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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를 4개 유형(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중대농·소농 집단 농업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청장년 집단은 고령 집단보다 농외소득을 많이 얻고 있고, 고령 집단은 이전소득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농가 유형별로 소득 원천과 격차 변화 양태가 달랐다.

– 청장년 소농은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이 주요 소득원이다. 분석 기간 동안 집단 내 농외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 청장년 중대농은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농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평균 소득이 

가장 많지만 소득 불안정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 고령 소농은 농업·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모두 제한적이었다.

– 고령 대농은 영농 활동에서 주로 소득을 얻지만, 집단 내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13~2017년 ‘상대적 빈곤률’ 비중은 11.2~13.8%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농 집단에서 

비중이 더 높았다. 

 2013~2017년 도·농 소득 격차는 점차  좁혀져 2017년에는 64.1%였다. 2013~2016년 농가 

처분가능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65.1%였다. 

 농가가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target)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적절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청장년 소농 집단은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원인(예를 들어 농지 확보나 영농 기술 습득 

제약)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청장년 중대농 집단에게는 규모 확대 및 소득불안정 완화 관련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

– 고령 소농 집단은 농가 수가 가장 많으면서 소득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농업 

정책에 더해 복지 또는 지역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고령 중대농 집단은 일정 기간 영농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되, 중장기적으로는 청장년 집단이 농지를 양도·임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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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3~2017년 농가경제 동향1)

2013~2017년 농가소득 연평균 2.6% 증가, 이전소득 증가가 농가소득 견인

◦농업 부문과 농촌 지역은 저출산, 저성장, 일자리와 복지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농

업 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징후는 결국 소득 문제로 압축된다.

– 2019년 농가소득이 전년보다 3.6% 증가한 4,006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도 제시

되지만(박기환 외 2019: 35) 농가소득 문제는 오랜 기간 중요한 과제였고 앞으로도 농업 부

문의 핵심 의제일 것이다. 

– 최근 농업 부문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소득 격차와 분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농가소득 실태를 유형별·원천별로 파악하고 소득 격차 양상을 분석한다. 변화 원인을 진

단하고 향후 정책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분석 기간은 2013~2017년이고, 분석 대상 농가를 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2)

◦2013~2017년 농가소득은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였다. 이 결과 2017년 농가소득은 

2013년보다 10.8% 증가한 3,824만 원을 기록하였다(연평균 2.6% 증가). 특히 이전소득이 빠

르게 늘어나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하였다<표 1, 부표 1>. 

◦농업소득은 2013~2015년 증가하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주된 원인은 농업 

총수입이 농업 경영비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2017년 농업소득은 2013

년과 비슷한 수준인 1,005만 원이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도 2013년 29.1%에서 

2017년 26.3%로 줄어들었다.

– 2014~2015년에는 한육우 및 양돈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농가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덕분

에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각각 전년보다 2.7%, 9.3% 증가하였다.

– 2016~2017년 동안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농업 경영비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쌀 가격이 크

게 하락하면서 농업총수입이 전년보다 10.6%, 0.2% 감소하였다. 

1) 모든 소득은 명목소득 기준이다. 

2) 2017년에 속한 유형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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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가소득 동향(2013~2017년)

단위: 만 원, (%)

소득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변화율

연평균 ‘17/’13
농가소득 3,452.4 3,495.0 3,721.5 3,719.7 3,823.9 (2.6) (10.8)

농업소득
(농업소득/농가소득)

1,003.5 1,030.3 1,125.7 1,006.8 1,004.7 (0.0) (0.1)
(29.1) (29.5) (30.2) (27.1) (26.3) (-0.7%p) (-2.8%p)

농업총수입 3,064.8 3,217.9 3,365.4 3,127.9 3,058.0 (-0.1) (-0.2)
농업 경영비
(경영비/총수입)

2,061.3 2,187.5 2,239.8 2,121.1 2,053.3 (-0.1) (-0.4)
(67.3) (68.0) (66.6) (67.8) (67.1) (-0.0%p) (-0.2%p)

농외소득
(농외소득/농가소득)

1,570.5 1,479.9 1,493.9 1,525.2 1,626.9 (0.9) (3.6)
(45.5) (42.3) (40.1) (41.0) (42.5) (-0.7%p) (-3.0%p)

겸업소득 418.2 375.1 373.3 385.5 440.6 (1.3) (5.4)
사업외소득 1,152.3 1,104.8 1,120.6 1,139.7 1,186.3 (0.7) (3.0)

이전소득
(이전소득/농가소득)

584.4 681.9 790.6 878.3 890.2 (11.1) (52.3)
(16.9) (19.5) (21.2) (23.6) (23.3) (1.6%p) (6.4%p)

공적보조금    520.0 620.7 723.1 813.8 823.7 (12.2) (58.4)
 농업보조금 146.4 160.5 166.4 182.7 168.2 (3.5) (14.9)

기타공적보조금 373.7 460.2 556.7 631.0 655.4 (15.1) (75.4)
사적보조금 64.3 61.3 67.5 64.5 66.5 (0.8) (3.4)

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농가소득)

294.0 302.9 311.4 309.5 302.2 (0.7) (2.8)
(8.5) (8.7) (8.4) (8.3) (7.9) (-0.2%p) (-0.6%p)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농외소득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평균 1,627만 원에 이르렀다. 반면 농

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은 2013년 45.5%에서 2017년 42.5%로 줄어들었다.

– 농외소득은 농업 이외 사업을 경영하여 얻는 겸업소득과 노동력 제공 등 사업 이외 활동을 통

해 얻는 사업외소득으로 이루어진다. 2013~2017년 농외소득 중 사업외소득 비중은 

72.9~75.0%였다. 

– 겸업소득은 2013~2015년 동안 감소세였다가 2016년부터 반등하였다. 2017년 겸업소득은 

2013년 대비 5.4% 증가한 평균 441만 원이었다. 사업외소득은 2015~2017년 동안 증가세

로 전환되었다. 2017년 평균 사업외소득은 2013년보다 3.0% 증가한 1,186만 원이었다.

◦ 2013~2017년 이전소득은 농업·농외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연평균 11.1%). 이에  농

가소득 중 이전소득 비중도 2013년 16.9%에서 2017년 23.3%로 늘어났다. 기타 공적 보조금

이 연평균 15.1% 늘어나면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3) 같은 기간 농업보조금은 연평균 

3.5% 늘어났다. 

3) 예를 들어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단독 가구 87만 원, 부부 가구 139만 2천 원)을 기준

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인상하여 왔다. 농가소득 중 공적 보조금 비중이 고령 

소농 집단에서 가장 높고, 2014년부터 비중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부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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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연령과 표준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농가를 4개 유형으로 분류·분석

1. 농가 유형화

◦농가가 점차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농가 개념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김미복·박성재 2014)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농가를 유형화

하고 분석해야 보다 현실을 가깝게 바라보고 실태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미

복·오내원·황의식(2016)을 따라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를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2>.

<표 2> 농가 유형 분류

농가 유형 기준
청장년 소농(Small Young, SY) 표준 영농규모 2ha 미만,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청장년 중대농(Large Young, LY) 표준 영농규모 2ha 이상,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고령 소농(Small Old, SO) 표준 영농규모 2ha 미만,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 중대농(Large Old, LO) 표준 영농규모 2ha 이상,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주: 표준 영농규모는 경지면적+(농업용 고정자산/당해 평균 농지 가격)으로 계산함(최양부·박성재·오내원 1983). 영농형태 별로 농업 자본 관련 유형 

자산을 경지규모에 반영하여 다양한 영농 형태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임(김미복·오내원·황의식 2016).

자료: 김미복‧오내원‧황의식(2016).

◦2013~2017년 고령 집단 농가 수와 비중이 늘어난 반면, 청장년 집단규모는 축소되었다<표 3>.4) 

특히 2017년에는 표본 농가 중 고령 소농 집단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52.1%).

<표 3> 연도별․유형별 표본 농가 수 변화

단위: 호, %

농가 유형
농가 수 변화율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변화율 ’17/’13 변화율
청장년 소농(SY) 581 593 567 512 447 -6.3 -23.06

청장년 중대농(LY) 439 435 403 378 344 -5.9 -21.64
고령 소농(SO) 968 1,144 1,206 1,269 1,350 8.7 39.46

고령 중대농(LO) 359 428 424 441 447 5.6 24.51
합계 2,347 2,600 2,600 2,600 2,588 　- 　-

자료: 통계청(각 연도).『농가경제조사』원자료. 

4) 농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02 농가 유형별 소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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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유형 간 소득 실태 비교5)

중대농 농업소득 증가, 소농 농업소득 감소 추세로 격차 확대

◦2013~2017년 동안 청장년·고령 중대농 집단 평균 농가소득은 각각 6,703만 원, 3,890만 

원이었다(<그림 1> 왼쪽 위). 같은 기간 청장년 소농 집단의 평균 농가소득은 4,406만 원이었

다. 반면 고령 소농 집단의 농가소득은 평균 2,385만 원에 불과했다.6) 

<그림 1> 유형별 농가소득 및 원천별 소득(2013~2017년)

단위: 만 원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경영주 연령과 무관하게 중대농 집단의 농업소득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되고 있다(<그림 1> 오른쪽 위).

– 청장년·고령 중대농 농업소득은 2013~2017년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소농 집단 농업소

득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결과 중대농과 소농 집단 간 농업소득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중대농 집단 내에서도 청장년과 고령 농가 간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5) 유찬희·김태후(2018)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6) 보다 상세한 자료는 <부표 2>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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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청장년 집단이 고령 집단보다 농외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그림 1>의 

왼쪽 아래). 

– 특히 청장년 소농은 2013~2017년 동안 농가소득 중 60.4~71.8%를 농외활동에서 확보하

였다. 청장년 중대농 역시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이 27.9~36.0%였다. 대조적으로 고령 

중대농 집단의 농외소득 비중은 19.6~25.3%였다. 

– 농외소득 중에서도 사업외소득 비중이 매우 높다. 청장년 소농 집단의 농가소득 중 사업외소

득 비중은 45.8~52.9%였다. 

– 농가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이 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청장년 집단은 고령 집단보

다 가구원 수와 가용 노동 시간이 많고, 선택할 수 있는 농외소득 활동이 다양하다. 이외에도 

청장년 소농 집단이 농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청장년 소농 집단이 농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농외소득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농가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소득이 늘어났다(<그림 1> 오른쪽 아래). 이전소득은 고령 집단 농

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령 소농 29.1~42.0%, 고령 중대농 

21.7~32.5%). 상대적으로 영농규모가 작은 고령 소농 집단이 청장년 중대농 집단과 비슷한 

규모의 이전소득을 얻는 원인은 연금 등 추가 이전소득원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 청장년 소농 집단은 다른 유형보다 이전소득이 적었다. 영농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농업 보

조금이 적고7),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공적 보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농가유형별 소득 실태와 특징

3.1. 청장년 소농(SY) 집단

◦ 청장년 소농 집단은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에서 소득을 많이 얻었다<그림 2>. 

–  농외소득 중에서도 사업외소득 비중이 높았다. 영농 활동과 관련된 겸업 기회가 적고, 영농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어 임금 근로 등을 할 여력이 있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 사업외소득 평균값과 중앙값 차이를 보면 청장년 소농 집단 내 농외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

다.8) 농업소득, 겸업소득, 이전소득 격차는 분석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집단 내 

경영비 격차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7) 다수 농업 정책 지원은 정책 대상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대표적인 사례인 직접지불제는 ha당 단가를 책정하여 지급액을 산정

한다. 

8)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을 뜻한다(교육평가 용어사전). 이 글에서는 특정 농가유형

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농가가 얻은 소득을 뜻한다. 이 농가보다 소득을 더 많이 얻은 농가가 소득을 

더 얻으면 평균값은 증가하지만 중앙값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가유형 소득의 평균값과 중앙값 차이가 늘어나면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양극화 심화)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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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소농 집단은 농외 활동 중심으로 소득 창출, 농외소득 격차 확대

<그림 2> 청장년 소농 집단 원천별 소득 구성 및 격차 변화(2013~2017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3.2. 청장년 중대농(LY) 집단

◦청장년 중대농 집단은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지만, 농외 소득활동도 활발하게 하

였다<그림 3>. 2017년에는 농업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농외소득이 늘어났다.

– 분석 기간 중 농업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농가소득 차이가 심화되었으나 2017년에는 이 추세

가 완화되었다. 청장년 중대농 집단 내에서도 사업외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9)

9) 허등용(2018)은 농가소득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려면 농업소득과 사업소득 불평등을 우선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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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중대농 집단 농업 및 사업외소득 격차 확대 추세, 소득 불안정성 문제 직면

– 청장년 중대농 집단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안정성이다.10) 분석 기간 동안 청장

년 중대농 집단의 농가소득 변이계수는 0.95~1.18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부표 3>. 이 집

단의 농업소득 변이계수는 1.62~1.93이었다. 청장년 중대농 집단은 농업소득에 많이 의존

하고 있어,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농가소득 변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청장년 중대농 집단 원천별 소득 구성 및  변화(2013~2017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0) 우병준 외(2017)는 농업소득 변이계수를 비교하여 영농규모와 소득 불안정성이 정비례 관계를 가진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영농규

모가 클수록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농가소득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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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소농 집단은 농업·농외소득 창출 기회 모두 제한

3.3. 고령 소농(SO) 집단

◦고령 소농 집단은 평균 농가소득이 2,385만 원에 불과했다<그림 4>.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

에서 얻는 소득이 많았고,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 4개 집단 중 농업소득 비중과 농외소득 비중 차이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영농규모가 상대적으

로 작고 농외활동 기회도 제한되어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현상을 반증하고 있

다. 원천별 소득과 경영비 모두 집단 내 격차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림 4> 고령 소농 집단 원천별 소득 구성 및  변화(2013~2017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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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중대농 집단은 영농 활동 주력, 농외소득 창출 기회·여력 제한

3.4. 고령 중대농(LO) 집단

◦고령 중대농 집단은 청장년 중대농 집단처럼 주로 영농 활동에서 소득을 얻었다<그림 5>. 

– 청장년 중대농 집단과 달리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농가소득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 농외소득 수준은 청장년 중대농 집단의 절반 정도이고 격차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경영주 

연령대가 높아 농외활동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 이전소득은 대체로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집단 내에서 규모가 큰 농가의 경영비가 상

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집단에는 논벼 농가가 많기 때문에 농작업 위탁이나 인력 

고용(농약, 비료 살포)이 늘어난 결과라고 판단한다.

<그림 5> 고령 중대농 집단 원천별 소득 구성 및  변화(2013~2017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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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률은 감소 추세이지만 고령 소농 집단에서 심각

4. ‘상대적 빈곤률’ 실태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농가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소득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한의 삶의 수준’조차 영위하기 어렵다. 특히 농가가 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생산 

활동과 관련된 투자마저 위축될 수 있다. 농가경제가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작황 부진, 가

격 하락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만성화된다면 장기적

으로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강혜정 2015). 

– 2013~2017년『농가경제조사』표본농가 중 당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미치

지 못한 농가 비중(이하 ‘상대적 빈곤률’)을 계산하였다.11),12) 

<표 4> 유형별 상대적 빈곤률(2013~2017년)

단위: 호, (%)

농가
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SY 581 63
(10.8) 593 65

(11.0) 567 57
(10.1) 512 44

(8.6) 447 33
(7.6)

LY 439 46
(10.5) 435 48

(11.0) 403 39
(9.7) 378 36

(9.5) 344 32
(9.3)

SO 968 171
(17.7) 1,144 192

(16.9) 1,206 161
(13.4) 1,269 174

(13.7) 1,350 190
(14.1)

LO 359 33
(9.2) 428 53

(12.4) 424 33
(7.8) 441 46

(10.4) 447 39
(8.7)

합계 2,347
(100.0)

313
(13.3)

2,600
(100.0)

358
(13.8)

2,600
(100.0)

290
(11.2)

2,600
(100.0)

300
(11.5)

2,588
(100.0)

305
(11.8)

주: 2013~2014년 중위 기준소득은 2015~2019년 기준 값과 변화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13~2017년 상대적 빈곤률은 11.2~13.8%였다<표 4>. 2015년부터 비중이 소폭 줄어들

었다. 유형별로 비교하면 고령 소농 집단 중 상대적 빈곤률은 13.7~17.7%로 다른 유형보다 

컸다. 

11)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상대적 빈곤까지 고려하여 수급자 기준 등을 정하

고자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 중위 소득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

준 중위소득에 30%를 적용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값을 생계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12) 2013~2014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었다. 기준 중위소득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2015~2019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율

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2013~2014년 기준 중위소득 상당치를 계산하였다. 이 상당치는 2013~2014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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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농 소득 및 지출 실태

도·농 소득 격차는 2012년부터 좁혀지는 추세로 전환

1. 도·농 소득 격차 실태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수준(이하 ‘도·농 소득 격차’)은 2003~2017년 

동안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그림 6>. 2012년 최저 수준인 57.6%를 기록한 이후 점차 격차가 

좁혀져 2017년에는 64.1%였다.13)

– 2003~2012년 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은 연평균 4.9%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1.6% 증

가하는 데 그쳐 도·농 소득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 2013년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농 소득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최근까지 보합세

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6> 도·농 소득 격차 동향(2003~2017년)

단위: 만 원, %

주 1) 도·농 소득 비율은 농가소득/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100으로 계산하였음. 

   2) 2017년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은 각주 4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가계동향조사』및『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3) 통계청은 2017년『가계동향조사』공표 시부터 연소득을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통계청 고시 제2016-396호). 따라서 공

표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 가구 연소득을 추정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진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간 소득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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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지출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작고, 처분가능소득 격차 보합

2. 도·농 지출 격차 실태

◦2013~2016년 농가 지출은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보다 평균 1,303만 원 적어 도·농 소득 격차

(2,120만 원)보다 작았다<표 2>.14)  즉, 농가는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평균 소득이 낮았지만 

지출 차이는 상대적으로는 작았다. 

– 같은 기간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은 4,257만~4,427만 원이었고, 농가 지출은 3,026만 

~3,105만 원이었다. 농가 소비·비소비 평균 지출 금액은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각각 793만 원, 

510만 원 적었다. 

– 전체 지출 중 소비 지출 비중은 농가(80.3%)가 도시 근로자 가구(74.5%)보다 컸다. 

<표 5> 도시 근로자 가구 및 농가소득-가계 지출 비교(2013~2016년)

단위: 만 원, (%)

소득 항목 2013 2014 2015 2016 변화율
연평균 ’16/’13

농가

소득 3,452 3,495 3,722 3,720 (2.5) (7.7)
지출 3,026 3,056 3,061 3,105 (0.9) (2.6)

소비 2,418 2,447 2,474 2,500 (1.1) (3.4)
비소비 608 609 587 605 (-0.2) (-0.5)

처분가능소득 2,844 2,886 3,134 3,115 (3.1) (9.5)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5,527 5,682 5,780 5,861 (2.0) (6.0)
지출 4,257 4,382 4,395 4,427 (1.3) (4.0)

소비 3,186 3,269 3,267 3,288 (1.1) (3.2)
비소비 1,071 1,114 1,128 1,138 (2.1) (6.3)

처분가능소득 4,457 4,568 4,652 4,723 (2.0) (6.0)

도·농 소득 격차 도시-농가       2,075     2,187     2,058     2,142 (1.1) (3.2)
(농가/도시)        (62.5)       (61.5)       (64.4)       (63.5) (0.3%p) (1.0%p)

도·농 지출 격차 도시-농가       1,231     1,327     1,334     1,322 (2.4) (7.4)
(농가/도시)        (71.1)       (69.7)       (69.7)       (70.1) (-0.3%p) (-1.0%p)

도·농 처분가능소득 
격차 

도시-농가       1,612     1,682     1,518     1,608 (-0.1) (-0.2)
(농가/도시)        (63.8)       (63.2)       (67.4)       (65.9) (0.7%p) (2.1%p)

주 1) 소비 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임. 비소비 지출은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등임.

   2) 처분가능소득은 (가계 소득 – 비소비 지출)을 뜻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2013~2016년 농가 처분가능소득(가계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가구가 임

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평균 1,605만 원 적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와 비교할 때 농가는 소비지출과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다. 

14) 2017년부터『가계동향조사』증 지출과 소득 부문이 분리·재설계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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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농가 처분가능소득은 2013년 2,844만 원에서 연평균 9.5% 증가한 3,115만 원이었

다. 같은 기간 도·농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보합 내지 소폭 축소되고 있다.

<그림 7> 농가 및 도시 근로자 가구 항목별 지출 동향(2013~2016년 평균)

단위: 만 원, %

<지출액>

<지출 비중>

주 1) 전체 지출은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의 합계와 같음. 

2) ‘감가상각비’는 농가 지출만 해당되는 항목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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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 항목별 지출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7>에 요약하였다. 

– 2013~2016년 동안 농가는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소비 및 비소비 지출규모가 모두 작았다. 

농가는 상대적으로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기타 상품·서비스 지출이 많았다. 반면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지출규모가 작았다.

– 항목별 지출 비중을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다만 전체 지출 중 보건과 비소비 지출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지출 비중규모가 작은 원인은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이 상

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농촌 지역 상권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출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

이라고 분석된다. ‘의료 서비스 수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학교 교육 여건’, ‘대중교

통’, ‘생활 서비스’ 등에서 농어촌 주민 만족도가 도시민에 비해 가장 낮았다는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26-30)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경영주 연령별·주요 항목별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을 비교하였다<그림 8>. 

– 모든 연령대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농가가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많았고, 교통, 오

락·문화, 음식·숙박 지출은 도시 근로자 가구가 농가보다 많았다. 도시 근로자 가구는 농가에 

비해 외식을 자주 하고, 레저와 취미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결과이다.

– 경영주/가구주 연령 39세 이하에서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의 교육 지출은 비슷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농가의 교육 지출이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농

촌 지역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 농가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주류음료와 교통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보건 지출은 

늘어났다. 보건 지출은 경영주 연령 60대 농가가 가장 많은 반면 교육 지출은 40대 경영주 농

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 경영주 연령대별로 주요 지출 항목이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 생애 주기에 따른 지출 

형태 변화 때문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경영주·가구주 연령이 30~40대인 가구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교육비 등을 많이 지출한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하고 경영주·가구주 

연령이 늘어나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나 교육 지출은 감소하는 대신 보건 지출이 늘어난다. 

그럼에도 같은 연령대에서도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규모가 다른 이유는 처분가능소득

과 서비스 접근성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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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별·항목별 농가 및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 동향(2013~2016년 평균)

단위: 만 원

주 1)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자료는 2015년부터 상대표준오차 문제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2012~2014년 평균값을 이용하였음.

   2)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 연령을 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연령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을 공표하는 반면, 농가경제조사
는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농가소득을 공표함. 따라서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 농가와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비교하여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KREI❘농정포커스 제179호  

16

04 요약 및 시사점

◦최근 농가소득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 초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욱이 원천별 소득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농가소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간이 되는 농업소득 비중이 감소하면서 농외 및 이전소득에 점차 의

존하고 있는 현상에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농가가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고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target)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적절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분류한 4개 유형의 농가를 대상

으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청장년 소농 집단을 대상으로 한 최근 정책은 ‘젊은 영농인’을 향후 영농 주체로 육성하는 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실태를 보면 영농 활동보다는 농외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15) 이 집단을 영농 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원인(예를 

들어 농지 확보나 영농 기술 습득 제약)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소득 창출 수단으

로 영농 활동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장년 중대농은 농가소득이 많고 농업소득 비중도 높아 농업생산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3~2017년 동안 청장년 중대농 비중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기간(基

幹) 농가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유찬희·김태후 2018). 앞서 언급한 대로 

청장년 소농 집단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청장년 중대농 규모를 유지하

도록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유형 농가 집단에 비해 경영 불안정 문제

를 크게 겪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격 하락, 경영비 증가, 투자 회수 미진 등 충격을 완충시

켜주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게끔 안전장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 소농 집단은 농가 수가 가장 많으면서 소득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작은 규모나마 영농 활동을 지속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부족

하다고 판단한다.16) 이 집단의 이전소득 규모 자체는 다른 집단보다 작지만 중요한 사회 안전

망 기능을 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 비중까지 고려할 때, 농업 정책에 더해 복지 또는 지역 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령 중대농 유형 중 40.6%(2017년 기준)가 논벼 농가였다. 농외소득을 얻기 어렵고 타 

작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 영농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영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되 중장기적으로 청장년 집단이 농지

를 양도·임대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 소농 집

단과 달리 영농규모가 상당하므로 경영 승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5)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행 단계로 농외소득에 의존한 결과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농외활동을 수행하면서 농업 자원의 

부가가치를 늘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16) 이는 청장년 집단으로 경영 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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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가소득 보완 자료

<부표 1> 농가경제 및 도시 근로자 소득 및 지출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 농가소득 345.2 349.5 372.2 372.0 382.4 

  ○ 농업소득 (농업소득 비중) 100.4 (29.1)  103.0 (29.5)  112.6 (30.2)  100.7 (27.1)  100.5 (26.3)  

  ○ 농외소득 157.1 148.0 149.4 152.5 162.7 

  ○ 이전소득 58.4 68.2 79.1 87.8 89.0 

  ○ 비경상소득 29.4 30.3 31.1 31.0 30.2 

    - 가구원 1인당 소득 138.7 142.4 157.7 159.2 164.5 

□ 농가 가계지출 3,026.4 3,055.5 3,061.3 3,104.9 3,064.0 

□ 농가자산(A) 40,058.0 43,182.3 45,358.0 47,430.9 50,588.1 

  ○ 당좌자산(B) 6,505.3 7,645.9 8,910.9 10,130.6 11,393.1 

□ 농가부채(C) 2,736.3 2,787.8 2,721.5 2,673.0 2,637.5 

    - 단기상환능력 (C/B×100) 42.1 36.5 30.5 26.4 23.1 

    - 장기상환능력 (C/A×100) 6.8 6.5 6.0 5.6 5.2 

□ 전국(비농업가) 가구 소득 4,994.2 5,162.8 5,247.7 5,279.0 5,382.0 

    - 가구원1인당 소득 1,536.7 1,608.4 1,655.4 1,686.6 N/A

□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5,527.5 5,681.5 5,780.0 5,861.3 5,967.8 

    - 가구원1인당 소득 1,650.0 1,726.9 1,773.0 1,814.7 N/A
주 1) 농가자산, 당좌자산, 농가부채는 연도 말 기준임.

    2) 가구원 1인당 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구하였음.

    3) 2017년 전국 및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집계 방식이 1인 이상으로 바뀌어 이전 연도와 비교하기 어려움.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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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유형별·원천별 소득(2013~2017년)

단위: 만 원

농가 유형 원천별 소득 2013 2014 2015 2016 2017

청장년 소농
(SY)

농가소득    3,972.4    4,157.5    4,343.5    4,790.2    4,767.6 
농업소득       823.9       797.4       943.5    1,050.5       931.8 
농외소득    2,399.1    2,480.1    2,561.7    2,794.9    2,852.8 
  -겸업소득       578.1       555.6       562.7       693.5       783.8 
  -사업외소득    1,821.0    1,924.6    1,999.0    2,101.3    2,069.1 
이전소득       429.7       487.7       529.1       638.7       596.8 
비경상소득       319.7       392.2       309.2       306.1       386.2 
경영비    2,616.5    2,679.8    2,604.5    2,285.5    2,350.2 

청장년 대농
(LY)

농가소득    5,633.9    6,485.7    7,116.4    7,210.4    7,067.0 
농업소득    3,047.3    3,547.4    4,079.9    4,162.2    3,794.6 
농외소득    1,569.9    1,714.7    1,781.7    1,883.4    2,029.8 
  -겸업소득       599.6       662.2       676.6       691.4       683.0 
  -사업외소득       970.3    1,052.5    1,105.1    1,192.0    1,346.8 
이전소득       663.1       851.7       879.4       845.1       857.4 
비경상소득       353.6       371.9       375.4       319.6       385.2 
경영비    7,400.9    7,650.5    8,642.8    8,138.0    8,150.3 

고령 소농
(SO)

농가소득    2,184.5    2,275.8    2,449.3    2,441.3    2,572.6 
농업소득       568.1       526.8       562.3       505.6       545.2 
농외소득       736.3       761.8       758.7       779.9       834.8 
  -겸업소득       161.0       173.0       176.9       184.1       186.0 
  -사업외소득       575.4       588.8       581.8       595.8       648.9 
이전소득       635.9       709.8       831.5       869.5       916.8 
비경상소득       244.2       277.4       296.9       286.2       275.8 
경영비       985.3    1,011.6    1,028.1    1,058.5    1,046.0 

고령 대농
(LO)

농가소득    3,423.7    3,734.2    3,959.9    3,995.0    4,335.1 
농업소득    1,713.8    1,782.3    1,856.2    1,763.6    2,098.4 
농외소득       670.2       770.7       864.5       847.1       855.8 
  -겸업소득       192.1       249.5       265.6       250.3       279.3 
  -사업외소득       478.1       521.2       598.9       596.8       576.5 
이전소득       743.3       850.7       950.1    1,048.7    1,111.9 
비경상소득       296.4       330.5       289.0       335.7       269.0 
경영비    2,919.1    3,257.3    3,482.3    3,955.8    4,335.5 

주: 명목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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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유형별·소득원천별 변이계수(2013~2017년)

농가 유형 원천별 소득 2013 2014 2015 2016 2017

청장년 소농
(SY)

농가소득 0.88 0.94 0.95 0.88 0.87
농업소득 3.25 3.64 3.71 3.13 3.32
농외소득 1.02 1.01 0.99 1.03 1.03
이전소득 1.77 1.62 1.48 1.46 1.49

청장년 대농
(LY)

농가소득 1.10 1.18 1.17 1.17 0.95
농업소득 1.90 1.90 1.93 1.92 1.62
농외소득 1.38 1.43 1.43 1.34 1.22
이전소득 0.98 2.31 1.06 0.97 1.10

고령 소농
(SO)

농가소득 0.85 0.81 0.86 0.78 0.96
농업소득 2.19 2.33 2.77 2.65 3.56
농외소득 1.61 1.61 1.65 1.58 1.70
이전소득 1.04 0.90 0.80 0.80 0.82

고령 대농
(LO)

농가소득 0.87 1.23 1.03 1.05 1.08
농업소득 1.64 2.36 2.00 2.24 2.10
농외소득 1.69 1.59 1.74 1.89 1.91
이전소득 0.85 0.97 0.65 0.71 0.69

주 1) 변이계수는 표본 표준 편차/표본 평균으로 계산하였음. 변이계수가 클수록 소득 변동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2) 일부 유형 농가의 소득(특히 농업소득) 변이계수는 이례적으로 높음. 이는 해당 유형(특히 청장년 소농과 고령 소농) 농가의 농업소득이 0보다 

낮은 사례가 있어서임. 음(-)의 소득을 기록한 농가를 포함하면 평균값은 작아지고 표준 편차 값이 커져 변이계수도 커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부표 4> 유형별 농가소득 중 공적 보조금 비중(2013~2017년)

단위: %

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청장년 소농

(SY) 10.1% 10.8% 14.0% 13.2% 14.9%

청장년 대농
(LY) 7.3% 6.7% 5.9% 11.1% 7.0%

고령 소농
(SO) 23.5% 30.1% 33.0% 31.8% 35.5%

고령 대농
(LO) 17.5% 18.3% 21.2% 21.8% 23.4%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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