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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구조정책이란 농업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의 농업경 구조는 세분산 농지에서 소규모로 농업

을 경 하는 이른바 ‘ 세소농구조’로 집약된다.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는 

도·농 간 소득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업경 구조를 실 하는 것이다. 유럽

과 일본에서는 1960년  부터 농업구조정책을 실시하 다. 우리나라 

한 1962년에 처음 도입하 으며 1992년부터 투융자계획의 뒷받침을 받아 

본격 으로 시행하 다. 

  행 농업구조정책은 고령· 세농을 퇴출하고 그들의 농지를 농층에 

집 하여 농규모를 확 하도록 하는 농지유동화 정책이 심이다. 이를 

해 농어 소득원 개발, 농규모화 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기계화

와 시설 화, 기술 신, 농업인력  경 체 육성 등의 정책이 시행되

었다. 앞으로도 농업구조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의 정책수단을 선택해

야 할 것인지 재검토할 시 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구조  농업구

조정책의 개념과 범 , 제3장 농업구조정책의 경과와 실 , 제4장 농업구

조정책의 성과 평가와 과제, 제5장 외국의 농업구조정책 동향, 제6장 농업

구조정책의 환 방향과 정책체계, 제7장 요약  결론이다. 

  연구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의 경 인력과  식량산업

과 담당자와 들녘별 경 체의 경 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농업 경

인들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업의 발 과 구조개선에 도

움이 되기를 기 한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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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1992년부터 본격 으로 시행되어 온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와 문제 을 평가하고,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변화 과정과 국내외의 새

로운 농업구조개선 사례 등을 검토하여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농업구조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에 

해 선행연구의 견해를 취합하여 재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농업구조정책

의 개 과정과 추진 실   그 특징을 정리하 으며, 제4장에서는 1992

년 이후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에 한 평가와 정책 과제를 검토하 다. 제5

장에서는 EU와 랑스의 농업구조정책 변천 과정,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추이와 집락 농 사례, 국의  산업 계열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시사

을 도출하 다. 제6장에서는 농업구조정책 환의 필요성과 환 방향  

정책 수단을 제시하 다. 제7장은 요약  결론이다. 

(1)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농업구조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의 공통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 농업구조는 의의 개념과 의의 개념으로 나 어 정의할 수 

있다. 의의 농업구조란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산업  구조로서 토지소유구조·농업경 구조·농업생산구조·농업소득구조

를 포함한다. 의의 농업구조란 농업구조정책의 상이 되는 농업구조로

서 “농업생산주체의 성격과 그 분포  주체 간의 계” 는 “농업생산요

소  단기 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 비율  분

포”를 말하며, 토지소유구조와 농업경 구조를 가리킨다.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한 명확하지 않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내

용을 정책체계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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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농업구조정책이란 기존의 농업경 구조를 개변·개선함으로써 농

업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 구조의 개선과 무 한 정

책은 농업구조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 농업경 구조란 단기 으로는 

변동하지 않는 고정  생산요소, 즉 농업노동력과 농지 간의 결합 계를 

말한다. 

  둘째,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는 농업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생산비 감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산업으로서의 농

업을 확립하는 것이다. 여 말하면 도·농 간 소득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

업경 구조를 실 하는 것이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이다. 따라서 겸업소득 

등에 의한 도·농 간 소득 균형은 농업구조정책과 배치되며, 지역 자원의 

유지· 리와 지역 활성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정책 방향은 고령농· 세농

의 은퇴·탈농과 농· 업농에의 농지이용권 집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농가의 법인화나 마을·들녘 등 지역단  농업생산의 조직화=지

역 농집단을 통한 농업구조 개편은 들어 있지 않다.  

  넷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은 ①농업생산기반정비와 토지개량  

농업기계화 등 물  시설·장비의 확충, ②농지유동화 진을 한 소 트

웨어 사업으로서 농규모화  경 이양연 제와 직 지불제, 농업인력 

 경 체 육성, ③법제도의 규제 내지 유도로서 농지제도와 토지이용규제 

 조세제도 등이다. 여기에는 농업경 의 복합화와 다각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농업구조정책의 추진체계는 앙정부 주도의 추진체계로서 지역

의 특성이나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이는 농업구조정

책이 장기에 걸쳐 국 으로 시행된다는 특징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 

(2)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상이 개시되고 1986∼1988년의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GATT 규

정 제18조 B항을 졸업하면서 1989년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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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데 이어 ‘농어 발 종합 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리하여 정

부는 1990년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 으로 

｢농어 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업농어가 육성,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업기계화 진, 농조합법인과 탁 농회사 육성, 농어가의 업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진, 농어  정주생활권 개발 등을 규정하 으며, 농어

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농지 리기 으로써 농지유동화사업을 하도록 하

다. 이어서 1991년에는 ｢농어 구조개선 책｣을 발표하고 42조원을 투

입하기로 하 다. 이리하여 1992년 이후 ‘42조원 농어 구조개선 투융자계

획(1992～1998)’ ‘15조원 농특세사업(1994～2004)’ ‘45조원 농업·농 투융

자계획(1999～2004)’ ‘119조원 투융자계획(2004∼2013)’ 등이 계속되어 

1992∼2008년에 국고를 기 으로 약 152조원이 투융자되었다.   

(3) 농업구조정책의 성과 평가와 과제

  농업구조정책이 본격 으로 실시된 데 힘입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농업기계화와 시설 화 등이 폭 확충되었으며, 농과 업농의 비

이 확 되었다. 그럼에도 이른바 세소농구조가 여 한 가운데 농업경

주의 고령화와 농후계자 부족으로 농업경 을 담당할 경 주체를 확보

하기 어렵고,  생산비는 국제 기 의 몇 배에 달한 반면,  생산 소득은 

다른 작물보다 낮다. 농규모 확 를 통해 생산비를 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 한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 을 뿐만 아니

라 국내 으로 은 생산소득 면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1992년 이후 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농업구조정책의 성과를 정책 목표

의 달성 면에서 평가한 결과 드러난 행 농업구조정책의 개선 과제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농가 단 로는 농규모를 확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

다. 1990∼2010년에 3ha 이상 농의 호수는 44천호에서 97천호로 늘고 

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 도 2.5%에서 8.2%로 증가하 다. 그러나 20

년 동안 이 정도로 증가하여서는 농업구조개선은 요원하다. 개별 농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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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규모 확 를 체할 수 있는 보다 효율 인 수단은 농가의 조직

화·법인화이며, 나아가 마을이나 들녘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경 하는 

지역 단  조직경 체가 유력한 안이다.

  둘째, 농규모가 확 될수록  생산비는 감되지만 국내산  가격의 

국제경쟁력은 여 히 낮다는 이다. 농규모가 확 될수록  생산비는 

감소하지만 국내산  가격은  생산비가 가장 높은 규모 층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가격을 인하하기 하여  생산비가 

높은 세농을 퇴출시키는 농지유동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문제는 농지유

동화가 농지집단화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작업 효율 면에서 규모의 유리성

이 제한된다는 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의 농업경 체를 들 수 있다.

  셋째,  농업의 농규모를 확 하더라도 노동력과 농기계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벼농사의 노동력 이용률을 높

이려면 복합화·겸업화·다각화가 필요하다.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려면 농기

계공동이용조직과 농작업 수탁조직이 필요하다. 논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답리작이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작목을 환하는 수밖에 없다. 이상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이론 으로는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집

단화된 농지를 여러 농가가 모여 조직한 조직경 체가 벼농사와 함께 답리

작이나 밭작물을 복합경 하면서 농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경 을 다각화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개별 농가 단 의 농규모 확 는 개별 농가 단 의 농기계 보유

를 유도하여 농기계 과잉공 의 원인이 되며, 농가 차원에서는 농기계가 

농가부채나  생산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이다. 이 같은 농기계 공  

 이용의 문제 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특히 작업

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단화된 농지를 일  경작하는 경 조직이 효

율 이다.  

  다섯째, 벼농사의 수입으로 도농 균형소득을 실 할 수 있을 만큼 농

규모를 확 하기 쉽지 않다는 이다. 그런데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31%

에 불과하고 농외소득이 40%, 이 소득과 비경상소득이 28%이다. 농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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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증 를 해서는 벼농사의 농규모 확 보다 농외소득 증 가 더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벼농사의 단

작화· 업화보다 복합화·겸업화·다각화가 농가소득을 증 하는 데 더 효율

이다.

(4) 외국의 농업구조정책 동향

  EU와 랑스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개 과정, 일본의 집락 농과 

국의 산업계열화 사례 등을 통해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의 농업구조정책 개 과정에 의하면 첫 단계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공 간 소득 균형의 실 을 목표로 농지유동화와 경 이양 

지원 등 구조조정 진 시책을 추진하 으나 1980년  이후 두 번째 단계

에서는 효율성 추구에서 지역의 환경과 국토자원의 보 을 목표로 조건불

리지역 직불제 등 지역정책으로 환하 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농업·

농 의 다원  기능의 발휘와 지속가능한 발 , 친환경농업과 식품안 , 

농 경 의 보  등을 한 정책이 시된다는 이다. 이에 비추면 우리

의 농업구조정책도 제1단계를 벗어나 제2단계와 제3단계로 진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지유동화정책에서 지역·자원·환경·식품안 과 다원

 기능을 시하는 정책으로 환할 단계라는 것이다.

  둘째, 가족농의 자립경 ·규모확  정책에서 가족농의 법인화·조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환되었다는 이다. 개별 농가의 경우 경 규모를 확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후계농업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경 이 단 될 

수 있으며, 농업경 의 다각화와 복합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단 을 해소하기 한 책으로 농가의 법인화·조직화를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직경 체가 공동으로 소유·경 ·

이용·생산· 매하면서 경 을 복합화·다각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는 이다. 일본의 집락 농은 생산농가가 주축이 되어 농작업을 공동으로 

하거나 농기계와 시설의 공동이용, 농산물의 공동 매 등을 하는 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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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산업 계열화는 용두기업 등 농업산업화 경 조직이 주축이 되어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수직 으로 통합하여 계열화한다

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들녘별 경 체는 일본의 집락 농에 가까우나 공

동 경 의 유형이 단순하다. 그러나 3국의 사례는 지역단 의 조직경 체

가 개별농가 단 의 농에 비해 농업생산의 효율화와 생산비 감, 소득 

증 에 유리하며 지속  경 의 가능성도 기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5)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과 정책체계

  행 농업구조정책의 문제 과 개선방안,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개 과

정 등을 통해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환이 필요하다고 하 는데, 그 외에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 한 기존 농업구조정책의 환을 요구하

고 있다. 요한 여건 변화와 그에 한 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식량 기의 확산이다. 이에 한 책

으로 식량자 률을 높이려면 논에  이외의 식량작물  사료작물의 재배

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해서는 이들 작물의 소득을  소득 이

상의 수 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 배수개선 는 경지재정리 등 밭작물 

재배를 한 생산기반정비 등이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으로 필요하다. 

  둘째, WTO·FTA 등에 의한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확 이다. 책으로 

농산물의 가격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개별 농가의 농규모 확

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농가의 법인화·조직화,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의 육성과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빈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가뭄·홍

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므로 재해 방을 한 수리시설의 정비·확충과 온

실가스 감축을 한 친환경농업  신재생 에 지 사용 등의 책이 필요

하다. 

  넷째, 농업인력 감소·노령화와 후계농업인력 부족이다. 이제 농지유동화

는 정책 지원 없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발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 체, 특히 법인경 체·조직경 체와 신규취농에 

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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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도·농 간 소득 격차 확 이다.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 된 것

은 농가소득이 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 더 많이 늘었

기 때문이다.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인 도·농 간 소득 균형을 이루기는 앞으

로 더욱 어렵다는 의미이다.  농가의 소득 증 를 해서는 농규모 확

는 물론 그보다 더욱  농업의 복합화·다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계경제 기의 장기화·악화이다. 세계경제 기의 근본 원인

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경제정책이 꼽히고 있는데, 그 안으로서 시

장만능·경쟁일변도의 제도와 인식에서 벗어나 한 공공규제와 공존공

·상생 력을 토 로 하는 경제제도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행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환할 것을 제안하 다. 

  첫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이념은 시장·경쟁· 자생존 일변도에서 벗어

나 지역· 동·공생공존과 같은 반 되는 이념에 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유경쟁을 통해 소수의 생존자는 살아남는 데 반해 다수의 탈락자

가 발생하여 국민경제 체로는 막 한 사회  비용을 유발하므로 결코 효

율 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막는 방법으로서 지역 내

에서 농업경  주체가 조직을 결성하여 세·고령농가와 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경우 탈락·퇴출이 아니라 참여에 의함으로써 농규모 확 에도 유

리할 뿐만 아니라 복합화와 경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도 유리하며, 세·

고령농가에게 농작업에 참여하거나 부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둘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방향은 농지를 심으로 고령· 세농의 퇴출

을 통해 농층을 심으로 한 개별농가의 경 규모를 확 하는 농지유동

화 정책에서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 육성과 농가의 법인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환할 것을 제안한다. 농지유동화는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로 인해 정책 지원이 없어도 농지시장에서 자율 으로 이루어질 것

이다. 따라서 농업구조정책은 일반 인 농지유동화가 아니라 마을·들녘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경작하는 조직경 체를 지원하며, 농가의 법인화 등 

농업법인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x

  셋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목표는 6ha 이상 경작 농가 7만호의 육성에서 

농업경 체의 법인화로 환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사업을 지

속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인경 체는 농지의 소유·차입·농축산물 

처분 등의 권리를 갖는 법  주체라는 에서는 개별농가와 다를 바 없지

만 구성원에게 월 을 지불한다거나 휴일·취업시간·보험 등의 규정을 용

한다는 에 차이가 있는데, 이 때문에 농가보다 불편과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인력 고용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

  넷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 한 농지유동화에 의해 개별농가의 

농규모를 확 하기 한 사업에서 농가의 법인화, 마을·들녘 단  조직경

체 육성,  농업의 복합화·겸업화·다각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역 을 둘 

필요가 있다. 개별 농가의 농규모를 확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농규모를 확 하더라도 노동력·농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어렵다. 

 농업의 농규모 확 에 의해 농가소득을 증 하려 하기보다  농업의 

복합화·겸업화·다각화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게 효과 이다.

  이상과 같은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제안하 다. 

  ① 조직형태별 농업경 체의 상과 목표 설정

  ②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 육성

  ③ 농가의 법인화 지원

  ④  농업의 복합화·다각화 지원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의 다양화와 농지은행사업의 환

  ⑥ 지방 치에 의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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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valuation and Direc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This study seeks to find a new direction for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focused on rice farming structure. Specific focuse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necessity of directional transition of the current agri-
cultural structure policy is reviewed. Second, the feasibility of new direc-
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is considered. Lastly, a new direction 
and measures of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are provided.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directional transition of the 
current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through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current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encourages each farmer to increase 
acreage leading to high productivity of inputs (labor and land), growth of 
farm size (more than 3 ha), and spread of mechanization in farming. 
However, it did not accomplish fundamental policy goals. An increase of 
farming scale of individual farmers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an in-
crease of overall farming scale. Issues with respect to insecurity of farming 
succession and inefficient application of inputs such as labor, machines, 
and land are the other problems. An effort to increase income accrued in 
non-agriculture and by-work is more efficient than an increase of agricul-
tural income through an expansion of farming size. Second, a development 
of foreign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shows a transition from farming-size 
increase of family farmers to juridical organization of farmers. It also 
shows a policy transition from agricultural productivity increase to promo-
tion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regarding regions, resources, envi-
ronments, and food safety. Third, due to recent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ituation,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clarified. The 
issues include (1) re-adjust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achieve food security, (2) income security of crop and livestock feed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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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3) organization of region-unit farming business to aim enhancement 
of both price and quality competitiveness, (4) usage-extension of 
eco-friendly agriculture and new recycled energy supporting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5) support for entry into agriculture and farming corpo-
rations in the face of both reduction of young labor and increase of aged 
labor in rural areas, and (6) promotion of combined and diversified farming 
to achieve security of rice farmers' income.

Next, this study performed a case study of corporate enterprises of 
rural communities in Korea, Japan, and China to find the feasibility of new 
direc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Corporate enterprises of rural 
communities at regional level cannot replace family farms, but they com-
plement family farms. Furthermore, they are effective in joint work, joint 
usage of agricultural machines and facilities, joint marketing, and extension 
of farming scale.

Lastly, this study proposed a new direc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as the followings: (1) transition into institutionalization and organ-
ization of family farms from policies focused on increase of individual 
farm size, (2) increase of corporate enterprises of rural communities at re-
gional level, and (3) conversion from enlargement of agricultural income 
through farm size increase to enlargement of non-agricultural income 
through combined and diversified farming.  

Researchers: Seok-Doo Park, Jeong-Ho Kim,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1.1～2011.10 
E-mail Address: sd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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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1.1. 연구의 필요성

  농업구조정책의 효시는 1962년 ‘농업구조개선심의 원회’의 설치와 

업개척농장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5월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군사정부는 1962년 7월 ‘농업구조개선심의 원회’를 설치하고 농업구조개

선에 한 문제를 종합 으로 연구·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이 원회의 건

의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업 방식으로 경 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

시하 다. 이리하여 1962∼63년에 경기도 주, 북 진안의 운장산, 남 

양의 백운산, 경북 월성의 박달, 경남 양산의 리 등 5개 지구에서 

427ha의 산지가 개간되어 업농장이 개설되고 61명의 자원자가 입주하

다. 업농장에는 농기구와 시설이 보조되었으며, 유  담지도원이 배치

되어 농지조성과 경 을 지도하 다. 그러나 업농장은 농산물의 생산  

로의 애로, 입주자들의 집단생활에 한 부 응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

났다(손종호, 1980, pp.201-202). 

  이어서 정부는 1965년 2월에 ‘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을 추진하 다. 그 

목 은 의욕 인 소농을 선발하여 자 을 지원하고 지도하여 자립농가로 

육성함으로써 그 효과가 인근 농가에 미쳐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

록 하는 데 있었다. 이리하여 5∼10단보의 농지를 소유한 약 75만호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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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1만호가 선정되어 호당 평균 10만 원 정도의 기성 시설자 과 

단기성 운 자 을 융자받았다. 이 융자 은 주로 경지 개간과 가축 구입

에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경지규모와 가축 사육두수가 늘고 농업 조수익

이 증가하 다. 이 사업은 1967년부터 ‘주산지조성사업계획’에 통합됨으로

써 폐지되었다. 

  농업구조개선은 1967년 1월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명시되었다. 이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농업생산, 제3장 가격과 유통, 제4장 농업구조의 

개선, 제5장 농 복지와 문화향상, 제6장 농업행정기구와 농업단체, 제7장 

농업정책심의회 등 문 7장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4장 농업구조

개선의 법조문 내용을 보면, 제17조(자립가족농의 육성)에서 “정부는 경

능률의 향상과 가족경 의 정상 인 노동보수  타산업 종사자와의 소득

균형이 실 될 수 있도록 자립가족농을 육성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제18조(기업농· 업농의 조장)에서 “수출  공업원

료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기 하여 기업농을 조장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하여 농업생산단체의 조직을 조장하여 농

업경 의 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 다. 이어 제19조

(농업경 의 세분화 방지)에서 “농업경 의 정규모를 유지하기 하여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하고, 제20조(취업기회의 증 )에서 

“농민의 취업기회를 하여 농 공업의 진흥, 농가부업의 장려 등과 타산

업에의 출을 한 직업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 으

며, 제21조(생산기반의 확충과 정비)에서 “농업생산기반의 확 ·조성을 

하여 개간·간척·수자원개발  지조성 등의 식량권 확 와 농지의 유휴

화를 방지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농업경 의 효율화를 하여 경지정리 

 토지의 교환·분합 등 농업용지의 이용도 향상과 지 작을 한 주산

지 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 다. 그러나 이 법률에 의

거한 정책 등이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이 법률은 사문화되었다.

  이후 농수산부는 1984년 자립경 농가 육성 시책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

하고 이를 ‘제5차 경제사회발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수정계획(1984∼

1986)’에 포함시켰다. 정책 목표는  농가의 50% 이상이 기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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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달성을 한 정책 수단으로 농규모 확

, 농업기술 신·보 , 농업경  문화, 농업인력 개발 등을 제시하 으

나 구체 인 사업을 시행하지는 못하 다.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상이 개시되고 1986∼1988년의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GATT 규

정 제18조 B항을 졸업하면서 1989년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시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농어 발 종합 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리하여 정

부는 1990년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 으로 

｢농어 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업농어가 육성,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업기계화 진, 농조합법인과 탁 농회사 육성, 농어가의 업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진, 농어  정주생활권 개발 등을 규정하 으며, 농어

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농지 리기 으로써 농지유동화사업을 하도록 하

다. 이어서 1991년에는 ｢농어 구조개선 책｣을 발표하고 42조원을 투

입하기로 하 다. 이리하여 1992년 이후 이른바 ‘42조원 농어 구조개선 

투융자계획(1992～1998)’ ‘15조원 농특세사업(1994～2004)’ ‘45조원 농업·

농 투융자계획(1999～2004)’ ‘119조원 투융자계획(2004∼2013)’ 등이 계

속되어 1992∼2008년에 3단계에 걸쳐 국고를 기 으로 약 152조원이 투융

자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농업구조정책은 농업구조개선을 명시 인 목 으로

내세운 정책을 기 으로 하면 효시에 해당되는 1962년부터 지 까지 간헐

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1992년부터 인 투융자계획의 뒷받침을 받

아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 이리하여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농업기계화

와 시설 화 등이 폭 확충되었으며, 농과 업농의 비 이 확 되었

다. 그럼에도 이른바 세소농구조가 여 한 가운데 농업경 주의 고령화

와 농후계자 부족으로 농업경 을 담당할 경 주체를 확보하기 어렵고, 

 생산비는 국제 기 의 몇 배에 달한 반면,  생산소득은 다른 작물보다 

낮다. 농규모 확 를 통해 생산비를 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

가소득을 증 한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으로 은 생산소득 면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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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농업구조개선을 핵심 목표로 한 기 투융자계획은 2008년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2004∼

2013년에 용되는 계획이지만 그에 따른 투융자는 2008년에 끝나고 2009

년부터 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고 해서 농업부문의 재정 투융자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1992년 이후 3단계에 걸친 투융자계획

과 비교하면 농업구조정책이 지 도 요한 정책노선인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최근에 농업구조정책은 농규모화와 함께 법인화와 조직화를 표

방하고 있으나 업농의 농지구입을 지원하는 농규모화 정책은 축소·

환이 정되어 있고, 법인화에 한 정책지원은 미흡하며, 조직화는 유통

에 치 하여 생산의 조직화는 소홀할 뿐 아니라 개별경 체와 조직경 체

의 생산 비  등에 한 정책 방향이나 방침은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시 에서 농업구조정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 까지의 정책을 바

꿀 필요는 없는지 등에 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한 농업구조정책에 한 검토를 필

요로 한다. 컨 ,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세계 식량 기의 우려

가 높아졌는데, 그 응책으로 식량자 률 제고를 해 논에 벼 이외의 식

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려면 이들 작물의 소득을  소득 이상의 수

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 배수개선 는 경지재정리 등 밭작물 재배를 

한 생산기반정비 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WTO·FTA 등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확 에 응하여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해서는 가격  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데, 개별농가의 농규모 확

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밖에 다양한 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후변화·기상이변에 해 재해 방을 한 수리시설의 정비·확충과 온실

가스 감축을 한 친환경농업  신재생 에 지의 사용이 필요하며, 농업

인력 감소·노령화와 후계농업인력 부족에 해 다양한 농업경 체, 특히 

법인경 체와 농업인력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외에 농가소득, 특히  

농가의 소득 증 를 해서는 농규모 확 는 물론 그보다 더욱  농업

의 복합화·다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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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지 까지의 농업구조정책에 해 추진 배경과 투융자 실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하고, 외국의 농업구조정책과 국내외의 새로운 농업

구조개선 사례 등을 검토하여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 농업구조정책의 실 과 성과  문제 을 평가하여 개선 방

안을 모색하기 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EU와 랑스·일본 등의 농업구조정책 동향과 구조개선 사례  

시사 을 악하여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과 정책 수단 개편의 근거로 

삼는다.      

  셋째, 농업구조정책 환의 필요성과 환 방향  정책수단을 제시한

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농가의 농규모 확 와 기계화·시설 화 등 물

 수단에 한 지원 주의 농업구조정책을 농업경 체의 법인화·조직화

와 마을·들녘 등 지역단  조직경 체  력체계 육성 등 인  조직 육

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환하고 그것을 종합 ·체계 으로 추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선행연구 검토

  농업구조개선에 련된 연구는 농업구조 반에 한 연구를 비롯하여 

가족농· 업농·기업농과 농업법인, 농규모화 등 농업구조에 한 특정의 

정책과 사업에 한 연구, 농업의 조직화에 한 연구 등이 있으나, 그동안

의 농업구조개선정책을 종합 으로 평가  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농업구

조개선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  그 추진 방안에 한 연구는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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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농업구조에 한 연구에 해서는 연구자별로 상

세히 살펴보고, 특정의 정책과 사업에 한 연구는 문헌 목록을 제시하는 

데 국한하기로 한다.  

  김수석(2008)은 농산물시장의 면 개방에 따라 농업경쟁력 향상을 

해 농업구조개선이 불가피한데, 0.5ha 미만 계층과 3ha 이상 계층이 증가

하는 양극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농층이 증가하고 있으므

로 농업구조개선을 해서는 고령농층이 퇴출되고 그 농지가 농층에 집

되도록 구조정책으로서 경 이양직 지불제를 실시해야 하며, 그 실 을 

해서는 1단계로 75세 이상층을 상으로 농은퇴와 연계되는 경 이양

직불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 다. 

  박성재 외(2008)는 한국농정 선진화의 과제  하나로 다양한 농업경

체  강한 농업인 육성을 들고, 규모 업농과 세·고령·여성농가, 

세농가에 의한 조직경 체, 귀농자 등 다양한 농업경 체와 함께 세 가

족경 과 경합하지 않는 분야  농지투기 방지 등을 제로 일반기업의 

농업경 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 으나 구체 인 추진방안에 해서는 제

시하지 않았다.  

  김정호 외(2006)는 농업구조조정의 개념과 의의, 농업구조의 변화 동향, 

시장개방 시나리오 설정  지표별 망과 시장개방 효과, 농가구조의 변

화와 망 등을 살펴본 다음 농업구조정책의 체계화를 해 지역별 농가유

형별로 농업의 다양한 기능 분담, 다양한 경 주 육성제도 확립, 농가발

단계별 정책수단 차별화 체계 확립 등을 들고, 농업구조조정 진을 한 

정부의 역할은 경쟁력 있는 경 체가 지속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제 하에 농업구조정책의 추진방향으로서 업농 

심의 농가구조 재편을 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경 능력이 우수한 농업

경 체가 농규모를 확 하면서 경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으

로 극 지원할 것과 농업경 의 은퇴제도와 고령농업인에 한 사회보장

 지원의 강화를 주장하 다.  

  이 기(2006)는 국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농업구조 변화 동향을 살펴

본 다음 생산기반정비, 농지유동화를 한 농지제도 개편, 농업인력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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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 체 육성, 탈농 진정책 등의 농업구조정책을 검토한 다음, 농업구조

정책의 방향을 다음 4가지로 제시하 다. ① 농업인력 육성을 해 후계농

업인에 한 지원 정책을 치 하게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농업·농 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종합 인 책이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② 농

업경 체 육성 정책으로서 규모 개별경 체 외에 농업법인·농업생산조

직·지역 농집단 등 조직경 체와 소규모 가족경 체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 체 육성정책, 특히 조직경 체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③ 

정규모의 농지 확보와 질  개량  효율  이용 체계가 필요하며, ④ 농

지유동화 진을 해 경 이양직불제 강화 등 노령농가 은퇴 진을 한 

구조정책  사회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태호 외(2005)는 일본·미국· 랑스의 농업구조조정 사례를 살펴보고, 

농가구조 황과 농업투자가 농가구조에 미치는 향을 살핀 다음 농업구

조 모형을 구성하여 검토하 다. 이어서 결론으로 구조조정정책은 산업축

소·연착륙 정책의 성격이 강하므로 충실히 시행해도 정 인 평가를 얻기 

어렵고, 따라서 정책은 ①농업의 다원  기능 확보, ② 생산  유통 과정

의 불확실성 감소, ③ 련 시장의 불완  경쟁 완화, ④ 세  간 최  자

원배분 노력, ⑤ 공유자원 문제 해결 등 이외에는 농업의 구조조정에 개입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 다. 한 구조조정정책의 방향으로 농가가 최선의 

품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농업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 신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이정환·김은순(1984)은 농지가 업농에게 집 되도록 하기 해서는 

농 의 농외취업 기회 확 와 농업기계화를 진하여 세소농이 농지공

자로, 농이 농지수요자로 환되도록 해야 하며, 제도 으로는 농지 

가격 상승에 의해 세농이 농지소유를 고집하므로 농지임 차를 허용하

고 임 권을 보호하도록 농지임 차제도를 정립하고, 공  기구가 농지유

동을 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이정환 외(1990)는 60세 이상 층의 조기은퇴를 진하는 경 이양연

제를 도입하며, 차지농주의에 의한 농지유동화를 해 농지임 차에 한 

규제를 최 한 축소하고 농지구입 지원 주의 농지구입자 지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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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집단화와 분할방지 용도의 구입에 한해 지원하도록 환할 것을 제

안하 다.   

  이정환(1997)은 농지가 가장 효율 으로 이용되고 경쟁력 있는 주체에

게 집 되도록 하기 해서는 가 무슨 용도로 소유하고 이용할 것인지가 

가격논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농지와 련된 규제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지제도의 방향으로서 농지임 차의 완  

자유화, 자작지와 임 차지 간의 제도  차등 폐지, 일정 범  안에서 비농

민의 농지소유 자유화, 농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농지구입자  지원의 

환, 계획  농지 용 등을 제시하 다.     

  이정환 외(1998)는 농지가 가장 효율 으로 이용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주체에게 이용권이 집 되도록 하는 것을 농지유동화 정책의 원칙으로 설

정하고, 농지에 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가격 논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

며, 농지유동화정책의 개선방안으로서 농지소유  임 차의 자유화와 계

획 ·집단 인 농지 용  농지 용이익 환수, 조기 은퇴농가에 경 이양

연 제와 직불제 도입, 업농에 농지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임 차에 

의한 농지유동화 진, 신규 취농에 한 지원 등을 주장하 다.    

  이정환(1990)은 고용구조 조정과 농지유동화가 농업구조정책의 두 수

바퀴라고 하고, 정책수단으로서 경 이양연 과 차지농주의를 제시하 으

며, 농지구입자  지원의 환(1997)을 주장하 다. 그러나 최근(2006, 

2007)에는 경 이양직불제가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시장에

서 농지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개입이 불필요하며, 따라서 

정책은 한 수 의 소득보 제도와 신규진입  탈농의 장벽을 제거하

는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정환·김병욱(2006)은 규모화와 고령농가 은퇴 지원  업농· 농에 

한 선택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선정책에 해 고령농·소농이 

농을 포기하기 어렵고 규모축소와 농포기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하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농은 온존하고 농은 취약한 반면 재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과 생산의 농 집 이 활발히 진행 이므로 정책은 구조

개선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조개선의 과정을 제약하는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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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는 한편 양극화와 갈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 다.

  이정환(2007)은 경 이양연 제가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므로 지양

하고 신 정책은 한 수 의 소득보 제도를 정비하여 유능한 농가가 

투자와 규모 확 를 극 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며, 

한 시장논리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농지제도와 부채 책

을 정비하고 직 지불제도를 생산 립 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 다.  

  다양한 농업경 체  개별 사업에 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단, 이들 연구는 농업구조정책의 체 인 방향과 련되는 연구가 아니므

로 개별 연구에 한 검토는 생략한다. 먼  가족농  업농에 한 연

구로는 김정호 외(1990), 김정호(1992), 김정호(1998), 김정호 외(2007) 등

이 있다. 농규모화사업에 한 연구로는 김정부 외(1995), 김정부 외

(1998)가 있으며, 농업법인에 한 연구로는 김정호 외(1994, 1997), 박문

호(1996, 2000), 김수석 외(2006) 등을 들 수 있다. 기업농에 한 연구로는 

김 보(1962), 김정호(2004) 등이 있으며, 조직화에 한 연구로는 박문호 

외(2007), 박문호 외(2009)가 있다.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농업구조 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  이 연구는 농업구조정책의 추진배경과 사업 실 , 성과와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을 들 수 있다. 농업구조 련 선행연구는 부분 

농업구조정책으로서 농지유동화에 을 맞춰 경 이양직불제 는 연

제를 주장하는 한편 임 차에 의한 규모 확  등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차이 으로서 이 연구는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이다. 농업구조 련 선행연구들은 부분 기존 농업

구조정책의 문제 에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

업구조정책의 방향을 농지유동화와 농기계·시설 등 물  구조개선에서 농

업경 체의 법인화  마을·들녘 등 지역단  조직경 체의 육성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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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조개선으로 환할 것을 제안하고, 그 추진을 한 정책수단의 

개편에 해서도 검토한다.    

3. 연구 범 와 연구 내용

3.1. 연구 범위

  농업구조의 개념은 제2장에서 보듯이 의로는 토지소유구조·농업경

구조·농업생산구조·농업소득구조를 포 하는데, 이  토지소유구조와 농

업경 구조가 의의 농업구조에 해당한다. 특히, 농업구조정책의 상이 

되는 농업구조는 경 유형별 경 구조와 규모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

의 농업구조 개념, 특히 농업경 구조에 을 두며, 따라서 농업구조정

책의 범  한 이 개념을 토 로 하여 설정된다. 

  농업구조정책은 어느 나라든 특정 품목이 아니라 그 나라의 체 농업을 

상으로 장기에 걸쳐 실시하며, 사업 분야 한 제2장에서 보듯이 농업생

산기반정비와 농업기계화·시설 화  기술개발, 농지유동화의 진을 

한 농규모화사업과 경 이양연 제·직불제, 농업인력  경 체 육성, 

농지제도와 조세제도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에 한 

설명, 제3장의 농업구조정책 추진 배경·경과  사업 실 , 외국의 농업구

조정책 사례 등에서는 농업구조정책 반에 해 서술한 반면, 농업구조정

책의 성과와 문제 에 한 평가,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 편에서는  

농업에 을 맞추어 검토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의 경 구조

를 심으로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농업구조정책의 상은 논 농업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논 농업을 심으로 하며, 특히 그동안의 농업구조

정책이  농업의 농규모 확 에 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한 농

업구조정책에 한 평가에서 사업별 평가는 하지 않으며, 농업구조정책이 

목표로 하는 총  성과에 해 평가한다. 농업구조정책에 한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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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다는 앞으로 농업구조정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정책방향과 

체계  수단이 합한지를 검토하는 데 심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상 시기는 1992∼2008년을 직  상으로 한다. 이 시기에 3단

계에 걸쳐 농업구조정책이 본격 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3.2.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서론과 요약  결론을 제외하면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2장에서 농업구조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에 해 검토

한다.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농업구조  농업구

조정책의 개념과 범 에 해 검토한 다음 이 연구의 목 에 합하게 수

정 정리한다.

  둘째, 제3장에서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배경·경과와 사업 실 에 해 살

펴보고 특징을 악한다. 1992년 이후 3단계에 걸쳐 추진된 농업부문 투융

자 계획, 즉 ‘42조원 농어 구조개선 투융자계획(1992∼1998)’ ‘15조원 농

특세사업(1994∼2004)’ ‘45조원 농업·농 투융자계획(1999∼2004)’ ‘119조

원 투융자계획(2004∼2013)’의 추진 내용과 사업 실 을 검토한다. 

  셋째, 제4장에서 농업구조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기 으로 정책의 성

과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넷째, 제5장에서 EU와 랑스·일본의 농업구조정책 개 과정과 법인

화·조직화 사례, 국의  산업 계열화 사례 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이

들 나라의 농업구조정책이 언제 왜 등장하여 어떻게 변하 으며, 그 정책

의 체계와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검토하고 시사 을 도출한다.

  다섯째, 제6장에서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을 제시한다. 행 농업구

조정책을 환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환할 것인지, 정

책을 실 할 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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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국내 출장조사, 설문조사, 해외 사

례조사 등을 들 수 있다. 

  먼  문헌조사로서 선행연구와 농업구조  농업구조정책 련 통계자

료, 외국의 사례에 한 자료를 수집·정리한다. 국내 출장조사는 들녘별 경

체 등 우수 사례에 한 조사이다. 이를 통해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

향으로서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의 발  가능성과 한계를 

악한다. 

  설문조사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농업 측 표본 농가 1,348명  

395명을 상으로 2011.10.31∼11.3에 화로 조사하 다. 설문조사 내용

은 농업구조정책의 정책 수단 이용 실태와 만족도, 농업구조정책의 필요성

과 방향에 한 의견 등이었다. 

  해외 사례조사는 EU와 랑스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일본의 집락

농과 국의  산업 계열화 사례에 한 문헌 조사이다. EU와 랑스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사례조사는 연구 내용에서 설명하 듯이 농업구조정

책이 언제 왜 등장하여 어떻게 변하 으며, 그 정책의 체계와 성과는 어떠

했는지 등에 련된 문헌조사이다. 일본의 집락 농과 국의  산업 계

열화 사례는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와  농업의 다각화 사례

로서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이들 사례의 가능성에서 찾고자 한 것

이다.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제2장

1. 농업구조의 개념

  농업구조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다.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를 연구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종환(1967)은 농업구조란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을 종합한 것으로서 생산구조·유통구조·분배구조 등으로 구분

하되 가장 요한 측면은 생산구조라고 하 다.

  이정환(1984)은 농업구조란 가격과 기술이 농업이란 산업의 성과에 미

치는 효과를 규정하는 기본  틀, 즉 농업생산주체(단 )의 성격과 그 분포 

 주체 간의 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하고, 농업생산주체의 성격은 

①생산주체의 행동동기, ②취업구조, ③생산요소의 소유 계, ④경 형태, 

⑤기업형태, ⑥규모 등에 의해 악할 수 있다고 하 다. 이  경지규모는 

시 와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 다.  

  최양부(1984)는 “농업구조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배 속에서 농업생

산활동을 수행하는 농가경제 주체의 조직, 자원배분과 이용, 그리고 이들 

상호 간의 계  이들이 시장경제에의 응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의미하

며, 이것은 체 국민경제와 그의 부문경제인 농업경제의 성격을 표 한

다”고 하고, 한마디로 “한국에 있어서 농업구조는 가족  소농경제”라고 

규정하 다.

  정 일(1987)에 의하면 농업구조라는 말은 농가경제구조와 동의어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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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우가 있으며, 의로는 경 구조뿐 아니라 생산요소·유통·수요 등 

다양한 측면을 포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미해서 농업구조개선이나 농업

구조정책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분명해진다고 하 다. 

  한편, 우리와 농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의 개념 정의를 연구자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1961년의 농업기본법 제정에 앞서 설치되었던 농업구조분과 원

회에서 제시한 정의에 의하면 “농업구조는 농업의 존재·발 을 규제하고 

있는 지배 인 토지소유제도와 농업경 구조이며, 농업경 구조는 토지소

유의 형태, 경 규모, 주요 생산수단의 결합된 기능을 말한다”고 하 다. 

  와타나베 효리키(渡邊兵力, 1967, pp.19-25)는 농업구조를 의의 농업

구조와 의의 농업구조로 구분하 다<표 2-1>. 먼 , 의의 농업구조는 

농업생산 제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틀로서 이것에 의해 한 나라 는 한 지

역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상정되며, 타산업과의 생산성  소득을 비교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고 하 다. 의의 농업구조는 의의 농업구조 개념의 4

개 구성요건  토지소유구조와 농업경 구조를 가리킨다. 이 두 요건은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그 에서 구체 인 생산 활동이 수

행되나 나머지 두 요건은 그 지 못하다. 농업생산구조는 농업생산 활동의 

표 2-1.  농업구조의 개념 구성

농업구조

( 의)

토지소유구조
토지소유제도, 토지보유규모

토지소유형태, 토지소유계층 구성

농업경 구조
농업경 규모, 농업경 조직

경 자본 구성, 경 계층 구성

농업생산구조
농업생산조직, 생산기술구조

생산성 격차, 농업유통조직

농업소득구조
농업생산성, 소득 수 , 농업소득구조 분포

생산부문별, 지역별 소득분포 구조 

자료: 渡邊兵力. 1967. ｢農業構造の改善｣. 泰文館.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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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며 농업소득구조는 그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히구치 테이조( 口貞三, 1991, 黑柳俊雄 編著, ｢農業構造政策｣, 農林統

計協 , pp.46-52)는 먼  구조란 “더욱 빠르게 변동하는 경제 제과정을 설

명하는 데 의의가 있는 느리게 변화하는 경제변수나 경제 계의 총체를 나

타내는 것”이라는 정의에 따라 농업구조란 “더욱 빠르게 변동하는 농업경

제 제과정을 설명하는 데 의의 있는 느리게 변화하는 농업경제 변수· 계

의 총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 다. 

  카다 료헤이(嘉田良平, 1987, 賴 平 編著, ｢農業政策の基礎理論｣, 家の光

協 , pp.260-262)는 농업구조란 “ 의의 개념으로서는 농산물의 생산·유

통, 그리하여 최종소비에 이르는 농업(  농업 련산업)의 산업  구조, 나

아가 농업과 타산업의 련성까지 포함하지만 농업구조정책에서 일반 으

로 상이 되는 농업구조라고 하는 경우 의의 개념으로서 농업생산요소 

 단기 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 요소, 특히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 

계가 문제의 상이 된다. 그것은 미시  의미에서는 개별경  내부의 

구조이며, 거시  에서는 농업노동력과 토지의 결합비율이나 분포 상

태가 문제로 된다. 그 에서도 특히 경 유형별로 본 농업경 의 규모 구

조가 요한 정책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엄 히 말하자면 농업구조

는 상호 유기 인 련을 갖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악할 수 있다”고 하

다. 

  ① 제1의 측면은 ‘기업형태별 구조’이다. 농업경 이 어떤 농업사업체

(경 주체)에 의해 담당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개별가족경 (농가), 

법인경 , 업을 포함하는 각종 생산조직 등 농업생산의 시업형태별로 본 

담당자의 구조이다.

  ② 제2의 측면은 ‘경 규모별 (농가)구조’이다. 단기 으로 변동하기 어

려운 가족노동력, 토지, 고정자본재라는 경 요소의 규모별 분포와 결합

계의 형태를 문제로 한다. 이 측면은 구조문제·구조정책에서 가장 요한 

개념이다.

  ③ 제3의 측면은 ‘소득규모별 (농가)구조’이다. 각 경 요소에 한 보수 

는 그 혼합소득에 한 인  분배의 구조, 그 시계열  변동 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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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격차 등을 문제로 한다.

  ④ 제4의 측면은 ‘부문조직별 (농가)구조’이다. 농산물의 종류와 산출량

에 한 부문조직의 특화도  농업부문과 농외(겸업)부문의 조합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후자는 ·겸업별 농가구조로 악될 수 있다.

  그는  “이상의 네 측면은 각기 유기 인 련을 가지면서 체로서 농

업구조를 형성하지만 구조정책, 특히 토지이용형농업에서 구조문제를 논하

는 경우 제1의 담당자구조  제2의 경 규모구조가 특히 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의 공통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먼 , 농업구조는 의의 개념과 의의 개념으로 나 어 정의할 수 있

다. 의의 농업구조란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산

업  구조로서 토지소유구조·농업경 구조·농업생산구조·농업소득구조를 

포함한다. 의의 농업구조란 농업구조정책의 상이 되는 농업구조로서 

“농업생산주체의 성격과 그 분포  주체 간의 계” 는 “농업생산요소 

 단기 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 비율  분포”

를 말하며, 토지소유구조와 농업경 구조를 가리킨다.     

2.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에 한 선행연구의 견해를 연구자별로 개

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환은 농업구조에 한 일련의 연구에서 농업구조정책의 방향과 수

단에 한 의견을 변화시켜왔다. 그는 먼  농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

로 ①경제사회의 발 , ②기술, ③가격, ④제도 등을 들었다(이정환, 1984). 

이어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정책수단과 련하여 농지가 업농에게 집

되도록 하기 해서는 농 의 농외취업 기회 확 와 농업기계화를 진

하는 한편 농지임 차를 허용하고 임 권을 보호하도록 농지임 차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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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며, 공  기구가 농지유동을 리해야 한다고 하 다(이정환·김은순, 

1984). 그는 후속 연구에서 경 이양연 제를 도입하며, 농지임 차에 

한 규제를 축소하고 농지의 집단화를 한 구입에 한해 농지구입자 을 지

원할 것을 제안하 다(이정환 외, 1990). 그는  농지 련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지제도의 방향으로서 농지임 차의 완  자유화, 

자작지와 임 차지 간의 제도  차등 폐지, 일정 범  안에서 비농민의 농

지소유 자유화, 농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농지구입자  지원의 환, 계

획  농지 용 등을 제시하 다(이정환, 1997). 다른 연구에서도 그는 농지

가 가장 효율 으로 이용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주체에게 이용권이 집 되

도록 하는 것을 농지유동화 정책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농지소유  임

차의 자유화와 계획 ·집단 인 농지 용  농지 용이익 환수와 함께 조

기 은퇴농가에 경 이양연 제와 직불제 도입, 업농에 농지매각 시 양도

소득세 면제, 임 차에 의한 농지유동화 진, 신규취농에 한 지원 등을 

주장하 다(이정환 외, 1998).

  이정환은 최근에는 의 주장을 크게 바꾸었다. 즉, 규모화와 고령농

가 은퇴 지원  업농· 농에 한 선택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

선정책에 해 고령농·소농이 농을 포기하기 어렵고 규모축소와 농포

기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하며, 농산물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농은 온존하

고 농은 취약한 반면 재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과 생산의 농 집 이 

활발히 진행 이므로 정책은 구조개선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

조개선의 과정을 제약하는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양극화와 갈등을 방지하

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 다(이정환·김병욱, 2006). 한 경 이양연 제

에 해서도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므로 지양하고 신 정책은 한 

수 의 소득보 제도를 정비하여 유능한 농가가 투자와 규모 확 를 극

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며, 농지제도와 부채 책을 정

비하고, 직 지불제도를 생산 립 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 다(이정환, 

2007). 

  이 기(2006)는 행 농업구조정책으로 생산기반정비, 농지제도 개편, 

농업인력  농업경 체 육성, 탈농 진 정책 등을 검토한 다음 농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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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으로 농업인력과 농업경 체 육성, 정규모의 농지면  확보

와 토지개량  효율  이용체계, 노령농가 은퇴 진을 한 구조정책  

사회정책 수단을 제시하 다. 

  임형백·조 구(2004)는 농업구조조정을 한 정책수단으로 ①경지정리·

토지개량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②농지이용규제 개편과 농업자연 제도 

등 농지유동화 진 시책, ③탈농가를 한 농민직업교육과 농 공업화, 

④ 심 농업생산 담당자 선택 등을 들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에 한 선행연구의 견

해에 해 연구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쿠로야나기와 아베(黑柳俊雄·阿部秀明, 1991, 黑柳俊雄 編著, ｢農業構造

政策｣, 農林統計協 , p.4)는 “변 을 요청받는 일본의 농업 구조란 제2

종겸업으로 정착해온 세한 농지소유가 농지의 유동화와 일본 농업의 규

모의 경제의 실 을 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성립을 태롭게 하고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재의 농업경 구조를 개변시킴으로써 노

동생산성 향상→생산비 감을 비약 으로 도모하려는 농업정책이 농업구

조정책”이라고 하 다. 기존의 농업경 구조를 개변하지 않고 농정이 생산

성 향상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생산정책의 이라고 간

주하 다. 

  카미야마 야스오(神山安雄, 1998, 農林行政を える  編, ｢21世紀 日本

農政の課題｣, 農林統計協 , pp.197-198)에 의하면 일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체계는 농지임 차를 심으로 농지유동화를 추진하여 규모 경 을 

형성하고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정비나 농업구조개선사

업을 통한 경지정리와 구획화 등에 의해 기계화 체계에 응함으로써 노

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농지정책과 경 책의 결합, 각 

지역 실정에 입각한 농지 등 지역자원의 유지 리를 정책목 으로 하는 농

업구조정책의 지역화가 농업구조정책의 과제라고 하 다. 한 농업쇠퇴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산간지역 등에서는 특히 지역자원의 유지 리와 

지역활성화를 시야에 넣어 농업구조정책과 농 지역정책을 동시에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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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 료헤이(嘉田良平, 1987, 賴 平 編著, ｢農業政策の基礎理論｣, 家の光

協 , pp.263-268)는 농업구조정책의 등장 배경으로 ①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과 비농업 간의 생산성 격차, ②농산물 수요 증가가 1인당 소득 증가

에 미치지 못하는 것, ③일본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

상 요구 등을 들고, 농업구조 변동 요인으로 국가의 경제성장, 농업의 기술

진보, 농업정책 등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농업구조정책이란 농업경 구조

를 개변·개선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  생산비 감을 꾀하며 농업

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구조정책의 궁극 인 목표는 장기 인 경제발  과정에 응하여 농

업종사자가 타산업종사자와 균형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경 구조를 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농업구조정책의 특징

으로 다음 3가지를 들었다.

  첫째, 구조정책은 단기 이 아니라 ·장기 인 에 입각한다는 이

다. 시장에 맡겨두면 완만하게 변화하는 농업구조를 어떤 정책수단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므로 그 성과를 거두기까지 10년 이상 

는 다음 세 까지 장기간을 요하며, 타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한 지속

인 구조개 이 필요하다.

  둘째, 구조정책이 토지 등 고정 인 생산요소의 재배분이나 소득분배구

조의 폭 변경을 요하는 데에서 일반 으로 강한 사회  항이 생긴다는 

이다. 특히 토지이용권의 재배분과 련하여 다수의 세농이 이농해야 

일부 농에게 이용권이 집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정책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셋째, 구조정책과 다른 농업정책의 련성 는 정합성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컨  생산정책도 신기술을 채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려 하는 것은 구조정책과 같지만 자가 기존 농업경 구조 하에서의 

생산성 향상인 반면 후자는 그것을 변경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에 차이가 있으며, 양자는 보완 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지지 정

책은 소규모 농가를 온존시킴으로써 농에의 농지유동화를 해하게 

되므로 가격억제 정책 쪽이 구조재편 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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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는 한 농업구조정책의 수단은 국가·지역별로 다르고 시기별로 다

르지만 일반 으로 유형화하면 다음 3가지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고 

하 다. ①농업생산기반정비로 표되는 물 인 공공자본투자를 수반하는 

하드웨어 사업으로서 농지기반정비, 토지개량, 기계·시설의 유효이용 진 

등이 포함된다. ②농지유동화 진을 한 제시책으로서 농업 담당자 육성

이라는 의미에서 인 인 소 트웨어 련 정책이다. ③법제도  수단에 의

한 규제 내지 유도로서 특히 토지제도나 각종 토지세제, 토지이용규제 등

이다.   

  이상과 같은 농업구조정책에 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책체계에 입각

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구조정책이란 기존의 농업경 구조를 개변·개선함으로써 농

업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 구조의 개선과 무 한 정

책은 농업구조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 농업경 구조란 농업생산주체

의 유형과 구조  분포를 말하며, 단기 으로는 변동하지 않는 고정  생

산요소, 즉 농업노동력과 농지 간의 결합 계가 핵심이다.  

  둘째,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는 농업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생산비 감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산업으로서의 농

업을 확립하는 것이다. 여 말하면 도·농 간 소득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

업경 구조를 실 하는 것이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이다. 따라서 겸업소득 

등에 의한 도·농 간 소득 균형은 농업구조정책과 배치되며, 지역 자원의 

유지· 리와 지역 활성화 등은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정책 방향은 고령농· 세농

의 은퇴·탈농과 농· 업농에의 농지이용권 집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농가의 법인화나 마을·들녘 등 지역단  농업생산의 조직화=지

역 농집단을 통한 농업구조 개편은 들어 있지 않다.  

  넷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은 ①농업생산기반정비와 토지개량  

농업기계화 등 물  시설·장비의 확충, ②농지유동화 진을 한 소 트

웨어 사업으로서 농규모화  경 이양연 제와 직 지불제, 농업인력 

 경 체 육성, ③법제도의 규제 내지 유도로서 농지제도와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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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 등이다. 여기에는 농업경 의 복합화와 다각화 등은 들어 있

지 않다.   

  다섯째, 농업구조정책의 추진체계는 앙정부 주도의 추진체계로서 지

역의 특성이나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이는 농업구

조정책이 장기에 걸쳐 국 으로 시행된다는 특징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 

  와 같은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체계 구성 항목과 련하여 제3장과 제4

장에서는 1960  이후부터 재까지, 특히 1992년 이후 3차에 걸쳐 시행

해 온 농업구조정책에 해 정책 목표와 방향·수단은 어떤 것이었으며, 언

제 왜 바 었는지, 성과와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  제3장

1. 농업구조정책의 배경과 경과

1.1. 정부 수립 이후 농정의 전개 과정과 농업구조정책의 특징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정의 개 과정에 하여 농업을 둘러싼 경

제사회 여건과 농업 련 제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기 으로 시기를 구

분하면, 1948∼1967년의 제도정비기, 1968∼1977년의 증산농정기, 1978∼

1985년의 소득농정기, 1986∼1997년의 구조농정기, 1998년 이후 재까지

의 개방농정기 등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이러한 시기 구분에 의거하여 시 별로 추진된 농업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 수단, 그리고 농업구조정책의 성격에 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제1기(1948∼1967년)는 농정의 추진을 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정비되는 시기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농업 부문은 국민식량 공 과 

농 사회 안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 으나, 1950년 한국 쟁의 돌발로 인

1 이와 달리 ｢한국농정50년사｣(한국농 경제연구원, 1999)의 경우 1945∼60년의 

산업화 이  시기, 1961∼1976년의 고도경제성장기, 1977∼88년의 안정경제성

장기, 1989∼ 재의 무역자유화시기 등 4기로 구분하 는데, 이 시기 구분은 

경제 여건과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 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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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가 체제가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르 다. 이 

기간 동안에 농지개 (1949∼1957년)으로 자작농 체제가 창출된 것은 커

다란 성과이며, 농업 발 과 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한 농업 련 기구 

 법령이 정비되기 시작하 다.

그림 3-1.  한국 농정의 개 과정

제1기
(1948∼1967)

제도정비기

◦ 농지개  실시(1949)

◦ 농업기본법(1967) 제정

◦ 잉여농산물(PL480) 도입

⇩

제2기
(1968∼1977)

증산농정기

◦ 농공병진과 농어민소득증 특별사업 추진

◦ 농지확장사업(간척, 개간 등)

◦ 새마을사업 추진(1970)

◦ 녹색 명과 고미가정책

◦ 주곡자  달성(1977)

⇩

제3기
(1978∼1985)

소득농정기

◦ 양특 자 으로 양정 환론 두

◦ 냉해(1980)로 양곡 도입, 곡가정책 시작

◦ 소값 동과 농가부채 문제(1984/85)

◦ 비교우 론, 농외소득론 두

⇩

제4기
(1986∼1997)

구조농정기

◦ 시장개방 응, 농어 종합 책 수립(1986)

◦ GATT/BOP 졸업(1989)

◦ 농어 발 특별조치법 제정(1990)

◦ 농어 구조개선사업 착수(1992)

◦ UR 상 타결(1993), WTO 출범(1995)

◦ 농어 특별세 도입(1994)

⇩

제5기
(1998∼ 재)

개방농정기

◦ 외환 기, IMF 리체제 돌입(1998)

◦ 농업·농 기본법 제정(1998)

◦  세화 유  연장(2005～2014년까지)

◦ FTA 진 (칠 , ASEAN, 싱가포르, 미국,

   EU, 페루 등)

◦ 농어 삶의질특별법 제정(2005)

◦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 제정(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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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의 농업구조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요한 이슈는 농지개 의 성

과를 바탕으로 자작농의 경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즈음에 유럽과 

일본에서도 농업구조개선이 논의되면서 국내에서도 자립안정농가 육성  

업농 조장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향에서 1967년에 농업기본법

을 제정하 으나 실효성 있는 시책은 미흡하 다.

  제2기(1968∼1977년)는 ‘증산농정기’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국가 으

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산업화가 진 되었으나, 경제성장을 

하여 가장 시 한 과제는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식량증산

을 하여 농업기술의 개발·보 과 농 지도사업, 농지조성과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종자개량 등의 시책이 강하게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증산

농정의 결과로 1977년에는 주곡인 을 자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1970

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마을 단 의 농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

진되고, 아울러 농가소득 증 를 한 특별 책 지원사업과 농산물가격 지

지를 한 고미가정책 등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의 농업구조정책을 살펴보면, 산업화에 따른 농지보 과 농업생

산기반정비가 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어 농지 제도가 마련되고, 경

지정리와 농지확장 등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특히 

1967년부터 농가호수가 감소 추세로 반 됨에 따라 후계인력 육성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품목별 업조직이 태동하기 시작하 다. 

  제3기(1978∼1985년)는 ‘소득농정기’라고 할 수 있다. 식량자  실  이

후 상업농 시 에 진입하면서 농정 기조는 주곡의 증산과 가격지지에 의한 

농업소득 증  정책에서 농외소득과 복합 농  축산·과수·채소 등 소득

작목을 통한 농가소득 증  정책으로 환되었다. 특히 1980년의 냉해,  

1984년의 소값 동 등으로 농가경제의 핍박이 심하여 1986년에 농정사상 

처음으로 ‘농어 종합 책’이 수립되기도 하 다.

  이 시기의 농업구조정책은 소득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요약되는데, 특히 

농업생산구조가 축산  원  등의 소득작목 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하

다. 한 이농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이 나타나면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이 발족되고, 생력화를 한 농기계보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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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1986∼1997년)는 농업구조정책이 본격 으로 가시화된 시기이다. 

1986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 상이 시작됨으로써 시장개방 진 에 

응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당면과제로 두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농

업의 체질 개선을 한 구조개선 책을 검토하여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

다. 1989년에는 ｢농어 발 종합 책｣, 1991년에는 ｢농어 구조개선 책｣, 

1994년에는 ｢농정개 과 농어 발 책｣ 등이 일련의 체계를 가지고 수

립되었으며, 특히 1995년부터 농어 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

을 한 투융자 재원으로 확충되었다. 한 련 제도의 정비로서 농업법

인 제도 도입(농어 발 특별조치법, 1990), 농업진흥지역 지정(1993), 농

지법 제정(1994) 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농업구조정책’이라는 용어가 정책 으로 리 사용된 시기로

서, 농지유동화를 통한 경 규모 확 와 업농 육성 정책이 강하게 추진

되었으며, 한 개별농가의 업조직화를 제도 으로 보장하기 하여 농

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정부

의 재정지원이 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보조  남용의 폐해가 나타나고 

외형 인 규모 확 의 부작용이 노출되기도 하 다.

  제5기(1998년∼ 재)는  세계 인 무역자유화와 국내 농산물 시장 개

방 등 내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개방농정이 면화되는 시기이다. 한

국경제는 1997년 말의 외환 기에 따른 국제통화기 (IMF) 리체제 하에

서 사회 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 으며, 이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도 농정 패러다임의 큰 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98년의 

정권 교체로 농정 기조는 농 지향에서 ·소농 구조의 친환경농업 육성 

 품질경쟁력 제고로 환되었다. 2002년에  소득 보 을 한 직 지

불제가 도입되고, 2005년에 농 정책 강화를 한 ‘삶의질향상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식품산업이 농업 분야에 이 됨으로써 농림수

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 되는 한편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

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농정 방향이 반 으로 양보다는 질 인 측면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농업구조정책의 기조도 1990년 의 농지향·규모화 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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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에 들어서는 소농·경 안정 정책으로 환되는 경향을 나타냈

다. 특히 농업경 주의 고령화 추세를 반 하여 후계인력 육성이 강조되

고, 소득 증 에 해서도 과거의 생산성 향상 유인 방안 신 직 지불 

방식이 도입되었다. 

1.2. 1990년대 이후 농업구조정책의 성립과 변천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상이  타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던 1989년에 우리나라는 GATT/BOP(국제수지조항)2를 졸업하게 되

어 바야흐로 본격 인 개방 시 를 맞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비하기 하여 종 과 같은 단기 이며 증요법 인 시책으로

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구조 이고 본질 인 농정의 환이 필요하

다고 단하 다. 특히 낙후된 농업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시장 개방에 한 보완 책을 수립하는 등의 

극 인 응장치를 마련하고 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 농어  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른바 국제화 시 의 농정 책으로 처음 수립된 정책이 1989

년의 ‘농어 발 종합 책’이며, 이를 보완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

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1991년 7월에 발표된 ‘농어 구조개선 책’이다. 

농어 구조개선 책은 <그림 3-2>에 정리한 바와 같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 의 활력 증진이라는 양  축으로 편성되었다. 

  먼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여 ①기술농업을 선도할 정 인력의 확

보, ②농업의 기계화와 주산단지 심의 시설 화 진, ③농수산물 고

화를 한 기술 신과 농수산 정보망 구축, ④품질 주의 경쟁체제로 유

통구조 개선, ⑤ 업농가의 경 규모 확 , ⑥상품성 향상으로 수취가격 

 2 GATT 18조 B항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개발을 한 재원 확보에 불가

피한 국제수지 보호를 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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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⑦농산물의 가공 개발과 수출 진, ⑧ 문화된 동조직의 육성 등

을 설정하 다. 농업구조개선을 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후계자 지원제

도 개선, 농업경 자 학 설립과 농업기술사 제도 도입, 벼농사의 기계화 

추진, 원 ·축산의 시설 화, 1개 군 1개 주산단지 추진, 기계화·시설

화를 한 제도 개선, 농 지도 체계의 개편과 응용기술 개발, 농수산종

합정보망 구축, 행정규제 완화, 품목별 주산단지에 가공공장과 종합유통시

설 설치 확 , 가공산업 육성과  강화, 유망 농산물의 수출 확 , 품목

별 동조직의 자율생산  출하조  능력 제고 등이 추진되었다.

그림 3-2.  1991년 농어 구조개선 책의 체계

우수인력 육성

수요개발

농규모 확

생산기반 정비

농수산업
구조개선

경쟁력 제고

농 활력증진

업농 육성

농어 구조개선

기계화·시설 화

기  술    신

유통구조 개선

소 득 원 개 발

생활환경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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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농어 의 활력을 증 하기 한 정책과제로서 ①농어 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②농어  생활환경의 획기  정비, ③이농 인력의 재 취업

과 사회정책  지원 책 강구 등을 설정하 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한 정책 수단으로 농공지구의 확  조성  내실화, 지역특산품 육성 지원,  

농어  소득원 개발사업 확  추진, 농어 지역의 정주생활권 본격 추

진, 농어 지역 주거환경 정비, 농어  교육·의료 환경 개선, 청·장년에 

한 취업 기회 제고, 고령  무의탁 농민에 한 생계지원 확  등의 정책

을 추진하 다.

  한, 농어 구조개선 책에 한 후속조치로서 먼  련 법령의 제정

과 개정을 단행하 다.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투자재원 확

보를 제도화하고 농어 발 특별조치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양곡 리법, 

산림법 등 련 법규를 개정하 다. 특히 1992～2001년까지 10년 계획으

로 총 42조원 규모의 농어 구조개선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 다. 

  1991년의 농어 구조개선 책은 그 후 몇 단계를 거쳐 세부 사업이 보

완되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3-1>이다.

  먼 , 1993년에 ｢신농정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에 완료하기로 

하 던 농어 구조개선 책의 사업 기간을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완료하

기로 결정하 다. 한 세부사업의 투자순 를 조정하면서 정책사업의 추

진방식을 기존의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환하도록 하 다. 

  1994년 6월에는 ｢농어 발 책  농정개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WTO 체제에 응하는 농정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고, 42조원 농어 구조

개선 투융자계획을 조기집행하며, 특히 15조원 규모의 ‘농어 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어업 경쟁력 향상 시책에 추가 으로 사용하도록 하 다. 이 

때 농특세의 계획기간은 1995∼2004년의 10년간이었다.

  1998년 2월에 정권 교체로 출범한 김  정부는 그해 7월에 ｢농업·농

발 계획｣을 발표하고, 1999∼2004년의 6개년 계획으로 45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의 방향은 기존의 농

규모 확 를 통한 생산비 감에서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으

로 환되었다. 한 농정조직, 동조합, 농산물유통 등을 개 하여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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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명 주    요    내    용

농어 구조개선 책

(1991.7)

◦계획기간: 1992∼2001년

◦농어 구조개선을 한 42조원 투자계획 마련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

｢신농정｣ 5개년계획

(1993.7)

◦계획기간(수정): 1992∼1998년

 - 42조원 투융자계획을 3년 앞당기고 투자순  조정

◦정책사업 추진방식을 상향식으로 환

농어 발 책 

농정개  방안

(1994.6)

◦WTO 체제 응 농정의 기본 틀 마련

◦42조원 농어 구조개선 투융자계획 조기 집행

◦15조원 농어 특별세 신설  농어업 경쟁력 시책 강화

 - 농특세 계획기간: 1995∼2004년(10년간)

농업·농 발 계획

(1998.7)

◦계획기간 1999∼2004년의 45조원 투융자계획 수립

◦농정개  지속 추진(농정조직, 동조합, 농산물유통 개 )

◦농어업·농어 특별 책 원회 설치(2002.2)

농업·농 종합 책

(2004.2)

◦계획기간: 2004∼2013년( 반기 2004∼2008년)

◦119조원( 반기 50조 5,100억원) 투융자계획 수립

◦산업정책, 소득정책, 농 정책의 종합  연계 체계

표 3-1.  1990년  이후 농업·농 종합 책의 주요 내용

개 을 지속 으로 추진하기로 하 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  정부는 이듬해 2월 ｢농업·농 종합 책｣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의 장기 농업·농 투융자 계획을 제시하 다. 계획

기간을 2004∼2013년의 10년으로 하여 총 119조원을 투융자하기로 하고, 

그  2004∼2008년의 반기 5년에 50조 5,100억 원을 책정하 다. 이 

책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업농가에 한 소

득보  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아울러 농업·농 의 종합 인 구조

개선이라는 에서 농산업정책·농가소득정책·농 정책 등 세 측면의 종

합 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 다.

  이상과 같이 농업구조개선을 한 종합 인 농업·농  발 책은 1991

년 7월에 수립된 농어 구조개선 책 이후 투융자 계획과 사업 내용이 보

완되면서 2008년까지 18년간 지속 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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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  이후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실

2.1. 1990년대 이후 3차의 투융자계획 

  1991년 7월에 수립된 ‘농어 구조개선 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

어 의 활력 증진, 농어  투융자 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책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총 42조원을 투입하는 농어 구조개선사

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그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35조 5천

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 다. 한, 농어  투

융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하여 농수산물 수입 세와 배합사료 등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용하는 경우에 농지 용부담 을 부

과하도록 하 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

도록 하 다.

  그 후 1993년 말에 UR 상이 타결되면서 농어 구조개선사업의 성과

를 조기에 실 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4년에 수

립된 ‘농어 발 책  농정개 방안’에서 42조원 농어 구조개선사업

의 계획기간을 당 보다 3년 앞당긴 7년 계획(1992~1998년)으로 조정하

다. 한 농어 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

치하고, 투융자 재원은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재정투융자특별회계·일반

회계 등의 정부 산과 국유재산 리특별회계·농지 리기 ·임업발 기  

등의 정부기   축산발 기  등에 의해 마련하도록 하 다.

  한편, 농어 구조개선사업(42조원 사업)과 병행하여 1994년 농어 발

책에서 국민성  성격의 세 으로 농어 특별세사업(1995~2004년, 총 

15조원)이 별도로 신설되었다. 농어 특별세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응하

기 한 목 으로 신설되었으므로, 기본 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는 사업에 집  투자하도록 하되 기존의 42조원 구조개선사업과 복되는 

사업은 지양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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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농어 구조개선사업 투융자계획(1996.5 수정)

단 : 억 원

분야별
총계 199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442조사업 농특세사업

생산기반정비 86,063
    43,000
(경지정리)

 35,366
(3,251)

15,487
(3,623)

 21,397
 (3,760)

25,601
 (4,318)

- 
(28,048)

농업기계화 30,720      -  14,650  4,457  4,518 4,208      -

시설 화 17,699
     2,000

( 소농고품질)
 6,530
 (200)

 3,418
 (200)

 3,125
 (236)

3,803
 (200)

     -
 (1,164)

농규모화 25,408      -  12,866  3,375  3,808 4,920      -

기술개발 12,226
     4,650
(첨단기술)

 5,548
 (763)

 1,825
 (550)

 2,047
 (510)

 2,260
 (510)

     -
 (2,317)

정 인력육성 23,576
     2,890

( 문 육성등)
 10,536
  (425)

 4,083
 (347)

 4,463
 (285)

5,123
 (231)

     -
 (1,602)

축산구조개선 55,053      -  22,207  7,084  6,923 8,072      -

유통개선 22,477
    14,550

(물류센타 등)
  8,610
 (2,570)

 3,847 
(1,614)

 4,543
 (1,129)

4,882
 (677)

     -
 (8,560)

어업구조개선 24,225
    13,535
(어항,어장)

 10,187
 (2,068)

 3,930 
(1,881)

 4,713
 (1,817)

 5,562
 (1,816)

     -
 (5,953)

임업구조개선 21,500
     3,150
(임도건설)

 10,914
  (666)

 3,440
 (634)

 4,320
 (606)

4,699
 (612)

     -
 (632)

농외소득원
개발  복지

24,682
    18,185   9,935

 (2,294)
  5,291 
(2,176)

  5,554
 (2,032)

7,466
 (2,031)

     -
 (9,652)

농 생활여건
개선

10,348
    41,040   3,765

 (5,675)
 1,523 
(4,175)

 1,602
 (3,925)

1,594
 (3,905)

     -
(23,360)

기  타      -
     7,000

(농신보출연)  (1,000)  (700)  (700)  (700)  (3,900)

합   계 353,977
   150,000 151,114

(18,912)
 57,760
(15,900)

 67,013
(15,000)

 78,190
(15,000)

     -
(85,188) 

주: 1) 42조원 사업과 농특세사업의 합계로 앙정부 투융자만을 계상.

2) (    )는 농특세사업.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어 구조개선사업백서, 1992∼1998｣, 2000.

  농어 구조개선사업(제1단계 투융자)이 1998년에 완료되게 되자 정부는 

사업의 성과를 보완하면서 지속 인 투자를 지원하기 하여 1998년 7월

에 ｢농업·농 발 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은 1999～2004년의 6년간 

총 45조원을 투융자하는 제2단계 농업·농 투융자계획으로서, 농정개 의 

지속 추진(농정조직, 동조합, 농산물유통, 투융자), 농업·농 기본법 제

정, 45조원 투융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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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투융자 앙정부 지방비 등

 1. 농림업의 공익  기능 확충 149,663 130,593 19,070

 2. 농업경 체 육성 77,811 71,927 5,884

 3.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 18,063 15,842 2,221

 4. 유통개   수출확 87,142 67,959 19,183

 5. 지역개발과 복지확충 81,304 55,520 25,784

 6. 농업인 경 안정 지원 36,543 36,543 -

합         계 450,526 378,384 72,142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농 의 변화와 응: 국민의 정부 농정백서｣, 2003.

분야 투융자 규모 비

농업체질강화  경쟁력 제고 362,190  30.4

농가소득  경 안정 324,212  27.2

농  복지증진  지역개발 176,146  14.8

농산물 유통 신 93,276   7.8

산림자원 육성 69,602   5.8

농업생산기반정비 167,477  14.0

합  계 1,192,903 100.0
자료: 김정호,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 : 참여정부 농림수산정책보고서｣, 한국농 경제

연구원, 2006.

표 3-3.  45조원 농업·농 투융자계획(1999～2004)

단 : 억 원

 

  제2단계 농업·농 투융자계획이 2004년에 마무리되고 아울러 농특세사

업도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이후를 한 ｢농업·농 종합 책｣을  

수립하여 2004∼2013년의 10년간 총 119조 2,900억 원을 투입하는 ·장

기계획을 발표하 다. 이 계획에서는 당시 정권의 임기에 해당하는 반기

(2004∼2008년)에 50조 5,100억 원(42.3%), 후반기(2008∼2013년)에 68조 

7,800(57.7%)억 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었다. 한 2004년 6월 말에 종료되

게 되어 있는 농어 특별세의 과세 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14년 6

월 30일까지로 연장하 다. 이리하여 농특세는 지 까지 농어  투융자의 

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표 3-4.  농업·농 종합 책의 투융자계획(2004∼2013)

단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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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90년대 이후 농업예산 구성의 특징

  1990년  들어 농어 구조개선사업이 착수되면서 농업부문 산에 커다

란 변화가 나타났다. 그 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른바 ‘농업체질 

강화  경쟁력 제고’라고 이름 붙여진 농업구조개선 산이 증가한 것이

다. <그림 3-3>은 농어 구조개선사업이 시작되기 직 인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농업 산을 크게 3개 분야, 즉 농가경 안정, 농업구조개선, 

농 사회개발 등의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물론 이 게 분야별로 

산을 분류하는 것은 다소 의도 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농업 산 

구성의 강의 추이를 악할 수 있다. 

그림 3-3.  농업 산 구성 추이

                                                                    단 : 조원

  주: 액은 2005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환산한 실질액.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3-3>에서 보듯이 1990년 이후 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농가경 안정 분야로서 1994년에 5조원 수 에 이르 다가 후반에는 다소 

감소하 으나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재까지 략 4조원 수 을 유

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 을 차지하는 농업구조개선 분야의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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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농가소득  
경 안정

유통개선 양곡 리
농업체질
강화

농업생산
기반확충

농 개발  
복지증진

1990 24.0  2.3 24.3  6.2 30.5 12.7

1991 48.8  4.1 15.5  8.7 17.8  5.1

1992 21.9  4.9 11.5 36.5 22.4  2.9

1993 50.4  4.3 13.6  8.3 22.3  1.1

1994 46.4  5.1 10.6 17.0 16.8  4.0

1995 26.0  7.0 21.8 18.6 23.1  3.5

1996 30.8  8.4  6.9 17.5 34.0  2.5

1997 31.1  6.6  3.1 16.6 40.1  2.5

1998 33.1  5.1 10.6 14.6 34.5  2.1

1999 29.9  7.7 16.2 13.0 31.4  1.7

2000 26.8 13.2 11.7 12.7 34.3  1.2

2001 27.1  8.2 24.8 10.3 28.8  0.8

2002 29.6  6.6 28.3  9.6 25.2  0.7

2003 29.5  3.6 30.1  6.0 29.5  1.4

2004 33.7  4.1 32.1  4.0 22.9  3.2

2005 38.1  5.9 22.5  5.1 22.5  5.9

2006 40.0  5.9 21.8  3.9 21.5  6.9

2007 36.5  3.0 23.6  4.1 21.5 11.2

2008 36.8  3.0 17.0  6.7 20.6 15.9

2009 35.1  3.1 18.5  7.9 19.0 16.4

2010 25.0  3.5 18.2  9.4 23.5 20.4

2011 20.3  2.2 18.0  9.2 30.2 20.1

1990년  반에 속히 증가하여 1997년에 5조원 가까이 최 치를 기록

하 으나 그 후 감소하여 략 2조원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농 사회개발 

산은 1990년 에는 미미하 으나 그 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에 1조

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농업 산의 분야별 비 에서  시책의 추이를 정리하면, 

농가경 안정(1990년  반) → 농업구조개선(1990년  반) → 농가경

안정(2000년  반  반) → 농 사회개발(2000년  후반) 등의 과

정을 거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표 3-5.  1990년 이후 농업 산의 부문별 비 (1990∼2011)

단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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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계자 가  족  농   업  농

 농 조 직

농 업 법 인

( 동화)

(법인화)

( 문화)

창업후계자

2.3. 농업구조정책의 분야별 추진 실적

2.3.1. 농업인력  경 체 육성

  농업인력 정책은 1980년 까지는 후계자 육성에 이 두어져 왔으나,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업인력과 농업경 체 정책이 연

계되어 추진되기 시작하 으며, 2009년에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가족농 체제 하의 농업인력 정책은 새로이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후계

자를 확보하기 한 정책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업농으로 육성하

기 한 정책이었으나 농업법인이 추가됨으로써 농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농업법인을 창설하는 경 체 육성이 가능해졌다.

그림 3-4.  농업인력과 농업경 체 육성의 체계

(1) 농업인력 정책의 추진 경과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2년에 농어

구조개선사업에 의거하여 육성 상자와 사업량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2000년  들어서는 농후계자의 범주에서 후계농업경 인 육성으로 사업 

성격이 바 고 지원 내용이 다양해졌다. 

  여성농업인 육성은 후계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미미하게 추진되다가 

1998년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 실이 신설되어 정책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수립, 여성농업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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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 제정, 2006년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밖의 인력 정책으로 2005년부터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등을 도

입하 으며, 2006년부터는 우수농업인 추가지원사업을 도입하 고, 2009

년에는 해외농업인턴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 농업경 체 정책의 추진 경과

  업농 육성은 1992년에 후계자 지원 보완 책으로 시작되어 1994년부

터는 품목별 업농에 한 종합지원 방식을 확립하 다. 그 후 농업투융

자 지원이 조직체 상으로 환됨에 따라 2002년부터는 종 의 농규모

화사업에 근간을 둔 업농 육성사업을 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농업법인 육성 정책은 1990년에 농조합법인과 탁 농회사로 출발하

여 1995년에는 탁 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가 있

었다. 농업법인에 해서는 농어 구조개선사업의 사업 상자(생산자단

체)로 인정되어 시설투자를 확충할 수 있었으며, 1996년부터 농기업경 자

 제도를 도입하여 소기업 수 의 지원제도를 체계화하 다.

  농업경 컨설  지원은 2000년에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어 업농과 농업

법인의 경 개선을 한 경 컨설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 2000년  들어 IT·BT 등을 활용하여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추구하는 벤처농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한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농업창

업보육센터 지원  농업 문투자조합 설립이 주요 사업이다.

(3) 농업교육·훈련 정책의 추진 경과

  학교교육 강화를 하여 1994년부터 도별로 총 12개교의 자 농·수고를 

지정하 고, 한 국립농림수산계 학 에서 16개 학을 특성화 학으

로 선정하여 교육  연구기자재를 지원하 다. 특히 후계농업인 교육기

으로 1997년에 한국농업 문학교(  한국농수산 학)를 개설하여 정 농

업인을 육성하기 시작하 다.

  한 비농업인을 한 맞춤형교육으로 농업마이스터 학, 농고·농

과정, 해외연구과정, 장실습교육 등을 정책 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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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규모 확

  토지이용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한 시책으로 특히 1970년 부터 생

산기반 정비사업이 확충되었으며, 1990년  들어서는 농규모화 사업이 

확충되었다. 특히 1993년의 UR 상 타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농정 핵심과제로 부각되었으며, 농규모 확 를 한 구획 기반정비가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어 추진되었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의 추진 경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1960년 까지는 농업용수개발 심에서 1970

년부터 역종합개발( 단  농업종합개발사업), 1980년  후반부터 경지

정리사업, 1990년  이후 밭기반정비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사업의 비 이 이동하 다. 1990년 이후의 산 추이를 보면, 반 으로 

1998년 경까지 사업 규모가 증가하다가 2000년  들어서는 감소 내지 정

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5.  1990년 이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분야별 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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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정리는 농의 기계화,  경쟁력 제고 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 인 사업으로서 일반경지정리사업, 구획경지재정리사업, 밭기

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용배수 개선과 련하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꾸 하게 실시된 사업으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투자가 확 되었으며, 배수개선사업은 가뭄상습지

와 침수상습지를 심으로 지표배수사업의 투자가 확 되었다. 

  단 농업개발사업은 농업용수, 경지정리, 개간, 배수개선 등의 단 사

업을 역으로 연계시켜 종합정비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농지확장을 한 개간사업과 간척사업은 1970년 이후 1990년 까지 활

발하게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마무리 수 으로 추진 이다.

(2) 농규모화 정책의 추진 경과

  농업경 의 규모화 목표는 1994년 ‘농어 발 책’을 통해  업농 

10만호 육성 목표가 수립된 이래 2002년 ‘ 산업 종합 책’에서 3ha 이상 

 업농의 육성을 한 지원 강화 방침, 2004년 ‘ 업농 육성 종합

책’에서 2013년까지 호당 평균 6ha 수 의  업농 7만호 육성 목표 등

으로 목표가 수정되었다.

  농지제도는 농업구조개선을 한 핵심 제도로서, 1994년에 농지법을 제

정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보 ·개발에 한 시책을 종합 ·체계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유동화를 지원하기 하여 1988년에 농지구입자  지원사업을 도입

한 이래 농규모 확   농지의 집단화를 재정 으로 지원하기 해 농

지구입자  지원, 농지매매, 농지장기임 차, 농지교환·분합 등의 사업을 

추진하 다. 농지구입자  지원사업은 1992년부터 업농 심의 농

규모화사업으로 발 하 다.

  그동안 농업 심으로 추진된 농규모화 지원사업은 2005년에 농지

은행사업으로 개편되어 농지매매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경 회생지원사업, 경 이양직불사업, 임 수탁사업, 농지연 사업 등으로 

다양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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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990년 이후 농규모화  농지은행사업의 변천 과정

자료: 김홍상 외, ｢농업·농  여건변화 비 농지은행 개편방안｣, 2011.4, p.19 수정.

2.3.3. 농업기계화·시설 화  기술개발

  농업기계화  시설 화는 농업인력 감소에 따른 농업경 의 생력화

와 생산성 향상을 한 주요 시책이며, 기술진보의 에서는 기술·자본

집약  농업으로 발 하는 농업생산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진보가 1990년

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 다. 

(1) 농업기계화 정책의 추진 경과

  농기계 보 을 한 시책으로 1981년에 착수한 농업기계화 진사업을 

계승하여 1990년 에는 농기계 반값공  시책의 추진과 아울러 농업생산

조직 심의 공동이용조직에 한 농기계 보  지원을 추진하 으며, 2000

년  들어서는 구입 지원보다는 임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농기계 련 지원은 농가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농기계 부가가치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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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용, 면세유 공  등이 추진되었다. 한 농기계 사후 리와 이용률 제

고를 하여 사후 사업소의 육성, 수리용부품의 확보, 마을공동 농기계 

보 창고 설치 등도 추진하 다.

(2) 시설 화 정책의 추진 경과

  시설농업 육성 정책으로 자본·기술 집약 이며 늘어나는 고품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원 산업을 육성하 다. 특히 농

가소득을 제고하고 수출을 진하고자 주산지를 심으로 생산기반 정비

와 생력 농기계 공   산지유통시설 화 등을 갖춘 생산·유통 종합단

지를 조성하 다.

  시설자동화 지원에 해서는 1992년에 착수한 유리온실 지원사업을 필

두로 시설원   과수원 의 시설자동화를 추진하 다.

(3) 농업기술개발 정책의 추진 경과

  농업R&D 투자는 1990년  반부터 크게 확충된 사업이다. 정부는 농

림수산업 분야에 타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의 응용을 확 하고 장 

심의 애로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에서 1994년에 농특세 재원으로 농림수산

기술개발사업을 발족시켰으며, 그 후 지속 으로 산을 확충하여 2011년 

재 연간 1,300억 원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 리 기구에 해서는 농림수산 기술개발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하여 1995년에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부설기구로 농림수산기술 리센

터를 설치하여 운 하 다. 이 기 은 2008년에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으로 개편되었다. 

  농림수산 기술개발과 보 의 경우 1995년부터 앙과 지방, 국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여 기 기술과 미래지향  기술은 앙정부에

서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도록 하 다. 특

히 농 진흥청 산하에 있던 농 지도소를 시·군 할의 ‘농업기술센터’로 

개편하여 지역 실정에 합한 신기술 실증시험  과학  농지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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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정책의 질  환 미흡한 양  확

3.1. 농업구조정책의 경과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정책은 19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처음으로 

‘농업구조’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정책에 등장하 다. 그러나 농업기본법

에서 농업구조정책을 명문화하 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선언 인 용어에 

불과하 으며, 당시에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업농 시범사업도 실패

로 종료되고 말았다.

  그 후 1989년 4월에 ‘농어 발 종합 책’이 수립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인 장치로 1990년 4월에 ｢농어 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까

지는 농업구조정책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 다. 즉, 그 이 까지 농정의 

심은 식량증산에 두어졌고, 이를 한 정책 수단은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이

었기 때문이다. 농규모의 세성이 거론되기는 하 으나, 농지유동화를 

한 극 인 정책은 모색되지 않았다. 다만, 1980년부터 농후계자 육

성사업이 착수된 것은 농업구조정책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1989년의 농어 발 종합 책은 1990년 의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 책을 발표하

면서 “개방화에 응한 정부의 농어  발  의지를 제시한 것으로써, 종

의 단기  근을 탈피, 장기  에서 구조개선을 진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기조를 환”이라고 선언하면서 농정 환을 추진하 다.

  이 책을 뒷받침하기 하여 제정된 ｢농어 발 특별조치법｣(1990.4)을 

비롯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실천하기 한 ｢농어 진흥공사  농지 리기

법｣(1990.4), 그리고 농규모 확 를 지원하기 한 ｢농지임 차 리법

시행령｣(1990.8) 등은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한 요한 제도  장

치가 되었다. 특히 ｢농어 발 특별조치법｣에서 처음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제도와 탁 농회사  농조합법인 제도는 농업구조정책의 에서는 

농정사 으로도 획기 인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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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장선에서 1991년 7월에 ‘농어 구조개선 책’이 수립되고, 1992년

부터 200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총 42조원 규모의 농어 구조개선사업이 

착수되었다. 당시 농어 구개선사업은 산업  측면의 농업구조개선(농업경

쟁력 제고)과 사회  측면의 농 구조개선(농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장기 계획의 투융자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이 게 발족한 농어 구조개

선사업은 농어 에 한 정부의 ·장기 투융자계획으로 자리매김하여 그 

후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투융자사업으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1990년 (구체 으로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에 추진된 농업

구조정책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진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수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비교  명확하게 설정되었다는 

이다. 즉, 정책의 주안 을 기존의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 ,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확립하는 데 두었으며, 구체 인 정

책 수단에는 농업생산구조, 농업경 구조, 농가소득구조 등의 개선을 한 

시책이 포함되었다. 특히 농업구조개선을 한 제도  장치로서 ｢농어 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후에 농업·농 기본법으로 계승하도록 하 으

며, 농지유동화 진과 농업경 체 육성 등의 련 법률도 제정하여 정책

의 실효성을 높 다. 업농의 경 규모 확 는 1990년  농업구조개선사

업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둘째, 농업구조개선사업이 기재정계획 성격의 투융자사업으로 추진되

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6년간이나 지속 으로 실시되었다는 이다. 

1990년  까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속에서 부분 으로 농업부문 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으나, 1992년에 42조원 투융자계획이 수립된 이

후 두 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지속 으로 투융자를 

실시함으로써 ·장기 계획이 필요한 농업구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

다. 비록 5년 단 로 정권 교체에 따라 일부 계획이 수정되기도 하 지만, 

지속 인 투자를 통하여 농업·농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 다는 은 정

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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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책 개선의 반성; 질적 전환 미흡한 양적 확대

  1990년  에 정책의 틀이 짜여지기 시작한 농업구조정책은 그 후의 

개선 노력이 미흡하 다는 에서 반성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후 정책 목표와 수단의 질 인 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책의 양

인 확 만을 추구하 다”고 할 수 있다.

  농업구조정책은 농업경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서, 농업인의 세  

교체를 포함한 ·장기 인 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수립된 정책의 목표와 상 

그리고 수단에 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외국의 경험 등에 비추어 미흡

한 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목표의 에서 보면 궁극 인 목표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 를 실 하기 어렵게 되면서 정책 방향과 목표의 조정이 

필요하 으나, 결과 으로 애매모호하게 처리된 측면이 없지 않다. 기계

화·자동화 등의 기술진보 덕분에 농업의 생산성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1990년  반 이후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소득 증 를 꾀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7년 말에 외환 융 기가 엄습하고 그 후의 경

기침체로 인하여 농업의 수익성이 하락함으로써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농업구조정책의  다른 목표인 도·농 간 소득 격차의 해

소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농업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농외소득, 

나아가 사회보장시책 등이 좀 더 일 이 체계 으로 추진되어야 했으며, 

한 개별농가의 자립경  실 이 어렵다면 조직경 의 길을 미리 열어 놓

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둘째, 정책 상의 에서 다양한 농업경 체 육성이라는 시각이 부족

하 다. 여기에는 농민단체의 이익이 개입된 정치 인 이유가 컸다고 생각

되지만,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농업인과 업농 육성 심으로 추진됨으로써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를 발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경 체가 활성화

되지 못하 다. 나아가 농업법인 제도에 해서도 출범 당시부터 건실한 

업경 , 즉 농업생산법인의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못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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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농업법인이 가족농을 체하는 경 체가 아니라 보완하는 경 체로서 

탁 농조직의 범주에 지나지 않았다. 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법인이 아

니라 부분이 농산물 가공업체로 운 되는 실정이며, 탁 농회사도 

1995년에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바 기는 하 으나 사업의 내용은 

탁 농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 다. 따라서 조직경 체가 활성화되

지 못함으로써 오늘날에도 마을 단 의 농조직이 결성되어 법인화까지 

실 된 사례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셋째, 정책 수단의 경우 정책 방향과 목표가 일 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

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비슷한 시책이 양산되었다. 형 인 사례가 

업농 육성  농규모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구조정책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는 업농 육성시책은 기에는 품목별로 자립가능한 업농

을 육성한다는 개념으로 시작하 으나, 품목별 경쟁력 제고사업이 강조되

면서 업농이라는 정책 목표가 모호해지는 과정에서 지원사업들이 양산

되었다. 결국 2000년  들어서는 업농 시책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마

도 차 농업인력 육성시책에 흡수되면서 농업경 체 정책 자체가 소멸

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한 농규모화사업은 농지유동화 지원사

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재 농지매매사업, 과원 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

축사업, 경 회생지원사업, 경 이양직불사업, 임 수탁사업, 농지연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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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구조정책의 평가 방법

1.1. 정책 평가의 정의와 기준

  정책은 특정한 목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그에 합한 정책수단을 

실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는 계층과 부문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어떤 정책이 타당하며 한지, 효과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미래의 

정책에 반 할 필요가 있다.

  정책 평가란 체계 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정책의 내용, 집행  그 

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는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Anderson, James E., 

1979, pp.151-153). 이는 곧 어떤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

치를 단하는 사회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Dye, Thomas R, 1981, pp. 

366-367). 

  정책의 평가 기 은 정책목표·정책수단·정책 상자·정책상황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표 4-1>. 정책목표의 기 은 정책목표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인

가 하는 합성(appropriateness) 여부, 정책목표와 성과의 달성이 문제해결

에 충분했는지 여부, 목표 달성 과정에서 동원된 정책수단이 목표를 성취하

는 데 충분했는지 여부와 련된 기 이다. 정책수단의 기 은 가치 있는 

결과의 성취 여부에 한 효과성(effectiveness)과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하

기 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측정하는 능률성(efficienc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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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기 이다. 정책 상자 평가는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동등

하게 배분되었는가를 측정하는 형평성(equity), 성취된 정책결과가 특수집

단의 욕구·선호·가치 등을 만족시키는가 하는 응성(responsiveness)과 

련된 기 이다. 정책상황은 다른 정책과의 일 성뿐만 아니라 시간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정·종결 과정에서 지녀야 할 원 정책과의 일 성 유지와 

련된 기 이다.

표 4-1.  정책 평가의 기 : Dunn의 분석 기  

유  형 질문 기

효과성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가치 있는 결과)
를 어느 정도나 달성하 는가?

목표달성도

능률성
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하기 하여 얼마
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었는가?

단 가격, 순편익, 비용-
편익분석

형평성
비용과 편익은 상이한 집단들 간에 형평
성 있게 분배 되었는가?

토 기 , 롤즈의 기

응성
정책결과는 특정집단의 욕구나 선호 
는 가치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여론조사의 일 성

정성 정책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 는가? 시간·정도의 정성

합성
정책의 가치나 비 이 실 으로 얼마
나 바람직한 규범성을 지니고 있는가?

시 정신이나 시  이
념에의 부합 정도

자료: 권기헌. 2010. ｢정책분석론｣. 박 사. p.47.

1.2. 정책 평가의 절차

  정책 평가의 차는 정책의 성격과 평가 목 에 따라 다양하고 매우 가

변 이며, 학자별  정책 평가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 인 

정책 평가의 차는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Daniel Crause, 1996).

  ① 평가 목 의 식별  평가 기 의 결정: 이 단계는 정책이 달성하고

자 하는 목표와 목 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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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② 정책 구조의 악: 이 단계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 간의 계를 악

하는 단계로 상  목표에 해 정책 수단이 올바른지, 정책 수단을 구체화

한 하  정책 수단들이 잘못 선택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고, 산출된 평가

정보를 각 단계에 환류하여 향후 더 나은 정책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③ 정책 평가의 이론  모형 수립: 이 단계는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에 

해 합한 변수를 결정·기술하고, 그 변수들 간의 계를 설정하여 악

함으로써 하나의 이론  틀을 수립해 용시키는 단계이다. 

  ④ 정책 평가 방법  기법의 선정: 이 단계는 정책 평가 차상 가장 

요한 단계로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 방법  그에 따른 기법을 결

정하는 단계이다. 평가 방법을 결정할 때 질  방법과 양  방법을 어떻게 

히 배합 혹은 구분할 것인지 설정하고, 어떤 조사 설계를 채택하여 조

사 상 지역이나 상 집단  어떻게 표 을 추출해야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⑤ 자료의 수집  분석: 이 단계는 양 인 방법의 경우 양  자료를 수

집한 후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  신뢰성에 한 수정, 오류의 원인 분석 

등을 수행한 후 각종 통계분석이나 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평가 목 에 따

른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 설계에 따라 수집된 자

료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과정은 평가 설계에 크게 향을 받는다. 

한 평가자들의 창의 인 자료 처리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단계이다. 

  ⑥ 평가 결과의 종합  정책  제언: 이 단계는 앞의 과정을 통해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정책 효과를 악해 평가 결과 정보를 환류시켜 다음 정

책 수립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산출된 정보를 종합하는 단계이다.

  한편 정책 평가의 내용에 따른 유형으로 집행  성과 모니터링, 형성  

평가, 정책효과성 평가, 정책 향평가 등이 많이 사용된다. 집행  성과 

모니터링은 집행  성과 상황을 확인하기 해 사용되고, 형성  평가는 

정책이 의도 로 진행되지 않을 때 원인 분석을 해 사용된다. 효과성 평

가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해 사용되며, 정책 향평가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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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인지 평가할 때 사용된다.

1.3. 정책 평가 방법 및 기법

1.3.1. 정책 평가 분석 방법  

  정책 평가의 핵심은 인과 계의 규명이다. 정책에서 인과 계를 규명하

려는 과학  탐구는 성공과 실패의 인자에 한 근본 인 규명이 핵심이

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규명할 수 있는 정책 분석 방법은 크게 양  분

석과 질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  분석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방향과 강도에 한 일치성

(consistency), 원인성(causality), 상 성(correlation)을 규명하고자 하는 분

석 방법이다. 정성  분석 방법은 이론(theory) 토 의 발견과 보강, 연구 

결과의 발견(finding)에 한 심층탐구(in-depth inquiry)  심층면

(in-depth interview) 등이 사용되며, 사례연구와 우수사례에 한 벤치마킹 

등의 질  분석 방법이 정책의 인과 계 규명을 해 사용된다.

  정량  분석 방법은 수치와 액 등의 양 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

행하므로, 정성  평가에 비해 상 으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한 

평가항목과 기 의 통일에 의해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을 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의 수

집이 어렵다는 과 가 치의 주 성 등은 단 이다. 

  정성  분석 방법은 정책, 략과의 합성에 을 두는 방법이다. 즉, 

정책의 특징에 맞춰 평가항목을 유연하게 선정할 수 있다. 한 평가 작업

의 부하가 비교  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평가자의 주

에 의존하고, 평가자의 독립성이 결여되거나 보수 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

나는 경우가 있어 평가결과의 신뢰성·납득성·유용성이 상 으로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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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정책 평가 분석 기법

정량  분석 정성  분석

분
석
방
법

• 회귀분석(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 정책델 이 기법

• 요인분석
• 시나리오 기법

• 구조방정식모형

• Q-방법론• Binary-data 분석을 한 

   Logit/Probit 모형
• AHP 분석(정책우선순  분석)

• Censored-data 분석을 한

   Tobit/Heckman Selection 모형 • 민감도 분석

• Count-data 분석을 한 Poisson 모형 • 근거이론 분석(Grounded Theory

   Approach: Atla/Ti)

• DEA와 Post-DEA, Coulter 모형
•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 메타회귀분석

•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비용편익분석

  <표 4-2>의 정책 평가 분석 기법  정량  분석 기법의 구조방정식모

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은 사회학 혹은 심리학에서 개발된 측

정이론에 기 한 확인  요인분석과 계량경제학에서 개발된 연립방정식 

모형에 기 한 다 회귀분석 는 경로분석 등이 결합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배병렬, 2007, p.15). 구조방정식모형은 연구자가 이론을 기 로 사

에 모델을 수립한 후 찰된 변수들 간의 계를 분석하고, 잠재변수들 간

의 상 계를 설명하기 한 분석방법이다.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 계는 

상 분석·회귀분석·경로분석 등을 통해 이 졌으나, 인과 계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구조방정식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이

론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데 가장 합한 방법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 간의 복잡한 계를 효율 으로 처리하게 해주며, 측정모형을 

분석하여 측정하고자 의도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잘 측정되었는지 평가함과 

동시에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개념 사이의 인과 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 그러나 일반  통계치의 통계  유의성 검증에는 부 합하다는 

단 이 있다. 즉, 모형의 식별에 부정확한 개념화와 자료의 부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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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오류 등으로 인해 원하는 모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

념화와 요인분석에 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복잡한 가설에 

한 결정  검증이 필요한 연구 최종단계에 사용된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일본의 농업구조개선사업을 평가한 연구(黑

柳俊雄·阿部秀明, 黑柳俊雄 編著, 1991, pp.196-199)에서는 43개의 구조방

정식과 27개의 정의식으로 된 연립체계동시결정방정식 모델을 구성하고 

직 최소자승법을 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추정하 다. 계측기간은 1962∼

1979년이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 토지개량 지출과 ② 제도융자의 경우 모두 주로 취업자 1인당 경지면

이나 자본장비율을 히 증 시킴으로써 토지생산성이나 자본생산성

을 증 시키지는 않았지만 노동생산성을 상당히 증 시킬 수 있었다. 그러

나 어느 것도 과잉투자라든지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지 않고 생산비 감에 

연계되지 않았다.

  ③ 농산물가격정책 지출은 농업취업자를 상당히 감소시킴으로써 ① 토

지개량 지출이나 ② 제도융자만큼은 아니지만 취업자 1인당 경지면 이나 

자본장비율을 증 시켰으며, 나름의 노동생산성을 상승시켰다. 그러나 생

산비는 역시 증가하는 결과로 되었다.

  ④ 시험연구·기술보  지출은 취업자당 경지면 과 자본장비율을 이

는 작용을 하 다. 그럼에도 신기술은 생산을 증 시켰다. 즉, 토지·노동·

자본의 생산성 상승 효과가 다른 정책에 비해 극히 높았다. 따라서 토지개

량 지출이나 제도융자, 농산물가격정책 지출 등에 비해 생산비를 낮추지는 

못하 지만 증가를 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⑤ 투입재 가격의 인하가 취업자당 경지면 , 자본장비율을 증 시킴으

로써 자본생산성을 상당히 높이는 데 성공, 농업의 생산비를 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요한 은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극을 강하게 하면 그 가격

에서 이기는 농가만이 남을 것이므로 일본 농업의 생산비가 내려갈 것이라

는 수입자유화론자가 주장하는 일반명제는 부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상품생산의 비 도 작고 자산소득(Capital gain)에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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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제2종겸업농가가 3분의 2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

이용형 농업의 경우 농지유동화와 기계화의 진 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생

산비를 폭 감하기 해서는 투입재 가격의 인하가 토지개량 지출이나 

제도융자보다 효과 이다.

  한편, 토지개량 지출이나 제도융자의 경우 자본생산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한 시설원 나 채소 등과 같이 1호당 경지나 자본장비율을 

이는 방향에서의 구조개 은 자본이나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큰 시

험연구·기술보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경작규모를 비약 으로 확 하는 데는 지역 체의 응을 요하며, 농

에 의한 농지은행 구상이나 리스제도, 그에 한 정부보조가 요구된다. 

한 농업자본의 생산성을 비약 으로 높이기 해서는 포장정비 규격의 충

분한 확 를 비롯해 토지기반정비에 한 농민부담의 한 경감, 농업기

계의 다목  이용, 첨단기술의 극  활용, 나아가 담당자의 경 의식 양

성, 컴퓨터 활용, 다양한 경 략 등에 해 정부는 양 ·질  조성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1.3.2. 일본 농림수산성의 정책 평가 방법

  일본의 경우 2001년 6월 ｢행정기 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한 법률

(통칭 정책평가법)｣이 제정되어 200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하

면 각 앙부처는 3∼5년마다 정책 평가에 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1년 

마다 사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며, 사업비 10억 엔 이상의 사

업에 해서는 사 평가를 하도록 하 다. 한 공공사업의 사업 평가도 

정책평가법에 의거하여 정책 평가의 일부로 자리하게 되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2년 3월 정책평가 기본계획과 사후평가 실시계획

을 수립하고, 시설의 유지 리와 재해복구 등을 제외한 모든 농림수산 공

공사업을 사 평가 상으로 정하 으며, 사후평가 방침을 규정하 다. 농

림수산성의 정책 평가는 ①실 평가, ②사업평가, ③종합평가로 나뉘어 실

시된다. 각각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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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 평가: 농림수산성이 시행하는 행정분야 반에 걸쳐 주요 시책을 

상으로 미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 으로 그 목표에 한 실 을 매년 

평가한다. 기본법과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정책의 성과에 한 정량 인 

목표를 설정한다. 정책분야별로 실 평가에 의한 운  사이클을 확립하여 

효율 ·효과 인 정책 운 을 추진하는 데 목 이 있다. 정책 운  사이클

은 정책의 기획·입안(Plan)→실시(Do)→정책목표 달성도 측정·평가(Check)

→평가 결과의 정책 반 (Action)→정책의 기획·입안(Plan)의 과정이다.

  ② 사업평가: 공공사업·연구개발 등 각각의 사업에 해 그 효율성이나 

사업 실시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에서 사업(지구)별로 사 ·

기 ·사후에 평가·검증한다. 시설의 유지 리  재해복구 사업 등을 제외

한 공공사업  총사업비 10억 엔 이상의 사업에 해서는 사 평가, 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시 에서 사후평가, 미완공 공공사업에 해서는 10

년을 경과한 시   그 후 5년마다 재평가를 한다. 사업 실시에 즈음하여 

시행하는 사 평가는 비용  효과 분석 등에 의해 평가한다.  

  ③ 종합평가: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해 정책 

등의 통합을 상으로 때때로 요과제에 응하여 선택 · 으로 실

시한다. 종합평가는 필요성·유효성·효율성 등 3가지 에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역할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을 검

토한다.

1.4. 이 연구의 농업구조정책 평가 방법

  정책 평가 차에서 보았듯이 정책 평가의 첫 단계는 평가 목 을 확인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농업구조정책을 평가하는 목 은 행 농업구조

정책의 이념·방향·목표·수단 등 정책체계가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

는지를 악하여 궁극 으로는 행 농업구조정책을 환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농업구조정책의 정책 수단들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거나 비용-편익의 경제성 는 효율성을 



농업구조정책의 성과 평가와 과제  55

악하는 데 목 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앞의 정책 평가 기 을 용하

면, 효과성·능률성·형평성· 응성· 정성· 합성 등 6가지 기  에서 효

과성을 심으로 평가하며, 정성과 합성을 악하고자 하 다.

  정책 평가 차의 2단계는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계를 악하는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인 2 에서 농업구조정책의 정책 이념과 방향 

 정책 수단에 해 평가한 다음 3 에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

하고, 4 에서 정책 목표와 수단의 계를 심으로 행 농업구조정책의 

문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정책 평가 방법은 정책 평가 목 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농업구조정책의 평가 목 은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체계가 한지,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 는지 등을 악하여 궁극 으로는 정책 방향과 

수단을 환  개편할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 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2년 이후 3단계에 걸쳐 실시해온 농업구조정책

에 해 먼  정책 이념과 방향  정책 수단 등을 정책 추진 계획서와 

산 구조 등을 통해 악한 다음, 농업구조정책이 총 으로 설정하고 있

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공간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하

다. 여기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정책 목표는 농규모화와  업농 육

성은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는 있었는지, 농업기계화는 얼마나 진

되었으며 그 결과 농업생산성 제고와  생산비 감  농가소득 향상은 

이루어졌는지,  생산비는 얼마나 감되었으며  농가의 소득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등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농업구조정책의 평가 상은 연

구 범 에서 언 하 듯이 농업구조정책에 속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는 

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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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체계에 한 평가

2.1.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이념

  행 농업구조정책은 농산물 수출입의 자유와 국내외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경 체는 생존하고 그 지 못한 경 체는 퇴출

되는 것이 경쟁력과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

다. 1992년 이후 농업구조정책이 농업정책의 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상이 시작된 데 이어 1989년 이후 GATT의 

BOP 조항을 졸업하면서 농산물 수입 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농업

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미의 심사로 두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세소농구조의 탈피가 시 하며, 

이는 세·노령농가를 탈농시켜 그들의 농지를 고 유능한 농이 경작하

도록 하는 농지유동화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

이다. 이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시장·경쟁· 자생존의 논리가 철되었다. 

1962년 농업구조개선심의회의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도입된 농업구조정책

이 시범 업농장을 설치하 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 이후 농업구조정책

의 성격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이념에 해서는 합성을 기 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시장·경쟁· 자생존이라는 농업구조정책의 이념은 시  이념과 규범

에 합한 것인가? 1990년 는 물론 재도 국제 으로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과옥조로 신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농업구조정책의 정책

이념은 당연히 이에 따른 것임은 분명하다. 합성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는 주 인 평가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

렵지만, 동의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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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구조정책의 정책방향

  행 농업구조정책은 농지유동화에 의한 개별 농가의 농규모 확 를 

지향한다. 3차에 걸친 농업구조정책 투융자계획에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

었던 사업 분야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업농 육성과 농규모화, 농업

기계화와 시설 화, 농업인력  경 체 육성, 기술개발, 세·노령농의 

탈농 진을 한 농 공업화 시책과 경 이양직불제 등 다양하지만, 농가 

차원에서는 고 유능한 농에 산업정책의 지원을 집 하고 세·노령농

은 복지정책에 의해 탈농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 다. 농업법인제도가 

1990년에 법제화되어 농업법인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 지만 주로 유통·

가공· 매 분야에 집 되어 생산 분야, 특히  농업의 생산 분야에는 법

인경 이 확 되지 않았다. 법인화·조직화는 유통·가공 분야에서 정책 으

로 추진되었을 뿐 생산 분야에서는 농업정책의 심에 자리한 이 없으

며, 생산 농가와 등한 농업경 체로 취 되지 않고 그  농가를 보완하

는 역할 정도로 간주되었다.

  농지유동화에 의한 개별 농가의 농규모 확 에 해서는 과연 이를 통

해 농이 얼마나 형성·발 하 는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이는 3 에서 

본격 으로 검토하므로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합성의 에서 살펴보기

로 하겠다. 세·노령농의 탈농과 농지유동화에 의한 개별 농가의 농규모 

확 는 1990년 는 물론 재까지도 농업구조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인정되

고 있다. 농업생산, 특히  농업의 생산 분야에서 법인경 ·조직경 이 부

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 면에서도 노령농의 은

퇴·탈농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세·노령농에 한 복지 지원 수 이 농 소득에 미치지 못하

고, 농업기계화 등에 의해 노령에도 농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복지 수

과 상  없이 농을 계속하는 농가가 존재한다는 이다. 따라서 이제 농

업구조정책은 세·노령농의 탈농과 농지유동화는 농가의 자율 인 선택

에 맡기고 신 지 까지 농정의 변방에서 소홀히 취 하 던 생산 농가의 

법인화·조직화에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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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으로는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업,  

업농 육성과 농규모화, 농업기계화와 시설 화 시책, 농업인력  경

체 육성 련 사업,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 세·노령농의 탈농 진을 

한 농 공업화 시책과 경 이양직불제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정책수단에 한 평가는 개별 사업이 농업구조정책의 목표 는 사업의 목

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율 이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외에 정책수단

과 목표 간의 정합성, 정책수단 간의 보완 는 상충성 등 정책체계의 

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자의 방법은 생략하고 후자에 해 

언 하기로 하겠다. 

  농업구조정책의 궁극 인 목표는 제2장에서 검토하 듯이 도·농 간 소

득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업경 구조를 실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는 

농업의 소득증 가 아니라 도·농 간 소득격차이다. 농업정책은 농업소득의 

증 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도시소득에는 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농업

소득이 증 하더라도 도시소득이 그 이상 증 하면 격차는 확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구조정책의 궁극 인 목표가 아니라 실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농규모 확 , 농업생산비 감, 농가소득 증  등의 목표를 달성하

더라도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

는 농업구조정책의 궁극  목표가 아니라 실 목표와 정책수단의 계에 

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에서 보았듯이 행 농업구조정책은 농규모 확 , 농업생산비 감, 

농가소득 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행의 정

책수단이 얼마나 효율 인가 하는 효율성 문제는 있겠지만 정합성의 문제

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책수단 간의 상충성 는 보완성 문제는 경합성 문제로 바꿀 수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정책 수단에 배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합 

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정책수단 간의 우선 순 와 경 을 가리는 게 

요하다. 이는 사업분야별 산 규모로써 평가할 수 있다. 문민정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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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7)에는 농림부 소  농정 산 26조 3,315억 원  35%가 농가

소득·경 안정 분야, 28%가 농업체질 강화 분야에 투입되었다. 국민의 정

부 시기(1998∼2002)에는 31조 3,913억 원  30.5%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분야, 29.3%가 농가소득·경 안정 분야, 11.9%가 농업체질강화 분야에 투

입되었다. 참여정부 시기(2003∼2007)에는 35조 3,132억 원  36%가 농

가소득·경 안정 분야, 26%가 양곡 리 분야, 24%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분야, 5%가 농업체질강화 분야에 투입되었다. 1993년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에 가장 많은 산이 투입되었으며, 다음으로 농가소득·경 안정 

분야에 많은 산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사업의 산을 어느 

사업 분야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사업분야별 산의 비 이 달라지기 때

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체로 농업구조정책 련 분야에 가장 

많은 산이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농업구조정책의 목표 달성도에 한 평가

  농업구조정책을 평가하는 방안으로서 농업구조정책이 설정한 목표를 얼

마나 달성하 는지 목표 달성 정도를 농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한 

통계 지표를 이용하여 악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농업구조의 변화 실태에 하여  농업의 경 구조 변화를 

심으로 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농업구조의 변화 

내용은 농규모 확 , 농업기계화,  생산비 감, 농가의 소득구조 등으

로 나 어 분석한다.

3.1. 영농규모 확대

  농업경  규모의 확 에 따른 농가의 계층 분화는 농업구조 변화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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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지규모별 농가호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3ha 

이상 농의 비 이 1990년 2.5%(4만 4천호)에서 2010년 8.2%(9만 7천호)

로 3배 이상 증가하 다. 한 0.5ha 미만 세농의 비 도 27.3%(48만 3

천호)에서 40.2%(47만 3천호)로 증가하 다. 반면 0.5～3ha 사이의 간규

모 경지를 가진 농가들은 같은 기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0

년 의 농가계층 분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간규모의 농가들보다는 농

과 소농의 비 이 확 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농가규모의 양극화

가 최근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벼 재배면 은 감소하는 신  

업농의 경 면 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ha 이상의 규

모화된 경 면 을 가진  농가들이 우리의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추이

단 : 천호

1990 1995 2000 2005 2010

농가호수 1,767 1,501 1,383 1,273 1,177 

경종외 농가 23 24 14 17 14 

계 1,744 1,477 1,369 1,256 1,164 

0.1㏊ 미만 15 16 30 38 23 

0.1～0.5㏊ 468 417 410 419 450 

0.5～1.0㏊ 544 432 379 331 288 

1.0～1.5㏊ 352 265 219 174 142 

1.5～2.0㏊ 191 153 132 107 87 

2.0～3.0㏊ 129 123 114 93 78 

3.0㏊ 이상 44 70 85 93 9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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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업농의 경 면  비  추이

단 : 천ha, 천호, %

　 1995 2000 2005 2009

체 벼 재배면 1,056 1,072 980 924

 업농 경 면 35 192 284 347

-  업농 경 면  비 3.3 17.9 29.0 37.6

3ha 이상  농가 수 34 41 51 50

- 3ha 이상  농가 비 2.8 3.8 5.4 6.1

주:  업농 경 면  비  =  업농 경 면 / 체 벼 재배면  × 100

자료: 한국농어 공사, ｢농지은행 사업실  분석 자료집｣, 2011.3.

  농 규모화를 하여 정부는 2013년까지 호당 평균 6ha 수 의 정  

 업농 7만호 육성을 목표로 1995년부터  업농 육성사업을 추진 

이다. 1995년 지원 이후 선정된  업농가는 총 7만 농가를 상회하고 

있다. 이  농규모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농은 5만 4천 명 정도

이며, 이들의 체 경 면 은 약 32만ha이다. 이들의 호당 평균 경 면

은 4.54ha이고, 규모별로는 2～3ha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10년까지 지원받은  업농의 경 규모는 지원  2.7ha에서 

지원 후 5ha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 고,  업농의 소득도 도시근

로자 소득의 86% 수 인 4천 13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기   업농 7만호 선정에 한 목표는 이미 

달성하 지만 기 이 되는 경 규모 6ha 이상의 농가 수는 14,752호에 불

과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호당 평균 

6ha 수   업농 7만호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은 실질 으로 어려울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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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업농의 경 규모별‧경 형태별 황(2010)

단 : 호, ha

구분 인원
체 경 면 1인당 경 면

합계 소유 임차 행 합계 소유 임차 행

합계 71,094 323,086 166,512 95,277 61,297 4.54 2.34 1.34 0.86 

2ha미만 12,147 18,079 7,233 559 10,286 1.49 0.60 0.05 0.85 

2～3ha 15,994 41,459 28,449 4,522 8,487 2.59 1.78 0.28 0.53 

3～4ha 13,327 50,106 30,316 5,193 14,597 3.76 2.27 0.39 1.10 

4～5ha 10,224 47,724 25,939 14,587 7,198 4.67 2.54 1.43 0.70 

5～6ha 4,650 26,041 14,525 10,701 816 5.60 3.12 2.30 0.18 

6～7ha 4,824 31,678 15,627 13,981 2,070 6.57 3.24 2.90 0.43 

7～10ha 5,122 47,247 18,668 20,498 8,081 9.22 3.64 4.00 1.58 

10ha이상 4,806 60,752 25,756 25,235 9,761 12.64 5.36 5.25 2.03 

주: 행은 한국농어 공사의 농지임 차 사업을 통한 임차 외의 임 차를 말함.

자료: 한국농어 공사, ｢농지은행 사업실  분석 자료집｣, 2011.3.

3.2. 농업기계화

  주요 농기계 보유 수는 1992년 약 100만 에서 2000년 156만 로 

크게 증가하 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0년 재 132만  수 에 이르 다. 

특히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농기계 반값공  정책으로 경운기와 이앙기 

등의 소형 농기계 공 이 크게 증가하 다. 그리고 1990년  이후부터 농

기계의 보  수 이 높아지면서 소형 농기계인 경운기가 작업능력이 월등

히 뛰어난 트랙터로 체되기 시작하면서 체 인 농기계 보유 수는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운기와 같은 소형‧보행형 농기계들은 

차 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은 농업경 주들을 심으로 사용이 편리

하고 노력 감의 효과가 큰 트랙터나 콤바인 등의 형‧승용형 기종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은 <표 4-7>의 주요 

농기계 농가보 률에 나타나 있듯이 1990년  반 이후 트랙터와 콤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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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형 농기계의 보 률이 크게 증가하 다.

  한편,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1992년 74.8%에서 2010년 91.5%로 크게 증

가하 다. 경운‧정지, 이앙, 수확  방제작업의 기계화율은 99% 이상의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표 4-6.  주요 농기계 보유 황  농업기계화율

단 : 천 , %

　 1992 1995 2000 2005 2010

농기계 보유 수 1,079 1,290 1,560 1,467 1,320

· 트랙터 64 100 192 228 265

· 콤바인 61 72 87 87 81

· 이앙기 185 248 342 332 276

· 경운기 768 869 939 820 698

벼농사의 농업기계화율 74.8 82.9 87.2 89.9 91.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계 보유 황｣, 각 연도.

표 4-7.  주요 농기계 농가 보 률 추이

단 : %

　 1992 1995 2000 2005 2010

트랙터 3.9 6.7 13.8 15.8 22.5

콤바인 3.7 4.8 6.3 7.0 6.9

이앙기 11.3 16.5 24.7 22.3 23.5

경운기 46.8 57.9 67.9 68.4 59.3

자료: 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기계종합정보시스템, 농업기계화 황.

  농업의 기계화는 농 인력의 감소‧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향상에 기여하 으며, 특히 농산물 생산비의 감을 가져온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에서 농기계의 보유 수가 지속 으로 늘어났

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작업일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농기계의 공 이 과잉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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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주요 농기계 1 당 연간 작업일수 추이

단 : 일

　 1992 1995 2000 2004 2008

트랙터 43 45 36 35 35

콤바인 17 13 11 12 12

이앙기 8 6 5 5 5

경운기 54 54 47 40 40

자료: 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기계종합정보시스템, 농업기계화 황.

표 4-9.  경 규모별 농기계 운  황

단 : 천 , 억 원

경 규모 큰 농가 임작업 주 농가 경 규모 작은 농가

평균
작업
면

농기계 
운
비용

탁
비용

평균
작업
면

농기계 
운
비용

탁
비용

평균
작업
면

농기계 
운
비용

탁
비용

트랙터
(경운)

20.9 298 724 17.7 351 602 3.9 255 131

이앙기
(이앙)

9.6 57 330 9.5 59 330 2.4 91 82

콤바인
(수확)

19.9 520 1,265 20.2 703 1,165 4.5 669 253

합계 - 875 2,319 - 1,113 2,097 - 1,015 466

자료: 농 앙회, ｢농 의 농기계은행사업 방향｣, 2009.

  1990년 의 농기계 반값공  정책으로 소형 농기계가 많이 보 되었

으며,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농기계의 과다 보유로 인해 농가부채가 심각

한 수 에 이르면서 농기계의 과다 보유가 농 의 경 소득 악화 문제로 

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경 규모가 작은 농가들에게 농기계의 운 비용은 부담일 수

밖에 없고, 평균 작업일수도 극히 은 상황이다. 따라서 농기계당 농작업 

수행을 높이기 해서는 작업일수를 늘리고 작업면 을 확 할 필요가 있

으나, 농기계의 구입 혹은 형화에 따라 곧바로 작업량이 확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 경제의 효과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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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쌀 생산비 절감

  앞에서 농기계 비용을 언 하 으나, 2009년도 10a당  생산비의 구성

을 보면 토지용역비가 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기계 비용이 25.9%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용역비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의 증가에 그친 반면, 농기계 비용은 7.2% 증가하 다.

표 4-10.  연도별 비목별 10a당  생산비 변화

단 : 원, %

1997 2000 2003 2006 2009
연평균
증가율

농자재비
46,942 
(10.2)

62,781 
(11.7 

70,124 
(11.8) 

80,631 
(13.4) 

105,764 
(16.9) 

7.0

농기계비
69,800 
(15.2) 

87,071 
(16.2) 

111,462 
(18.8) 

145,909 
(24.3) 

161,634 
(25.9) 

7.2

노동비
115,022 
(25.1) 

115,238 
(21.4) 

126,125 
(21.3) 

103,633 
(17.3) 

97,095 
(15.5) 

-1.4

토지용역비
199,522 
(43.5) 

245,009 
(45.6) 

254,990 
(43.0) 

240,361 
(40.1) 

225,441 
(36.1) 

1.0

자본용역비
22,131 
(4.8) 

25,816 
(4.8) 

28,140 
(4.7) 

27,509 
(4.6) 

28,385 
(4.5) 

2.1

기타 비용
4,823 
(1.1) 

1,918 
(0.4) 

1,887 
(0.3) 

2,078 
(0.3) 

6,661 
(1.1) 

2.7

생산비 합계
458,240 
(100.0) 

537,833 
(100.0) 

592,728 
(100.0) 

600,120 
(100.0) 

624,970 
(100.0) 

2.6

주: 농자재비=종자비+비료비+농약비+기타 제재료비, 농기계 련 비용=농기구비+

탁 농비+ 농 열비, 기타 비용= 농시설비+수리비(水利費)+기타비용

자료: 통계청, 논벼생산비 통계.

   생산비 감을 해서는 신기술 채용과 규모 경제가 요한 수단인

데, 그 에서도 농업구조정책과 련해서는 농규모 확 에 의한 고정비

용 분산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를 실증 으로 본 것이 <표 4-11>인데, 10a당 논벼 생산비는 재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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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농가일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재배규모가 클수

록 규모 경제가 가능하여 농기계 사용에 따른 탁 농비  노력비 등을 

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 비용 의 감가상각비와 노력비는 규모 

효과가 큰 비목으로 경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반면에, 토지용역비는 농규모가 큰 농일수록 히 증가하는데, 이

는 농일수록 단수가 높고 그만큼 농지임차료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농들이 호남 지방에 많이 분포하는데, 호남 지방은 역사 으로 높은 임차

료 행이 형성되어 있다.

표 4-11.  논벼 재배규모별 생산비 황(2009)

단 : 천 원, 호

구   분 평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2.5

2.5～
3.0

3.0～
5.0

5.0ha
이상

10a당 논벼 생산비 625 674 650 627 621 610 614 599 588

 ◦ 직 생산비 371 438 405 385 359 359 344 337 289

  - 종묘비 12 13 13 11 12 12 10 13 10

  - 농약비 28 28 28 28 28 27 27 28 25

  - 비료비 54 51 54 54 55 60 51 55 47

  - 농구비 47 34 39 45 48 56 51 64 47

  - 노력비 97 115 101 98 88 91 85 89 93

  - 탁 농비 110 172 146 126 104 88 96 66 48

  - 기  타 23 24 24 23 24 25 22 22 17

 ◦ 간 생산비 254 235 246 242 263 251 270 262 299

  - 토지용역비 225 206 219 214 236 220 242 232 273

  - 자본용역비 28 29 27 28 27 30 28 31 26

조사농가 수 1,618 573 507 224 107 79 36 67 25

자료: 통계청, 논벼생산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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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가의 소득구조

  농가의 소득 문제는 과거의 생계비 충족이라는 개념에서 도·농 간 소득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바 고 있다. 즉, 농업경 을 통하여 도시근로자 가

구소득 정도를 실 해야만 ‘자립경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농 간 소득 추이를 보면,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이 최근에 정체 내지 감소 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

자 가구소득 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5%에서 2009년에는 66.0%로 격

차가 확 되었다.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 비 농가 1인당 소득도 마찬가

지로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88.6%에 머물게 되었다. 

그림 3-7.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

  농업소득 증 를 해서는 농업경  규모의 확 가 불가결하지만, 앞에

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논농업의 규모 확 는 크게 진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의 구성을 보면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 은  어드

는 경향이다. 2010년 농가경제통계에 의하면 농가소득 3,212만 원 에서 

농업소득은 1,010만 원(31.4%)이고 농외소득이 1,295만 원(40.3%), 이 소

득이 561만 원, 비경상소득이 347만 원 등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면 이른바 자립경 을 실 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

가? <표 4-12>는 경지규모별 농가소득의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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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 4-13>의 논벼 자립경 규모 추정치와 비교하면 개별농가의 자립

경 은 단히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10년 재 경지 3ha 이상의 농가가 9만 7천호이며, 그  6만호 정도가 

논벼 농가라고 추정되는데, 이 에서 자립경 을 실 하고 있는 농가는 

극히 일부인 것이 논벼 경 구조의 실이다.

표 4-12.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추이

단 : 천원

1992 1995 2000 2005 2010

합계 14,505 21,803 23,072 30,503 32,121 

0.5㏊ 미만 11,250 20,359 17,566 25,045 28,194 

0.5～1.0㏊ 12,785 18,521 19,121 25,628 30,691 

1.0～1.5㏊ 14,512 22,142 22,703 28,614 28,864 

1.5～2.0㏊ 16,761 23,178 26,607 30,253 28,362 

2.0～3.0㏊ 20,530 29,499 29,451 33,181 31,632 

3.0～5.0㏊ - - 36,022 37,427 41,946 

5.0～7.0㏊ - - 44,713 40,007 39,196 

7.0～10㏊ - - - 51,158 64,054 

10㏊ 이상 - - - 44,235 77,355 

주: ’95년까지 2.0ha 이상으로 분류, ’96년부터 2.0~3.0, 3.0~5.0ha 이상으로 분류, ’03년부

터 5.0~7.0, 7.0~10.0, 10ha 이상으로 분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표 4-13.  논벼 자립경 규모 추이

1990 1995 2000 2005 2010

자립경 규모 시산(ha) 2.36 3.65 3.17 6.16 8.74

도시근로자근로소득(만원) 971 1,971 2,410 3,362 3,795 

주: 자립경 규모= 도시근로자 근로소득 / 논벼 10a당 소득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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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구조정책의 문제   정책과제

  농업구조정책의 목 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 에 비추어 보면, 1990년 의 농업구조정책

은 산업 측면에서는 나름 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 투융자

의 부분이 생산기반정비와 기계화·시설자동화, 그리고 경 규모 확 에 

투입되었으며, 이러한 투융자의 효과는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을 상으로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사

업에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원받은 농가가 가장 많은 사업은 소

득보 직불제로 응답자 395명  387명이 지 받은 이 있는데, 불만족

이 44.2%, 보통이 31.8%로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다. 이어 216명이 농기계

구입자 을 지원받은 이 있는데, 만족이 46.3%, 보통이 30.1%, 불만족이 

19.4% 다. 147명이 농지구입자 을 지원받은 이 있는데 그  49.7%가 

만족, 25.2%가 보통, 21.1%가 불만족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공동육묘시설 지원, 두 번째가 생산기반정비, 세 번째가 경 회생지원농지

매입 등이었다. 이들 사업은 수혜자 수가 많지 않아 표성은 떨어지나 이

로써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체 으로 소득

보 직불제와 경 이양직불제에 한 만족도가 떨어지나 그 외 정책사업

에 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생산기반정비와 기계화·시설자동화, 그리고 경 규

모 확  면에서 농업구조정책의 성과가 인정되고, 정책사업에 한 수혜농

업인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재  농업은 다음

과 같은 근본 인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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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은 
농가

만족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농지구입자  지원 147 2.0 49.7 25.2 21.1 2.0

농기계구입자  지원 216 0.9 46.3 30.1 19.4 3.2

농후계자 육성 지원 93 1.1 52.7 24.7 19.4 2.2

공동육묘시설 지원 38 5.3 76.3 13.2 5.3 -

공동방제기 지원 15 6.7 60.0 26.7 6.7 -

생산기반정비 지원 12 8.3 75.0 16.7 8.3 -

소득보 직불제 387 0.3 15.8 31.8 44.2 8.0

경 이양직불제 6 - 16.7 33.3 33.3 16.7

농지연 - - - - - -

경 회생지원농지매입 7 14.3 71.4 - 14.3 -

농업경 컨설  지원 5 - 20.0 20.0 40.0 20.0

자료: 벼농사 농업인에 한 설문 조사 결과.

표 4-14.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사업에 한 농업인의 만족도 

4.1. 농업후계인력의 부족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 은 농승계자를 확보한 농가의 비 이 낮

은 데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이다. 농승계자 있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6.4%에서 1995년 13.1%, 2000년 10.9%로 계속 감소하다가 2005

년에는 3.5%로 감하 다<표 4-15>.   

1990 1995 2000 2005

총농가 1,767,033 1,501,476 1,383,468 1,272,908

농승계자 

있는 농가

  289,520 

(16.4)

  197,161 

(13.1)

  150,453 

(10.9)

   45,163

(3.5) 

자료: 농업총조사, 각 연도.

표 4-15.  농승계자 있는 농가 추이

단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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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농가가 단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농가는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매각·임 하게 된다. 농업인 상 설

문조사에 의하면 농후계자에게 상속한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하 으

며,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녀에게 상속이 32.2%, 농지 임  17%, 농지연  

탁 13.4%, 농지 매각 12.9% 순이었다. 농가가 단 될 경우 그 농지는 결

국 다른 농업인이 매입 는 임차하여 경작하게 될 것이므로 농지유동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업후계인력의 부족은 농지유동화를 불

가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농규모 확 에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다. 

더욱이 농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은퇴 후 농지는 체로 임 차에 의해 유

동화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서 임 차 농지를 보다 효율 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지역 단 로 집단화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다. 유동화는 내버려두어도 이루어지므로 정책은 유동화가 아니라 집단화

에 을 둘 필요가 있다.     

구 분 응답자 수

농후계자에게 상속 36 (  9.1)

자식에게 상속 127 ( 32.2)

농지 매각 51 ( 12.9)

농지 임 67 ( 17.0)

농업법인에 출자 1 (  0.3)

농지연  탁 53 ( 13.4)

아직 생각 안함 47 ( 11.9)

임  반환 7 (  1.8)

기타 6 (  1.5) 

합계 395 (100.0)

표 4-16.  농 은퇴 후 농지의 활용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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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 와 양극화

  도·농 간 소득 추이를 보면,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인 

반면, 농가소득은 최근에 정체 내지 감소 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 가

구 소득 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5%에서 2009년에는 66.0%로 격차가 

확 되었다.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 비 농가 1인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88.6%에 머물게 되었다. 이는 곧 도·농 간 소

득균형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농업구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 한 자명하다. 

  농가계층 간 소득 격차 한 확 되고 있다. 2004년에 5분 의 평균소득

이 1분  소득의 9.8배에서 2007년 10.7배, 2008년 11.2배로 증가하 다. 

2004∼2008년에 소득 1분  소득계층의 농가소득은 연평균 1.5%씩 감

소한 반면 5분  고소득계층의 농가소득은 연평균 1.7%씩 증가함으로써 

격차가 확 된 것이다. 

2004 2007 2008
2004-2008 

연평균 증감률

1분 (A) 6,956 7,411 6,551 △1.5

2분 (B) 16,632 16,992 16,280 △0.5

3분 (C) 24,933 25,630 24,457 △0.5

4분 (D) 36,715 38,250 36,000 △0.5

5분 (E) 68,491 79,369 73,288 1.7

E/A 9.8 10.7 11.2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농업 망 2010(Ⅰ)｣, p.27 인용).

표 4-17.  소득계층별 농가소득 분포 추이

단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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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 간  농가계층 간 소득격차의 확 는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지 않으려면 복지비와 같은 사회  

비용이 증 되게 된다. 세고령농의 퇴출을 진하는 농지유동화 정책이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소득 계층에 

한 복지정책이 미비된 농업구조정책이 자칫 농규모 확 의 효과보다 양

극화에 의한 갈등이라는 부정  결과를 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벼농사의 수입으로 도·농 균형소득을 실 할 수 있을 만큼 농규

모를 확 하기 쉽지 않다.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4,800만 원

을 상회하려면 농가는 경지 규모 7ha 이상을 경작해야 가능하다. 이 규모

의 소득을 벼농사 수입으로 얻으려면 10a당 소득을 기 으로 논벼 9ha 이

상을 재배해야 가능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은 농가소득

의 31%에 불과하고 농외소득이 40%, 이 소득과 비경상소득이 28%로 농

외소득의 비 이 가장 크며,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벼농사의 농규모 

확 에 의한 농가소득 증 보다 농외소득 증 에 의한 농가소득 증 가 더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벼농사

의 단작화· 업화보다 복합화·겸업화·다각화가 농가소득을 증 하는 데 더 

효율 이다.       

4.3. 국내외 미가 격차와  생산비

  외국산과 국내산 미가의 차이는 두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 , 

국내에서 밥 용 수입 과 국내산 가격을 비교하면, 2007년에는 국산 1

등 과 미국산 1등 은 국내산 가격의 73%에서 2008년에는 76∼78%로 

격차가 었으나 2009년에는 62∼63%, 2010년에는 60% 안  수 으로 

가격 차이가 커졌다. 수입 의 낙찰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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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평균　낙찰가격 가격비율（％）

2007(A) 2008(B) 2009(C) 2010(D) A/E B/E C/E D/E

국산１등 27,140 29,740 23,587 19,880 72.7 75.7 62.0 59.2

미국산１등 27,260 30,780 24,020 20,540 73.0 78.3 63.7 61.1

태국산１등 19,060 22,640 24,866 17,080 51.0 57.6 70.5 50.8

국내산가격（E) 37,342 39,291 37,723 33,608 - - - -

자료: 수입 은　농수산물유통공사，국내산은　통계청(｢농업 망 2010(Ⅱ)｣, p.475 인용).

표 4-18.  밥 용 수입 의 낙찰가격과 국내 산지 평균가격

단 : 원/20㎏, %

  다음 국내산 의 수출가격은 2006년에 톤당 3,893달러로 립종 국제 

 가격 511달러의 6.6배에 달하 다. 2009년에는 국내  수출 단가는 톤

당 1,659달러로 하락하고 국제  가격은 1,019달러로 상승함으로써 1.6배

로 격차가 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국내  수출단가는 국제  가격

(764달러)의 2.24배로 격차가 커졌다. 

  국내  생산비는 경작규모가 클수록 낮아지지만 연차별로 생산비는 지

속 으로 증가하 다. 더욱이 값은 가장 높은 생산비를 기 으로 결정되

므로 농층의 생산비가 아니라 소농층의 생산비가 기 이 된다. 따라서 

 생산비를 낮추려면 농층이 아니라 소농층의 생산비를 낮추어야 하며, 

그러기 해서는 소농층을 퇴출하거나 농층이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농층을 농층으로 육성하기는 어렵고, 퇴출하려면 비용이 유발

된다. 따라서 소농을 강제로 퇴출하는 정책보다 지역 내에서 농과 소농

층이 력 계를 맺으면서 자발 으로 농지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형성하는 편이 효과 이다.

4.4. 노동력·농기계·농지 이용률 하

   농업의 농규모를 확 하더라도 노동력과 농기계  농지 이용률은 

높아지기 어렵다. 벼농사의 농작업 시기는 계 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농규모와는 계가 없다. 벼의 생육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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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종류와 작업시기 한 시기별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농

규모를 확 하더라도 작업량은 늘릴 수 있지만 작업시기를 늘릴 수 없다. 

농규모 확 로는 노동력 이용률을 높이기 어렵다. 노동력 이용률을 높이

려면 벼농사와 함께 다른 사업 겸  는 취업을 통해 겸업하거나 벼농사

가 끝난 후 취업하는 것, 아니면 다른 농사를 복합 경작하는 수밖에 없다. 

벼농사의 복합화·겸업화·다각화에 의해서만이 노동력 이용률을 높일 수 있

는 것이다. 

  농규모 확 로는 논의 이용률 한 높일 수 없다. 논의 이용률을 높이

려면 벼농사 기간의 과 후에 다른 작물을 논에 재배하거나 벼농사 신 

생육 기간이 짧은 다른 작물을 여러 차례 돌려짓는 수밖에 없다. 어느 경

우에나 논에 심는 다른 작물의 수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그 생산소득이 

벼농사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밭작물의 경우 논에 재배하려면 

배수개선 등 밭작물에 합한 생산기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벼농사의 농규모를 확 할 경우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농기계 한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작업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이용

하는 농기계가 다르며, 그 작업시기 한 늘릴 수 없다. 어떻든 농기계 이

용률을 높이려면 농기계의 작업 시기를 연장하지 못하므로 작업량을 늘려

야 하며, 작업량을 늘리려면 농기계 수를 여야 한다. 그런데 농기계 수를 

무조건 일 수 없으므로 조직 ·계획  이용체제가 요하다. 즉,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작업 수탁조직이 필요하다. 

  이상의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 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논

리 으로는 밭농사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여러 농가가 모여 조직한 조직경 체가 벼농사와 함께 답리작이나 밭작물

을 복합경 하면서 농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경 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생

각할 수 있다.  농업의 복합화·다각화·겸업화를 동시에 추진해야만 노동

력·농지·농기계의 이용률을 한꺼번에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농업인 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 농가들은 노동력 이용을 늘리기 

하여 응답자의 41.3%가 다른 농사를 복합경 하고 있다고 하 으며, 

27.8%는 벼농사와 다른 일을 겸업하고 있다고 답하 다. 14.2%는 벼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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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다른 일을 생각해본 이 없다고 하고, 2.8%는 벼농사만으로 충분하

다고 한 반면 10.6%는 다른 일이 필요하지만 못하고 있다고 답하 다. 요

컨  벼농사 농가의 83%가 벼농사 외에 복합경 ·겸업을 하고 있거나 필

요하다는 것이다. 

구 분 응답자수

벼농사와 다른 농사를 복합경 163 ( 41.3)

벼농사와 다른 일을 겸업 110 ( 27.8)

벼농사 이후 다른 부문에 취업 13 (  3.3)

벼농사 외 다른 일 필요하나 못함 42 ( 10.6)

벼농사 외 다른 일 생각한  없음 56 ( 14.2)

벼농사만으로 충분 11 (  2.8)

합계 395 (100.0)

표 4-19.  벼농사 외 다른 일 종사 여부

단 : 명, (%) 

4.5. 농기계와  생산비 증가  자본생산성 하  

  앞의 <표 4-6>과 <표 4-7>에서 보았듯이 1990년  반 이후 트랙터와 

콤바인 등 형 농기계의 보 률이 크게 증가하 으며, 벼농사 기계화율은 

1992년 74.8%에서 2010년 91.5%로 크게 높아졌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지속 으로 증가한 반면 자본생산성은 계속 낮아졌다. 농기

계와 시설 등 농업자본 투입이 증가한 만큼 농업부가가치가 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는 곧 농기계와 시설 등에 과잉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벼농사의 생산비 구성 비목을 보면 노동비의 비 이 감소한 반면 농기계 

구입비가 농가부채와  생산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 다.  생산비는 

1997∼2009년에 연평균 2.6%씩 증가하 는데, 비목별로는 농기계비 7.2%, 

농자재비 7.0% 등이었으며 노동비는 -1.4%로 감소하 고, 토지용역비는 

1.0%, 자본용역비는 2.1% 등으로 증가율이 상 으로 낮았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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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농기계비의 비 은 1997년 15.2%에서 2009년 25.9%로 증가하

다.    

구분
노동생산성
(원/시간)

토지생산성
(원/10a)

자본생산성

1990 4,932 624,893 0.70

1995 9,387 954,171 0.61

2000 11,778 1,050,677 0.47

2005 12,297 1,140,668 0.36

2010 15,698 1,272,945 0.32

주: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표 4-20.  농업생산성 지표 추이 

4.6. 집단  농지 이용 미약

  한국· 국·일본 등  농업 국가에서 농업구조개선의 핵심은 세 분산 

농지에서 소규모로 농업을 경 하는 세소농체제를 탈피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농가의 농규모 확 와 함께 한 곳에 집단화된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농업구조개선의 핵심인 것이다. 이 에 비추면 개별 농가 

단 의 농규모 확 는 농지집단화와 연계되기 어렵다. 마을이나 들녘 등 

지역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하나의 경 체가 경작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

며, 그것을 해서는 집단 인 농지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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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과 지역정책3

1.1. EU 농정의 개요

  유럽 각국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바탕으로 하면서 자국의 특성을 살린 농업정책을 펼

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농정을 논하기 해서는 공

동농업정책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유럽연합(EU)은 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 등 6

개국이 심이 되어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효시

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 그 후 1957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로 개편되었고, 1967년에는 다시 유럽공

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로 확  개편되었으며, 특히 EC는 농업 

부문에 해서도 심을 기울여 공동농업정책(CAP)을 추진하게 되었다.

  EC의 농업정책은 기본 으로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통해 농업인에게 공

정한 생활수 을 보장하고 농산물 시장 안정과 식품의 정상 인 공 을 도

모하며 나아가 소비자에게 합리 인 식품 가격을 보장하는 데 두었다. 이

3 이 의 주요 내용은 최정섭 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  방향｣, 연구자료 D313,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8.에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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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가입국 비고

1952 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EU-6

1973 국, 덴마크, 아일랜드 EU-9

1981 그리스 EU-10

1986 스페인, 포르투갈 EU-12

1995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15

2004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 로스
EU-25

2007 불가리아, 루마니아 EU-27

자료: 최정섭 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  방향｣, 연구자료 

D313,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8.

러한 목표에 의거하여 1967년에 공동농업정책으로 3가지 원리를 마련하

는데, ① 유럽연합 내 농산물이 공동가격 아래 자유롭게 유통되는 통합 시

장 형성, ② 공동 세 부과를 통해 수입품에 항한 역내 농산물 선호를 

보장, ③ 농업정책의 재정을 공동으로 운  등이다.

  이 게 출범한 공동농업정책은 국경보호와 역내 농산물 가격지지를 양

 수단으로 농업소득을 보장하면서 각국의 농업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

으며, 유럽연합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데에 핵심 인 정

책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EU 회원국으로 1973년에 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하 고,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모두 12개

국이 1993년에 EU를 성립시켰다. 그리고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스웨덴·

핀란드 등이, 2004년에는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폴란드·체코·에스토니아·

라트비아·몰타·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키 로스 등 10개국이,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총 27개국의 회원

국으로 재에 이르고 있다. 한 재 가입 상 인 크로아티아, 아이슬

란드, 마 도니아, 터키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유럽연합은 더욱 거

한 정치·경제공동체가 될 것이다. 

표 5-1.  연도별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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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AP과 농업구조정책의 성격

  1967년부터 추진된 공동농업정책(CAP)은 기본 으로 국경보호와 농산

물 가격지지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결과 으로 생산량 증가와 이를 해결

하기 한 재정지출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공동농업정책에 한 최 의 개 은 1968년 맨 트(Sicco Mansholt) 농

업담당 집행 원에 의해서 시도되었는데, 다름아닌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의 

한계를 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 개 안은 농업의 구조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는 에 특징이 있었다. 즉, 농산물 과잉을 해소

하기 해서는 경작면 을 최소한 500만ha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하

면서, 500만호에 달하는 소농을 탈농시키고 그 경지를 활용하여 잔존 농가

의 규모를 확 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맨 트 개 안은 소농의 이탈을 제로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

안이었으며, 나아가 탈농을 진하기 한 재교육  조기 은퇴 정책과 비

효율 인 농가에 한 지원 단 등 진 인 시장주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정치 으로 지지받기 어려운 제안이었으며, 결국 

맨 트 개 안은 농업단체의 거센 반 에 부딪  1972년에 농업선진화 등 

3개의 련 지침을 마련하는 정도로 종료되었다. 

  맨 트 개 이 실패한 이후 공동농업정책은 농산물 재고 증에 따른 재

정 부담 증가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행히 1988년에 유럽연합의 

재정에 한 개 이 시행되면서 농업 련 지출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

게 되어 총 산  농업 산이 차지하는 비 도 어들고 기재정계획이 

요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 다.

  한편, 1980년  들어 농산물 가격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농업

정책에 한 국제 인 비난이 고조되었고, 유럽연합은 많은 무역분쟁에서 

패소 정을 받았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다자간 농업 상에서 공동농업정

책의 개 에 한 압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2년에 이른바 맥셰리(Mac Sharry) 개 이 추진되었

다. 이 개 은 재배면 이나 사육두수에 따른 보조 을 직  지불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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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인센티 를 제공하는 신에 휴경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는데, 오

늘날 보편화된 소득보  직 지불제의 출발 이 되었다. 이 게 ‘생산연계 

직 지불제’가 도입됨으로써 가격지지 정책에서 소득지지 정책으로 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가격지지 산에 비해 직불  산의 비 이 

 늘어나게 되었다. 

표 5-2.  EU 공동농업정책 개 의 경과

연도 명칭 주요 내용

1992 맥셰리 개 가격지지에서 직 지불로 환

1999 어젠다 2000 직 지불제 강화  농 개발정책 도입

2003 간평가 개 생산 비연계 소득지지, 교차 수 의무 부과 

2008 건강진단 개 2013년부터 직불의 생산 완  비연계화

자료: 최정섭 외, 게서.
 

  그 후 ‘어젠다 2000’ 공동농업정책 개 에서는 농산물 지지가격을 추가

로 인하하고 가격 인하분의 반을 직 지불 형태로 지불하 다. 각 회원

국은 더욱 강한 농업 분야 육성, 농  지역의 경쟁력 강화, 환경과 유럽 

농 의 통 보 을 목표로 하는 농 개발 정책을 독자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 2003년에는 ‘ 간평가 개 ’에 의해 2005년 산부터 ‘생산 비연계 

직불제’로 개편되어 그 후 속히 ‘생산연계’ 직불 을 체하 다. 특히 

생산 비연계 직불 을 받는 농업인은 환경보 과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한 이행사항을 수할 의무(‘교차 수’라 칭함)를 가지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농 개발 정책이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즉, 농업 산으로

서 시장조치를 지원하기 한 유럽농업보장기 (EAGF;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과 농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한 유럽농 개발농업기

(EAFRD;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이라는 체제

로 시행하게 되었다.

  최근의 2008 공동농업정책 평가(CAP Health Check) 개 에서는 ①직불



외국의 농업구조정책 동향  83

제에서 단일지불제(SPS)의 지  기 을 단순화하고, 일부 시장연계 지지를 

허용하며, ②시장 조치는 우유 쿼터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씩 

증량하는 한편, 제빵용 소맥에 한 시장개입은 물량 제한 없이 지속되고 

300만 톤이 넘는 경우 공매제도를 가동하고, 모든 잡곡·듀럼 · 에 해 

수량 제한을 폐지하며, ③농 개발에서 국가 략계획(National Strategy 

Plan)과 농 개발 로그램을 개편하 다. 

  공동농업정책의 개 은 그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모든 회원국이 

완 히 생산 립 인 직 지불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각국마다 농업

의 발  속도가 다르고 농업경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

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2. 랑스의 농업구조정책과 조직경 체4

2.1. 프랑스 농정의 개요

  랑스는 유럽 내 최 의 농업생산국임과 동시에 미국에 이어 세계 2

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EU의 공동농업정책은 물론 국제 상에서도 자국

의 농업 유지를 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60년  

에 농업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업구조개선 시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얻

은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  랑스 농업은 1961·62년의 농업기본법 제정과 공동농업정책

의 시행으로 시장 확 와 가격지지라는 양호한 환경 속에서 도·농간 소득

균형을 목표로 한 농업경 구조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에 있어서 상당한 

4 이 의 주요 내용은 김정호 외, ｢외국의 농업투융자 조사연구｣, 한국농 경제

연구원, 2000.12.와 김수석 외, ｢농업법인의 운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6.12.에서 정리하 다.



84 외국의 농업구조정책 동향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70년  들어서면서 서유럽 등 선진국들을 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스태그 이션이란 새로운 상황에서 후 지속되어 온 고도성장

에 한 기 감이 뚜렷이 퇴조하기 시작하 다. 특히 70년  반 이후에

는 실업률 상승 등 일시  상으로 보 던 불황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나

타내면서 80년  에 이르러 일부 농  지역의 경우 도시인구의 유입으

로 인구가 증가하는 상(Renaissance rurale)이 나타나는 등 농업의 고용

유지 기능에 한 사회  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업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에서 실업 문제 해결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변화가 나타

났다.  

  1970년   시행된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한 지원정책과 농후계자

정책(DJA)은 이와 같은 농업정책의 목표와 수단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사례이며, 이후 랑스 농정은 농업의 사회  역할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와 수단들을 수정해 왔다. 특히 랑스의 농정은 유럽공동농업정

책의 범주 속에서 시행되는 실을 감안하여 EU 농정개 을 주도함으로써 

국내외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을 펴왔다. 

  1980년 농업기본법 개정과 1999년 농업기본법 개정은 농업의 내외 환

경의 변화를 반 한 것으로서, 농업의 사회 ·환경  기능이 차 농정의 

주요 목표로서 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과거 농업의 식량생산이라는 경

제  기능 심에서 차 농 고용 유지  지역사회 유지와 같은 사회  

기능 그리고 환경보  기능에 을 맞추고 정책 목표도 환되었다.

  랑스는 1992년 유럽공동농업정책 개정과 UR 이후 출범한 WTO 체제

하에서 농정 목표와 수단의 화를 목표로 1996년 이후 농업기본법 개

정 작업에 착수하여 2년간 각계 각층에 한 범 한 여론수렴과 1년간

의 입법 차를 거쳐 21세기 농정 목표와 수단들을 담은 신농업기본법을 

1999년에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 다.

  2000년 농업기본법은 사회가 농업을 지원하는 명분으로서 농업이 사회

에 제공하는 기능들을 경제 ·사회 ·환경  기능으로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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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의 사회  기능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새

로운 방식의 정책수단들을 농업기본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2.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경과와 경영체 동향

랑스의 농업은 통 으로 가족농이 근간이 되어 왔다. 이러한 연유로 

1950년 부터 가족농의 자립경 이 논의되고 1960년에는 농업기본법에서 

가족농 육성을 통한 농업경 의 합리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가족농의 자립경 은 차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농·공 간 소

득균형이라는 정책 목표의 실 도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1960년 부터 농

업경 의 안정  발 을 한 수단들이 검토되기 시작하 으며, 특히 몇몇 

지역에서 시도된 업경 의 성공 사례가 소개되면서 업농 형태의 농업

경  방식이 정책 으로 검토되기에 이르 다.

  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  업경 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법인 제도

를 도입한 나라로서, 농업법인이 처음 태동한 지역은 소농들이 집해 

있고 복합 농이 발달한 서북부의 부르타뉴 지방이다. 이 지역에서는 생산

수단을 합리 으로 이용하기 해 정한 경 체 규모를 모색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의 결과는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에서 특수법인인 공동

농업경 단(GAEC)을 제도 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GAEC는 도입 기에는 인식 부족으로 미미하게 성립되다가 농업경

주와 후계자가 공동으로 경 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GAEC 

pere‐fils)가 도입되면서 비약 으로 늘어나기 시작하 다. 그 결과 1975

년에 500개소 정도에 머무르고 있던 GAEC는 그 후 매년 3천 개소씩 설립

이 증가하기도 하 다.

1985년부터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 유한농업경 회사(EARL)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유리성 때문에 법인 설립이 빠르게 확산되어 2000년 

이후에는 EARL이 GAEC를 제치고 랑스의 표 인 법인 형태의 농업

경 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부자(父子)로 구성된 부분의 G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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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경 체 수 비율 경 체 수 비율 경 체 수 비율

개별농가 275,444 70.0 241,513 65.8 215,792 62.3

회사형태 117,939 30.0 125,338 34.2 130,309 37.7

 - GAEC (41,546)  (35.2) (42,765) (34.1) (42,881) (32.9)

 - EARL (55,118)  (46.7) (61,098) (48.8) (65,056) (49.9)

 - 기타회사 (21,275)  (18.1) (21,475) (17.1) (22,372) (17.2)

가 경 주 승계를 계기로 EARL의 형태로 환하는 경향이다.

재 랑스의 농업은 여 히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농정 측

면에서는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계와 경 의 분리를 이루어냈

다는 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농업경 의 법인화는 농후계자 단체인 

청년농업인연맹(CNJA)을 심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타산업부문과 마찬가

지로 경 체로서 동등한 법  지 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업경 체를 특수 

경 체로 인정받기 해 개되었다.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업경  성격의 회사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총 13만여 개소로 체 농업경 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가족농에 해당하는 개인경 체는 2000년의 27만 5천 개소에서 

2005년에는 21만 5천 개소로 감소한 반면, 회사 형태의 조직경 체는 같은 

기간 동안에 11만 7천 개소에서 13만 개소로 증가하 다. 이에 따라 회사 

형태의 농업경 체 비 은 같은 기간 30%에서 37.7%로 늘어났다.  

회사법인 형태 가운데 가장 비 이 큰 것은 1인 농업회사법인인 유한농

업경 회사(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EARL)로서, 

회사 형태인 농업경 체의 반에 해당하는 4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

고 농업법인 가운데 가장 먼  설립된 공동농업경 단(Groupement 

d'exploitations Agricoles En Commun; GAEC)은 최근 들어 비 이 감소하

여 2005년에 체 농업법인의 32.9%를 차지하 다.

표 5-3.  랑스 농업경 체의 법  형태 변화

단 : 개소, %

주: 기타회사는 상업회사법상의 상업회사와 비법인 임의회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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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직경영체의 유형과 특징

2.3.1. 공동농업경 그룹(GAEC)

GAEC는 노동과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하면서 문화를 통해 노동생산

성의 향상을 꾀하는 한편, 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생산비용의 감을 

도모하는 목 을 갖고 있다. 한 구성원 간 책임분배와 부자(父子) 간 

GAEC 구성을 통해 농정착을 수월하게 하고, 공동 농작업을 통해 휴가

를 가거나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체를 가능하게 하는 목 을 갖는다.

GAEC의 유형에는 하나의 경 체에 여러 사람이 농하거나 여러 경

체를 합병하는 완 통합형 GAEC와 여러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문화된 

작업장을 마련하는 부분통합형 GAEC가 있다. 따라서 GAEC는 가족농  

성격을 유지하기 해 고용노동력에 해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해 최

 10인 이내로 구성을 제한하고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공동으로 농업활

동에 참여해야 한다. GAEC의 구성에 있어서 부부 계에 있는 사람만으로

는 GAEC를 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구성원은 물출자(가축, 농자재, 농업용 건물 등)와 출자를 할 수 

있으며, 노동출자도 가능하게 하여 임 노동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부분의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농지를 

GAEC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임차인이 구성원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와 맺은 임차기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GAEC로 

하여  이를 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임차인은 GAEC에 

가입하는 순간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 

GAEC에 지분을 출자한 각 구성원들은 농업경 주 자격을 유지하게 되

며, GAEC의 경 과 경  성과에 여하게 된다. 출자자는 노동과 자본참

여에 한 보수 이외에 결산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노동에 한 보수는 

사회보장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경 상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제3자에 

한 책임은 출자지분의 두 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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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한책임농업경 체(EARL)

EARL은 농업인의 농업경 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기 한 목 으로 

1985년에 도입되었는데, 보다 실질 으로는 GAEC가 축소돼 1인 참여자로 

구성원이 어드는 경우에 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EARL의 구성에서 구성원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

한 1명은 농업경 인이어야 하고, 농업인이 EARL의 다수를 구성해야 한

다. 참여자 수는 1～10명이고, 배우자와도 EARL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

고 경 면 은 최  10 SMI(최소 농정착면 )를 과할 수 없다. 법인의 

출자 은 최소 7,500유로이고, 출자와 물출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물출자  부동산은 회사자본의 최소 50%를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만 출

연할 수 있다.

EARL의 기본성격은 민사회사법상의 회사와 동일한데, 의사결정을 한 

투표권은 보유지분에 비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자에 한 책임은 참

여지분 한도 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는 융거래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3.3. 농업경 민사회사(SCEA)

농업경 민사회사(Societe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 SCEA)는 농업

법인 가운데 제약 조건이 가장 완화된 형태로서 경 방식과 수익분배를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구성에는 최소 2인 이상이 요구되나 부부

간에도 구성이 가능하고 법인과 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다. 회사자본에 

최소출자액이 요구되지 않고 농면 에도 상한과 하한의 제한이 없다. 

한 설립에도 승인 차가 필요하지 않다.

SCEA는 형 인 민사회사로서 구성원의 책임은 출자비율에 따른 무한

책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경 체로서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리 융

자  보조 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SCEA를 구성하면 참여한 사람은 

농업경 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외국의 농업구조정책 동향  89

3.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추이와 집락 농5

3.1.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경과

  일본은 미군정 시기인 1947년에 농지개 을 실시하여 자작농 체제를 확

립하고 1952년에 농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제도화하 다. 이어 1961년에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정 련 제도의 모법으로 삼아 다양한 시책을 추

진하면서 재까지 변모하여 왔다. 즉, 농업기본법 체계가 어떻게 바 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일본 농정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 <표 5-4>이다.

  1961년의 농업기본법은 농업구조정책의 효시이기도 하다. 즉,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쟁으로 일본 경제는 군수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화가 빠르

게 진행되었으며, 이즈음에 유럽의 농업정책에서 본받아 1961년에 농업기

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농업기본법에서는 농업 부문의 상 인 성장 지체

에 착안하여 농·공 간 격차를 해소하기 한 소득정책, 생산성 향상, 구조

정책 등의 세 가지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 다. 기존의 세농 체제

를 신하여 가족농의 자립경 을 확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특히 자립경 농가를 육성하기 한 추진 시책으로 1961년에 ‘농업구조

개선 진 책사업’(제1차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발족시켰다. 농업구조개선

사업은 략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자주 으로 수립된 계

획(농업구조개선계획)에 근거하여 필요한 토지기반정비사업과 근 화 시

설의 도입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1차 구조개선사업에 이어 1970년에는 제2

차 농업구조개선사업, 1978년에는 신농업구조개선사업 기 책, 1983년

에는 신농업구조개선사업 후기 책, 1990년에는 활성화농업구조개선사업 

등으로 이어져왔다.

5 이 의 주요 내용은 이태호 외, ｢  정부의 농정 간평가｣, 한국농업경제학회, 

2011.8.(미간행)에서 인용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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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분 정책배경 정책방향 주요 시책  조치

제1기
(1960년 )
기본법농정 
기

고도경제성장으로 
농·공 간 소득격차 
심화

자립안정농가(
농)의 확립, 업
의 조장

농업기본법 제정, 농업법
인제도의 창설, 농지규모
상한 완화, 농업구조개선
사업 착수

제2기
(1970년 )
기본법농정
후기

식료소비의 고도
화, 농산물수입 증
, 격한 농업

노동력 유출, 겸
업농가 증

자립경 규모의 
확 를 통한 핵
농가 육성, 농업
생산의 조직화

농지법 3조 권리취득요건
완화, 농지임 차규제완화, 
농지보유합리화사업 창설 
등 농지유동화를 한 시
책의 본격 추진, 농업자연
제도 시행, 종합자 제

도 신설

제3기
(1980년 )
농정 환기

업화와 세 교
체로 인한 통  
가족경  공동화, 
농산물 무역자유화 
진

지역농정 개, 지
역농업 조직화, 농
지이용· 리 정
화, 농 지역 활
성화

지역농업진흥 특별 책 추
진, 농지3법 제정을 통한 
농용지이용증진사업 창설

제4기
(1990년 )
신농정기

농업후계자 부재
로 인한 농업경
체 공동화, 농지
유휴화 증가, 농
산물 시장개방

효율 이고 안정
인 다양한 경

체 육성, 조직경
체(집락 농) 육성

농업경 기반강화 진법 
제정, 인정농업자 심의 
시책 강화, 농업생산법인 
육성

제5기
(2000년 )
개방농정기

농산물 시장개방 
진 , 곡물가격 불
안, 농업의 지속  
발

농업경  체질강
화, 정책의 규제
규율과 정합성 유
지, 새로운 수요
에 응한 생산체
제 정비

식량·농업·농 기본법(식
료·농업·농 기본계획) 수
립, 품목별 수출지원 체제 
구축

자료: 박문호 외, ｢일본 신농정의 농업경 체 육성정책｣, 1988에서 수정 보완.

표 5-4.  일본의 농정 변화 과정

  그러나 농업기본법에서 천명한 자작농  자립경  육성이 실 으로 

어렵게 되면서 1970년  들어서는 농지유동화를 통한 경 규모 확 가 이

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농 의 수탁농업경 을 인정하는 농지법 개

정,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도입, 농용지 이용 증진사업의 추진 등 종 의 자

작농주의에서 농지유동화정책에 의한 특정 농가계층 심의 선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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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환하게 되었다. 

  1970년 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본격 으로 확 된 시기이다. 를 들

어 농업구조개선사업의 국조보조 은 1971년의 200억 엔 수 에서 1978

년에는 729억 엔으로 증가하 다. 제2차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심으로 한 

기본법농정 후기의 정책은 농업기술의 고도화, 축산  시설농업 성장 등

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역시 농지유동화의 부진과 

겸업화로 자립경  육성이라는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따라서 개별경 보다는 지역농업의 차원에서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1980년  농정을 환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1986년부터 UR 

상이 개시됨으로써 일본 농업도 장래에 한 불안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미래 농업을 담당할 경 자의 심각한 부족 상, 농업의 보호와 규

제 주의 농정으로 인한 시장경제 원리 부작용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한 정책 안으로 주창된 것이 지역농정인데, 

농업의 근  재편성을 하여 장의 자주성에 기 한 으로 지역농정

을 주창하고, 그 실천 방향으로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

다. 그러나 지역농업의 조직화는 농업경 의 주체인 후계자의 소멸에 처

하기 한 종합 인 책으로서 한계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UR 상의 타결이 입박한 1992년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농

업·농 정책의 방향’(약칭 신농정)을 수립하 다. 이 책을 통해 개별경

체의 육성과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지역농업의 후계자 확보를 동시에 도모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추진 시책으로 ‘농업경 기반강화 진법’

을 제정하는 등 극 인 농업구조개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 신농정의 농업경 체 육성정책의 특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

째는 구조정책의 목표로서 종 의 자립경  육성정책에서 다양한 ‘경 체’

의 육성과 이러한 경 체에 생산의 부분을 맡기는 농업구조로 재편을 도

모하 다는 이다. 둘째는 정책 상의 명확화·집 화를 하여 인정농업

자제도를 도입하 다는 이다. 셋째는 제도의 추진에서 실체 으로는 ‘지

역 실정’의 시를 강조하면서 행정수법으로는 국가-도·도·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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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제휴·정합성이 강화되었다는 이다. 넷째는 육성해야 할 경 체의 

한 축으로서 농업생산법인을 강조하 다는 이다. 다섯째는 농업구조정책

이 종 의 경 규모 확  심에서 ‘농업경 규모 확 , 생산방식 합리화, 

농업종사 형태의 개선, 경 리의 합리화’ 등을 포함한 종합 인 경 정

책으로 환되었다는 이다.

  2000년 를 비하기 하여 일본은 1999년에 기존의 기본법을 면

으로 개편하여 ‘식량·농업·농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기본법의 4  

농정이념은 식량의 안정 인 공 , 다원  기능 발휘, 농업의 지속  발 , 

농  진흥 등이다. 이러한 방향하에서 략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식량·

농업·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부 인 농정시책을 추진

해 나가고 있다.

  2000년  일본 농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에 볼 수 없었던 ‘공격

 농정’의 추진이다. 공격  농정이란 종 까지 정부에서 취해 왔던 시장

개방에 한 수세  자세에서 탈피하여 시장개방에 극 으로 응하면

서 개방의 효과를 활용하는 농정을 말한다. 공격  농정이라는 용어는 

2005년 3월 ‘식료·농업·농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21세기 신

농정 2006’에서 구체 인 정책으로 확립되어 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공격  농정’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것은 시장개방에 응하기 

해 농업의 체질강화, 국제규율과 정합성 유지, 새로운 수요에 응한 생

산체제 정비 등으로 농업·농 의 활성화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 공격  

농정의 추진을 하여 농가에 해 구조개 형 농정을 추진하기로 하 으

며,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을 확 하고,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확 하기로 

하 다. 참고로 일본의 수출지원 책은 2004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어 

농림수산성에 장 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산농산물·식품수출 진본부’를 

설치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 다. 한 지구온난화에 응하여 최근 바이

오연료 생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술개발을 통해 등외 농산물, 과

잉농산물, 목재 잔재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 연료 생산을 폭 늘리고 이를 

통한 농 경제 활성화를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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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농가 매농가 업농가
겸업농가

자 농가
계 1종 2종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5,402

4,661

3,835

3,444

3,120

2,848

2,528

-

-

2,971

2,652

2,337

1,963

1,631

845

623

473

428

426

443

451

4,557

4,038

2,497

2,224

1,911

1,520

1,180

1,814

1,002

521

498

350

308

225

2,743

3,036

1,977

1,725

1,561

1,212

955

-

-

864

792

783

885

897

3.2. 농가 및 농업생산법인 동향

  일본의 농업경 체는 가족농과 농업법인으로 나  수 있는데, 개인농가 

형태가 다수이고 조직경 체인 농업법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1990

년  반 이후 정책 으로 ‘1호 1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수이기는 

하지만 농가의 법인 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농가 수 추이를 보면, 총농가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으로 특히 

겸업농가의 이농이 심하여 1990∼2010년에 250만호 수 에서 118만호 수

으로 반이나 감소하 다. 반면에 업농가와 자  농가는 1990년 이

후에도 략 동일한 수 을 유지하는 경향이 주목되는데, 업농가가 략 

45만호 내외, 자  농가가 략 85만호 내외의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한 1990년부터 매농가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 으로 육성하기 시작하

는데, 매농가가 총농가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0년 77.5%에서 2010

년 64.5%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5-5.  일본의 ·겸업별 농가 수 추이

단 : 천 호

주: 매농가란 경지면  3ha 이상 는 농산물 매 액이 연간 50만엔 이상인 농가를 말함.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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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수

조직형태별 업종별

유한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농사조

합법인

주식

회사
미맥 과수 축산 채소

양잠

공
화훼 기타

1970 2,740 1,569 3 24 1,144 806 871 749 40 119

1980 3,200 1,939 3 18 1,240 727 640 1,131 125 85 349

1990 3,816 2,167 7 16 1,626 558 592 1,564 216 78 808

1995 4,150 2,797 4 14 1,335 803 523 1,510 293 18 1,003

2000 5,889 4,366 5 22 1,496 1,275 606 1,803 567 307 560 771

2005 7,904 5,961 7 34 1,782 120 1,953 683 2,216 988 219 787 1,058

주: 1) 농사조합법인은 농업생산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함.

2) 양잠·공  난에서 1995년까지는 양잠, 1996년부터는 공 작물의 수치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다음으로 농업생산법인의 설립 동향을 보면, 1965년의 1,295개에서 1973

년에 3,563개로 증하 다가 이후 감소로 반 되어 1985년에 3,168개까

지 정체된 후 다음 해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 7,904개가 설립되어 있

다. 특히 1993년에 ‘신농정’의 수립으로 농업경 체 육성 정책이 강화되면

서 1995년부터 법인 설립이 증하고 있다. 

  농업생산법인의 법인 형태는 유한회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농사조합

법인이다. 유한회사는 1980년  반부터 설립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5,961개가 설립되어 있다. 농사조합법인은 기에 설립이 증가하 으나, 

1970년  반의 감소 추세를 거쳐 1990년  이후 꾸 히 증가하는 경향

으로, 2005년에 1,782개가 설립되어 있다. 그 밖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그 수가 극히 으며, 주식회사 형태는 최근에 설립 는 회사 형태의 

환으로 그 수가 조 씩 증가하는 경향이다.

농업생산법인의 업종별 추이를 보면, 축산 분야의 법인이 가장 많고 증

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맥작 법인의 수가 1991년부터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채소와 화훼 생산법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

세로서 특히 1996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표 5-6.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설립 동향

단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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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집락영농의 동향 

3.3.1. 집락 농 개요

  일본 농업에서 1990년  부터 등장한 것이 ‘집락 농’이다. 이것은 

1980년 부터 논의된 지역농업 조직의 육성이라는 방향과도 연 이 있으

며, 재까지도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성립되고 있다.

  집락 농은 마을을 단 로 하여 이루어지는 농지이용 는 농업경  형

태이며, 농지 소유권은 그 로 두고 농지를 공동 경작하거나 농기계를 공

동 이용하는 보 인 조직에서부터 마을 체의 농업을 하나의 농장형태

로 경 하는 ‘마을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집락 농은 한 

개 는 몇 개 마을을 공간  범 로 하며 마을 주민의 합의에 의해 설립

되며, 조직의 형태는 임의조직 는 법인체로 형성된다.

  집락 농의 목 은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계 시설의 과잉투자를 해소

하고 집락단 에서 농지이용의 합리화나 농기계와 시설의 공동이용, 공동

그림 5-1.  일본 집락 농 개념도

농지임대

임대료

노동력

노임

(농지, 노동력, 농기계)

생산비 절감
고용 창출
자원 보전

농업소득 증대

지역 활성화

마을

출자

배당
작업수탁

농업생산

농산물가공

직판ㆍ교류

주요활동

효 과

마을단위 영농조합

리 더

오퍼레이터

보조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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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의한 농산물 생산비의 감  농산물 가공이나 농  사업 등

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 하고, 지역에서 업농가·겸업농가·여성·

고령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집락 체의 농의욕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

히 정책 으로 경 규모가 세하고 후계자가 부족한 산간지역에서 농

업생산 활동의 유지를 해 집락 농을 특정농업법인으로 지정하여 가족

농  일반 농업법인과 함께 ‘인정농업자’로 육성하고 있다. 

  집락 농은 발  단계에 따라 ‘농기계 공동이용’이나 ‘농작업 수 탁’에 

한정한 단순한 형태에서 ‘ 업경 ’ 형태나 ‘1마을 1농장’ 형태 등으로 발

하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 , 농작업 수 탁, 농업생산, 농

산물 가공·유통, 소비자와의 교류, 직거래 등과 같이 1차 산업 인 역에

서 2차·3차 산업 인 역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조직화의 가

장 일반 인 형태는 마을 주민들이 합의하여 우선 농조합을 만들고, 마

을 내 참가자는 농지를 농조합에 임 한다. 농지를 임 한 농가는 노동

력과 농기계의 여유가 생기므로 여유 노동력은 농조합에 취업할 수 있

고, 농기계는 마을 체 농업경 에 필요한 것은 농조합이 소유하고 나

머지는 처분하여 농기계 이용을 도모하게 된다.

  집락 농은 마을의 농가 체가 참가하는 경우 농지를 단지화하여 경

할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유리성이다. 단지화를 통하여 첫째, 농기계 이

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거나 노동투입시간을 폭 여 생산비를 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여유 노동력이 발생하는 경우 채소나 축산 등 노

동집약부문에 투입하여 마을 체의 소득증 도 기 할 수 있다. 셋째, 조

직경 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실 하기 어려운 가공부문이나 도농교류·농

체험·직거래 등 서비스 부문까지 사업이 가능하며, 다각경 으로 마을 

내의 추가 고용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3.3.2. 집락 농 추이

  2005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농업경 체 수

는 총 2,009,380개인데, 그  법인이 19,136개, 지방공공단체·재산구 5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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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인경 체 1,978,016개소를 포함한 비법인 1,989,739개소로 조사되었

다. 경 체 개소 수로 보면 법인의 비 은 개인경 체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미미하다.    

　 　 　 개소 수

총계 　 　 2,009,380

법인 소  계 　 19,136

　 농사조합법인 　 2,610

　 회사법인 소 계 　10,982

　 　 주식회사 1,344

　 　 유한회사 9,559

　　 　 합명·합자·상호회사 79

　 각종단체 소 계 5,053

　 　 농 4,508

　 　 삼림조합 17

　 　 기타단체 528

　 기타법인 　 491

지방공공단체·재산구 　 　 505

비법인 소  계 　 1,989,739

　 개인경 체 　 1,976,016

자료: 農林水産省, ｢第85次農林水産省統計表｣, 2011, pp.10-11.

표 5-7.  일본의 조직형태별 농업경 체 수(2005)

  조직경  에서 임의조직경 으로 분류되는 집락 농의 조직형태는 실

제로는 법인조직에서 임의조직까지 다양하다. 집락 농의 조직형태는 크게 

법인과 비법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은 다시 농사조합법인과 주식회사  합

명·합자·합동회사로 구분된다. 집락 농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서 2005

년 10,063개에서 2010년 13,577개소로 35%가 증가하 다. 조직형태별로는 

비법인의 비율이 2005년 93.6%에서 2010년 85%로 매년 감소한 반면, 농

사조합을 주축으로 한 법인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 다. 컨  농사조합의 

비율은 2005년 5.1%에서 2010년 12.7%로 꾸 히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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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경지 면  규모별 집락 농의 수는 5ha 미만이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는데, 그 비율은 2005년 35%에서 2010년 27%로 감소하 다. 반면 30∼

50ha 규모의 집락 농의 비율은 같은 기간 10.2%에서 15.8%로 증가하

으며, 50∼100ha 규모의 집락 농 한 6.4%에서 8.6%로 증가하 다.   

합계

법인

비법인농사조
합법인

회사

주식회사
합명·합자·
합동회사

2010 13,577(100.0) 1,725(12.7) 305 8 11,539(85.0)

2009 13,436(100.0) 1,518(11.6) 276 8 11,634(86.6)

2008 13,062(100.0) 1,324(10.1) 267 5 11,466(87.8)

2007 12,095(100.0) 1,009( 8.3) 221 3 10,862(89.8)

2006 10,481(100.0) 665( 5.4) 4 173 9,639(92.0)

2005 10,063(100.0) 509( 5.1) 3 134 9,417(93.6)

자료: 農林水産省, ｢第85次農林水産省統計表｣, 각 연도.   

표 5-8.  일본의 조직형태별 집락 농 수 추이    

단 : 개소, (%)

합계
5ha
미만

5∼10 10∼20 20∼30 30∼50 50∼100
100ha
이상

2010 13,577 3,641 1,438 2,419 2,295 2,146 1,166 472

2009 13,436 3,571 1,442 2,396 2,305 2,085 1,154 483

2008 13,062 3,487 1,408 2,360 2,196 1,996 1,123 492

2007 12,095 3,491 1,398 2,267 1,865 1,686 938 450

2006 10,481 3,501 1,360 2,132 1,347 1,098 651 392

2005 10,063 3,511 1,273 1,983 1,211 1,025 643 417

자료: 農林水産省, ｢第85次農林水産省統計表｣, 각 연도. 

표 5-9.  일본의 경 경지 면 별 집락 농 수 추이

단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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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집락 농의 유형별 사례

  집락 농은 임의조직에서 출발한 배경으로 조직의 형성부터 사업의 내

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06년과 2007년에 수집한 집락 농 사례와 2006

∼2010년 국 우량경 체(집락 농 부문) 표창 사례 등에서 특징 인 조

직이나 응사례 등을 발췌하여 2010년 12월 시 에서 정리한 자료집(農

林水産省. 2010. ｢集落營農の組織化·經營發展の取組事例｣)은 39개 도·부·

 119개 집락 농의 유형을 <표 5-10>과 같이 17개 유형으로 분류하

다. 이 17개 유형   농업의 구조개선과 직  련이 있다고 단되는 

3가지 사례를 골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0.  일본 집락 농의 유형 분류 

유형 분류 집락 농 유형 개소

조직화 응 사례 (31)  

1.  농가 공동작업형 8

2. 기계·시설 공동이용형 7

3. 기간작업 탁형 7

4. 마을농장형 9

작물별 응 사례 (20)

5. 맥류· 두 등 작물 환에의 응 7

6. 미곡 포함 토지이용형 작물에의 응 5

7. 논 농업 외 다양한 작물·사업에의 응 4

8. 과수·원  산지에서 수도작에의 응 4

응내용·효과별 사례(68)

9. 지역의 농지 등 유지 9

10. 경 규모 확 6

11. 경 의 다각화 9

12. 고부가가치화· 로확 7

13. 농작업 생력화에 의한 생산비 감 18

14. 여성이나 고령자 활용 8

15. 농업후계자 육성 6

16. 지역주민과의 교류 3

17. 타산업과의 제휴 2

합  계 119

주: 분류된 유형은 각 사례의 가장 특징 인 부분에 의거하여 분류한 것이므로 다른 유

형에도 해당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자료: 農林水産省, ｢集落營農の組織化·經營發展の取組事例｣, 2010, 목차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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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치(谷地) 농조합: 기계·시설 공동이용형 조직화 사례

  아키다 (秋田縣)에 있는 이 농조합은 아직 법인화하지 않은 임의조직

(특정농업단체)으로, 2006년 9월에 설립되었다. 이 지역의 농업 유형은 

간농업지역이며, 구성농가 호수는 12호, 경 규모는 수도 22ha, 두 2ha, 

기타 1ha 등이다. 

  설립 경 를 보면,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주민들이 의논하여 

생활· 농·노후까지 시야에 넣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별 농업경

은 곤란’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2002년에 조직을 설립하 다. 이후 ‘농기

계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비용이 감된다’는 것을 숫자로 구성원들에게 제

시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트랙터나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농 을 통해 일

 평가받아 그  양호한 것을 조합이 구입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 결

과 농기계 수는 3분의 1로 었으며, 농약·비료 등을 통일하여 조합에서 

일  구입함으로써 경비를 감하 다. 

  농작업은 업농가가 평일, 겸업농가가 토·일요일을 심으로 하고 있으

며, 모두 의논해 가면서 일정을 조정하여 작업 공정을 작성한다. 구성 농가 

 부기 기장에 익숙한 농가가 경리를 담당한다. 은 소비가 감소하여 장

래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화훼 등을 도입하여 소득 작목을 다양화하는 방향

으로 계획하고 있다.

(2) 농사조합법인 하라타이(原體) 팜: 1마을 1농장형

  이와테 (岩手縣)에 있는 하라타이(原體) 팜은 농사조합법인(특정농업법

인)으로서 2002년 7월에 설립되었다. 구성농가 호수는 74호이며, 경 규모

는 수도 22.7ha, 두 14.5ha(수탁 포함), 채소 약간(노지 260a, 하우스 

60a), 블루베리 50a, 수도육묘 5,300상자 등이다.

  2002년 경지정리사업을 계기로 마을 내 부분의 농가가 참가하는 형태

로 1마을 1농장을 목표로 2002년에 집락 농을 농사조합법인으로 설립하

다. 집락 농의 근간은 농작업 수탁을 통해 농지의 이용집 과 농기계 

공동이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도와 두의 구획별 순환(Block Rotation) 경작을 확립하여 작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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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화와 효율성 높은 농업을 개하는 한편, 농약과 화학비료를 여 

재배하는 특별재배미에 도 하여 팔리는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한 

농기계 공동이용 등에 의해 확보된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신규작물(피망, 

블루베리, 아스 라거스 등)을 도입하여 경 을 복합화하 으며, 을 자

가 제분하여 빵을 제조· 매하는 등 경 의 다각화와 지산지소에도 나서

고 있다. 

(3) 농사조합법인 테라츠보(寺坪) 농조합

  평야지역인 토야마 (富山縣)에 있는 테라츠보(寺坪) 농조합은 2007년 

4월 18호의 농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농사조합법인이다. 경 규모는 

수도 11.1ha, 두 2.9ha, 복숭아 0.3ha, 농작업수탁 4.0ha 등이다. 

  설립 경 를 보면, 지역 농가의 부분이 겸업농가인 상황에서 1978년에 

농기계의 정이용과 농작업의 효율화를 하여 임의조직을 설립하 으며, 

2004년에 특정농업단체로 인정을 받고 2007년에 법인을 설립하 다. 임의

조직 설립 당 부터 집단 인 토지이용에 의해 1마을 1농장 방식의 업

경 을 실천함으로써 실제로는 하나의 경 체로서 농을 개하고 있다.  

조직 설립 시에 개인 소유의 농기계를 처분하고 조직 소유의 형 고성능 

기계를 도입하는 한편 업경 에 의해 농기계 비용을 감하 으며, 자재

를 일  구입하는 등 효율 인 농업경 을 실 하고 있다. 한 경 의 복

합화(복숭아)를 함과 동시에 이웃 마을의 농작업을 수탁함으로써 경 규모 

확 에 나서고 있다. 

  농조직 활동을 통하여 마을 기능의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겸업농가의 

은 농후계자를 농기계 운 자로 확보하는 등 차세  농업경 인을 육

성하고 있다. 이러한 농의 성과로 구성원에 한 이익 배당은 (縣) 평

균보다 높은 수 을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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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의 산업 계열화6

4.1. 농업산업화 정책의 개요

  국의  산업 계열화는 ‘농업산업화’ 정책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이 정

책은 1980년  후반 산동성에서 채소산업의 수직  통합 모델을 시도하여 

그 성과를 보 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구체화되고 정책화되었다. 그 후 

1990년  반부터 국 농정의 요 과제로 부상하 으며,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 개방에 응하여 세소농구조를 극복하고 품목

별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 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안으로서 

요성이 꾸 히 강조되고 있다. 1978년 말 농가토지도 제를 도입한 농업경

 시스템의 환에 이은 제2차 농업경  시스템의 개 이라는 의미도 

부여되고 있다. 

  ‘농업산업화’의 개념은 시장화·단지화· 문화·규모화·계열화·기업화 등 

6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계열화(Integration)가 핵심인데, 이

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각 단계를 수직

으로 통합함으로써 ·후방 연 산업의 결합을 통해 ·후방 연쇄효과를 

극 화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의 ‘농업산업화’ 정책은 농식품 용두기업(龍頭 業)7을 지원하는 데 

이 맞춰져 있다. 시장개척 능력과 농산물 심층가공 능력을 갖추고 농

6 국의  산업 계열화에 해서는 형진 외, ｢ 국 동북3성의 ·단립종 산

업 구조 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9. 제5장

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정리하 다. 

7 용두기업(leading enterprise)이란 “농식품 가공  유통업을 주로 하는 기업으

로서, 각종 이익분배 메커니즘(계약, 주식합작제)을 통해 농가와 연계하여 농가

의 시장진입을 견인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공· 매를 유기 으로 결합하여 통

합 경 을 실 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용두기업은 규모와 경  지표를 기

으로 국가 ·성 ·시 · 으로 구분한다( 형진, 2009,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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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민들의 상품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용두기

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업산업화’의 건으로 지 되었기 때문이다. 용두

기업에 한 정책 지원은 재정·투융자·조세·수출 방면에 걸쳐 범 하다. 

2000년 10월에 제시된 용두기업에 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유 상업은행은 국가  용두기업이 농가와 연계된 생산단지 조성 

 기술개발 투자를 할 경우 리 신용 출을 지원한다. 농산물가공기업

이 원료 농산물을 구매할 때 계약내용을 토 로 구매자 을 융자한다. 

  ② 국가  용두기업이 생산계열화를 추진하기 하여 규모 생산단

지를 조성할 경우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③ 정부는 기업과 농가 간에 공동으로 험을 부담할 수 있는 기제를 확

립하고 계약 등에 의해 안정 으로 구매  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련되는 재정·조세제도와 정책에 근거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④ 재배업·축산업  농림수산물 1차가공업에 종사하는 국가  용두

기업에 해 소득세를 면제하며, 기술개발과 신을 독려하기 하여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⑤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농산물 수출을 확 하는 국가  용두기업에 

해 농산물  가공품 수출 시 융자를 지원하고, 국유 상업은행은 수출자

을 우선 출하며, 국가 신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농산물 가공 설비의 수

입 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은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2006∼2010)에 ①용두기업 육성, ②농산

물 가공 수  제고, ③ 랜드 육성, ④생산자조직  농민의 ‘농업산업화’ 

경  참여 확 , ⑤원료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  등을 추진한다는 것을 

‘농업산업화’ 발  목표로 제시하 다. 옥수수가공제품·유제품·육류제품·

과일·채소 등 이미 기 가 확립된 분야부터 경쟁력이 강하고 시장 유율이 

높은 용두기업을 육성하며, 농산물 가공률이 50% 이상 되도록 가공 수

을 높이고, 생산자조직  농민의 참여를 확 하기 해 다수의 문 동

조합과 개조직을 발 시켜 기업과의 이익 배분  경  시스템을 개선한

다는 것이다. 

  국의 ‘농업산업화’ 정책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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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열화를 추진하는 조직과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의 확 가 핵심이다. 계열화를 추진하는 주체로는 용두기업, 개조직

( 문 동조합, 품목 회 등), 문시장(주로 도매시장)이 표 이다. 이

들 조직과 참여 농가의 수를 보면, 조직의 경우 1996년 1만 2,000개에서 

2008년 20만 2,000개로 연평균 26.5%씩 증가하 으며, 참여 농가 수는 같

은 기간 1,995만 호에서 9,808만 호로 연평균 14.2%씩 증가하 다. 참여 

농가 수가 국 체 농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 도 10.0%에서 39.2%로 증

가하 다. ‘농업산업화’ 경  조직의 경우, 기에는 용두기업이 주도하

으나 차 개조직의 비 이 커져 재는 자의 수보다 많아졌다.  

표 5-11.  국의 ‘농업산업화’ 경  조직의 추이

단 : 개소, %, 만호, 안

1996 2000 2004 2008

○ 추진 조직 수 11,824 66,000 114,000 201,500

 - 용두기업 5,381 27,000 49,700 81,500

 - 개조직 3,384 22,000 41,500 84,000

 - 문시장 1,450 7,600 10,600 36,000

○ 참여농가(만호) 1,995 5,961 8,454 9,808

 -  농가  비율(%) 10.0 25.0 30.5 39.2

 - 호당 소득증가액( 안) - 947 1,201 1,797

자료: 王新陽, “農業産業化問題硏究―以 海 爲例”, 山東大學 석사학  논문, 2008. 農

業部 中國農業信息网(http://www.agri.gov.cn)( 형진, 2009, p.86 인용).

                

          

  ‘농업산업화’ 경  조직과 참여 농가의 이익 분배 형태는 계약(contract), 

주식합작제(stock cooperative system), 합작제( cooperative system)가 표

이다. 계약 계는 조직 내부의 이익 주체들이 계약을 통해 안정 인 이

익배분 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식합작제는 농가가 주식 지분을 가지고 

조직에 참여하며, 노동을 제공하고 참여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시스템이

다. 합작제는 농가가 조직을 설립하여 회원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계약 계가 59.6%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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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산계열화의 유형과 특징

  생산계열화의 유형은 ‘농업산업화’ 경  조직의 유형에 따라 ①기업+농

가, ② 개조직+농가, ③ 문도매시장+농가 등으로 구분된다. ①은 다시 

기업+농가 유형과 기업+생산단지+농가 유형  기업+주식합작제 농가 등

으로 구분되며, ②는 다시 개조직+농가 유형과 기업+ 개조직+농가 유

형  기업+ 개조직연합체+농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농가 유형: 농식품기업이 최소의 거래비용으로 원료 농산물을 

확보하기 하여 농가와 법  효력이 있는 생산· 매 계약을 체결하여 생

산·유통·서비스·이익분배 면에서 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기업은 일반 으로 원료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을 보장하

기 하여 농가에 종자·기술·정보·자  등과 수확· 장·운송· 매 서비스

를 제공하고, 보호가격 는 계약가격으로 원료 농산물을 구입한다. 보호가

격은 평균생산비에 평균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방 간 의를 통해 정해진

다. 이 모형은 비교  일  출 하여 국 농업의 생산계열화에서 가장 보

편 인 유형이지만 계약 반이 빈번하여 계열화의 강도는 가장 약하다.

  2) 기업+생산단지+농가 유형: 기업이 원료 농산물의 주산지에서 농가나 

토지소유권 주체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직  방식

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가공· 매함으로써 농업·공업·상업을 통합하는 형

태이다. 농지를 임 한 농가는 도시로 이농하여 농민공으로 취업하거나 생

산단지를 조성한 기업에 농업노동자로 고용되어 농산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기업+농가 유형의 경우 기업은 개별 농가와 일일이 계약

을 체결해야 하므로 거래비용이 들고 농지 집단화에도 불리하다는 단 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직  방식이므로 계약 반의 험이 없고 원료 농산물

의 수량과 품질을 활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 유형에서는 행정기 (토지소

유권 주체인 민 원회)이 생산단지의 계획과 조성에 직  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기업과 농가의 계약 체결 시 요한 역할을 한다.

  3) 기업+주식합작제농가 유형: 농가가 가공기업 는 유통기업에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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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설비·기술 등을 투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기업

과 농가 간에 ‘자  공동투자, 험 공동부담, 이익 공동향유’라는 이익공

동체 계를 형성하여 농가는 원료 농산물의 생산·공 자가 아니라 기업 

경 의 의사결정과 이윤분배에 참여한다. 이 유형은 기업과 농가 간의 거

래가 기업 내부거래로 환되어 거래비용을 일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 하여 비용최소화·이익극 화를 실 하는 데 유리하다. 

  4) 개조직+농가 유형: 문 동조합(합작사)·농민 문기술 회·농업기

술서비스조직 등 농업생산자조직이 합작제나 주식합작제 등을 통해 농가와 

연계를 갖고 생산·가공·유통을 계열화하는 형태이다. 국에서 생산계열화

는 기업+농가 유형이 지배 이었으나 최근 농민들이 자발 으로 조직하거

나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각종 농업생산자조직이 생산계열화의 주체로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품목 동조합법에 해당되는 ｢농민

업합작사법｣의 시행 이후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유형은 자   

담보자산 부족이라는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5) 기업+ 개조직+농가 유형: 개조직+농가 유형의 제약요인을 해소하

는 방안으로 차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다. 기업은 개조직과 계약함으로

써 거래비용과 원료 농산물의 품질 리 비용을 일 수 있고, 농가는 교섭

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기업+ 개조직연합

체+농가 유형으로 발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경우 거래 방이 맞서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기업과 개조직연합체가 의기구로

서 회를 설립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6) 문도매시장+농가 유형: 특정 품목의 농산물 생산에서 우 를 하

는 지역의 문도매시장이 기업+농가 유형의 기업 역할을 하는 유형이다. 

4.3. 쌀산업의 생산계열화 사례

  산업의 생산계열화 유형은 앞에서 살펴 본 계열화의 유형에서 벗어나

지 않는다. 여기서는 생산계열화의 다양한 사례  기업+생산단지+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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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기업+합작사+농가 유형  기업+농가 유형을 겸하고 있는 사례와 

합작사+농가 유형의 사례 등 2개 사례에 해 소개한다. 

(1) 랴오닝성 선양북패미업집단(瀋陽北霸米業集團)

  랴오닝성 선양북패미업집단은 1998년 선양시 서북부에 설립되었으며, 

유기·녹색·무공해 벼 재배  고품질 벼 심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시  

용두기업으로 선양북패미업유한회사·선양시원료작물무역회사·선양시북향미

업유한회사 등 3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의 자본 은 8,700만 안, 

부지 면  23.5ha에 직원 1,140명, 3개의 도정공장에 연간  가공 능력은 

60만 톤 수 이다. 2008년에 12만 톤의 ·단립종 벼를 매입하여 량 가

공하 다. 이 기업의 ‘북패(北霸)’ 랜드 은 ISO9001-2000 인증과 제1

차 국 녹색식품발 센터 녹색식품 인증을 받았으며, 외무역회사를 통

해 캐나다·홍콩 등지에 수출되는 한편 국내 20개 성에서도 리 을 통해 

매되고 있다.

  이 기업은 ①기업+생산단지+농가 유형, ②기업+합작사+농가 유형, ③기

업+농가 유형 등 3가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병행하고 있다. ①의 유형으

로 기업은 농가로부터 400ha의 토지를 10a당 최  890 안에 임차하여 

생산단지를 조성하 다. ②의 유형으로 기업은 224호의 농가가 참여하는 

‘선양북패녹색식품재배 업합작사’를 설립하여 농가에 기술지도와 우수 

벼 품종  화학비료 등을 제공하는 등 생산·가공· 매를 통합한 계열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③의 유형으로 기업은 2008년 4,000호의 농가와 

500톤의 계약재배를 하 으며, 2009년에는 계약재배 물량이 1,000톤으로 

늘고 계약이행률이 85%에 달하 다. 계약재배 면 은 1만 2,000ha 다. 이 

외에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1만 3,400ha의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 다.

  이 기업의 기업+합작사+농가 유형에서는 개별 농가 신 합작사와 계약

함으로써 거래비용이 감소한 만큼 벼 수매 시 합작사에 소정의 보수를 지

불하며, 합작사는 그  운 비를 공제하고 남은 액을 2차 이윤 형식으로 

참여 농가에게 분배한다. 합작사에 참여한 농가는 재배한 벼의 매수입 

외에 합작사의 배당 수입을 받아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달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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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지+농가 유형에서 농가는 토지 임 료 외에 기업이나 외지에 취업

하여 임 을 받게 된다.

  이 기업이 계약 농가와 합작사 가입 농가로부터 시장가격보다 kg당 0.04

안 높은 가격으로 벼를 수매함으로써 10a당 75 안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 토지를 임 한 농민 40∼50명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모내

기와 수확 작업 등 농번기에 80여 명을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2) 랴오닝성 선양소성 업합작사(瀋陽 盛稻米 業合作社)

  랴오닝성 선양소성 업합작사는 2008년 5월 랴오닝성 선양시에 설립

된 선양시 유일의 유기농 벼 생산 합작사이다. 이 합작사의 고정자본 은 

20만 안, 2008년 총수입 1,026만 안, 이윤은 150만 안이었다. 생산단

지 면 과 회원 수는 2007년 6ha와 8명에서 2008년 40ha와 105명으로 증

가하 다. 주변의 1,100여 농가와 연계하여 벼 재배면 은 670ha에 달한다.

  합작사는 국가에서 정한 시범규정을 참조하여 규정을 정하 으며, 이사

회를 운 하고 있다. 합작사의 입회비는 가구당 4,000 안이다. 연말 이윤

에서 5%의 액을 공공 립 으로 립하며, 80%는 거래량에 따라, 15%

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한다.

  합작사는 농민들이 자발 으로 출자하여 조직한 동조직으로서 재배지

역의 통일, 종자 공동구매, 공동육묘, 공동 탁가공, 공동 매 등 생산·가

공· 매를 통합 경 하고 있다. 합작사를 통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재배 

수익이 증가하 다. 회원 농가는 생산설비의 개선을 통해 개비용을 감

하 으며, 유기농 벼의 생산량은 지만 화학비료와 농약의 투입을 임으

로써 생산비를 감하 다. 한 유기농 벼의 수매가격이 kg당 0.03 안 

높아 비회원 농가보다 수익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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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시사

5.1. 선진국 농업구조정책의 흐름과 특징

  선진국 농정에서 농업구조정책이 등장한 것은 1960년  들어서이다. 특

히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 이 종료되면서 농산물 가격지지를 바탕으로 

식량증산을 도모하 으나, 이들 정책이 재정  한계에 착하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농업구조정책이 등장하 다. 농업구조정책이 변화되는 시기를 구

분하면 략 세 단계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농업구조정책의 도입기로서, 1960～70년 에 생산·가격

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환되는 시기이다. 즉, 농업구조개선을 통하여 농

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공 간 소득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표를 세웠

다. 그리고 농업구조 개선을 한 제도  장치로 독일(1955), 랑스

(1960), 일본(1961) 등이 농업기본법을 제정하 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립

경  실 , 경 이양 지원 등 구조조정 진을 한 시책을 추진하 다.

  두 번째 단계는 1980～95년의 기간으로서, 농업구조정책의 목표가 효율

성 심에서 벗어나 지역정책이 두되는 시기이다. 농산물 가격지지와 수

출보조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 으나, 농산물 공 과잉을 래하

게 되었다. 나아가 효율 주의 구조정책은 일부 농가와 지역의 자립은 실

하 으나, 세농이나 산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이 쇠퇴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하 다. 따라서 농업의 역할로서 국토자원  환경보

에 한 요성이 인식되어 국에서는 1980년  반에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제가 도입되기도 하 다.

  세 번째 단계는 1995년 이후 재까지의 시기로, 농업·농 의 지속  발

을 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WTO 출범

으로 세계 농업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히 조화시키려는 국제규율이 확

산되고 있다. 체 으로는 시장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 시장실패 부분

에 해서는 극 인 정책 개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생산보조는 감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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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분과 특징 주요 정책 내용  성과

1960～70년

생산·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환

◦ 농정제도 정비기
  - 기본법 제정 시기: 독일(1955), 랑스(1960), 일본(1961)
◦ 녹색 명과 가격지지를 바탕으로 식량증산을 도모
  - 화학비료와 농약 등 생물화학  기술진보 추구
◦ 1960년 를 후로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공간 소득균형을 동시에 추구
  - 자립경  실 , 경 이양 지원 등 구조조정 진

1980～95년

효율성 주 
농업의 한계와
지역정책 두

◦ 가격지지와 수출보조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생태계 순환체계의 붕괴, 환경오염 문제 노출
  - 농산물 공 과잉은 UR 상을 발시키는 계기로 작용
◦ 1980년  부터 조건불리지역 농업 유지에 심
  - 국토자원  환경보 에 한 요성 인식
  -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제 도입( 국) 

1995～ 재

농업의 지속
발 을 한
정책 응

◦ WTO 출범과 국제규율 확산(보편성, 특수성)
◦ 농업‧농 의 다원  기능에 한 가치 인식
  - 친환경농업, 식품안 성, 농 경  등에 심 증
  -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보호 농정에서 시장지향  농정으로 환
  - 보조 감축, 소득 문제는 직 지불제로 근

면서 소득 문제는 직 지불로 근하는 시책이 일반화되고 있다. 한 농

업·농 의 다원  기능에 한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식품안

성, 농 경  등에 심이 증 되고 있다.

표 5-12.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진국들이 추구해 온 농업구조정책의 특징과 내용

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들도 가족농을 근간으로 농업 발 을 추구해 왔다는 이

다. 가족농(family farm)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의 이상 인 농업경  형

태로 발 해 왔으며, 특히 1960년  들어서부터 가족농의 자립경 을 요

한 농정 목표로 설정하여 농업구조조정, 즉 이탈농 진을 통한 잔류농가

의 경 규모 확 를 유도하 다.

  를 들어 구서독은 1973년부터 에르틀 계획(Ertle Plan)으로 10년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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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여 평균 농장의 경지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일본은 1961년부터 자립경 농가 육성을 표방하고 

추진하 으나, 체로 안정  2종 겸업농가 체제가 고착된 것으로 평가된

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농업기본법에서 자립농가 육성을 표방하고, 1992

년부터 본격 으로 업농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농 심의 생산구

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개별농가의 경 규모 확 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조직 경 이 두

되고 있는 이다. 농업의 기술진보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개별농가는 끊

임없는 경 규모 확 를 요구받고 있으며, 경  목표는 농업소득으로 “가

계비 충족 → 도·농 간 소득균형 → 경 자 보수”를 실 하는 것이다. 한 

농업경  목표는 후발국에서는 가계비 충족이고, 선진국일수록 경 자보수 

실 에 을 두고 있다.

  유럽에서도 1960년 부터 자립농가 육성을 추진하다가 1970년  반

부터는 가족농의 조직화와 법인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단  

농조직이 재조명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업농 시범사업

을 추진하 으나 모두 실패하 으며, 1990년에 농업인 심의 농조합법

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 다. 우리나라와 농업 여건이 비슷한 일

본에서는 2000년  들어 마을단  생산공동체인 ‘집락 농’을 새로운 농업

경 체로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 의 규모경제를 추구하기 하여, 그리고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려는 목 으로 농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지역별‧품목별 조직화

가 시도되고 있다. 개별경 의 한계라는 돌 구를 조직화에서 찾으려는 경

향이다.

  셋째, 농업경 에 기업 참여가 늘어나고 기업농이 두되고 있다는 이

다. 농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업  농업경 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

계화‧자동화 등으로 기업조직이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업

농 진 으로 마  략과 기술은 기업경 에 유리하고, 기업농은 신규인

력을 통하여 경 의 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도 농업인 심의 기업  농업경 (농업법인)을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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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며, 농업법인 제도를 농업경 에 기업  경 방식을 확산시키기 

한 수단으로 장려하고 있다. 를 들어 랑스에서는 1990년 이후 농업

법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재 약 10만 개의 농업법인이 운  이

며, 일본은 농업생산법인을 육성하는 방향에서 최근에는 농가의 ‘1호 1법

인’을 장려하고 있다. 

5.2. 농업경영 조직화의 동향과 한·중·일 비교

  오늘날 농업경 에서도 가족농 이외의 경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

국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가족농의 업 기능이 약화되면서 농가 간의 

력 내지 공동경 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농이 조직화 내

지 업화를 추구하는 경제  동인으로 다음과 같은 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업경 의 문화 혹은 복합화(다각화)를 통한 경제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즉, 개별농가의 소규모 생산을 통합함으로써 규모 경제를 

실 할 수 있으며, 한 생산물의 고품질화·균질화·규격화를 통한 매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나아가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불가능한 자본·기술

집약 인 농업의 실 도 기 할 수 있다.

  둘째, 조직경 이나 업경 이 장차 농기업(agri-business)으로 발  가

능한 새로운 농업경 의 형태라는 이다. 통 인 농업은 일차 인 농산

물의 생산에 한정되어 왔으나, 업경 은 개별농가의 인 ·물  자원을 

서로 력하여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역량을 창출할 수 있으며, 특히 

개별농가의 생산을 바탕으로 가공· 매 는 농업 등을 연계한 농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사업 확장을 통해 구성원 농가

에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농외소득의 증 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조직경 체가 지역농업의 안정 이고 지속 인 농업경 체로 정

착될 수 있다는 이다. 가족농은 가족 내의 후계자 단 로 당 의 농업경

이 소멸되지만, 조직경 체는 구성원의 신규 참여를 통해 농업경 의 

속성이 확보된다. 오늘날과 같이 경 주 독신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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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이 조직경 체에 참여함으로써 평생 직장과 노후 생활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리성을 배경으로 특히 세농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와 일본 

 국에서 농업생산조직이 성립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지역 단  

농조직을 육성하기 한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일 3

국의 지역 단  농조직에 한 정책의 공통 과 차이 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책의 도입 시기로, 국의 산업 계열화와 일본의 집락 농 추

진 시기는 1990년 후반인 데 반해, 한국의 들녘별 경 체 사업은 이보다 

10년 이상 뒤늦게 2009년부터 실시되었다. 

  둘째, 조직의 성격으로, 일본의 집락 농은 공간으로서의 마을보다는 사

회로서의 마을을 단 로 한 조직경 인 데 비해, 국과 한국은 공간으로

서 집단화된 농지를 상으로 한 조직경 이라는 차이가 있다.

  셋째, 사업 측면에서, 한국의 들녘별 경 체나 일본의 집락 농은  생

산 농가가 주축이 되어 농작업을 공동으로 하거나 농기계·시설의 공동 이

용, 공동 매 등을 하는 데 반해 국의 경우 용두기업 등 농업산업화 경

조직이 주축이 되어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수직 으

로 통합하여 계열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넷째, 농지 소유 형태로서, 한국의 들녘별경 체는 농지를 개별 소유 개

별 경 하는 데 반해 일본의 집락 농이나 국의 용두기업 등은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지는 않지만 공동으로 경 하는 유형이 있다. 

  다섯째, 발  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국의 들녘별 경 체와 일본의 집락

농  국의 산업 계열화는 지역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경작하는 

조직경 체로서 개별 농에 비해 많은 경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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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한국의 들녘별 경 체 사례

1.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의 개요 

  들녘별 경 체 육성 사업의 목 은 의 품질을 높이고 경 비를 감함

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해 들녘 단 로 50ha 이상의 면 을

조직화·규모화 하여  농업을 경 하는 ‘고품질  최 경 체(이하 들녘

별 경 체라고 함)’를 육성하려는 데 있다. 여러 품종을 소규모로 재배하는 

생산체제로 인해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농가 단 의 재배로 인해 경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들녘별 경 체 육성 사업에서는 2009년에 12개소, 2010년에 18개소 등 

30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2014년까지 들녘별 경 체 200개소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들녘별 경 체 1개소당 2～3억원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하 다. 지 까지 지원 실

은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12개소(200평식), 역살포기 구입 지원 15 , 

장시설 설치 지원 2개소 등이다.

  재 지정된 들녘별 경 체 30개소의 농지 면 은 4,449ha로 1개소당 평

균 150ha에 달하며, 참여농가 수는 2,688호로 1개소당 평균 90호이다<표 

5-13>. 이들 경 체 30개소의 유형을  구분하면 고품질· 비용 생산 유형

(유형Ⅰ) 17개소, 논 소득기반 다양화 유형(유형Ⅱ) 6개소, 친환경  생산 

유형 7개소(유형Ⅲ)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 체가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경 하지 않고 개별 으로 소유  경 하며, 공동육

묘·공동방제 등 작업을 공동으로 하거나 RPC와 연계하여 매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농조합법인까지도 형식 으로 농지를 출자하고 개별

으로 소유  경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출자자의 농지가 한곳에 집결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며, 공동으로 경리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들녘별 

경 체는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  경작하는 데는 심이 없는 반면, 소득 

증 를 하여 농산물의 가공· 매 등에 진출하려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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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들녘별경 체명
선정
연도

참여
농가

참여
면

연계RPC 유형

경기 이천시 풍계3리 농회 2010 47 116 남부연합 Ⅰ

경기 여주시 왕 리최 경 체 2009 42 89 여주통합 Ⅰ

강원 철원군 갈말재배단지 2010 42 137 갈말농 Ⅰ

강원 철원군 우재배단지 2010 35 105 철원농 Ⅰ

강원 철원군 동송재배단지 2009 52 120 동송농 Ⅰ

충북 청원군 신평 유기  작목반 2010 40 80 청원통합 Ⅲ

충북 청원군 양지말 농법인 2009 27 154 청원통합 Ⅱ

충북 보은군 추고을 작목반 2010 131 120 남보은농 Ⅲ

충북 진천군 장척  유통단지법인 2009 82 150 진천통합 Ⅰ

충남 당진군 당진 해나루 농법인 2010 133 225 신평농 Ⅰ

충남 산군 업농 삽교 농법인 2010 15 160 고덕농 Ⅰ

충남 서산시 서산간척지 농법인 2010 7 198 서산간척지 Ⅰ

충남 아산시 둔포 농법인 2009 119 110 둔포농 Ⅰ

북 군산시 야 큰들의꿈 작목반 2010 79 100 야농 Ⅰ

북 군산시 나포십자들작목반 2009 118 199 제희RPC Ⅲ

북 익산시 송산 농조합법인 2010 137 207 익산통합 Ⅱ

북 익산시 한그루 농법인 2009 6 240 익산통합 Ⅱ

북 김제시 소목 농조합법인 2010 65 102 만농 , 
새만 농산

Ⅲ

남 고흥군 해창만 고품질  단지 2010 162 164 흥양농 Ⅰ

남 암군 서호 태백리 작목반 2010 70 85 암통합 Ⅲ

남 해남군 오뚝이 농법인 2010 32 120 조양RPC Ⅱ

남 순천시 별량최 경 체 2009 195 153 별량농 Ⅲ

남 나주시 동강작목반 2009 42 154 동강농 Ⅰ

경북 포항시 흥해 업 연구회 2010 67 155 흥해농 Ⅱ

경북 의성군 구천작목반 2010 186 250 한가 , 
삼안RPC

Ⅰ

경북 의성군 칠성작목반 2009 210 204 의성통합 Ⅰ

경북 덕군 병곡생산단지 2010 202 157 북 덕농 Ⅲ

경북 상주군 화작목반 2009 165 123 풍년RPC Ⅰ

경남 산청군 실 농법인 2010 131 182 산청농 Ⅱ

경남 김해시 화목3통작목반 2009 49 90 김해통합 Ⅰ

합  계 30개소 2,688 4,449

주: 유형Ⅰ은 고품질· 비용 생산 유형(17개소), 유형Ⅱ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유형(6개

소), 유형Ⅲ은 친환경  생산 유형(7개소)을 나타냄. 

표 5-13.  한국의 들녘별 경 체 개황
단 : 호,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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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들녘별 경영체의 운영 사례

(1) 양지말 농조합법인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에 있는 양지말 농조합법인은 2005년 11월

에 설립되었다. 농조합법인 출자자 6인이 각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으로 출자하여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사용하 다. 2007년에 2억 원

(보조 1억 2천만 원, 자부담 8천만 원)을 들여 정미소를 건립하 으며, 

2009년에 들녘별 경 체에 선정되었다. 들녘별 경 체 참여 농가 호수는 

2009년 27호에서 2011년에는 32호(40  3명, 50  6명, 60  이상 23명)로 

늘었으며, 참여 농지 면  한 154ha에서 200ha로 늘었다. 참여 농가의 

경작 면 은 호당 평균 4.5ha 정도이고 최  경작 농가는 조합법인 표로 

33ha의 자작지를 경작하고 있다. 농지 가격은 평당 13만∼14만 원 수 이

며, 임차료는 200평당 17∼18만원으로  수확량 4가마의 4분의 1 수 이

다. 들녘 체 면 은 250ha로 250호가 소유하며, 37호가 경작하고 있다. 

들녘 인근에 3개 마을, 220호가 거주하며, 들녘 내에 외지인이 3년  축사

를 건립하고 비육우 350두와 오리 4만 수를 기르고 있다. 논 농업 다양화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료용 옥수수 28ha, 쪽  6ha를 재배하는데, 모두 개

별 농가 단 로 여기에 참여한다.    

  들녘별 경 체 참여 농가는 계약재배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출자 의무

는 없다. 2010년에 계약재배 면 은 일반벼 100ha, 특수미 100ha 등 200ha

이었는데, 계약 물량에 해 40㎏당 47,000원으로 농  수매가보다 1,000

원이 높은 수 으로 수매하 다. 벼 수매자 은 자체 자  외에 충북도에

서 5억 원을 융자 지원(2년 거치 3년 상환, 리 1.5%)받았다. 정미소 건립 

에는 아산 둔포 등 다른 정미소에 조합원 공동으로 출하하 는데, 개별 

농가 단  출하에 비해 40㎏ 1포당 2천∼3천 원을 높게 받을 수 있었다. 

정미소 건립 후에는 수매량의 80%를 ‘입신양명’이란 자체 랜드로 학교

식에 공 하고, 20%는 내 식당과 택배 등으로 매한다. 일반미는 

부분 자체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출하하고(약 1천 톤), 특수미는 일반 도정

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매한다. 매출액은 9억 8천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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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들녘별 경 체로 선정되면서 공동방제기와 작업기 구입비 2억 

7,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매년 경 컨설 비 2천만 원씩 5

년간 지원받아 외부 자문 원의 경 상담을 받고 있다. 컨설  내용은 재

배기술, 유통, 재무 리, 경 체 운  등 다양하다. 회계장부를 기록해야 

하므로 월 10만원을 지 하면서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 외에 2012

년에 공동육묘장 건립비 3억 원  70%를 지원받기로(30%는 자부담) 

정되어 있다. 

  생산비 감을 해 들녘별 경 체 참여 농가와 공동 육묘, 농기계 공동 

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섭력 확 를 해 조직화

와 규모화를 추진 이다. 모내기와 수확 작업은 공동작업과 개별작업을 

병행한다. 공동 육묘와 공동 작업의 장 은 개별 작업보다 많은 물량을 확

보할 수 있어 교섭력에서 우 를 가질 수 있다는 이다. 공동 육묘 이용

률은 2009년 80%에서 2010년 90%로 증가하 으며, 2011년에는 10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2009년 공동방제기를 지원받아 구입하여 계약재배 참

여 농가에는 평당 20원, 그 외 농가에는 평당 25원을 받고 방제작업을 해

다. 재 1‧2차 방제 포함 총 447ha를 상으로 방제하고 있는데, 공동

방제에 의해 농약비 770만 원과 노동시간 90%를 감할 수 있었다. 그 밖

에 비료·농약·종자 등은 공동으로 구입한다.

  농조합법인이 보유하는 농기계는 없으며, 출자자 개인 소유 농기계로 

트랙터 7 , 이앙기 9 , 콤바인 5 , 건조기 12  등이 있다. 농기계 소유

자는 자신의 경작지에서 먼  작업한 다음 농조합이 수탁한 작업을 한

다. 농조합은 농기계 운 자로부터 작업 알선에 한 수수료를 받아 조

합의 자조 에 납입한다. 농 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은행 사업은 상환

이 농기계 사용료보다 약간 낮아서 유리한 면은 있지만 규모 농가의 경

우 원할 때 마음 로 사용할 수 없어 이용하지 않는다. 조합은 농기계가 

부족할 때 청원군의 농기계 임 사업을 통해 농기계를 임차하여 이용한다. 

  들녘별 경 체의 표는 유리한 으로 ①공동출하를 통해 매하므로 

개별 매보다 유리하다, ②단일 품종을 재배하여 리하므로 품질이 우수

하다, ③정보 이용이 빠르다, ④힘이 덜 든다, ⑤사업 구상을 열심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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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을 들었다. 반면, 단 으로는 정부의 지원  출하조건 등의 면에

서 들녘별 경 체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비난하는 

을 들었다.   

  한편, 농조합은 출자자에게 매년 순이익의 4~5%를 배당 으로 주고 

있다.    

 

(2) 한그루 농조합법인

  북 익산시에 치한 한그루 농조합법인은 2008년에 출자자 6명이 2

억 2천만 원(농기계· 물 출자)을 출자하여 설립하 다. 2004년부터 지역

의 30   업농 8명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 는데, 그  6명이 출자하여 

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이어 2009년에 들녘별 경 체로 선정되면

서 공동방제기와 온 장고 건립비  경 컨설 비를 지원받았으며, 

2010년에 특회계 사업으로 공동육묘장을 건립함과 동시에 자비로 건조

장을 설치하는 한편,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생산비 감단지 사업으로 녹

화장을 건립하고 건조기를 구입하 다. 2010년에 육묘장·건조장·녹화장의 

부지 구입과 건조장 설치비를 조달하기 하여 출자자 1인당 3,000만원씩 

추가로 출자하 다. 들녘 체의 면  2,000ha에 농가 호수는 2,000호 정도

이다. 2009년 들녘별 경 체 사업 신청 당시 사업 참가자와 참가면 은 

농조합법인 출자자 6명과 그 경작면  240ha로 호당 평균 경작 면 은 

40ha이었다. 그  60ha(25%)는 자작지, 180ha(75%)는 임차지 으며, 다른 

들녘별 경 체와 달리 참가자의 농지가 분산되어 집단화되지 않은 상태

다. 그 후 출자자 1명이 늘어 재 조합원은 7명, 참가 면 은 295ha이다.

  2009년 들녘별 경 체로 선정되면서 공동방제기 구입비 2억 원과 온

장고 건립비 5,000만 원  72%(원래는 80%)를 지원받고 28%를 자부담

하 으며, 경 컨설 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2010년에는 역

지역개발특별회계( 특회계) 사업을 통해 육묘장 건립비 1억 7,000만 원의 

70%를 보조받고 30%를 자부담하여 육묘장을 건립하 다. 이때 한 자비 

3,800만 원으로 건조장을 건립하 다. 이어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생산비

감단지 사업을 통해 1억 원을 지원받아 녹화장을 건립하고 건조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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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 다. 이리하여 농조합법인은 온 장고·육묘장·건조장·녹화장과 

공동방제기를 소유하게 되었다. 반면 다른 농기계는 모두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다. 조합원 개인 소유의 농기계는 트랙터 22 , 이앙기 7 , 리기 

3  등이다.

  농조합법인은 공동육묘·공동방제·공동수확 등 공동작업을 통해 생산

비를 감하고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방제작업은 3인 1조로 하

며, 조합원에게는 1탱크당 10만원, 비조합원에게는 1,200평당 2만원을 받

아 수익 을 립하는데, 재 립액이 900만원이다. 공동방제기를 이용

하여 360ha(1차 200ha, 2차 160ha)에 공동방제함으로써 노동시간을 100ha

당 1,2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87.5% 으며, 방제비 한 10a당 12,000

원으로 농약비 6,000원(33.3%)을 감하 다. 한 공동육묘를 통해 육묘 

련 노동시간을 100ha당 2,500시간에서 450시간으로 82% 감하는 한편, 

양질의 묘를 생산함으로써 고품질  생산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육묘장의 

수익은 상근 리자 1인의 인건비 외에는 립하기로 하 는데, 1,300∼

1,400만 원이 립될 것으로 상된다. 이 외에 조합원의 경작지가 2개 구

역에 분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구역별로 2인 1개조씩 수확작업을 공동으

로 함으로써 농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이고 있다.     

  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체 경작지의 60%에 ‘신동진’ 벼, 20∼30%에 

찰벼, 10∼20%에 ‘호품’ 벼를 심고 있다. 일반벼는 부분 농 RPC, 찰벼

는 민간RPC에 공동으로 출하한다. 경작지의 75%를 차지하는 임차지의 임

차료는 1,200평 1필지 당 80kg 기   11∼12가마로 수확량 25가마의 

반에 가까운 높은 수 이다. 농지 가격은 평당 5∼6만원 선이다. 겨울철 답

리작으로 2008년에 보리 30ha와  10ha를 재배하 으며, 2009년에는 

40ha와 100ha, 2010년에 보리 60ha와  140ha로 확 하 다. 이로써 

2010년에 조수익이 1억 2,000만 원에서 5억 2,500만원으로 증하고 토지

용역비가 17% 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그 외에 2010년에 ‘논 농업 다양

화 사업’에 따라 21ha의 논에 콩을 재배하여 수확량은 1,200평당 800㎏으

로 많지 않았으나 가격이 6,000원/㎏으로 상승한 데다 ha당 300만원의 보

조 을 지원받아  소득보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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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조합법인의 이 으로 들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출하의 

이 , ②조직화 참여 농가 증가, ③ 농의 즐거움, ④공동작업의 규모의 경

제성, ⑤생산과 가공의 연계 가능 등이다. 재 2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를 희망하고 있는데, 출자는 어렵고 들녘별 경 체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

다. ⑤와 련하여 농조합은 가루 제분공장 ACR(Asian Champion 

Rice)에 참여할 계획이다. 당 에는 두부공장을 운 할까 논의하 는데 합

의하지 못해 포기하 다고 한다. 한  계약재배를 확 하여 장고를 건

립하고 수매를 행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단지로 발 시키

는 방안도 추진 이다. 인근의 20  은이들에게 조합원들이 모범이 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은이들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한다. 새로 

농업에 참여할 경우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농지가격과 임차료가 높아서 

창업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을 육성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다.

(3) 실 농조합법인

  경남 산청군에 있는 실 농조합법인은 2006년 6명의 이사진이 각각 

5,000만 원씩 출자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조합법인의 모태는 1999년에 공

한 실청결미 공장이었다. 2006년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청

보리와 호  등 겨울철 답리작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로 축산농가에 공

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조합법인 출자자인 이

사 6인은 이를 계기로 축사를 신축하는 등 벼농사와 축산을 겸하게 되었

다. 청보리 등 재배 면 은 2009년에 142ha에 달하 다. 2010년에는 들녘

별 경 체로 선정되어 녹화장 건립과 공동방제기 등을 지원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특회계 사업으로 육묘장 건립비를 지원받았다. 한 2010년에 

특회계 사업의 지원으로 ‘고품질 한우 유통사업단’을 시작하여 산청군 단

성면 사월리에 축산물 문 유통 직 장을 개설하 다. 재 들녘별 경

체 참여 농가는 131호, 참여 면 은 182ha이다.   

  실 농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을 설립한 2006년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을 통해 청보리·호  등 겨울철 답리작 재배작물을 곤포사일리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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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보조로 2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2010년 들녘별 경 체에 선정되면서 공동방제기 구입비 1억 7,000만원, 녹

화장 건립비 지원 1억 원 등 2억 7,0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받았다.  

이와 별도로 특회계 사업으로 육묘장 건립비 1억 7,500만 원  70%를 

보조받고 30%를 자부담으로 조달하 다. 한 특회계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유통사업비 6억 7,000만 원  4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산청군 소

유 부지를 매입하여 축산물 문 유통 직 장을 개설하 다. 

  실 농조합법인은 재 3개의 사업단을 운 하고 있다<그림 5-2>. 

들녘별 경 체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최 경 체사업단’, 축산물 문 유

통 직 장을 운 하는 ‘고품질 한우 생산·유통사업단’, ‘조사료생산사업단’

이 그것이다.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들녘별 경 체 사업 고품질 한우 생산·유통사업단
조사료 생산 사업단

110ha

친환경 벼 
육묘장

40,000 /연

역방제단
158ha

산청 축산물 문 
유통 직 장

(단성면 사월리)
6개 농장

그림 5-2.  실 농조합법인의 사업 구성

  들녘별 경 체 사업은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업무로 구성된다. 육묘사업

의 경우 생산능력이 40,000  수 인데 지역에서 수요가 늘어나 올해 4만 

2,000 을 생산하 다. 200평에 15 이 소요되므로 40,000 이면 177ha에 

심을 수 있는 양이다. 육묘 한 에 2,500원 선으로 들녘별 경 체 참여 여

부와 계없이 가격차별은 없으며, 단지 외에서의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육묘 매출액이 1억 원이었는데, 제반비용을 제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방제작업의 경우 인근 농가들이 보조 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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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약제비 정도만 받으며, 들녘별 경 체 참여 농가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없다. 1차와 2차 방제작업은 200평당 1만 원, 3차 방제는 양제를 포함하

여 11,000원이다. 들녘별 경 체 참여 농가 132호(경지 158ha)를 포함하여 

3개 면 250호의 농지에 방제작업을 실시하 다. 

  이앙작업은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개별 으로 수탁하는데, 작업료는 200

평당 4만 원이다. 이앙기 1 로 하루에 4ha 정도 작업할 수 있는데, 4월 말

부터 6월 10일까지 약 2개월은 매일 2∼3시간씩 자고 일한다. 수확작업 

한 콤바인을 소유한 이사들이 개별 으로 수탁하여 작업한다. 

  농조합법인의 이사 6인이 경작하는 논의 수확량은 600톤 정도 되는데, 

이는 모두 조합법인 소유 도정공장에 출하하여 도정한 다음 ‘ 실청결미’

란 자체 랜드로 식당 등에 직  매한다. 매가격은 20㎏당 4만 원이

었다. 그 외의 벼는 개별 농가 단 로 농 RPC에 40㎏당 47,000원의 높은 

값에 매하 다.

  고품질 한우 생산·유통사업단은 2010년부터 시작하 다. 축산물 문 직

장을 개설하기 하여 단성면 사월리에 군유지 1,200평을 4억 550만 원

에 매입하여 연건평 400평의 2층 건물을 건립하고 있다(건축비 8억 2,500

만원). 축산물 문 유통 직 장은 책임자를 사외이사로 하여 별도의 법인

으로 운 할 계획이다. 이사 6명이 소 350두를 사육 이며, 조사료 생산 

사업단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 사육두수가 350두이다. 이를 2014년까지 

2,000두로 확 할 계획이다. 이사 6인은 축사를 신축하여 소를 입식하는 

데 1인당 5억∼6억 원을 투자하 다. 농조합법인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수 이며, 상근 여직원이 1명인데, 앞으로 수익증 의 건은 한우 생

산유통사업단에 달려 있다. 재 한우 A++ 등 의 경우 680만 원에 거래

되고 있는데 사육비가 650만 원으로 수익이 거의 없는 편이다. 송아지 값

이 250~300만 원 선이므로 1,000만 원 수 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한다. 수

익 창출을 해 축산물 문 유통직 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동계작물과 축산의 경-축 순환형 연계 생산을 해서는 들녘별 경 체 사

업도 요하지만 최소 2,000두 이상 한우를 생산해야 가능하다.

  조사료 생산사업단은 청보리·호  등 겨울철 사료작물을 ㎏당 115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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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하여 115원에 매하며, 작업비의 90%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올

해 보조액은 1억 1,700만 원이었다.  

  농기계의 경우 법인 소유와 6인의 이사들이 개별 으로 소유하는 개인

소유로 구분된다. 법인 소유의 농기계로는 트랙터 3 (로더 2 ), 베일러 2

, 컨디셔  2 , 모아기 1 , 방제기 1 , 5톤 트럭 1  등이다. 개인 소

유의 농기계는 트랙터 각 2 , 이앙기(6조식) 각 1 , 건조기 각 1  등이

다. 공동작업을 많이 하고 싶지만, 재 조합원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농

기계가 많아 개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작업이 많지 않다. 앞으

로 개인 소유 농기계가 어들었을 때 공동작업을 늘릴 계획이다.

  들녘별 경 체 사업은 공동작업을 통해 노동비와 농약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고령농가의 은퇴를 늦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

역의 고령농가를 해 육묘, 방제, 수확 작업까지 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

령농가는 큰 어려운 작업 없이 물만 주면 되므로 은퇴시기가 갈수록 늦

어지고 있다. 

(4) 농업회사법인 (주) 하마을

  경남 김해시 진 읍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 하마을은 농조합법인

이 아니며 들녘별 경 체로 지정받지 않았다는 에서 앞에서 본 사례와 

차이가 있다. 

  (주) 하마을은 2008년 10월 노무   통령의 귀향을 계기로 그의 고

향 마을에 설립된 농업법인이다. 법인은 2008년에 하마을 농가 14호가 

참여하여 24,600평의 논에서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친환경농업 벼 50톤을 

수매, 인근 한림RPC에서 1주일간 도정 후 매하 다. (주) 하마을은 친

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벼를 가공· 매할 목 으로 히 설립한 것이다. 설

립 당시 노무   통령과 비서  등 7인이 자본  1억 원을 출자하 는

데, 재 자본 은 4억 원으로 늘고 주주도 15인으로 늘었다. 

  2009년에는 오리와 우 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참여농가가 53호로 늘

고 면 도 24만 평으로 확 되었다. 여기서 생산된 벼를 년처럼 인근 도

정공장에서 도정하려면 70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독자 인 랜드로 친환



124 외국의 농업구조정책 동향

경 을 가공· 매하려면 친환경  용 도정공장이 필요하 다. 이리하

여 2009년 10월에 용 도정공장(RPC)를 완공하고, 24만평에서 생산된 

420톤을 포함하여 524톤을 수매·도정· 매하 다. 도정공장 건립비 10억 

원과 건조장 4억 원 등 14억 9천만 원의 도비·시비 등을 지원받았으며, 부

지매입비는 자부담으로 조달하 다. 의 매는 노무  재단의 인터넷 사

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9년에 법인의 

실 은 매출액 15억 원, 순익 1억 3천만 원이었다.  

  2010년에는 참여농가 100호에 면 은 32만 평으로 확 되어 법인은 540

톤을 수매하 다. 한 법인은 도정공장에 온 장시설을 완비하 으며, 

경남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도정공장 이력추  농산물우수 리(GAP) 인증

시설로 등록되었다. 이 외에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을 이용한 ‘ 화  

생막걸리’를 남 담양의 양조장에서 탁 생산하여 마을에서만 매하면

서 1병당 50원씩을 기 으로 수납하고 있다.      

  2011년에는 친환경농업 참여농가 200호에 면 은 42만평으로 확 되어 

72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42만 평  12만평은 유기농업 

방식으로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장차 5개 마을에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 하마을은 계약재배에 의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을 ‘ 하 ’

이란 랜드로 매하고 있으며,  막걸리 이외에 룽지튀밥·조청·찹

떡·쟁반엿 등의  가공품을 매하고 있다. 법인은 한 양 ·콩·옥수수·

호박·고추·배추 등의 밭작물 재배를 시도하여 작물의 다변화를 꾀하는 한

편, 농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화포천 권역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89억 원  20억 원으로 김치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김치 원료로 사용할 

배추와 고추 등을 무농약 재배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로부터 퇴비

공장 건립비를 지원 받았으나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근의 2개 퇴

비공장에서 탁 생산하고 있으며, 막걸리를 자체에서 생산하기 하여  

막걸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신청할 정이다. 계획이 실

될 경우 퇴비공장·김치공장·막걸리공장 등의 가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법인은 재 무농약 재배를 하여 미생물제재와 생물액비·천연농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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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  제조하고 있으며, 농가 2호가 이를 이용하여 시험삼아 무농약으로 

단감을 재배하고 있다. 천연농약과 생물액비는 유류 와 운반비 등의 실비

만 받고 살포하며, 비용은 사후 정산하고 있다. 경종농업과 축산이 연계되

어야 순환농업이 가능한데,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이용하면서 축분퇴비는 

제공하지 않아 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인은 호  50ha를 시범재

배하는 한편, 녹비작물·경 작물로서 헤어리배치를 재배할 계획이다. 

  한편, (주) 하마을은 월 10만 명,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생가  묘역 

방문객·참배객이 사용하는 국화꽃 화를 생화(분재)로 바꾸는 사업을 행

정안 부의 마을기업 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5천만 원의 지원

을 받게 되었다. 이 사업에는 지원  외에 자부담 450만 원이 추가되었다. 

한 법인은 생태농업의 기반으로서 흙수로와 둠벙·물웅덩이 등을 설치하

여 논 습지체험 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논에 담수하여 

겨울 철새를 불러모으고 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역방제기 1 (100% 도비 보조 1억 9

천만 원), 콤바인 1 , 식 포트 육묘 종기 1 , 이앙기 3 , 세척기 1

, 발아기 등이며, 트랙터는 없다. 육묘장은 고령농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농 의 육묘장은 친환경 육묘를 하지 않고 있다. 

  법인은 천연농약 공동방제 등을 통해 랜드 에서 가장 요한 품질

리를 할 수 있고, 농뿐만 아니라 소농의 농에 도움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농이 쉽고, 높은 가격에 수매해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참여하

려는 농가가 확 되고 있다. 200호  20호를 제외한 180호가 소농이며, 

60∼70%가 고령농이다. 24만평의 농지를 50호가 경작하는데 농 10호가 

부분을 경작한다. 연간 2천 톤의 벼를 생산하려면 100만 평은 되어야 하

는데 부재지주가 많아서(60% 이상) 참여 농지를 확 하기 어렵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지만 경지정리는 안 되어 있으며, 화포천의 물을 

양수해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 지표수보강공사가 완료되면 낙동

강 물을 양수하여 쓰게 된다. 농지가격은 평당 30만 원까지 상승하 으나 

재 거래가격은 15만 원 선이며, 농지 보상가격은 25∼30만 원이다.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과 정책체계  제6장

1. 농업구조정책 환의 필요성

1.1. 현행 농업구조정책의 개선 과제

  1992년 이후 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에 한 평가

에서 드러난 행 농업구조정책의 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농가 단 로는 농규모를 확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

다. 1990∼2010년에 3ha 이상 농의 호수는 44천호에서 97천호로 늘고 

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 도 2.5%에서 8.2%로 증가하 다. 그러나 20

년 동안 이 정도로 증가하여서는 농업구조개선은 요원하다. 경지규모별 농

가소득에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과 균형을 이루는 경지규모는 최소 

5ha 이상임을 감안하면 농업구조정책의 궁극 인 목표인 도·농 간 균형소

득을 이루는 농업경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농규모화사업을 통해 1988

∼2010년에 총 6조 9,967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업농에게 5조 

564억 원이 지원되어 131,197ha가 이들에게 집 되었다. 2010년에  

업농이 경작하는 면 은 361천ha로 체 벼 재배면  892천ha의 40%를 

차지하며,  업농의 호당 평균 경 면 은 5.2ha에 달한다. 규모  

업농이 농지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업법인을 조직한다면 그 

경 규모는 당장에 몇 배로 확 될 것이다. 개별 농가 단 의 농규모 확

를 체할 수 있는 보다 효율 인 수단은 농가의 조직화·법인화이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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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마을이나 들녘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경 하는 지역 단  조직경

체가 유력한 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농규모가 확 될수록  생산비는 감되지만 국내산  가격의 

국제경쟁력은 여 히 낮다는 이다. 논벼 10a당  생산비는 재배 규모가 

클수록 감소하여 2009년에 5ha 이상 재배 농가의  생산비는 588천 원으

로 체 표본 농가의 평균 625천 원에 비해 6%가 낮은 반면, 0.5ha 미만 

재배 농가의 경우 674천 원으로 체 평균에 비해 8%가 높았다. 따라서 

농규모가 확 될수록  생산비가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국내산  가격은  생산비가 가장 높은 규모 층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

다. 따라서 국내산  가격을 인하하기 해서는  생산비가 높은 규모 

층의 생산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농을  생산에서 퇴

출시켜 그들의 농지를 농에게 집 하는 이른바 농지유동화 정책은 여기

에 입각한 정책수단이다. 문제는 농지유동화가 농지집단화와 연계되지 않

을 경우 작업 효율 면에서 규모의 유리성이 제한된다는 이다. 이를 해소

하는 방안으로는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의 농업경 체를 들 수 있다.

  셋째,  농업의 농규모를 확 하더라도 노동력과 농기계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벼농사의 농작업 시기는 계

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농규모와는 계가 없다. 농규모를 확 할 

경우 작업량을 늘릴 수 있지만 작업 시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벼농사의 

노동력 이용률을 높이려면 복합화·겸업화·다각화가 필요하다. 농기계 이용

률을 높이려면 농기계의 작업 시기를 연장하지 못하므로 작업량을 늘려야 

하며, 작업량을 늘리려면 농기계 수를 여야 한다. 그런데 농기계 수를 무

조건 일 수 없으므로 조직 ·계획  이용체제가 요하다. 즉, 농기계공

동이용조직과 농작업 수탁조직이 필요하다. 논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

로는 답리작이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작목을 환하는 방법이 있다. 그

런데 국내 농산물 시장의 품목별 수  사정을 고려하면 수입 체 작물 외

에는 공 과잉이 우려되어 환이 쉽지 않다. 어떻든 논에 답리작을 재배

하든 다른 작물로 환하든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생산기반정비와  

소득에 맞먹는 수 으로 소득을 보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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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 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

결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 으로는 밭농사가 가능하도록 생산기

반을 정비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여러 농가가 모여 조직한 조직경 체가 벼

농사와 함께 답리작이나 밭작물을 복합경 하면서 농업 외의 다른 사업으

로 경 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바로 노동력·농

지·농기계 이용률 제고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

각한다.

  넷째, 개별 농가 단 의 농규모 확 는 개별 농가 단 의 농기계 보유

를 유도하여 농기계 과잉공 의 원인이 되며, 농가 차원에서는 농기계가 

농가부채나  생산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이다. 1993∼1997년의 농

기계 반값 공  등에 힘입어 농기계 보 률이 크게 높아져 벼농사의 농작

업 기계화율은 1992년  작업 평균 75%에서 2010년 92%로 높아졌다. 작

업 종류별로 건조 작업의 기계화율이 2010년에 59%로 낮을 뿐 나머지 작

업의 기계화율은 100%에 달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농기계가 무 많이 

공 되어 공 과잉 상태이다. 1992년과 2008년의 주요 농기계 작업 일수

를 비교하면 모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농기계의 공 으로 노동

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비  노동비의 비 이 감소한 반면, 

농기계 구입비가 농가부채와  생산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 다.  

생산비는 1997∼2009년에 연평균 2.6%씩 증가하 는데, 비목별로는 농기

계비 7.2%, 농자재비 7.0% 등이었으며, 노동비는 -1.4%로 감소하 고, 토

지용역비는 1.0%, 자본용역비는 2.1% 등으로 증가율이 상 으로 낮았

다. 그 결과  생산비  농기계비의 비 은 1997년 15.2%에서 2009년 

25.9%로 증가하 다. 이 같은 농기계 공   이용의 문제 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특히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

단화된 농지를 일  경작하는 경 조직이 효율 이다.

  다섯째, 벼농사의 수입으로 도·농 균형소득을 실 할 수 있을 만큼 농

규모를 확 하기 쉽지 않다는 이다. 2010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4,800만 원을 상회하려면 농가는 경지 규모 7ha 이상을 경작해야 가능하

다. 이 규모의 소득을 벼농사 수입으로 얻으려면 10a당 소득을 기 으로 



130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과 정책체계

논벼 9ha 이상을 재배해야 가능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농업소득

은 농가소득의 31%에 불과하고 농외소득이 40%, 이 소득과 비경상소득

이 28%로 농외소득의 비 이 가장 크고,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벼농사

의 농규모 확 에 의한 농가소득 증 보다 농외소득 증 에 의한 농가소

득 증 가 더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벼농사의 단작화· 업화보다 복합화·겸업화·다각화가 농가소득을 증

하는 데 더 효율 이다.

1.2.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시사점

  제5장 외국의 농업구조정책에서 정리한 내용을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환과 련지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농업구조정책 개 과정에 의하면 첫 단계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공 간 소득 균형의 실 을 목표로 농지유동화와 경 이

양 지원 등 구조조정 진 시책을 추진하 으나 1980년  이후 두 번째 단

계에서는 효율성 추구에서 지역의 환경과 국토자원의 보 을 목표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등 지역정책으로 환하 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농

업·농 의 다원  기능의 발휘와 지속가능한 발 , 친환경농업과 식품안

, 농 경 의 보  등을 한 정책이 시된다는 이다. 이에 비추면 우

리의 농업구조정책도 제1단계를 벗어나 제2단계와 제3단계로 진화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지유동화정책에서 지역·자원·환경·식품안 과 다

원  기능을 시하는 정책으로 환할 단계라는 것이다.

  둘째, 가족농의 자립경 ·규모확  정책에서 가족농의 법인화·조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환되었다는 이다. 개별 농가의 경우 경 규모를 확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후계농업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경 이 단 될 

수 있으며, 농업경 의 다각화와 복합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단 을 해소하기 한 책으로 농가의 법인화·조직화를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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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구조정책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대책

  농업구조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 한 기존 농업구조정책의 

환을 요구하고 있다. 요한 여건 변화와 그에 한 책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식량 기의 확산이다. 2008년 등하

던 곡제 곡물가격은 2009년에 하락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나

타냈으나 2010년 7월부터  가격 등을 시작으로 옥수수와 두 가격이 

지속 인 강세를 나타냈다. 2011년 ·옥수수· 두의 선물가격은 2008년 

평균가격보다 높은 수 을 나타냈다. 이처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한 원인

으로는 첫째,  세계 인 이상기후로 인해 2010·1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

이 년보다 2.4% 감소한 반면, 소비량은 2.0% 증가하여 곡물 재고량이 

12.7% 감소한 , 둘째, 바이오연료 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세계 곡물 수요

의 증가, 셋째, 달러화 약세와 곡물 투기 증가, 넷째, 국과 인도의 곡물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망2011(Ⅱ)｣, 2011, 

pp.512-518).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한 책으로 식량자 률 제고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식량자 률을 높이려면 논에  이 외의 식량작물  

사료용 작물의 재배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해서는 이들 작물의 

소득을  소득 이상의 수 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 배수개선 는 경지

재정리 등 밭작물 재배를 한 생산기반정비 등을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

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WTO·FTA 등에 의한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확 이다.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기기 해서는 가격  품질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개별 농가의 농규모 확 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

양한 응책이 필요하다. 컨  농가의 법인화·조직화,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의 육성과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셋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빈발이다. 기후변화의 표 인 상은 온

난화이며,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이다. 기후변화에 한 정부 간 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 의하면 19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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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보다 1.4배 증가함에 따라  세

계 평균 기온은 0.74°C 상승하 으며, 최근 20년간의 기온 상승은 과거 

100년간의 기온 상승 추세보다 2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2090∼2099년에 세계 평균 기온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1980∼1999년

에 비해 1.1∼6.4°C가 상승하며 열 팽창과 육지 빙하의 용해로 해수면이 

18∼59㎝ 높아질 것으로 망되었다. 기온 상승 폭이 1°C 미만일 경우 가

뭄·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일부 지역에 발생하지만 2∼3°C일 경우 부분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측이다(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망2010

(Ⅰ)｣, 2010, p.138). 우리나라의 경우 1904∼2000년에 평균 기온이 1.5°C 

상승하여   세계 평균 기온 상승 폭(0.74±0.18°C)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

다. 1960년 ∼2000년 의 기온 상승 폭을 보면 여름철에는 1%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겨울철에는 1960년  평균 1.3°C에서  2000년  평균 3.2°C

로 40년 동안 2°C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측

에 의하면 1971∼2000년의 평균 기온보다 2020년에는 1.5°C, 2050년에 

3°C 상승할 것으로 망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

재해가 빈발하므로 재해 방을 한 수리시설의 정비·확충과 온실가스 감

축을 한 친환경농업  신재생 에 지 사용 등의 책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인력 감소·노령화와 후계농업인력 부족이다. 한국농 경제연

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농가호수는 2009년 1,195천호에서 2016년 1,127천

호, 22021년에는 1,068만호로 감소하고, 농가인구 한 같은 기간 3,117천

명에서 2,592천명, 2,247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망되었다. 반면 65세 이

상 농가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34.2%에서 41.4%, 45.6%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었다(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망2011(Ⅰ)｣, 2011, p.31). 농승

계자 보유농가 비율은 1990년 16.4%에서 2000년 11.0%, 2005년 3.5%로 

감소하 다(통계청, ｢농업총조사｣, 각연도). 이제 농지유동화는 정책 지원 

없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발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

의 농업경 체, 특히 법인경 체·조직경 체와 신규취농에 한 지원정책

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농 간 소득 격차 확 이다. 농가소득(명목소득)은 199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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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5.2%씩 증가하여 

후자 비 자의 소득 비율은 2006년 78.5%에서 2009년 66.0%로 낮아졌

다(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망2011(Ⅰ)｣, 2011, p.25).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 된 것은 농가소득이 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시근로자가구 소

득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긴 하나 농업구조정책의 궁극 목표가 

도·농 간 소득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업경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면 목

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도·농 간 소득 균형을 이루려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늘지 않도록 붙잡아둘 수는 없으므로 농가소득을 

더욱 늘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농규모 확 만으로는 농가소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그 안으로서  농가의 소득 증 를 해서는 

농규모 확 는 물론 그보다 더욱  농업의 복합화와 경 다각화  농

외소득 증 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계경제 기의 장기화·악화이다. 세계경제 기의 근본 원인

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경제정책이 꼽히고 있는데, 그 안으로서 시

장만능·경쟁일변도의 제도와 인식에서 벗어나 한 공공규제와 공존·

력을 토 로 하는 경제제도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

  앞에서 보았듯이 행 농업구조정책은 방향을 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면 그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상에서의 논의 내용

을 종합하여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을 설정한 다음 그에 입각하여 농업

구조정책의 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이념은 시장·경쟁· 자생존 일변도에서 벗어

나 지역· 동·공생공존과 같은 반 되는 이념에 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농업구조정책은 농산물 수출입의 자유와 국내외 시장에서

의 자유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경 체는 생존하고 그 지 못한 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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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퇴출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통해 소수의 생존자는 살아남는 데 반해 다수의 탈락자

가 발생하여 국민경제 체로는 막 한 사회  비용을 유발하므로 결코 효

율 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막는 방법으로서 지역 내

에서 농업경  주체가 조직을 결성하여 세·고령농가와 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경우 탈락·퇴출이 아니라 참여에 의함으로써 농규모 확 에도 유

리할 뿐만 아니라 복합화와 경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도 유리하며, 세·

고령농가에게 농작업에 참여하거나 부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둘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방향은 농지를 심으로 고령· 세농의 퇴출

을 통해 농층을 심으로 한 개별농가의 경 규모를 확 하는 농지유동

화 정책에서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 육성과 농가의 법인화로 

환할 것을 제안한다. 개별농가의 경 규모 확 는 조직경 체보다는 규

모 확 의 속도와 폭이 제한되며, 후 까지 경 이 지속되기 어렵고, 농업

경 의 복합화나 다각화를 도모하기도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반해 

마을이나 들녘 단 의 조직경 체는 집단화된 규모 농지를 경작할 수 있

으므로 개별 농가 단 로 경작하는 것보다 경 의 유리성을 얻을 수 있

을 뿐 아니라 공동경작의 유리성을 얻을 수 있다. 한 조직경 체는 인력

과 자  등을 모으기 쉽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 농업 경 의 복합화나 

농외 사업을 경 하기에도 유리하다. 그 다고 해서 농지유동화를 지·

지할 수는 없다. 농지유동화는 농업인력의 부족과 노령화로 인해 정책 개

입이 없이도 농지시장에서 자율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농업구조

정책은 일반 인 농지유동화가 아니라 마을·들녘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경작하는 조직경 체를 지원하며, 농가의 법인화 등 농업법인을 활성화시

키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농업인에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을이나 들녘 단

로 벼농사를 짓는 조직을 만들어 농업법인으로 발 하는 방안에 해 꼭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40%, 가능하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26%,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12% 등으로 나타났다. 찬반 의견이 40% 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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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단일 의견의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지지 의

사가 많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구 분 응답자수

가능하지 않다 47 ( 11.9)

가능하겠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다 101 ( 25.6)

마을에 벼농사 인력이 없어 꼭 필요하다 156 ( 39.5)

잘 모르겠다 91 ( 23.0)

합계 395 (100.0)

표 6-1.  마을이나 들녘 단  농업법인 조직에 한 의견

단 : 명, (%)

  셋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목표는 6ha 이상 경작 농가 7만호의 육성에서 

농업경 체의 법인화로 환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사업을 지

속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득만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균형을 이루는 논벼 재배규모는 9ha 이상이다. 이 규모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할 것이므로 행 농업구조정책의 정책 

목표는 의미도 없고, 달성 가능성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인경 체

는 농지의 소유·차입·농축산물 처분 등의 권리를 갖는 법  주체라는 에

서는 개별농가와 다를 바 없지만 구성원에게 월 을 지불한다거나 휴일·취

업시간·보험 등의 규정을 용한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농가보

다 불편과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인력 고용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

  벼농사와 련되는 농업법인에 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해 응답

자 395명  38%는 재는 물론 앞으로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 고, 

20%는 심이 없다고 하 으며, 24%는 재 참여하고 있고, 18%는 앞으

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 다. 응답자의 58%가 부정 인 의견, 42%가 

정 인 답변인 셈이다. 농업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50%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하 으며, 10%는 농업법인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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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 다. 농업법인이 없거나 참여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하 다.

구 분 응답자 수

재 참여하고 있다 94 ( 23.8)

재 참여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151 ( 38.2)

재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참여할 의향 있다 71 ( 18.0)

농업법인에 심 없다 79 ( 20.0)

합계 395 (100.0)

표 6-2.  농가의 벼농사 련 농업법인 참여 의향

단 : 명, (%)

  농업법인 참여에 한 농업인의 의견이 부정 인 평가가 많다는 것은 실

상을 해보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농업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농

업법인이 문제가 많아서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실 할 

기회가 없거나 여건상 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농업법인화 진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면 먼  농업법인에 

한 상세한 해설과 홍보를 지속 이고 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 한 농지유동화에 의해 개별농가의 

농규모를 확 하기 한 사업에서 농가의 법인화, 마을·들녘 단  조직경

체 육성,  농업의 복합화·겸업화·다각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역 을 둘 

필요가 있다. 개별 농가의 농규모를 확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

라 농규모를 확 하더라도 노동력·농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어렵

다. 재도 농가소득  농외소득의 비 이 농업소득보다 높지만 이 추세

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농업의 농규모 확 에 의해 농가소득을 

증 하려 하기보다  농업의 복합화·겸업화·다각화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게 효과 이다. 정책수단에 해서는 이하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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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

  앞에서  설정한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에 해 검토한다. 첫째는 조직형태별 농업경 체의 상과 목표 설

정, 둘째는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 육성, 셋째는 농가의 법인

화, 넷째는  농업의 복합화·다각화, 다섯째는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농지

은행사업의 환, 여섯째는 치에 의한 정책 추진 등이다. 

3.1. 조직형태별 농업경영체의 위상과 목표 설정 

  재의 농업정책에서도 농업경 주체로서 농가와 농업법인이 설정되어 

있다. 농가를 상으로 한 농가경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농업법인을 

상으로 농업법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농가경제조사는 농업생산

의 주체로서 농가의 경제 상태를 조사하는 데 반해 농업법인에 해서는 

농업생산의 담당 주체가 아니라 유통·가공 는 서비스 제공 주체 정도로 

간주된다. 일본의 경우 농업경 체는 먼  조직경 체와 개별경 체로 분

류하고, 조직경 체는 다시 법인조직과 임의조직으로 구분하여 매년 그 동

향과 경  상태를 조사하여 통계자료로 공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보다는 유통·가공에 편 되어 있어 생산

법인으로서의 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먼  농업법인제도를 

개정하여 농업생산법인과 유통·가공법인을 구분하도록 한 다음, 농업생산법

인 등 조직경 체를 농가와 등한 생산주체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법인조직·임의조직 등 형태를 불문하고 조직경 체의 수와 

규모, 농업생산에서 담당해야 할 비  등의 상을 정해 정책목표로 설정

하도록 한다. 컨  일본의 경우 ‘효율 ·안정 인 농업경 ’을 해 조직

화·법인화와 규모확 ·경 개선  신을 통해  2007∼2015년에 가족농

업경  33만∼37만호, 집락 농 2만∼4만개소, 법인경  1만개소 등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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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 통계조사

농유형별 경 통계

개별경

(개별법인 포함)

답작, 작, 노지야채작, 시설야채작, 과

수작, 노지화훼작, 시설화훼작, 낙농, 번

식우, 비육우, 양돈, 채란양계, 로일라

양계 등 13유형 

조직경

조직법인경
개별경 에 하여 수도작경  등 13개 

농유형의 경 수지 등

임의조직경
개별경 에 하여 수도작 등 4개 농

유형, 수도작  마을 농 경 수지 등

경 형태별경 통계
▪개별경 에 해서는 농유형별 경  

  통계에 기타경  추가

▪조직경 에 해서는 조직법인경 통  

  계 취합하여 경 형태별 경 수지 

품목별 경 통계

농산물생산비통계

축산물생산비통계

자료: 경 형태별경 통계

그림 6-1.  일본의 경 형태별 경 통계 조사 체계 

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오래 부터 개별 농가 주의 자립

경 농가 육성에서 탈피하여 조직화·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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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을·들녘 등 지역 단위 조직경영체 육성

  마을·들녘 단  조직경 체란 일정 구역에 걸쳐 집단화된 농지를 하나의 

조직경 체가 경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경 이란 농지의 공동소유·공

동이용에서부터 공동작업, 농기계와 시설의 공동이용, 농산물의 공동 매 

등 다양한 수 의 공동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의 들녘별 경 체나 

일본의 집락 농, 국의 기업+생산단지+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 등은 

모두 지역 단  조직경 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는 무엇보다 집단화된 일단의 농지를 

토 로 하므로 작업에서 매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

고, 공동육묘 등 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자재구입비를 일 수 있으며, 공

동 매를 통해 거래교섭력이 높아지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세 분산 농지의 소규모 경 으로 압축되는 우리 농업

의 구조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농업인 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

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농업인 165명  32%는 농산물 매만 공

동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 고, 28%는 공동작업부터 시설의 공동이용과 

공동 매는 물론 농지소유도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 다. 그러나 실

구 분 응답자 수

농산물 매만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 52 ( 31.5)

농산물 매, 농기계와 시설 이용을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 30 ( 18.2)

농산물 매, 농기계와 시설의 이용,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 32 ( 19.4)

농산물 매, 농기계와 시설의 이용,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농지소

유도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좋다

46 ( 27.9)

기타 5 (  3.0)

합계 165 (100.0)

표 6-3.  농업법인의 공동 활동 범 에 한 의견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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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에서 농조합법인과 들녘별 경 체는 부분 농지 소유를 법인 명

의로 하거나 공동 소유로 옮기지 않고 개별 으로 소유하고 있다.   

  지역 단  조직경 체가 후 에까지 경 을 지속하기 해서는 출자 자

산을 법인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경 하는 것이 필수 이다. 그러나 실

으로 그것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수 의 공동활동을 개하면서 

차츰 그 수 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 

  지역 단  조직경 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3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구입자  융자 지원을  업농 등 개별 농

가 심에서 지역 단  조직경 체 주로 환하는 방안이다. 농조합법

인은  출자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각종의 자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 혹은 임차하여 공동으로 경

할 경우 조합원의 소속감과 애착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 한 강화될 

수 있으며, 경 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요컨  경 체로서의 정체성과 규모

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RPC와 계약재배 는 수탁 매를 강화하는 것이다. 농업인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395명  45%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11%는 

앞으로 할 생각이라고 응답하 다. 응답자의 56%가 계약재배에 호의 이

었다. 계약재배의 장 으로는 78%가 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을 들었으며, 12%는 가격 변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을 들었다. 국내

외  수 의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  로 불안 등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생산농가들이 직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도정공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 RPC든 민간RPC든 수매사업일 경우 계약재배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수매사업의 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수탁 매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경우 도정공장은 지역 단  조직경 체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력 계를 구축하며, 반 로 지역단  조직경 체가 도정공장을 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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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 수

계약재배하고 있다 178 ( 45.1)

계약재배하지 않고 있다 85 ( 21.5)

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할 생각이다 44 ( 11.1)

재는 물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70 ( 17.7)

별 심 없다 18 (  4.6)

합계 395 (100.0)

표 6-4.  도정공장(RPC)과 계약재배 여부

단 : 명, (%) 

  셋째는 농작업 수탁사업을 조직경 체의 공동활동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부분의 지역에서 농작업 수탁사업은 농조합의 조합원 각자가 개

인 소유 농기계를 이용하여 개별 으로 담당하는 게 일반 이다. 이유는 

무엇보다 개별 농가 단 로 농기계를 구입한 데다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기계 구입비로 인한 부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경 체의 정체

성을 강화하고 수입을 늘리기 해서도 농기계를 법인이 소유하고 수탁작

업을 법인의 조합원 등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3. 농가의 법인화

  농가의 법인화란 여러 농가가 모여 농조합법인 등을 조직하거나 랑

스나 일본의 1농가1법인처럼 농가 스스로 법인조직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법인조직이 됨으로써 회계· 여·휴가·보험 등이 도입되어 경  개

념이 성립할 수 있으며, 경 주 이외 가족의 농업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

다. 이와 련하여 농 진흥청의 주도로 ‘가족경 약’제도가 도입되었는

데, 농업인에 한 설문조사 결과 395명의 응답자  10명이 이를 체결하

여 실행하고 있고, 3명은 체결은 하 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

다. 응답자의 75%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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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법인화를 진하기 해서는 1농가1법인이 가능하도록 법인제도

를 개선하는 한편, 농가의 법인화  법인 참여에 한 인센티 , 법인에 

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3.4. 쌀 농업의 복합화·다각화

   농업의 상  소득 문제는 농규모 확 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지만 노동력과 농지  농기계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는 농규모 

확 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컨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일수가 

연간 반 이하라면  농업의 소득 문제는  농업의 반실업 상태에 기

인한다고 해도 반박하기 어렵다. 

   농업의 노동력·농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농업 이

외에 다른 농업을 복합경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경 을 다각화하는 것, 

그리고 다른 부문에 취업하여 겸업소득을 올리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여기서 문제는  농업의 경 주체로서 농업생산을 축소한다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다.  농업을 제 로 유지·발 시키기 하여 복합화·

다각화를 고려한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농업을 지키면서 복합화·다각화하는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농업과 

후방 연  계에 있는 업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들녘별 경 체 사례  

산청의 실 농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이 모두 벼농사와 한우 사육을 겸하고 

있어 겨울철에는 조사료사업단을 운 하고, 법인의 수익을 높이기 하여 

축산물 문 유통직매장을 운 할 정이다. 단순한 벼농사, 축산업에 머물

지 않고 이를 연계하는 한편, 축산물 매업으로 다각화한 것이다. 그 이유

는 벼농사의 농규모 확 로는 소득증 를 기 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농업의 규모 확 와 업화 신 복합화·다각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와 련하여 농업인들은  농업의 발 을 해 필요한 요소로서 고품

질  생산과  생산비 감을 최우선 요소로 들었으며, 이어 친환경농업

과 규모 확 를 들고, 12%가 복합경 ·겸업 등을 지지하 다.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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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벼농사의 복합이나 

겸업은  농업의 발 이 아니라  농업 농가의 발 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농업이 발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그 주체인 농가가 발

해야 하며, 농가가 발 하기 해서는 소득 증 는 물론 노동력을 비롯한 

자산을 최 한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

구 분 응답자 수

벼농사 규모 확 95 ( 13.8)

벼농사 외 복합경 이나 겸업 85 ( 12.3)

농가의 법인화·조직화 29 (  4.2)

친환경농업으로 환 103 ( 14.9)

고품질  생산 193 ( 28.0)

 생산비 감 184 ( 26.7)

합계 689 (100.0)

표 6-5.   농업의 발 을 해 필요한 요소

단 : 명, (%)  

   농업의 복합화·다각화를 정책 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복합화든 

다각화든 그 상은  농업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 기 때문에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농업의 6차산

업화라든가, 지역활성화 등의 에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5.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농지은행사업의 전환

  지 까지 농업생산기반정비는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논 소득원 다양화라든가 사

료작물 재배, 밭 작물 재배 등이 확 되면서 배수개선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이에 따라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상이나 기법도 확 되고 다양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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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어떻든 이제 논은 벼농사만 짓는 농지가 아니라 밭작물 짓기에도 

좋은 농지가 되었다. 따라서 논에 고소득 시설작물·특용작물 재배가 늘고 

있는데, 이에 해서는 두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고소득 

작물의 부분이 과잉 기조에 있어 수   가격 불안정을 면치 못한다는 

이고, 하나는 침수 문제가 있어 배수개선을 요구한다는 이다. 이런

런 문제를 고려하면 논에 심기에 합한 작물은 수입 체효과가 큰 사료

작물과  이외의 식량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작물을 논에 심을 경

우 식량자 률 제고,  생산조정, 사료자 률 제고 등 다양한 이 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응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정비를 다양화

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자체가 자율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업농의 농지구입 등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의 농규모화사업

은 앞에서 말했듯이 개별 농가에 한 지원 신 지역 단  조직경 체에 

한 지원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신규 창업농을 상으로 농지

구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6. 지방 협치에 의한 정책 추진

  지방 치란 지방 자치에 빗 어 만든 조어이다. 지방이 자율 으로 하

는 행정이 지방자치라면 지방 농정을 추진하는 데 행정 서만이 아니라 지

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력하는 체제를 말한다. 

  지역 단  조직경 체 육성, 논 농업의 다양화, 농가의 법인화 등을 추진

하기 해서는 지방 주도의 지방 자치만이 아니라 지역 단 의 주민과 농

업인이 참여하여 력하는 지방 치의 추진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를 실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마을·들녘 등을 심으로 하는 지역 단

에 토지이용조정과 지역활성화  조직경 체의 사업 등에 해 의  

조정할 수 있는 의기구를 구성하여 실질 으로 의사결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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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각 시·정· 에 농업구조개선 의회에 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개별 농가 주의 농규모 확 라면 지

역 단 에서 의 등이 불필요할 수 있지만 지역 단  조직경 체에는 다

수의 지역 주민  농업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공간 으로나 사회

으로 지역에 계된다.  





요약  결론  제7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농업구조정책은 1962년부터 간헐 으로 시행되다가 1992년부터 

인 투융자계획의 뒷받침을 받아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 이리하여 농업생

산기반이 정비되고, 농업기계화와 시설 화 등이 폭 확충되었으며, 

농과 업농의 비 이 확 되었다. 그럼에도 이른바 세소농구조가 여

한 가운데 농업경 주의 고령화와 농후계자 부족으로 농업경 을 담당

할 경 주체를 확보하기 어렵고,  생산비는 국제 기 의 몇 배에 달한 

반면  생산 소득은 다른 작물보다 낮다. 농규모 확 를 통해 생산비를 

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 한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 하 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으로 은 생산소득 면에서 다른 작물에 비

해서도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농업구조개선을 핵심 목표로 한 기 투융자계획은 2008년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2004∼

2013년에 용되는 계획이지만 그에 따른 투융자는 2008년에 끝나고 2009

년부터 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고 해서 농업부문의 재정 투융자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1992년 이후 3단계에 걸친 투융자계획

과 비교하면 농업구조정책이 지 도 요한 정책노선인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최근에 농업구조개선정책은 농규모화와 함께 법인화와 조직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업농의 농지구입을 지원하는 농규모화 정책은 축소·

환이 정되어 있고, 법인화에 한 정책지원은 미흡하며, 조직화는 유

통에 치 하여 생산의 조직화는 소홀할 뿐 아니라 개별경 체와 조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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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생산 비  등에 한 정책 방향이나 방침은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시 에서 농업구조정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 까지의 정책을 바

꿀 필요는 없는지 등에 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한 농업구조정책에 한 검토를 필

요로 한다. 컨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세계 식량 기의 우려

가 높아졌는데, 그 응책으로 식량자 률 제고를 해 논에  이외의 식

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려면 이들 작물의 소득을  소득 이상의 수

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 배수개선 는 경지재정리 등 밭작물 재배를 

한 생산기반정비 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WTO·FTA 등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확 에 응하여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기기 해

서는 가격  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데, 개별농가의 농규모 확 만

으로 이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밖에 다양한 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후변화·기상이변에 해 재해 방을 한 수리시설의 정비·확충과 온실

가스 감축을 한 친환경농업  신재생 에 지의 사용이 필요하며, 농업

인력 감소·노령화와 후계농업인력 부족에 해 다양한 농업경 체, 특히 

법인경 체와 농업인력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 농가소득, 특히  

농가의 소득 증 를 해서는 농규모 확 는 물론 그보다 더욱  농업

의 복합화·다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 까지의 농업구조개선정책에 해 추진 배경과 투융자 실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하고, 외국의 농업구조정책과 국내외의 새로

운 농업구조개선 사례 등을 검토하여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는 데 목 이 있다.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 농업구조정책의 실 과 성과  문제 을 평가하여 개선 방

안을 모색하기 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EU와 랑스·일본  국의 농업구조정책 개과정과 정책 방향 

 시사 을 악하여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한 근거로 삼는다.

  셋째, 국내외의 새로운 농업구조개선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농업구조정

책의 새로운 방향에 한 근거로 활용한다.

  넷째, 농업구조정책 환의 필요성과 환 방향  정책수단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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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잠정 방향으로서, 개별 농가의 규모 확 와 기계화·시설 화 지원 

주의 농업구조정책을 농업경 체의 법인화·조직화와 마을·들녘 등 지역단

 조직경 체  력체계의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환하여 

그것을 종합 ·체계 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농업구조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의 공통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 농업구조는 의의 개념과 의의 개념으로 나 어 정의할 수 

있다. 의의 농업구조란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산업  구조로서 토지소유구조·농업경 구조·농업생산구조·농업소득구조

를 포함한다. 의의 농업구조란 농업구조정책의 상이 되는 농업구조로

서 “농업생산주체의 성격과 그 분포  주체 간의 계” 는 “농업생산요

소  단기 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 비율  분

포”를 말하며, 토지소유구조와 농업경 구조를 가리킨다.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  한 명확하지 않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내

용을 정책체계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구조정책이란 기존의 농업경 구조를 개변·개선함으로써 농

업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 구조의 개선과 무 한 정

책은 농업구조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 농업경 구조란 단기 으로는 

변동하지 않는 고정  생산요소, 즉 농업노동력과 농지 간의 결합 계를 

말한다. 

  둘째,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는 농업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생산비 감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산업으로서의 농

업을 확립하는 것이다. 여 말하면 도·농 간 소득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

업경 구조를 실 하는 것이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이다. 따라서 겸업소득 

등에 의한 도·농 간 소득 균형은 농업구조정책과 배치되며, 지역 자원의 

유지· 리와 지역 활성화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정책 방향은 고령농· 세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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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퇴·탈농과 농· 업농에의 농지이용권 집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농가의 법인화나 마을·들녘 등 지역단  농업생산의 조직화=지

역 농집단을 통한 농업구조 개편은 들어 있지 않다.  

  넷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은 ①농업생산기반정비와 토지개량  

농업기계화 등 물  시설·장비의 확충, ②농지유동화 진을 한 소 트

웨어 사업으로서 농규모화  경 이양연 제와 직 지불제, 농업인력 

 경 체 육성, ③법제도의 규제 내지 유도로서 농지제도와 토지이용규제 

 조세제도 등이다. 여기에는 농업경 의 복합화와 다각화 등은 들어 있

지 않다.   

  다섯째, 농업구조정책의 추진체계는 앙정부 주도의 추진체계로서 지

역의 특성이나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이는 농업구

조정책이 장기에 걸쳐 국 으로 시행된다는 특징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 

(3)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상이 개시되고 1986∼1988년의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GATT 규

정 제18조 B항을 졸업하면서 1989년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시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농어 발 종합 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리하여 정

부는 1990년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 으로 

｢농어 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업농어가 육성,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업기계화 진, 농조합법인과 탁 농회사 육성, 농어가의 업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진, 농어  정주생활권 개발 등을 규정하 으며, 농어

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농지 리기 으로써 농지유동화사업을 하도록 하

다. 이어서 1991년에는 ｢농어 구조개선 책｣을 발표하고 42조원을 투

입하기로 하 다. 이리하여 1992년 이후 이른바 ‘42조원 농어 구조개선 

투융자계획(1992～1998)’ ‘15조원 농특세사업(1994～2004)’ ‘45조원 농업·

농 투융자계획(1999～2004)’ ‘119조원 투융자계획(2004∼2013)’ 등이 계

속되어 1992∼2008년에 3단계에 걸쳐 국고를 기 으로 약 152조원이 투융

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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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구조정책의 성과 평가와 과제

  농업구조정책이 본격 으로 실시된 데 힘입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농업기계화와 시설 화 등이 폭 확충되었으며, 농과 업농의 비

이 확 되었다. 그럼에도 이른바 세소농구조가 여 한 가운데 농업경

주의 고령화와 농후계자 부족으로 농업경 을 담당할 경 주체를 확보

하기 어렵고,  생산비는 국제 기 의 몇 배에 달한 반면,  생산 소득은 

다른 작물보다 낮다. 농규모 확 를 통해 생산비를 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 한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 을 뿐만 아니

라 국내 으로 은 생산소득 면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1992년 이후 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에 한 평가

에서 드러난 행 농업구조정책의 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농가 단 로는 농규모를 확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

다. 1990∼2010년에 3ha 이상 농의 호수는 44천호에서 97천호로 늘고 

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 도 2.5%에서 8.2%로 증가하 다. 그러나 20

년 동안 이 정도로 증가하여서는 농업구조개선은 요원하다. 개별 농가 단

의 농규모 확 를 체할 수 있는 보다 효율 인 수단은 농가의 조직

화·법인화이며, 나아가 마을이나 들녘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경 하는 

지역 단  조직경 체가 유력한 안이다.

  둘째, 농규모가 확 될수록  생산비는 감되지만 국내산  가격의 

국제경쟁력은 여 히 낮다는 이다. 농규모가 확 될수록  생산비는 

감소하지만 국내산  가격은  생산비가 가장 높은 규모 층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가격을 인하하기 해서는  생산비

가 높은 세농을 퇴출시키는 농지유동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문제는 농지

유동화가 농지집단화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작업 효율 면에서 규모의 유리

성이 제한된다는 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의 농업경 체를 들 수 있다.

  셋째,  농업의 농규모를 확 하더라도 노동력과 농기계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벼농사의 노동력 이용률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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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면 복합화·겸업화·다각화가 필요하다.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려면 농기

계공동이용조직과 농작업 수탁조직이 필요하다. 논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답리작이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작목을 환하는 수밖에 없다. 이상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이론 으로는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집

단화된 농지를 여러 농가가 모여 조직한 조직경 체가 벼농사와 함께 답리

작이나 밭작물을 복합경 하면서 농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경 을 다각화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개별 농가 단 의 농규모 확 는 개별 농가 단 의 농기계 보유

를 유도하여 농기계 과잉공 의 원인이 되며, 농가 차원에서는 농기계가 

농가부채나  생산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이다. 이 같은 농기계 공  

 이용의 문제 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특히 작업

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단화된 농지를 일  경작하는 경 조직이 효

율 이다.  

  다섯째, 벼농사의 수입으로 도·농 균형소득을 실 할 수 있을 만큼 농

규모를 확 하기 쉽지 않다는 이다. 그런데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31%

에 불과하고 농외소득이 40%, 이 소득과 비경상소득이 28%이다. 농가소

득 증 를 해서는 벼농사의 농규모 확 보다 농외소득 증 가 더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벼농사의 단

작화· 업화보다 복합화·겸업화·다각화가 농가소득을 증 하는 데 더 효율

이다.

(5)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개과정과 시사

  EU와 랑스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개 과정을 통해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의 농업구조정책 개 과정에 의하면 첫 단계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공 간 소득 균형의 실 을 목표로 농지유동화와 경 이

양 지원 등 구조조정 진 시책을 추진하 으나 1980년  이후 두 번째 단

계에서는 효율성 추구에서 지역의 환경과 국토자원의 보 을 목표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등 지역정책으로 환하 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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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농 의 다원  기능의 발휘와 지속가능한 발 , 친환경농업과 식품안

, 농 경 의 보  등을 한 정책이 시된다는 이다. 이에 비추면 우

리의 농업구조정책도 제1단계를 벗어나 제2단계와 제3단계로 진화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지유동화정책에서 지역·자원·환경·식품안 과 다

원  기능을 시하는 정책으로 환할 단계라는 것이다.

  둘째, 가족농의 자립경 ·규모확  정책에서 가족농의 법인화·조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환되었다는 이다. 개별 농가의 경우 경 규모를 확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후계농업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경 이 단 될 

수 있으며, 농업경 의 다각화와 복합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단 을 해소하기 한 책으로 농가의 법인화·조직화를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직경 체가 공동으로 소유·경 ·

이용·생산· 매하면서 경 을 복합화·다각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는 이다. 일본의 집락 농은 생산농가가 주축이 되어 농작업을 공동으로 

하거나 농기계와 시설의 공동이용, 농산물의 공동 매 등을 하는 데 반해 

국의 산업 계열화는 용두기업 등 농업산업화 경 조직이 주축이 되어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수직 으로 통합하여 계열화한다

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들녘별 경 체는 일본의 집락 농에 가까우나 공

동 경 의 유형이 단순하다. 그러나 3국의 사례는 지역단 의 조직경 체

가 개별농가 단 의 농에 비해 농업생산의 효율화와 생산비 감, 소득 

증 에 유리하며 지속  경 의 가능성도 기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6) 농업구조정책의 환 방향과 체계

  앞에서 행 농업구조정책의 문제 과 개선방안,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개 과정 등을 통해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환이 필요하다고 하 는데, 그 

외에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 한 기존 농업구조정책의 환을 요

구하고 있다. 요한 여건 변화와 그에 한 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식량 기의 확산이다. 이에 한 책

으로 식량자 률을 높이려면 논에  이외의 식량작물  사료용 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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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해서는 이들 작물의 소득을  소득 

이상의 수 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 배수개선 는 경지재정리 등 밭작물 

재배를 한 생산기반정비 등이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으로 필요하다.

  둘째, WTO·FTA 등에 의한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확 이다. 책으로 

농산물의 가격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개별 농가의 농규모 확

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농가의 법인화·조직화,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의 육성과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빈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가뭄·홍

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므로 재해 방을 한 수리시설의 정비·확충과 온

실가스 감축을 한 친환경농업  신재생 에 지 사용 등의 책이 필요

하다. 

  넷째, 농업인력 감소·노령화와 후계농업인력 부족이다. 이제 농지유동화

는 정책 지원 없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발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 체, 특히 법인경 체·조직경 체와 신규 취농에 

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농 간 소득 격차 확 이다.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 된 것

은 농가소득이 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 더 많이 늘었

기 때문이다.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인 도·농 간 소득 균형을 이루기는 앞으

로 더욱 어렵다는 의미이다.  농가의 소득 증 를 해서는 농규모 확

는 물론 그보다 더욱  농업의 복합화·다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계경제 기의 장기화·악화이다. 세계경제 기의 근본 원인

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경제정책이 꼽히고 있는데, 그 안으로서 시

장만능·경쟁일변도의 제도와 인식에서 벗어나 한 공공규제와 공존·

력을 토 로 하는 경제제도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행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환할 것을 제안하 다. 

  첫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이념은 시장·경쟁· 자생존 일변도에서 벗어

나 지역· 동·공생공존과 같은 반 되는 이념에 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유경쟁을 통해 소수의 생존자는 살아남는 데 반해 다수의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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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여 국민경제 체로는 막 한 사회  비용을 유발하므로 결코 효

율 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막는 방법으로서 지역 내

에서 농업경  주체가 조직을 결성하여 세·고령농가와 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경우 탈락·퇴출이 아니라 참여에 의함으로써 농규모 확 에도 유

리할 뿐만 아니라 복합화와 경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도 유리하며, 세·

고령농가에게 농작업에 참여하거나 부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둘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방향은 농지를 심으로 고령· 세농의 퇴출

을 통해 농층을 심으로 한 개별농가의 경 규모를 확 하는 농지유동

화 정책에서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 육성과 농가의 법인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환할 것을 제안한다. 농지유동화는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로 인해 정책 지원이 없어도 농지시장에서 자율 으로 이루어질 것

이다. 따라서 농업구조정책은 일반 인 농지유동화가 아니라 마을·들녘 단

로 집단화된 농지를 경작하는 조직경 체를 지원하며, 농가의 법인화 등 

농업법인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목표는 6ha 이상 경작 농가 7만호의 육성에서 

농업경 체의 법인화로 환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사업을 지

속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인경 체는 농지의 소유·차입·농축산물 

처분 등의 권리를 갖는 법  주체라는 에서는 개별농가와 다를 바 없지

만 구성원에게 월 을 지불한다거나 휴일·취업시간·보험 등의 규정을 용

한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농가보다 불편과 제약이 있을 수 있

는 반면, 인력 고용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

  넷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 한 농지유동화에 의해 개별농가의 

농규모를 확 하기 한 사업에서 농가의 법인화, 마을·들녘 단  조직경

체 육성,  농업의 복합화·겸업화·다각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역 을 둘 

필요가 있다. 개별 농가의 농규모를 확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

라 농규모를 확 하더라도 노동력·농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어렵

다.  농업의 농규모 확 에 의해 농가소득을 증 하려 하기보다  농

업의 복합화·겸업화·다각화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게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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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제안하 다. 

  ① 조직형태별 농업경 체의 상과 목표 설정

  ② 마을·들녘 등 지역 단  조직경 체 육성

  ③ 농가의 법인화 지원

  ④  농업의 복합화·다각화 지원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의 다양화와 농지은행사업의 환

  ⑥ 지방 치에 의한 사업 추진          



부록 1

농업구조정책에 한 농업인 의견 조사 설문

  희 연구원의 농업 측 업무에 조해주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충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1993년 이후 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농업구조개선에 련되는 정책사업의 이용 실태와 성과  문제

,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수단에 한 의견조사입니다. 

벼 수확을 끝내시느라 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농 정책연구본부 연구 원 박석두 

1. 농가에 한 기본사항

1-1. 선생님의 성명과 연령  주소를 말 해 주십시오.

  ① 성명: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

  ② 연령:         세

  ③ 주소:         도        시·군          읍(면)        리(동)

1-2. 농사짓고 계시는 곳은 어떤 농업지 에 속합니까? (       )

  ① 평야지  ② 산간지  ③ 산간지  ④ 도시근교

2. 작년 2010년에 농사 규모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1. 자작지와 임차지의 면    

논 밭 과수원 시설 기타 합계

자작지(평)

임차지(평)

합  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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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축 사육 두수: 소     두, 돼지      두, 닭      수, 기타      마리

2-3. 농기계 보유 황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동력
방제기

콤바인 건조기 리기

보유 수

3. 벼농사와 련되는 정책 지원 사업  이용하신 이 있는 사업에 해 

만족도를 말 해주세요.  

지원
여부

만족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농지구입자  지원

농기계구입자  지원

농후계자 육성 지원

공동육묘시설 지원

공동방제기 지원

생산기반정비 지원

소득보 직불제

경 이양직불제

농지연

경 회생지원농지매입

농업경 컨설  지원

4. 농사를 그만두게 되면 재 경작하시는 농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농사짓는 자식(후계자)에게 물려주겠다.

   ② 농사를 짓지는 않고 있지만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③ 농지를 매각하겠다. 

   ④ 농지를 임 하겠다. 

   ⑤ 농업법인에 출자하겠다. 

   ⑥ 농지연 에 맡겨 연 을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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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농업 농가의 발 을 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2가

지를 고르세요. (       )

  ① 벼농사 규모 확  

  ② 벼농사 외 복합경 이나 겸업 

  ③ 농가의 법인화·조직화 

  ④ 친환경농업으로 환   

  ⑤ 고품질  생산 

  ⑥  생산비 감

6. 도정공장과 벼 재배농가의 계약재배  계열화 

6-1. 도정공장(RPC)과 계약재배로 벼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    )

  ① 계약재배 하고 있다  

  ② 계약재배 하지 않고 있다 

  ③ 재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할 생각이다 

  ④ 재는 물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⑤ 별 심 없다.

6-2.  질문에서 ①과 ③을 택하신 분의 경우 계약재배의 가장 큰 장 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가격 변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③ 품종선택 등 품질 리에 유리하다. 

  ④ 기타(                             )

6-3.  질문에서 ②번 ④번 ⑤번을 택하신 분의 경우 계약재배를 이용하

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마음 로 농사지을 수 없어 계약재배가 불리하다.  

  ② 마음 로 매할 수 없어 계약재배가 불리하다. 

  ③ 계약재배 하지 않아도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없다. 

  ④ 계약재배할 기회가 없었다.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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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가의 법인화  마을·들녘 단  농업법인화

7-1. 벼농사와 련되는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재 참여하고 있다 

  ② 재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재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④ 농업법인에 심 없다.

7-2.  질문에서 ①과 ③을 택하신 분의 경우 농업법인에 출자한 농지는 

법인이 소유하고 작업, 농기계와 시설의 이용, 농산물 매 등을 출자

자 공동으로 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산물 매만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 

  ② 농산물 매, 농기계와 시설의 이용을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 

  ③ 농산물 매, 농기계와 시설의 이용,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

  ④ 농산물 매, 농기계와 시설의 이용,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농지소유

도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좋다.   

7-3.  질문에서 ②나 ④를 택하신 분의 경우 농업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참여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다.

  ②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③ 농업법인의 효과는 없고 문제가 많다.

  ④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

  ⑤ 기타 (                    )

7-4. 마을이나 들녘 단 로 벼농사를 짓는 조직을 만들어 농업법인으로 발

하게 하는 방안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능하지 않다 

  ② 가능하겠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다

  ③ 마을에 벼농사 인력이 없어 꼭 필요하다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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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벼농사 규모를 늘리더라도 종사일수는 연간 3개월 정도로 제한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① 벼농사와 다른 농사를 복합경 하고 있다. 

  ② 벼농사와 함께 다른 일을 겸업하고 있다. 

  ③ 벼농사가 끝나면 다른 부문에 취업하여 일한다.  

  ④ 벼농사 외에 다른 일이 필요한데 못하고 있다. 

  ⑤ 벼농사 외에 다른 일은 생각해본 이 없다.

  ⑥ 벼농사만으로도 충분하다.    

    

9. 벼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아들·딸 등 가족 간에 가족경

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체결하여 실행하고 있다. 

  ② 체결은 하 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체결할 생각이 없다. 

  ④ 체결하더라도 실행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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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정책에 한 농업인 의견 조사 결과

부표 1-1.  응답자의 연령 별 분포
단 : 명, (%)

연령 인원 수  (%)

30-39세 6 (  1.5) 

40-49세 35 (  8.9)

50-59세 147 ( 37.2)

60-69세 138 ( 34.9) 

70세 이상 69 ( 17.5) 

합계 395 (100.0) 

부표 1-2.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
단 : 명, (%)

강원 경기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합계

응답자 수

(%)

45

(11.4) 

75

(19.0) 

17

(4.3) 

96

(24.3) 

52

(13.2) 

23

(5.8) 

31

(7.8) 

34

(8.6) 

14

(3.5)

8

(2.0)

395

(100.0) 

부표 1-3.  응답자의 농업지 별 분포
단 : 명, (%)

평야 산간 산간 도시근교 기타(해안가) 합계

응답자 수

(%)

208

(52.7) 

101

(25.6) 

71

(18.0) 

11

(2.8) 

4

(1.0) 

395

(100.0) 

부표 1-4.  응답자의 평균 경 규모

단 : 평

구  분 논 밭 과수원 시설 기타 합계

자작지 6,883.1 1,413.3 2,343.9 798.6 4,300 15,738.9 

임차지 10,135.7 2,497.1 2,407.1 1,008.3 3,500 19,548.2 

합  계 17,018.8 3,910.4 4,751.0 1,806.9 7,800 35,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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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응답자의 평균 가축 사육 두수

단 : 명, 마리

구  분 소 돼지 닭

응답자 수 109 3 29

평균 사육 두수 34.4 333.7 26.3

부표 1-6.  농업지 별 농기계 보유 황

단 : 

구  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동력
방제기

콤바인 건조기 리기

평  야 184 165 164 164 107 141 132 

산간 86 73 78 70 42 60 65 

산  간 59 53 49 51 27 47 57 

도시근교 10 9 10 9 7 9 7 

해  안 3 2 - - - - 2 

합  계 343 302 301 294 183 257 263

호당 평균 1.1 1.3 1.1 1.1 1.0 1.4 1.1

부표 1-7.  논 경 규모별 농기계 보유 황

단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동력
방제기

콤바인 건조기 리기

3,000평 이하 60 20 24 40 5 19 44

3,000∼5,000평 45 34 32 38 12 24 32

5,000∼10,000평 71 61 64 56 36 51 50

10,000∼20,000평 94 98 93 86 56 83 73

20,000평 이상 72 89 88 74 74 80 64

합  계 343 302 301 294 183 257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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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논 경 규모별 농지 구입자  지원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  계 

3,000평 이하 - 5 1 2 - 8

3,000∼5,000평 1 8 3 - - 12

5,000∼10,000평 - 6 7 6 - 19

10,000∼20,000평 1 26 13 9 1 50

20,000평 이상 1 28 13 14 2 58

합계 3 73 37 31 3 147

부표 1-9.  논 경 규모별 농기계 구입자  지원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계

3,000평 이하 - 11 10 5 - 26

3,000∼5,000평 - 12 6 2 2 22

5,000∼10,000평 - 22 12 9 - 43

10,000∼20,000평 1 36 18 12 3 70

20,000평 이상 1 19 19 14 2 55

합계 2 100 65 42 7 216

부표 1-10.  논 경 규모별 농후계자 육성 지원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계

3,000평 이하 - 1 2 - - 3

3,000∼5,000평 - 3 1 1 - 5

5,000∼10,000평 - 9 2 6 - 17

10,000∼20,000평 - 14 8 4 1 28

20,000평 이상 1 22 10 7 1 40

합계 1 49 23 18 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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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1.  논 경 규모별 공동육묘시설 지원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계

3,000평 이하 2 19 3 2 - 26

3,000∼5,000평 - 5 2 - - 7

5,000∼10,000평 - 4 - - - -

10,000∼20,000평 - 1 - - - -

20,000평 이상 - - - - - -

합계 2 29 5 2 - 38

부표 1-12.  논 경 규모별 공동방제기 지원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계

3,000평 이하 - 1 - - - 1

3,000∼5,000평 - - - - -

5,000∼10,000평 - - 2 - - 2

10,000∼20,000평 - 4 1 - - 5

20,000평 이상 1 4 1 1 - 7

합계 1 9 4 1 - 15

부표 1-13.  논 경 규모별 생산기반정비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계

3,000평 이하 - 1 - - - 1

3,000∼5,000평 - - - - - -

5,000∼10,000평 - 3 - - - 3

10,000∼20,000평 - - - - - -

20,000평 이상 1 5 2 1 - 8

합계 9 2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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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4.  논 경 규모별 소득보 직불제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계

3,000평 이하 - 10 34 21 4 69

3,000∼5,000평 1 10 19 20 3 53

5,000∼10,000평 - 9 20 38 8 75

10,000∼20,000평 - 18 27 50 6 101

20,000평 이상 - 14 23 42 10 89

합계 1 61 123 171 31 387

부표 1-15.  논 경 규모별 경 이양직불제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계

3,000평 이하 - - - - - -

3,000∼5,000평 - - - 1 - 1

5,000∼10,000평 - - 1 1 - 2

10,000∼20,000평 - 1 - - - 1

20,000평 이상 - - 1 - 1 2

합계 1 2 2 1 6

부표 1-16.  논 경 규모별 경 회생 지원 농지매입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계

3,000평 이하 - - - - - -

3,000∼5,000평 - - - - - -

5,000∼10,000평 - - - 1 - 1

10,000∼20,000평 1 4 - - - 2

20,000평 이상 - 1 - - - 1

합계 1 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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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7.  논 경 규모별 농업경 컨설  만족도

단 : 명

구  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합계

3,000평 이하 - - - 1 - 1

3,000∼5,000평 - - - - - -

5,000∼10,000평 - - - 1 1 2

10,000∼20,000평 - 1 - - - 1

20,000평 이상 - - 1 - - 1

합계 1 1 2 1 5

구 분 응답자 수

농후계자에게 상속 36 (  9.1)

자식에게 상속 127 ( 32.2)

농지 매각 51 ( 12.9)

농지 임 67 ( 17.0)

농업법인에 출자 1 (  0.3)

농지연  탁 53 ( 13.4)

아직 생각 안함 47 ( 11.9)

임  반환 7 (  1.8)

기타 6 (  1.5) 

합계 395 (100.0)

부표 1-18.  농 은퇴 후 농지의 활용

단 : 명, (%)

부표 1-19.   농업 발 을 해 필요한 사항(복수 응답)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벼농사 규모 확 95 ( 13.8)

벼농사 외 복합경 이나 겸업 85 ( 12.3)

농가의 법인화·조직화 29 (  4.2)

친환경농업으로 환 103 ( 14.9)

고품질  생산 193 ( 28.0)

 생산비 감 184 ( 26.7)

합계 6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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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0.  도정공장(RPC)과 계약재배 여부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계약재배하고 있다 178 ( 45.1)

계약재배하지 않고 있다 85 ( 21.5)

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할 생각이다 44 ( 11.1)

재는 물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70 ( 17.7)

별 심 없다 18 (  4.6)

합계 395 (100.0)

부표 1-21.  도정공장(RPC)과 계약재배의 장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71 ( 78.1)

가격 변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6 ( 11.9)

품종선택 등 품질 리에 유리하다 15 (  6.8)

기타 7 (  3.2)

합계 219 (100.0)

부표 1-22.  도정공장(RPC)과 계약재배의 단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마음 로 농사지을 수 없어 불리하다 7 (  4.0)

마음 로 매할 수 없어 불리하다 11 (  6.4)

계약재배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다 94 ( 54.3)

계약재배할 기회가 없었다 45 ( 26.0)

기타 16 (  9.2)

합계 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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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3.  벼농사 련 농업법인에의 참여 의향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재 참여하고 있다 94 (  23.8)

재 참여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151 (  38.2)

재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참여할 의향 있다 71 ( 18.0)

농업법인에 심 없다 79 (  20.0)

합계 395 (100.0)

부표 1-24.  벼농사 련 농업법인의 공동활동 범 에 한 의향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농산물 매만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 52 ( 31.5)

농산물 매, 농기계와 시설의 이용을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 30 ( 18.2)

농산물 매, 농기계와 시설의 이용,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 32 ( 19.4)

농산물 매, 농기계와 시설의 이용,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농지소

유도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좋다
46 ( 27.9)

기타 5 (  3.0)

합계 165 (100.0)

부표 1-25.  벼농사 련 농업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참여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다 17 (  7.4)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116 ( 50.4)

농업법인의 효과는 없고 문제가 많다 24 ( 10.4)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 13 (  5.7)

고령으로 21 (  9.1)

농업법인이 없어서 10 (  4.3)

기타 29 ( 12.6)

합계 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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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6.  마을이나 들녘 단 의 벼농사 조직경 체에 한 의향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가능하지 않다 47 ( 11.9)

가능하겠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다 101 ( 25.6)

마을에 벼농사 인력이 없어 꼭 필요하다 156 ( 39.5)

잘 모르겠다 91 ( 23.0)

합계 395 (100.0)

부표 1-27.  벼농사 종사 일수 제한을 극복하는 방안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벼농사와 다른 농사를 복합경 하고 있다 163 (  41.3)

벼농사 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고 있다 110 (  27.8)

벼농사 이후 다른 부문에 취업하여 일한다 13 (  3.3)

벼농사 외 다른 일이 필요하나 못하고 있다 42 ( 10.6)

벼농사 외 다른 일은 생각해본  없다 56 ( 14.2)

벼농사만으로 충분하다 11 (  2.8)

합계 395 (100.0)

부표 1-28.  가족경 약에 한 의향

단 : 명, (%)

구 분 응답자 수

체결하여 실행하고 있다 10 (  2.5)

체결은 하 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3 (  0.8)

체결할 생각이 없다 22 (  5.6)

체결하더라도 실행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61 ( 15.4)

잘 모르겠다 295 ( 74.7)

기타 4 (  1.0)

합계 3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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