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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오 현 석



다음의 내용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국가비전2045’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정책기획위원회 농산어촌소분과는 농정개혁TF활동(2018.5~10)에 이어 올해 1/4분기에 ‘포용
국가와 농어업·농어촌비전’ 작업을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연구진에는 오현석
(정책위), 황수철(농정연구센터), 김홍상(KREI),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 외에 국승용(KREI), 
황영모(전북발전연구원), 장민기(농정연구센터), 김종안(지역농업네트워크)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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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시민의 農’ 2045
- 전환의 키워드 ‘農’ -

□  요약
 • 농업농촌은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린뉴딜]

 • 농업농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다. [분권균형]

 • 농어촌은 국민의 집, 국민의 정원이다. [도농상생]

□ 목차

 제1장. 국가 농정 기본틀의 전환
   1.1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측면의 복합위기
   1.2 도전과제와 바람직한 미래상

 제2장. 미래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2.1 글로벌 트렌드 : 뉴노멀의 시대
   2.2 선진국 농정 트렌드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푸드
   2.3 전환의 열쇠 ‘농업농촌’과 지속가능 패러다임

 제3장. 포용 농어업·농어촌 2045 미래비전과 전략
   3.1 문재인정부의 농정공약과 2045 미래 비전
   3.2 포용 농어업·농어촌 2045 전략 방향
   3.3 포용 농어업·농어촌 2045 미래 비전
     3.3.1 비전과 목표, 전략과 과제
     3.3.2 포용 농어촌 2045 미래비전 4대전략 추진과제

 제4장. 근미래 전환전략과 정책과제
   4.1 근미래 4대 전략, 12대 과제
   4.2 근미래 12대 과제 추진방안
     4.2.1 사람 _ 인구이동관리와 역량강화
     4.2.2 산업 _ 소득창출과 안정적 먹거리망
     4.2.3 기술 _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생태계
     4.2.4 공간 _ 사람사는 포용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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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 농정 기본틀의 전환 

1.1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측면의 복합위기

[문제의식] 농업·농촌의 과거, 현재, 미래

  • 농촌은 앞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 농업이 미래세대의 선택 가능한 직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 급증하는 귀농귀촌인구를 농촌지역에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 대한민국 미래 농업농촌은 낙관적이지 않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표 악화 예상. 지방소멸의 위기

   - 현재까지의 흐름을 유지한다고 전제하면 지속적 악화
   - 무역적자 급증, 자급율 하락, 소득 하락,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 농정의 근본틀을 바꾸어야 함 : 농정 패러다임 전환

구 분 2017년 2030년 2040년
성장률(%)

무역수지(억$/조원)
1인당쌀소비(kg)

1인당3대육류소비(kg)
경지면적(천ha)

쌀생산면적(천ha)
농가호수(만호)
농가인구(만명)

농가인구비율(%)
65세이상인구비중(%)
명목농업생산액(조)

명목부가가치생산액(조)
곡물자급률(사료용제외)(%)

실질농가소득(천원)
실질농업소득/비중(천원/%)
도시근로자대비농가소득(%)

3.1
188.1(20.7)

61.3
49.1
1,621
865

104.2
242.2
4.7
42.5
48.2
26.7
48.9

34,386
9,034/26.3

63.7

1.6
262.8(29.0)

50.9
60.1
1,496
742 
93.9 
183.1
3.5
54.5
56.8
30.8
44.3

35,362 
8,836/25.0

61.4

0.8
313.3(34.3)

43.0
64.4
1,446
676
93.8
154.7
3.0
62.4
62.5
33.8
42.3

32,128
7,891/24.6

56.1
     *자료 : KREI. 2040전망.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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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과 정책의 변화 과정, 전환이 필요하다.

  - 발전국가 모델은 농업농촌을 생산주의 관점에서 먹거리 공급 기반으로만 인식. 
포용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경제·사회적 역할) 농지개혁, 쌀자급, 인적·물적 자원의 유출 등 경제성장의 토
대 역할

  (농어업의 성장) 비약적 생산성 향상, 기아탈출,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 1980
년대 이전에는 투입중심,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고투입(高投入)-고산출(高産出) 집약적 농어업생산 체계1)

  (성장의 그늘) 최근 생태·환경 문제, 외부자원 의존형 생산구조, 품목집중과 수
급불안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2)

  (정책의 변화) 정책은 농어업·농어촌 발전 주요 촉매제 역할 수행. 
   • 1980년대 이전 : 쌀 중심의 강력한 국가개입
   • 1980년대 이후 : 수입개방 확대, 축산 및 과수·시설채소 등 신작물 육성과 

농외소득 창출 추진. 
   • 1990년대 본격적인 구조개혁 농정 시작. 전업농 중심 규모화 정책추진. 성과 

미흡
   • 2000년대 이후 완전한 글로벌 체제에 편입. 
   • 2010년대 이후에는 농어가소득 다각화와 증대, 귀어농·귀어촌 활성화, 농어

촌 복지향상 등 주요한 사회 이슈 대응 강화

○ 대한민국 농업농촌은 어디에 서 있는가? 

1) 한국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매우 빠르게 증가. 농업총요소생산성은 1961년=100을 기준으로 2013년 351. 주요국가 
중 이스라엘(460) 다음으로 높은 수준. (중국 328, 일본 224, 네덜란드 253 미국 206)

2) OECD(2018)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농지의 질소와 인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 집약적 농업 국가인 네덜란
드, 일본도 여전히 높으나,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감축. 농약, 비료, 에너지 등 투입은 감소 : 농림수산업 석유
환산 에너지사용량 2004년 5,545천TOE(3.31%) → 2013년 3,485천TOE(1.7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농가계층별 투입 불균형 심각 : 농업용 면세유 사용은 5천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7%의 농가가 전체의 60% 사용하
고, 농사용 전기도 100kW를 사용하는 0.7%의 농가가 전체의 47%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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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농어업·농어촌은 글로벌 체제에 편입. 급격한 
수입 확대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 불안정 확대,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정체,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축산 등 일부 품목 편중, 농가소득 양극화, 후계인력 
미확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총생산액(조원) [경상] 49.8 49.2 49.0 47.6 48.2

농가수(만호) 114.2 112.1 108.9 106.8 104.2

농가소득(백만원) 34.5 35.0 37.2 37.2 38.2

 - 농업소득비중(%) 29.1 29.5 30.2 27.1 26.3

곡물자급률(%) 23.3 24.0 23.9 23.7 23.4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8.3 5.9 4.5 4.8 4.9

농축산물 수출액(억불) 51.8 56.9 57.2 60.4 6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주요통계 2018

농업·농촌 주요 지표 변화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 추이(1990~2015년) (단위: %)
구분 ‘90(A) ‘95 ‘00 ‘05 ‘10 ‘15(B) B/A

경작지(3ha이상) 비중 10.2 19.1 25.7 33.3 43.6 43.5 4.3배
논농업(3ha이상) 비중 6.2 14.8 20.0 29.5 37.7　 44.4　 7.2배

시설농업(2천평이상) 비중 25.5 38.3 47.1 52.9 50.7　 51.2 3.8배
한육우(50마리이상) 비중 5.5 8.0 25.0 32.5 47.8 63.2 11.5배
낙농(50마리이상) 비중 8.7 17.8 50.4 71.6 82.8 88.5 7.8배

양돈(1000마리이상) 비중 23.3 36.5 60.2 77.9 88.4 91.0 3.9배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 농촌지역 공동화, 낮은 삶의질과 양극화 : OECD 평균보다 5% 높은 도시화율
(83%).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주택, 교육, 문화, 복
지, 보육, 교통 등에 대한 투자 취약

  - 식생활 패턴 변화와 먹거리 안전·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 지속. 소비패턴
은 외식 및 가공식품 중심으로 전환. 식생활의 외부화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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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상승, 먹거리 안전 문제가 먹거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지
속가능한 먹거리체계(food system)를 지향하는 푸드플랜정책 중요

  - 쌀 이외의 주요 곡물자급률은 미미한 수준(밀 0.9%, 옥수수 0.8%, 두류 
5.4%), 2017년 자급률은 곡물 23.4%, 육류 66.7%, 우유 50.3%. 기본 먹거
리의 해외 의존도 높음.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 
위험요소로 작용3) 

○ 복합위기는 무엇이고 어디서 유래 되었나?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농업농촌의 복합위기 분석 필요

  - 경제적 측면의 위기는 고도성장기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에서 시작. 시장대응
력 취약. 먹거리의 3/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개방경제체제가 경제적 측면
의 농업농촌 위기를 상시화한 결정적인 원인. 최근의 미중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 주목해야

  - 사회적 측면의 위기는 ‘농촌공동화’라고 압축적으로 표현. 거대한 이탈농 현상
에 뒤이어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진행. 인구구조 및 인구분포 변화는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 사회복지 측면의 저투자로 연결됨. 최근 저성장·양극화 시대로
의 진입과 베이비부머 은퇴가 맞물리며 귀농귀촌 인구가 연간 50만명 상회. 
절반 이상이 40세 미만 젊은층

   
  - 환경적 측면의 위기는 기후변화, 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위기 등의 글로벌 차

원의 문제와 고투입 농업의 문제. 기후환경변화는 본질적으로 에너지 이용의 
문제이고,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만 해결가능.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로의 전
환은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요소. 더불어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에 의존하는 
고투입 농업의 지역순환형 환경보전형 농업으로의 전환 시급

3) 2018~2022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식량자급률 55.4%, 곡물자급률 27.3%로 이전 계획보다 낮게 설정. 
FAO(세계농업식량기구) 통계를 기준으로 곡물수입 의존도는 조사대상 166개국 가운데 129위로 사막국가·도서국가 
등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임 * 곡물수입의존률(2011~2013년 평균) : 중국 3.4%, 영국 9.1%, 북한 13.6%, 이탈리
아 25.3%, 스페인 31.8%, 뉴질랜드 36.5%, 스위스 54.7%, 일본 75.8%, 한국 77.3%, 이스라엘 93.2%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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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전과제와 바람직한 미래상

[원인진단] 구조농정의 결과물 : 근대화=구조농정 패러다임
[도전과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

○ 농촌 인구구조, 지방소멸?

  - 2013~2015년 3개년 평균 도시인구 비율은 82.7% (농촌인구 비율 17.3%). 
OECD 국가 평균 77.9% (농촌인구 비율 22.1%) 4)

  - 도시화의 진전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환경오염, 폐기물, 교통, 범죄, 지가상
승 등).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농촌의 공동화(空洞化)와 지역자원의 유휴화(遊
休化) 촉진 요인 작용, 지방소멸 위기

  - 인구감소 및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2031년 
52,958천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예상(통계청, 2019), 2021년 65세 이상 인
구비율이 20.2%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5)

○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토대

  -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성장·양극화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가속화 추세. 인
구이동의 안정적 관리 및 지역 정착 유도 필요. 인구이동은 사람과 유무형의 
자산의 이동을 동반. 인구이동이 향후 지역 활력의 중요한 자원

  - 1955년생부터 시작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와 1974년생으로 마감되는 2차 베
이비부머까지 20년(1955~1974) 사이의 1,700만명 수준의 대규모 은퇴 행렬 
발생 예상. 소비침체와 경제위축, 사회보장 요구 증대 현실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일자리 양극화

4) 신유선 외,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농업, 201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KREI) : (‘17) 42.5% → (’30) 54.5% → (‘40)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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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귀촌은 ’17년에 처음으로 517천명으로 50만명을 넘어섬. 도시의 주택문
제, 일자리 부족, 노후 준비 등이 귀농귀촌의 주된 이유이고, 귀촌인 상당수는 
몇 년 지나 귀농으로 연결되기를 희망. 최근 농업농촌 영역의 일자리 증가.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귀농‧귀촌인구(명) 422,770 457,511 486,638 496,048 516,817

귀농인구(명)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귀촌인구(명)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귀농·귀촌 인구 현황 (농식품부, 2018)

○ 기후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6)는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

     *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₂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CO₂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 제시7)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은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
책을 도시와 지방에서 동시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량(육류, 유제품 등) 소비를 
줄이거나 에너지자립을 실천하는 생활방식의 전환을 추진함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15%(30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산
업에서 창출되는 부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새로
운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

○ 국가푸드플랜과 지역푸드플랜으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

6)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임. 전문가 협의체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다루는 의제들에 대해 특별보고서는 작성하는 것이 주된 활동임.

7) 지구온도 2도 상승과 비교하여 1.5도 상승시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해수면 상승, 기반시설 등의 피해가 크
게 줄어들며,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 계층도 2050년에 수억명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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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동안의 공급확대정책으로 1990년대 초 UN 기아국가(기아인구 5% 이상)에
서 제외. 그러나 대형 먹거리 안전 사고, 비만과 성인병 확산, 대량생산·대량
소비에 의한 환경부담, 먹거리 불평등 심화

  - 생산력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한 먹거리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8) 공급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푸드플랜 정책 중요

 
  -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식량(곡물)자급률도 1990년 70.3%에서 2017년에는 

48.9%로 급격히 하락.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태. 2040년
에는 42.3%9)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세계 식량위기 발생시 국가 불
안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음. 

  - 한반도식량계획 및 동북아 공동의 푸드플랜 구상 등으로 국가 먹거리 안전망
을 구축하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정학적 리
스크 축소 기반 마련

○ 농어업·농어촌이 문제해결의 열쇠 

  - 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 자연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은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
고 국가균형발전의 계기

  - 농어업·농어촌의 내적 혁신 역량 필요.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양적 
측면의 단면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식생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
려한 다면적·종합적 먹거리(식품)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함

8) 비만의 사회적 비용 : ‘15년) 9조 1,506억원 → 16년) 11조 5000억원 (건강보험공단, 2018)
9) KREI의 2040 전망,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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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래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2.1 글로벌 트렌드 : 뉴노멀의 시대

○ 기후환경변화 : 물, 에너지, 식량

  • 기후환경 변화 : 2050년 온도상승 1.5⁰C 이내 억제
  • 에너지 전환 :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 식량 생산 소비구조 변화 : 자연재해, 세계인구 100억

  - 미래 위기와 미래 가능성 양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핵심 단어는 ‘자연’(기
후환경). 20세기는 물리학의 시대,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 할 만큼 ‘자연’
은 중요

  - 201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력(impact) 측
면에서 기후변화,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 환경적 요인을 최우선 글로벌 리스
크로 제시. 양 측면 모두 10대 리스크 중 5개가 기후환경변화 관련 리스크

  - 20세기에 저평가 되었던 요소들이 21세기에 주목받고 있음. 공기, 물, 햇빛 
등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매우 값비싼 자산이고 ‘커먼스(Commoms)' 관점
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농업·농촌이 미래 문제해결의 열쇠가 됨

  - 에너지 전환의 공간으로서의 농촌,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의 농민과 지역주
민을 재조명해야 함. 미래산업의 기초로서 농업, 재생에너지, 물 등의 자연자
본을 토대로 하는 산업은 우리 사회경제의 기초를 구성. 농어촌 지역을 중심
으로 그린뉴딜정책의 전면적 추진이 필요한 시기10)

10) KEI의 최근 연구(이창훈, 2019)에 따르면, 2015~2017 3개년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3년이고, 2017년은 산업
화 이전 대비(1880-1920년 평균) 1.17℃ 상승. 재생에너지 전세계 시장규모는 2016년 약 2,416억 달러이고, 태양
광과 풍력은 2040년까지 전세계 발전시장에 투자되는 10.2조 달러의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BNEF 2017). 재
생에너지 산업은, 원자력, 화력발전과 같은 장치산업과 달리, 소규모, 분산형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큼. 2016년 
기준 약 전세계 980만명이 재생에너지 관련 일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2,400만명 이상으로 일자리 증가 전망
(IRENA).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5°C 기후변화대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에너지전환 전략 제시 : 
1.5°C 달성을 위한 2050년 국내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도출하고, 이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수요 및 에너지믹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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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변화 : 인구(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 글로벌 인구 급증의 파급효과 주목해야, 세계인구 100억 시대는 ‘늙은 선진
국, 젊은 개도국’으로 표현되며 글로벌 무역 및 경제질서 전환의 주요 변수로 
작용. 글로벌 자원전쟁 격화. 글로벌 불평등은 개도국의 성장으로 상대적으로 
완화 경향

  -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상황과는 정반대로 저출산·고령화.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가 고령화와 맞물리며 사회경제 전부문의 리모델링이 요구됨. 연간 50만명 이
상의 귀농귀촌으로 상징되는 인구이동은 은퇴자 노후,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경제 현상. 

  -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11) 대규모 일자리 대체 현상이 진행중이라고 설명. 
2018년 71% 노동자, 29% 기계가 2022년에는 58% 노동자, 42% 기계로 전
환. 일자리 변화 측면에서 일자리 감소는 10%(31% → 21%)이고 일자리 증
가는 11%(16% → 27%). 아세안 5개국 고용의 56%가 10∼20년 사이 소멸. 
남성보다 여성,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 고임금보다 저임금 종사자가 일자리
를 잃을 가능성 높음

○ 국제질서변화 : 통일경제, 패권전환 (G2) 

  - 지정학자들은 강대국의 조건으로 에너지, 식량, 인구, 군사력 등을 제시. 냉전
해체, 브릭스 약진, 세일혁명, 에너지전환 등의 요인들로 인해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경향

  - 미국은 세계자유무역질서와 관련된 강력한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선회하는 경향. 세기적인 글로벌 패권 전환기로서 글로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전부문의 변화 가속화. 글로벌 교역질서 또한 WTO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하는 단계

시
11)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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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의 증가로 육류소비 급증 등 개도국 소비형태가 선진국 유형으로 전환. 
이는 사료곡물 수요의 급증을 의미. 옥스팜은 2050년에는 전세계 곡물수요가 
지금보다 6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외 의존형 식량산업구조 탈피 필요

  - 개도국의 중산층 증가와 구매력 향상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시장이 약진하
고 있음. 미래 대응 신남방정책이 중요한 시기. 한반도 통일경제와 동북아 및 
아세안 중심의 경제망 구축과정에 농업농촌과 푸드가 중요한 역할 수행

○ 농어업농어촌 전환 : 자연 + 사회경제 + 지식․기술

  - 현재 21세기 초반은 뉴노멀의 시대. 기존 질서는 붕괴되고 있으나 새로운 질
서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을 위기라고 표현. 현재의 위기는 새로운 100년의 
글로벌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복합위기를 관리하고 혁신하여 2050 시
기를 융복합 상상력으로 조망해야

  
 - 농업·농촌의 중심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 

4차산업혁명의 물결은 전통적인 공간적 제
약을 해소. 

 - 자연자본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과 지식이 
결합되는 곳으로서 농업농촌의 장점 발휘.  

 

  - [그린뉴딜] 재생에너지와 생태농업과 협동사회경제가 지역에서 어우러지는 새
로운 형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 농업농촌은 그린뉴딜의 키워드

2.2 선진국 농정 트렌드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푸드

○ 주요국 농정개혁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향하는 농정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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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유럽공동농업정책(CAP)은 

    (1) 농정이념의 전환 : 구조·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가능·다기능농정으로
    (2) 농정대상(축)의 전환 : 농업(단일축)에서 농업+농촌(두 축)으로
    (3) 내용적으로 끊임없이 진화 : 농업활동의 환경적, 사회적 기여(균형발전)를 

강화하기 위한 직불제 개혁, 4차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성과의 접목을 통
한 농업시스템의 혁신, 생태, 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지역을 지속가능한 생태기반경제(Bioeconomy)로 전환

    (4) 최근에는 먹거리정책까지도 포괄하는 큰 틀의 농정 재편 강조 

○ 주요국의 농정혁신 방향

  - 글로벌 스탠다드[자유로운 교역, 생산연계 보조의 대폭 축소] 유지를 전제로 
각국은 농정의 전략적 성격 강화.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은 정체·감축 추세
이나, 정책적 개입영역과 추진 방식을 주기적으로(주로 5년 주기) 조정해 가면
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주목되는 점은 농정이 ‘농업’의 성장·생산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농업분야는 물론 농촌, 지역, 환경, 
먹거리 영역으로 농정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국가개입의 기초영역으로서 국
민적 이해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WTO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로 수렴되었던 농정 전략의 지향이 국가마다 차이
를 보이며 다기화(多岐化)되고 있음

    (EU) 예산총액을 유지하면서 농업의 환경보전 역할 강화, 청년농 육성, R&D
와 사회혁신 등 미래 대응에 중점을 두는 농정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 국제 식량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체의 책임성을 강화. 직불제 폐지 수
입보험 체제로 전환, 농업경영체 소득·가격 안정(주요 전략 작목 중심)
과 재해 등 리스크 대응 중심의 정책 지원을 확대. R&D 및 환경보전, 
파머스마켓 등 보완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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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업과 농촌 정책의 분리, 공세적 농업과 다각화된 농촌의 역할을 동시
에 추구. 2000년대 이후 (아베 정부) 신자유주의·시장중심 제도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 

○ 전망과 시사점

  - 우리나라 농정은 1990년대에 정립된 효율성과 시장경쟁력 우선의 구조개선농
정의 틀이 지속되면서 개혁·혁신이 지체됨.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글로벌 변화에 대응해 농정의 근본적 전환 필요

  - 쌀을 중심으로 직불체제를 마련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정책 영역의 조정과 
추진 체계 재편 등 근원적 혁신은 이뤄내지 못함

  - 농업·농촌 내부의 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적 변화와 미래에 대응해가는 각국의 
농정개혁을 파악하고 우리 농정의 전환에 대해 숙고해야

2.3 전환의 열쇠 ‘농업농촌’과 ‘지속가능’ 패러다임

○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

  - UN의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2050년을 향한 글로벌 이슈는 
‘지속가능성’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협약
이 필요.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Green New Deal)’에 대한 논의 확산.12) 2019년 2월 미국민주당의 유력의원
들이 당의 중심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법제화 추진. 차기 대선의 핵
심 공약화 추진13)

  - 그린뉴딜은 환경보전형 농업생산, 재생에너지 산업, 지역협동사회경제망 구축 

12) 201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그린 뉴딜 정책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오카
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의원도 2019.2.7. 미 의회에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세계적
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13) 미국 민주당 ‘그린뉴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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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14) 농업농촌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비전의 핵심 전략과제
로 채택하여 추진해야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Zero
  - 2030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Zero
  - 2030년까지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Zero
  - 2050년까지 교통부문 전체 화석연료 사용 Zero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국가 기준 수립
• 깨끗한 물과 공기에 관한 기본권 회복
  - 국가 청정 공기 기본법 통과 및 실행
  - 2025년까지 메탄 배출량 50% 감축
  - 국가 납(Lead) 파이프 교체 및 인프라 개선
  -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권 보장
  - 200만 마일의 국가 식수관을 청정하게 보호
• 지속가능한 국토 경관 복원
  - 2035년까지 4천만 에이커의 공공 및 민간 유휴부지의 녹지화
  - 2040년까지 500만 에이커의 습지 복원
  - 2050년까지 70%의 농지에 지속가능한 농법 보급 및 토질 복원
  - 오염된 산업용지 및 일반 토지 복원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강화
  - 대도시와 근교 지방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국가 기금 설립
  - 도심의 공공 농지 및 재생가능한 부지 확대
  - 도심 교통 체계 및 대중 교통의 현대화
  - 2040년까지 도심지 배출 폐기물 Zero
  - 2040년까지 도시 배출 메탄가스 50% 감축
• 1천만 그린뉴딜 신규 일자리 창출
  - 그린뉴딜을 통한 1천만 신규 일자리 창출
  - 그린뉴딜 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 그린잡 일자리 보장 제도 도입
  - 일자리의 질(Quality) 국가 기준 수립 

자료 : ‘그린뉴딜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 https://brunch.co.kr

미국 민주당 오카시오 의원의 ‘그린뉴딜’ 제안의 주요 내용 (2019.2)

14)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2015년 기준 매출액 306조원. 국내 총생산(명목 GDP) 1,559조원의 20% 차지. 전자산업
에 이어 2위 규모. 매출 1조원 이상 에너지 기업은 대부분 석유, 석탄, 원자력, 가스 등 수입한 화석에너지를 기반
으로 함.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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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린뉴딜1 : 농(農)과 식(食)의 가치 확장

  - 현대인의 삶에서 농(農)과 식(食)의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기대 증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환경, 건강, 지속가능사회와 연계된 
복합적인 가치 획득. 환경보전형 생산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중요. 공익형 직불제 중심 정책의 근거

  - 농업·농촌은 ‘산업’과 ‘공간’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하고 있음. 농업·농촌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
계되며, 도시화와 외부 의존적인 식생활 구조를 보완하는 역할. ‘사람 중심 
사회경제’ 구현에 적합

○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린뉴딜2 : 협동사회경제 중심의 농촌혁신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 : 농업·농촌, 농정은 우리사회
의 미래를 위한 잠재력 확대 방향으로 전환 중. 지역산업이자 국민이 향유할 
산업인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농촌체험·관광 등으로 발전. 또한, 농촌공동
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고, 도농상생의 긍정적 사례들을 창출해 
가고 있음. 

  - 집약적·고투입 생산체계를 극복하여 환경과 조화된 농어업시스템으로 전환하
고, 건전한 미래 주체를 확보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 특히, 기후환경, 인
구구조, 지역사회, 식생활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농정의 주체 구상 필
요. 우수 지역 사례의 공통점은 생산 및 유통가공과 소비의 연결망에 지역사
회의 협동사회경제가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임15)

○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린뉴딜3 :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 태양광 및 풍력 등의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는 2050년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를 위한 필수조건. 특정 지역에만 편재된 엘리트에너지인 화석에너

15) 협동사회경제 중심의 농촌혁신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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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탄,석유)이용을 고도화 하여 집중된 산업과 도시가 성장.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에너지

  - 미래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지역에 의존. 농어촌지역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
역산업화. 프랑스는 농민의 태양광발전은 농업행위로 규정. 우리도 농민에게 
최우선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 접근 보장 필요(햇빛농사). 농민과 지역주민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상호금융의 지역순환체계 활성화 

  - 지방정부 중심의 공공적 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발전수익은 그 동안 상
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을 지켜온 지역주민에게 ‘지역배당’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특히 농민기본소득 설계 시 주요 재원으로 활용16)

  - 농민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연계하여 지
방정부별로 지방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
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확산. 도로, 철
도, 국공유지, 공유수면 등에 환경을 고려한 계획적 투자로 장기(최소 20년)
간의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

 

 (원주) 1966년 원주신협이 설립된 이후 천주교와 자생적 생협(한살림원주생협, 호저생
협, 원주의료생협 등) 활동이 발전하며 협동조합 생태계가 정착. 2009년 원주협
동사회경제네트워크(19개 단체 참여) 등 지역 협동사회,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

 (홍성) 홍성군 홍동면에는 자치 농업교육(풀무고등·전문학교)과 친환경농업으로 강고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 또한 인근 장곡면 등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서 장애우를 위한 사회적농업[행복농장]과 청년귀농[젊은협업농장] 등 대안적 흐
름을 창출하고 있음.

 (완주) 로컬푸드 확산의 근원지이며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커뮤니티비즈니
스센터 등 사회혁신을 위한 시도를 속에서 로컬푸드 직판장을 시작으로 완주로
컬푸드협동조합, 온고을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등 중소농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음  

[사례] 농촌 지역사회의 잠재력 : 원주, 홍성, 완주 

16) 2019년 1월 기준으로 30여개 지자체에서 농업인 기본소득제 또는 유사제도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음(해남군, 
함양군, 거창군, 부여군 등 시행 또는 시행확정) 농업인 기본소득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이 추진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실제로 농민수당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
체의 상당수가 농촌지역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중앙일보. 
2019.1.3.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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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포용 농어업·농어촌 2045 미래비전과 전략

3.1 문재인정부의 농정공약과 2045 미래 비전

○ 문재인정부 농정공약의 구조

  - 2045년을 바라보며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한 공약의 구조를 ‘문재인의 
생생지락’이란 농정공약 시리즈에서 공약트리 형태로 발표17)

  - 식량·에너지·생태환경 위기 인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어업과 농어
촌을 만드는 것이 핵심. 직불제 중심의 농업재정개혁, 자치분권형 지방농정, 
농업회의소 중심의 협치농정을 3대 기반으로 하고 협동사회경제 등 10대 축
을 세운 후 세부 실천공약을 나무 모양으로 알기 쉽게 배치

○ 농정공약의 문제의식은 ‘2045 비전 전략’ 수립에도 유효
 
  -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근본적·구조적 정책전환을 지향하는 공약의 문제의

식은 2045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

17)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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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사회혁신, 국민먹거리체계, 도농상생과 한반도식량계획, 협동사회경제, 지
역분권자치와 균형발전 : 농업농촌이 미래 문제해결의 열쇠 

3.2 포용 농어업·농어촌 2045 전략 방향

○ 농어업·농어촌의 역할 재정립

  - 농어업·농어촌은 포용국가·포용사회·포용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 2045년의 
시선으로 현재를 보며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과 로드맵을 준비

  - 전환의 시대에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의 시대적 요구
와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농촌 내부의 요구를 통합하여 새로운 어젠
다 설정. 이를 위해 역할의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농업·농촌 → 국가·사회) 포용국가와 농업·농촌의 역할 전환

  - 농업·농촌은 한국 사회·경제의 기초 영역으로서 역할 담당. 지역의 중심, 지역
문제 해결의 중추로서 농어업·농어촌의 역할 확대 : 양적 성장이 아닌 농촌사
회혁신(social innovation)을 통한 질적 발전 추진. 지역 활력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 담당

  - 농업과 환경의 조화 (농생태, 환경보전 역할) : 고투입·고생산 농업에서 탈피
하여 적정한 생산기반·생산력을 바탕으로 안전·안정의 국내산 농축산물 공급력
을 확보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강건한 농촌공동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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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 농업·농촌) 농업·농촌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재인식

  - 농지(農地)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 농업·농촌 미래세
대 확보, 건강한 농촌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과 역량 확대 지원

  - 지역농업·농촌의 순환, 도농복합-교류의 사회문화 기반 필요 : 먹거리, 농촌어
메니티, 지역전통문화 등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의 상호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공간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기초 확립 

(글로벌 영향력) 기술, 지정학적 급변에 대응할 경제·사회안전망 구축

  -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 대외 의존형(수출입 중심) 경제구조 
및 자연자원·에너지원의 부족 등 미래 리크스 대응의 거점으로서 농업·농촌 
재인식

  -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역할 확립

  - 급격한 농생명과학기술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글로벌 식량기업의 이합집산(離
合集散)과 독점력 확대에 대한 대비

포용사회·포용국가와 농어업·농어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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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방향 : 지속가능성, 다기능성 중심

  - 지속가능·다기능 농정의 의미 : 농어업·농어촌은 국민생활과 통합된 지역산업, 
생활, 향유의 가치를 발현, 이의 기초가 되는 농어업의 다기능성
(multifuncionality)을 창출18)

  - 다기능 농어업의 3대 요소
    • 농어업·농어촌과 사회의 통합
    • 중소 농어가를 포함한 강건한 농어업·농어촌 사회경제 기반 구축
    • 생태환경과 조화된 농업생산 시스템

  - 다기능 농어업 실천 방식 
    • 농어업자원의 다각화된 활용과 경제력 창출 [품목다양화, 중소가공, 체험관

광 등]
    • 로컬푸드를 비롯한 근거리 시장 창출
    • 유기농·경축순환 등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 농어가간 연대·협동의 조직화
    • 대안적 사회·공동체 문제 해결 [재생에너지, 사회적농어업, 미래세대 육성 등]

  - 지속가능·다기능 농정은 포용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사람·지역·환경 중심 
    (목표의 전환)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어업·농

어촌 시스템 구축 
    (정책영역의 확대) 농어업에서 농어촌과 먹거리로, 생산자에서 소비자, 미래세

대까지로 영역과 대상 확대
    (추진체계의 개편) 중앙집권적 하향식 추진에서 분권과 협치 방식으로 

18)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을 농정이념으로 채택한 독일사례 : ◦ 농업기본법에 따라 독일연방정부가 4년마다 발간하
는 농정보고서(Agrabericht)의 가장 앞에 농정의 기본 이념으로서 다기능 농업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농
정의 지도이념은 매력있고, 살만하고, 활력있는 농촌공간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으로 책임성 있으며, 경제적
으로 효율적이며, 다기능적으로 구성된 농림수산업을 포괄한다.” ◦ “농업 가족 경영체와 농민적 경영방식을 지닌 
농업기업이 이러한 이념에 특히 부합한다. 이들은 농촌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큰 의미를 갖는다.” 
◦ “독일 농업과 식품산업과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적절한 가격의 먹거리를 생산하며 세계 식량공급 안정에 기여
한다. 거기에 더하여 이 산업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재생가능한 원재료의 공급에도 기여한다.” 자료 : 황수철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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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용 농어업·농어촌 2045 미래 비전

3.3.1 비전과 목표, 전략과 과제

□ 비전과 목표
비 전 지속가능한 국민의 ‘農’ 2045

목 표
환경적 가치가 발현되는 농식품 산업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농어촌 공간

평화번영의 한반도 먹거리 공동체

□ 전략

  [사람]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농정거버넌스

      • 지역농정, 협치농정 : 전국·시도·시군 농업회의소 설립 법제화 
      • 농업경영체등록제도 강화,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산업] 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업, 국민의 먹거리

      • 지속가능농업 : 식량자급율 제고, 환경보전형농업, 생산조직화
      • 국민농업·국민먹거리 : 푸드플랜, 먹거리 정의, 소비조직화

  [공간] 순환과 공생의 지역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 농어촌 지역혁신 : 아젠다 방식 농촌정책, 협동생활경제망 구축
      • 농어촌 그린뉴딜 : 저탄소 경제, 재생에너지 신성장동력화

  [정부] 재정과 조직혁신으로 농정추진체계 개편

      • 농업재정혁신 : 직불제 농정, 법정예산, 계획협약, 거버넌스 농정
      • 행정조직혁신 : 진흥조직 및 산하기관 재편, 지방농정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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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영역별 전략 추진과제

사람
(역량)

농정
거버넌스

• 농업주체 육성 : 청년농민, 중소 가족농 중심, ‘시민’
으로서의 농민 육성

• 귀농귀촌 활성화 : 인구이동관리 종합플랫폼
• 농업경영체등록제도 강화 : 정책대상, 세제정비
• 농업회의소법 제정, 전국·시도·시군 협치농정

산업
(소득)

지속가능
국민먹거리

•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먹거리정책과 도농연대
• 먹거리 정의와 먹거리 보장 실현 : 푸드플랜
• 식량자급율 제고, 한반도 먹거리계획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공익형 직불제
• 농산물거래소, 품목별전국연합, 품목유통위원회 

공간
(사회)

지역협동
사회경제망

• 아젠다 방식의 농어촌정책, 계획협약 강화
• 농어촌 그린뉴딜 : 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
•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공간재편 : 컴팩트시티 
• 산업고도화 대비 지역주민배당 : 기본소득
• 생활경제망 : 로컬푸드와 6차산업, 주택, 에너지

정부
혁신

먹거리정책
추진체계

• 재정혁신 : 직불제 농정 전환, 법정예산 강화
• 먹거리정책 일원화 : 농업농촌식품기본법으로
• 지방농정 및 지방재정 강화 : 계획협약 활성화 
• 조직혁신 : 중앙-지방연계 조직(지방농정국) 설치
• 농업진흥기관 위상과 역할 전면 재편
• 공사 등 산하기관 위상과 역할 전면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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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포용농어촌 2045 미래비전 4대전략 추진과제

[전략1]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 농정

사람
(역량)

농정
거버넌스

• 농업주체 육성 : 청년농민, 중소 가족농 중심, ‘시민’
으로서의 농민 육성

• 귀농귀촌 활성화 : 인구이동관리 종합플랫폼
• 농업경영체등록제도 강화 : 정책대상, 세제정비
• 농업회의소법 제정, 전국·시도·시군 협치농정

○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활력의 계기로

  -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범부처 차원의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
으로 전환

  - 모든 지방정부 및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시민과 구성원들의 귀농귀촌 의향을 
조사하고 귀농귀촌 사전사후 일체의 서비스 제공.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계획
적이고 안정적인 이동 지원

○ 청년농민과 중소 가족농 육성, ‘시민’으로서의 농민 육성

  - 100만 농가 중에서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는 1만 가구(1%) 수준에 불과. 미
래 농업담당자 확보 차원에서 특단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필요

  - 농가경영 다각화(6차산업화)를 통한 가족농 육성. 농업활동의 범위(법적지위)를 
체험·관광 및 파생 활동, 농산물 가공, 재생에너지의 생산·판매 등으로 확대

  - 여타 시민 사회 계층과 동등한 책임과 권한 부여, 한국 사회의 발전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로 육성, “농민은 예외적 존재”라는 非시민적 이
미지 극복  

○ 농업경영체등록제도 대폭 강화

  - 직불제농정과 거버넌스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민의 자격에 대한 엄밀
한 규정이 필요. 농협조합원 자격, 농업회의소 회원자격, 농업정책 지원대상 
자격 등 단일한 법정 기준 정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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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농업회의소 중심 농정거버넌스 완성

  - 선진국형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활성화 시급
  - 지방화와 분권화에 맞추어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해 시군·시도·전국 농업회의

소 설립운영으로 대안 있는 협치농정 체계 구축

[전략2] 지속가능한 국민먹거리

산업
(소득)

지속가능
국민먹거리

•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먹거리정책과 도농연대
• 먹거리 정의와 먹거리 보장 실현 : 푸드플랜
• 식량자급율 제고, 한반도 먹거리계획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공익형 직불제
• 농산물거래소, 품목별전국연합, 품목유통위원회 

○ 푸드플랜(먹거리종합전략)의 확대

  - 푸드플랜은 중앙/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환경보전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임19)

  - 국가 푸드플랜과 모든 지방정부 푸드플랜 수립 제도화 추진
    • 먹거리 양극화 해소, 건강한 식생활 지원 확대 등으로 불균형 식생활로 인

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범부처 계획 필요
    • ‘국가 식품 기본법’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 기본법’을 통해 모든 지자체가 

먹거리종합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화 추진
   
  - 도시 지자체 대상 푸드플랜 정책 개발 확대
    • 도시 푸드플랜은 농촌 지역과 연대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 푸드플

랜의 확대는 농촌 푸드플랜 정착에도 기여

19) 푸드플랜 주요 목표 : ①먹거리 정의 실현 ②환경친화적 먹거리의 지역선순환체계 구축 ③지역 사회경제 활성화 
④도농연대 활성화. 현재는 로컬푸드사업, 학교·공공급식 사업으로 중심으로 추진. 단계적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
장, 소비자 조직화, 환경배려·윤리적 소비 확산, 먹거리경제 및 일자리창출, 먹거리기반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확
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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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지역은 로컬푸드 또는 도시농업, 직거래 물류시설, 식생활 교육 및 체
험 시설 등 먹거리SOC 확보에 대규모 비용 소요 : 정책간 연계 또는 먹거
리 SOC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필요

  - 농산물사이버거래소(전국단일시장화), 품목별조직화와 전국연합 및 의무자조금
과 유통위원회(마케팅보드)를 통한 농민 자율적 수급조절 및 시장대응력 제고

[전략3] 농어촌 지역협동사회경제

공간
(사회)

지역협동
사회경제망

• 어젠다 방식의 농어촌정책, 계획협약 강화
• 농어촌 그린뉴딜 : 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
•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공간재편 : 컴팩트시티 
• 산업고도화 대비 지역주민배당 : 기본소득
• 생활경제망 : 로컬푸드와 6차산업, 주택, 에너지

○ 어젠다 방식 농어촌 정책 전환 및 계획협약 확대
  - 농어업·농어촌 정책 추진방식을 계획협약에 의한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
    • 농어촌 계획협약은 정부가 설정한 농어촌발전 목표와 방향(국가어젠다)에 맞

도록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관련된 사업군과 지자체 재량사업에 대
한 예산을 포괄지원하는 정책추진 방식으로 농식품 정책 사업 전반을 대상
으로 확대 필요20)

○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추진 체계화
  -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 범위 확대 및 중간지원조직 체계적 육성
  - 도시민들의 농어촌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를 정책적 여건 조성

20)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 지자체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패키지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최장 5년간의 사업계획
을 제출하면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 선정된 지자체에
는 패키지 지원에 포함된 사업은 일괄지원하며, 연계지원 사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공모 시 인센티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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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패키지

• 자연 중심 : 생태농업 + 햇빛농사 = 지속가능 그린뉴딜 
• 사람 중심 : 농민 + 주민 / 전업농 + 비전업농 / 귀농귀촌 = 거버넌스
• 생활 중심 : 주택 + 교통 + 복지 + 문화 + 소득 = 협동사회경제
• 공간 중심 : 분권균형 = 도농상생

 
 - 농어촌을 도농상생의 국민의 집, 국민의 정원으로
    • 농촌청년뉴딜정책으로 협동사회경제 청년일자리 집중 육성
    • 귀농귀촌과 5060뉴딜, 액티브 시니어 플랜으로 인생이모작 지원
    • 로컬푸드 기반 6차산업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 발전
    • 지방정부간 연대협력기구로 고령화와 인구이동에 대처
    • 상호금융의 지역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지역별 주택․의료․복지․에너지협동조합을 육성. 지역협동생활경제망 
    • 지역으로의 사람과 자본이동에 대응한 O2O플랫폼 구축. 도농상생
    • 지역별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 : 시군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및 마을에너지

협동조합(에너지자립마을) 집중 육성
    • 지구단위 지역 공간계획 및 농어촌 지역의 사회주택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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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 정책추진체계 재편

정부
혁신

먹거리정책
추진체계

• 재정혁신 : 직불제 농정 전환, 법정예산 강화
• 먹거리정책 일원화 : 농업농촌식품기본법으로
• 지방농정 및 지방재정 강화 : 계획협약 활성화 
• 조직혁신 : 중앙-지방연계 조직(지방농정국) 설치
• 농업진흥기관 위상과 역할 전면 재편
• 공사 등 산하기관 위상과 역할 전면 재편

○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

  - 농지기본직불제로 전환 : 쌀고정직불제, 쌀변동직불제, 밭고정직불제를 통합하
여 농지기본 직불제로 전환 : 쌀변동직불금 최대 지급액인 1.4조원을 새롭게 
재편되는 농지직불금의 재원으로 추가 편성

    • 쌀 농가 경영 안정 장치로 쌀 수입보장보험 추진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농업경영체DB, 농지이용제도 및 세제 개편21)

  - 다양한 공익형 직불 사업 확대 : 농지기본직불과 공익적 기여에 대한 가산형 

21) 직불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농업경영체 DB의 경작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선, 경작에 대한 교
차 검증 체계 등의 개선 필요.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정비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직불제 이외에도 농업회의소 
회원, 농협 조합원 자격, 세제개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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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은 핵심 정책. 공익형 직불은 법령 정비 없이 정책결정으로 추진 가능. 
다양한 시범사업 필요

    • 특히, 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이 공익형 직불과 연계된 시범사업을 확대하
고, 친환경직불에 대한 정비도 필요

    • 공익형 직불 중에는 지역 특화형 직불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자체의 
직불정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매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자체 차원
에서 직불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

  - 농업인 인식 전환과 농업관련 세제개편
    • 공익형 직불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
    • 농민 스스로 농업소득세, 농산물 부가가치세 도입을 논의하고, 동시에 기준

소득에 미치는 못하는 농업인은 근로장려혜택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추진 여건 마련 필요

○ 농식품 재정 혁신

  - 직불제 중심 농정개편을 위해 생산기반사업, 공공비축사업 예산 개편
    • 생산기반 관련 보조금 가운데 수리시설 정비와 같이 이미 조성된 기반의 유

지 보수에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방식 검토
    • 쌀 공공비축미의 매입과 보관예산 년간 1조원 이상 : 효율화 방안 검토

  - 농식품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추진
    • 농식품 기금은 농식품 재정의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
    • 기금의 목적과 농정전환 방향에 따라 기금 활용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효과성이 낮은 보조사업의 폐지 추진
    • 농식품 재정 사업 중에는 국고 지원금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이 다수로 보

조사업의 효과(시군별 국고보조 1억원 미만)에 비해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발생.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폐합 필요 

○ 농정 추진체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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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기구를 중심으로 농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
향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추진

  - 지자체별 농정지원기관의 연계성 강화
    •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진흥기관을 농업·농촌 정책 전반을 지원하

는 농업·농촌지원센터로 개편 필요. 기능도 기술보급을 넘어서 지역의 농업·
농촌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지역개발 등으로 확장 추진

    •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농어촌공사의 지역 조직 등도 지방농정을 연계·지원
할 수 있는 논의체계를 운영 필요

  - 지방농정을 담당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 등 종합적 대책 마련

  - 전문성·실용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 연구 체계 혁신 추진
    • 농촌진흥청의 연구조직을 전문성·실용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 필요 

  - 중앙정부의 지역 사무 전담 조직 설치
    • 지방농업청 또는 지방농업국 신설로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의 효율적 수행 체

계 마련. 농정조직간 기능 재편 및 통합을 통한 설립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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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미래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4.1 근미래 4대 전략, 12대 과제

○ 근미래 4대 전략을 [사람], [산업], [기술], [공간] 영역으로 나누어 설정

4대전략 12대 과제
사람(인구)

지역주체/거버넌스

 귀농귀촌 등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체계적 관리
 농어촌 미래세대 및 가족농 육성
 연대와 협력을 통한 농어업인 역량 강화

산업(소득)
자연자본/지역경제

 로컬푸드 기반 근거리 소비망 확대
 농어민과 지역주민 주도 계획적 햇빛농사 확대
 스마트기술 기반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

기술(미래)
그린뉴딜/신성장동력

 농어촌 그린뉴딜 : 저탄소·녹색경제 활성화
 지역순환형 친환경 농축산업 확대
 농어촌 맞춤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공간(사회)
포용농어촌/협동사회

 농어촌 사회적경제기반 협동생활경제망 구축
 한국형 컴팩트시티 모델 개발 및 확산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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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근미래 12대과제 추진방안

4.2.1 사람 _ 인구이동관리와 역량강화

 귀농귀촌 등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체계적 관리

   • 귀농귀촌은 사람과 자산의 지역이동으로 지역 신활력과 균형발전의 계기. 귀
농귀촌 이유의 60% 이상이 일자리와 주택에 주목22)

   • 도농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귀농귀촌 희망자 D/B 및 사전사후 종
합지원 플랫폼 구축. 자산이동, 주거, 농지, 생활소득, 보육·교육·문화활동, 공
동체 네트워킹 등 생활 전 분야에 대한 통합 지원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미래세대 및 가족농 육성

   • 농업계 학교교육의 농정부처 이관, 학교교육은 교육부처, 평생교육은 농정부
처로 이원화된 구조를 탈피해 농업교육 전체를 농정영역으로 통합 운영

   •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농업인 양성 단계, 농업인으로서의 직업 수행 단
계, 은퇴 후의 농업인의 삶의 단계를 농정차원에서 일관된 체계로 관리 필요

   • 청년농업인 육성 강화 : 후계농업인 뿐만 아니라 3무(무자본·무기술·무연고) 
도시청년 영농정착 지원

   • 농가경영 다각화(6차산업화)를 통한 가족농 육성. 농업의 범위를 체험·관광 
및 파생 활동, 농산물 가공, 재생에너지의 생산·판매 등으로 확대

   • 농어촌 다문화인구에 대한 포용정책 강화, 농지에 대한 공적 확보·운영 확대, 
농지은행제도 강화, 농어업 일자리 질에 대한 국가 기준 마련

   • 농업경영체등록제도 대폭 강화, 농민자격기준 명시, 직불제, 세제, 농지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22) 2017년 귀촌인구 517천명, 334천 가구의 특성 (농림축산식품부, 2018)
  - 가구주 연령 분포 : 30대 이하 43.9%, 40대 19.3%, 50대 18.8%, 60대 11.3%, 70대 이상 6.7%
  - 가구원수별 분포 : 1인 69.5%, 2인 17.9%, 3인 8.7%, 4인 이상 3.9% (가족동행 가구 30.5%)
  - 전입 사유 : 직업 32.5%, 주택 29.5%, 가족 24.4%, 교육 1.6%, 교통 2.2%, 건강 4.0%, 기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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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와 협력을 통한 농어업인 역량 강화

   • 농어업인의 역량과 권익 향상을 위한 농업회의소 법제화.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여 ‘상공회의소’에 준하는 역할 수행

   • 농업인의 다양화, 농업문제의 복잡화, 농정의 지방화와 분권화. 시군·시도·전
국 농업회의소 체계 구축으로 대안 있는 협치농정 체계 구축

   • 농어민의 경제적 실익을 위해 품목별 전국연합사업조직 및 유통위원회(마케
팅보드) 설립 촉진. 품목별 의무자조금 강화

   • 생산자중심의 거버넌스, 수급안정을 위한 자율적 노력, 시장창출을 통한 부가
가치 증대로 시장 대응력 강화

4.2.2 산업 _ 소득창출과 안정적 먹거리망

 로컬푸드 기반 근거리 소비망 확대

   • 로컬푸드 기반 계획생산·계획소비 지역먹거리망 구축으로 중소농 기초소득 
확보. 지속가능한 농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23)   

   • 학교급식·공공급식 단계별 확대 시행 : 국민의 30%(1,500만명)까지 확대 가
능. 농업생산액의 최대 25%를 계획생산, 계획소비 가능24)

   • 공동체지원농업(CSA) 확대 및 소비자조직화 지원(마을공동체, 생협 등), 로컬
푸드 기반 외식산업, 가공산업, 식품 제조업 활성화로 먹거리기반 사회적경
제 클러스터 구축 

   • 도시와 농촌의 먹거리 연대 : 지방정부간 도농연대 인구 300~800만명 규모
의 광역 먹거리망 구축(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등)

 농어민과 지역주민 주도 계획적 햇빛농사 확대

   • 농어촌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농어민과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23) 완주군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2,500여 중소농에게 월 150~250만원의 소득 제공
24) 학교급식·공공급식 대상자 추정(‘16년 기준) : 유·초·중·고·특 5,928천명, 보육아동 1,451천명, 사회복지기관 345천

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31천명, 공무원 1,021천명, 공공기관(’18) 372천명, 대학교 2,452천명 등 1,320만명에 
달함. 

   * 학교급식·공공급식 시행 효과 : 1500만명*식당 3천원*250일=11조 2,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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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농사(태양광발전) 확대. 농어민 소득증대 및 부의 지역순환25)

   • 지방정부별로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국공유지, 공유수면 등에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창출된 재원을 지역주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지역 
상호금융 지역재투자 강화. 농어촌재생에너지법 제정

 스마트기술 기반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

   • 농산물전자거래소 설립 :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산지유통센터(APC)와 
전국 도매시장(전자거래소)를 연결하여 전국단위 단일시장화

   • 先가격결정·後출하로 유통비용 절감 및 농산물 가격진폭 최소화. 전국 주요 
APC 통합적 물량관리시스템 구축. 산지에서부터 수급조절. 특광역시 소비지 
도매시장은 효율적인 물류기능 수행

4.2.3 기술 _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생태계

 농어촌 그린뉴딜 _ 저탄소·녹색경제 활성화

   •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농어업 생산체계로 전환. 농업은 고투입 산
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토양오염.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농장 확산

   • 재생에너지, 저탄소, 공유경제 지역 일자리 창출. 친환경·안전안심 먹거리 산
업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아이쿱 구례, 괴산 사례) 

   • 주민주도 농어촌형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등의 농어
촌 지역자원 활용.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저감, 에너지자립형 주택 보
급 등을 통한 저탄소 생활체계 확산. 관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순환형 친환경 농축산업 확대

   • 2045년 친환경농업 30% 실현 추진 : 친환경학교급식·공공급식과 친환경농산

25) 산업연구원 ‘지역소득 역외유출’(2018)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역소득 62조원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
전. 시도별 분배소득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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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소비확대를 통해 1,500만명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창출26)

   • 농어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농어업·먹거리 관련 환경성 강화. 비료농
약 저감, 생산폐기물 감축, 음식물쓰레기 반감 추진

   • 환경친화적 축산으로의 근본적 전환. 축산기업 주도로 고투입·밀식사육 하는 
공장형 대량 생산체계를 환경친화·동물복지 생산체계로 전환27)

 농어촌 맞춤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 농어업 지역혁신활동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농가단위 소득창출에 집
중, 심각한 양극화 초래28)

   • 산업·지역·사람(생활)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하는 역량 강화. 지역혁신네트워크의 구성·운영·
촉진. 농어촌 혁신공간 조성 및 혁신문화 정착·확산 지원

4.2.4 공간 _ 사람사는 포용적 사회

 농어촌 사회적경제 기반 협동생활경제망 구축
   • 지역순환형 협동생활경제망 구축 : 소득, 주체, 제도, 거버넌스의 선순환
   • (소득) 농어촌 주민의 생활소득 포트폴리오 확대 구성29)

   • (주체) 사회적경제 기반 농어촌 생활경제망 구축 : 주택,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전 영역 주민참여 협동조합 활성화, 거버넌스 활성화

   • (자본) 지역상호금융 활성화로 지역금융순환체계 구축
   • (복지) 초고령 사회 대비 액티브시니어 농촌사회복지 서비스 모델 구축

26)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복지급식 대상자(‘16년 기준) : 유·초·중·고·특 5,928천명, 보육아동 1,451천명, 사회복지기
관 345천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31천명 등 936만명

27) 축산구조의 문제점 : ①사료 대부분 수입 의존 ②무허가축사, 대규모 분뇨발생 등으로 농촌환경 및 국민인식 악화 
③생산수익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분뇨처리와 가축질병 방역 등의 비용은 사회로 전가 ④전체 부가가치 중 
생산자 귀속분은 매우 낮고 대부분 곡물수입, 사료, 육가공, 유통에 귀속

28) 기존의 기술보급 방식의 문제점 : 소수의 농어업인에게 대규모 지원으로 불평등, 특혜 지원 문제 발생. 신규 농업
인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정책 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 초래. 결과적으로 농가 양극화 심화, 지역농업의 
균형 발전과 혁신능력 약화의 원인 가운데 한가지로 작용

29) 농어촌 지역의 주요 소득원 : ①친환경 계약재배 및 로컬푸드·공공급식 판매 (영농활동)　②환경보전형 영농을 통한 
직불금 수령 (재정보조) ③햇빛농사를 통한 장기 기본소득 창출 (햇빛농사) ④위탁영농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통한 소득 창출 (영농대행) ⑤(고령자) 복지연금 수령 (재정보조) ⓺직장 소득, 사업 소득 등 (농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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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지역에 밀착된 지역농협에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적극적 역할 부여
   • 읍면지역에 밀착된 지역농협에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적극적 역할 부여
   • 국가농촌발전기금 설치·운영(범부처적 성격의 위원회), 어젠다형 방식의 통합

적 국가농촌발전프로그램 시행(5년 중기단위)

 한국형 컴팩트시티 모델 개발 및 확산

   • 농어촌 고령화 대비 지역개발 : 복지, 교통, 주택, 문화, 환경 등 농어촌 생
활기반과 지역개발 방식을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하게 재구축

   •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농어촌 생활기반 시설을 
거점지역에 집중화시킨 컴팩트시티 모델 확산30)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영양섭취부족인구 520만명. 식생활·영양의 불균형·불평등 인구 급증31)

   •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아젠다 관리(식량안보, 고령화·기후환경변화 대응, 
먹거리보장과 건강식생활, 지속가능 먹거리체계)

   •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한반도·동북아 먹거리 안전망 구축

30) 일본 도야마시 사례 :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
   *기본방향 : 분산 거주 주민을 거점이주 유도. 행정서비스 집중화를 통한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선 및 행정비용 절

감. 또한 거점과 도심, 외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하여 고령자의 외부활동 촉진  
   *성과 : 2012년 도야마시 도심부의 보행자는 2006년 대비 약 32.3% 증가, 중심 시가지 內 빈 점포는 2009년 대비 

2012년 1.5% 감소. 도야마시 순환철도 이용자가 보통 국철에 비해 2.1배 증가, 고령자의 이용률 및 선로 주변 주
택 또한 증가

31) 먹거리미보장률, 영양섭취부족자율 모두 10%, 520만명. 영양섭취부족자 최근 4년간 150만명 증가
   * 비만의 사회적 비용 2016년 기준 11.5조원(건강보험공단 2018), 최근 급증 추세
   * 국민먹거리 미보장률 (2013~2015) : 전국 평균 10.1%. 시도별 5.8~15.1%(2.6배) (문은숙, 2018)
   * 영양섭취부족인구 비율 : ‘12) 7.4%→’13) 7.9%→’15) 8.5%→’16) 10.2%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 과일채소 1일 500g 미만 섭취자 비율 : ‘15) 59.5% → ’16) 62.1%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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