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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8년 우리 농업계를 돌아보면 봄철 저온,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였고,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접지불제 개편 

논의 등 농업을 둘러싼 내부 환경변화가 컸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미·중 무역 분쟁, 국제유가의 변동 등 불확실성도 증가했던 한 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해지원 확대, 가축질병의 선제적 대응, 스마트팜 확산,

청년농 육성, 생산단계의 식품 안전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쌀

값 회복, 가축질병 발생의 감소, 귀농·귀촌 및 청년농의 증가 등 성과를 나타내

기도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6년 도시민까지 포함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이래 

정부정책 성과의 체감, 현장의 정책수요 등에서 기여해 왔다. 2018년에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국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 농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는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수행에 참고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론 형성과 정책지원 활동에도 활용할 계획

이다.

조사는 201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1,500명

과 농업인 1,259명 등 국민 2,759명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다양한 정책 건의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제언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자료가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연구

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민과 현지통신원 및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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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 94.3%, 도시민 85.5%가 ‘중요하다’고 응

답하였으며, 농업·농촌에 대해 애착심은 농업인 91.8%, 도시민 52.2%가 ‘많다’

고 응답함. 농업인과 도시민은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

성과 애착심이 높다고 평가됨.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가치가 ‘많다’는 농업인은 88.2%, 도시민은 

72.2%로 응답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해 도시민의 53.0%가 ‘찬

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37.9%, ‘잘 모르겠다’는 9.0%로 나타남.

농업·농촌의 기능 중 농업인 78.7%, 도시민 71.7%로 ‘식량(농식품)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가장 높게 꼽았음. 그 다음으로 농업인은 ‘환경 및 생태

계 보전에 기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도시민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거

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국토의 균형 발

전에 이바지한다’ 등의 순으로 응답함.

농업 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도시민은 42.3%, 농

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본인과의 관계가 ‘많다’는 도시민은 34.9%로 관

련성보다는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33.6%, 도

시민은 54.7%로 나타났으며,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 ‘보

통이다’는 농업인과 도시민은 각각 59.8%, 63.4%로 10명 중 6명 가량인 것으

로 나타남.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농업인이 16.1%, 도시민이 25.4%

로 나타나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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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음. 한편, 도시민 중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찬성한다’는 47.8%, ‘반대한다’는 14.4%로 ‘찬성’이 ‘반대’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도시민 중 31.3%는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으며, 귀농 의향자(n=470)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절반 가량인 50.2%가 ‘아직 구체적

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함.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도시민은 10명 중 7명인 

71.0%, 농업인은 42.8%로 나타나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귀농·귀촌 인구 증

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대한 긍정 사유(n=536)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지’ 55.4%, ‘지역을 위해 일할 재능있는 

인재 확보’ 21.6%, ‘영농에 종사할 인력의 확보’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정 사유(n=343)로는 ‘자기주장을 너무 내세워 기존 주민과 갈등’이 

26.5%,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활로 위화감 조성’ 21.6%, ‘귀농·귀촌인의 불필

요한 민원 증가’ 21.3%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귀농·귀촌 인구 중 젊은 연령층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농업인은 64.1%,

도시민은 76.4%로 나타남. 농업인의 경우, 전체 귀농 귀촌 인구 증가보다 젊은 

연령층의 귀농 귀촌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 구매 또는 외식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채소’, ‘육류’,

‘곡물’, ‘과일’의 모든 항목에서는 ‘품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다음은 네 가지 농축산물 모두에서 ‘안전성’이 높게 나타났음.

도시민들은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구입에 대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의견이 37.9%로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

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입’ 32.7%,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 29.3% 순으

로 나타남.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농업인 79.6%, 도시민 75.2%로 

응답자의 10명 중 8명 정도가 ‘국산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보다 안전하다’고 응

답하여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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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농업인들은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 30.0%, ‘불만족한다’ 30.9%로 올해 농사

에 대한 만족, 불만족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남. 올해 농사에 불만족(n=398)하는 

이유로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39.9%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 31.4%,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11.1% 등의 순으로 응답함.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는 ‘일손부족’ 49.5%, ‘농업 생산비 증가’

48.4%를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23.1%, ‘가뭄, 홍수, 태풍 피해’ 22.5%, ‘후계인력 부재’ 22.4%,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21.7%, ‘판로확보 어려움’ 21.1% 등의 순으로 조사됨.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해 전반적 ‘만족한다’(높음)는 18.1%, ‘불만족한

다’(낮음)는 32.0%로 ‘만족’에 비해 ‘불만족’이 높게 나타남.

농업인은 농촌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38.7%, ‘불만족한다’ 18.5%로 ‘만족한

다’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한편, 농업인들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26.2%, ‘나쁘다’는 35.0%로 조사되었으며, 육체적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자

(n=432)를 대상으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관리를 못하

고 있다’가 55.1%를, ‘잘 관리하고 있다’가 22.0%로 나타나 ‘관리를 못하고 있

다’는 응답이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시사점

201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애착심은 높게 평가되었으

나, 도시민의 경우, 농업 농촌의 중요성(85.5%)에 비해 애착심(52.2%)의 인식 차

이가 33.3%p로 크게 나타남. 도시민이 느끼는 농업 농촌의 중요성이 애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한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높게 평가하였

으나, 도시민 중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53%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의 농업 농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정적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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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각 73.1%, 81.5%)을 꼽았으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안정적 식량 공

급’ 역할의 비중은 낮아지고, 식품 안전성 향상, 지역활성화 등의 역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33.6%, 도시

민은 54.7%로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인 삶

의 질 수준에 대해서도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한편,

도시민 중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찬성한다’는 47.8%로 ‘반대한다’

14.4%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귀농 귀촌 의향 조사결과, 도시민의 31.3%는 ‘전원생활과 자유로운 생활을 위

해’ 귀농 귀촌 의향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남. 반면, 귀농·귀촌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노동 및 정주환경의 

불편함’을 꼽고 있음.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

식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우, 전체 귀농 귀촌 인구 증가보다 젊은 연령층의 귀농

귀촌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업인 스스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후계인력 부재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반면, 농업인의 26.5%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 21.6%는 ‘위화감 조성’

등으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

존 주민들과 소통확대, 갈등관리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에 전반적으로 높게 평

가하였으며, 도시민들은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구매에 있어 가격차가 크

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확

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는 2017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불만족 사유로는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가장 

많이 꼽았음.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

족을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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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 안정, 귀농 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

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음.

농업인의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은 불만족 비율보다 크게 높았으나, 육

체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고, 건강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농촌지역의 의료 여건의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건강 체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관련 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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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8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e result of the 2018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shows that many people think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e important 
and have an affection for them. However, while 85.5% of urban people think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mportant, 52.2% of urban people have an affection 
for them, showing a large difference of 33.3 percentage points. For urban 

peopl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thereby 
have an affection for them, various efforts are needed, including experience, 

promotion, and education.
  Both farmers and urban people highly evaluated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Nevertheless, only 53% of urban people were in 
favor of paying additional tax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value.

  Both farmers (73.1%) and urban people (81.5%) pointed out "stable supply 
of food" as the most important rol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the 

present. Nonetheless, as for the future roles, the respondents expect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stable supply of food" would decrease and that the 

improvement of food safety and regional vitalization would become more 
important. 

  Farmers and urban people showed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or living environment of their current place of residence: while 

33.6% of farmers were satisfied, 54.7% of urban people were satisfied. The 
level of farmers' self-rated quality of life was also lower than that of urban 

people's. On the other hand, 47.8% of urban people were in favor of 
increasing the budget for rural welfare. This figure was higher than the 

opposite opinion. 
  Among urban people, 31.3% had an intention to return to farming or rural 

areas for rural and free life. However, many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did not have any concrete plan yet. On the other hand, urban people pointed 

out inconvenience in the labor and settlement environment as the reason for 
no intention to return to farming or rural areas. Thus, to promote 

urban-to-rural migr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educ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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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eople's settlement in rural areas as farmers, and to improve settlement 
conditions.

  Urban people were more positive about the recent rise in urban-to-rural 
migrants than farmers. Farmers were more positive about the increase in 

young people's urban-to-rural migration than about the growth of the total 
urban-to-rural migrants. This seems to show that farmers are concerned about 

labor shortage due to aging and the lack of agricultural successors. On the 
other hand, 30% of farmers were negative about the increase in urban-to-rural 

migrants because of conflicts and disharmony with existing residents.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urban-to-rural migrants with prior training 

on communication with existing residents and on conflict management. 
  Overall, both urban people and farmers responded that the safety and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were high. Nevertheless, on 
the purchase of domestic and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the following 

response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and is increasing gradually: "I 
will purchas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f domestic ones are much more 

expensive." This result implies the need to secure the quality competitiveness 
and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lthough farmers' overall job satisfaction improved compared to 2017, still 
the percentage of dis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 The biggest reason for 

dissatisfaction was "low income for efforts." Also, farmers pointed out "labor 
shortage due to the decrease and aging of the rural population" as the biggest 

factor threatening farm management. Therefore, in terms of policy support, it 
is necessary to stabilize the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armers' 

income, and secure the workforce by increasing urban-to-rural migration and 
fostering young farmers.

  Concerning 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rural life, the percentage of 
satisfied farmers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dissatisfied farmers. 

Nonetheless,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farmers' physical health conditions 
are not good, and their health management is insufficient. Thus, it is needed 

to enable farmers to check and manage their health by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medical care and transportation in rural areas. 

Researchers: Song Seonghwan and Park Hyejin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2.
E-mail address: song9370@krei.re.kr, frog78@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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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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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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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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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농업․농촌 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6년부터는 조사 대상을 도시민까지 확대하여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

이면서 납세자인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추적

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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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1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자체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1

○ 도시민의 경우, 전국(제주 포함)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

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크기는 1,500명으로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실시하였음.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5%p임.

○ 농업인의 경우, 우리 연구원 현지통신원2 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조

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조사에 충실하게 응답한 1,259명(응답률 42.0%)의 

조사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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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 조사로 확대하였음. 연구 활용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

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도시민)와 패널 형태

(농업인) 조사를 병행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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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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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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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기간 2018년 11월 24일 ∼ 12월 12일 2018년 11월 24일 ∼ 12월 14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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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259명(응답자) 1,500명

표본추출 방법 전국 읍‧면 독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

표본 오차 고정표본 사용 ±2.5%p(95% 신뢰수준)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표 1-1> 조사 개요

2.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 문항은 지난 2013년에 실시한 문항 재설계 작업에 기초하여, 고정문항

과 주기에 맞춰(매년, 격년, 3년) 조사할 문항을 선정하고 농업 관련 현안과 

이슈를 포함해 조사 문항을 설계함. 농업인은 고정문항과 정책현안 등 54문

항으로, 도시민은 50문항으로 구성하였음.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

농업에 대한 애착심 ○ ○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지 정도 ○ ○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 ○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 ○

농업·농촌의 기능_식량의 안정적 공급 ○ ○

농업·농촌의 기능_국토의 균형 발전 이바지 ○ ○

농업·농촌의 기능_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 ○

농업·농촌의 기능_전통문화를 계승/여가를 보내는 공간 ○ ○

<표 1-2> 조사 문항 상세 내용(농업인‧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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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촌의 기능_일자리 창출 ○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위해 세금 추가 부담 찬반 여부 -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복지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 ○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대한 인식 - ○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만족도 ○ ○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 ○ ○

농정 전반 및 농정 

현안에 대한 인식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적 만족도 ○ ○

올해 농정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 ○

농업·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 ○

농식품 부문 혁신을 위한 최우선 연구과제 ○ ○

농업예산 지원의 중점 분야 ○ ○

향후 10년 동안 농업인들에 대한 재정 지원 변화 전망 ○ ○

우리나라 장래 식량수급에 대한 생각 ○ ○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시 농업의 변화 전망 ○ ○

문재인 정부의 농정 분야 중 성과가 높은 분야 ○ ○

올해 농정 성과 중 현실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정책 ○ ○

올해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 ○ ○

2019년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농정과제 ○ ○

은퇴 후 귀농·귀촌 의사 - ○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 - ○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 - ○

귀농·귀촌하고 싶지 않은 이유 - ○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생각 ○ ○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 -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 -

귀농·귀촌 인구 중 젊은 연령층 증가에 대한 생각 ○ ○

귀농·귀촌을 위한 기능 및 역할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 ○

귀농·귀촌인에 대해 정부지원 증대에 대한 생각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문 ○ ○

지난 3년간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 ○

농촌 ‘삶의 질 정책' 전반적 만족도 ○ ○

PLS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 ○

PLS 제도 2019년부터 시행 인지 여부 ○ -

PLS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홍보물을 받은 경험 여부 ○ -

교육 또는 홍보물을 제공한 기관 ○ -

PLS 시행이 농식품 안전성에 기여 정도 ○ ○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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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정 전반 및 농정 

현안에 대한 인식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 ○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구매 행태 - ○

식품 구매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_채소 - ○

식품 구매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_육류 - ○

식품 구매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_곡물 - ○

식품 구매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_과일 -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_쌀 ○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_한우 ○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_돼지고기 ○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_과일 ○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_화훼 ○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 ○ ○

농업 경영에 대한 

인식

올해 농사 만족도 ○ -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 -

올해 농사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 ○ -

농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 ○ -

농업종사 직업 만족도_일의 내용 대한 만족 정도 ○ -

농업종사 직업 만족도_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 -

농업종사 직업 만족도_전반적 만족 정도 ○ -

농업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 -

농촌 생활 만족도 ○ -

육체적 건강상태 ○ -

적절한 건강 관리 여부 ○ -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시민의 지역별 분포는 특별/광역시 거주자가 54.1%, 일반시 거주자가 

45.9%, 농촌 거주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5.7%, 직업별로는 화이트칼

라 28.9%, 블루칼라 27.7%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음.

○ 농업인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73.1%,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가 

72.6%,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72.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영농형태

별로는 수도작이 33.2%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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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농업인(n=1,259)

구분 빈도 비율

지역별

인천/경기 125 9.9

부산/경남/울산 152 12.1

대구/경북 177 14.1

광주/전라 305 24.2

대전/충청 281 22.3

제주/강원 143 11.4

무응답 76 6.1

지역

형태별

도시근교 235 18.7

평야지대 317 25.2

산간지대 677 53.8

무응답 30 2.4

연령별
60세 미만 339 26.9

60세 이상 920 73.1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914 72.6

대졸 이상 330 26.2

무응답 15 1.2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326 25.9

20년 이상 915 72.7

무응답 18 1.4

영농형태별

수도작 418 33.2

과수 272 21.6

노지채소 134 10.6

축산 102 8.1

시설원예 151 12

특작 104 8.3

기타 66 5.2

무응답 12 1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474 37.6

2천만 원 이상 625 49.6

무응답 160 12.7

월평균

생활비

50만 원 미만 26 2.1

50만~70만 원 80 6.4

70만~100만 원 180 14.3

100만~150만 원 238 18.9

150만~200만 원 253 20.1

200만 원 이상 328 26.1

무응답 154 12.2

도시민(n=1,500)

구분 빈도 비율

지역별

서울 361 24.1

인천/경기 481 32.1

부산/경남/울산 230 15.3

대구/경북 130 8.7

광주/전라 124 8.3

대전/충청 125 8.3

제주/강원 49 3.3

지역

규모별

특별/광역시 812 54.1

일반시 688 45.9

성별
남자 737 49.1

여자 763 50.9

연령별

19~29세 278 18.5

30대 266 17.7

40대 306 20.4

50대 300 20

60세 이상 350 23.3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46 9.7

고졸 665 44.3

대재 이상 689 45.9

가구원수별

2명 이하 401 26.7

3명 391 26.1

4명 607 40.5

5명 이상 101 6.7

월평균

생활

50만~70만 원 40 2.7

70만~100만 원 67 4.5

100만~150만 원 185 12.3

150만~200만 원 312 20.8

200만~300만 원 475 31.7

300만 원 이상 421 28.1

직업별

화이트칼라 434 28.9

블루칼라 415 27.7

자영업 349 23.3

주부 202 13.5

학생 65 4.3

기타/무직 35 2.3

농촌

거주경험

있다 686 45.7

없다 814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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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처리 및 분석

○ 조사된 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3단계에 걸친 검증을 실시하고, 통계프로

그램인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음.

○ 농업인, 도시민 조사 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그룹 간 공통문항 중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

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계층 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 결과와 19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

식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표 1-4> 자료 처리 절차 

Coding Punching Data Cleaning 통계 처리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 Intel Core i5

∙ SPSS 22.0





제2 장

조사 결과

1.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애착심 정

도, 현재와 앞으로 중요한 농업·농촌 기능 등을 조사하였으며, 공익적 기능

에 대한 가치정도,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하였음.

○ 또한, 도시민에게는 평소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농업 농촌의 공익

적 가치에 대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등을 조사하였음.

1.1. 농업·농촌 중요성, 애착심 모두 높게 인식해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농업인은 94.3%, 도시민은 85.5%

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계층별로는 ‘중요하다’는 농업인은 연령이 60세 미만, 학력이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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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경험이 있고,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농업인은 75.7%로 도시민 37.8%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업·농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남.

<그림 2-1>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농업인은 91.8%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52.2%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업·농촌에 대해 더 깊은 애착심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도별로는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이 ‘많다’는 응답은 2016년 대비 도

시민은 12.5%p, 농업인은 24.2%p 증가함.

- 계층별로는 농업인은 연령이 60세 미만, 영농형태는 시설원예, 특작, 축

산,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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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단위: %

1.2. 과반수 이상,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많다’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3의 가치가 ‘많다’는 농업인은 88.2%, 도시

민은 72.2%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농업인의 62.2%가 ‘매우 많다’고 응

답하여 도시민 2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계층별로는 농업인은 연령이 60세 미만, 과수와 시설원예 계층에서, 도시

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

치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연도별로는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응답은 2008

3 조사문항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은 ‘안정적 식량공급, 지역 활성화, 여가

공간 활용, 문화유산 보존 계승, 식품 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경관 보전 등’으로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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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3.5%, 2015년 70.5%, 2018년 72.2%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70%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매우 많다 14.3 21.6 8.0 6.8 18.4 8.7 10.1 11.9 11.8 7.0 8.1 62.2 22.5

많은 편이다 39.3 41.8 50.6 49.1 45.7 53.3 43.7 54.3 58.7 55.1 61.9 26.0 49.7

많다(소계) 53.6 63.5 58.6 55.9 64.1 61.9 53.7 66.2 70.5 62.1 70.0 88.2 72.2

보통이다 33.7 28.5 33.1 35.7 29.9 33.1 33.5 29.5 26.1 31.3 26.5 10.1 22.9

별로 없다 11.9 7.4 8.0 7.2 5.6 0.3 12.1 4.1 3.3 6.5 3.5 1.1 4.7

전혀 없다 0.8 0.6 0.3 1.2 0.3 4.7 0.7 0.2 0.1 0.2 0.0 0.2 0.1

없다(소계) 12.7 8.0 8.3 8.4 5.9 4.9 12.7 4.3 3.5 6.7 3.5 1.3 4.8

모름/무응답 - 0.1 - - 0.1 - - - - - - 0.5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 여부

단위: %

53.6 

63.5 
58.6 55.9 

64.1 61.9 
53.7 

66.2 
70.5 

62.1 
70.0 72.2 

0.0

20.0

40.0

60.0

80.0

1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그림 2-3>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많다’

단위: %

1.3.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부담 53% 찬성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해 도

시민의 53.0%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한편, ‘반대한다’는 37.9%, ‘잘 모르

겠다’는 9.0%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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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제주/강원 61.2%, 부산/울산/경남 65.2%, 광주/전라 75.8% 거

주 도시민의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인천/경기 46.4% 거주 도시

민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비용 부담에 찬성 의견은 2013년 이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07년 32.5%에서 2018년 9.0%로 크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적극 찬성 5.0 6.5 3.2 4.2 7.7 2.9 14.9 4.3 3.7 1.4 9.6 14.5

찬성한다 34.1 34.0 47.1 55.5 45.0 42.1 45.1 46.6 55.7 53.2 44.2 38.5

찬성(소계) 39.1 40.5 50.3 59.7 52.7 45.0 60.0 50.9 59.5 54.6 53.8 53.0

반대한다 24.7 22.1 32.4 36.7 29.3 38.9 29.2 31.3 27.7 32.2 38.7 32.4

적극 반대 3.7 4.6 9.5 3.6 6.4 9.0 2.8 6.7 5.0 6.6 2.7 5.5

반대(소계) 28.4 26.7 41.9 40.3 35.7 47.9 32.0 38.0 32.7 38.8 41.4 37.9

잘 모르겠다 32.5 32.9 7.8 - 11.5 6.9 7.9 11.0 7.8 6.6 4.8 9.0

모름/무응답 - - - - - 0.2 - - - - - -

<표 2-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의향

단위: %

39.1 40.5 

50.3 

59.7 
52.7 

45.0 

60.0 

50.9 
59.5 

54.6 53.8 53.0 

0.0

20.0

40.0

60.0

80.0

1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그림 2-4>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찬성’

단위: %

○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에 대한 긍정인식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인 반면, 공익적 기능의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

한 ‘찬성’ 의견은 소폭 감소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세금추가 부담에 대한 긍정인식에 대한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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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6년 7.5%p, 2017년 16.2%p, 2018년 19.2%p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정’과 세금 부담 ‘찬성’

단위: %

1.4. 현재와 앞으로 농업·농촌 역할로 ‘안정적 식량 공급’ 꼽아

○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농업인 73.1%, 도시민 81.5%

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음.

○ 이어서, 농업인은 ‘식품 안전성 향상’ 40.3%, ‘환경 보전’ 26.4%, ‘지역 활성

화’ 24.1%, ‘경관보전’ 6.8%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도시민은 

‘식품 안전성 향상’ 51.0%, ‘지역 활성화’ 35.4%, ‘환경 보전’ 12.5%, ‘여가 

공간 활용’ 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앞으로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해질 역할에 대해 농업인 55.4%가 ‘안정적 

식량 공급’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도시민 53.1%가 ‘식품 

안전성 향상’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음.

53.6 63.5 58.6 55.9 64.1 61.9 53.7 66.2 70.5 62.1 70.0 72.2 

39.1 40.5 

50.3 

59.7 
52.7 

45.0 

60.0 

50.9 

59.5 
54.6 53.8 53.0 

0.0

20.0

40.0

60.0

80.0

100.0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공익적기능 인정 세금 부담 찬성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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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업인은 이어서 ‘식품 안전성 향상’ 41.5%, ‘지역 활성화’ 36.1%, ‘환

경보전’ 21.8%, ‘경관보전’ 1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은 ‘안

정적 식량 공급’ 50.3%, ‘지역 활성화’ 31.1%, ‘환경보전’ 26.5%, ‘여가 공간 

활용’ 17.3%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음.

73.1 

40.3 

24.1 26.4 

5.6 4.8 6.8 4.2 

81.5 

51.0 

35.4 

12.5 
8.9 8.5 

2.2 0.0 
0.0

20.0

40.0

60.0

80.0

100.0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전성

향상

지역 활성화 환경 보전 여가 공간 활용 문화유산

보존계승

경관보전 무응답

농업인 도시민

<그림 2-6>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중복응답)

단위: %

55.4 

41.5 

21.8 

36.1 

9.7 8.9 
12.9 

3.0 

50.3 53.1 

26.5 
31.1 

17.3 14.4 
7.3 

0.0 
0.0

20.0

40.0

60.0

80.0

100.0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지역 활성화 여가 공간

활용

문화유산

보존계승

경관보전 무응답

농업인 도시민

<그림 2-7>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중복응답)

단위: %

○ 한편,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농촌 역할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현재 농업 농

촌 역할 중 ‘안정적 식량 공급’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농업 농촌 역할로 농업인은 ‘환경보전’과 ‘경관보전’이, 도시민은 ‘지역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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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와 ‘여가 공간 활용’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농업인과 

도시민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5. 농업·농촌 기능 중 농업인 ‘환경 및 생태계’, 도시민 ‘전통문화’ 중시해

○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농업인 78.7%, 도시민 71.7%가 ‘식량(농식

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가장 높게 꼽았음.

- 그 다음으로 농업인은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전통문화를 계승

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도시민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환경 및 생

태계 보전에 기여’,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2-8> 농업·농촌의 기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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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기능에 대해 농업인 74.3%, 도시민 

58.9%, ‘일자리를 창출’ 기능은 농업인 42.3%, 도시민 31.3%로 응답해 농업

인이 도시민보다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전통문화를 계승/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라는 농업인은 54.3%, 도

시민은 60.5%,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농업인은 49.9%, 도시

민은 54.0%로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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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

○ 도시민의 농업 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도,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대한 생각,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와 삶의 질 수준 등을 조사하였음.

○ 아울러, 도시민의 은퇴 후 귀농 귀촌 여부,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 구

체적 시기, 귀농 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이와 함께 국산 농식품과 수입 농식품 안전성 비교,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

른 인식 및 수입 농산물 구매 의향, 수입산 대비 국내 농축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2.1.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 꾸준히 상승

○ 도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2.3%가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보

통이다’는 37.1%, ‘없다’는 20.6%였음.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본인과의 관계 정도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34.9%가 관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보통이다’는 

38.6%, ‘없다’는 26.5%로 나타남.

- 계층별로 보면, 고연령층, 주부,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농

업·농촌에 대한 관심 정도 및 나와의 관계 정도가 ‘많다’고 느끼는 것으

로 조사됨.

- 연도별로 보면, 관심도는 35%대 이상을, 관련성은 30%대를 유지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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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또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 차이는 2015년 6.6%p에서 점차 감소

해오다가 2018년 7.4%p로 소폭 증가함.

문항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우 많다 5.8 6.2 7.7 3.3 3.4 6.0 7.7 4.9 8.8 3.9 4.7 7.0

많은 편 29.2 30.9 36.5 33.0 34.5 36.3 32.8 28.1 28.8 26.6 27.9 27.9

많음(소계) 35.0 37.1 44.2 36.3 37.9 42.3 40.5 33.0 37.6 30.5 32.6 34.9

보통 37.1 38.8 33.1 37.5 32.5 37.1 34.5 37.9 36.3 39.3 34.5 38.6

별로 없다 25.2 22.0 20.4 22.8 27.4 19.3 21.9 25.1 22.0 24.3 29.8 24.2

전혀 없다 2.7 2.1 2.3 3.4 2.2 1.3 3.1 4.1 4.1 5.9 3.0 2.3

없다(소계) 27.9 60.8 53.5 26.2 29.6 20.6 25.0 63 58.3 30.2 32.8 26.5

<표 2-3> 농업·농촌 문제와의 관련성 인식

단위: %

51.6 55.1 33.9 40.0 51.7 40.5 35.0 37.1 44.2 36.3 37.9 42.3 

49.2 
43.4 

29.4 

39.6 

49.6 

40.5 
33.0 

37.6 
30.5 32.6 34.9 

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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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00.0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관심도 수준 관련성 인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그림 2-9> 농업·농촌 문제 관심 ‘많다’

단위: %

주: 2008년에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관련성 인식)’는 조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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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민,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 ‘찬성’ 비율 높지만, 점차 하락세

○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

답이 47.8%로 ‘반대한다’는 14.4%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한편, ‘보통

이다’는 37.7%였음.

- 계층별로는 50대, 농촌 거주 경험이 있고, 농촌 거주 가족이 있는 경우,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8%로 2017년 

51.3%보다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

타났음.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3.8%p 증가하였음.

○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찬성’하는 응답은 2016년 59.3%, 2017년 

51.3%, 2018년 47.8%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한편, ‘적극 반대’가 2017년 

0.8%에서 2018년 1.7%로 약 2배 이상 증가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임.

구분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적극 찬성 12.9 20.2 6.4 6.7 16.2 5.5 4.1 7.8 5.2 4.8 4.1 5.5

찬성한다 62.5 53.1 57.0 56.8 51.9 50.5 45.9 46.4 56.7 54.5 47.1 42.3

찬성(소계) 75.4 73.3 63.4 63.5 68.1 56.1 50.0 54.2 61.9 59.3 51.3 47.8

잘 모르겠다(보통) 21.3 22.7 31.4 30.1 25.3 31.8 37.0 38.7 30.3 31.4 33.9 37.7

반대한다 3.1 3.2 5.2 5.2 6.0 11.7 12.1 6.7 7.3 8.7 14.0 12.7

적극 반대 0.3 0.7 0.1 0.1 0.6 0.4 0.9 0.4 0.5 0.5 0.8 1.7

반대(소계) 3.4 3.9 5.3 5.3 6.6 12.1 13.0 7.1 7.8 9.3 14.8 14.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4>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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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한다’

단위: %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복지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어느 정도, 매우 

잘 합산)’는 응답자는 15.0%에 불과하며, 도시민 84.9%는 ‘모른다’고 응답

하였음.

- 대부분의 계층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복지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연령층, 농촌 거주 경험이 없는 계층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항목 사례수
전혀

모른다

접해 봤으나 

구체적으로

모른다

모른다

(소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소계)

전체 1,500 46.0 38.9 84.9 14.5 0.5 15.0

연령별

19~29세 278 66.9 26.3 93.2 5.8 1.1 6.8

30대 266 54.5 36.1 90.6 9.4 0.0 9.4

40대 306 38.6 48.7 87.3 12.4 0.3 12.7

50대 300 35.3 41.7 77.0 22.0 1.0 23.0

60세 이상 350 38.6 40.3 78.9 20.9 0.3 21.1

농촌

거주 경험

있다 686 38.3 41.7 80.0 19.7 0.3 20.0

없다 814 52.5 36.6 89.1 10.2 0.7 10.9

농촌 거주

가족 여부

있다 412 34.0 44.4 78.4 20.9 0.7 21.6

없다 1,088 50.6 36.9 87.4 12.1 0.5 12.6

<표 2-5>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복지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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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거 및 생활환경 만족도, 도시민과 농업인 인식차 커 

○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

과, 농업인은 응답자의 33.6%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54.7%

로 나타나 농업인과 도시민 간의 인식 차이가 21.1%p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는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도

시민은 2015년 69.7%에서 2018년 54.7%로 15.0%p 감소한 반면, 농업인

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40%대를 유지해 오고 있음.

<그림 2-11>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

※ 2016년, 2017년 도시민 조사는 없었음.

2.4. 도시민과 농업인 과반수 이상 삶의 질 수준 ‘보통이다’

○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 도시민 63.4%, 농업인 59.8%는 

‘보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계층별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별로는 

농업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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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농업인은 16.1%, 도시민은 25.4%로 응답되어, 도

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음.

- 연도별로는 2012년 이후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2012년 2.1%p → 2014년 7.4%p → 2018년 

9.3%p로 인식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8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매우 낮다 1.3 0.9 2.4 1.2 1.7 0.8 2.2 0.6 1.4 0.2 2.1 1.2 1.5 0.4

대체로 낮은 편 29.1 13.3 22.8 9.3 21.2 8.5 23.3 8.3 20.1 16.0 23.7 11.3 21.2 10.8

낮음(소계) 30.4 14.2 25.2 10.5 22.9 9.3 25.5 8.9 21.5 16.2 25.8 12.5 22.7 11.2

보통이다 56.6 70.9 60.2 70.2 60.3 68.2 58.1 64.2 59.3 67.3 60.7 68.3 59.8 63.4

대체로 높은 편 8.6 14.6 12.5 16.7 14.1 22.2 11.9 26.0 13.8 16.0 10.5 18.0 15.1 24.9

매우 높다 0.7 0.2 0.6 2.6 1.0 0.4 0.7 0.9 0.6 0.5 1.3 1.2 1.0 0.5

높음(소계) 9.3 14.8 13.1 19.3 15.1 22.6 12.6 26.9 14.4 16.5 11.8 19.2 16.1 25.4

모름/무응답 3.7 0.1 1.5 0.1 1.8 - 3.8 - 4.7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6>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2-12>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이 ‘높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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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명 중 3명 귀농·귀촌 희망, 과반은 구체적 계획 아직 없어

○ 도시민에게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많다’는 응답자가 31.3%, ‘없다’는 51.6%로 나타났

으며, ‘보통이다’는 17.1%였음.

- 대부분의 계층에서 은퇴 후 귀농·귀촌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50대, 자영업 계층에서는 귀농·귀촌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항목 사례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없다

(소계)
보통이다

대체로 

많은편

매우

많다

많음

(소계)

평균

(점)

전체 1,500 20.1 31.5 51.6 17.1 26.9 4.4 31.3 2.64

성별
남자 737 18.0 27.7 45.7 17.9 31.9 4.5 36.4 2.77

여자 763 22.0 35.1 57.1 16.4 22.1 4.3 26.5 2.52

연령별

19~29세 278 34.5 36.0 70.5 11.9 16.9 0.7 17.6 2.13

30대 266 25.6 33.8 59.4 17.3 20.3 3.0 23.3 2.41

40대 306 15.0 28.4 43.5 19.6 32.4 4.6 36.9 2.83

50대 300 12.0 27.7 39.7 18.3 33.7 8.3 42.0 2.99

60세 이상 350 15.7 32.0 47.7 18.0 29.4 4.9 34.3 2.76

직업별

화이트칼라 434 20.3 34.1 54.4 17.1 25.3 3.2 28.6 2.57

블루칼라 415 20.7 34.0 54.7 17.6 24.8 2.9 27.7 2.55

자영업 349 15.5 28.9 44.4 15.2 34.7 5.7 40.4 2.86

주부 202 20.3 28.2 48.5 17.8 24.8 8.9 33.7 2.74

학생 65 33.8 29.2 63.1 16.9 20.0 0.0 20.0 2.23

기타/무직 35 28.6 17.1 45.7 28.6 20.0 5.7 25.7 2.57

<표 2-7>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

단위: 명, %

※ 2018년 응답항목 ‘5점 척도’로 변경.

○ 귀농 의향자(n=470)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

과, 응답자의 절반인 50.2%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였음.

- 계층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까운 시일 내에 귀농·귀촌을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20대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5.5%로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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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

단위: %

○ 귀농·귀촌 의향자(n=470)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3.4%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

고 응답하였음. 그 다음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

어서’ 22.3%,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8.9% 등의 순으로 나

타났음.

<그림 2-14> 귀농·귀촌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 귀농·귀촌 미의향자(n=773)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업노동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32.5%, ‘의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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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이 30.0%로 높게 응답되었음. 그 다음은 ‘생활

하기에 소득이 부족할 것 같아서’ 18.4%, ‘자녀 교육에 제약이 많은 환경 

때문에’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15> 귀농·귀촌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2.6. 농업인, 도시민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긍정적

○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도시민의 71.0%는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했으며, 농업인은 42.8%로 나타나 도시민이 농업인

에 비해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계층별로는 농업인은 대졸 이상, 영농경력 20년 미만인 응답자에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영업과 주

부에서, 농촌 거주 경험이 있고, 농촌 거주 가족이 있는 경우에 긍정 인

식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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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

○ 농업인 중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n=536)

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어촌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

지’를 55.4%로 가장 많이 꼽았음.

○ 다음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재능있는 인재 확보’ 21.6%, ‘영농에 종사할 

인력의 확보’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계층별로는 ‘농어촌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지’는 대졸 이상 교육수준, 20년 

미만 영농 경력,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2-17>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긍정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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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중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n=343)

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기주장을 너무 내세워 기존 주

민과 갈등’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

활로 위화감 조성’ 21.6%, ‘귀농·귀촌인의 불필요한 민원 증가’ 21.3%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 계층별로는 ‘자기주장을 너무 내세워 기존 주민과 갈등’은 고졸 이하 교

육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활로 

위화감 조성’이라는 응답은 영농경력 20년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18>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부정 이유

단위: %

2.7. 농업인, 귀농·귀촌 증가보다 젊은 층 증가에 더 긍정적

○ 귀농·귀촌 인구 중 젊은 연령층 증가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64.1%, 도시민의 76.4%가 젊은 연령층의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농업인의 경우에 전체 귀농 귀촌 인구 증가보다 젊은 연령층의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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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계층별로는 농업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농경력 20년 미만,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과 농촌 

거주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일수록 높게 응답함.

<그림 2-19> 귀농·귀촌 인구 중 젊은 연령층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

2.8. 귀농·귀촌을 위해 도시민은 정부 지원 확대, 농업인은 도시민의 

인식전환 필요해

○ 귀농·귀촌을 위한 기능 및 역할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43.7%가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시민의 

30.1%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꼽아 농업인과 도시민의 시각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농업인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의 일원으로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정부 지원정책과 프로그램’, ‘귀농 관련 기관 교육,

정보 제공’,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 ‘언론의 귀농 성공 



30

사례 소개 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 유치 노력과 투

자’와 ‘농촌주민 마을 단위 유치 노력과 협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8년

농업인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정부(지원정책과 프로그램) 21.1 45.3 30.1 33.5 30.6 15.9 30.1

지방자치단체(유치 노력과 투자) 12.2 19.9 21.1 18.0 18.9 9.0 21.1

귀농 관련 기관(교육, 정보 제공) 10.2 15.9 20.0 18.1 21.5 12.4 20.6

도시민(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 42.4 9.0 17.7 16.8 17.5 43.7 15.5

농촌주민(마을 단위 유치 노력과 협력) 6.2 6.7 7.9 9.2 9.0 12.1 10.3

언론(귀농 성공사례 소개 등) 2.7 2.1 3.4 4.0 2.3 1.6 2.2

기타 0.5 0.1 - 0.3 0.1 1.1 0.1

무응답 4.6 1.0 0.4 0.1 0.2 4.3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8> 귀농·귀촌을 위한 기능 및 역할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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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귀농·귀촌을 위한 기능 및 역할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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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귀농·귀촌인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시민의 

60.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은 43.6%로 응답해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귀농·귀촌인 관련 정부지원 증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귀농·귀촌인 관련 정부지원 증대에 대해 ‘찬성한다’

는 농업인은 2011년 57.3%, 2015년 48.3%, 2018년 43.6%로 꾸준히 감소

하고 있으며, 도시민은 2015년 59.5%, 2018년 60.6%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음.

구분
2011 2015 2018

농업인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매우 반대한다 3.4 21.1 0.6 7.8 1.3

대체로 반대한다 14.9 5.5 7.5 21.1 9.0

반대(소계) 18.3 26.6 8.1 28.9 10.3

보통이다 20.6 21.7 32.3 24.1 29.2

대체로 찬성한다 35.3 33.6 54.6 33.4 50.3

매우 찬성한다 22.0 14.7 4.9 10.2 10.3

찬성(소계) 57.3 48.3 59.5 43.6 60.6

모름/무응답 3.8 3.5 - 3.4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9> 귀농·귀촌인 관련 정부지원 증대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2-21> 귀농·귀촌인 관련 정부지원 증대에 대한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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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민, 농식품 구매 시 품질을 최우선 고려

○ 식품 구매 또는 외식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채소’ 45.1%, ‘육류’ 47.3%, ‘곡물’ 35.3%, ‘과일’ 62.5%가 ‘품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다음은 네 가지 농축산물 모두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대비 채소, 육류, 곡물, 과일 구입 시 ‘가격’과 

‘안전성’보다는 ‘품질(맛)’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브랜드’,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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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식품 구매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단위: %

2.10. 국산과 가격차 크면 수입산 구매의향 점차 증가

○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질문한 결과, ‘가격이 훨

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37.9%로 가장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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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매할 것이다’ 32.7%, ‘품질 우

수성을 고려해 구매할 것이다’ 29.3%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

라는 응답은 20대, 학생 응답자에서,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는 50대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

물을 구매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08년 대비 5.3%p 감소한 반면,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

다’는 응답은 18.5%p 증가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
33.7 38.0 37.0 45.1 39.1 34.1 30.4 29.5 21.0 32.8 24.2 32.7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
19.9 19.4 31.1 28.3 22.7 28.5 36.1 35.1 39.3 28.7 34.4 37.9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매할 것이다
46.3 41.9 31.9 26.7 38.2 37.3 33.5 35.4 39.7 38.5 41.4 29.3

* ‘기타’ 항목 생략: 2007년 0.2%, 2008년 0.6%.

<표 2-10>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매 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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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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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도시민,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높게 평가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에 대해 ‘화훼’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

에서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특히, ‘쌀’의 경쟁력이 ‘높다’는 농업인은 30.1%, 도시민은 61.3%로 도시

민이 농업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

우’,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서도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대비 도시민은 ‘쌀’,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산 대

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이 높다는 의견에 각각 2.0%p, 1.1%p 상승한 반면,

‘한우’, ‘과일’, ‘화훼’는 감소하였으며 그 중 화훼는 17.6%p로 크게 감소함.

- 농업인은 도시민과 달리 ‘한우’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는 인식은 2011년 

32.8%, 2018년 34.5%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그 외에 쌀, 돼지고기, 과일,

화훼 품목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4>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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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높다’

단위: %

2.12. 수입산보다 국산 농산물 ‘안전하다’ 10명 중 8명

○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79.6%, 75.2%로  ‘국산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보다 안전하다’라고 응답

하였음.

- 특히, 도시민의 경우에 ‘국산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응

답이 16년 66.9%에 비해 8.3%p 증가한 75.2%를 차지함. 또한,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와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 농

산물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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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6 2018

도시민 도시민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 14.6 9.3 21.7 15.5 19.7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 83.8 83.5 66.9 79.6 75.2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보다 안전성이 높다 1.6 7.2 2.8 2.2 5.1

잘 모르겠다 - - 8.6 - -

모름/무응답 - - - 2.7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1>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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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보다

안전성이 높다

<그림 2-26>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도시민)

단위: %

※ 2016년 ‘잘 모르겠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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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정분야 이슈, 농업·농촌 정책의 가

장 중요한 목적, 농식품 부문 혁신을 위한 최우선 연구과제, 향후 10년 동안 

농업인들에 대한 재정 지원 전망,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 수급 전망, 남북협

력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음.

○ 그리고, 올해 성과가 높은 분야와 현실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정책 및 가장 

미흡했던 과제,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농정 과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 및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을 평가해 보았음.

○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인지 정도와 농식품 안전성 기여도 등을 조사하였음.

3.1.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도시민 ‘보통’, 농업인 ‘불만족’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업인의 평균 점수(5.0점 만점)는 2.56점, 도시민은 

3.01점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간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보였음.

○ 한편, 도시민의 과반 이상인 64.7%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였음.

- 계층별로는 ‘보통’이라 응답한 농업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

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민은 연령이 낮을

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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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적 만족도

단위: %

33.7 

19.8 
29.1 

11.0 

37.5 

17.3 

53.7 
62.1 59.8 59.1 

52.9 

64.7 

12.6 
18.1 

10.4 

29.9 

9.6 
18.0 

0.0

20.0

40.0

60.0

80.0

100.0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2018년

불만족 보통 만족

51.0 
42.2 

20.1 

47.7 45.0 
39.1 37.0 

51.8 

36.6 
42.4 

9.1 
18.6 

24.9 

10.8 9.3 

0.0

20.0

40.0

60.0

80.0

100.0

2009년 2011년 2013년 2017년 2018년

불만족 보통 만족

도시민

농업인

<그림 2-28>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적 만족도(연도별)

단위: %

* 2011년 모름/무응답 0.7%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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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올해 ‘자연재해’ 가장 관심 많아

○ 올해 농정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을 중복응답으로 받은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자연재해’를 각각 43.4%, 48.8%로 가장 많이 꼽았음.

○ 한편, 농업인은 이어서 ‘농산물 가격 안정’ 28.6%, ‘쌀 목표가격 설정’

27.8%, ‘농민수당’ 20.2%, ‘직접지불제 개편’ 19.9% 등의 순으로 관심 이슈

를 꼽은 반면,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35.9%, ‘가축질병’ 29.5%, ‘식품 

안전성’ 17.7%, ‘일자리 창출’ 12.7% 등의 순으로 응답해 농업인과 도시민 

간 관심 있는 농정분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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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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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 개선

로컬푸드

농촌 태양광

의료여건 개선

귀농, 귀촌

모름/무응답
농업인 도시민

<그림 2-29> 올해 농정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중복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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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인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정책’에 대한 수요 커

○ 농업·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농

업인은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43.8%, ‘지속가능 농업 보장’ 14.3%,

‘고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11.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공급’ 26.7%,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19.9%, ‘농촌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 19.9%, ‘농식품의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유지’ 15.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30> 농업·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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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우선 연구과제로 ‘미래 안전먹거리 공급’ 꼽아

○ 농식품 부문 혁신을 위한 최우선 연구과제로 ‘미래 안전먹거리 공급’을 농

업인 34.3%, 도시민 44.3%로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과 일자리 창출’ 30.5% 또한 우선 연구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미래 안전먹거리 공급’을 최우선 연구과제로 꼽은 계층은 도시민은 여

성이고,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농업인은 영농경력이 높을수록, 수도작

과 과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31> 농식품 부문 혁신을 위한 최우선 연구과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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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업 예산 지원, 농업인은 ‘살 만한 농촌 만들기’ 중점해야

○ 농업 예산 지원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살 만한 농촌 만들기’ 중 어느 분야

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농업인은 ‘살 만한 농촌 만

들기에 중점 지원해야 한다’가 47.8%로 가장 높았던 반면, 도시민은 ‘같은 

비중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특히, 농업인은 2003년에 농업 예산 지원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52.8%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에는 ‘살 

만한 농촌 만들기’가 47.8%로 농업 예산 지원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2> 농업 예산 지원의 중점 분야

단위: %

구분
2003년 2018년

농업인 농업인 도시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해야 52.8 34.2 24.2

살 만한 농촌 만들기에 중점 지원해야 21.3 47.8 36.7

같은 비중으로 지원해야 한다 25.7 15.9 39.1

기타 0.2 0.2 -

무응답 - 1.9 -

합계 100.0 100.0 100.0

<표 2-12> 농업 예산 지원의 중점 분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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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업인 49%, 향후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할 것’

○ 향후 10년 동안 농업인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49.0%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

면, 도시민은 ‘증가할 것이다’ 39.1%, ‘변화 없을 것이다’ 39.5%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 계층별로는 농업인 중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은 60세 미만, 대졸 이상,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음.

- 또한, 농업인과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

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2-33> 향후 10년 동안 농업인들에게 대한 재정 지원 변화 전망

단위: %

3.7. 농업인, 장래 식량 수급 전망에 대해 도시민보다 부정적

○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농업인 65.9%, 도시민 36.6%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장래 식량 수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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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농업인은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연평균 소득 높을수록 ‘불안하다’는 응

답이 높게 조사됨.

- 또한, 장래 식량 수급이 ‘보통이다’라고 응답을 보류한 농업인은 연령과 

영농경력,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농촌거주 

경험이 없고, 농촌 거주 가족이 없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2-34> 우리나라 장래 식량수급에 대한 인식

단위: %

3.8. 성과가 높은 농정분야,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 꼽아

○ 현 정부의 농정분야4 중 성과가 높은 분야를 순서대로 응답받은 결과, 농업

인 41.2%, 도시민 35.2%가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을 꼽았음. 이어

서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

리’,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순으로 나타났음.

4 조사문항에서 현 정부의 농정분야 4가지를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리’, ‘누구라도 살고 싶

은 농촌’을 제시하였으며, 각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명하였음(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조사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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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이라는 농업인은 연

령이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응답함. 도시민은 연령과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지한 농업인과 도시민은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음.

-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리’를 강조한 농업인은 연령이 낮을

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도시민은 연령과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응답함.

-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연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음.

- 또한,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은 도시민 중 농촌 거주 경험이 없고,

농촌에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계층에서 응답이 높게 나온 반면,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지한 도시민은 농촌 거주 경험이 있고, 농

촌에 살고 있는 가족이 존재할 경우에 높게 나타남.

<그림 2-35>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중 성과가 높은 분야(1순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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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업인 ‘쌀값 회복’, 도시민 ‘재해지원’ 가장 공감해

○ 올해 농정성과 중 현실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받

은 결과, 농업인 72.2%는 ‘쌀값 회복’을, 도시민 68.6%는 ‘재해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이어서 농업인은 ‘재해지원 확대’ 60.1%, ‘직불제 단가 인상’ 51.4%,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43.8% 등의 순으로, 도시민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59.3%, ‘쌀값 회복’ 57.9%, ‘가축질병 감소’ 57.5% 등의 순으로 공감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로컬푸드 확산’에 대해 농업인 중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

록, 영농경력이 낮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공감 비율이 높았음.

- 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에 대해 도시민 중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와 주부층에서, 농촌 거주 경험이 없고, 농

촌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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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확산

농촌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도시민

<그림 2-36> 올해 농정성과 중 가장 공감하는 정책(중복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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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가장 미흡, 중점 추진과제로 꼽아

○ 올해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정책에 중복응답으로 받은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5을 각각 44.6%, 36.3%로 가장 많이 꼽

았음.

○ 이어서 농업인은 ‘농촌정주여건 개선’ 27.8%, ‘재해지원 확대’ 24.1%, 직불

제 단가 인상’ 21.3% 등의 순으로, 도시민은 ‘쌀값 회복’ 29.0%, ‘청년농 육

성, 청년 창업 지원’ 22.3%, ‘재해지원 확대’ 21.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특히,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시설원예와 과수 품목에서 높게 나타남.

-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이라고 응답한 도시민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주부와 화이트칼

라 계층에서 높게 응답함.

5 ‘<그림 2-35>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중 성과가 높은 분야’ 중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 분야의 추진과제로 ‘쌀 등 식량 작물 생산체계 개편,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효율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자연재해 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보’ 내용을 포함

하고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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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도시민

<그림 2-37> 올해 농정 성과 중 가장 미흡했던 정책(중복응답)

단위: %

○ 2019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농정과제를 중복응답으로 받은 결

과, 농업인 70.1%, 도시민 74.5%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으

며, 이 같은 응답 결과는 ‘2018년 가장 미흡했던 정책’과 동일하게 나타났음.

-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택한 농업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영농경력이 

높을수록, 시설원예와 특작 품목에서 높게 응답함.

○ 이어서 농업인은 ‘쌀 산업 체질 개선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 54.3%,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53.3% 등의 순으로, 도시민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56.5%, ‘자연재해, 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 55.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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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문(중복응답)

단위: %

3.11. 삶의질 정책 중 ‘보건복지’ 가장 중요, 성과도 우수해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부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복응답으로 받은 결과, 농업인의 55.4%는 ‘보건

복지’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경제활동 일자리’ 42.2%, ‘정주

생활 기반’ 33.8%, ‘환경 경관’ 20.0%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농업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영농경력이 높을수

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응답함.

○ 한편, 도시민도 56.9%가 ‘보건 복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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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육’ 47.2%, ‘정주생활기반’ 28.4%, ‘경제활동 일자리’ 25.7%, ‘문화

여가’ 2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주생활 기반’ 정책에 대해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

이 있고,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남.

○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 차이가 큰 부문으로는 ‘교육’, ‘경제활동 일자리’,

‘환경 경관’, ‘문화 여가’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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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문(중복응답)

단위: %

○ 지난 3년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보건 복지’ 65.1%, ‘문화 여가’

24.5%, ‘환경 경관’ 2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보건 복지 정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성과도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조사됨.

-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영농경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한편, 도시민은 성과가 우수한 정책으로 ‘보건 복지’ 57.7%, ‘교육’ 29.3%,

‘정주생활기반’ 26.7%, ‘경제활동 일자리’ 26.1% 등을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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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 차이가 큰 부문으로는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

제활동 일자리’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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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중 지난 3년간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중복응답)

단위: %

3.12. 농업인과 도시민, 농촌 삶의 질 정책 ‘보통이다’

○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농업인은 2.81점(5점 만점)으로 ‘만족한다’ 15.3%, ‘불만족한

다’ 28.2%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는 51.9%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농업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도시민은 3.11점(5점 만점)으로 ‘만족한다’ 21.8%, ‘불만족한다’

10.7%로 조사되었으며, ‘보통이다’는 67.5%로 응답하였음.

- ‘불만족한다’는 농업인은 28.2%, 도시민은 10.7%로 농업인이 도시민보

다 2배 정도 ‘불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나 농업인의 만족도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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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농촌 ‘삶의 질 정책’ 전반적 만족도

단위: %

3.13. 10명 중 6명 농약 PLS가 식품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

과, 농업인의 66.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농업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영농경력

이 적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시설원예와 노지채소 품목에서 높

게 나타남.

- 반면 ‘모른다’는 농업인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연

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특작과 수도작 품목에서 높게 응답함.

<그림 2-42> PLS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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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농식품 안전성

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농업인 60.3%, 도시

민 61.3%가 ‘기여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PLS 제도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

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기여할 것이다’는 농업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영농

경력이 적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응답함.

<그림 2-43> PLS 시행의 농식품 안전성에 기여 정도

단위: %

3.14. 농업인, 농약 PLS 교육이나 홍보물을 받았다 52.7%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홍보물을 받은 경험

이 ‘있다’는 응답은 52.7%로 ‘없다’ 43.1%보다 9.6%p 높았음.

○ 또한, 교육을 받거나 홍보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560)를 대상으로 

제공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기술센터’가 44.3%로 가장 많았고, ‘농

산물 품질관리원’, ‘농협’, ‘관공서 및 행정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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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PLS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홍보물을 받은 경험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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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 농업인에게 올해 농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농사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큰 

관심사,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 농업종사 직업 만족도 및 불만족 사

유, 현재 농촌 생활 만족도, 육체적 건강상태 및 관리정도 등을 조사하였음.

4.1. 농업인 30%, 2018년 한 해 농사 ‘만족’

○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

한다’ 30.0%, ‘불만족한다’ 30.9%로 올해 농사에 대한 만족, 불만족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 연도별로는 올해 농사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만족한다’와 ‘보통이다’는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만족한다’는 응답은 

시설원예 35.8%, 축산 3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우 만족 5.3 1.6 2.1 3.2 6.4 5.3 7.9 2.4 3.3 3.1

약간 만족 23.8 12.7 22.9 20.1 26.6 28 27.3 17.4 21.6 26.9

만족(소계) 29.1 14.3 25.0 23.3 33.0 33.3 35.2 19.8 24.9 30.0

그저 그렇다 27.3 31 33.3 40.2 32.2 31.1 28.5 28.6 34.7 38.4

약간 불만 28.6 30 27.9 22.2 23.5 23.9 22.7 29.1 27.0 25.3

매우 불만 14.6 24.3 12.9 14.2 10.7 11.1 12.5 21.7 12.1 5.6

불만(소계) 43.2 54.3 40.8 36.4 34.2 35.0 35.2 50.7 39.1 30.9

무응답/모름 0.4 0.4 0.9 0.2 0.5 0.7 1.1 0.8 1.3 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3> 올해 농사 만족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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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올해 농사 만족도(연도별)

단위: %

○ 올해 농사에 불만족하는 응답자(n=398)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 31.4%, ‘정부의 관

심과 지원이 줄었다’ 11.1%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 기타 응답으로는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수확량 감소’, ‘수

확량 감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림 2-46>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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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올해 농사와 관련해 ‘가격, 인력, 유통’ 순으로 관심 많아

○ 올해 농사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를 중복으로 물어본 결과, ‘농산물 가격’

이 60.2%로 가장 많이 꼽았음. 그 다음으로 ‘농촌 인력’ 31.1%, ‘판로와 유통’

30.4%, ‘농작물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 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농산물 가격’, ‘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산물 수입개방’은 2016

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농촌인력’, ‘농작물 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

병’, ‘농촌지역개발’,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등은 증가함.

- 특히, 2016년과 비교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농촌인력’으로 2016년 

17.4%에서 2018년 31.1%로 13.7%p 증가한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

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2016년 24.6%에서 2018년 15.3%로 9.3%p 감

소함.

60.2 

31.1 

30.4 

29.5 

15.3 

9.8 

6.2 

6.0 

5.2 

4.8 

0.9 

71.1 

17.4 

33.0 

20.9 

24.6 

10.8 

2.6 

4.8 

5.0 

3.6 

2.0 

농산물 가격

농촌인력

판로와 유통

농작물병충해,기상조건,가축질병

농산물 수입개방

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촌지역개발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농지문제

영농시설 현대화

모름/무응답

2018년 2016년

<그림 2-47> 올해 농사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중복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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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경영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 ‘생산비 증가’ 꼽아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무엇인지 중복응답으로 받은 결과, ‘일손 

부족’ 49.5%, ‘농업 생산비 증가’ 48.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23.1%, ‘가뭄, 홍수, 태풍 피

해’ 22.5%, ‘후계인력 부재’ 22.4%,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21.7%, ‘판로확보 어려움’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일손 부족’, ‘가뭄/홍수/태풍 피해’, ‘조수 피해’, ‘농업 생산비 증

가’, ‘농가부채 증가’,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등은 2014년 이후 꾸준

히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판로확보 어려움’, ‘농업정책 

오류’, ‘영농자금 압박’ 등은 감소 추세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FTA 등 개방 확대) 51.5 52.1 34.8 43.2 12.9 

농업 생산비 증가 43.4 42.1 39.4 41.5 48.4 

영농자금 압박 5.0 5.4 5.7 4.9 5.1 

농업정책 오류 18.0 15.9 14.9 17.9 15.8 

일손 부족 39.5 41.6 42.8 49.0 49.5 

판로확보 어려움 23.3 28.5 28.9 22.9 21.1 

농지부족 1.6 1.0 1.7 1.7 3.5 

농가부채 증가 17.6 12.1 11.9 12.0 14.5 

후계인력 부재 14.9 15.6 13.6 19.0 22.4 

구제역 등 가축질병 2.5 2.3 1.7 3.4 3.7 

가뭄/홍수/태풍 피해 5.6 8.9 12.3 10.8 22.5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16.5 16.2 14.0 13.8 13.9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35.8 31.4 23.9 25.9 21.7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10.3 17.2 27.2 20.3 23.1 

조수 피해 4.6 4.4 6.2 6.6 9.6 

기타 2.6 1.7 6.5 3.2 3.3 

<표 2-14> 농업경영 위협 요소 인식(중복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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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인 직업만족도 전년보다 개선, ‘낮은 보수’ 불만 커

○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높

음)’가 18.1%로, ‘불만족한다(낮음)’는 32.0%에 비해 13.9%p 낮게 응답함.

한편, ‘보통이다’는 47.3%였음.

○ 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28.6%, ‘불만족한다’는 24.7%로 불만족이 

3.9%p 높았으며,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해 ‘만족한다’는 15.0%, ‘불만이

다’는 43.8%로 불만족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일의 내용’에 비해 ‘소득’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와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영농경력이 적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축산과 

시설원예 품목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연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축산 품목에서 높게 응답함.

- 연도별로는 직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일의 내용’과 ‘소득’

에 대한 만족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20% 미

만을 유지하고 있음.

항목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은 편

낮음

(소계)

보통

이다

대체로

높은 편

매우

높음

높음

(소계)

모름/

무응답
평균(점)

전반적 만족 정도 6.6 25.4 32.0 47.3 15.8 2.3 18.1 2.6 2.81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6.2 18.5 24.7 44.7 22.9 5.7 28.6 2.0 3.03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한 만족 정도 10.6 33.2 43.8 38.9 12.9 2.1 15.0 2.3 2.62

<표 2-15> 농업종사 직업 만족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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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농업종사 직업에 ‘만족한다’

단위: %

○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불만족하는 응답자(n=393)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

어본 결과, 응답자의 53.7%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를 꼽았으며, 다음

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15.5%, ‘타 분야에 비해 정

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4.0%,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12.0% 등

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소득보장 미흡’은 매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다’,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도 점차 증가하

고 있음.

- 반면,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구분 02 03 04 05 06 08 09 11 13 14 15 16 17 18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43.4 36.7 40.8 37.7 46.0 44.8 48.2 32.9 46.7 51.5 49.0 59.3 60.4 53.7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38.3 43.5 38.5 46.8 30.8 24.8 16.2 30.2 21.6 25.1 31.5 18.7 16.8 15.5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1.5 10.6 11.2 9.2 10.4 14.5 20.4 16.3 14.4 9.5 10.0 10.0 11.5 14.0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4.3 7.5 8.9 4.7 7.9 11.0 11.5 11.5 10.8 7.3 5.7 8.0 9.3 12.0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2.1 1.0 0.3 1.3 1.2 2.4 1.7 2.4 0.6 1.0 1.7 1.8 1.6 4.8

기타(무응답 포함) 0.4 0.7 0.3 0.3 3.6 2.4 2.0 6.8 6.0 5.6 2.0 2.2 0.3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6> 농업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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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득보장 미흡 장래 불안함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육체적으로 힘듦 일반국민의 좋지 않은 인식 기타(무응답 포함)

<그림 2-49> 농업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연도별)

단위: %

※ 추세 파악을 위해 각각의 비율(%) 순서는 제외하였음.

4.5. 농업인 40% 농촌 생활에 만족하나, 건강관리는 소홀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

한다’가 38.7%로 ‘불만족한다’는 18.5%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한편, ‘보통이다’는 41.5%였음.

- 계층별로는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 월평균 생활비 200만 원 이상 

응답자에서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도별로는 농촌 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만족한다’와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우 만족 0.8 0.8 1.5 1.2 2.5 3.2 3.2 2.5 3.7 3.2 4.5 6.7 8.6 4.7 8.2 5.3

약간 만족 9.9 10.1 8.0 15.3 15.3 19.5 22.4 20.8 21.9 29.3 26.8 37.1 28.8 24.4 32.5 33.4

만족(소계) 10.7 10.9 9.5 16.5 17.8 22.7 25.6 23.3 25.6 32.5 31.3 43.8 37.4 29.1 40.7 38.7

그저 그렇다 37.2 40.2 32.4 40.6 40.0 39.9 38.2 38.4 42.2 34.0 38.2 36.1 39.9 39.5 35.3 41.5

약간 불만 34.4 32.9 34.1 31.7 29.8 24.3 26.4 28.3 24.4 27.4 24.3 15.5 17.8 23.9 16.5 16.3

매우 불만 17.7 15.9 24.0 10.2 11.9 12.5 8.3 9.9 7.3 6.0 4.9 3.3 3.2 6.9 4.6 2.2

불만(소계) 52.1 48.8 58.1 41.9 41.7 36.8 34.7 38.2 31.7 33.4 29.2 18.8 21.0 30.8 21.1 18.5

모름/무응답 - - - 1.1 0.6 0.6 1.6 0.1 0.5 0.2 1.3 1.2 1.7 0.6 3.0 1.3

<표 2-17> 농촌 생활 만족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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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만족 보통 불만

<그림 2-50> 농촌생활 만족도(연도별)

단위: %

※ 추세 파악을 위해 그래프 내에 비율(%)은 제외하였음.

○ 농업인을 대상으로 육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좋다’는 응답이 

26.2%로 ‘나쁘다’는 35.0%에 비해 8.8%p 낮게 응답되었음.

- 계층별로는 대졸 이상 교육수준, 영농 경력 20년 미만, 연평균 소득 2천

만 원 이상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14년과 비교해 ‘나쁘다’(매우, 대체로 포함)는 의견이 소폭 

상승한 반면, ‘보통이다’는 감소하였음. 또한, ‘좋다’(매우, 대체로 포함)

는 의견은 큰 변화는 없었음.

2.5 

22.7 

45.2 

23.2 

4.1 2.2 
5.0 

30.0 

37.6 

23.3 

2.9 1.2 

0.0

20.0

40.0

60.0

매우 나쁘다 대체로

나쁜편

보통이다 대체로

좋은편

매우 좋다 모름/무응답

2014년 2018년

<그림 2-51> 육체적 건강상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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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자(n=432)를 대상으로 적절한 건강 관리

를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관리를 못하고 있다’가 55.1%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22.0%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 계층별로는 산간지대,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연도별로는 2014년과 비교해 ‘관리를 못하고 있다’(전혀, 대체로 포함)는 

의견이 17.7%p 상승한 반면, ‘보통이다’와 ‘잘 관리하고 있다’(매우, 대

체로 포함)는 의견은 소폭 감소함.

4.3 

33.1 31.8 

23.3 

3.3 
6.7 

48.4 

22.9 20.8 

1.2 

0.0

20.0

40.0

60.0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

대체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편

보통이다 대체로 잘 관리하고

있는 편

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

2014년 2018년

<그림 2-52> 적절한 건강 관리 여부

단위: %





제3 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6

○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농업 농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

하기 위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 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

롭게 기술한 것을 취합,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농업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의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

었음.

1.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 농촌에 대한 기대

○ 도시민은 ‘농산물 유통, 가격’에 대한 주문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

업인은 ‘농업정책’이 225건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6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 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에 대해 3장에서는 요약

정리한 내용만 제시함. 전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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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농업인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요구함.

○ 도시민은 정책건의 중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25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아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 필요와 관리감독 강화, 농약사용 자제 및 

유기농산물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도시민들은 ‘귀농·귀촌’ 120건, ‘농촌인력, 후계인력’ 118건, ‘농촌 지역개

발, 복지’ 83건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농업인들도 ‘농산물 유통, 가격’ 177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농산

물 가격 안정, 산지와 소비자 간의 가격 격차 최소화 등의 의견을 집중적으

로 제시하였으며, ‘농촌인력, 후계인력’ 130건에 대한 의견으로 후계 인력 

양성,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음.

○ 이 밖에도 ‘귀농·귀촌’ 95건, ‘농산물 안전성’ 71건, ‘영농자금, 농가부채’와 

‘농지’ 57건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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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와 농업 농촌에 대

한 정책수요 등은 도시민 1,243건, 농업인 1,005건 등 전체 2,248건으로 집

계되어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산물 유통, 가격’에 대한 농정건의를 많이 제시

하였으며, 도시민은 ‘귀농 귀촌’에 대한 높은 관심도만큼 건의내용도 많

았음. 농업인은 ‘농촌인력, 후계인력’에 대한 건의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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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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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촌인력, 후계인력

농지

농업기관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촌 자연환경

귀농귀촌

기타 농업인 도시민

<그림 3-1> 분야별 농정건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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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분 건수 요 지

농업정책

농업인 225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농업에 대한 관심/지원
▪실제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필요

도시민 53
▪농업에 대한 관심/지원
▪농업 정책의 일관성 필요

농촌관광

농업인 36
▪농촌 관광 개발이 필요함
▪농촌 관광 활성화로 농가의 부가 소득을 창출해야 함

도시민 52
▪농촌 관광 개발이 필요
▪농촌 관광 활성화로 농가 부가소득 창출 필요/농촌 관광시설 다양화

농산물 유통, 가격

농업인 177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함 → 농산물 가격 안정화 필요
▪산지와 소비자가 간의 가격 격차가 너무 큼

도시민 377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함 → 농산물 가격 안정화 필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 안정화 필요/유통과정 축소 필요

농산물 안전성

농업인 71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이 필요
▪PLS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

도시민 259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 필요
▪농약사용 자제 및 유기농 농산물 확대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통상협상
농업인 13 ▪통상협상이 불리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함/수입 농산물이 너무 많음

도시민 8 ▪통상협상이 불리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함

품목별 정책

농업인 19
▪폐원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한 지원 규제가 필요함
▪품목별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

도시민 12
▪품목별 정책 개선 필요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 필요

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업인 57 ▪영농자금 지원 확대/농가부채 해결 방안 필요

도시민 57
▪농가부채 대책 필요
▪농가부채 절감 및 탕감 정책이 필요

농촌인력, 후계인력

농업인 130
▪젊은 인력이 부족하여 후계양성이 필요
▪농촌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필요

도시민 118
▪젊은 인력이 부족하여 후계양성이 필요
▪농촌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필요

농지

농업인 57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의 농지 구입 제한 필요/농지 가격이 비쌈 

도시민 15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의 농지 구입 제한 필요
▪절대농지 보전 필요(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토지 보전)

농업기관
농업인 21

▪농업기관 직원의 농업 전문성이 떨어짐
▪농협의 개선이 필요함

도시민 6 ▪농산물을 유통시켜 줄 수 있는 농업기관이 필요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업인 45 ▪농촌 지역 개발 및 복지혜택 향상 필요/의료시설 확충

도시민 83 ▪복지혜택 향상이 필요/농촌지역 개발/의료시설 확충

농촌 자연환경

농업인 9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됨 

도시민 77
▪자연환경 보존해야 함
▪지나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됨

귀농·귀촌
농업인 95 ▪귀농·귀촌인들과 분쟁 발생/귀농·귀촌 시 충분한 사전교육 필요

도시민 120 ▪귀농·귀촌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

기타
농업인 50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쌈/인력 부족 및 인건비 비쌈

도시민 6 ▪교육환경 개선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축소할 해결방안 필요

<표 3-1> 농정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243건, 농업인 1,005건)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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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연구원의 현지통신원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의식변화에 기초한 연구수요 

발굴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조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259명 등 총 2,75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업인은 우편조사,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2. 요약

2.1.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 94.3%, 도시민 85.5%가 ‘중요하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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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으며, 농업·농촌에 대해 애착심은 농업인 91.8%, 도시민 52.2%가 ‘많

다’고 응답함. 따라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애착심

이 높다고 평가됨.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가치가 ‘많다’는 응답은 농업인 88.2%, 도

시민 72.2%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농업·농촌

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농업인의 62.2%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 도시민 

2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해 도시

민의 53.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37.9%, ‘잘 모르겠

다’는 9.0%로 나타남.

○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정

적 식량 공급’을 각각 73.1%, 81.5%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음. 이어

서, 농업인은 ‘식품 안전성 향상’ 40.3%, ‘환경 보전’ 26.4%, ‘지역 활성화’

24.1%, ‘경관보전’ 6.8%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도시민은 ‘식

품 안전성 향상’ 51.0%, ‘지역 활성화’ 35.4%, ‘환경 보전’ 12.5%, ‘여가 공

간 활용’ 8.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앞으로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해질 역할에 대해 농업인은 ‘안정적 식량 

공급’ 55.4%, ‘식품 안전성 향상’ 41.5%, ‘지역 활성화’ 36.1%, ‘환경 보전’

21.8%, ‘경관보전’ 1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은 ‘식품 안전

성 향상’ 53.1%, ‘안정적 식량 공급’ 50.3%, ‘지역 활성화’ 31.1%, ‘환경 보

전’ 26.5%, ‘여가 공간 활용’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업·농촌의 기능 중 농업인, 도시민 모두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

급’을 각각 78.7%, 71.7%로 가장 높게 꼽았음. 그 다음으로 농업인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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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

간’,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도시민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

여’,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등의 순으로 응답함.

2.2. 농업 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

○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도시민은 42.3%, ‘보

통이다’는 37.1%, ‘없다’는 20.6%였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본

인과의 관계가 ‘많다’는 도시민은 34.9%, ‘보통이다’는 38.6%, ‘없다’는 

26.5%였음. 따라서, 농업·농촌 문제의 관심도와 관련성이 ‘많다’는 인식은 

30~40% 대로 비슷하게 응답했지만, 관련성보다는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 도시민 중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찬성한다’는 47.8%로 ‘반대한

다’ 14.4%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한편, ‘보통이다’는 37.7%였음.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복지정책에 대해 ‘알고있다’는 15.0%에 불과

해 도시민 84.9%는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33.6%, 도

시민은 54.7%로 농업인과 도시민간의 인식 차이가 21.1%p로 나타남.

○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 ‘보통이다’는 농업인과 도시민

과 농업인은 각각 59.8%, 63.4%로 10명 중 6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농업인이 16.1%, 도시민이 25.4%로 응답함.

○ 은퇴 후 귀농·귀촌 생각이 ‘없다’는 51.6%로 ‘있다’ 31.3%에 비해 20.3%p

높게 나타남. ‘보통이다’는 17.1%였음.



72

○ 귀농 의향자(n=470)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

과, 50.2%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함. 또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3.4%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라고 응답하였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22.3%,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미의향자(n=773)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업노동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가 32.5%,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에’가 30.0%로 높게 응답함.

○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도시민의 71.0%가 ‘긍정적이다’, 농업

인은 42.8%로 나타나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조사됨.

○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긍정 사유(n=536)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어촌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지’ 55.4%, ‘지역을 위해 일할 

재능있는 인재 확보’ 21.6%, ‘영농에 종사할 인력의 확보’ 18.1% 등의 순으

로 나타났음. 또한, 부정 사유(n=343)로는 ‘자기주장을 너무 내세워 기존 주

민과 갈등’이 26.5%,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활로 위화감 조성’ 21.6%, ‘귀

농·귀촌인의 불필요한 민원 증가’ 21.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귀농·귀촌 인구 중 젊은 연령층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농업인은 

64.1%, 도시민은 76.4%로 나타남. 농업인의 경우, 전체 귀농 귀촌 인구 증

가보다 젊은 연령층의 귀농 귀촌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귀농·귀촌을 위한 기능 및 역할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농업인의 43.7%는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시민의 

30.1%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꼽아 농업인과 도시민의 시각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귀농·귀촌인에 대해 지원을 늘리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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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찬성한다’는 도시민은 60.6%, 농업인은 43.6%로 응답하여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하였음.

○ 식품 구매 또는 외식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채소’, ‘육류’, ‘곡

물’, ‘과일’의 모든 품목에서 ‘품질’을 각각 45.1%, 47.3%, 35.3%, 62.5%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다음은 ‘안전성’으로 네 가

지 농축산물 모두에서 각각 38.5%, 30.0%, 34.5%, 23.1%로 높게 나타남.

○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구입에 대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

을 구입’한다는 의견이 37.9%로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

도 우리 농산물 구입한다’ 32.7%,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한다’ 29.3%

의 순으로 나타남.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화훼’를 제외하

고 모든 분야에서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함. 특히, ‘쌀’의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은 도시민 61.3%로 농업인 

30.1%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한우’,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서도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국산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

○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응답자

의 10명 중 8명 정도가 ‘국산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보다 안전하다’고 응답

하여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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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는 농업인은 평균 점수(5.0점 만점) 2.56점, 도시민은 3.01점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간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보였음.

○ 올해 농정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자연재해’를 가장 많이 꼽았음. 한편, 농업인은 이어서 ‘농산물 가격 안정’

28.6%, ‘쌀 목표가격 설정’ 27.8%, ‘농민수당’ 20.2%, ‘직접지불제 개편’

19.9% 등의 순으로 관심 이슈를 꼽은 반면,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35.9%, ‘가축질병’ 29.5%, ‘식품 안전성’ 17.7%, ‘일자리 창출’ 12.7% 등의 

순으로 관심 이슈를 응답하여, 농업인은 경제적인 이슈에, 도시민은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 농업인은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

의 질 보장’ 43.8%, ‘지속가능 농업 보장’ 14.3%, ‘고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11.1% 등의 순으로 응답함.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공급’ 26.7%,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19.9%, ‘농촌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

19.9%, ‘농식품의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유지’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식품 부문 혁신을 위한 최우선 연구과제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미래 안전먹

거리 공급’을 각각 34.3%, 44.3%로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농업인은 ‘지속가능

한 농촌 개발과 일자리 창출’ 30.5%로 또한 우선 연구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농업 예산 지원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살 만한 ‘농촌 만들기’ 중 어느 분야

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농업인의 47.8%는 ‘살만한 농촌 

만들기에 중점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던 반면, 도시민은 ‘같

은 비중으로 지원해야 한다’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75

○ 향후 10년 동안 농업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49.0%는 ‘감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

면, 도시민은 ‘증가할 것이다’ 39.1%, ‘변화 없을 것이다’ 39.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음.

○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전망이 ‘불안하다’는 농업인은 65.9%, 도시민

은 36.6%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장래 식량 수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 정부의 농정분야 중 성과가 높은 분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서 ‘농

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이 각각 41.2%, 35.2%로 가장 높게 꼽았음. 이

어서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

리’,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순으로 나타남.

○ 올해 농정 성과 중 현실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 농업인은 ‘쌀값 회복’

72.2%, 도시민은 ‘재해지원 확대’ 68.6%로 가장 높았음. 한편, 농업인은 ‘재해지

원 확대’ 60.1%, ‘직불제 단가 인상’ 51.4%,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43.8% 등

의 순으로, 도시민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59.3%, ‘쌀값 회복’ 57.9%, ‘가축

질병 감소’ 57.5% 등의 정책 순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올해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을 각각 44.6%, 36.3%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농업

인은 ‘농촌정주여건 개선’ 27.8%, ‘재해지원 확대’ 24.1%, 직불제 단가 인

상’ 21.3% 등의 순으로, 도시민은 ‘쌀값 회복’ 29.0%,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22.3%, ‘재해지원 확대’ 21.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2019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농정과제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2018년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 꼽았던 ‘농산물 가격안정’을 각각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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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 이어서 농업인은 ‘쌀 산업 체질 개선과 밭작

물 자급률 제고’ 54.3%,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53.3%

등의 순으로, 도시민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56.5% ‘자연재해, 사고

로부터의 안전망 확충’ 5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부문으

로 농업인의 55.4% ‘보건복지’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경제활

동 일자리’ 42.2%, ‘정주생활 기반’ 33.8%, ‘환경 경관’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도시민 56.9%가 ‘보건 복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

며, ‘교육’ 47.2%, ‘정주생활기반’ 28.4%, ‘경제활동 일자리’ 25.7%, ‘문화

여가’ 2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3년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보건복지’ 65.1%, ‘문화 여가’

24.5%, ‘환경 경관’ 21.7% 등의 순으로 응답함. 도시민은 ‘보건 복지’

57.7%, ‘교육’ 29.2%, ‘정주생활기반’ 26.7%, ‘경제활동 일자리’ 26.1% 등

의 순으로 우수한 정책을 꼽았음.

○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농업인은 2.81점(5점 만점)으로 ‘만족한다’ 15.3%, ‘불만족한다’ 28.2%

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는 51.9%로 나타남. 도시민은 3.11점(5점 만점)

으로 ‘만족한다’ 21.8%, ‘불만족한다’ 10.7%로 조사되었으며, ‘보통이다’는 

67.5%로 응답하였음.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알고 있다’는 농업인은 66.1%로 조

사됨.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농식품 안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60.3%, 61.3%가 응

답하여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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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홍보물을 받은 경

험이 ‘있다’는 응답은 과반인 52.7%로 ‘없다’는 43.1%에 비해 9.6%p 높았

음. 또한, 교육을 받거나 홍보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560)를 대상

으로 제공 기관에 대해 물은 결과, ‘농업기술센터’가 44.3%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 ‘관공서 및 행정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남.

2.4.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30.0%, ‘불만족한다’는 30.9%

로 올해 농사에 대한 만족, 불만족 의견이 비슷하게 응답함. 올해 농사에 불

만족(n=398)하는 이유로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가 39.9%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

31.4%,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11.1% 등의 순으로 응답함. 또한, 기

타 응답으로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수확량 감소’ 7.0%,

‘수확량 감소’ 1.0% 등의 의견이 제시됨.

○ 올해 농사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로 ‘농산물 가격’이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이 꼽았음. 그 다음으로 ‘농촌 인력’ 31.1%, ‘판로와 유통’ 30.4%,

‘농작물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 29.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는 ‘일손부족’이 49.5%, ‘농업 생산비 증가’가 

48.4%로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23.1%, ‘가뭄, 홍수, 태풍 피해’ 22.5%, ‘후계인력 부재’ 22.4%,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21.7%, ‘판로확보 어려움’ 21.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해 전반적 ‘만족한다’(높음)는 18.1%로, ‘불만족한

다’(낮음)는 32.0%에 비해 13.9%p 낮게 나타남. 한편, ‘보통이다’는 47.3%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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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28.6%로 ‘불만족한다’ 24.7%에 비해 3.9%p

높았으나,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해 ‘만족한다’는 15.0%로 ‘불만이다’

43.8% 보다 3배 정도 낮았음. 즉, ‘영농’에 비해 ‘소득’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불만족(n=393)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3.7%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15.5%,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4.0%,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12.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농업인은 농촌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38.7%, ‘불만족한다’는 18.5%로 

‘만족한다’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한편, ‘보통이다’는 41.5%였음.

○ 농업인들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26.2%, ‘나쁘다’는 35.0%로 조사

됨. 육체적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자(n=432)를 대상으로 적절한 건강 관

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55.1%로 ‘잘 관리하

고 있다’는 22.0%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3. 시사점

○ 201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애착심은 높게 평가되었

으나, 도시민의 경우, 농업 농촌의 중요성(85.5%)에 비해 애착심(52.2%)의 

차이가 33.3%p로 크게 나타남. 도시민이 느끼는 농업 농촌의 중요성이 애

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높게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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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도시민 중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53%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농업 농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각각 73.1%, 81.5%로 가장 많이 꼽았으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는 ‘안정적 식량 공급’ 역할의 비중은 낮아지고, 식품 안전성 향상, 지역 활

성화 등의 역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33.6%, 도

시민은 54.7%로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

적인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도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하

였음. 한편, 도시민 중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찬성한다’는 47.8%

로 ‘반대한다’는 14.4%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귀농 귀촌 의향 조사결과, 도시민의 30%는 전원생활과 자유로운 생활을 위

해 귀농 귀촌 의향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귀농·귀촌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노동 및 정주환

경의 불편함을 꼽고 있음.

○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우 전체 귀농 귀촌 인구 증가보다 젊은 연령층의 

귀농 귀촌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업인 

스스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후계인력 부재 등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반면, 농업인의 30%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 및 위화감 등

으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주민들과 소통확대, 갈등관리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에 전반적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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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음. 또한, 도시민들은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구매에 있어 

가격차가 크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점진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과 더불어 가

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는 2017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불만

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불만족 사유로는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가장 많이 꼽았음.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

른 일손부족을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농산

물의 가격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귀농 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농업인의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은 불만족 비율보다 크게 높았으나,

육체적 건상상태는 좋지 않고, 건강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농촌지역의 의료 여건의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제

고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건강체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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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정책요구가 파악되었음.

이 조사결과가 국민의식과 수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활

용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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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농정 건의 전문(농업인·도시민)

□ 농업인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농업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관심/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농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의 가치/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농기계 보조 사업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물가 인상률 대비 농산물의 가격 인상폭이 너무 낮다.

농업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정책 실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정책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다.

직불금의 상향 조절이 필요하다.

수입 농산물이 너무 많다.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농업 종사자의 기초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영세농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농업 정책이 장기적이지 않다.

자연 재해/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혜택이 대상자 차별 없이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농지주가 직불금 수령하는 것 지양되어야 한다.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 수매가 공시가 신속하지 않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가 간 소득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82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농업 정책이 안정적이지 않다.

농업 정책이 다양하지 않다.

농업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

농업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대농 위주의 규모화 정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농업 정책의 홍보가 부족하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농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직불금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안정적이지 않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지원 사업 품목이 몇 가지에 편중되어 있다.

생산 품목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종을 선별해 주어야 한다.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 / 후계 양성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농업 회의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인에게만 지원이 주어져 기존 농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농업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

농업 정책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 통제 가능한 농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야생 조류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투자근거가 확실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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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를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

대농가와 소농가의 지원 편차가 크다.

농업인 지원 사업에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밭작물/과수/임산물도 직불금 지원이 필요하다.

밭작물/과수/임산물의 직불금 지원이 논작물과 차이가 난다.

쌀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

폐지되는 변동 직불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 농산물 수급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과정을 축소해야 한다.

산지가와 소비자가 간의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

농산물에 대해서 전량 수매했으면 한다.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 해소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을 책정할때 생산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시켜야 한다.

GAP보다 더 안전한 저농약 농산물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PLS 제도를 실천하기 어렵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지역별로 품목을 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300평 미만의 농지도 경영체에 등록하고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농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면세유 경감

자금 지원 시 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토양 개량으로 오염된 농지를 개선해야 한다.

폐경지를 젊은 사람에게 임대해주어 농사를 짓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지의 통작 거리 제한을 늘려야 한다.

농지의 수로 정비가 필요하다.

토지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

맹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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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촌관광

농업 기관들이 현실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농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사업 조성이 필요하다.

농업인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농촌형 태양광 사업으로 농촌 소득이 증대돼야 한다.

농촌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기업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 활동가를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로 활용하여야 한다.

쌀 생산 조정제를 폐지하고 휴경제를 실시하여 농촌의 소득격차를 좁혀야 한다.

부재 지주의 농지 소유 증가로 현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다.

복지 혜택 향상이 필요하다.

노령 연금 지급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지나친 개발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등).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이 정부의 보조금만 받고 농사는 짓지 않는다.

귀농·귀촌인의 작목 선택으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 교육이 필요하다.

농민 개인이 개발한 기술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축산업 관련 교육을 2년마다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방목형 사육으로 축산 정책을 변경하여야 한다.

축산업 농가는 거리 제한으로 신규 농가 진입이 어렵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 농촌에 대한 애착이 없다.

농촌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 관광 활성화로 농가의 부가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농촌 관광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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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산물 유통, 가격

농촌 관광 지원이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인 농촌 관광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민도 농지 매매가 가능해야 한다.

농촌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민의 주도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다.

농촌 특산물을 상품화하여 농촌으로 관광객 유치해야 한다.

인위적인 관광 유도보다 순수 농업 관광 유도가 필요하다.

도‧농 간의 벽이 없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산지가와 소비자가 간의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농산물 유통 과정을 축소해야 한다.

중간 유통 개선으로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간 유통 과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이 낮을 시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안정적이지 않다.

중간 유통의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농협/정부에서 판매를 책임져야 한다.

농산물 가격을 책정할 때 생산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물가 인상률 대비 농산물의 가격 인상폭이 너무 낮다.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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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이 너무 많다.

농산물을 유통시켜 줄 수 있는 농업 기관이 필요하다.

농산물에 대해서 전량 수매했으면 한다.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품목을 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생산비가 증가했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하여 가격 인하 필요하다.

유기농 농산물의 가격 책정이 적정하지 않다.

농가부채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농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인건비가 비싸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종사자의 기초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자연 재해/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직거래로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

서울 양곡 도매 시장 활성화

농산물 가공품 판매 활성화

도매 시장 경매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인기 작물에 대한 판로 재고

정부 수매가 공시가 신속하지 않다.

1kg당 또는 한그릇 단위로 쌀 가격을 발표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예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별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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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산물 안전성

농민이 정직해야 소비자가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 품목에서 나온 농약 잔류 판정으로 모든 품목이 출하 정지되는 것 지양돼야 한다.

원산지/재배 환경 등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생산자 실명제 정책이 필요하다.

도매상 품질 표시가 정확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 필요

생산 품목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인력이 부족하다.

영세농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포장지 과다 사용

농업 교육이 필요하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PLS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PLS 제도 작물별 사용 약제가 부족하다.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농약에 대한 위험성을 농민에게 철저히 알려야 한다.

PLS 제도의 유예가 필요하다./준비가 덜 되었다.

PLS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정책 실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시켜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를 너무 많이 따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어렵다.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인체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농약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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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상 협상

⑥ 품목별 정책

채소‧과일에 대한 농약을 확대등록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법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잔류 농약 검사의 추출물 독성검사 설비가 각 지역 기술센터에 설치되어야 한다.

GAP보다 더 안전한 저농약 농산물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

유전자 변형 조작 농산물이 인체에 어떤 유‧무해 성분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PLS 제도를 실천하기 어렵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경비를 농민이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입농축산물 검역을 철저히 하여 외래 해충 및 잡초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약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강사는 교육강사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통상 협상이 불리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 농산물이 너무 많다.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원산지/재배 환경 등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통상 협상에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가 농산물 협상에 관심이 없다.

FTA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하여 소득 공유제 실시

폐원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한 지원 규제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산지가와 소비자가 간의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품목별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품목별 정책은 작목별 농업으로 협동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품목을 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종을 선별해 주어야 한다.

영농 자금이 대상자 차별없이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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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농 자금, 영농 부채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사료 값이 너무 비싸다.

밭 경지를 정리하여 기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축사 신규 허가로 청정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

영농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가부채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영농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야 한다./농가 부채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

영농 자금 지원의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농기계 보조 사업이 필요하다.

영농 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농가 부채 절감/탕감 정책이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후계 양성이 필요하다.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비싸다.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편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교육시킨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 시 공급해 주어야 한다.

계절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후계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다.

농업 종사자의 기초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농기계 보조 사업이 필요하다.

농촌에 현재 거주하는 젊은 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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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지

농지/시설물의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해야 한다.

사회 봉사자 인력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농업 분야는 최저 임금제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후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 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인력 연합체는 한곳으로 통일하면 좋겠다.

농촌 활동가를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로 활용하여야 한다.

농업 퇴직 연금 지급

귀농·귀촌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특화마을을 만들어서 정착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귀농·귀촌인들로 인하여 원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된다.

농업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의 농지 구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절대 농지구역 보존이 필요하다.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농지주가 직불금 수령하는 것 지양되어야 한다.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복합 농지 조성이 필요하다.

농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농지가 부족하다.

부재 지주의 농지 소유 증가로 현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다.

폐경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농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세금 면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농지 목적 변경이 어렵다.

종토를 문중이나 영농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지의 축사 변경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진흥구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

농지 취득 후 용도 변경으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을 지양해야 한다.

폐경된 농지가 방치되고 있다.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다.

농지의 통작 거리 제한을 늘려야 한다.

외국인의 토지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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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농업기관

도시민 전원생활로 토지값 상승

토지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

농지 매입과 임대차 농지를 적극적으로 지원

농지 취득 사업의 확대

농지 구매 가능 연령대를 늘려 주어야 한다.

농지는 실경작 위주에만 너무 치우친다. 농지는 오랫동안 수익과 상관없이 농민의 손에 있었다.

맹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도시민도 농지 매매가 가능해야 한다.

소농인도 농지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중에서도 더 낙후된 농촌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다.

대규모 영농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밭 경지를 정리하여 기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인에게 농지 임대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축사 신규 허가로 청정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

농업 기관 직원의 농업 전문성이 떨어진다.

농협의 개선이 필요하다.

축산물 유통 가공 분야를 일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농업 기관들의 통합이 필요하다.

농업 교육 기관의 통일이 필요하다.

농업 기관 직원이 직무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기술 센터에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농업 기술 센터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 기술 센터를 분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 기술 센터를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농정계를 분리하여 기술센터를 농정과로 귀속시켜야 한다.

보건소 운영이 부실하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커리큘럼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

다양한 농업정책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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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 농촌 자연환경

농촌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복지 혜택 향상이 필요하다.

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중에서도 더 낙후된 농촌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개발 시 소프트웨어를 먼저 정하고 하드웨어가 따라가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완료되어야 한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여가 시설이 필요하다.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시설 설치

마을에 강사를 초청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강연이 열렸으면 좋겠다.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하다.

지나친 개발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등).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폐비닐/건축 폐기물을 태우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야생 조류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연 재해/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지의 축사 변경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개발업자와 주민 간의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완료되어야 한다.

자동차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

시멘트 구조물 농촌환경 유도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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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귀농·귀촌

귀촌으로 인한 집단적인 주거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농민에게 환경 보전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

축산업 농가를 단지화시켜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해야 한다.

축사 신규 허가로 청정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

하천의 수중보를 지하화해야 한다.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귀농·귀촌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화합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이 정부의 보조금만 받고 농사는 짓지 않는다.

귀농·귀촌인에게만 지원이 주어져 기존 농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

귀농·귀촌인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귀농·귀촌인의 작목 선택으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농촌의 경쟁력을 키운 후 귀농·귀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후계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주민들의 텃세가 심하다.

이농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농촌에 현재 거주하는 젊은 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후계 양성이 필요하다.

후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인이 기계화 조건을 가지기는 너무 힘들다.

농업 종사자의 기초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귀농·귀촌 정책이 인위적이다.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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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기타

귀농·귀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귀농‧귀촌에 대한 과대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에게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지원금이 지자체마다 동일해야 한다.

귀농·귀촌인들로 인하여 원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된다.

젊은 청년들에게 농촌생활 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귀농은 찬성하지만 귀촌은 반대한다.

휴경 농지 임대를 통하여 귀농·귀촌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이 지원금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인력이 부족하다.

인건비가 비싸다.

자연 재해/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PLS 제도의 유예가 필요하다./준비가 덜 되었다.

농업의 가치/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정책 실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야생 조류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정책의 홍보가 부족하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직불금의 상향 조절이 필요하다.

밭작물/과수/임산물의 직불금 지원이 논작물과 차이가 난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PLS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농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농작물 재해 보험이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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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산비가 증가했다.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후계 양성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는 최저 임금제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농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전국에 농로 풀 제거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농촌지역 농노 개설 시 농토편입 면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맹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용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농촌형 태양광 사업으로 농촌 소득이 증대돼야 한다.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산림법을 개정하여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영농자의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 퇴직 연금 지급

농업인이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건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나친 개발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작목별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농산물 자동 포장기 개발이 필요하다.

축사 신규 허가로 청정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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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실제 농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관심/지원이 필요하다.

농업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농업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

농업 정책이 안정적이지 않다.

농업 정책의 홍보가 부족하다.

농업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농업의 가치/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농업 정책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정책 실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농업 정책이 다양하지 않다.

농업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자연 재해/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젊은 층에 맞는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농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혜택이 대상자 차별 없이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을 축소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간 유통 개선으로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청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후계 양성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인구가 분산되어야 한다.

스마트팜/기계화가 필요하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경제가 증대 될 수 있는 농작물 재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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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촌관광

③ 농산물 유통, 가격

특작물 재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농촌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귀농·귀촌 정책이 다양하지 않다.

농촌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 관광 활성화로 농가의 부가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농촌 관광 시설이 다양하지 않다.

농촌 특산물을 상품화하여 농촌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수입이 필요하다.

농촌 관광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차별적인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 관광 홍보가 부족하다.

관광객 응대가 친절하지 않다.

농촌 모 심기라든가 벼 수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으로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과정을 축소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간 유통의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중간 유통 개선으로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하여 가격 인하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중간 유통 과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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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가와 소비자가 간의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

농산물 직거래로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농산물 직거개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간 유통 마진을 낮추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안정적이지 않다.

농산물 가성비가 좋지 않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연 재해/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로컬푸드 활성화가 필요하다.

축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 폭등을 줄여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믿고/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농산물 중간 유통 가격이 투명하지 않다.

농산물 가격을 책정할 때 생산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이 낮을 시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생산 품목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

특작물 재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산물 활용으로 소득 창출해야 한다.

수확부터 판매까지의 경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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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산물 안전성

⑤ 품목별 정책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농약 사용을 줄인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믿고/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시켜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안정적이지 않다.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원산지/재배 환경 등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유기농 재배를 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농약/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줄여야 한다.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인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 관리 감독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법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산자 실명제 정책이 필요하다.

품목별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품목별 정책의 다변화로 영농 가구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

실제 농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 폭등을 줄여야 한다.

품목별 정책이 안정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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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농자금, 농가부채

⑦ 농촌인력, 후계인력

지원 사업 품목이 몇 가지에 편중되어 있다.

지역별로 품목을 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수요량 파악을 잘 하여 수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농가부채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농가 부채 절감/탕감 정책이 필요하다.

영농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영농 자금 지원 시 규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

영농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야 한다./농가 부채 이자율 낮추기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영농 자금이 대상자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영농 자금 지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저금리 지원이 필요하다.

농자재 보조 사업이 필요하다.

영농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농자금에 대한 의식과 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영농 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의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여야 한다.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후계 양성이 필요하다.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후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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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지

복지 혜택 향상이 필요하다.

이농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농어민 교육 시설이 다양해야 한다.

젊은 층에 맞는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농업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다양해야 한다.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 보수 근로여건 안정화

귀농·귀촌 정책이 다양하지 않다.

귀농·귀촌 정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의 농지 구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절대 농지구역 보존이 필요하다.

절대 농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농지주가 직불금 수령하는 것 지양되어야 한다.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복합 농지 조성이 필요하다.

공장 인허가 규제 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농약/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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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업기관

⑩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산물을 유통시켜 줄 수 있는 농업 기관이 필요하다.

농업 기관들이 현실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농업 기관에서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귀농·귀촌 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복지 혜택 향상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문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농촌지역 중에서도 더 낙후된 농촌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

여가 시설이 필요하다.

노인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

복지 시설이 필요하다.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개발/보존이 필요하다.

난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개발 제한 구역을 넓혀야 한다.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면 단위로 공동주택을 지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학교, 병원 문제 등의 해결

도서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금융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마트/쇼핑몰 확충이 필요하다.

젊은 층에게 필요한 복지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빈집을 임대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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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촌 자연환경

⑫ 귀농·귀촌

기업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민 교육 시설이 다양해야 한다.

의료 시설과 연계하여 응급 상황 시의 대처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타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지나친 개발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등).

농약/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줄여야 한다.

난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자연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농촌 지역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을 지양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작목별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귀농·귀촌 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저금리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주민들의 텃세가 심하다.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귀농·귀촌인들에게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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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기타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정책이 다양하지 않다.

귀농·귀촌 정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

귀농·귀촌인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 정책의 홍보가 부족하다.

실제 농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정책이 체계적이지 않다.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귀농 가족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 자녀에게 교육비 무료 지원

귀농·귀촌 특화마을을 만들어서 정착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귀농·귀촌인이 정부의 보조금만 받고 농사는 짓지 않는다.

귀농·귀촌인의 작목 선택으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귀농·귀촌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농업 교육이 필요하다.

수확부터 판매까지의 경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연 재해/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입 농산물이 너무 많다.

정책 실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농산물 가공품 판매 활성화

원산지/재배 환경 등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작물 재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안정적이지 않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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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수입산에 밀리는 품목은 대체 작물을 개발해서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촌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범죄 사고 등이 없도록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여가 시설이 필요하다.

문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스마트팜/기계화가 필요하다.

대규모 영농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산물 활용으로 소득 창출해야 한다.

농촌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노인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

복지 시설이 필요하다.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을 지양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귀농·귀촌인들의 일자리/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업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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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조사표

<농업인 조사표>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조사업무에 변함없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를 올해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농정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후에 2018년 

12월 7일(금)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봉투나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

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보내는 방법

우편(동봉하는 회송봉투에 넣어 우편회신), 이메일(frog78@krei.re.kr),

팩스(061-820-2404) 중 편한 방법 선택 

*팩스 발송 시, 조사표가 양면이오니 페이지를 확인하여 발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관련 문의 송성환 조사동향팀장(061-820-2325), 박혜진 연구원(061-820-2228)

           
통신원번호

Ⅰ. 농업경영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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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문1. 귀하께서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2. 귀하께서는 농업·농촌에 어느 정도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문3. 귀하께서는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 : 안정적 식량 공급, 지역 활성화, 여가 공간 활용, 문화유

산 보존·계승, 식품 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경관 보전 등을 의미함.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문4.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각

각 1위, 2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        )

구 분 1위 2위

1)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2)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해질 역할

① 안정적 식량 공급 ② 지역 활성화 ③ 여가 공간 활용

④ 문화유산 보존·계승 ⑤ 식품 안전성 향상 ⑥ 환경 보전       

⑦ 경관보전   

문5. 다음은 귀하께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한 항목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별로

그렇지없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1 2 3 4 5

2)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1 2 3 4 5

3)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 1 2 3 4 5

4)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

는 공간이다.
1 2 3 4 5

5)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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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전반>

문6. 귀하께서는 올해 농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6-1. (문6의 ①, ② 응답자만) 위 문항에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② 농산물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

③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④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졌다

⑤ 기타(         )

문7. 농사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농산물 가격 ② 판로와 유통 ③ 영농자금‧농가부채

④ 농산물 수입개방 ⑤ 농촌지역개발 ⑥ 농촌인력

⑦ 농작물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     ⑧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⑨ 영농시설 현대화   ⑩ 농지문제(매매, 가격, 진흥지역, 임대차 등)   

⑪ 기타(                       )

문8. 최근 귀하의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② 농업 생산비 증가 ③ 영농자금 압박

④ 농업정책 오류  ⑤ 일손 부족    ⑥ 판로확보 어려움 

⑦ 농지 부족 ⑧ 농가부채 증가 ⑨ 후계인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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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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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조수 피해    ⑯ 기타(                ) 

문9. 귀하께서는 현재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구분

① 

매우

낮음

② 

대체로

낮은편임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높은편임

⑤ 

매우

높음

1)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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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1. (문9번에서 ‘3)전반적 만족 정도’ ①, ② 응답자만) ‘전반적 만족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②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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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

<농촌생활>

문10. 귀하께서는 현재 농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11.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12. 귀하께서는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건강상태>

문13. 귀하의 육체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나쁘다 ② 대체로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문13-1. (문13의 ①, ② 응답자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적절한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 ② 대체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

구분

① 

매우

낮음

② 

대체로

낮은편임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높은편임

⑤ 

매우

높음

2)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한 만족 정도 1 2 3 4 5

3) 전반적 만족 정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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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정 전반 및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농정 전반>

문14.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15. 귀하께서는 올해 농정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두번째

① 자연 재해(폭염 등) ② 스마트팜 육성   ③ 가축질병(AI, 구제역 등)  

④ 일자리 창출 ⑤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⑥ 직접지불제 개편

⑦ 식품 안전성(PLS 등) ⑧ 농산물 가격 안정 ⑨ 쌀 목표가격 설정

⑩ 농민수당(기본수당) ⑪ 교통여건 개선(100원 택시, 버스)  ⑫ 로컬푸드

⑬ 농촌 태양광 ⑭ 의료여건 개선(원격 진료) ⑮ 귀농·귀촌

문16. 귀하께서는 농업·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② 농촌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

③ 농식품의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유지 ④ 안정적 식량공급

⑤ 지속가능농업 보장 ⑥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⑦ 고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⑧ 기타(                   )

문17. 귀하께서는 농식품 부문 혁신을 위한 최우선 연구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미래 안전먹거리 공급 ② 자연환경 보전

③ 가축질병 혹은 식물병해충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

④ 친환경농업 지원 ⑤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과 일자리 창출

⑥ 농업·농촌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개발과 공유

⑦ 기타(                   )

문18. 귀하께서는 농업예산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살만한 ‘농촌’ 만들기 중 어디에 중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해야 ② 살만한 농촌 만들기에 중점 지원해야

③ 같은 비중으로 지원해야 한다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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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동안 농업인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증가할 것이다 ② 감소할 것이다 ③ 변화 없을 것이다

문20. 귀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불안하다 ② 대체로 불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⑤ 전혀 불안하지 않다

문21. 남북 정상회담 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

께서는 만약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 농업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대체로 나빠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문22. 문재인 정부의 농식품부는 2018년 중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귀하께서 성과가 높았다고 평가하는 분야의 순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추진과제 순위

1)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

◾ 쌀 등 식량 작물 생산체계 개편

◾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효율화

◾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자연재해‧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

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 농식품‧농산촌 분야 일자리 창출

◾ 청년 농업인 육성

◾ 스마트 농업 확산 등 성장동력 확충

◾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 육성

3)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리

◾ 농산물 품질, 안전관리 강화

◾ 축산사육환경과 방역체계 혁신

◾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 저감

◾ 국가‧지역 푸드플랜

◾ 균형잡힌 국민 식생활 지원

4)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 3만불 시대, 살고싶은 농촌재생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경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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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2018년 문재인 정부 농정 성과 중 현실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정책을 순서대로 5가지만 골라주십

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재해지원 확대 ② 쌀값 회복 ③ 로컬푸드 확산

④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⑤ 가축질병 감소 ⑥ 직불제 단가 인상

⑦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⑧ 계란 등 식품안전성 제고, 축산사육환경 개선

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⑩ 스마트팜 확산      ⑪ 농촌정주여건 개선

문24.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재해지원 확대 ② 쌀값 회복 ③ 로컬푸드 확산

④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⑤ 가축질병 감소 ⑥ 직불제 단가 인상

⑦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⑧ 계란 등 식품안전성 제고, 축산사육환경 개선

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⑩ 스마트팜 확산 ⑪ 농촌정주여건 개선

문25.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할 주요 농정 과제를 순서대로 5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쌀 산업 체질 개선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    ②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

③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질 향상    ④ 농산물 가격안정

⑤ 자연재해·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    ⑥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정착 지원

⑦ 스마트팜 확산 등 혁신성장 동력 확충     ⑧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 육성

⑨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6차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⑩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로컬푸드 활성화

⑪ 농업·농촌의 對국민 서비스 확대(사회적농업, 도시농업, 과일간식 등)

⑫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⑬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철저한 가축방역

⑭ 협치 농정 체계 강화(농특위, 농업회의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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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수요 및 정책>

문26. 귀하께서는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문26-1. (문26의 ④, ⑤ 응답자만)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      )

① 농어촌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지 ② 영농에 종사할 인력의 확보

③ 지역을 위해 일할 재능있는 인재 확보 ④ 땅값 상승 등 주민 재산 가치 증대

⑤ 지방세 등 지역의 세금 수입 증대 ⑥ 기타(                )

문26-2. (문26의 ①, ② 응답자만)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      )

① 자기주장을 너무 내세워 기존 주민과 갈등  ②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활로 위화감 조성

③ 귀농·귀촌인의 불필요한 민원 증가    ④ 기존 주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줌

⑤ 땅값 상승으로 농사지을 농지 부족        ⑥ 지역 공동체의식의 약화

⑦ 기타(                )

※ 귀농·귀촌 인구를 세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40세 미만 인구는 50%(25만 8253명)에 달하였으며,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0.5세로 전체 연령 중 20대 이하 비중이 26.6%로 가장 높았음.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4.3세로 50대가 38.8%로 가장 많아 귀촌인보다는 높은 평균 연령을 보였음.

문27. 귀하께서는 귀농·귀촌 인구 중 젊은 연령층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51만 6817명이  

   였으며, 그중 귀촌 인구는 96.2%(49만 7187명), 귀농 인구는 3.8%(1만 9630명)를 차지함.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3년 이후 귀농·귀촌 인구가 처음으로 한 해 50만 명을 넘음. 

※ 귀촌인: 동(洞)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읍·면(邑·面)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 학생과 군인 등 

일시적 이주자 등을 제외한 사람

※ 귀농인: 귀촌인 중 실제 농축산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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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8. 귀하께서는 현재 귀농‧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 어느 부분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 ②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노력과 투자

③ 귀농관련기관의 교육, 정보 제공 ④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

⑤ 농촌주민의 마을단위 유치 노력과 협력 ⑥ 언론의 귀농 성공사례 소개 등

⑦ 기타(                )

문29. 귀하께서는 귀농‧귀촌인에게 정부가 지원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대체로 반대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18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부문과 

부문별 목표입니다.

부문 목표 
1)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2) 교육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실현

3) 정주생활 기반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4) 경제활동 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및 활동참여 여건 조성

6)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7) 안전 자연재해 및 범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

문30.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정책 부문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

요한 정책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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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1. 귀하께서 지난 3년(’16~’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부문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

문32.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실시중인 ‘농촌 삶의질 정책’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농산물 안전(PLS)과 품질 관련 정책>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한방울이라도 검출되면 그 작

물의 출하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

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

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문33. 귀하께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① 전혀 모른다 ② 접해 봤으나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문33-1. 귀하께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

① 전혀 모른다 ② 접해 봤으나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문33-2. 귀하께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홍보물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문23-2-1. 교육 또는 홍보물을 제공한 기관은?    )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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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3-3.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데, 귀하께서는 이 

제도가 농식품 안전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        )

①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기여할 것이다 ⑤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34. 귀하께서는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

②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

③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보다 안전성이 높다

문35. 귀하께서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농축산물이 수입산

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1) 쌀 1 2 3 4 5

2) 축산물
2-1) 한우 1 2 3 4 5

2-2) 돼지고기 1 2 3 4 5

3) 과일 1 2 3 4 5

4) 화훼 1 2 3 4 5

문36.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분야

① 농업정책 ② 농촌관광 ③ 농산물 유통, 가격 ④ 농산물 안전성 

⑤ 통상협상 ⑥ 품목별 정책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⑨ 농지     ⑩ 농업기관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 농촌 자연환경 

⑬ 귀농·귀촌 ⑭ 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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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A1)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 (도, 또는 광역시) 

A2)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도시근교(수도권 인근에 위치)  ② 평야지대(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평야)  

③ 산간지대(준산간지대)

A3)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 세 입니까? (만     세)

A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A5)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영농에 종사하셨습니까? (         년) 부터

A6)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A7) 귀하의 연평균 소득(총 수입에서 생산비는 제외)은 얼마나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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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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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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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1억 5천만 원～2억 미만  ⑪ 2억 이상  

A8) 귀댁에서 월 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50만 원 미만 ② 50만 원~70만 원 ③ 70만 원~100만 원

④ 100만 원~150만 원 ⑤ 150만 원~200만 원 ⑥ 200만 원~300만 원

⑦ 300만 원~500만 원 ⑧ 500만 원 이상

A9) 귀댁의 가족 구성원(본인 포함, 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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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조사표>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인식과 

정책 현안에 대해 일반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

여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평소에 느끼신대로 조사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성환 조사동향팀장 (061-820-2325) 

박혜진 연구원       (061-820-2228)

실사

기관

(주)칸타코리아

김지현 차장 (02-6276-7607) 

김현진 대리 (02-3415-5207)

SQ1.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2. 지역규모 ① 특별/광역시 ② 일반 시

SQ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4.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_____ 세 è 만 19세 미만 또는 만70세 이상 면접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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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6.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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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문1. 귀하께서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2. 귀하께서는 농업·농촌에 어느 정도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문3. 귀하께서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래 제시한 항목 중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세요. 

구 분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많은편이다

⑤

매우

많다

1)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1 2 3 4 5

2)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1 2 3 4 5

문4. 귀하께서는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 : 안정적 식량 공급, 지역 활성화, 여가 공간 활용, 문화유산 보존·계

승, 식품 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경관 보전 등을 의미함.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문5.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순서대

로 각각 1위, 2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1위 2위

1)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2)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해질 역할

① 안정적 식량 공급 ② 지역 활성화 ③ 여가 공간 활용

④ 문화유산 보존·계승 ⑤ 식품 안전성 향상 ⑥ 환경 보전

⑦ 경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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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다음은 귀하께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한 항목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별로

그렇지없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1 2 3 4 5

2)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1 2 3 4 5

3)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 1 2 3 4 5

4)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1 2 3 4 5

5)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1 2 3 4 5

문7.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대체로 반대한다 ③ 대체로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⑤ 잘 모르겠다

<농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문8.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복지정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접해 봤으나 구체적으로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문9. 귀하께서는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대체로 반대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생활만족에 대한 인식>

문10.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11. 귀하께서는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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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정 전반 및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농정 전반>

문12.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13. 귀하께서는 올해 농정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만 선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두번째

① 자연 재해(폭염 등) ② 스마트팜 육성 ③ 가축질병(AI, 구제역 등)

④ 일자리 창출 ⑤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⑥ 직접지불제 개편

⑦ 식품 안전성(PLS 등) ⑧ 농산물 가격 안정 ⑨ 쌀 목표가격 설정

⑩ 농민수당(기본수당) ⑪ 교통여건 개선(100원 택시, 버스) ⑫ 로컬푸드

⑬ 농촌 태양광 ⑭ 의료여건 개선(원격 진료) ⑮ 귀농·귀촌

문14. 귀하께서는 농업·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② 농촌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

③ 농식품의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유지 ④ 안정적 식량공급

⑤ 지속가능농업 보장 ⑥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⑦ 고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⑧ 기타( )

문15. 귀하께서는 농식품 부문 혁신을 위한 최우선 연구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미래 안전먹거리 공급 ② 자연환경 보전

③ 가축질병 혹은 식물병해충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

④ 친환경농업 지원 ⑤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과 일자리 창출

⑥ 농업·농촌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개발과 공유 ⑦ 기타( )

문16. 귀하께서 농업예산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살만한 ‘농촌’ 만들기 중 어디에 중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해야 ② 살만한 농촌 만들기에 중점 지원해야

③ 같은 비중으로 지원해야 한다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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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동안 농업인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증가할 것이다 ② 감소할 것이다 ③ 변화 없을 것이다

문18. 귀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안하다 ② 대체로 불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⑤ 전혀 불안하지 않다

문19. 남북 정상회담 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만약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 농업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대체로 나빠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문20. 문재인 정부의 농식품부는 2018년 중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귀하께서 성과가 높았다고 평가하는 분야의 순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추진과제 순위

1)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

◾ 쌀 등 식량 작물 생산체계 개편

◾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효율화

◾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자연재해‧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

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 농식품‧농산촌 분야 일자리 창출

◾ 청년 농업인 육성

◾ 스마트 농업 확산 등 성장동력 확충

◾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 육성

3)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리

◾ 농산물 품질, 안전관리 강화

◾ 축산사육환경과 방역체계 혁신

◾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 저감

◾ 국가‧지역 푸드플랜

◾ 균형잡힌 국민 식생활 지원

4)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 3만불 시대, 살고싶은 농촌재생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경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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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2018년 문재인 정부 농정 성과 중 현실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정책을 순서대로 5가지만 골

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재해지원 확대 ② 쌀값 회복 ③ 로컬푸드 확산

④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⑤ 가축질병 감소 ⑥ 직불제 단가 인상

⑦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⑧ 계란 등 식품안전성 제고, 축산사육환경 개선

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⑩ 스마트팜 확산 ⑪ 농촌정주여건 개선

문22.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

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재해지원 확대 ② 쌀값 회복 ③ 로컬푸드 확산

④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⑤ 가축질병 감소 ⑥ 직불제 단가 인상

⑦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⑧ 계란 등 식품안전성 제고, 축산사육환경 개선

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⑩ 스마트팜 확산 ⑪ 농촌정주여건 개선

문23.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할 주요 농정 과제를 순서대로 5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쌀 산업 체질 개선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 ②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

③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질 향상 ④ 농산물 가격안정

⑤ 자연재해·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 ⑥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정착 지원

⑦ 스마트팜 확산 등 혁신성장 동력 확충 ⑧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 육성

⑨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6차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⑩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로컬푸드 활성화

⑪ 농업·농촌의 對국민 서비스 확대(사회적농업, 도시농업, 과일간식 등)

⑫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⑬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철저한 가축방역

⑭ 협치 농정 체계 강화(농특위, 농업회의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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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수요 및 정책>

문24. 귀하께서는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귀촌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문24-1. (문24의 ④, ⑤ 응답자만) 귀농‧귀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② 농업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③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④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⑤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⑥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⑦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⑧ 기타( )

문24-2. (문24의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귀농‧귀촌을 실천할 계획입니까?

① 3년 내 ② 5년 내 ③ 10년 내

④ 10년 이후         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문24-3. (문24의 ①, ② 응답자만) 귀농‧귀촌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할 것 같아서 ② 농업노동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③ 지역 토박이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④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에

⑤ 자녀 교육에 제약이 많은 환경 때문에 ⑥ 외로움, 고립감 등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⑦ 기타( )

※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51만 6817명이다. 

귀촌 인구는 96.2%(49만 7187명), 귀농 인구는 3.8%(1만 9630명)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처

음 작성한 2013년 이후 귀농·귀촌 인구가 처음으로 한 해 50만명을 넘었다. 

※ 귀촌인: 동(洞)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읍·면(邑·面)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 학생과 군인 등 

일시적 이주자 등을 제외한 사람

※ 귀농인: 귀촌인 중 실제 농축산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문25. 귀하께서는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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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인구를 세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40세 미만 인구는 50%(25만 8253명)에 달하였고, 귀

촌인의 평균 연령은 40.5세로 전체 연령 중 20대 이하 비중이 26.6%로 가장 높았다.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4.3세로 50대가 38.8%로 가장 많아 귀촌인보다는 높은 평균 연령을 보였다.

문26. 귀하께서는 귀농·귀촌 인구 중 젊은 연령층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문27. 귀하께서는 현재 귀농‧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 어느 부분의 개선이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 ②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노력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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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농촌주민의 마을단위 유치 노력과 협력 ⑥ 언론의 귀농 성공사례 소개 등

⑦ 기타( )

문28. 귀하께서는 귀농‧귀촌인에게 정부가 지원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대체로 반대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18개 정부 부

처가 참여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부문과 부문별 목표입니다.

부문 목표 

1)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2) 교육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실현

3) 정주생활 기반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4) 경제활동 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및 활동참여 여건 조성

6)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7) 안전 자연재해 및 범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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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9.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정책 부문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

문30. 귀하께서 지난 3년(’16~’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부문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

문31.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실시중인 ‘농촌 삶의질 정책’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농산물 안전(PLS)과 품질 관련 정책>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한방울이라도 검출되면 그 

작물의 출하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문32. 귀하께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접해 봤으나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문32-1.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데, 귀하께서는 이 제

도가 농식품 안전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①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기여할 것이다 ⑤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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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3. 귀하께서는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

②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

③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보다 안전성이 높다

문34. 귀하께서는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①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구입한다

②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한다

③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한다

문35. 귀하께서는 농축산물을 구입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목 가격 안전성 품질(맛) 브랜드 포장상태 영양 등

가) 채 소 1 2 3 4 5 6

나) 육 류 1 2 3 4 5 6

다) 곡 물 1 2 3 4 5 6

라) 과 일 1 2 3 4 5 6

문36. 귀하께서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1) 쌀 1 2 3 4 5

2) 축산물
2-1) 한우 1 2 3 4 5

2-2) 돼지고기 1 2 3 4 5

3) 과일 1 2 3 4 5

4) 화훼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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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7.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분야

① 농업정책  ② 농촌관광    ③ 농산물 유통, 가격     ④ 농산물 안전성 

⑤ 통상협상  ⑥ 품목별 정책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⑨ 농지      ⑩ 농업기관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 농촌 자연환경 

⑬ 귀농·귀촌 ⑭ 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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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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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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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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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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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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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1억 5천만 원～2억 미만 ⑪ 2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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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50만 원 미만 ② 50만 원~70만 원 ③ 70만 원~100만 원

④ 100만 원~150만 원 ⑤ 150만 원~200만 원 ⑥ 200만 원~300만 원

⑦ 300만 원~500만 원 ⑧ 500만 원 이상

D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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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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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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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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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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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직업군인  ⑮ 무직  

�� 기타   �� 모름/무응답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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