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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1950년 이래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예외적 농지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됨.

–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 2015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 

(67.0%)에 비해 급감함.

– 농지가격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하여 1987년 이후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을 보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 ha 중 94.4만 ha만이 농업인 소유(통계청 

기준)로, 나머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 가능성이 높아 이들 농지의 이용 ․ 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농지법｣에 의거,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된 농지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되어 

있지 못하여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기도 어려움.

– 농지거래 유형 중 매매의 비중(74.1%)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증여(상속 포함) 19.7%임. 

농지거래에서 매매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농업인 농지소유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농지법｣ 
운용상의 문제로 이해 가능함(예: 농지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

– 농업인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耕者(경자)’의 법적 개념과 범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관련 DB 구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확대의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함.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예외적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대상 

파악을 위한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농지이용 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음.

–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 행정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임대차 신고제도, 농지 권리이동 파악 및 확인조직 신설,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내실화 등이 있음.

– 새로운 후계인력과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경작허가제도 도입, 상속농지 

관리 강화, 이농농가 농지 처분 지원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와 8년 자경의 혜택(양도세 감면 등)을 재검토함.

www.krei.re.kr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www.krei.re.kr 1

01 문제 제기

2013년 이후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임대차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 난망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1950년 농지개혁 이래로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여건 변화 속에서 신설된 다양한 측면의 예외적 농지소유 규정이 실제 비농업인 농지소유의 

확대, 경자유전 원칙 훼손 초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 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의 농업인(법인 포

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4만 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2% 수준에 불과함.

 또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임대차가 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임.

◦최근 상속농지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두

65357)에 의거, 상속농지 등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된 예외적 농지에 대한 이용 ․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는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능해진 측면도 있지만, 제도적 ․ 정책적 수단의 미흡으로 

생기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됨.

◦최근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여 별도의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안)

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농지 분야에서는 과거의 경자유전 원칙 중심의 토지공개념이 도입되

었지만, 일부에서는 시대가 변화되면서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농지의 공익적 이용을 설계해

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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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67.0%)에 비해 급감

2.1. 농지소유 실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1995~2015년 사이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의 농업인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67.0% 

(경지면적 198.5만 ha 중 133.0만 ha)에서 56.2%(167.9만 ha 중 94.4만 ha)로 급감함.

◦지난 20년간 경지면적은 연간 0.9%씩 감소, 농업인 농지소유 면적은 2배인 연간 1.8%씩 감소함.

<표 1> 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율 변화

단위: ha, %

1995 2015

경지면적 농업인 소유면적
(백분율) 경지면적 농업인 소유면적

(백분율)

1,985,257 1,330,031
(67.0%) 1,679,023 944,493

(56.2%)
자료: 통계청. ‘2015년 농업총조사’,  ‘2015년 농업법인’ 원자료 분석.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 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의 농업인

(법인 포함)이 56.2%인 94.4만 ha를 소유하고 있음.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의 농업인(법인 포함)을 농업인 소유로 이해하고, 이를 제외한 

소유를 비농업인 소유로 구분할 경우 전체 경지면적의 43.8%인 73.5만 ha를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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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업인 농지소유 및 이용 현황(2015)

단위: 개, ha

농가 수
(법인 수)

논 밭 법인 농지 이용면적

소유 임차 소유 임차 소유 임차 합계

1,088,518
(15,043) 427,145 310,250 396,521 175,760 7,819 36,760 1,354,255

자료: 통계청. ‘2015년 농업총조사’,  ‘2015년 농업농업법인’ 원자료 분석.

 농업인 연령별 농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가 농지이용면적의 36.9%, 

소유면적의 45.1%를 차지하고 있음.

◦노령농업인의 농지 이용권을 과감하게 젊은 농업인에게 이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남.

<표 3> 농업인 연령별 농지소유 및 이용면적 분포(2018)

단위: ha, %

연령대
농지소유면적 농지이용면적

면적 백분율 면적 백분율

40세 미만 2,213 0.2 3,596 0.3

40~49세 36,961 3.7 63,998 4.5

50~59세 147,005 14.8 280,267 19.5

60~69세 359,297 36.2 556,689 38.8

70세 이상 447,886 45.1 530,025 36.9

합계 993,362 100.0 1,434,575 100.0
자료: 통계청. ‘2018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농업인과 비농업인 구분 없이 연령별 토지(농지)소유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이 지목상 전 ․ 답 ․ 과수

원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6.0%에서 2019년 29.5%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앞서 <표 3>의 농업인 농지소유 및 이용면적 분포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표 3>

과 <표 4>를 비교하여 보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대부분 50대 이하

의 연령대인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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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농지소유자 연령별 농지소유 현황(지목상 전 ․ 답 ․ 과수원 한정)

단위:  ha(%)

구분
면적기준

2016 2019

40세 미만 86,864(5.3) 63,143(3.9)

40~49세 247,649(15.2) 200,193(12.5)

50~59세 468,756(28.7) 427,356(26.7)

60~69세 404,014(24.7) 435,760(27.3)

70~79세 324,801(19.9) 321,308(20.1)

80세 이상 100,345(6.1) 150,915(9.4)

합계 1,632,427(100.0) 1,598,677(100.0)
주: 2016년도는 2016년 11월 16일 기준이고, 2019년도는 1월 23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연령별 토지소유현황 원자료 분석(http://www.nsdi.go.kr/).

 거주지별 농지소유자 분포를 보면, 관외 거주자의 농지소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농지취득 시 20㎞ 통작거리 제한 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

득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앞서 <표 1>에서 보았듯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되는 것도 하

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음.

<표 5> 거주지별 농지소유자 분포(면적 기준)

단위:  ha, %

구분

2016 2019

읍·면·동
내

시·군·구
내

시·도
내

관외
(타 시·도)

시·군·구
이내

거주 비율

읍·면·동
내

시·군·구
내

시·도
내

관외
(타 시·도)

시·군·구
이내

거주 비율

특·광역시 23,814 15,277 18,701 15,097 50.2 19,545 14,328 17,210 17,697 49.2

경기 64,542 43,521 37,365 35,673 59.8 57,906 40,153 37,973 36,301 56.9

강원 48,565 28,193 11,237 40,923 64.5 47,060 27,834 11,110 40,884 59.0

충북 40,950 23,271 15,103 34,230 58.5 38,180 23,372 14,807 34,156 55.7

충남 86,322 47,901 15,996 59,729 61.9 81,144 46,844 16,008 62,506 62.0

전북 73,852 46,499 24,544 38,909 65.0 69,815 46,676 24,679 40,271 64.2

전남 115,697 55,775 17,088 74,778 64.4 109,226 56,419 18,002 77,692 63.4

경북 105,139 58,980 21,646 80,123 62.7 98,533 59,908 22,483 81,328 60.4

경남 63,869 35,519 26,034 39,165 62.5 58,366 35,833 27,078 39,683 58.5

제주 16,172 18,011 3,384 9,089 74.8 14,983 18,999 4,260 8,181 73.2

합계 638,922 372,947 191,097 427,717 62.1 594,760 370,365 193,609 438,699 60.4
자료: 국토교통부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 원자료 분석(http://www.nsd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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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등으로 전체 농지의 약 2/3가 ｢농지법｣상 임대규제 대상에서 제외

2.2. 농지이용 실태

 1950년 농지개혁 직후인 1960년에 13.5% 수준이었던 임대차 농지 비율은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51.4% 수준에 달함.

◦하지만, 2017년 기준 전체 농지의 51.4%가 임대차 관계로 이용되는데, 이들 농지가 합법적인

지 불법적인지 파악도 되지 않고, 상속 등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대상 중 유형별 어느 정도가 임

대차 관계인지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힘든 상태임.

<그림 1> 임대차 농지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정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

부를 작성 ․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지원부 등록률이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정확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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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농지원부 등록률(2018년 기준)

단위:  ha, %

구분 자경 임대 위탁
경영 휴경 경작확인

대상(A) 합계(B) 경지면적
(C) B/C A/C

특광역시 37,041 3,353 62 1,306 3,017 44,779 62,859 71.2 4.8

경기 104,519 7,760 25 4,185 7,244 123,732 162,587 76.1 4.5

강원 64,537 9,156 8 3,538 4,935 82,175 101,564 80.9 4.9

충북 60,054 8,344 6 1,562 3,554 73,521 102,870 71.5 3.5

충남 129,991 17,323 185 1,794 4,934 154,226 211,577 72.9 2.3

전북 96,793 28,593 11 1,548 4,645 131,590 197,541 66.6 2.4

전남 140,076 35,374 20 4,014 5,662 185,146 290,827 63.7 1.9

경북 155,392 19,334 30 4,686 5,573 185,015 262,049 70.6 2.1

경남 87,584 10,005 24 4,650 4,084 106,347 144,404 73.6 2.8

제주 38,030 4,998 10 916 3,885 47,840 59,338 80.6 6.5

합계 914,017 144,240 381 28,200 47,534 1,134,371 1,595,616 71.1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원자료 분석.

 김홍상 외(2018)의 연구에서 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어 ｢농지법｣상 소유규제를 적용받는 농지는 전체 농지의 약 2/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세 개 사례지역의 ｢농지법｣ 적용대상 농지비율은 63.5~69.0% 수준으로, ｢농지법｣이 시행된 지 

22년만에 전체 농지의 60% 이상이 ｢농지법｣ 적용 대상으로 임대차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 반대로 전체 농지의 31.0~36.5%는 아직도 ｢농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임대

차에 제약이 없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농지소유(상속농지, 이농농가 소유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비율은 <표 7>의 B 사례지역(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야지역이고 대부분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은행 사업 대상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농지(농지은행 매입비

축사업)를 제외하면, 사례지역 전체 농지의 약 20%가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대상임을 알 

수 있음.1)

1) B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전체 필지의 17.6% 수준으로, 이들 국가소유의 

예외적 농지소유 면적 비율을 제외하면 24.3%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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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례지역의 ｢농지법｣ 적용대상과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대상을 포함하면 임대규제를 받지 않

는 필지가 62.9%로 전체 농지의 약 2/3가 ｢농지법｣상 임대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리고 임대규제를 받는 농지 중 비합법적인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는 약 43% 수

준이며, 이는 전체 대상 농지의 16% 수준임.

<표 7> 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본 예외적 농지소유 비율과 이용 현황

주 1)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1996년 첫 시행된 ｢농지법｣ 제6조 제1항(농지소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음. 여기서 농지소유 제한이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를 의미함.

    2) ｢농지법｣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의거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취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총 16가지이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 연구지 ․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상속,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⑥ 일정한 저당기관이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⑦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⑧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⑩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⑫ 농어촌

정비법 제16조 ․ 제25조 ․ 제43조 ․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⑭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⑮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⑯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
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임. 총 16가지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중에서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①, ④, ⑤, ⑩, ⑪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3) 비합법적 임대차란 ｢농지법｣상 소유규제를 적용받는 농지에서 직접 자경을 하지 않고 임대차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 즉, 전체 조사대상 농지 중 비합
법적 임대차 비율이란 전체 조사대상 농지 중 ｢농지법｣ 제6조 제1항(농지소유 제한)의 위반 비율을 의미함.

    4) 임대규제 대상이란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지(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와 ｢농지법｣에서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농지를 의미함. 즉, ｢농지법｣상 소유규제를 적용받는 농지를 의미함.
자료: 김홍상 외(2018).

구분 필지 및 백분율

A지역

‘96년 이전 취득 농지1)  비율 36.4%
예외적 농지소유2) 비율 17.4%
전체 조사대상 농지 중 비합법적 임대차3)  비율 21.8%
임대규제 대상4) 농지 중 비합법적 임대차 비율 47.1%

B지역

‘96년 이전 취득 농지1)  비율 31.0%
예외적 농지소유2) 비율 41.9%
전체 조사대상 농지 중 비합법적 임대차3)  비율 6.3%
임대규제 대상4) 농지 중 비합법적 임대차 비율 23.7%

C지역

‘96년 이전 취득 농지1)  비율 36.5%
예외적 농지소유2) 비율 20.1%
전체 조사대상 농지 중 비합법적 임대차3)  비율 25.3%
임대규제 대상4) 농지 중 비합법적 임대차 비율 58.2%

전체 평균

‘96년 이전 취득 농지1)  비율 34.1%
예외적 농지소유2) 비율 28.8%
전체 조사대상 농지 중 비합법적 임대차3)  비율 16.0%
임대규제 대상4) 농지 중 비합법적 임대차 비율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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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농지거래 중 매매(74.1%)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증여(상속 포함) 19.7%

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 낮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증가

2.3. 농지거래 및 처분 실태

 연평균 농지거래면적은 약 6.6ha이며, 그중 매매에 의한 농지거래 비중이 74.1%이고, 증여(상속 포

함) 19.7%, 교환 0.6%, 판결 0.9%, 기타(대물변제, 분양권 등) 4.8% 수준임.

◦농지거래에서 매매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농업인 농지소유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농지법｣ 운용

상의 문제인 것으로 이해 가능함.

<표 8> 2014~2017년 거래유형별 농지거래 면적

단위:  ha,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매매 46,171
(73.8)

50,802
(74.8)

49,242
(73.9)

48,784
(73.8)

48,750
(74.1)

증여 12,556
(20.1)

12,976
(19.1)

13,141
(19.7)

13,187
(19.9)

12,965
(19.7)

교환 374
(0.6)

343
(0.5)

352
(0.5)

389
(0.6)

364
(0.6)

판결 613
(1.0)

590
(0.9)

601
(0.9)

590
(0.9)

598
(0.9)

기타 2,868
(4.6)

3,220
(4.7)

3,331
(5.0)

3,175
(4.8)

319
(4.8)

합계 62,582 67,932 66,668 66,125 65,827
자료: 국토교통부. 2014~2017년간 농지실거래가 원자료.

 2014~2016년 연간 증여농지면적은 약 1.3만 ha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증여 중 사전 증여에 

의한 농지거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상속에 의한 농지거래 면적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증여농지 면적 중 상속(사후 증여) 

농지면적 비중은 2014년 89.1%, 2015년 75.4%, 2016년 73.5%로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 이들 농지의 체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www.krei.re.kr 9

<표 9> 증여농지 중 상속농지 비중 변화

주: 2017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원자료가 부재하여 2017년 분석 결과는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내부 원자료 분석.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서 비농업인 농지소유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농지를 취득한 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찾아내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농 ․ 상속 등 광범위한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등으로 사적 영역

에서 자유로운 임대차가 가능함. 이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관리 비율도 높지 않은 상태임.

◦2018년 말 현재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물량은 9,049ha 수준에 불과함.

<표 10>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규모별 건수 및 면적 분포

단위: 건, ha

구분
’05~’10 ’11~’18 합계

건수 총면적 건수 총면적 건수 총면적
0.5ha 미만 10,131 2,009 26,111 5,189 36,242 7,198
0.5~1ha 미만 494 316 1,307 840 1,801 1,156
1~1.5ha 미만 61 71 159 191 220 262
1.5~2ha 미만 12 21 38 65 50 86
2~3ha 미만 15 34 24 57 39 91
3~5ha 미만 9 33 26 102 35 135
5~10ha 미만 3 23 8 49 11 72
10ha 이상 1 13 3 36 4 49
합계 10,726 2,520 27,676 6,529 38,402 9,049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는 취득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농지취득 후 취득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사후관리 제도와 병행해야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함(예: 주말체험영농).

◦지난 3년간 거래된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적 농지소유로 판명될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실제 유예기회 부여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또한 실경작 여부도 

누가 자경하든 농지의 농업적 이용만 이루어지면 그만이라는 인식 아래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합법적 농지이용(임대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구분 사전 증여 사후 증여(상속) 합계

2014 1,365
(10.9)

11,192
(89.1) 12,556

2015 3,192
(24.6)

9,785
(75.4) 12,976

2016 3,486
(26.5)

9,655
(73.5) 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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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지목상 전(田)은 4.81배, 답(沓)은 4.34배 농지가격 상승

2.4. 농지가격 변화

 1987년 이후 농지가격의 상승률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하여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임.

◦1987년 이후 주거용 토지(대지)는 약 3.17배 상승한 반면, 지목상 전(田)은 4.81배, 답(畓)은 

4.34배로 더 많이 상승함.

◦2003년 이후 아파트 가격은 동 기간 1.59배 상승하였고, 지목상 전(田)은 1.64배, 답(畓)은 

1.56배로 아파트 가격과 상승률에서 별 차이가 없음.

<그림 2> 농지가격 관련 기초통계량

 자료: 한국감정원(http://www.r-one.co.kr).

 농지가격 상승 원인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불로소득 환수 미흡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표 11> 참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시 ․ 도별 농지 실거래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농지 실

거래가격 상승률이 12.3% 수준인 상황에서 제주도는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 연간 70.2%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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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역별 농지 실거래가격 추이(2010~2016)

단위: 원/m2,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농지은행 사업 관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증가율

전국 36,305 37,437 37,957 38,881 45,973 52,778 58,595 12.3 

특광역시 86,924 108,053 111,715 108,077 130,350 132,671 141,155 12.5 

경기 121,660 119,914 116,540 116,296 138,695 147,683 154,516 5.4 

강원 28,652 31,301 30,271 31,638 34,045 33,637 39,659 7.7 

충북 31,729 33,907 35,877 37,714 39,762 39,792 46,200 9.1 

충남 35,185 34,303 34,321 33,179 38,073 36,224 40,192 2.8 

전북 15,161 17,519 18,844 18,842 21,280 21,997 24,402 12.2 

전남 11,213 12,068 12,294 13,000 14,308 15,098 17,239 10.7 

경북 21,097 23,030 24,401 27,851 35,332 36,600 41,394 19.2 

경남 39,512 43,542 44,067 46,820 54,600 57,084 62,714 11.7 

제주 32,845 37,978 46,885 49,004 68,343 93,932 148,063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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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관련 문제점

3.1. 농지유동화 실태 파악 어려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증가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상속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와 8년 이상 농업경영하던 이농농가의 

소유농지 등 ｢농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많아진 경우

◦1,000㎡ 이상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하면서 1,000㎡ 

이상의 경작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농업인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림 3> 비농업인의 소유농지 증가 유형

비농업인
소유농지
증가유형

주말체험목적,
상속 및 이농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소유 행위

농지 취득 후
농지 임대를 통한
비농업인 전환

취득 농지 임대를 통해 농업인
자격 기준 상실
(임대수탁사업 포함)

자료: 저자 작성.

 하지만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확대된 이유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비농업인의 예외적 소유

면적이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농지 취득 후 이용실태 관리(임대차 금지)가 부실하여 비농업인 소유면

적이 확대된 것인지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함.

◦2017년 기준 전체 농지의 51.4%가 임대차 관계로 이용되는데,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파악도 

되지 않고, 상속 등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대상 중 유형별 어느 정도가 임대차 관계인지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

하기 힘든 상태임.

◦현 상황에서는 이와 관련한 DB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해 구체적 실태 파악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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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지법｣상 예외적 소유허용 농지의 관리 부실

 이농 ․ 상속 등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대상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상속에 의한 농지소유는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임.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 농지를 제대로 신고 또는 등기하지 않아 상속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임.

◦1994년 농지취득 6개월 사전 거주 요건 폐지, 1996년 통작거리 제한 폐지 등으로 이농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영농 중지(폐농)를 이농자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이농

농지를 파악 및 관리할 수 없음.

 1995년 농지의 42.2%가 이미 합법적 임대차가 허용된 상황에서 기존의 비농업인 소유 농지 합법화

(1996년), 이농 ․ 상속 등 광범위한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1996년) 등으로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임대차가 가능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공적 관리 비율이 높지 않음.

3.3.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한계

 우리나라 전체 농지원부 등록률은 약 70.05%(임차농지 등록 포함) 수준에 불과하여, 농지원부로 이용 

실태 파악이 곤란함.

 농지이용실태조사는 3년간 거래된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적 농지소유로 판명될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실제 유예기회 부여 등 실효성이 낮은 상태임.

◦실경작 여부도 누가 자경하든 농지의 농업적 이용만 이루어지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 아래 농지

이용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어 비합법적 농지이용(임대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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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도 개선과제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및 임대차 허용 대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농지유동화 정보시스템 구축, 농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농지이용 체계 구축 

4.1. 제도 개선 기본 방향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 행정의 내실화를 추구함.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및 임대차 허용 대상에 대한 농지유동화 실태 파악 등 농지의 소유권, 임

차권 등 권리이동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농지유동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관리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함.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대상이라도 농지취득 경로가 분류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주말 ․ 체험영농 등 농지이용 목적

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실경작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직불금과 연계한 자기보고(self-reporting) 시스템 구축 및 지역

조직과 연계한 마을 중심의 영농확인 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함.

 새로운 후계인력 및 농작업 상시 종사자 중심의 농지이용체계를 구축함.

◦농지의 이용권에 대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EU의 Active Farmer 개념, 경작 허가 개념 및 

농지선매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함.

◦경작 허가 개념이 도입될 경우 사회적 반발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현 단

계에서는 ｢농지법｣상 비효율적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촌 노령 농업

인의 농지 임대차 허용 등을 통해 새로운 후계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함. 장기적으로는 선

매권 제도를 도입하되, 새로운 후계 인력에 대한 농지 취득 및 이용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8년 자경한 농업인의 권리 보장(이농농가 농지소유 허용, 양도소득세 감면 등) 측면과 더불어 

현재 또는 미래 농작업 상시 종사자에게 농지의 소유 및 (장기)이용권을 이전하는 등 정책 방향에 

맞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되, 바람직한 농지 양도에 더 비중을 두는 방

향으로 두 혜택 간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도모함.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www.krei.re.kr 15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이용 권리를 보장함.

◦현실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현 단계에서 헌법과 ｢농지법｣상의 경

자유전의 원칙 준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임대차 유도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

한 공적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농지의 임대차 신고 제도 도입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한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 등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특히,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안정적 농업인 이용 체계 구축 및 공적 관리 강화와 장기임대차 유

도 등이 필요함.

<그림 4>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 방향

 자료: 저자 작성.

4.2. 개선과제

 농지이용에 대한 정보 파악과 임대차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차 신고 ․ 등록 제도를 

도입함.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체계적인 농지

임대차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함.

◦농지임대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불제,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 등) 인

센티브와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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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도, 농지 권리이동 파악 및 확인조직 신설,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내실화

 농지소유권, 이용권 등 권리이동 정보 파악 및 관리조직 신설을 통해 체계적 농지 관리 틀을 구축함.

◦직불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 등을 연계하여 개편하거나, 현재 농지은행 

관련 조직을 농지관리 전담기구로 육성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를 중심으로 비합법적 농지소유 및 이용 행위 조사 추진 등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농지원부 등록률을 제고함.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는 농

지원부 중심으로, 경영체의 영농활동과 소득 파악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심으로 파악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

◦농지원부 등록이 폐쇄된 것을 이농으로 간주한다면, 사본편철 이후 이농농가의 농지거래도 추

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지역 농업인의 참여 확대 및 직불제 참여 농가의 자기보고(self reporting) 시스템 체계 구축 등 다양

한 방안을 연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내실화함.

◦제주도 사례처럼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함.

※ 제주도의 농지기능관리 강화 사례

  ○ 제주도만의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마련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전용 일시 제한

    - 도내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실현가능성 심사 강화

    - 도내 비거주자가 주말 ․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심사요건 강화

  ○ 농지 관련 규정 강화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대리신청 요건 강화

    - 농업생산기반정비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한 분할 제한

    - 농지 취득 시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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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허가 개념, 상속농지 및 이농농가 농지 관리 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작 허가 개념을 도입함.

◦ ‘경자(耕者)’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여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처럼 적격자에게 농지이용을 

허가하는 경작허가제를 도입함.

◦농업인의 자기보고(self-reporting) 방식으로 접근하고, 경작 증명 등과 관련하여 마을단위 

농업인조직 등을 통해 모니터링함.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산(家産)으로서 농지상속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농지에 의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상속농가 소유 농지를 영농하는 자에게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속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관련된 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장기임대를 유도함.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시 ․ 구 ․ 읍 ․ 면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농지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대리경작 지정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지를 성실히 이용 ․ 관리하지 않을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작업 상시 종사자에게 이용권을 이전함.

 8년 자경 경력을 가진 농업인의 이농 시 농지소유를 허용해주는 우대조치보다 탈농한 사람의 농지를 

농업인 이용 체계로 전환(편입)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함.

◦이농농지는 상속농지와 달리 자산의 처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휴업 또는 폐업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함.

◦이농자의 자산 처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예: 4년) 임대차를 허용하되 유예기간이 지

나면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일본의 중간관리기구처럼 다양한 이농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대상 확대 필요)에 위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분명령함.



KREI❘농정포커스 제182호  

18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임차인 규정 보완 및 

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재검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차인(경작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

◦임차인(경작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과 ｢농지법｣에서 임대차를 허용하는 효율적 

농지 이용 도모와 경작허가 개념과 연계하여 임차인 규정을 보완함.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함.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의 계획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농업)’ 지정 또는 중앙정부 정책사업

(예: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 중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가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농지 임대 가능지역을 지정하여 안정적 농지이용을 도모함.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외에 다른 농업생산

조직(지역농협 조직 등)의 농지임대도 합법적 임대차로 인정함(다만, 서면계약에 의한 장기임대

차 계약 체결 경우).

◦재촌지주의 임대차 허용 등으로 청년 창농 ․ 귀농인 등의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함.

 8년 자경의 의의 및 8년 자경의 혜택(양도세 감면 등)을 재검토함.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도입 목적이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자경농 육성이라

면,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하거나 영농활동 중에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농지 양도 시 농업구조 개선 등 정책 방향에 맞게 농지를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함(예: 일본 사례). 예컨대 8년 자경한 농업인이 상시종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농지를 양도하는 등 바람직한 방법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

택을 100% 부여하지만, 바람직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감면 혜택을 50% 수준으로 낮

춤. 오히려 상속 등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규정에 의해 취득한 농지라도 바람직한 양도일 경우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농지정책과 적절히 조화되도록 제도 개

선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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