점

은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다<표 7-1>.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작물의 생장

주기에 따라 일정시기에만 사용되는 기계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주고 

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의 기계사용을 활성화하려면 가격

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함과 동시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임대해 주

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과정과 임대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

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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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어려운 점 빈도 퍼센트

구입시 어려움

가격이 비싸다 305 90.5

활용도가 떨어진다 14 4.2

잘모르겠다 18 5.3

합계 337 100.0

자료: 오미란 외(2008: 111).

  현재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

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실적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임대한다. OO지역에서는 남성농업인의 이용실적이 훨씬 많았다. 게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만 임대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기계도 임대해 가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관계자의 의견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구

분이 무색할 정도로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임대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물론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률이 정책지표로 평가되지만, 일부의 

경우는 남성이 빌려가더라도 임대인 성명에 부인의 이름을 적게 하여 임대

율을 높이고 있어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임대해 가는 비율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표 7-2> OO지역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실적

단위: 일, 명, ha

구분 임대일수
이용농가수

임대면적
남성 여성 계

전체 3,105 2,196 404 2,600 363

여성친화형 1,849 1,405 260 1,665 244

그 외 1,256 791 144 935 119

자료: OO지역 내부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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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기수 교  육  기  종 비고

3월

14 1기 트랙터, 탑재형분무기, 보행분무기, 승용제초기 등

22 2기 트랙터, 스키드로더, 논두렁조성기 등

28 3기 여성친화형 농기계(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등)

4월

4 4기 여성친화형 농기계(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등)

12 5기 트랙터, 굴삭기, 다목적이식기, 관리기 등

18 6기 트랙터, 굴삭기, 다목적이식기 등

26 7기 승용이앙기, 파종기, 논두렁제초기 등 이앙교육

27 8기 승용이앙기, 다목적직파기, 논두렁제초기 등 이앙교육

30 9기 승용이앙기, 다목적직파기, 논두렁제초기 등 이앙교육

5월
2 10기 승용이앙기, 다목적직파기, 논두렁제초기 등 이앙교육

3 11기 승용이앙기, 다목적직파기, 논두렁제초기 등 이앙교육

7월

4 12기 트랙터, 콩탈곡기, 논두렁제초기 등

12 13기 트랙터, 콩예취기, 일륜관리기 등

18 14기 관리기, 비닐피복기, 논두렁제초기 등

8월

16 15기  트랙터, 진압기, SS퇴비살포기 등

21 16기 트랙터, 굴삭기, SS퇴비살포기 등

28 17기 트랙터, 관리기, 일륜관리기 등

30 18기 트랙터, 굴삭기, 자주식목재파쇄기 등

9월

4 19기 트랙터, 굴삭기, 콩예취기, 자주식콩탈곡기 등

11 20기 트랙터, 굴삭기, 동력파종기, 자주식콩탈곡기 등

13 21기 트랙터, 굴삭기, 목재파쇄기, 자주식콩탈곡기 등

18 22기 트랙터, 굴삭기, 목재파쇄기, 자주식콩탈곡기 등

10월

2 23기 트랙터, 굴삭기, 스키드로더, 진압기 등

11 24기 트랙터, 굴삭기, 스키드로더, 진압기 등

16 25기 트랙터, 굴삭기, 목재파쇄기 등

18 26기 트랙터, 굴삭기, 목재파쇄기 등

<표 7-3> △△지역 농기계 현장교육 일정(2018년)

현재 임대사업소에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용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교

육을 받았던 청년여성농업인, 중년여성농업인 세대는 일회성 교육으로 인

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기계를 조작하기까지는 더 많은 이론과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현재의 교육은 명목상의 교육일 뿐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육도 농번기 시기와 겹칠 때가 많았다<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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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기수 교  육  기  종 비고

30 27기 트랙터, 굴삭기, 자주식목재파쇄기 등

11월

6 28기 트랙터, 굴삭기, 자주식목재파쇄기 등

7 29기 승용제초기, 트랙터, 탑제형분무기, 보행분무기 등

8 30기 보행제초기, 트랙터, 스키드로더, 논두렁제초기 등

자료: △△지역 내부자료(2017). 
 

더불어 임대사업소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조작 방법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농촌진흥청 등의 담당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하여 표준화 된 교육 

자료로 여성농업인에게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다른 현장 의견은 향후에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여성에 적합한 기계이면서 동시에 약자라 할 수 있는 (남성을 포함한) 중·

고령층도 포함할 수 있는 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단순히 크기의 축소화가 아닌 기계 조작을 보다 간편하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나. 농번기 마을공동 식사업 개선과 확  방안 마련   

 농업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중년여성농업인 세대는 농사일과 가사일의 

병행이 여성농업인으로서 가장 어렵다고 느꼈다. 특히 농번기철에 농사일

을 하면서 식사를 챙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은 현재 지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다. 

전라북도의 경우 공동급식 지원 대상을 2017년 160곳, 2018년에는 200곳

으로 확대하였다. 지원 예산은 도비 2억 1,600만 원과 시·군비 5억 4,000만 

원으로 마련하였으며, 급식대상 인원이 20명 이상인 마을에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로 최장 40일간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농민신문 2018. 7. 2.). 

 그러나 마을공동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

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농가는 농번기에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하

지 않는 이상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

은 시설 이용 자격 제한으로 이러한 정책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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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또한 현재의 마을공동급식사업은 지자체 예산만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

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 일 담당 비중이 높은 중

년여성농업인 세대의 노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중요성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다. 세 별 맞춤형 교육 체계 마련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에 있어서 세대별 수요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이 다

르게 나타난다. 

청년여성농업인 세대에 속한 여성농업인은 농외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동시에 교육관련 내용도 부업,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교육, 컴퓨터 교육(블로

그 운영 등), 취미·여가·교양수업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중년여성농업인 세

대는 농사일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다른 세대에 비해 작물재배 및 축

산 등 농업생산기술 관련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더불어 

취미·여가·교양수업에 대한 교육 수요도 높았다. 고령여성농업인 세대는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29%)이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취미·여가·교양수업에 대한 교육 수요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각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여성농업인

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

성농업인 교육을 상위에서 통합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은 각 시·도 단위의 농업기술센터와 여성농업인 센

터, 지역농협, 대학교에서의 지역민을 위한 관련 교양과정 개설, 보건소 및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여가수업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

서 개설하고 있는 수업 등은 세대별 교육 수요나 교육 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교육 과정이 서로 중복

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수업이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취미·여가·교양수업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세대별 수요를 반영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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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맞는 교육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여성농업인 관련 수업 내용을 집합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청년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그리고 농업에서 여성으로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점은 여성에 대한 인식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원사업을 신청

하거나 지역 내에서 농업을 시작할 때,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 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남성에 비해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 

또한 중년여성농업인들의 경우, 농업활동에 여자일, 남성일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기계 사용 등의 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기계를 

사용하고, 기계를 사용한 후의 일들을 자신이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람들의 인식을 단시간에 바꿀 수는 없지

만, 관련 인식개선 활동과 교육을 정책담당자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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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지역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정책 세부내용

<부표 1-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세부정책(경기도)

단위: 백만 원

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140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2,524 

 1-가. 생활속 양성평등  100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1,687 

  농업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등에 성인지 교육  100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60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  40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1,030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297 

  농협여성조합원 역량강화 및 조합원·임원 참여 확대  40  3-나.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337 

 1-다.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337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  -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500 

 1-기타.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00 

  후계농업경영인 여성 우선 선발  -   농촌 문화·복지 활동 지원  -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2,210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660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660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87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450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87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지원  450   결혼이민여성 농촌정착 지원  20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1,100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  67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1,100 

자료: ｢2018년 경기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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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218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24,014 

 1-가. 생활속 양성평등  218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15,513 

  도민 양성평등 교육 확대  200   농어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42 

  지자체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18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3,158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9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  -   농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980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농어촌 보육시설개선(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6,182 

 1-다.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980 

  신규사업 추진, 법령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 
지속 추진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880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 확대  -   농가도우미 지원  152 

 1-기타.  -  3-나.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2,009 

  여성 후계농업경영인 우선 선발  -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954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464   농업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80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324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225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확대  300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750 

  여자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참여 확대  24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6,492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74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6,386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190   여성농업인 주도 문화활동 및 농촌축제 지원  106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지원 확대  550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1,457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400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1,457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  40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262 

 2-기타.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140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확대  55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396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396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400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996 

자료: ｢2018년 충청남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부표 1-2>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세부정책(충청남도)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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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세부정책(제주도)

단위: 백만 원

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433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106,521 

 1-가. 생활속 양성평등  7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98,030 

  자치단체·농협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7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690 

  부부공동경영 협약제도 홍보 등 생활속 양성평등 
추진

 -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636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  -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93,483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710 

 1-다.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567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944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  3-나.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7,861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및 한방 

진료실 운영
 452 

 1-기타.  426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7,061 

  여성 후계농업인 우선 선발  426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348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3,482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630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2,099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630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1,088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595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178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416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178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316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316   농촌 현장포럼 추진  116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730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52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사업 추진  680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10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50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923 

 2-기타.  337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923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105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274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232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39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10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726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사업  210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사업  9 

자료: ｢2018년 제주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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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세부정책(충청북도)

단위: 백만 원

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54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67,795 

 1-가. 생활속 양성평등  16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55,537 

  성인지 전문강사 양성 및 유관기관 등 성인지 
교육실시 

 16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355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  -   농촌 아동 보육로 지원 확대  46,268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4,539 

 1-다.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   농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502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3,573 

 1-기타.  38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300 

  후계농 육성사업 여성농업인 우선 선발  38  3-나.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5,004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577   영농도우미·행복나누미 지원 강화 및 내실화  611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777   농어촌지역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357 

  주요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율 제고  65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지원  2,000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670   마을 공동급식 지원  36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42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7,254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50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7,224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500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30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300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1,916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농작업 도구 개발· 보급 
확대

 300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1,916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 포럼 여성 참여 유도  198 

  시군 역량강화사업 여성 참여 유도  1,509 

  지역사회 기여 우수 여성농업인 선정 및 포상  7 

  재능나눔이 요구되는 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100 

  농촌축제 지원사업 여성 참여 유도  102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2,901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2,901 

  결혼이민 여성 안정적 정착 도모  2,381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단체 참여 활성화  40 

  귀농·귀촌여성역량강화교육확대  480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영농교육 및 농촌정착지원과정 확대

 - 

자료: ｢2018년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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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세부정책(경상북도)

단위: 백만 원

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27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5,928 

 1-가. 생활속 양성평등  27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3,678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27   농어가 도우미 지원 1,350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  -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200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1,008 

 1-다.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120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개정 운영  3-나.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 

 1-기타.  -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2,250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3,335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2,250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68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5,587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12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5,587 

  여성농업인단체 리더십 교육 등  156   리더십 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교육 5,587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1,767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2,150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지원 1,750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2,150 

  여성농업인 직거래 장터 지원  17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640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1,400   국적취득한국어교육  510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400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 1,000 

 2-기타.  - 

자료: ｢2018년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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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세부정책(경상남도)

단위: 백만 원

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40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27,497 

 1-가. 생활속 양성평등  40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19,431 

  양성평등교육 확대  40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  468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제 참여 제고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8,421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1,206 

농업정책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750 

생산자 조직 여성 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 농어촌지역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8,586 

여성농업인 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  3-나.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6,055 

 1-다.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 취약농가인력 지원  1,400 

협업 여성농업인 국민연금가입 확대 홍보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59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생활속 건강·안전 증진 프로그램 보급  950 

여성농어업인 정책 평가 및 환류 농어촌지역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3,333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13 

 1-기타. -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2,011 

여성 후계농어업인 우선 선발 40,000
1)
 

여성농어업인 주도 문화활동 및 농어촌 
문화공연 지원

 11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2,749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2,000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338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250 

여성농업인 리더십 및 전문경영능력 증진 교육  102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250 

여성농업인 전문경영능력 배양 교육  70 농어촌 공동체회사 여성농업인 참여  250 

여성농어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18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5,984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35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5,984 

여성농업인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참여 확대  1,113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멘토 육성  100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250 결혼이민여성 영농기술교육  51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250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5,773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10,168 지역농협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  60 

맞춤형 중소 농기계 구입 지원  5,568 성인지적 통계 활용 및 관리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4,600 

 2-기타.  993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추진  993 

주: 경상남도의 여성 후계농어업인 정책은 융자사업으로, 전체 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2018년 경상남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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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72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359,605 

 1-가. 생활속 양성평등  10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305,163 

성인지교육 확산  10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500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03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456 

 1-다.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235,406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2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319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신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4,824 

 1-기타.  60 농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748 

여성농업인 후계농사업 우선 지원  60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137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5,210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144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200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240 

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지원  160 아동수당 지원(신규) 52,766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520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40  3-나.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38,824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100 농촌지역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5,545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100 농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2,400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700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400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700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30,479 

 2-기타. 4,210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15,618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지원  300 
여성농업인 주도 문화활동 및 농촌 문화공연 
지원

1,1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910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 확대 6,47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226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2,530 

농촌 취약계층 공동생활의 집 조성 240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2,878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2,878 

농촌체험마을 여성 사무장 채용 확대 1,577 

여성농업인 농촌 현장포럼 참여 확대 344 

마을리더과정 여성 참여확대 32 

여성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124 

여성농업인(단체)의 재능나눔 활동 지원 195 

<부표 1-7>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세부정책(전라남도)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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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자 선정시 여성농업인 
참여 우대

500 

농촌축제 사업자 선정시 여성농업인 참여 
우대

106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577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577 

귀농인교육 90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487 

자료: ｢2018년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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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세부정책(전라북도)

  단위: 백만 원

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11,100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17,369 

 1-가. 생활속 양성평등  -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10,421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 추진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840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  -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134 

농정 관련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 단계적 
확대

 -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783 

 1-다.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6,616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내실화로 정책 
자문기능 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1,048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  3-나.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4,548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농촌지역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업 강화

3,254 

 1-기타. 11,100 영농도우미 지원 지속 추진  28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여성농업인 우선 
선발

11,1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720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6,556 농촌 취약계층 공동생활형 홈 조성  286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008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2,400 

주요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율 제고  611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400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20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 

미래농산업 CEO과정 운영  125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434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2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434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  250 
농촌 현장포럼 여성농업인 관심 제고 및 
참여유도

 269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400 
재능나눔이 요구되는 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제고

 165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지원  400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2,106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4,750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2,106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  350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의 지역공동체 내 
안정적 정착 도모

 1,190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4,400 
귀농·귀촌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 및 여성농업인 인력 양성

 50 

 2-기타.  398 찾아가는 한국어 학당 운영  866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98 

자료: ｢2018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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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1.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0 3.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276,983 

 1-가. 생활속 양성평등  -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241,142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 0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2,316 

농정분야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비예산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8 

 1-다. 양성평등정책 내실화  -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75 

 1-기타.  - 농촌 영유아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확대 232,17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비예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820 

여성농업인에 대한 포상 확대  비예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25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3,233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220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204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2,258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42 농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504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  187 농어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38 

농업인 평생학습 운영 지원  118  3-나.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19,05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521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210 

창의적인 전문여성 농업인 육성  294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900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교육  4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586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200 농산어촌 응급의료 지원  4,641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200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  5,719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1,100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16,785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  300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1,000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800 문예회관 건실(재설비)  8,300 

 2-기타. 729 공공도서관 건립  7,485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729 4.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73,793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73,793 

여성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113 

농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300 

농촌중심지 활성화 53,037 

창조적마을 만들기 17,993 

농촌현장 포럼  31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942 

농촌축제 지원  98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513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513 

<부표 1-9>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세부정책(강원도)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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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정책 예산 시행 정책 예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99 

귀농 귀촌 창업박람회  20 

귀농 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72 

귀농인 정착 지원  46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800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  54 

자료: ｢2017년 강원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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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보 사업>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 100%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사용

   * 여성친화형 농기계(부착식 포함) : 관리기(부속작업기 포함), 파종(정식)

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휴대

용자동전동가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기계

 4.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60개소

  ○ 사업단가 : 100백만 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6,000백만 원(국고 3,000백만 원, 지방비 3,000백만 원)

부    록 2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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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임 사업 실   내용>

<표 1> 최근 농식품부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임대사업 내용

연도 세부 사업 사업 목표 사업 실적 비고

2012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5종(예산 

300백만 원)
5종 개발

반자동 인삼정식기, 참깨예취기, 분화류 

이식시스템, 애호박 자동선별시스템, 

순환형 배양액 공급시스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30개소 

신규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소 30개소 

추가 설치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시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여성농어업인 대상 

농기계 교육 실시
2,100명 수료

농기계 사용기술 교육 수료자 

중 여성: 약 14.7% 

(3,585명/2만 4,455명)

2013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

5종(예산 

325백만 원)

2종 개발 완료

3종 개발 중

보행보조 수확물 운반장치 및 고추수확 

운반차 개발 

조·수수파종기, 고구마 정식기, 곶감 중량 

선별기 개발 중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43개소 

신규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소 43개소 

추가 설치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시 

여성 농업인 1인 이상 포함

여성농어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2,040명 수료

농기계 사용기술 교육 수료자 

중 여성 비율: 14.7% 

(3,478명/2만 3,646명)

2014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

5종(예산 

400백만 원)
5종 개발

송풍기능 농약 방제복, 발누름판 부착삽, 

곶감중량선별기, 잡곡 파종기, 농작업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40개소 

신규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소 42개소 

추가 설치

여성농어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2,047명 수료

농기계 사용기술 수료자 중 

여성 비율: 15.0% 

(2,753명/1만 8,395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신규)

185개소

(예산 91억 원)
-

농작업 편이장비(중량물운반기, 비료 

살포기, 충전식 분무기 등) 개발 및 보급

2015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

7종(예산 

450백만 원)
7종 개발

떡 가공 기계장치, 생대추 씨앗제거기 및 

과육절단기, 축산작업복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44개소 

신규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소 43개소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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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도 세부 사업 사업 목표 사업 실적 비고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4,748명 수료

농기계 사용교육 수료자 중 

여성 비율: 18.2% 

(6,396명/3만 5,146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60개소(예산 

7,988백만 원)
-

2016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농작업 도구 

개발

6종 6종 개발

승용 2조식 정식기, 승용 2조식 콩 

예취기, 베리류 발효액 제조장치, 

농작업용 보안경, 양계 작업자용 작업화, 

중량물 운반대차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개소수 

확대

31개소 -

‘16년부터 농기계 구입시 정부 융자금의 

지원비율을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해 

100%로 비율 상향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총 32,452명 

중 여성농업인 

20%

56천 명/303천 명(18.4%)

2017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농작업 도구 

개발과 현장활용도 

제고

농진청 6종, 

농식품부는 

R&D 기획과제 

(’17~’19년, 15억 

원) 로 3종 개발 

4종 개발

전자동 감자파종기, 수집형 감자수확기, 

전동 일륜 수레, 농기계 사고감지 장치

농식품부는 ‘16년 밭농업기계 연구개발센터 

(경북대)를 통해 농기계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22년까지 여성친화농기계 20종 

개발 중(국고 67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에 

여성위원 확대

기존 1인 ⇒ 

2인으로 확대
기존 1인 ⇒ 2인으로 확대

(現) 10인 내외 구성,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단체 1인이상 포함 ⇒ (개선) 2인이상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60천 명/

300천 명 

(20%)

-

2018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및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 및 보급

여성친화형 

농기계 4종

농작업 편이장비

2종, 보급소 

138개소

-

여성친화형 농기계 4종: 3륜 승용관리기, 

관리기 부착 파종기, 관리기 부착 중경 

제초기, 무파종기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활성화

전체 교육생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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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인터뷰 대상자 목록 및 특성

이름 나이 지역 품목 규모 가구형태

S 48세 함평 한우 4동, 300마리 부부가구

C 56세 해남 뽕잎차, 국화차 4500평 아들, 본인

K 30세 순창 친환경 채소 하우스 3동, 총 600평 본인, 멘티

M 33세 구례 장류 0 본인, 고용인

H 44세 남원 딸기, 포도, 체험 5200평 부부가구 

J 32세 예산 화훼 650평 본인 

E 54세 논산 대추, 콩, 벼농사 총 5000평 부부가구

P 61세 OO지역 여성농업인 센터장 - -

R - OO지역 농업정책과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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