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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세계화의 영향으로 선진국 농업도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농업경영
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소규모 농업경영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

에 대응하여 농업경영의 타개책으로 와인, 올리브 가공, 말린 고기, 치즈, 장류,
절임류 등 농가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을 수행하거나 농가민박, 체

험 및 교육농장 운영 등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도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농업경영은 집안일과 연계된 일, 어머니의 역할과
접목된 것이 많다. 즉, 육아를 비롯한 가족 돌봄, 요리, 집안 인테리어 등 농가
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족에서 고객으로 확대되어 사업화된 것이다.

선진국에서 농업의 개념이 농촌 공간이나 생산물 중시의 관점에서 농촌 공

·

간과 생산자 생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의 역사를 포괄하는 생활 문화인 삶과 생명을 중시하는 유기농업이 중시
되고 여성농업인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농업 관련 분야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미래 가치가 높
아진다.

본 자료집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 연구 중 해외 농촌

여성의 현황과 사례를 원고 위탁하거나 각종 자료를 번역한 결과물이다. 일본
여성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본 농업의 기본 구조와 주요 이슈를 요약
하고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을 일본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본 자료가 일본
농업과 여성농업인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
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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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과 농정의 변화

1.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이후의 농정 변화

1.1. ‘농업기본법’ 농정에서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농정으로 전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잿더미 속에서 출발한 일본경제는 한국전쟁의

特需)로 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1950년대 중반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시작하였다. 1952～1953년에는 세계대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1954～1957년 ‘진무(神武)경기'와 1959～1961년 ‘이와도(岩戶)경기'로 이어지
특수(

는 호황기를 거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경제성장기로 돌입하였다
(1961 1970년 경제성장률은 약 11%).1

～

이와 같은 전후 경제부흥과정 속에서 농업부문도 농지개혁 이후 농민의 경
제적 지위 향상, 기술 발달, 농업에 대한 공공투자의 효과 등에 힘입어 서서히
발전하여 1955년 이후의 농업생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을 약
섰고,2 전후의 극심한 식량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다.

30% 넘어

「21C 통일시대의 농림해양수산정책」)
2 農林漁業基本問題調査事務局 農業 基本問題と基本對策 解說版, 農林統計協會,
1

제1절은 배민식, “일본의 농업정책”(장원석 외.
을 요약, 정리하였다.
,  の

1960, p.4.

2
그러나 2차 산업 중심인 고도 경제성장에서 농업부문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

났다. 첫째, 영세토지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의 생산력 발전이 상대적으로

비농업부문보다 낮고 농업종사자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다른 산업종사자에 비

1950년대 이후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
둘째,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 MSA 및 PL-4803에 의한 1954～1957년 미국
잉여농산물의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 농산물가격의 압박, 세계적인 농산물 공
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급과잉으로 인한 국제농산물 가격의 하락세로 일본 국내 농산물가격의 상대적
상승,

IMF(1952년) 및 GATT(1955년) 가입 등을 배경으로 농업에서도 국제화,
즉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요구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1953년 이후 농림관계 예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56년은 1953년의
약 53%까지 축소되었으며, 전체 예산에서 농림관계 예산의 비중도 10% 이상
에서 1953년 이후는 10% 이하로 감소되었다. 특히 식량증산 대책비와 농업관
련 공공사업비가 크게 축소되었다.
넷째, 고도경제성장하에서 노동력이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급격히
대량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고질적인 농업문제 중 하나인 농촌의 과잉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감소가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계기이기도 하였

·

으나, 젊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노동력이 유출되어 농촌노동력은 고령화 여성
화로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 및 약체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

다섯째,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농업에

3 1953년의 ‘Mutural Security Act(MSA,

상호안전보장법)'은 전후 냉전체제를 배경으
로 제정된 군사경제원조법으로 잉여농산물을 소위 저개발국에 원조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나 군사적 성격이 짙어 외국에서 비난이 높아 결국 PL-480으로 전환되었다.
일명 PL-480(또는 잉여농산물처리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1954년 농산물무역개발원
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istance Act of 1954)'은 미국정부가 보
유하고 있는 잉여농산물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국가들에게 상
대국 통화결재에 의한 판매, 원조를 실시하여 미국의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상대국
국민의 식생활 습관을 바꾸어 장래의 해외 농산물 시장의 확보 및 확대를 위한 기반
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3
서 노동력과 공장부지 공급을 요구하던 재계는 개방경제체제에 대응하여 이전
미맥중심의 생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현실에 위기감을 느낀 농업단체들은 농업보호강화와 농공간

소득격차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농업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정부와 여당
에 요구하였다. 또 소위 ‘55년 체제’라고 하는 자민당 대 사회당의 정치구도의
성립4 속에서 아직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표’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
엇보다 필요한 각 정당들도 농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5

농민단체의 압력과 정당의 정치적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는 고도성장 하에
서 농업이 나아갈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959년 총리대신의

자문기관으로 학자, 언론인, 농업단체, 재계, 관계관료 등으로 구성되는 농림어

업기본문제조사회를 설치하였다. 조사회는 1년간 심의 후 ‘농업의 기본문제와
기본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초로

1961년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농업기본법'은 고도경제성장과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농업의 근대화와 합리
화를 도모하여 ‘타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시정되도록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과 농업종사자가 소득을 증대시켜 타 산업 종사자와 대등한 생활을
행하는 것 (제1조)을 농업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농공 간 생산성 격차
와 소득격차 해소라는 2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격정책,

③구조정책을 제시하였다.

①생산정책, ②가

생산정책은 단순한 증산정책이 아니라 선택적 확대가 강조되었다. 고도경제

성장 하에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대하며 식생활을 변화시켜 농산물의 소비패
턴을 바꾸므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농산물을 보다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다. 따라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의 생산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가격 유통정책은 농산물가격안정 정책 실시, 유통 합리화, 농산물 수입조정 및
수출진흥 등이 제시되었다. 구조정책은 경영규모의 확대를 중심으로 농업구조

4
5

좌우로 분열하였던 사회당이 1955년 10월 단일 사회당을 성립하였고, 11월에 보수
양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이 결성되었다.
1959년 봄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농업기본법제정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4
개선시책이 비중 있게 취급되어 자립경영의 육성, 협업의 조장, 농지이동의 원
만화, 농업구조개선사업조성 등이 제시되었다.6 자작농주의와 식량증산이라는
종래의 농정목표가 ‘농업기본법'에서는 자립경영의 육성과 생산의 선택적 확
대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기본법' 제정 이후 전개된 농정(이하 기본법 농정)에서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농업기본법'은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침을 언명한 선언법적 성격의 법률이다. 따라서 ‘농

·

업기본법'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체계적 정합적으로 실

시되는 것이 필요한데 ‘농지법'의 미개정, 미곡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과 생산

조정 장려보조금 정책의 병행,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정책 등 각종 정책들이 체
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특히 농지법의 자작농주의 미개정은 ‘농업기본법'
체제에서 매우 중대한 제약요인이었다.

더구나 농촌사회의 거대한 농민표 확보를 놓고 정치적 개입이 강하여 정책
은 ‘농업기본법'의 의도와 달리 전개되었다. 즉 농민표를 의식한 정치 개입으
로 가격정책에 의한 소득지지가 전개되어 ‘농업기본법'은 정책 중심이 구조정
책에서 가격정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또 정책이 미곡에 편중하게 되어 구조

개선에 의한 농업의 근대화를 제시한 ‘농업기본법'은 처음부터 궤도를 이탈하

여 파행적으로 전개되었다. 정책당국은 정치적 논리의 개입을 차단하고 개혁을

·

단행하여 정책을 전환해야 했음에도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미
봉책으로 대처함으로써 농업 위기를 가속화시켰고 농정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의 호당 경영면적은 여전히

1 ha에 불과하고 농업발전의

중핵으로 제시된 자립경영도 육성되지 못하였으며 농공간의 소득격차는 이전
에 비해 크게 시정되었으나 주로 겸업소득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젊은 노동력

·

이 비농업부문으로 빠르게 유출되어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 등 농업노동
력의 약체화를 초래하고 급속한 과소화로 지역사회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
도 나타났으며 노동력 부족과 약체화가 원인으로 전국에 휴경지가 늘어나 경

6 http://www.maff.go.jp/j/kanbo/kihyo02/newblaw/panf.html.

5
작지의 황폐화가 우려되었다. 한편, 소득증가와 더불어 풍족한 식생활을 향유
하게 되었으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식량자급률은 계속 낮아졌고,
년대

UR

1990

농업협정으로 국내농정이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농산물 무역 자유

화가 가속되어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농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

2001년에 새
로 시작되는 WTO/DDA 농업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1999년 7월 ‘농업기본법'을
폐기하고,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정부는 농업 농촌을 둘러싼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 변화와

그림 1-1. ‘농업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구조 비교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0, p.4.

6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영역을 식료·농업·농
촌의 3부분으로 확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적 달성을 위해 ①식료의 안정 공급, ②다원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 ③농업의 지속적 발전, ④농촌 진흥이라는 기본 이념을 설정하고
식료·농업·농촌의 3부분에서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범주를 명시하였다.7

1.2. 2010년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결정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 ·

·

정부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

기 위해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정하도록 규정하

①식료·농업 및 농촌 시책의 기본 방침, ②식료자
급률 목표치, ③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계획적으로 강구해야
였다(제15조). 기본계획에는

할 시책 등을 명시하였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이것을 국회

·

에 보고하고 또한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한편 기본계획은 식료 농업 및

·

농촌을 둘러싼 정세 변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의 평가를 고려하여
대략 5년마다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농업기본법' 제정 후

38년간 단 한번

도 개정되지 않았고 현실 농정 또한 기본법과 거의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8

2000년 처음 발표되었고, 2005년 제1차 개정, 2010년 제2차 개
정 등 지금까지 총 3차례 발표되었다. 그런데 2000년, 2005년 기본계획이 자민
당 정권에서 발표된 것인 반면, 2010년 기본계획은 민주당이 정권교체 후 작성
한 것이므로 양자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은

7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食料·農業·農村基本政策硏
究會, 食料·農業·農村基本法解說, 2000, 大成出版社를 참조하길 바란다.
8 大內力, 食料·農業·農村基本法をどうみるか , 大內力 編輯代表, 新基本法-その方
向と課題, 農林統計協會, 2000, p.5.

7

표 1-1.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관련 규정

·

제15조 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2.

· ·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정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다.

①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② 식료자급률의 목표
③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중략)
6. 정부는 제1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것을 국
회에 보고하고, 또한 공표하여야 한다.
7. 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정세 변화를 감안하고,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고려하여 대략 5년마다 기본
계획을 변경한다.
2010년 기본계획의 서문에서 농업이 ‘농업소득의 대폭 감소, 심각한 영농후
계자 부족, 비효율적인 농지 이용, 농산어촌 활력 저하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
면했지만 농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반성하였다. 또 지난 40년간 실시

·

해온 쌀 생산조정은 결과적으로 농업인 간에 불공평을 주었고 밀 콩 등 생산전
환도 원활하지 못했으며 농업을 중요 산업으로 설정하고 발전시킨 선진국들이
식료자급률을 높인 것과는 달리 일본의 식료자급률은 저하한 점도 지적하였다.

2010년

· ·

기본계획은 지난 농정을 반성한 후 ‘식료 농업 농촌정책을 일본 국

가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대폭적인 정책 전환’을 강조하면서 ‘국민 전체가

·

농업 농촌을 떠받치는 사회’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정책 철학 속에서
부응한 생산체제로 전환,

· ·

①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 ②소비자 요구에

③농업의 6차 산업화를 농정의 3대 핵심 사항으로 정

하고 식료 농업 농촌정책의 기본방침으로

<표 1-2>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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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000년 기본계획 2005년 기본계획
기준 식료자급률(2015년)
식료자급 공급열량
식료자급률:
기준: 45%
률 목표 45%(2010년) 공급열량
생산액 기준: 45%
안전과
식료의 · 식료소비에 · 먹을거리의
소비자
신뢰
확보
안정 관한 시책 · 바람직한 식생활
공급 · 비상 시
위한 식육
확보 식량안정보장 실현을
추진
· 바람직한 농업구조
확립을 위한 핵심
· 바람직한
육성·확보
농업 구조 · 영농인
인재 육성·확보 등
확립
·
유효이용 촉진
· 기술 개발 · 농지의
농업의
확립
실 지속적 및 보급 · 경영안정대책
다양한경영발전대책추진
시 발전 · 농산물 가격 · 농업-식품산업연대촉진
형성과 농업 · 농산물·식품 수출 촉진
할
경영 안정 · 경영발전의기초조건정비
· 자연순환기능 · 농업생산의 기초 정비
대
유지, 증진 · 농업생산환경시책 도입
책
· 바이오매스자원 이용
· 농촌의
· 자원보전시책의 구축
농촌 종합적 진흥 · 농촌경제 활성화
진흥 · 중산간지역 · 쾌적하고 안전한
의 진흥
농촌 생활 실현
횡단적
사항
단체
재정비
자료: 각각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발췌 작성.

2010년 기본계획
식료자급률(2020년)
공급열량 기준: 50%
생산액 기준: 70%
· 식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 국산농산물 식과 농의 연대 강화
· 식품산업 지속 발전과 신 전개
· 종합적인 식료안전보장 확립
· 수입국으로서 식료안정공급
중요성 고려하여 국제교섭에 대응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창설과
생산·경영관계시책의 재정리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등에
의한 소득증대
·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경영 추진
· 우량농지 확보와 유효이용 촉진
· 농업재해에 의한 손실 보전
· 농작업 안전대책 추진
· 농업생산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의 개선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지탱해주는 조치 추진
·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 도시 및 주변지역 농업의 진흥
· 집락기능 유지, 지역자원·환경 보전
· 농산어촌활성화 비전 책정
· 기술·환경정책 등의 종합적인 추진
· ‘농’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대축 구축
· 효율적인 재편정비에 대한
시책 강구

9
-

재생산 가능한 경영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

·

다양한 용도 수요에 대응한 생산확대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

·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인을 육성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
우량 농지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확립
활력 있는 농산어촌 재생을 위한 시책 종합화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실현을 위한 정책 확립

2010년 기본계획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인을 육성·
확보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자민당 정권에서는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 대책
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다
양한 경영체가 창의력을 살려 영농을 계속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주
체적 판단을 존중하는 시책을 실시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2010년 기본계획은 ①세계경제에서 신흥국 대두, ②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환경문제 발생, ③국경을 넘는 이동 확대와 다양한 불안요인 발생, ④일본
경제 회복을 위한 모색, ⑤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다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조류
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편

2.

식료자급률 제고와 식료의 안정성 확보

2.1. 식료자급률 현황과 제고 방안
2.1.1. 식료자급률 현황
일본의 식료자급률9은 <그림

1-2>와 같이 1990년대 후반까지 장기 하락추세

이고, 그 후에는 큰 움직임이 없이 낮은 자급률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다. 공급열량기준 자급률이

9

1960년 79%에서 2010년 39%로 줄었고, 주식용 곡

일본은 곡물, 야채, 어류, 육류 등을 모두 망라하여 ‘식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0
물자급률과 곡물(식용+사료용)자급률10도

59%, 27%로

줄었다(표

1-3).

1960년

각각

89%, 82%에서 2010년

그림 1-2. 종합식료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89.

표 1-3. 품목별 식료자급률 추이

1965
95
쌀
28
밀
57
보리
품 콩
11
목 야채
100
별 과일
90
100
계란
자
86
급 우유·유제품
90
육류
률 사탕류
31
31
유지류
100
어패류
공급열량기준 종합식료자급률 73
금액기준 종합식료자급률 86
80
주식용 곡물자급률
곡물(식용+사료용)자급률 62
자료:

10

1975
110
4
8
4
99
84
97
81
77
15
23
99
54
83
69
40

1985
107
14
14
5
95
77
98
85
81
33
32
93
53
82
69
31

1995
104
7
8
2
85
49
96
72
57
31
15
57
43
74
65
30

http://www.maff.go.jp/j/zyukyu/fbs/pdf/2-5-1-1.pdf.
http://www.maff.go.jp/j/zyukyu/fbs/pdf/2-5-1-2.pdf.

곡물자급률은 중량기준이다.

2000
95
11
7
5
82
44
95
68
52
29
14
53
40
71
60
28

2006
94
13
7
5
79
38
95
67
56
32
13
52
39
71
60
27

2007
94
14
8
5
81
40
96
66
56
33
13
53
40
66
60
28

2008
95
14
10
6
82
41
96
70
56
38
13
53
41
65
61
28

2009
95
11
7
6
83
42
96
71
58
33
14
53
40
70
58
26

2010
97
9
7
6
81
38
96
67
56
26
13
54
39
69
5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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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외국의 식료자급률(열량기준)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p.90~91.

특히 밀, 보리, 콩의 자급률은 매우 낮아져

2010년 각각 9%, 7%, 6%에 불과
하다. 이와 같은 식료자급률(공급열량기준)은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선
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곡물자급률도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량자급률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데

12
가장 중요한 요인은

①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여 자급률이 높

은 쌀의 소비가 크게 준 대신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 증가로 자급능력이 낮은
사료용 곡물과 콩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

②식생활 패턴 변화에 국내 농업생

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시장개방으로 인
한 농축산물 수입확대와 국내생산 감소도 자급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2.1.2.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 ·

10년 후의 식료자급률 목표치를 5년마다 설
정하고 있다. 식료 전체의 자급 수준을 나타내는 공급열량(칼로리) 기준을 비
롯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급률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수입 사료곡물에 의존해서 생산한 축산물, 칼로리가 비교적 낮은 야채 및 과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은 향후

일의 국내 생산활동을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금액 기준의 종합식료자급 목표

② 주식용 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중량 기준)
③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전체 자급률 목표(중량 기준)
④ 사료 자급률 목표
최근에 발표된 2010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는 국제 곡물수급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의 식료자급률을 최대한 향상
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50%,

생산액 기준 자급률은

로 대폭 올렸다.

70%로

2020년의

공급열량기준 식료자급률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사료자급률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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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20년 식료자급률 목표치
2008년
41%
65%
26%

공급열량 기준 종합식료자급률
생산액 기준 종합식료자급률
사료자급률
주:

2020년
50%
70%
38%

1) 생산액 기준 식료자급률은 2020년도의 각 품목 단가가 2008년도와 동일 수준이라고 하여 시산함.
2) 사료자급률은 사료용 곡물, 목초 등을 가소화양분총량(可消化養分總量/TDN)으로 환산해서 산출함.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2010, p.43.

표 1-5. 2020년 작부면적, 농지면적, 경지이용률 목표치

2008년
426
작부면적(만 ha)
463
농지면적(만 ha)
92
경지이용률(%)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2010, p.43.

2020년 작부면적은 495만 ha,
108%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식료자급률 달성을 위해
은

461만 ha,

그리고 경지이용률은

2020년
495
461
108
농지면적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생산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대책을 제시
하였다. 생산 대책은 논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이모작으

·

로 밀 재배를 확대하며 미경작 논 밭에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 콩 등의 재배

·

확대, 기술개발로 단수 품질 향상 등이다. 또 유휴농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용규제를 엄격히 하여 농지를 확보하기로 하였다.11

한편 소비 대책은 인구감소, 고령화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이해를 구하면서 잠재적 수요를 개척하고 소비자와 식품산업 생산자가
국산농산물을 선택하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아침
결식 개선을 통한 쌀 소비 확대, 지방섭취 억제, 콩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콩 사

·

·

용비율 확대, 빵 국수에 국산밀 쌀가루 이용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201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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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료안전성 확보 대책

·

식품소비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식품생산 대량화, 유통망
광역화로 인해 식품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식품안전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품안전은 국가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일본에서

1990년대 후반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 농산물

2000년대 유제품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발
생, 광우병(소해면상뇌증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발생, 수
입 냉동야채의 기준초과 잔류농약 검출, 무등록 농약판매,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 발생, 식품표시 위반 등과 같은 대형식품안전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
하였다. 이로 인해 식품안전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졌으며 정부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2000년대 식품안전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BSE 발생이다.
2001년 9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자 정부는 10월 육
골분의 수입, 육골분을 사용한 사료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10월 18일부터
BSE의 전두(全頭)검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BSE의 발생 예방과 만연 예방을 위
해 2002년 ‘소해면상뇌증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4조 규정에 따
라 2002년 7월 소해면상뇌증대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쇠고기의 생산, 유통 각 단계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 전달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 BSE를 미연을 방지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
보하기 위해 2003년 6월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일명 쇠고기 이력추적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에 근거하여 쇠
고기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추적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생산유통이력추적제는 쌀과 쌀 가공품에도 실시되었다. 2008년의 사고미의
부정전매사건과 산지 위장 표시사건 발생을 계기로 2009년 ‘미곡 거래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 전달에 관한 법률(일명 미곡 이력추적법)’이 제정되
었다. 그리고 동법에 근거하여 미곡 거래기록 작성·보존 및 산지정보 전달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미곡 이력추적제도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동법은
의 다이옥신 함유 논란을 비롯하여

15
쌀과 쌀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 사업자인 생산판매, 수입, 가공, 제조

2010년 10월부터 거래의 기록 작성·보존, 2011년
7월부터는 산지정보 전달이 각각 의무적으로 실시되었다. 수령·발행한 전표,
작성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2
한편 2000년대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허위 표시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또는 제공 사업을 하는 자는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떨어지자 농림수산성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였다.

2000년 새로운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이 적용되어 신선식품의 원
산지표시가 의무화되었고, 2001년에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명 표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도 의무화되었다.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
한 법률(일명 ‘JAS법')’에 근거하여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
시하는 품목이 계속 늘어나 2001년 8품목에서 2011년 가공식품 22식품군과 개
별 4품목(농산물 절임식품, 야채냉동식품, 장어구이, 가다랑이포)이 되었다.13
또한 2002년에는 ‘JAS법'이 개정되어 법 위반업자의 이름을 공표하고 벌칙
도 강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GAP(농업생산공정관리) 도입 작업이 이루
어져 2010년 4월 야채, 쌀, 맥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공정관리(GAP)의 공동기
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3월 경종 전반
으로 확대하여 야채, 쌀, 맥, 과수, 녹차, 사료작물, 기타 작물(식용 콩 등), 기타
작물(비식용 화훼 등), 버섯 등 9종류가 대상이다. GAP을 도입한 산지는 2007년
7월 439개 산지에서 2011년 3월 2,194개 산지로 크게 늘었고 2015년까지
3,000개 산지로 확대할 계획이다(<그림 1-4> 참조).

12 http://www.maff.go.jp/j/syouan/keikaku/kome_toresa/index.html#PageAnchor0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122.
13 위의 책,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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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AP 도입 현황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2012, p. 120.

2003년 5월 식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
었다. 이 법은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본 이념, 국가·지방공공단체 및 식품관련사
업자의 책임과 소비자 역할, 시책 결정에 관련된 기본방침을 정하여 식품의 안
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03년 7월에 식품안전에 관한 최고기관으로 식품
안전위원회가 내각부에 설치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규제나 지도 등의 리스
크 관리를 실시하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

객관적이면서 중립 공정하게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식품안전위원

회의 주요 업무는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대신에게 권고,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식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포함한 관계자와 정보 공유나 의견 교환)
추진, 긴급한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이다. 식품안전위원회는 7명의

·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밑에 첨가물, 농약, 동물용 의약품, 기구 용기포장, 화학
물질 오염물질 등 12개의 전문조사회가 설치되어 있다.14

·

2011년에

가축방역체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 약

29만

2010년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또

14 http://www.fsc.go.jp/iinkai/index.html.

宮崎縣)에서

미야기현(

2010년 11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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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4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닭 약 183만 마리가 살처분되어
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2011년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
정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조기 발견·통보, 신속·정확한 초기대응, 재정지
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둔 가축방역체제로 강화되었다. 또한 가축 소유자가 준수
해야 할 가축위생관리지침과 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이 2011년 개정되었다.15
한편 식생활과 관련된 정책도 추진되었다. 2000년 3월 문부성, 후생성, 농림
수산성이 국민건강 증진, 생활의 질 향상 및 먹을거리의 안정 공급 확보를 도
모하기 위해 총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식생활 지침’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2005년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식생활 지침’을 구체적인 행동 방안으로
하루에 ‘무엇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바람직한 식사 방
법 및 적정 식사량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균형 식사 가이드’를 작성
하였다(<그림 1-5> 참조).16 일본정부는 ‘식생활 지침’과 ‘균형 식사 가이드’를
활용하여 쌀 중심의 ‘일본형 식생활’을 보급하였다.17
2005년 7월에는 ‘식육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식육기본법'은 식교육에 관한
기본이념, 식교육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건강하
고 문화적인 국민생활과 활력 있는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식육추진회의(제31조)가 내각부에 설치되었고 2006년 3월 제1
차 식육추진기본계획(제16조)이 수립되어 2006~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되었고
2011년 3월 제2차 식육추진기본계획18이 결정되어 현재 실시 중이다.

15 http://www.maff.go.jp/j/syouan/douei/eisei/e_koutei/kaisei_kadenhou/index.html.
http://www.maff.go.jp/j/syouan/douei/eisei/e_koutei/kaisei_kadenhou/pdf/point_kadenho.pdf.
http://www.maff.go.jp/j/syouan/douei/eisei/e_koutei/kaisei_kadenhou/pdf/stn_hontai2.pdf.
16 <그림 1-5>의 팽이 그림은 1일분의 식사를 나타낸 것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할
경우 쓰러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17 http://www.maff.go.jp/j/syokuiku/nozomasiisyokuseikatu.html.
http://www.maff.go.jp/j/syokuiku/pdf/genjou_kadai_201202.pdf.
18 http://www8.cao.go.jp/syokuiku/about/plan/pdf/2kihonkeika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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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균형 식사 가이드

자료:

3.

http://www.maff.go.jp/j/balance_guide/kakudaizu.html?mode=preview.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3.1. 농업생산·경영 동향
3.1.1. 생산 동향

－

·

농업 총산출액[=국내 생산액 중간투입액(생산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 비용)]

1984년 11.7조 엔을 최고로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
량 감소,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어 2009년 총산출액은 8.2조 엔이
었다. 1984년 이후 25년 간 농업 총산출액이 3.5조 엔이나 줄었다(30% 감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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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농업 총산출액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172.

품목별로 보면 축산, 야채, 쌀, 과일 모두 산출액이 감소하였고, 특히 쌀은

1.4조 엔이 감소하여 농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서 22%로 줄었고 품목별 순위도 1위에서 3위로 바뀌었다. 2009년 품목별 산출
액은 축산이 전체의 31%인 2.5조 엔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채소가 25%인
2조 엔, 쌀이 22%인 1.8조 엔, 과일이 9%인 7천억 엔 순이다.
이 기간 동안

3.1.2. 경영 동향

－

－

농업 순생산액(=농업 총생산액 고정자산감모 간접세+경상보조금, 일본

전체 농업소득)은 계속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6.1조 엔으로 정점
을 이룬 이후 계속 줄어 2008년에는 1990년의 절반인 3.0조 엔을 기록하였다.
농업경영체19의 농업소득도 감소 경향으로 2004년 126.2만 엔에서 2009년
19

①

②

농산물 생산 또는 위탁 농작업을 실시하는, 경영 경지면적 30 a 이상, 농작물
작부면적 또는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 또는 출하두수 등 일정 수준 이상(노지채
소 15 a, 시설채소 350 , 착유우 1두 등), 농작업 수탁 실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

③

20
104.2만 엔까지 감소했으나 2010년 122.3만 엔으로 전년에 비해 17%나 증가하
였다.

그림 1-7. 농업경영체 농업소득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11.

3.1.3. 농업경영체 동향
농업경영체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16%

줄어

167.9

만 경영체가 되었다. 농업경영체 가운데 가장 크게 줄고 있는 유형은 판매농
가20이다. 1990년 297.1만 호였던 판매농가는 2010년 163.1만 호로 20년간

47.5%나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준주업농가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부업적 농가는

26.2%

59.2%,

56.1%로
그쳤다(그림 1-8).

주업농가가

감소하는 데

이처럼 판매농가가 장기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자급적 농가와

2010년에는 자급적 농가와 농지소유 비농가가
227.1만 호로 판매농가보다 64만 호가 더 많다. 특히 토지소유 비농가는
1990~2010년간 38.6%나 증가했다.
농지소유 비농가는 계속 늘어나

20

경영경지면적 30 ha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 엔 이상인 농가를 말
한다. 판매농가는 주업 농가, 준주업 농가, 부업적 농가 등이 있다.

21
판매농가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에 의한 이

농, 소규모 농가의 집락영농 참가, 대규모 경영체로 농지 권리이전 등이 원인으
로 지적된다.21 판매농가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림 1-9>와 같이 판매농

1960년 전국 평균 0.9 ha에서 2010년에는
2.0 ha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 차이가 매우 심해 홋카이도의 경우 2010년 판매
농가 호당 경영면적이 21.5 ha로 과거 50년간 18 ha나 늘어난 반면에, 도부현
(都府縣)은 2010년 1.4 ha로 같은 기간 0.6 ha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 호당 경영경지면적은 꾸준히 늘어

그림 1-8. 주업·부업별 판매농가수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07.

그림 1-9. 판매농가 1호당 경영경지면적 추이

자료:

2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09.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07.

22
한편, 집락영농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집락영농은 고령화로 핵심 영농인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전국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
년에는

2005년 전국 집락영농은 10,063개였는데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1
14,643개가 조직되었다.

법인농업경영체22는 전체 농업경영체 가운데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꾸준

2010년에는 2.2만 개가 되었다. 2005년에 비해 2천 개, 13% 증가하
였다. 법인농업경영체 중 농업생산법인23도 계속 늘어나 1985년 3,168개에서
2011년 12,052개가 되었다. 집락영농이 법인화하거나 가공·판매 등 경영 다각
화, 고용 노동력 확보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 것이 법인농업경영체 증가의 원
인으로 지적된다.24
히 늘어나

그림 1-10. 업종별 농업생산법인수 추이

자료:

22
23

24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15.

농업경영체 가운데 법인화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1호 1법인 포함).
농지 등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
인을 말한다.
법인형태요건: 농사조합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주식회사 중 한 형태일 것
사업요건: 농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사업일 것
구성원요건: 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농업관계자일 것 등
임원요건: 임원 과반수가 법인 사업에 상시 종사하고, 그 중 과반수가 농작업에 종
사하는 구성원일 것
,
, 2011. p. 217.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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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법인의 농업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71개 법인에서 2007년
256개 법인, 2009년 414개 법인25, 2011년에는 840개 법인이 되었다(그림

1-11). 2009년 이후 농업에 참여하는 일반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09년 ‘농
지법'이 개정되어 농업생산법인 이외 일반 법인의 농업 참여 규제가 대폭 완화
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농업생산법인만이 농지에 대한 권리(소유, 임대차)
를 획득하여 농업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일반 법인
도 농지를 적정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를 해제한다는 조건을 계
약에 첨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임대차를 통해 농지 이용이 가능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해 취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일반 법인의 농업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에 참여한 일반 법인이 지역과의

조화, 채산성 등의 문제로 농업에서 철수할 수 있으므로 일반 법인의 철수 후
해당 농지를 떠맡을 주체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26

그림 1-11. 일반법인에 의한 농업 신규 참여 추이
한

자료:

25
26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2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2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0. p. 142.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p.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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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농업노동력 동향
농업취업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업취업인구가

2000년 389만
만에 129만 명,

2005년 335만 명, 2011년 260만 명으로 줄었다. 11년
33.2%가 줄었다. 농업취업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고령화에
명에서

의한 이농 외
에 소규모 농가의 농업인이 집락영농조직에 참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27
농업취업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농업취업인구가 206만 명으로 전체의 52.9%이었던 것이 계속 늘어 2011
년에 158만 명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하였다. 또한 75세 이상 농업취업인구
가 2000년 16.9%에서 2011년 31.7%에 달하였다. 또 농업취업인구의 평균연령
도 2000년 61.1세에서 2011년 65.9세로 늘어났다.
‘농업구조의 전망'에 의하면 농업취업인구 가운데 전업 농업종사자는 2020
년에 145만 명으로 더욱 크게 줄어들고, 그 가운데 65세 이상은 전체의 65%인
94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28

표 1-6. 농업취업인구와 전업 농업종사자수 추이
농업취업인구
65세 이상(천
(%) 명)
75세 이상(천
(%) 명)
평균 연령(세)
전업 농업종사자
65세 이상(천
(%) 명)
75세 이상(천
(%) 명)
평균 연령(세)

자료:

2000년
3,891
2,058
(52.9)
659
(16.9)
61.1
2,400
1,228
(51.2)
306
(12.7)
62.2

2005년
3,353
1,951
(58.2)
823
(24.6)
63.2
2,241
1,287
(57.4)
462
(20.6)
64.2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17.

27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27.
28 위의 책, p. 227.

2010년
2,606
1,605
(61.6)
809
(31.0)
65.8
2,051
1,253
(61.1)
589
(28.7)
66.1

2011년
2,601
1,578
(60.7)
825
(31.7)
65.9
1,862
1,100
(59.1)
51.7
(27.8)
65.9

25

그림 1-12. 연령별 농업취업인구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27.

농업취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것은 서구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이지만, 일본의 경우 이것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29

3.1.5. 농지 동향
식량자급률 향상에는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1961년 609만 ha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 줄어 2011년에 456만 ha가
되었다. 지난 50년간 경지가 25% 정도 줄어든 것이다. 공장용지, 도로, 택지 등
으로 전용되거나 경작되지 않고 방치(耕作放棄)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경지면적은

그림 1-13. 경지면적 추이

자료:

29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27.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0,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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耕作放棄地) 발생이다.

농지이용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작방기지(

경작방기지란 1년 이상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고 앞으로 수년 사이에 다시 경작할
명확한 의사가 없는 토지를 말하는데,

1985년 13.5만 ha에서 계속 늘어 2010년
39.6만 ha가 되었다.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작방기지는 지난 25년간 약 2배나 늘어난 것이다(그림 1-14).
이전에는 경작방기지가 판매농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판
매농가에서 발생이 감소한 반면 토지소유 비농가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판매농가의 경작방기지 발생이 전체의

유 비농가에서의 발생이 무려

46%에

달하였다.

31%를

차지하고, 토지소

경작방기지는 농업자의 고령화 진행, 농산물 가격 하락, 지역 내 농지 인수자

·

부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발생, 농지이용집적

저해 등과 같은 영농상의 악영향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농촌경관 저
해 등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림 1-14. 경작방기지 면적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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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 실시

2009년

·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을 재생시키고, 식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대책으로 제시한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를 추
진하였다.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는 자민당 정권에서 실시되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 대응하는 대책이다.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일정 규모 이

担い手)을 대상으로 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여 구조개혁을

상의 핵심 영농인(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는 쌀, 맥류, 콩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국내생산력
확보, 식료자급률 향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2.1. 호별소득보상제도에 관한 모델대책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호별소득보상제도에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관한 모델대책’이 실시되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에서 식료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용 쌀이 아니라 수입에

·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작물, 즉 맥류 콩의 생산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
의 밭 이용 상황을 볼 때 밭에서 이들 작물의 재배 확대가 곤란하므로 일본정부
는 논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호별소
득보상제도에 관한 모델대책을 실시하였다.30

①자급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논 농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쌀(米) 호별소득보상 모델사업, ②논을 이용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맥류·콩 등 이른바 ‘전략작물’의 생산을 지원하는 수
호별소득보상제도에 관한 모델대책은

30

農林水産事務次官, ‘戶別所得補償モデル對策實施要綱の制定について', 2010.
農林水産省, モデル對策パンフレット, 2010.
農林水産省, ‘戶別所得補償モデル對策(PR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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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田 利活用) 자급향상사업이 핵심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쌀 호별소득보상 모델사업
전 이활용(

의욕 있는 농업자가 논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쌀
생산비가 판매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분을 직접지불 형태로 소득 보상하
여 논 농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쌀의 생산조정목표에 따라 생산하는
판매농가(집락영농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1-15. 쌀 호별소득보상 모델사업의 구조

a. 표준적인 생산비용:
b. 표준적인 판매가격:
c. a－b:
d. 교부단가:

표 1-7. 교부단가 산출방법
13,703엔/60㎏
11,978엔/60㎏
1,725엔/60㎏
(1,725엔×530㎏/10 a÷60㎏)=15,238엔/10 a≒15,000엔/10 a

직접지불은 ‘정액부분’과 ‘변동부분’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액부
분은

2010년도산 쌀의

판매가격에 관계없이 사업 대상자 모두에게 전국 일률

10 a당 1.5만 엔을 지불한다. 표준 생산비(과거 7년
생산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5년간 평균)인 13,703엔/60㎏에서 표
판매가격(과거 3년간 평균)인 11,978엔/60㎏을 빼서 10 a당 단가로 환산한

적으로 주식용 쌀 재배면적
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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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산 쌀 판매가격(수확기 출하 후부터 2011년 1월까지 모든 브랜드의
평균 상대가격)이 표준적인 판매가격 11,978엔/60㎏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변동부분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지불된다. 직접지불은 주식용 쌀의 재배
면적에서 일률적으로 자가소비분의 재배면적 10 a를 제외한다.

나. 수전 이활용 자급향상사업
수전 이활용 자급향상사업은 자급률 향상 효과가 큰 맥류, 콩, 미분(

米粉)용

쌀, 사료용 쌀을 ‘전략작물’로 분류하여, 이를 논에서 생산할 경우 주식용 쌀을
생산할 때와 같은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직접지불금을

轉作)지원금인 산지확립교부금에 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전작(

체 실시되는 사업으로 종전의 전작작물에 대한 조성금 체계를 간결하게 수정하

·

여 맥류 콩 등에 대해

<표 1-8>과

같은 교부단가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

야채나 과수, 화훼, 지력증진 작물 등은 ‘기타 작물’로 분류하여 지자체인 도

都道府縣)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대상작물과 교부단가를 설정할 수

도부현(

있도록 하였다. 교부단가는

·

10 a당 1만

엔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실수요자 등에게 출하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부대상작물을 생산하는 판
매농가 또는 집락영농이 사업대상이다.

쌀 생산조정 목표에 따라 생산하는 판매농가(집락영농 포함)를 대상으로 하

는 쌀 호별소득보상 모델사업과 달리 수전 이활용 자급향상사업은 쌀의 ‘생산

·

수량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논에서 맥류 콩을 생산하는 판매

·

농가 집락영농을 모두 지불대상으로 한다. 농림수산성은 이를 통해 생산조정

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가도 단계적으로 수급조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단, 재배 후 수확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 농작물의

실수요자와 출하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동이사업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
치, 즉 ‘격변(

激變)완화조치’가 마련되었다. 당시 실시되고 있던 산지확립교부

금이 수전이활용 자급향상사업의 교부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설정되어 있는 지
역의 경우, 제도 변경으로 정부 지원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지역

30
에 대해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예산 확보 등과 같은 별도의 조치(격변
완화조치)를 마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단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 시범 실시된 호별소득보상모델대책의 실적은 교부금
이 지불된 건수 116.3만 건, 지불액 4,958억 엔, 지불면적 131.7만 ha이다. 사업
별로 보면, 수전 이활용 자급향상사업이 57.9만 건, 3,069억 엔, 60.9만 ha이고,
쌀 호별소득보상 모델사업이 100.6만 건, 1,890억 엔, 101.9만 ha이다.31
이 내용으로

표 1-8. 작물별 교부단가

작물

단 가(10a당)
맥류, 콩, 사료작물
35,000엔
미분용·사료용·바이오연료용 쌀, 벼발효조사료(WCS)용 벼
80,000엔
메밀, 유채씨, 가공용 쌀
20,000엔
기타 작물
도도부현 단위로 단가 설정
이모작 조성
15,000엔
주:
자료:

WCS: Whole crop silage.
農林水産事務次官, 戶別所得補償モデル對策實施要綱の制定について , 2010.

3.2.2.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

2011년부터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농업자호별소득
보상제도는 ①쌀 소득보상교부금, ②수전활용 소득보상교부금, ③밭작물 소득보상
교부금으로 구성되는데, 쌀 소득보상교부금과 수전활용 소득보상교부금은 호별소
득보상제도에 관한 모델대책의 쌀 호별소득보상 모델사업, 수전 이활용 자급향상
사업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고 밭작물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상이 추가되었다.32

· ·

·

· ·

밭작물 소득보상교부금은 맥류 콩 사탕무 전분 원료용 감자 메밀 유채씨를

31 http://www.maff.go.jp/j/press/kanbo/kihyo01/110513_1.html.
32 農林水産省, 農業者戶別所得補償制度の槪要, 2011.
農林水産省, 農業者戶別所得補償制度に關する主要Q&A, 2011.
農林水産事務次官, 農業者戶別所得補償制度實施要綱 , 201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170.

31
생산하는 농업자에게 표준 생산비와 판매가격의 차액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
량지불과 면적지불로 직접지불되는 것이다. 지불은 농업자의 단수증가, 품질향
상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수량지불을 기본으로 하고 영농을 계속하기 위해 최
소한 필요 금액을 면적지불(경영계속지불)로 교부하는 구조이다(그림

1-16).

그림 1-16. 밭작물 소득보상교부금의 수량지불과 면적지불 관계

자료:

農林水産省, 『農業者戶別所得補償制度の槪要』, 2011.

표 1-9. 밭작물 소득보상교부금의 수량지불 평균 단가

대상 작물
밀
6조보리
콩
전분 원료용 감자
유채씨

자료:

평균 지불단가
6,360엔/60kg
5,510엔/50kg
11,310엔/60kg
11,600엔/톤
8,470엔/60kg

평균 지불단가
5,330엔/50kg
7,620엔/60kg
6,410엔/톤
15,200엔/45kg

農林水産省, 『農業者戶別所得補償制度の槪要』, 2011.

수량지불은 작물의 생산수량에 따라
작물별 평균단가는 <표
해

대상 작물
2조보리
쌀보리
사탕무
메밀

10 a당 2만

엔을

60kg(또는 1톤)당 단가로 직접지불하며

1-9>와 같다. 그리고 면적지불은 전년도 재배면적에 대
직접지불한다.

· · ·
· ·
채씨를 선정한 것은 다음 조건 때문이다. ①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항상 판매가
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작물, ②식료자급률 유지·향상을 위해 국민 식생
밭작물 소득보상교부금 대상으로 맥류 콩 사탕무 전분 원료용 감자 메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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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상 중요한 작물,

③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의 유효이용과 농업생산력

유지가 중요하므로 다른 작물과 함께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작물이다.

수전활용 소득보상교부금에는 기존의 전략작물지원, 이모작지원 외에 다음

과 같은 지원이 추가된다. 첫째, 경축연대로 사료증산을 추진하기 위해 경종농
가와 축산농가가 사료 이용공급협정을 체결하여 사료용 쌀의 볏짚 이용, 사료
재배 논으로 퇴비 환원, 논 방목을 실시하는 농업자에 대해

10 a당 1.3만 엔을
지불한다. 둘째, 지역 실정에 따라 ①논의 맥류·콩 등 전략작물 생산성 향상,
②지역진흥작물이나 비축미의 생산 지원을 위해 ‘산지자금’이 새로 만들어졌
다. 산지자금은 중앙정부가 도도부현에 배분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
이 지원 내용(대상작물, 단가 등)을 결정한다.
한편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산(加算)조치
를 실시한다. 첫째, 품질가산이다. 맥류·콩과 같은 밭작물은 지역이나 농업자
간 품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량지불의 교부단가를 품질에 따라 증감한다(표
1-10). 둘째, 재생이용가산이다. 경작방기지의 재생이용계획에 따라 밭 경작방
기지에 맥류·콩·메밀·사탕무를 재배하는 경우 평지에서는 10 a당 2만 엔, 조건
불리지역에서는 10 a당 3만 엔을 최장 5년간 지불한다. 셋째, 규모확대가산이
다.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에 의해 농지를 면적(面的)으로 집적하기 위해 이
용권을 설정한 농지에 대해 10 a당 2만 엔을 지불한다. 넷째, 녹비윤작가산이
다. 논에서 윤작작물 재배 사이에 1년 휴경하고 지력을 유지·향상 작물을 재배
하는 경우(休閑綠肥) 10 a당 1만 엔을 지불한다. 다섯째, 집락영농의 법인화 지
원이다. 집락영농을 지속성이 있는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집락영농이 법인화
할 경우 40만 엔을 교부한다. 2011년 이후에 법인화한 집락영농이 대상이다.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1년 실적은 총 지불액 5,366억
엔 중 쌀의 소득보상교부금 1,533억 엔, 수전 활용 소득보상교부금 2,218억 엔,
밭작물 소득보상교부금 1,578억 엔, 가산교부금 36억 엔이다(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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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품질에 의한 교부단가 격차(콩 예)
구분
보통콩
특정 가공용 콩

자료:

1등
12,710엔

2등
11,480엔

農林水産省, 農業者戶別所得補償制度の槪要, 2011, p. 9.

표 1-11. 교부금별 지급액

단위: 엔/60kg

3등
10,800엔
10,120엔

단위: 억 엔

쌀 소득보상교부금 수전활용소득 밭작물소득
가산교부금
구 분 정액부분
변동부분 보상교부금 보상교부금 규모확대가산 재생이용가산 녹비윤작가산
- 2,218 1,578 36
34
1
2
2011년 1,533
- 2010년 1,529 1,539 1,890
전년 대비
4 ▲1,539
328 1,578 36
34
1
2
증감액
주:

2010년은 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의 지불액이다. 밭작물 소득보상교부금은 2011년부
터 실시되었고, 수전 밭작물경영소득안정대책은 2010년에 실시되어 생산조건불리보
정교부금 1,271억 엔이 지불되었다.
자료:
,
23
, 2012. 6. 28(보도자료).

·
農林水産省 平成 年度の農業者戶別所得補償制度の支拂實績について

3.3. 경작방기지 해소 대책
농림수산성은 경작방기지를 줄이기 위해 정비를 내용으로 ‘농업경영기반강

· ·

화촉진법' 개정, 중산간지역직접지불제도나 농지 물 환경보전향상대책 활용,

担い手)에게 농지이용집적, 기반정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핵심 영농인(
이와 함께

2009~2013년 5년간 경작방기지대책협의회(2011년 말 1,122

시정촌

에 설치)를 실시주체로 하여 경작방기지재생이용 긴급대책교부금을 지급하여
경작방기지 재생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였다.33

33

農林水産省, 耕作放棄地再生利用對策の槪要, 2012.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長通知, 耕作放棄地再生利用緊急對策實施要領, 2011.9.1. 개정.
http://www.maff.go.jp/j/budget/2012/pdf/b50.pdf#search=‘耕作放棄地再生利用緊急對
策交付金'.

34
경작방기지재생이용긴급대책교부금제도는 황폐한 경작방기지에 작물생산을
재개하는 농업자, 농업자 조직, 농업참여 법인 등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진농용지구역(
)34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을

農振農用地區域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35

첫째, 경작방기지대책협의회(도도부현협의회 및 지역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을

것, 둘째, 지역협의회가 활동내용, 경작자 확보에 대한 계획(재생이용실시계획)
을 수립할 것, 셋째, 토지소유자를 대신할 경작인이 확보되고 재생작업을 실시

하는 연도로부터 5년 이상 경작이 계속 이루어질 것, 넷째, 토지소유자에게 임
대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지역협의회와 소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재생이

용활동 개시 첫해로부터 5년간 임대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함)을
소유자가 부담(지역협의회가 징수)하고 재생작업 경비에 충당할 것이다.
지원사업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첫째, 경작방기지를 재생 이용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잡초 잡목 제거, 토

·

양개량(비료 유기자재 투입, 녹비작물 재배 등)과 같은 경작방기지 재생작업에

10 a에 5만 엔, 중기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
고, 재생이용 2년차에 토양개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0 a에 2.5만 엔을 지원
한다. 재생농지에 작물을 도입할 때도 10 a에 2.5만 엔을 지원하고 실증 포장(圃
場) 설치, 시험판매에도 정액 지원한다.
둘째, 시설 등 보완정비에 대한 지원이다. 용배수시설, 농업체험시설(시민농
원 등), 농업용 기계·시설 등의 정비에 대해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소규모
기반정비에 대해서는 10 a에 2.5만 엔을 지원한다.
셋째, 재생이용활동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농지이용조정 활동, 교부금
집행사무, 보급계몽활동 등에 대해 정액 지원한다. 예외적으로 전략작물을 재배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생작업 및 농용지 구역 외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정액지원으로

34
35

시민농원, 교육팜 정비는 농용지구역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
の
, 201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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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4. 신규 취농 대책
농업 취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식량 확
보와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신규 취농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신규 취농을 지원하기 위해 취농 준비
에서부터 영농정착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제공, 상담, 기술교육, 농업체험, 정착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청년취농급부금을 지급하는 신규취농자확보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취농급부금사업은 청년 취농을 유도하고 취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농 전 연수기간(2년 이내) 및 경영이 불안정한 취농 직후(5년 이내) 소득 확
보를 위해 지원금을 지불하는데, 준비형과 경영개시형의 2가지 형태가 있다.36
첫째, 준비형은 도도부현이 인정하는 도부현(道府縣) 농업대학교나 선진농
가, 선진농업법인에서 연수를 받는 취농자에게 연간 150만 엔을 최대 2년간 지
불하는 것이다. 급부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취농 예정 시 연령이 원칙적으로 45세 미만일 것

② 독립·자영 취영 또는 고용 취농을 목표로 할 것
③ 도도부현이 인정하는 연수기관·선진농가 등에서 대략 1년 이상(연간 대
략

1,200시간

이상) 연수할 것

④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을 것
⑤ 생활보호, 구직자 지원제도 등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부의 다른 사업과 중
복해서 지급받지 말 것
그러나 연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연수 수료 후 1년 이내에 취농

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간의
에는 보급금을 반환하여야

1.5배(최저 2년)
한다.

이상 취농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둘째, 경영개시형은 신규 취농한 자에게 농업 시작부터 경영이 안정될 때까
지 연간

150만 엔을 최대 5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역시 교부금을 지급받으려면

36 http://www.maff.go.jp/j/new_farmer/n_syunou/roudou.html.

36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독립·자영 취농일 것
② 독립·자영 취농 시 연령이 원칙적으로 45세 미만일 것
③ 독립·자영 취농 5년 후에는 농업으로 생계가 성립, 실현 가능한 경영 개
시계획이어야 할 것

④ 생활보호 등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부의 다른 사업과 중복 지급받지 말 것

그리고 지급대상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어 부부가 함께 취농하는 경우(가족

경영협정, 경영자원 공유 등을 통해 공동경영자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1.5

인분을 지급하고, 복수의 신규 취농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공동경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인원수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경영개시형의 경우에도 교부금을 제외한 본인의 전년 소득 합계가

250만 엔

을 초과할 경우나 경영개시계획 실행에 필요한 작업을 게을리 하는 등 적절한

市町村)이 판단한 경우에는 보급금 지급을 중지한다.

취농이 아니라고 시정촌(

4.

농촌 진흥과 활력 증진

4.1. 농촌사회 현황
전체 인구에서 인구집중지역(DIDs, 도시부)37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0년 54%(5,600만 명)에서 2010년 67%(8,600만 명)로 크게 증가한 반면,
DIDs 이외 지역(비DIDs, 농촌부)의 비율은 1970년 46%(4,900만 명)에서 2010
년 33%(4,200만 명)로 줄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2035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비DIDs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예측되고 있다.38
37

㎢

인구집중지역(DIDs)은 인구밀도가 4천 명/ 이상의 국세조사 기본단위구가 시구정
촌(
)으로 서로 인접하고 이들 지역의 인구가 5천 명 이상인 지구를 말한다.

市區町村

37
비DIDs 인구가

DIDs로

집중되는 가운데 비DIDs 인구의 고령화도 크게 진

2010년 고령화율이 DIDs의 경우 21%인데 반해 비DIDs는 27%에 달하
였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2035년에는 고령화율이 DIDs 33%, 비
DIDs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되어

그림 1-17. DIDs·비DIDs의 인구와 고령화율 추이 및 전망

자료: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68.

이와 같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 속에서 농업집락 기능이 저하되
고 있다. 농촌사회는 농작업이나 농업용수의 이용을 중심으로 농가와 농가가

·

혈연 지연으로 연결되고, 주변의 자연과 공생하는 농업집락을 단위로 발전해

왔다. 이런 농업집락은 농지나 산림 등 지역자원의 유지관리 기능, 수확기의 공
동작업 등 농업생산 면에서의 상호보완 기능과 같은 다양한 집락기능을 가지
고 있다.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그 기능이 크
게 저하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00
년까지는 4,959개 집락이 농업집락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39 또 농업생산활
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농가집단인 실행조합이 있는 집락 비율이 2000년 79.1%
에서 2010년 72.8%로 줄어들었다.40
38
39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2,255개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68.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0, p. 223.

집락,

38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

2000년대 초중반 180~200억 엔에서 2008년 199억 엔, 2009년
213억 엔, 2010년 239억 엔으로 나타났다.41 피해의 80%는 사슴, 멧돼지, 원숭
이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20%는 조류 피해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농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로 인한 경작방기지 증가, 산지
의 황폐화, 야생동물의 증가 등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자의
작물 피해액은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그것은 다시 경작방기지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농작물
피해액 이상의 피해를 농가에 주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시설 정비는 도시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도

로, 상수도와 같은 생활환경시설 정비가 착실히 진전되고는 있으나 의료, 오수

처리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도 도시에
비해 불편하다.

4.2. 지역자원·환경의 보전

·

농업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통해 국토보전,

수자원 함양, 수질정화, 문화계승, 토양침식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양호한 경

관 형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농촌인구

·

감소 및 고령화, 농업집락 기능 저하 등으로 이와 같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
능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40
4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70.
위의 책,

p. 276.

39
4.2.1. 중산간지역직접지불제도
전국의 농업지역은

①도시적 농업지역, ②평지농업지역, ③중간농업지역, ④

산간농업지역 등 4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중산간지역이란 중간농업지역과 산간
농업지역을 합쳐서 지칭하는 용어이다.

지역유형

표 1-12. 농업지역 유형 구분

기준지표
시정촌수
- 가주지(可住地)에서 차지하는 DID면적이 5% 이상, 인구밀
도 500명/㎢ 이상 또는 DID인구 2만 명 이상 시정촌
도시 지역 - 가주지에서
차지하는 택지율이 60% 이상으로 인구밀도 500 720
명 이상의 시정촌, 단, 임야율이 80% 이상은 제외
- 경지율 20% 이상이면서 임야율이 50% 미만의 시정촌
평지
20%이상이면서 임야율이 50% 이상으로 경사 1/20 이상의 758
농업지역 - 경지율
논과 경사 8도 이상의 밭의 합계면적의 비율이 10% 미만의 시정촌
중간농업지역 - 도시적지역, 평지농업지역, 산간농업지역 이외의 시정촌
1,022
산간농업지역 - 임야율 80% 이상이면서 경지율이 10% 미만의 시정촌
735

DID(인구집중지역)란, 인구밀도가 4,000인/㎢ 이상의 국세조사구가 몇 개 인접하고
인구가 5,000명 이상인 지구를 말한다.
자료: 農林水産省, 「中山間地域等への直接支拂いについて」(www.maff.go.jp), 1999. 9.
農林水産省, 『農業白書』, 1999, p. 18(목차).
주:

중산간지역은 농업조생산액, 농가수, 경지면적 등에서 각각 전국의

37%,

42%, 41%를 차지하는 등 일본의 식료공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표 1-13). 그와 더불어 이들 지역이 하천의 상류에 위치하고 경사지
가 많은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국토 보전, 수자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여 전 국민의 생활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
고 있다. 농림수산성 농업총합연구소의 연구(1990년)에 따르면 중산간지역의

·

농업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1-14).

그러나 동시에 중산간지역은 <표

3조 319억

엔에 달한다(표

1-15>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경사농지, 농

40
업인구의 고령화, 낮은 농업생산성 등 생산조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하여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농업생산조건의 불리, 취업기회의 제한 등으로 농가소득이 다른 지역

에 비해 낮으며, 도로, 오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시설의 정비가 뒤떨어지고 있다.

구분
시정촌수(2000)
총면적(1999)
경지면적(1999)
논(1999)
임야면적(2000)
총 세대수(1995)

표 1-13. 일본 농업에서 중산간지역의 역할
단위
개
천 ha
천 ha
천 ha
천 ha
천호

총 농가수(2000)

천호

천호
농가 임가수(1990)
천명
총 인구(1995)
%
고령자비율(1995)
농가인구(2000) 천 명

농업집락수(2000)
농업조생산액(1998)
주:
자료:

( )는

개
억엔

전국
3,230
(100.0)
37,179
(100.0)
4,866
(100.0)
2,660
(100.0)
25,026
(100.0)
44,108
(100.0)
3,120
(100.0)
<7.1>
1,595
(100.0)
125,570
(100.0)
14.5
10,467
(100.0)
<8.3>
135,179
(100.0)
98,680
(100.0)

농업지역유형별의 구성비율이고,

山下一仁(2001). p. 11.

< >는

1,753
(54.3)
25,277
(68.0)
2,013
(41.4)
1,016
(38.2)
20,159
(80.5)
5,479
(12.4)
1,318
(42.2)
<24.1>
1,023
(64.1)
17,465
(13.9)
21.7
4,023
(38.4)
<23.0>
65,675
(48.6)
36,062
(36.5)

중산간지역
중간농업지역 산간농업지역
1,020
733
(31.6)
(22.7)
11,904
13,373
(32.0)
(36.0)
1,500
513
(30.8)
(10.6)
766
250
(28.8)
(9.4)
8,404
11,755
(33.6)
(47.0)
3,990
1,489
(9.0)
(3.4)
915
403
(29.3)
(12.9)
<22.9> <27.1>
683
341
(42.8)
(21.3)
12,860
4,605
(10.2)
(3.7)
20.9
23.8
2,919
1,104
(27,9)
(10.5)
<22.7> <24.0>
42,190
23,485
(32.0)
(17.4)
28,181
8,108
(28.6)
(8.0)

총세대수 및 총인구에 대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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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후계자가 감소하고, 농업집락의 사회단

· ·

위로서의 집락기능(자치기능, 농업생산에 관한 기능, 지역특산품 경관 지역문

화 등과 같은 지역자원의 관리보전 기능, 생활의 상호부조기능)이 저하된다. 셋
째, 경작포기지 발생이 매우 심하다. 넷째, 경작포기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 조
수해, 병충해, 토사붕괴, 수해, 토양오염 등과 같은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공익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표 1-14. 농업의 공익적 기능

평가액 기능량
주요 기능
비고
(억 엔/년) (1년당)
홍수방지(저수량)
11,496
24억㎥ 黑西댐(1.73억㎥) 14개분
수자원함양(저수량)
6,023 110억㎥ 黑西댐 64개분
토양침식방지
1,745 3,200만㎥ 도쿄돔(124㎥) 26개분
(토양침식억제량)
토사붕괴방지
토사 재해발생 건수(750건/년)의
839 1,000건 전국
(토사재해억제건수)
1.3배
대기정화
2.1만톤 화력발전소 배출량(1,576톤) 13개소분
42 SO₂:
(대기오염 가스 흡수량)
NO₂: 2.9만톤 화력발전소 배출량(2,364톤) 12개소분
보건휴양
전 국민(1.2억 명)의 절반이 매년 1회
10,128
5천
6백만
명
(농촌 여행자 수)
정도는 중산간 방문
합계
30,319
자료:

山下一仁. 2001. p. 13.

표 1-15. 농업지역 유형별 생산조건 비교

전국 도시 지역 평지농업지역 중간농업지역 산간농업지역
경사도 1/20 이상의 논면적 비율(1993) 11%
8%
6%
18%
24%
단지당 논 면적(1995)
21.1 a 18.6 a 29.5 a 21.9 a 21.0 a
노동생산성(1시간당)(1993)
773엔 936엔 733엔 570엔
토지생산성(1 ha당)(1993)
1,210천 엔 971천 엔 741천 엔 704천 엔
자본생산성(천 엔당)(1993)
356엔 431엔 326엔 272엔
고령자 인구 비율(1995)
36%
45%
51%
경작방기지율(1995)
4.1%
2.5% 5.1% 5.5%
농업생산기반정비율(1993)(논, 밭) 51, 55 42, 45 63, 64 48, 53 40, 49
자료:

食料·農業·農村基本問題調査會農村部會(第4回), 中山間地域の位置づけと中山間地域
農業の方ありについて, 1997.

42

· ·

이 때문에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에서 ‘중산간지역에서는 적절한 농업생산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불리한 농업 생산조건 개선을 지원하여 다원적 기
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35조2). 이에 근거하
여

2000년부터

중산간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가 실시되었다.

중산간지역직접지불제도란 중산간지역 등과 같이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5년 이상 농업을 계속하는 것을 협정으로 약속한 농업자에 대해 교부
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산간지역직접지불제도는
책 이후

2010년부터

제3기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2000년~2004년 제1기 대

중산간지역직접지불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2

‘特定農山村法',
‘山村振興法', ‘過疎法', ‘半島振興法', ‘離島振興法', ‘沖縄(오끼나와)振興開發
特別措置法', ‘奄美(아마미)群島振興開發特別措置法', ‘小笠原(오가사하라)諸
島振興開發特別措置法' 등 8개의 지역진흥입법의 지정지역 가운데 다음과 같
이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농지가 정책 대상이다. ①급경사 농용지43(논 20분
의 1 이상, 밭·초지·채초방목지 15도 이상)44, ②자연조건에 의해 소구획(小區
劃), 부정형(不定形)으로 된 논(대다수가 30 a 미만으로 평균규모가 20 a 이하
인 농지)45, ③초지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의 초지46, ④시정촌장이 필요하다
첫째, 대상 지역 및 대상 농용지는 종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42
43

44
45

農林水産省, 平成21年度 中山間地域等直接支拂制度の實施狀況(槪要), 2010, p. 11.
경사구분은 종래부터 ‘특정농산촌법'의 지정지역 기준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경
사도에 의한 생산조건의 불리성은 다음과 같다. ① 20분의 1 이상의 논(30 a 구획
이상의 포장(圃場)정비 곤란) ② 100분의 1 이상의 논(30 a 구획 이상의 포장정비는 가
능하지만, 1 ha 이상의 포장정비는 곤란), ③ 15도 이상의 밭(농업기계의 이용이 곤란),
④ 8도 이상의 밭(농업기계작업의 정밀도, 효율이 저하)

논은 담수하는 농지의 특성상 수평거리에 대한 고저차라고 하는 분수표시를 사용하
고, 밭은 경사상태라도 경작이 가능하므로 도수표시를 한다. 20분의 1 이상의 논이
란, 20m마다 1m 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논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조건에 소구획, 부정형한 논이란 급경사 농용지 이외의 논으로 다음과 같은 모
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포장정비 가능 여부의 판단은 도도부현지사가 한다.
단지 내의 모든 논이 부정형이고, 포장정비가 불가능할 것.

①

43

傾斜採草放牧地(논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미만, 밭·초
지·채초방목지 8도 이상 15도 미만), 고령화율·경작방기지율이 높은 농지), ⑤
고 인정하는 농용지(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용지이다.

①집락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나타내
는 활동계획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는 농업생산활동, ②일정한 요건
둘째, 대상행위는 집락협정에 의거하여

에서 농용지보전체제 정비(필수요건)이나 지역 실정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등
을 계속하는 활동(선택적 필수요건)에 실시한다.

셋째, 대상자는 집락협정 또는 개별협정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생산

활동 등을 실시하는 농업자 등(제3섹터, 생산조직 등을 포함)이다.
넷째, 교부단가는

지목

<표 1-16>과

구분

표 1-16. 교부단가

급경사
완경사
급경사
완경사
급경사
초지
완경사
초지화율이 높은 초지
채초방목지 급경사
완경사
논
밭

자료:

같다.

기초단가(10 a당)
16,800엔
6,400엔
9,200엔
2,800엔
8,400엔
2,400엔
1,200엔
800엔
240엔

체제정비단가(10 a당)
21,000엔
8,000엔
11,500엔
3,500엔
10,500엔
3,000엔
1,500엔
1,000엔
300엔

農林水産省, 平成21年度 中山間地域等直接支拂制度の實施狀況(槪要), 2010, p. 11.

2011년 중산간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실시 상황47은, 중산간지역직접지불 시정
촌기본계획을 책정한 시정촌(市町村)이 1,008개이고 교부금을 교부한 시정촌

② 30 a 미만 구획의 합계면적이 단지 내 논의 합계면적에 대해 80% 이상일 것.
③ 단지 내 논 구획의 평균면적이 20 a 이하일 것.
46 이것은 적산(積算)기온이 현저하게 낮아 목초 이외의 밭작물을 경작할 수 없거나,
47

경작하여도 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경작방기의 우려가 큰 지역
의 초지를 말하는 것으로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  23
の
, 2012.

農林水産省 平成 年度 中山間地域等直接支拂制度 實施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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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개이다. 대상 농용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농용지를 가지고 있는 시정촌
1,108개의 9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27,570개 협정(집락협정은
27,094개 협정, 개별협정은 476개 협정)이 체결되었고, 약 67만 8천 ha에 대해
교부금이 교부되었다(그림 1-18).
지목별로는 도부현의 경우 논이 75%로 가장 많고 밭 16.8%, 채초방목지
4.3%, 초지 1.3% 순이며, 홋카이도는 초지가 87.4%로 가장 많고 논 11.0%, 밭
1.6%, 채초방목지 0.0%의 순이다.
이

그림 1-18. 중산간지역직접지불제도의 협정수와 교부면적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73.

4.2.2. 농지·물(水 )보전관리지불교부금

·

농지 농업용수와 같은 자원은 식량의 안정공급 확보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사회공동자본이지만, 농촌사회에서 농업자와 비농업자의 혼

재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농지·물(水)·환경보전향상대책’을

·

실시하였다. 이 대책

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실시하는 농지 농업용수 등과 같은 자
원의 보전 관리, 농촌환경 향상을 위한 공동활동에 대한 지원이다.48 2011년부
터 공동활동으로 함께 실시하던 영농활동(화학비료나 화학농약 사용을 대폭

45
줄인 영농)에 대해 별도로 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불대책49을 실시하게 되어 명

·

칭이 ‘농지 물 보전관리지불교부금’으로 변경되었다.

·

농지 물 보전관리지불교부금은 기존의 공동활동지원교부금과 더불어 향상
활동지원교부금, 농지 물 보전관리지불추진교부금으로 구성된다.50

·

표 1-17. 농지·물 보전관리지불교부금

수로 등의 기초적인 보전관리 활동(수로 풀베기·진흙제거, 농도
공동활동지원 농지,
자갈 보충 등)
교부금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생물다양성 보전, 경관형성 등)
수명연장을 위한 활동(농업용 요배수로 등의 보수 등)
향상활동지원 시설의
고도의 농지·물 보전 활동(수질, 토양,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고도의 활동)
교부금
농지·물·환경보전조직 활동(조직 결성, 지역자원보전플랜 책정 등)
농지·물보전관리 공동활동지원교부금 및 향상활동지원교부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실시
지불추진교부금 를 위해 지역협의회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대해 교부
자료:

農地·水保全管理支拂交付金實施要綱 , 2012. 4. 6 農振第2342號.
農林水産省, 新たな農地·水保全管理支拂交付金, 2012.

표 1-18. 공동활동지원교부금 신규 지구 지원 단가

논
밭
도부현(都府縣)
4,400엔/10 a
2,800엔/10 a
홋카이도
3,400엔/10 a
1,200엔/10 a
자료: 農林水産省, 新たな農地·水保全管理支拂交付金, 2012.

초지
400엔/10 a
200엔/10 a

① 공동활동지원교부금: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시정촌과 협정을 체결한

조직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역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지, 수로 등의 일상 관리활

·

동(수로 풀베기 진흙제거, 농도 자갈 보충 등)과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생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73. 農林水産省, 農地·水·環境の保
全向上のために, 2010.
49 환경보전효과가 큰 영농활동에 대해 10 a당 4,000엔을 직접지불한다(農林水産省 ,
環境保全型新農業直接支拂對策の槪要, 2012.).
50 農林水産省, 新たな農地·水保全管理支拂交付金, 2012.
48

http://www.maff.go.jp/j/nousin/kankyo/nouti_mizu/pdf/gaiyou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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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양성 보전, 경관형성 등)에 대해 지원한다. 신규지구의 기본단가는 도부현

10 a당 논 4,400엔, 밭 2,800엔, 초지 400엔이고, 홋카이도는 논 3,400
엔, 밭 1,200엔, 초지 200엔, 계속지구는 기본단가의 75%를 상한으로 한다.
② 향상활동지원교부금: 수로·농도 등과 같은 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
는 활동과 수질·토양·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고도의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지
원 단가는 <표 1-15>와 같고, 수질·토양·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고도의 활동의
경우 조직당 200만 엔을 상한으로 한다.
③ 농지·물보전관리지불추진교부금: 공동활동지원교부금 및 향상활동지원
교부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지역협의회 또는 도도부현에 교부한다.
공동활동지원교부금은 2012년 1월 19,698개 활동조직, 143.2만 ha에 교부되
었고 향상활동지원교부금은 2012년 1월 5,819개 활동조직, 23.7만 ha에 교부되
었다.51
의 경우

표 1-19. 향상활동지원교부금 지원 단가

시설 수명연장 활동
고도의 농지·물 보전 활동
도부현(都府縣) 홋카이도
도부현(都府縣)
홋카이도
논 4,400엔/10 a 3,400엔/10 a 500/1,000/2,000엔/10 a 500/1,000/1,500엔/10 a
밭 2,000엔/10 a 600엔/10 a 500/1,000/1,500엔/10 a 500/1,000엔/10 a
초지 400엔/10 a 400엔/10 a

자료:

農林水産省, 新たな農地·水保全管理支拂交付金, 2012.

4.3.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농촌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내발적 활동을
추진력으로 이루어지던 농촌의 활성화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

정부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와 농촌의 공생 대류(교류를

5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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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52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농촌 활성화나 농촌 쪽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
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성장으로 도시생활이 물질적으로 크게 풍요로워지고 편

리해졌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삶의 여유는 점점 줄면서 도시민 사이에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농산어촌 지역의 자연, 문화, 사람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
류형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농산어촌지역에 도시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1994년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일
명 농산어촌여가법 )’53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
어업체험민박(이하 농가민박)이 일반 숙박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농가민박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54
첫째, 농산어촌여가법 에 농가민박이 실시하는 농업체험 서비스를 여행
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2003년 3월). 농가민박이 자체 제공하는 운
위해

·

·

송 숙박 서비스에 농업체험을 추가한 판매 광고는 여행업법 에 저촉되지 않
는다.

둘째, 농가민박이 운영하는 방문객 수송차량 운행에 대해 ‘도로운송법'의 허

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2003년 3월). 숙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방문객
수송차량은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도로운송법'상 문제가 없다.

셋째, 농가민박의 경우 여관업법 상의 면적요건을 철폐하였다(2003년 4월).

간이숙소(민박)를 개업할 경우,

52
53
54

33㎡에

미달하는 객실면적이라도 간이숙소의

·

·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대류란 그린 투어리즘 외에 농산어촌에서 정주 반정주도 포
함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서로 오가는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였다(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kyotai/index.html).
‘농산어촌여가법'은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의 정의와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도도부현 기본방침 및 시정촌계획 작성, 농가민박업자 등록 등을 규정한다.
と
,
と
の
, 2008,
pp. 126~128.
, あなたもチャレンジ
, 2010(http://gt-yamagata.com/04gt/100805.pdf#search).

都市 農山漁村共生·對流關係省連絡協議會 『都市 農山漁村 共生·對流關聯施策集』
山形縣 『
！農家民宿』
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gt/yokah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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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주세법 을 개정하여 농가민박 등에 의한 탁주 제조 사업 특례를 적용

하였다(2003년). 탁주 제조량이

6㎘

미만일 경우 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농가민박 등을 포함한 농업자가 자가생산한 쌀을 원료로 탁주를 제조할 경우
최저제조수량(6

㎘)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농가민박에 대해 소방법 의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기준 적용을 완

화하였다(2004년

지 않을 수 있다.

12월). 소방장 또는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유도등을 설치하

여섯째, 농가민박에 대한 건축기준법 적용을 명확하게 하였다(2005년

월). 객실면적이

33㎡

1

미만으로 외부로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기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관 적용이 필요 없다.

일곱째, 농산어촌여가법 을 개정하여 농가민박업의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

하였다(2005년 6월). 등록제도의 대상인 농림어업 체험민박업자의 범위에 대해
농림어업자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여덟째, 농지법 상 농업생산법인의 업무에 농작업 체험시설, 민박경영을

추가하였다(2005년 9월). 농업생산법인이 하는 농업 관련사업의 범위는 농축산

·

물 판매에 한정하였는데 농작업 체험시설 설치 운영, 민박경영을 추가하였다.
아홉째, 식품위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점 영업허가 규정을 농가민박

에 대해 완화하였다(2006년

10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영업용 조리시설을 가정용과 병용 가능하고 영업
용 시설에서 체험조리가 가능하게 하였다.

2002년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와 농
산어촌 공생·대류에 관한 프로젝트팀’55을 구성하고 2003년 국민운동 공익법
인인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추진회의(일명 오라이(all right)! 일본)’을
설립하였다.56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추진회의’는 기업, 시정촌, 각종
한편

55 http://www.soumu.go.jp/kyosei-tairyu/index.html.
56 http://www.ohra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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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의 지원과 지도를
받아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공생·대류 추진
정책’을 결정(표 1-20), 관련 7개 정부기관은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 관계
민간단체 및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총무성 등 7개 성(

성 연락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을 실시하는데
총 105개 사업이 실시되었다.57

2008년은

표 1-20. 공생·대류 추진 방책의 개별 검토 사항

- 도시주민에게 ‘농’과 교류를 위한 지원 충실
· 도시와 농산어촌의 자치체 간 또는 자치체내의 연대 강화
· 농산어촌에서 체험학습 등 추진 · 공생·대류를 추진하는 인재 확보
· 교류거주, 2지역 거주, 정주 촉진
· 도시와 농산어촌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제휴 강화
· 공생·대류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환경 정비 촉진

자료: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對流に關するプロジエクトチーム,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流
の一層の推進について , 2005.

그림 1-19. 도시와 농촌 교류의 다양한 형태

주: 최근 일본 정부는 초중등 학생의 농촌체험이 성인이 된 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2008년부터 문부과학성, 총무성, 농림수산성이 연대하여 초등학생들의 장
기 숙박체험활동인 ‘어린이 농산어촌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58
자료:
,
, 2012, p. 280.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57

都市と農山漁村共生·對流關係省連絡協議會,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對流關聯施策
集, 2008.

58 2001년

농림수산성과 문부과학성이 협력하여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

50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그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일시체재형을 비롯하
여 2지역 거주형, 정주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19).
농림수산성은 모델지역에서 지역정비 지원과 지역리더 육성 지원, 문부과학
성은 민박체험활동 실시 초등학교에 활동과 정보제공 지원, 총무성은 사업실시
지역의 커뮤니티, 시정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그림 1-20).
2012년 7월 현재 어린이 농작업체험을 실시하는 모델 지역은 전국 43개 도
부현(道府縣) 141개 지역이며,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농산어촌교류 프로젝트’ 민박체험의 경제효과는 지역당 평균 600만 엔이다.59
도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에서 휴식하고 여유를 찾으려는 도시민
의 관심이 커지고 정부의 정책이 실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그린 투어리즘 이
용자가 늘고 있다. 그린 투어리즘 관련 시설 숙박자는

2004년 770만

명에서

2007년 813만 명, 2009년 848만 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농가민박을 경영하는
농가도 2005년 1,492개 농가에서 2010년에는 2,006개 농가로 늘었다.60

그림 1-20. 그린 투어리즘 시설의 숙박자수와 농림 민박수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351.

·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の動向に關す

학교의 농업 농촌체험활동을 추진하였다(
る
, 2002, p. 411).

年次報告
59 http://www.maff.go.jp/j/nousin/kouryu/kodomo/pdf/kodomo_all.pdf.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356.
60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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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전후 일본농업의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형태

1.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일본 농업경영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전은 전전, 이후는 전후라

표현함) 후 여성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경험해 왔는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
본다. 먼저 용어에 대해 정리해 두고자 한다. 농촌여성, 농가여성, 여성농업인
이라는 세 가지 용어는 대상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면서도 범위 및 강조하는 점
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농촌여성을 농촌이라는 젠더 공간에서 사는 여성, 농가
여성은 농업을 하나의 중요한 생업으로 하는 가족으로서 사는 여성, 여성농업
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하면 농촌여성은 자가농업
종사에 국한하지 않게 되지만, 본 장은 주로

2000년 이전이 대상이고 그 단계
에서는 법인에서 종업원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적었다. 한편 파트타임으
로 농작업을 하는 여성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전국 통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

2000년 이후이다(본장의 보론 참조).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이란
자가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농촌여성에 대한 연구는 마루오카 히데코(丸岡秀子)의 여러 저작으로 대표
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루어졌고 농가의 여성 노동
과로와 종속적 지위가 지적되었다(熊谷 1995, 9). 제2차 대전 이후에는, 후술하
것은

는 생활개선보급사업에서 정책적으로는 농촌여성 문제와 그 해소가 과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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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랜 기간 연구는 저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여성을 농촌연구의 대상으로 삼
지 않았거나 또는 대상으로서 여성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러나

1990년

대에 갑자기 연구가 활기를 띄었다. 그 계기는 1992년 농림수산성에서 발표된
2001년을 향한 새로운 농산어촌의 여성 61인데, 농림수산성의 문건 자체가 시



대상황의 표출이며 이 움직임은 다른 선진국과도 연동하는 것이다.62

연구대상으로 농촌여성의 재발견은 농업노동력 의의에서 시작된다. 전후 농

熊谷 1995), 마
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농가 여성노동의 평가가 부당하였다는 점(庄
司 1994), 농촌여성의 저임금 구조(吉田 1995) 등이 알려졌다. 한편, 거의 같은
업노동력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

시기에 농촌여성 창업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63 농촌여성 창업 시작의 경

위와 상황은 제4장에서 살펴보지만 그것이 주목받은 배경은 일본 농업, 특히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수도작 농업의 축소였다. 남성의 농촌정치를 지탱한 벼농
사의 경제적 역할이 감소한 결과 상대적으로 여성이 활약하는 공간이 확보되
고 각광받게 되었다.64

1990년대 초반의 상황을 가리켜 필자는 농촌여성에 대해 ‘희생자'와 ‘구세주'
의 표리일체적 평가로 표현했다. 농촌여성은 정치에서 의사결정과 재산소유에
서 ‘희생자'인 동시에 남성에 비해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농촌경제의 ‘구세주'로 기대되는 구도이다.65 전후 농촌여성과

농촌여성의 형태를 특히 젠더의 시점을 의식해 다시 살펴보는 것은 이런 표리

前史)를 찾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것이다.

일체적 상황이 발생하는 전사(

61
62

63
64
65

秋津, 2007a, pp. 1~4.
자주 인용되는 크리스 필로의 논문은 지금까지 농촌연구가 ‘백인·중산층·장년·심신
정상인·이성애(異性愛) 남성'이라는 주류 인간 집단에 관심을 가져온 것을 비판하
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판도 1992년이다.
センター 편, 1994;
, 1996.

地域社會計劃
秋津, 2007b, pp. 116~118.
秋津, 2007b, p. 139.

宮城

(Philo 1992, 193).

이 논문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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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분석에서는 코호트(cohort) 즉,

‘60년대

며느리 세대'에 착안하여 그 세

대가 세월에 따라 경험해 온 사회적 상황을 그려 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대 며느리 세대'란 어떠한 농촌여성들인가?

2. ‘60년대

‘60년

며느리 세대'란?

‘60년대 며느리 세대'란 1960년대에 농가의 젊은 ‘며느리’였던 세대를 말한
다. ‘며느리’란 가족 내의 지위(젠더적 편향 포함)를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일률
적인 나이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우선 1950~1960년대에 전국 여성의 평균초혼
연령은 24세 전후였다.

그림 2-1. 경영형태별 농촌여성창업수 변화

자료:

農林水産省, 農村女性による起業活動實態調査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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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젊은 ‘며느리' 세대의 범위인데, 일단 결혼 후

10년 간이라 하면 1960
년에 34세인 여성부터 1969년에 24세인 여성까지 포함되고, 태어난 연도로 계
산하면 1926년생부터 1945년생까지 포함된다. 농촌의 경우, 평균 초혼 연령 24
세보다 조금 일찍 결혼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것도 고려한다면 ‘60년대 며느
리 세대'란 대략 1930년 전후부터 1940년대에 걸쳐 태어나 농촌에 살고 농업에
종사해온 여성이다. 2012년 현재 대략 60대에서 70대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농촌여성 창업 활동은 이 세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림 2-1>은 1990년대 이후 농촌여성 창업 경영형태별로 본 그래프이다. 농촌여
성 창업수는 1990년대 중반 특히 그룹경영의 형태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당
시 일찍이 이 현상을 연구한 미야기 미치코(宮城道子)는 농촌여성 그룹창업을
한 세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0명 안팎의 50대(부터 60대 초반)를 중
심으로 한 여성들이 생활개선실행그룹이나 농협 부인부(部)에서 만나 동료의
식을 키워 10년 전부터 농산물의 식품가공 등과 같은 ‘자신들의 일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다”66. 1990년대 중반에 50~60대 전반인 세대, 즉 1930~1940년대
에 출생한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60년대 며느리 세대'와 거의 일치한다.
이 인용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여성들이 ‘생활개선그룹'이나
‘농협 부인부'에서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 생활개선그룹은
1957년 시점에서 7천 단체에 머물고 있던 그룹 수가 1960년에는 1만 6천 단체
까지 늘었고, 적어도 그 후 10년간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이 농촌
여성 중 상당수가 ‘며느리’ 입장이다.67
전후 농촌여성 정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1948년부터 40년 간 생활개선보급
사업은 부서명이 ‘생활개선과'에서 1990년 ‘부인·생활과', 2000년 ‘여성·취농
과'와 ‘보급과'로 변경되었고 결국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0년대는 농가에서
여성의 지위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경영협정이 1995년부터 본격 보급되었
고68 1994년부터 농촌여성 그룹창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정책 측면에서는
66
67

宮城, 1996, p. 35.
市田, 1995,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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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생활개선 보급사업이 농촌여성 그룹창업 지원사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글은 ‘60년대 며느리 세대'를 단서로 출발한다.

3.

여성 농업노동력의 변화
전후 농촌여성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 개략을 농업노동력의 추이를 나

타낸 2개의 그래프를 참고하면서 살펴보자. <그림

2-2>는 농업취업인구, 그리
고 <그림 2-3>은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농업취
업자는 자신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인 사람이고, 농업종사자는 자
가농업에 조금이라도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농가 남성이 농외 취업하기 시작하였다. 가족
의 장년 남성이 농업을 그만두고 부모와 아내가 남아서 자가 농업을 담당하는
‘3짱 농업(
)'69이다. 1960년대 남녀의 농업취업인구 격차가 바로

三ちゃん農業

그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2).

단, 남성이 농업에서 완전히 분리

된 것이 아니라 농외취업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 자가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
업종사자 수의 남녀 차이는 훨씬 줄어들었다(그림

2-3).
1970년대는 남성 농업취업인구의 감소가 완만한 반면, 여성 농업취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농외 취업경향이 일단락되고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
는 자와 뚜렷이 구별되었기 때문이며, 1970년대 벼농사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
행되며 그 결과 농업에서 여성을 분리시켰다. 농업 종사자수는 세대(世帶) 이농
과 후계자의 농업 이탈로 남녀 모두 대체로 감소경향이 계속되었다.

68
69

川手, 2006, pp. 31~33.
じいちゃん(할아버지)·ばあちゃん(할머니)·かあちゃん(어머니)가
이루는 농업을 말한다(역자 주).

농작업의 주축을
1963년 국회에서 언급되어 유행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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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남녀별 농업취업인구 변화

주: 농업취업인구란, ‘자영농업에만 종사한 가족세대원' 및 ‘자영농업과 농외취업 쌍방
에 종사하지만, 농업 종사일수가 더 많은 가족세대원'을 말함.
자료: 농림업 센서스 각 연도에서 작성.

그림 2-3. 남녀별 농업종사자수 추이

주: 농업종사자란, ‘만 15세 이상 세대원 가운데 조사일 전 1년간 자영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함.
자료: 농림업 센서스 각 연도에서 작성.

1970년대는 벼농사의 기계화 일관체계가 확립된 시기이다. 1960년대에 거의
보급된 경운기 대신에 승용트랙터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동력 모내기 기계,
콤바인도 1985년에는 보급 대수가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 그와 함께 10a당 노
동시간도 크게 감소하였다.70 그 결과, 벼농사업에서 여성인력의 필요성은 대
70

飯澤, 2011, pp.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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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줄었다.

1960년대는

농외 취업한 남성 대신 여성이 경운기를 조작했지만,

1970년대는 기계도입과 생력화로 여성이 기계작업을 하지 않아도 남성이 휴일
기계작업으로 주요한 벼농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1970년대 타 지역으로 출타
하는 노동자가 감소하여 재택형 겸업이 늘고 남성이 자가농업을 하기 쉬운 환
경이 마련된 것도 있다.71 1970년대 이후는 ‘며느리’도 농외 취업을 하는 사례

‘60년대 며느리 세대'는 농업취업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 되었다.72
<표 2-1>은 여성의 연령별 농업취업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주목할 부
분은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젊은 층의 취농 상황으로 표에 밑줄을 붙인 부분
이다. 1960년대에는 29세 이하의 여성 농업취업자가 90만~120만 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 후에도 감소 경향은 계속되지만 이
시기는 특히 감소폭이 크다.
가 많아져

표 2-1. 연령별 여성 농업취업인구 변화

단위: 천 명

연 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186
4,521
1,242
1965년
907
3,918
1,454
1970년
147
427
737 1,141 1,122
922
437
1975년
83
307
544
849 1,160
901
455
1980년
52
187
462
582 1,086
977
539
1985년
51
185
456
574 1,068
949
515
1990년
38
104
321
367
708
865
442
1990년(판)
39
56
201
289
468
819
501
1995년(판)
50
48
225
339
691
686
2000년(판)
131
37
35
73
143
284
499
717
2005년(판)
32
39
76
196
349
608
2010년(판)

주: (판)은 판매농가만을 집계한 것을 말함. 연도는 1990년에 전체 농가와 판매농가의
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2>에 대해서도 동일함.
자료: 농림업 센서스 에서 작성.

71 1972년 54만 9천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주 노동자는 1980년에는
하여 29만 7천 명이었다(후생노동성 직업안정기관 조사).
72 熊谷, 1995, p. 41.

절반 가까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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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0년대 며느리 세대'를 1975년에 30~39세층으로 보고 그 코호트를 살
펴보면, 1975년 737천 명, 1985년 582천 명, 1995년 468천 명, 2005년 499천
명으로, 1970년대에는 감소가 나타나지만 그 후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 마찬가
지로, 10년 차이가 나는 1985년에 30~35세층의 변화를 보면, 1985년 462천 명,
1995년 289천 명, 2005년 284천 명으로 앞의 계층의 약 절반 규모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그림 2-2>를 다시 보면, 2010년 농업취업인구는 남성
이 여성을 상회하였다. <표 2-1>에서 최근 만혼 경향도 고려하여 30~39세층의 인
구동향을 보면, 1975년 이후 10년마다 대략 반으로 감소하는 속도로 축소되고 있
다. 젊은 여성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구체적
이고 양적으로 보면 농촌여성은 ‘절멸'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남성의 동향과 비교해 보자. <표 2-2>는 1975년 이후 남성의 연령별 농업취
업인구 변화이다. 남성의 경우는 어떤 코호트로 보아도 60~69세 계층에서 농
업취업인구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재택 겸업하고 있던 남성이 퇴직 후 농업 중
심의 취업을 하여 농업취업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퇴직 연령기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는 보다 젊은 계층에서도 코호트로 본 농업취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표

2-2>의

사각형 및 음영 부분).

표 2-2. 연령별 남성 농업취업인구 변화

단위: 천 명

연 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3
243
280
564
544
643
498
1975년
128
192
219
405
587
626
515
1980년
85
119
206
253
563
683
569
1985년
84
119
206
253
560
671
551
1990년
66
73
149
188
370
664
467
1990년(판)
69
50
89
174
227
636
523
1995년(판)
88
62
61
139
184
511
676
2000년(판)
62
60
50
98
195
384
716
2005년(판)
58
48
71
162
330
637
2010년(판)
자료: 농림업 센서스 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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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에서는 그와 같은 증가경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980년 이후

의 ‘며느리’ 세대는 농외취업이 많은데, 퇴직 연령이 지나도 큰 폭의 자가농업
복귀는 보이지 않는다(<표

2-1> 음영 부분). 오히려 젊었을 때 농업에 대한 친
밀감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이탈한다(<표 2-1> 사
각형 부분).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여성의 농업 취업이 적다는 것은 이대로
추이해 보면 ‘절멸'을 예상할만한 것이다. 젊은 여성이 농업에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체제의 준비가 필요하다.

4.

생활시간 조사

‘60년대 며느리 세
쿠마가이 소노코(熊谷苑子

다음에는 전국통계가 아니라 미시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대'의 상황을 검토하자.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은

1995)의 오카야마(岡山)현 농촌을 대상으로 한 2시점 비교의 조사결과와 東北
農業試驗場農業經營部(1972)에 의해 공표된 이와테(岩手)현 농촌 사례이다.

4.1. 오카야마 농촌 생활시간 조사에서

熊谷苑子 1998)의 조사개요는 <표 2-3>과 같다. 30년 시차로

쿠마가이 소노코(

두 시점을 비교한 귀중한 자료이다. 첫 번째 조사가 1957년인데 이 시점에서 ‘며느
리’의 입장인 여성을
먼저 <그림

‘60년대 며느리 세대’로 간주하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2-4>는 연령별로 노동시간 배분의 변화를 가공하여 그래프로 그
린 것이다. 1957년의 ‘며느리’ 세대는 20·30대이다. 직계 가족제이지만 일시적
으로 노동력이 단일세대의 부담이 되는 40대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데, ‘며느
리’ 세대도 농작업과 집안일을 합한 노동시간은 50·60대 ‘시어머니’ 세대에 비
해 많다. 30대가 되어 해당 농가에 익숙해지면서 농작업 시간이 늘어난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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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시어머니’ 세대의 농작업 시간은 나이와 함께 감소하지만 그
만큼 가사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 노동시간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

1987년 그래프에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노동시간에서 농외노동이 차
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경향은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에서 잘 나
타난다. 즉, 농가의 젊은 ‘며느리’들은 자가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은 줄고 외부
로 일하러 가는 것이 늘었다.
오른쪽

표 2-3. 연령별 여성의 농업취업인구 변화

오카야마시 신이케(岡山市 新池)집락
1957년
1987년
총 호수
24호
26호
그중 조사협력호수
8호
14호
그중 항상적 겸업
2호
12호
총수
남: 19명 여: 21명 남: 32명 여: 32명
～ 10세
4(명) 2(명)
4(명) 3(명)
11
～
20세
2
5
7
5
기장협력자의
21 ～ 30세
2
2
2
2
연령
31 ～ 40세
3
5
4
6
41 ～ 50세
4
1
4
3
51 ～ 60세
0
3
3
4
61 ～ 70세
3
2
4
4
71세 ～
1
1
4
5
평균 수전규모
0.7 ha
조사기간
1년간
분기별 1주일씩

자료:

熊谷, 1998, p. 11-16.

그림 2-4. 연령별 노동시간 배분 변화(여성)

자료:

熊谷, 1998,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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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에 20·30대였던 ‘60년대 며느리 세대'는 1987년에는 50·60대이다.
1957년의 50·60대는 1일 노동시간, 특히 농작업 시간 감소가 나타나는데, 1987
년에는 1일 노동 근로시간도 다른 계층보다 더 많고 농작업에서는 60대가 가장
길다. 이런 상황은 30년 전 농작업 시간이 연령 계층별로 그대로 1978년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그림의 점선 원 내). ‘60년대 며느리 세대'는 농업을 지
탱해 온 마지막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5>는 ‘아들의 처' = ‘며느리’와 ‘세대주의 처'= ‘시어머니’의 계절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와 30년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원형 점선으로 표시한 부
분이 ‘60년대 며느리 세대'의 상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
는 것은 1일 농작업 종사시간뿐만 아니라 연간 노동에서도 ‘60년대 며느리 세
대'는 농작업 종사패턴이 30년 전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물론 30년이란
기간 중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림 2-4>에서 본 것처럼 40대
에는 노동을 더 강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래 세대의 농업 이탈로 ‘60
년대 며느리 세대'는 ‘시어머니’ 세대가 되어도 농업노동의 주력으로서 자가농
업을 계속 지탱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여성의 가정 내 지위와 노동 배분

자료:

熊谷, 1998,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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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와테(岩手) 농촌에 있어 생활시간조사


東北農業試驗場農業經營部(1971)의 생활시간 조사는 <표 2-4>와 같이 1

시점만의 조사이고 연중 특정 7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충분치 못하다. 그러나
대 며느리 세대'의 실상은 나타내고 있다고

1960년대 중반에 실시되어 ‘60년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 본 오카야

岡山縣)이 서일본에 위치한 반면, 동북지방의 실태를 확인한다는 의미도

마현(

있다. 한계를 고려하면서 보조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조사 시기는 논 제초, 여름 농한기, 벼 베기, 타작, 동계 농한기, 모내기이다.

이 중 생산노동 시간(타 지역 출타 노동 제외)의 1인당 평균이 가장 긴 것이

12
시간, 가장 짧은 것은 겨울 농한기 3.3시간이다. <그림 2-6>에서
모내기 시기, 논 경작 시기, 타작 시기, 겨울 농한기에 대한 가정 내 지위별 생
활시간 배분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에는 경영주 부모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여
기에서는 생략했다.
타작기로 약

표 2-4. 이와테 농촌생활 시간 조사 개요

肥沢町独光集落
총 호수
-중 조사호수
- 농외취업 있음

농업종사자의 연령 구성
평균 경영경지면적
조사 기간

자료: 

東北農業試驗場農業經營部, 1971.

1966

～ 1967년

14호
13호
12호(항상 겸업 4호, 타 지역 취업 8호)
남 : 계 20
여 : 계 23
21 ～ 30세
5
7
31 ～ 40세
4
4
41 ～ 50세
2
6
51 ～ 60세
5
4
61 ～ 70세
4
2
1.85ha
연간 7시간 각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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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가정 내 지위별 1일 생활시간 배분

주: ‘생산노동'은 농외취업을 포함. 단, 타 지역으로 돈벌로 가는 사람은 제외함. ‘며느
리'의 명칭은 원문 그대로.
자료: 
, 1971, p. 26~27.

東北農業試驗場農業經營部

이와테 농촌사례에도 ‘며느리’의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우선 가사노동을 포

함한 총 노동시간을 보면, 모든 조사 시기에서 ‘며느리’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따라서 그만큼 수면시간은 가장 짧다. 경영주의 아내와 ‘며느리’를 비교하면

(원형 점선 내), 1957년의 오카야마(岡山) 농촌과 마찬가지로 생산노동(여성의
경우 대부분 농업 관련으로 생각된다) 시간은 ‘며느리’가 더 길다. 오카야마 농
촌과 조금 다른 것은 세대주의 아내와 ‘며느리'의 가사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
다는 점이다. 이와테 농촌의 ‘며느리’ 노동환경이 ‘시어머니’와 비교해서 오카
야마 농촌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인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비교하면 농가에서 여성의 노동
부담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조금 길지만 인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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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전에 가사는 농가경제가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자급적 생활이 주체
였기 때문에 가계는 매우 왜소하고 탄력성이 없으며 가사를 담당하는 주부의 역할과

·

부담은 컸다. 그것은 우선 한 집안에 농업생산자로서 고생 고통을 남자와 동일하게 부

家計)에서는 생존을 위해 자가식량 확보를 위한 재배, 저장, 가공 등의

담하고 가계(

노동을 했으며 그 책임은 무겁고 이런 노동에도 장시간을 할애했다.

1945년 이후, 농업생산력의 일반적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 농업노동의 합리화 및
민주화 사상에 따른 여성의 지위 향상, 생활에 대한 사고 변화 등으로 가사작업은 더
이상 주부, 며느리들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사로 변하였다(예를 들어 취사
담당자는 농번기에도 한발 앞서 집으로 돌아와 식사 준비를 한다. 유아검진 등은 농번
기에도 며느리가 데리고 가고, 빨래도 아침식사 후 시간을 내어 하게 되었다. 이런 일
들은 이 마을에서도 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농가소득 증가에 따라 생활이 안정되어

·

자가식량 확보를 위한 고통 노동을 경감시키고 자급을 위한 가사작업을 크게 감소시
켰으며 여성의 가사를 크게 변화시켰다73”.

이 내용이 당시 농가의 ‘며느리’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주
관적으로는 집안 노동규범이 개선되었다고 느끼지만 기존 규범의 연장선상에
서 농가 ‘며느리’의 입장을 책임지고 떠맡아 사는
이 떠오른다.

‘60년대

‘60년대 며느리 세대'의 모습

며느리 세대'의 과중한 노동상황은 다른 보고에서도 지

적되고 있고 사례를 들면 끝이 없을 정도이다.

‘60년대 며느리 세대'의 경험은 한 세대 전과 비교하면 개선된
‘며느리’로서 자가 농업노동의 중심부분을 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상 살펴본
것이지만

는 타 지역으로 돈벌러 나가는 남편을 대신하여 자가농업을 책임지는 입장이
다. 또한 농작업 뿐만 아니라 가사도 담당하여 총 노동시간은 가족 중에서 가
장 길었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 농업기계화의 진전, 남성의 재택 겸업화
등으로 다음의 ‘며느리’ 세대는 점차 농업과 멀어져 간다. 결국 ‘60년대 며느리
세대'는 농업을 전담한 마지막 세대이고 농업노동에 차세대가 보충되지 않기
73



東北農業試驗場農業經營部, 1971,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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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농업노동 종사가 ‘시어머니’ 세대가 되어도 그대로 계속
된다. 그리고 ‘시어머니’ 세대가 되어서도 가사를 포함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가족원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5.

농촌여성 창업의 과제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년대

며느리 세대'가

1980년대에

농촌여성

창업의 담당자가 되었다. 여기서는 농촌여성 창업의 동향에 주목하여
며느리 세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60년대

여성 창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뜻한 바 지향’이라는 비

즈니스 자세가 있다. ‘뜻한 바 지향’은 비즈니스이면서도 ‘이윤추구'를 제일 목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산한 것이나 자기 지방의 농산물을 고집하
는 것',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 ‘여성의 수입을 확보하는 것', ‘여성
의 특성을 살린 일 만들기', ‘생활기술을 다시 평가하는 것', ‘여성끼리의 네트

워크를 만드는 것', ‘도시와 교류를 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
한다.74 또한 농촌여성 창업의 특징으로 평등주의도 들 수 있다. 농촌여성 창업
에서는 ‘의사결정, 인간관계, 소득 중에서도 구성원 평등성이 중시'되는 반면,

도시의 여성 창업은 ‘평등성은 물론, 구성원 적성이나 효율적인 경영 등 경영
자적 합리성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75
이러한 ‘뜻한 바 지향’과 평등주의라는 특징을 이해하는데

‘60년대

며느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그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농업

에 종사한 마지막 ‘며느리’ 세대로서의 공통 경험이 동지적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를 대등하게 인정하는 평등주의 경향을 강화한 것처럼 생각된다. ‘며느리’

74
75

宮城, 1996, pp. 15~17.
宮城, 1996, p. 40.

66
라는 가정 내 약자 입장으로 자가농업에 종사하면서 항상 시어머니의 감시에
노출되어 살아온 그들76이기에 평등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고 할 수 있을까?

‘뜻한 바 지향’은 농촌여성에 한정된 특징은 아니지만, 농촌여성 창업에 있어
‘뜻한 바’에는 농촌여성으로 공유된 경험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1990년대에 크게 늘어난 농촌여성 창업은 ‘60년대 며느리 세대'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그룹정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
특히 젊은 세대와의 협동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회원의 고령화 등으로 활
동중단이나 해산이라는 농촌여성 그룹창업의 계승문제로 나타나고 있다.77

그림 2-7. 평균 연령별 농촌여성 창업수

자료:

農林省經營局人材育成課, 農村女性による起業活動實態調査結果, 2010. (平成22年) 9. 3.

<그림 2-1>에서 2007년부터 그룹창업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개인경영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은 쌍방의 경영형태 나이를 비교한
것인데, 그룹경영에서 평균 연령이 높은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연령 계층에서
보면 60·70대를 평균 연령으로 하는 창업은 그룹경영이 개인경영의 1.5배에서
2배 많지만 50대는 거의 동일하며 40대 이하는 개인경영이 더 많아지고 있다.
76
77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대보다 약간 오래되었지만, 1950년대 농가 ‘며느리’의 가정
내 입장의 실정에 대해서는
(2005, 178-204)을 참조.

諸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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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70년대 이후 겸업화로 새로운 생활개선그
룹 결성이 적어져 그를 모체로 한 여성창업의 설립 기회가 크게 감소한 점, ②
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신규 인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점, ③같은 연령
그룹경영이 감소하는 이유는

대 그룹에서 시작되었으로 새로운 젊은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극적이라
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78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의 요인이다.

③

필자는

③의 요인에 대해 이전부터 농촌에서 조직된 여성 연령집단에서 단

초를 찾아, 비슷한 나이로 속속들이 아는 동등한 집단에서 농촌여성 조직의 특
징을 살펴보았다.79 농촌에는 같은 연령별 여성모임이 있었던 것은 널리 알려
져 있으며 그들이 농촌여성그룹 조직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60년대 며느리 세대'의 경험을 살펴본 것만으로 1990년대의 움직임을 설명하
는 것은 불충분하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에 종사한 마지막 ‘며느리’ 세
대의 공통 경험이 특히 아래 연령층으로부터 떨어진 결속력을 지탱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80.

‘60년대 며느리 세대'가

전후 일본 농촌과 농업의 변동 속에서 태어난 특별

한 세대이므로 그 역할을 다른 세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여성 창업은 농정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의도와도 공감대가 형성되
어 앞으로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형태는 개인경영이 중심이
되고 경영에 대한 합리적 정신도 가미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단계로 진입하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룹창업은 역사적 역할을

78
79
80

‘60년대 며느리 세대'가 주도한 농촌여성 그
끝냈다고 할 수 있다.

秋津, 2011, p. 121.
秋津, 2005.
京丹後市 丹後町에서도 여성의 연령별 모임(講)이 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
이의 첨예한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을 현지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秋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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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여성에 관련된 양면성
농촌여성에 대해 ‘희생자'와 ‘구세주'라는 표리일체적인 평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촌여성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 살펴보자.

‘희생자'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집안에서는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81, 농지나 주택 등과 같은 농가자산에 대해 재산권이 없다는 점, 그
리고 지역사회에서는 가구 대표로 지역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한편, ‘구세주'적 상황이란 에콜로지컬 페미니즘이나 케어의 윤리
로 대표되는 것처럼 ‘여자만’의 발상을 비즈니스에 도입하거나82 가족이나 집

集落)의 범위를 넘어선 경제사회활동에 속박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통해

락(

농촌여성들이 지역경제발전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구세주'는 정체된 농촌경
제를 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희생자' 대 ‘구세주'라는 대비는 주
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양면성이며 외부에서 평가된 양면성이다.

한편, 농가 내부 노동의 양면성도 지적되고 있다. 농업노동에서 남녀 역할은

불평등을 동반한다는 의미로 젠더화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
다.83 하나는 ‘노동의 젠더화'로 어떤 노동이 ‘여성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용'이라고 함으로서 단순노동이나 자기재량이 없는 노동, ‘자질구
레한' 과다노동인 것이 은폐된다. 또 하나는 ‘노동의 젠더화 전략'으로 여성이
어떤 농업노동을 ‘여성용'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재량권
을 갖는 농작업 영역을 규정짓는 것이다. 농업노동 내부에서 젠더화라는 사실

81
82
83

岡山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오카야마(
) 농촌조사에서 1987년 남녀의 노
동시간을 비교해도, 30세를 넘어서면 가사를 포함한 총 노동시간은 역시 여성이 남
성보다 길었다 (
1998, 67).
에코로지컬 페미니즘과 농촌여성의 관계는
(2007, 183-185)을 참조. 케어의 윤
리에 대해서는 Gilligan(1982)가 원전이다.

熊谷

渡邊, 2009,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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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것이다. ‘노동의 젠더화‘ 대 ‘노
동의 젠더화 전략'이라는 표리일체성은 농가여성의 행동과 선택에 주목한 양면성
이며 농가여성의 의식 내부까지 포함한 양면성이다.

이 장에서 검토한 내용은 ‘희생자' 대 ‘구세주'라는 전자의 외부평가의 양면

성과 관련이 있지만 농촌여성 창업을 해 온 여성들의 경험을 조사하여 그 내면
까지 좀 더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60년대 며느리 세대'는 농업
에 종사한 마지막 ‘며느리' 세대로서, 위의 세대로부터는 ‘며느리'로 취급되면
서도 농업에서 멀어진 아래 세대를 ‘며느리'로 다룰 수 없다는 역사를 걸어왔
다. 양 틈바구니에 끼어 꼼짝 못하는 상황은 전후 농업·농촌의 큰 변화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농가 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관심은 가정 밖으
로 향한다. 다행히 농업노동을 양적으로 담당하는 마지막 세대로서 1960년대
부터 키워 온 그룹활동이 있었다. 그룹에서는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잉여 농산
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실험적으로 만드는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의 축적도 있
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이웃들과 함께 가정 밖에서 즐거움을 발산시키는 형

1990년대에 농촌여성 창업이 개화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농촌여성 그룹창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후 농촌사회의 민주화, 기계화로 대
표되는 농업 근대화라는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서 ‘60년대 며느리 세대'에게
쌓여진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이 해소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촌여성 창업을 둘러싼 ‘희생자' 대 ‘구세주'라는 양면성은 이처럼
그것을 맡은 여성들의 역사, 즉 내면적으로 개인사적 경험으로서도 들어맞게 된
다. 와타나베(渡邊)가 말하는 것과 같은 전략이라고 할 정도의 의식화는 없다
해도, ‘희생자'였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희생자' 대 ‘구세주'라는 양면성은 외부의 사회 경제적 평가뿐만 아니
라 담당자의 내면적 체험으로부터도 뒷받침되는 것이다.
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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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1930년 전후부터 1940년대에 출생하고 농가의 ‘며느리’로 1960년대를 보내
고, 1990년대에 그룹으로 농촌여성 창업을 확대시킨 여성들을 본 보고에서는
‘60년대 며느리 세대'라고 부르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전후의 농가경영, 농촌사
회에서 그들이 차지한 사회적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후 역사에서 ‘60년대
며느리 세대'의 특수한 위치와 그 원인인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이 1990
년대 농촌여성 창업을 추진하는 심정적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30년 정도 농촌 조사에서 농촌여성 중 ‘손해를 본’ 세대가 있다는 것은 그들
의 이야기에서 느껴졌다. 본 논문은 그 감각을 ‘60년대 며느리 세대'라는 틀로
명시하고, 나중에 나타난 농촌여성 창업의 발흥과 연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많은 농촌여성이 당연하게 느끼는 점을 자료를 이용하여 분명하게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가라는 소경영의 노동환경에서 여성이 쌓아온 심정을
당시의 사회조건을 이용하여 단번에 소경영을 넘어선 사회적 활동으로 결실해
가는 모습에서 바로 역사의 역동성을 느끼는 것이다.

사람은 억압된 기분을 가진 채로 살 수 없다. 농촌여성은 객관적으로는 농촌

·

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젠더체제 속에서 살아 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 상황을 잘 반전시켜 역습하거나 그것을 발판으로 도약하

·

고 또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의식적 무의

식적인 ‘전략’의 결과가 농촌여성에 관련된 양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즉, 비대칭인 젠더체제와 농촌여성에 관련된 양면성은 일체하고, 양면성의 다

양한 표현 형태를 조사하여 농촌 특유의 젠더환경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특히 비슷한 가족구조를 가진 동아시아 국가
에서는 농가가족과 여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양면성에 주목하는 것이
향후 유효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84

84 2012년 6월,

중국 화중(

華中)사범대학 부속 중국농촌문제연구센터에서 본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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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론: 여성과 농업 파트노동

5년마다

國勢)조사에서 농업취업자 중 임시고용 또는 파트,

실시되는 국세(

아르바이트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통계화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2000

2010년(파트·아르바이트)의 농업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남
녀별로 나타낸 것이 <표 2-5>이다. 2000~2010년에 이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는
데, 10년간 변화로는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임시고용'보다 ‘파트·아르바
이트'의 해당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된다.
년(임시고용),

표 2-5. 농업취업자 중 임시고용, 파트·아르바이트 비율
남성
여성

2000년(임시고용)
1.9%
4.2%

자료: 국세조사 각 연도에서 작성.

2010년(파트·아르바이트)
5.0%
11.8%

·

이 표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임시고용', ‘파트 아르바이트' 모두 여성

2010년에는 농업취업자의 12%가 ‘파트·아르
바이트'로 무시할 수 없는 취농 형태로 되었다. 또한 앞에서 이용한 농림업센
서스에서 ‘농업취업인구'는 자영농 종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국세조사의
‘농업취업자'는 자영농업에 국한되지 않는 농업종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
림업센서스의 ‘농업취업인구' 추이를 보고, 농촌여성이 ‘절멸' 위기에 있다고
말했지만, ‘파트·아르바이트'라는 취업 형태도 포함시키면 그 걱정이 줄어든다
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트·아르바이트'의 노동 형태로의 존속성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요를 발표했는데, 중국농촌여성에 대한 연구자로부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중국 농촌에서도 일본의 ‘60년대 며느리 세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가 있
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것은 ‘80년대 며느리 세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세대로 향후
비교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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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면, 이 형태로 농촌여성이 존속해도 여성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
을 것이다.

‘임시고용', ‘파트·아르바이트'에 관한 남녀 간의 차이는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보다 뚜렷해진다. <그림 2-8>는 2000년과 2010년 각각 ‘임시고용', ‘파트·
아르바이트' 형태의 농업종사자를 남녀별·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다. 남성의 경
우는 35세까지의 젊은 층과 60세 이상 퇴직자 층의 2개의 피크가 있다. 2000년
과 2010년을 비교하면, 젊은 층의 피크가 20대 초반~ 35세 정도까지 넓게 분포
하고 최근 일본 젊은층의 비정규 노동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의 경우 30대 후반~50대의 중장년층에서 ‘임시고용', ‘파트·아르바이트'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여성은 반대로 35세쯤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0세
전후에 정점에 달한다. 남성과 여성은 주력이 되는 연령층이 전혀 다르다.

그림 2-8. 농업부문 임시고용, 파트·아르바이트 남녀별 연령계층별 현황

출처: 국세조사 각 연도에서 작성.

·

그러나 이런 대조적인 경향은 농업의 ‘임시고용', ‘파트 아르바이트’에 국한

<그림 2-9>는 2010년의 ‘파트·아르바이트'의 형태를 취하는
전체 취업자수를 남녀별·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본 농업에서 남녀 차
이와 거의 같은 경향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전 직종과 농업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 직종에서 여성의 파트·아르바이트의 양적인 피크는 40대에서 50대인
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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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농업의 경우에는

60세 전후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60세 전후층은 ‘60년
대 며느리 세대'보다 20세 정도 젊은 세대이지만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의 여성
일수록 농업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고령이 되어도
다음 세대의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파트·아르바이트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오랜 취업에서 어느 정도의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경
우 고령이 되어도 계속 취업할 수 있다.

그림 2-9. 남녀별 연령계층별 파트·아르바이트 노동자

주: 2010년 전 직종에 대한 조사결과임.
자료: 국세조사에서 작성.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이라면 자영농에 종사하는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

·

다. 그러나 농업경영규모의 확대에 따라 여기에서 검토한 파트 아르바이트의
형태나 제3장에서 소개되는 농업법인에서 경영자나 정규 종업원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점차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가 이외로부터 농업에 참
여하는 여성들은 자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농업법인 등에 취업하는
형태로 농업을 시작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형태를 상정하고 동향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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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농촌여성의 노동 경영과 사회참여 변화

1.

들어가기
본 장에서는 전후 일본 농업노동에서 여성의 역할, 경영참여 상황, 농업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농
림수산성과 농림수산성의 연구기관 조사보고서와 데이터를 사용한다.

일본 농림성의 조사는 농촌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연동하고 농촌여성 정책
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농촌여성정책의 개요와 농촌여성에 관한 조사
개요를 정리하고자 한다.

전후 일본 농촌여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1948년 농업개량조장법에 생활개
선보급사업(이후 생활개선사업)은 GHQ85 점령 하에서 미국 영향으로 ‘생활기

술' 보급, ‘생활경영 합리화'를 통해 ‘농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농촌 민주화'
를 목적으로 하였다86. 1950~1970년대, 각 도도부현(
)의 농촌생활개선
사업을 담당한 생활개량보급원이 조사하였다.

都道府縣

課)는 1975년 ‘종전의 개별
농가의 생활에 관계되는 가정학(家政學)적 영역을 넘어 타 분야(인문·사회과
1975년

국제여성의 해 이후 농림성 생활개선과(

학, 자연과학)와 학제적 연구 실시'를 위해 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를 설치하고

85
86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도쿄에 설치된 연합군 총사령부(General

市田, 1995a.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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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여성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선도했다.

1977년 이후 농업인대학의 농
민교육시설에 여성도 참가하고 ‘농촌여성의 집'이 각지에 건설되었다. 그러므
로 ‘농촌여성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보급사업의 틀을 넘어서게 되었다'87.
그 후 다시 농정이 농촌여성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92년 농림성 자문기관인 ‘농
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간담회'가 ‘2001년 새로운 농산어촌 여성'이라는 문
건을 발표하면서이며 농촌여성 연구가 본격화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88.
농림성의 생활개선과는 1990년 여성·생활개선과로 명칭을 바꾸고 2000년에
취농·여성과와 보급과로 분리되었다. 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는 2004년에 해산
되었다. 2001년 국가의 시험·연구기관의 통폐합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
농촌공학연구소와 2006년에 개편된 독립행정법인 농업공학연구소가 농촌의
남녀공동참여와 여성창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발표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 조사 연구는 정부 관련 연구소보다 연구자가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농촌여성 실태 조사와 관심의 변화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 검색에서 ‘농업여성'을 검색하면89

1950년대까지는

0건, 1960년대에는 1건뿐인데 1990년대에 급증하였고 2000년대에는 크게 늘
었다. 여성과 농업에 대한 저작물은 1980년대까지 거의 발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여성'으로 검색하면 1950년대까지 13건, 그리고 1960년
대에 감소하지만 1980년대까지 어느 정도 간행되었다. 이 두 가지 검색결과에
는 중복된 것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두 검색
87
88
89

市田(岩田) 1995b, p. 130; 2003, p. 10.
秋津, 2007 p. 3.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국회도서관 장서, 공공도서관 장서, 국립국회도서관 잡지기사
색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및 기타이고 자료종류는 책, 기사 논문, 참조
정보, 디지털자료, 기타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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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990년대에

발행 건수가 급증하였다(그림

3-1).

·
구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농촌여성연구 최고 전문가인 마루오카 히데코(丸岡秀
子)의 저작 『日本農村婦人問題: 新しき出發』과 협동조합 농민문고 제1권으로
발행된 満川元親의 『働く農村女性の解放』이었다. 단, 마루오카 히데코(丸岡秀
子)의 저작물은 1937년에 발행된 것의 재판이었다.

전후 가장 먼저 발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농촌여성에 관한 조사 연

1950년대의 간행물은 ‘농촌부인'90의 노동과 삶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
었다. 당시 ‘농촌부인'에 대한 관심이 노동의 무게와 시간 길이(과로), 생활의
참담함, ‘해방'되어야 할 낮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고도경제 성장기
에는 저작물 건수가 감소하고 1990년대는 전혀 다른 경향의 조사·연구가 발표
되었다(표 3-2). 1950년대에 볼 수 없었던 ‘내일을 창조한다', ‘재미', ‘빛나는
눈' 등 긍정적인 단어가 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지방농정국의 간행물이
많다는 것, ‘작문집'이라는 형태로 농촌여성들이 집필한 것이 발행된 것도

그림 3-1. 농업·여성과 농촌·여성에 관한 출판물 건수

자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검색 결과에서 작성.

90 <표 3-1~3-3>의 저작물 제목에서 나타난 농촌여성 호칭의 차이도 흥미롭다. 1950년
대 중반은 ‘농촌부인’만 사용되었지만 1990년대는 ‘농가부인’, ‘농가여성’, ‘농촌여
성’의 호칭도 사용되었다. 같은 1990년대에도 ‘농촌·여성’에 관한 저작물에 ‘부인’,
‘주부’가 사용된 반면, ‘농업·여성’에 관한 저작물에는 ‘여성’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
다. <표 3-4~3-5>의 2000년대는 ‘여성농업자’, ‘농촌여성’으로 거의 통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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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와는

달랐다.

1990년대에는 ‘마을

–

진흥', ‘도시 농촌교류'의 주역으

로 농촌여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농업·여성'에 관한 1990년대 저작물은 발행 연도가 1990년대 중반부터 증
가하고 있다. 주요 관심은 농업경영에 대한 여성 참여이다. 농업노동뿐 아니라
경영도 담당하는 존재로서 여성에 대한 주목은 농촌지역 담당자로서 여성에
대한 관심보다 약간 늦게 나타나

1990년대

중반부터 커지고 있다(표

3-3).

‘2000년대는 농촌·여성'에 관해 농촌여성의 지위나 남녀 공동참여를 테마로
한 것이 많이 보인다(표 3-4). ‘농업·여성'에 관해서는 배우자 문제나 농촌여성
의 육아환경에 대한 저작이 4건을 차지하며 농촌의 저출산이 문제시 되었다(표
3-5). 여성의 I턴91이나 쾌적한 정주, 자산형성 등 1990년대까지와는 다른 테마
가 나타나고 농업생산의 담당자로서, 그리고 후계자를 출산하는 성(性)으로 농
업·농촌에 정주하는 여성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농촌·여성’에 관한 1945∼1959년 저작물

1
2
3
4
5
6
7
8

제목
편집자
발행연도
日本農村婦人問題 : 新しき出發
丸岡秀子
1948
働く農村婦人の解放
滿川元親
1948
中央婦人問題會議農村委員會(婦人關係資料シリーズ: no.4) 勞働省婦人少年局
1950
農村婦人及年少者勞働に關する調査: 勞働時間を中心 農林省農業改良局硏究部 1951
に(經濟硏究資料 ; 第66号)
農村婦人問題文獻目錄(農業總合硏究所文獻叢書; 第3号) 井出ふさえ, 永原和子 編著 1952
女の一生
丸岡秀子
1953
農村の婦人 : 南信濃の(岩波寫眞文庫 ; 121) 岩波書店編輯部, 波映畵製作所 1954
村の婦人生活
熊谷元一
1954

자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검색 결과에서 작성.

91

출생지와 다른 지역, 특히 도심부에서 농산어촌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U턴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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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농촌·여성’에 관한 1990년대 저작물 발행순 10건

제목
편집자
발행연도
1 あいちの農山漁村婦人 : 生命をつくる明日をつくる 愛知縣 農業水産部 農業技術課 1990
2 今, フレッシュメイト樂しい : 女たちの村おこし あかねグルーブ著
1990
3 近畿における農家婦人の意向
近畿農政局統計情報部 1990
: 農村婦人, 都市婦人の
4 生活に潤いと豊かさを
交流の輪(和)を廣げて築こう(補給資料no.624) 愛知縣 農業水産部 農業技術課 1990
5 農家婦人の生活活動と生活の實態を現地に見る 日本農業硏究所
1990
6 婦人と農業·農村
農林水産省 關東農政局 1990
7 若妻たちの輝く‘目’ : 若妻の作文集
愛知縣 農業水産部 農業技術課 1990
8 關東における農村婦人が取り組む地域社會諸活動の優良事例 關東農政局統計情報部 1990
9 農家主婦の溫かい‘目’: 農山漁村婦人の作文集(資料no.635) 愛知縣 農業水産部 農業技術課 1991
10 普及活動を通じて農村と都市の交流を考える: 婦人交流事例から 關東農政局生産流通部 1991

표 3-3. ‘농업·여성’에 관한 1990년대 저작물 발행순 10건

1
2
3
4
5
6
7
8
9
10

제목

편집자
발행연도
婦人と農業·農村
農林水産省 關東農政局 1990
生き生きと活躍いている農家婦人等の優良事例：地域別 關東農政局
1991
優良農業經營成長要因分析調査報告書
雜句場亂(小松光一先生と語ろう)
橫浜市農業經營硏究會連絡會 1991
農家女性の農家經營管理能力の向上をめざして：女性·高齡者 愛知縣 農林水産部普及指導課 1994
能力活用促進モデル事業中核農家女性の營農·生活設計事例集
農村の女性起業家たち
地域社會計劃センター 1994
農業經營における女性の位置づけに關する調査資料編第1分冊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1994
農業經營における女性の位置づけに關する調査資料編第2分冊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1994
素敵なカントリー·ライフ
吉永みち子編
1994
女性農業者と後繼者問題
宇佐美繁
1995
はつがつ女性の戰力化
小畑雪江
1995

자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검색 결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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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농촌·여성’에 관한 2000년대 저작물 발행순 10건
1
2
3
4
5
6
7
8
9
10

제 목

酪農經營·果樹作經營おける女性の資産形成
農山漁村女性の能力開發を目指して：農山漁村
女性能力開發推進事業實績報告書
女性農業者の地位向上に關する實態調査
風と光と夢：寫眞集やまがた農おんな 第1集
‘女性と若者の活用'が今の農村を變える
農業·農村地域男女共同參劃推進のための普及活
動の手引き
日本農村の女性たち：抑壓と差別の歷史
戰後日本の女性農業者の地位：男女平等の生活
文化の創造へ
とちぎの農業·農村男女共同參劃ビジョン：オアートナー
シップで築く豊かで活力ある農業·農村の實現をめざして
農村女性の世代間關係と老後意識の變容

자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검색 결과에서 작성.

편집자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愛知縣 農林水産部普及指導課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山形縣トータルライフ硏究會
水落重喜
農林水産省農林水産硏究所
光岡造二
天野寬子
栃木縣農務部經營技術課
佐藤宏子

표 3-5. ‘농업·여성’에 관한 2000년대 저작물 발행순

발행연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1
2001
2001
2001
2001

제목
편집자
발행연도
農村女性による起業と法人化
岡部守
2000
女性農業者の仕事と子育てに關する實態調査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2000
統計にみる農村地域の人口特性-少子化の視點から
-：農村における女性の快適な定住條件の解明とその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2000
條件整備に關する硏究中間報告
茨城縣女性農業士一期生の會 2000
4 ZUMWOHL 10周年記念誌
10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
世界の食料確保と農村女性：現狀と展望(資料;
第の
5 394号, 世界の食料·農林水産業データファイル; no.8) 國際食料農業協會
2001
6 農林水産業·農山漁村における少子化對策推進ビジョンについて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2001
7 配偶者問題に關する實態調査報告書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2001
Iターン女性とともに創る魅力的な田舍ぐらし：
8 中山間若者定住對策シンポジウム報告書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2001
稻作複合經營·畑作經營における女性の資産形
9 成：農家世帶における家計の主宰と家産の形成·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2001
處分に關する動態解明事業平成12年度報告書
10 現地報告家族經營協定がパートナーアイップの確立及影響 橧木亮子, 大地實子, 田上由美子 2001
1
2
3

자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검색 결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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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는 농업노동에 장시간 종사하는 여성의 ‘해방'과 노동의
경감에 주요 관심이 있었지만 1990년대는 ‘해방'된 결과로서 지역진흥의 담당
자인 여성에 대한 관심이고 1990대 후반부터는 지역활동뿐 아니라 자가 농업
경영 참여에도 관심이 커졌다. 농업 담당자로서 고령자 및 후계자의 청년층에
대한 주목과 함께 장년 남성이 항시 농외취업을 하게 된 결과, 지금까지 정책
과 연구의 시야에서 벗어났던 여성도 주목받게 되었다. 2000년대는 여성의 자
산형성, 사회적 지위, 육아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 조사·연구가 나타났다.
1950년대 ‘희생자'로서 농가여성 실태조사를 제1단계라 하면, 1990년대 ‘구
세주' 측면에 대한 발견과 기대라고 하는 제2단계를 거쳐 현재는 농업·농촌의
존속을 위해 여성을 ‘구세주'로 평가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장벽
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제3단계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
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자가농업의 노동과 경영측면에서 농촌여성 역할과 지
역사회에서 농촌여성 역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3.

농업 생산노동과 여성

단일경영 농가에서 가족과 여성이 농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의 추이를 경영
작목별로 살펴보면, 총 노동투입 시간은 벼농사는

1981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1989년에는 1천 시간 미만이지만, 그 외 노지채소·시설채소·낙농·양돈은 각 연
도마다 차이가 크고 일률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3-6). 또 총 노동투입 시간의
절대량은 1989년 시설채소 6,189시간과 낙농 6,177시간이 가장 많아 벼농사의
462시간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92 여성의 점유율은 총 근무시간의 절반을 차지
하지만 낙농과 양돈 점유율이 다소 낮고 벼농사와 노지채소가 약간 높다. 1989
년은 노지채소에서 여성 점유율이 가장 높아 50%를 넘었다.
92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199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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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단일경영농가의 작목별 연간노동 투입시간
벼농사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1,137 3,503 5,869 2,696¹
574 (46.9)
1,644 (45.8)
2,689 (46.1)
1,243
(50.5)
1,072 3,761 5,597 2,990
541 1,880 2,565 1,425
(50.5) (50.0) (45.8) (47.7)
1,033 3,970 5,679 2,986
508 (48.1)
1,910 (44.6)
2,535 (45.6)
1,362
(49.2)
996 4,160 5,497 2,726
489 2,050 2,655 1,373
(49.0) (49.3) (48.3) (50.4)
934 3,616 6,189 2,694
462 1,818 2,846 1,283
(49.5) (50.3) (46.0) (47.6)

가족전체
1981 여성
가족전체
1983 여성
가족전체
1985 여성
가족전체
1987 여성
가족전체
1989 여성

주: 1은 해당 항목이 없어 ‘그 외 과수’로 대체함.
자료:
, 1992, p. 5.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단위: 시간(%)

낙농
5,613
2,455
(43.7)
5,723
1,866
(43.4)
5,750
2,390
(41.6)
5,913
2,180
(41.8)
6,117
2,579
(42.2)

양돈
5,276
2,648
(40.7)
4,234
2,485
(43.6)
4,649
1,996
(42.9)
5,086
2,472
(42.9)
4,611
2,007
(43.5)

『農家の形態別にみた農家經濟』.

3.1. 벼농사 농가

1965~1980년 농가의 노동을 남녀별로
모두 1965년 약 70시간에서 1980년 약

벼농사의 기계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살펴보면,

10a당

총 노동시간은 남녀

25시간으로 크게 줄었다(표 3-7).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이 차지하
는 비율은 1970년에 약간 상승 후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앞 장에서 본 것처럼,
1960년대가 여성과 고령자 농업의 전성기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노동 내용을 살펴보면, 모내기와 제초노동에서 여성 비율이 모든 연도에서
높고, 그 다음은 직파, 기비, 벼 베기·탈곡이다. 또 논갈기와 벼 베기·탈곡, 벼
건조·매갈이는 여성 비율이 감소하지만 다른 작업에서는 1970년, 1975년에 여
성비율이 다소 상승하고 1980년은 1960년과 같은 수준 정도로 대폭 감소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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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제, 추비, 못자리 준비는

1960년보다 1980년의

여성 비율이 다소 높다.

표 3-7. 벼농사의 10 a당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종자선택·처리
못자리 준비
논갈기
기비(基肥)
직파
모심기
추비
제초
관배수관리
방제
벼베기·탈곡
건조·매갈이
주:
자료: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71.33
69.82
0.37
0.19
4.41
3.39
10.26
4.12
2.86
2.69
0.1
0.08
8.66
15.72
0.78
0.31
7.68
9.76
7.53
4.44
2.34
1.01
22.91
25.03
3.43
3.08

남녀별 노동시간
여성노동비율(%)
1970 1975 1980 1965 1970 1975 1980
59.1 44.9 28.6 49.5 49.8 44.9 40.0
58.7 36.6 25.8
0.4 0.3 0.4 33.9 42.9 40.0 33.3
0.3 0.2 0.2
4 3.6 3.6 43.5 45.9 45.5 44.6
3.4
3 2.9
8.2 6.7 6.1 28.7 28.1 27.2 23.7
3.2 2.5
2
2.7 1.9 1.6 48.5 48.1 45.7 40.7
2.5 1.6 1.1
0.1 0.2 0.1 44.4 50.0 33.3 0.1 0.1
0
7.8 5.1 4.2 64.5 66.4 58.2 50.0
15.4 7.1 4.2
1 0.9
1
0.4 0.4 0.4 28.4 28.6 30.7 28.6
5.7 3.8 3.9 56.0 56.2 54.8 49.2
7.3 4.6 2.9
6.7 6.4 6.4 37.1 38.0 35.4 32.6
4.1 3.5 3.1
1.9 1.7 1.5 30.0 36.7 37.0 34.8
1.1
1 0.8
17.3 11.4 8.2 52.2 51.3 47.7 44.2
18.2 10.4 6.5
3.3 2.9 2.5 47.3 46.8 43.1 40.5
2.9 2.2 1.7

千葉, 2000, p. 101.
農林省,『米生産費調査』, 1965, 1970, 1975, 農林水産省,『米生産費調査』,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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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채소재배 농가

1989년

주요 채소

10 a당

작업별 노동시간과 여성 노동비율은 모든 채소에

서 반출과 출하에서 여성 비율이 낮고 밭경운, 추비, 방제도 비율이 비교적 낮
은 경우가 많다(표

3-8).

·

·

한편 재배관리, 육묘, 수확 조정, 선별 포장에서 여성

노동 비율이 높다. 선별 포장

10종류, 수확 조정 9종류, 재배관리 7종류, 육묘
6종류에서 남성노동비율보다 높다.93 특정작업에서 여성의 노동비율이 높은 것
은, ‘노동의 젠더화' 또는 ‘노동의 젠더화 전략'94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작목별로 보면 여성 노동 비율이 높은 것은 봄수확 토마토, 겨울수확 토마토,
겨울수확 오이, 봄수확 양상추, 여름·가을수확 가지이다. 여성노동비율이 가장
적은 것은 봄수확 오이이고 여성 노동비율이 50%를 넘는 작업은 없다.

표 3-8. 채소재배 10 a당 총 노동시간과 여성 분담 비율
육묘
밭경운
기비
정식
사이갈이
추비
재배관리
방제
수확·조정
선별·포장
반출·출하

가을수확(하우스)
노동시간 여성비율
58.3 45.6
24.9 27.3
15.2 35.5
25.2 44.8
8.3 41.0
7.3 28.8
224.3 51.9
29.7 20.9
262.1 38.8
114.1 54.3
22.6 3.1

오이
겨울수확(하우스) 여름수확(노지) 봄수확(하우스반촉성,가온)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76.6 55.0 44,5 51.7
71 38.2
34.0 36.2
21 30.5
35 28.0
23.6 44.1 17.7 32.2
26.6 36.5
32.3 56.3
23 51.3
25.7 47.9
12.3 43.1 25.7 51.0
23.9 46.9
16.5 28.5 8.6 20.9
9.6 21.9
421.9 57.4 128 49.5
271 40.9
52.8 31.3 44.8 31.3
28 23.2
678.4 54.0 405.7 45.2
630 44.1
154.1 51.8 283.4 47.8 124.1 45.1
35.2 2.8 38.1 15.7
29.2
0.7

93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1992, p. 6.
94 ‘노동의 젠더화', ‘노동의 젠더화 전략'에

Ⅰ

대해서는 제 부

13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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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채소재배 10 a당 총 노동시간과 여성 분담 비율
육묘
밭경운
기비
정식
사이갈이
추비
재배관리
방제
수확·조정
선별·포장
반출·출하
육묘
밭경운
기비
정식
사이갈이
추비
재배관리
방제
수확·조정
선별·포장
반출·출하
주:
자료:

토마토
배추
겨울수확
봄수확 여름가을수확 가을수확 겨울수확
(하우스) (하우스반촉성) (노지)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120.5 49.7 80.2 52.1 75.6 45.0 11.2 47.3 1.4 50.0
35.4 36.4 20.8 32,7 11.7 25.6 2.6 11.5 5 18.0
15.1 45.0 19.5 39,5 13.7 32.8 3.4 35.3 3.7 24.3
44 53.6 46.6 51.1 40,5 47.2 13.8 50.7 7.4 43.2
18.3 55.7 13 55.4 25,7 55.6 1.8 22.2 4.7 36.2
17.1 41.5 8.1 45.7 5,1 9.8 4.2 57.1 3.2 28.1
385.5 51.9 287.9 50.4 160 46.3 6.1 60.7 22.8 43.4
61.9 32.6 34.5 42.0 38,5 35.6 7.1 43.7 10.6 27.4
344 50.4 201.9 50.1 201,2 41.3 24.8 55.2 37.8 37.8
233.2 51.3 151.5 55.6 70,3 56.2 18.5 54.1 32.1 42.7
30.7 13.7 32.7 16.5 39,1 30.9 15.9 32.7 6.6 19.7
양상추
가지
시금치
무
당근
봄수확 여름가을수확 여름가을수확 가을수확 가을겨울수확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노동시간 여성비율
19.5 53.8 53.7 52.1 0.5 20 - - - 3.5 17.1 19.5 23.1 24.6 42.3 3.7 16.2 4.8 22.9
3.9 46.2 14.5 40 6.1 39.3 1.7 29.4 2.4 41.7
34.6 53.8 22.9 50.7 26.7 52.4 1.9 10.5 4.9 46.9
5.7 40.4 37.1 49.3 6.2 59.7 7.1 49.3 6.7 35.8
0.4 50.0 14.7 45.6 2.2 31.8 1.4 7.1 5.7 42.1
0.5 40.0 109.4 47,2 1.8 33.3 14.4 58.3 38.7 59.7
2.9 48.3 65 52,9 22.6 50.9 12.3 39.8 4.4 22.7
53.9 50.1 351 52.2 162.1 52 61.8 57.9 76.4 53.8
88.4 56.6 270.9 51.8
- - 25.5 61.6 40.2 51.5
5 12.0 34.4 18.6
- - 6.8 42.6 7.7 19.5

農村生活總合硏究センター, 1992, p. 7.
野菜生産費統計.

1989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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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 농업경영과 여성

4.1. 가족경영협정에 의한 경영 참여

戰前)의 가족제도 안에서 단지 지시된 대로 일만 하는 상황

농촌여성은 전전(

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후에도 오랫동안 문제였다. 농림수산성은 농
촌여성의 경영참여를 위해

1995년부터 ‘가족경영협정'을

추진하였다. 가족경

영협정은 ‘개개의 세대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 경영체과 그 운영에 참여'하
도록 가족농업경영을 구성하는 각각의 가족 사이에서 취업조건과 경영의 역할
분담, 수익배분,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성 조사95에 따
르면 서면 가족협정 체결 건수는 1997년 7,301호에서 2012년 50,715호로 증가
하였다.96 2008년 가족경영협정 체결농가 중 인증농업인 농가는 74.4%이다.

2004년
71%에서 2008년 77%로 증가하였다. 협정내용은 ‘농업경영 방침 결정' 90.4%,
‘노동시간·휴일’ 88.4%, ‘농업에서 역할 분담(작업분담·부기기장 등)' 79.3%,
‘노동보수(일급·월급)’ 72.7%이다. 여성이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 비율이 상
여성이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족경영 협정 체결농가는

당히 높으므로 협정 체결이 여성의 경영참여에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가족경영협정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는 해도 극히 일
부에 지나지 않고 인정농업자 등 선진농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95

개량보급원이 활동대상 농가 중 가족 간 서면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수치라고 한다(
, 1998, p. 19).

農林水産省 農産園藝國局 婦人·生活課

96 http://www.maff.go.jp/j/keiei/kourei/danzyo/d_kazoku/pdf/h24_kyot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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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가 있는 농가
여성이 농업노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농가는 어떤 상황인가? 농

1998년 중산간지역의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가 있는 판매농가를 대
조사를 실시했다.97

림수산성은
상으로

「

조사대상은 특정 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

관한 법률 에 규정된 특정 농산촌지역의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가 있는 판매
농가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12만 8,834호 중 임의계통 추출하였다.98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가 있는 농가 중 ‘전업 농업종사자가 여성인 농가'는

22.7%, ‘전업 농업종사자가 남녀 모두 있는 농가'는 77.3%이다. ‘여성 전업 농
업종사자'는 60세 이상이 49%이고 세대주의 배우자가 75%이다(그림 3-2).

그림 3-2.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비율과 세대 내 지위
연령별 비율
세대 내에서 지위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0.

전업 농업종사자가 여성만 있는 농가의 경영경지면적은
절반을 차지하며(그림

97
98

1 ha 이하인 농가가

3-3) 주요 수입원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고용 겸업소득이

중산간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국 경향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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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3-4). 또한 전업 농업종사자가 여성만인 농가는 여성이 농업경영 전반
을 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53.1%이지만, 전업 농업종사자로 남녀가 있는 농가
에서 농업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은 7%에 불과하고 어느 부분이든 담
당하고 있는 경우도 16.8%에 불과하다(그림 3-5). 여성은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림 3-3.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 농가의 경영경지면적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9.

그림 3-4.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 농가의 주요 수입원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2.

그림 3-5.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의 현재 경영참여 상황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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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의 장래 경영참여 의향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1.

장래 경영참여 의향도 여성만 전업 농업종사자인 농가는 농업 전반을 도맡
아 관리하는 비중이

47.3%이지만,

남녀 모두 전업 농업종사자인 농가는 경영

30%가 되지 않고(그림 3-6),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이다.

전반이나 어느 한 부문을 담당하고 싶다는 여성은

‘농작업에

5.

종사하지 않는다'는 응답

1%는 60세

지역사회에서 농촌여성
지역사회에서 여성이 주목받는 창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역할은 제2

장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정치적 역할과 의사결정을 살펴본다.

5.1. 리더역할의 농촌여성

農業

행정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농촌지역 리더는 ‘인정농업자'와 ‘농업사(

士)'가 있다. 인정농업자는 농업경영 확대에 초점을 맞춘 리더 육성제도인 반
면 농업사는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한다.

1993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해 농업인이 작성
하는 농업경영 규모확대, 생산방식·경영관리의 합리화, 농업 종사의 개선 등 경
인정농업자제도는

89

市町村

영개선 계획을 시정촌(
)의 기본구상에 맞추어 시정촌이 인정하는 제도
이다.99 인정농업자는 저금리 융자, 농지유동화대책, 기반정비사업 등 국가 지

원이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보험료의 국고보조도 있다. 농업인구의 절반을 여성
이 차지하면서도 인정농업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매우 적다(표

표 3-9. 인정농업자 중 여성 비율
총 인정농업자 수
- 여성
- 부부 공동신청
여성 인정농업자 계(전체 여성 중 비율)

2000년
145,057
2,539
2,539(1.75)

주: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조사. 수치는 모두 각 연도 3월말.
자료:
, 2011, p. 7. 자료와 주는 홈페이지에서 인용.

3-9).

2005년
191,633
3,685
440
4,125(2.15)

藤井

농업사 제도는 지역에 크게 공헌한 농업인을 농촌지역의 리더로서 도도부현

(都道府縣)이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농업의 핵심 추진자의 ‘자격'이며 ‘칭호'이
다. 농업사 육성사업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縣)에서 실시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장려한 것이기 때문
이다.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나가노현(長野縣) 1967년, 이시카와현(石川縣)
1995년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로 후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년농
업사와 지도농업사 제도가 있고 연령구분에 따라 나뉘어진다(표 3-10).100
2007년 3월말 현재 28개의 도도부현이 여성농업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 명칭
이나 사업방식은 지방마다 다양하다.101 각 지방 여성농업사의 공통점은 여성
의 집단·조직에서 적극적인 활동이나 경영을 발전시킨 여성, 즉 이미 지역의
여성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여성을 발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리더를
‘인정'함으로서 공적인 지역리더가 된다. 여성농업사는 여성의 활동을 장려함
99 http://www.maff.go.jp/j/ninaite/n_nintei/pdf/nintei_gaiyou.pdf
100 藤井, 2011, p. pp. 30~48.
101 http://www.maff.go.jp/j/keiei/kourei/danzyo/d_cyosa/ woman_data6/pdf/h16_nint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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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능력발휘 기회를 주고, 지역주민에게 그 능력을 인식시켜 사회적 평가
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102 여성농업사는 아직 소수이지만 여성농업사로 인정

되는 것이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 기회에 참여하는 통로이며, 이에 따라 여성
농업위원수가 특히 많아지는 현도 있다(표 3-11).103

표 3-10. 청년농업사와 지도농업사 중 여성 비율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청년농업사 총수
여성 여성비율
11,334
168
1.5
11,203
146
1.3
10,699
143
1.3
9,818
164
1.7
9,589
151
1.6
9,475
175
1.8
9,405
176
1.8
9,132
179
2.0
9,380
188
2.0
9,187
206
2.2
9,060
215
2.4
9,161
213
2.3
9,515
214
2.2

藤井, 2011, p. 9.

단위: 명, %

지도농업사 총수
여성 여성비율
8,269
235
2.8
8,331
250
3.0
8,513
223
2.6
8,823
273
3.1
8,998
392
4.4
9,348
474
5.1
9,568
602
6.3
10,246
1,153
11.3
10,472
1,258
12.0
10,664
1,298
12.2
10,880
1,284
11.8
10,544
876
8.3
10,764
895
8.3

표 3-11. 여성농업사 수의 추이

연도
총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410 5,412 6,176 6,689 6,785 7,054 7,219 6,961 7,020 7,219 7,236 6,896 7,175

주: 여성농업사는 농업사, 생활개선사, 기타 농촌여성에 대한 명칭을 포함함.
성농업사를 지도농업사에 통합한 건수가 있어 여성농업사 수가 감소함.
자료: 1996~1999년은 부인 생활과 조사, 2000~2004년은 보급과 ‘조직운영조사'.

·

102
103

藤井, 2011, pp. 45~47.
藤井, 2011, pp. 54~57.

2003년

여

91
5.2. 농업위원, 농협임원에 취임하는 여성
각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
다. 첫째, 농업인의 이익 대표와 지역의 상담인 역할, 둘째, 농지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지 매매나 임대, 전용 등의 인허가 업무 담당, 셋째, 농업의 구조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인정농업자를 지원하거나 농지의 유효 이용을 촉진한다.

종전에는 이들 업무 중 농지법에 관한 역할이 가장 컸다. 농지에 대한 인허가

·

를 심의 결정하므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위원은 농촌에서 권위적 배경이 필요한 중요한 직무이고 명예직
인 경우도 있었다. 농지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익과 명예직인 지위 양보에

地區

대해 기존 리더층의 저항이 강하고 관례적으로 지구(
)마다 할당되어 남성
이 선출된다.104 그러므로 농업위원이나 농협 임원인 여성은 1980년에 비해 꾸
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05년에도

그 수는 매우 적다(표

3-12).

표 3-12. 농업위원회·농협에 여성 참여 추이
농업위원수
▪여성
- 여성비율
농협 정회원수
▪여성
- 여성비율
농협임원수
▪여성
- 여성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65,940 64,080 62,524 60,917 59,254 45,379
41
40
93
203
1,081
1,869
0.06
0.06
0.15
0.33
1.82
4.12
5,635,000 5,536,000 5,537,547 5,432,260 5,240,785 4,988,029
497,000 574,000 667,468 707,117 746,719 804,583
8.82
10.37
12.05
13.02
14.25
16.13
81,059 77,490 68,611 50,735 32,003 22,799
29
39
70
102
187
438
0.04
0.05
0.10
0.20
0.58
1.92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 구조개선과, 협동조합과 조사.

104

단위: 명, %

藤井, 2011, pp. 50~52.

92

6.

마무리

전후 농촌 민주화로 농촌사회가 변하고 기계화로 농업의 노동체계가 전환되
었으며 경제성장으로 농업종사자 수와 취업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작업
종류에 따라 여성 노동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기계화로 총 노동시간이 크게 감
소한 벼농사도 여성노동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농촌여성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성의 경영 참여나 지역사
회의 의사결정 참여에는 큰 진전이 없다. 가족경영협정체결 농가수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영 참여 비율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일부이고, 여성 스스로 경영 책임
자나 지역사회의 직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물론 경영이나 사회 참
여를 원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중심의 젠더구조를 내면화한 결과 ‘여
성다운' 사고인지 또는 ‘원하지 않는'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촌여성이 경영에 참여하고 리더로서 활약하는
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는 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은
종전의 ‘농촌부인'과 같이 한 카테고리로 파악하기 어렵다.
1950년대에 비하면 여성의 과중한 노동 상황은 개선되었고 1990년대부터 창
업의 형태로 집 밖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가능하였다. 여성이
자신의 의사로 활동하고 거기에서 ‘자기 일자리'를 찾고 만족감·성취감을 얻게
되었다는 의의는 크다. 그러나 집안과 지역사회의 남성중심 젠더구조는 크게
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활약이 남성 중심 사회의 ‘희생자'와 표리일체라면 남성과 똑같이 경
영책임, 지역 정치력 향상이라는 정책이 크게 성공하지 않는 것도 이해된다. 농
촌여성 창업의 발달과 정체는 ‘여성스러운', ‘새로운' 활동을 칭찬하는 것만으
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남녀공동 참여사회'라는
구호에 남녀가 동등한 경영책임과 동등한 정치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정치나 경제를 지표로 사용하고 수치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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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향후 농업 농촌의
전망을 그리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94

제

4

장

농촌여성의 사례와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제2장에서 농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여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향후 농촌여성

의 ‘절멸’을 막는 과제이며, 지금까지 농촌여성의 그룹창업은 역사적 역할을
다했고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지적하였다. 제3장은

1990년대 이후 여성이

농업경영과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가 별로 증가하지 않고 경영과 사
회에 참여하는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본 장에는 향후 전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로서 개인과 후계자 육성에 성공한

·

그룹창업, 젊은 여성의 농업에 신규 참여, 경영 사회참여의 사례를 소개한다.

2.

농촌여성 창업 사례

농촌여성의 활약 사례로 가장 주목을 받는 농촌여성 창업은 한때 가업 이외
의 선택에서 얻는 창출이라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류 형태였던 그
룹을 모체로 한 가업 이외의 창업에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05 여기에

95
서는, 향후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업을 모체로 한 개인창업을

原(2009)의 조

사에서 인용하여 두 사례를 소개하고 지금까지 주류였던 그룹에 의한 창업 중
후계자 확보에 성공한 사례를

澤崎(2009)에서 찾아 소개한다.

2.1. 떡과 팥찰밥 가공 A씨

A씨(59세)는 치바현(千葉縣) 모바라시(茂原市)에서 남편, 차녀와 함께 논
1.85 ha, 시설채소(오이), 가공사업을 하고 있다. 수수와 몰로헤이야를 섞은 독
창적인 떡, 오곡찰밥의 가공품을 직매소에서 판매한다.
A씨는 전업농가 출신으로 토지개량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은
퇴하였다. 농작업과 육아에 쫓겨 ‘자신을 잃게 되었을 때' 보급센터 주최 젊은
부인그룹에 이끌려 요리, 건강관리, 가계부기 등을 배웠다. 원래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요리경연대회에서 자주 입상하고 생협 기관지에 야채요리법을 연재하
기도 하였다.

보급원이 ‘판매'를 권유한 것이 창업의 계기였다.

1995년 처음으로 이벤트에

對面) 판매를 경험하였고 많은 여성 창업가의 활동보고에 감동받은

서 대면(

후, 창업연수회에 참여하고

1996년 자택에 가공공장을 만들었으며 남편 권유
로 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었다. 2000년 작업장에 병설 형태로 새로운 가공공장
에 과자제조업 허가도 취득했다.
창업 때 반찬 품목도 검토했지만 자신이 재배한 쌀을 활용한 떡에 주력하기
로 했다. 초기에 원료 쌀

10가마니를 사용하여 2003년에는 전체 논에 찹쌀을
재배하여 전량 가공·판매하였다. 가족 경영만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2004년부터 오이 수확 작업에 노동력을 고용하였다. 현재 논 1.85 ha에 모두
찹쌀을 재배하고 부족한 100가마니는 인근 농가에서 구입한다. A씨 가족 경영
전체 수익의 70%를 찹쌀과 찹쌀 가공부문이 차지한다. 쌀값이 떨어진 현 상황
105

原, 2009,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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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쌀의 고부가가치화가 경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가공품 판매처는 6곳이다.

A씨는

주요 판로인 농산물 직매소

‘ねぎぼ

うず'의 설립 초기부터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난해까지 부회장 및 가공부
(部)의 회장으로 총괄 역할을 맡았다. ‘ねぎぼうず’의 점포는 24평으로 그리 크
지 않지만 매출은

2008년 2억

엔이다. 매출의

25%를

가공부가 차지한다.

창업 당시 지역의 그룹활동은 정체 상황이어서 개인 창업 외 선택의 여지가

①자신의 노력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
온다, ②자신의 능력·아이디어를 바로 살릴 수 있다, ③일하는 시간대 등을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④경제적 성과가 가족이 협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
없었다.

A씨는

개인 창업의 장점으로

을 지적하고 있다.

A씨는 개인 창업이지만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재료조
달 및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다. 그룹활동도 열심히 하여 지역 활성화에 큰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縣)의 지도농업사로 인정받았다.

2.2. 사과(파이, 잼, 빵) 제조·가공 F씨

F씨(42)는 이바라키현(茨城縣) 카츠타시(勝田市) 출신으로 교육대학 졸업
후, 히타치시(日立市)에서 회사원 생활 중 같은 현 다이고초(大子町)의 사과 관
광농원 후계자와 1998년 결혼했다. 비농가출신이고 농업지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을 도왔는데, 자신의 존재가치를 고민하며 농외 취업이
아니라 가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고 한다. 지역사회는 외부
에서 온 사람에게 폐쇄적이고 같은 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농외 취업이고, 시어
머니 연령대의 여성그룹에 참여를 권유받은 적도 없었다.
원래 과자 만들기가 취미였고 아이를 키우면서 빵 만들기에 열중하여 다양
한 종류를 만들고 연구했다. 가공기술은 현의 ‘지역진흥 마이스터' 과정과 농
산가공센터에서 배웠다.

2004년

가공공장을 만들고 빵 반죽기, 가스오븐을 하

나씩 도입했다. 사과 관광농원에서 독창적인 애플파이와 잼을 판매하고 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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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の驛, 국도변 휴게소)’에서도 판매했다.
3차례에 걸쳐 지역과 현(縣)의 농산가공경연대회에서 입상하였다. F씨는 독

잼을 ‘미찌노에키(

창적인 가공품을 판매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다음 단계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농작업과 가공작업의 균형이 과제이고 재배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한다. 현재 가공에 사용하는 사과는

200~400kg이며,

관광농원 전체 수익

과 비교하면 가공부분의 비중은 작다. 그러나 관광농원의 홍보 효과는 크다.

F씨는 창업활동이 알려져 지역 이벤트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
고 있다. 아직도 ‘남성 사회'인 지역에서 ‘돌격대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적
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이 창업하면 공적제도를 이용하고 싶을 때 제약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
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할 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개인이 좋다'고 한
다. F씨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창업부문을 유연하게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
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

原(2009)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는 가업을 살려 자신의 새로운 일을 찾아낸

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농촌여성 창업과 다르다. 사례

(1), (2)는 모두 법인화
하지 않았고 가공시설 명의는 남편이며 초기 비용도 경영주가 부담한다. 사례
(1)의 경우, 가공에 의한 수익은 모두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지만 세제 상
인정되는 형식적인 개인수입은 급여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창업으로서 충
분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례 (1), (2)는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엇보
다도 중시하고 부부 중심의 농업경영에서 가족 전체가 협력하는 가운데 한 부
분을 창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므로 여성이 자립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수입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립을 위해 굳이 경영 외부에서 창업 외에도 대
등한 부부의 농가경영 내 창업도 여성의 공헌에 따른 수입을 제도적으로 담보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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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후계자 확보에 성공한 그룹창업 사례106

福井縣)의 명산품인 메밀가공·판매·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유한회사
‘ほっと今庄'는 후쿠이현 미나미에치젠초(南越前町)에 있다. 이 지역은 수도작
과 전작(轉作)인 콩과 그 후작인 메밀을 재배하고 있다. ‘ほっと今庄'의 모체는
1988년 결성된 JA(농협) 여성부 ‘수제(手つくり) 그룹'으로 농산가공, 전통요
후쿠이현(

리를 지키고 지역 특산물인 ‘메밀국수'를 지킨다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1996년이다. 2000년 농협이 메밀
가공시설과 국수가게 운영을 위탁하였고 레스토랑, 가공시설, 직매소와 같은
시설정비를 고려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유한회사 설립 2년 만에 매출은 5천만 엔 이상을 올리고 경영규모는 현 내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림수산성과 현에서 여러 번 상을 수상했고, 후계자
육성의 성공 사례로 다른 그룹의 시찰도 많다. 직매소인 ‘おばちゃんの店'의
연중 무휴영업(메밀국수, 산채 등 계절 향토요리, 도시락 판매), 스키장 내 메밀
국수 가게의 계절영업, 과자·된장·떡의 제조·가공·판매한다. 메밀은 무첨가이
며 맷돌로 제분·제면·가공, 생 소바국수·건면 판매, 음식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고집하고 있다.
설립 당시 직원은 12명으로 60세 이상이 10명, 50대 2명이며 평균 연령은 64
세였다. 2009년 4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 인원이 거의 같은 수로 총 14명이
다. 설립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연령대가 바뀌었고 평균 연령도 60.2세
로 젊어졌다. 70세가 은퇴하는 나이이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마을에 적합한
여성이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며, 새로 채용하는 사람은 접객·음식운반
부터 담당한다. 그 다음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각 부서에 책임자, 부책임자를
두고 있다. 기술 계승은 맨투맨으로 지도하여 현재 제분부문은 이미 2대가 담
당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부문에서도 2대를 양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성 창업그룹으로 재출발한 것은

106

澤崎, 2009, pp. 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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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젊은 여성의 신규 참여

가장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농가 출신이 아닌 젊은 여성'이다. 농
림수산성이 실시한 2010년 신규 취농자107 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신규
취농자 중 남자는 1만

260명인데 비해,

여성은

2,890명으로 전체의 22%에

불

과하다. 행정에서도 농업에 종사 의향을 가진 젊은 여성을 파악하여 지원 대상
으로 인식하고, 농촌공학연구소에서
참가 이전의 지원
구’가 발행되었다.

:

2008년 ‘잠재적인 농업 참여 여성의 경영

차세대를 담당할 여성농업자의 모험 지원에 관한 조사 연

농가 출신이 아닌 젊은이가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할 경우 기초부터 기술습
득을 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
우 취농의 절반 가까이가 법인에 고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108
이 절에서는 젊은 여성이 농업법인에 취업 후 경영자가 된 사례와 젊은 여성
만으로 구성되어 ‘젊은 여성'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농업법인 사례, 신규

1.7%인 젊은 여성이 토지를 마련하여 신규참여한 사례를 소개한다. 앞
사례는 山田(2011), 세 번째 사례는 土居(2012)에 근거한다.

취농의
의 두

107

자영농업 취농자는 농가 세대원 중 조사일 이전 1년간 생활의 주요 상태가 ‘학생'
에서 ‘자영농업 종사가 주( )'인 사람과 ‘다른 곳에 고용된 근무'에서 ‘자영농업
종사'가 된 사람이며, 고용 취농자는 조사일 이전 1년간 상근(연간 7개월 이상) 고
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게 된 자(외국인 연수생, 외국인 기능실습생, 고용되기 직전
의 취업 상태가 농업종사자인 경우 제외)를 말함. 또한 신규 참가자는 조사일 이전
1년간 토지와 자금을 직접 조달(상속 증여로 부모의 농지를 양도받은 경우 제외)
하고,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작한 경영 책임자, 경영을 시작한 사람을 말한다.

主

·

108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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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업법인의 젊은 여성 경영자‘やさいの樹(靜岡縣菊川市)’

A씨는 1970년

神奈川縣) 후지사와시(藤澤市) 출신으로 중학교

카나가와현(

미술교사인 아버지와 보육사인 어머니는 비농가이다.

1993년

농과대학 졸업

후 청년해외협력단원으로 에콰도르 중학교 농업실습을 담당하였다. 농업경험

1999년 돗토리(鳥取)대학의 건조지 연구센터 석사
과정 수료 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오키나와현(沖縄縣) 미야꼬지마(宮古
島)의 농업생산법인에 취직했다. 피망, 가지, 고야, 파, 호박, 사탕수수의 재배
를 배운 후 다시 청년해외협력대원에 참가, 4년간 남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보냈다. 2005년 귀국 시 농업경영자를 꿈꾸며 A씨는 일부 교육 프로그램을 이
수하고 군마현(群馬縣)에서 연수를 시작했다. 1년간의 연수에서 엽채류, 옥수
수, 곤약 재배를 배웠다. 그 무렵 우연히 다른 연수생의 사정으로 토지와 농업
기계가 준비된 시즈오카현(靜岡縣) 키쿠가와시(菊川市)에 파견되어 양상추 생
산을 시작했다. 양상추 생산에서 첫해는 300만 엔의 적자였지만 다음해는 연간
2800만 엔 매출에 250만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8월 A씨는 일본 정책금융공사에서 1천만 엔을 빌려 주식회사 ‘やさ
いの樹'를 설립했다. 2010년 직원은 정규직인 일본인 남성 1명과 태국인 연수
생 3명(남성 2명, 여성 1명), 일본인 연수생 1명(남성)이다. 2009년 수확은 양상
추 8 ha, 양배추 1.5 ha, 옥수수 1 ha, 오크라 20 a, 가지 20 a, 토마토 3 a이며
벼는 재배하지 않는다.
농지는 여러 지주로부터 빌렸는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임
차료 없이 농지 이용을 부탁하는 제안도 많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이다.
의 부족을 통감하고 귀국 후

취농 초기에는 농업 경험이 없어 토지 이용방법 때문에 크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평가가 낮은 것에 고민도 있었다. 결혼 후 현

장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직원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경영자로서 기
대를 짊어지고 당장은 현재의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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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젊은 여성들의 농업법인 대표 B씨 :‘山形ガールズ農場’

‘國立ファーム株式会社山形ガールズ農場((주)고쿠리츠Farm
야마가타 소녀농장, ‘야마가타 소녀농장’이라 함)'은 (주)고쿠리츠Farm 산하 그
룹회사 중 하나이다. (주)고쿠리츠Farm은 도쿄(東京) 고꾸리츠시(國立市)를 거
점으로 2006년에 생긴 조직이며, 산하에 여러 농업생산법인과 레스토랑 운영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고쿠리츠Farm 대표의 강연에 영향을 받은 B씨가
(주)고쿠리츠Farm에 입사해 2009년 야마가타현(山形縣) 무라야마시(村山市)에
그룹 내 기업으로 ‘야마가타 소녀농장’을 설립했다.
‘야마가타 소녀농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여성'을 의식하고 정면으로 내
세웠다는 점이다. ①젊은 여성 취농자를 농촌여성으로 육성하고, ② 젊은 여성
의 감성을 살린 농업 실천과 그 특징을 활용한 농업과 서비스의 융합이다.
농장은 밭 1.5 ha, 논 2.5 ha에서 ‘토로(トロ) 토마토109'와 ‘山形ガールズ農
場 쌀~식물 미스트 재배(고시히카리)'와 같이 특색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야마가타 소녀농장 푸딩' 등 농산물을 가공·판매한다. 현재 직원은 7명으로,
전원이 20대에서 30대 초반 여성이다. 대표 B씨 외는 야마가타현 이외 출신이
고, 과반수가 비농가 출신이다.
직원은 농작업과 함께 판매·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손님맞이법'
을 연수받는다. 이는 생산자의 관점에 치우치지 않게 하며, 입사 당시 농업 미
농업생산법인

경험자가 많은 조직이므로 농업 생산만으로 승부가 곤란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가공 판매에 주력하여 활동을 하지만 그것은 '젊은 여성'
임을 내세운 전략이다. 젊은 여성 고객을 겨냥하여 ‘귀엽다', ‘멋있다'와 같은
요소를 적용한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

·

젊은 여성이 ‘동경하는' 농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공 판매뿐만

아니라 평소 농작업 때에도 직원들은 모양내는 것에 항상 유의하며 화장하는
것이 규칙이다. 현재 ‘야마가타 소녀농장’이 주력하는 것은 ‘도우미가 있는 농

109

생선 운반에 사용하는 발포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 재배한 토마토를 말함(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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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오너제인 임대농원의 작업을 ‘야마가타 소녀농장’ 사원이 지원하는
임대 농원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젊은 여성이 담당하는 ‘도우미
가 있는 농장'이라 부르는 하나의 상품이다. 도우미 한 사람이
담당하면 그것만으로 직원이 자립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야마가타 소녀농장’은

100명의 오너를
수 있다고 한다.

조직된 지 아직 3년 반 밖에 되지 않아 현재는 신규

취농자에 대한 보조금도 활용하여 경영하고 있다. 앞으로 보조금 없이도 채산
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지가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의 분기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제가 있다고 해도 ‘야마가타 소녀농장’ 활동에는 큰 의

의가 있다. 이 농장은 농업 후계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그리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참가하고 싶은 여성을 받아들이는 곳이 부족한 상황에
서 젊은 여성을 적극적으로 농업의 세계로 안내하고 젊은 여성이 주역으로 활
약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농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3. 젊은 여성의 단신 농업 참여 C씨: 쿄토부 아야베시(京都府綾部市)

C씨는 1970년 12월 나가사키현(長崎縣) 미나미시마바라시(南島原市) 출신으
로 부모는 초등학교 교사, 조부모도 비농가이다. 나고야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
웠고 아시아 여행을 좋아하여 1993년 대학 졸업 후 여행사에 취직했다. 홀로 해
외 여행을 통해 자신이 먹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라고 생각
하게 되었다. 회사 퇴직 후 해외여행을 계획할 무렵, 농업 체험 후 해외에 간다
면 더 보람 있는 여행일 것이라는 친구의 조언으로 농업체험이 가능한 곳을 책

島根縣)의 ‘야사카(やさか)공동농장'이다.

이나 잡지에서 찾아본 것이 시마네현(

1996년 여행사 퇴직 후 ‘야사카공동농장’에서 1개월간 연수에 참여했다. 농작
업 외에 콩 가공, 짚신 만들기 등 전통생활 방식을 경험했고, 일본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콩의 국산비율이 3% 정도인 것에 놀라 반년 정도 농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이미 효고현(兵庫縣)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 친구에게 농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상담했는데 그 때 쿄토부(京都府) 카메오카시(龜岡市)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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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고 있는 여성(10살 정도 연상)을 소개받았다.

C씨는 바로 그 여성을 찾아가 농지의 일부를 빌려 취농하기로 결정했고 주거
도 여성의 지인에게 농기구 창고용 건물을 무료로 빌릴 수 있었다. 목욕탕이 없
었지만 여성의 집을 이용하고 함께 식사하는 일도 많았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목욕탕을 빌려 쓰던 또 다른 귀농 여성도 알게 되었다. C씨의 부모는 퇴사와
취농도 모두 크게 반대했다고 한다.
카메오카시 히가시베츠초(龜岡市東別院町)에서 취농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채소집하장이 건설되어 아르바이트로 현금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
음에는 수도작만 하였는데 그 후 근처 농가에서 직접 밭 7a를 빌릴 수 있어 콩
과 된장제조를 시작하였다. 밭도 무료로 빌렸고 명절 때 본가에 갈 때는 토산
물을 선물 받았다. 3년간 아르바이트와 농작업으로 생활했다.
26세 때, 남녀노소가 모이는 ‘농민만남회(百姓出會いの會)'에서 젊은 사람들
이 의기투합하여 같은 세대 10명의 동료와 ‘젊은 농민만남회(百姓若いもん出
會いの會)'를 만들어 2010년 14번째 만남이 있었다.
1999년 28세 때, 카메오카시에서 도움을 주던 여성의 이사로 약 50km 북쪽
의 아야베시(綾部市)로 이사하였다. 지인에게 빈집을 소개 받고 농지도 지인을
통해 빌렸다. 이사 초기에는 주3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벼, 콩, 채소를 재배했지
만 대규모 쌀 농가인 지인을 도우며 판매용 쌀농사를 시작했다.
8 ha에 벼를 재배하며 그 중 1~2 ha은 무농약 재배로 처음에는 친구에게 택배
판매했다. 가격은 제초제 1회 사용한 백미가 5천 엔/10kg, 무농약 재배이지만
건조기 사용한 백미는 6천 엔/10kg, 햇볕에 건조한 백미는 7천 엔/10kg이었다.
콩은 2 ha를 재배하여 된장 6~7통을 만들었다. 수입은 연간 100만 엔 정도였다.
이사 후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이 C씨를 찾아왔다. 그
는 C씨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번역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
게 되었다. 젊은 여성 2명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잡지나 TV 취재를 받은 적도
있다. C씨의 부모는 이 취재를 계기로 C씨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4년 33세 때, 목수와 결혼했다. 남편도 ‘젊은 농민만남회' 발기 때부터 회
원이었다. 2006년 35세에 장남 출산, 2년 후 차남도 출산하여 육아로 바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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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콩을 재배하지 못했다. 2009년도 5 a뿐이었다. 벼농사는 남편과 견
습생의 도움을 받아 계속했다. 2010년 아이는 4세와 2세이고 두 아이 모두 보
육원에 다니고 있다. 아이가 좀더 자라면 콩 가공·판매에 더욱 주력하고 쌀도
계속 직매하고 싶어한다.

4.

농촌여성의 사회적 직책 취임

町長) 등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사

이절에서는 농업위원이나 농협이사, 촌장(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사례를 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의 조사를 참고로 소개
한다.

4.1. 지역 최초의 여성 농업위원 K씨

K씨(59세)는 겸업농가에서 주로 농업을 하였고 남편(63세) 역시 은퇴 후 농
업을 돕고 있다. 3년 전까지 K씨는 17년간 어머니의 병간호를 했고 3년 전부터
메밀국수를 만드는 활동을 했지만 여성 활동의 리더는 아니었다.
나가노현(長野縣) A시에서는 2002년에 여성 농업위원이 4명 선출되었는데,
그 중 3명은 의회 추천이고 나머지 1명은 집락(集落)에서 추천되어 선거를 통
해 선출되었다. 이것이 S지구·M집락에서 선출된 K씨이다.
A시는 이전부터 여성 농업위원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전의 선거
때는 농업위원회가 각 지구(地區)에 여성 농업위원이 나오기를 요청했다.
S지구는 인구 4천 500명, 2천 가구의 지구로 9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M
집락은 인구 560명, 200가구의 집락으로 농가는 모두 겸업이다. 남녀공동 참여
에 적극적인 M집락은 상회(常會)110가 8개 있고, 각 상회에서 1명씩 구의원이
110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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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어 집락운영을 담당하는데 이 중 3명이 여성의원이다. 지금까지 S지구

는 관례상 매회 남성 3명의 농업위원이 선출되었는데 후보자 1명이 사퇴하자

1명을 여성으로 하려고 하였다. M집락의 구장들이 회의를 하여 지역에서 덕망
도 있고 꾸준히 활동한 K씨가 추천되었다.
K씨는 원래 남 앞에 나서는 여성이 아니고 또 최초의 여성 농업위원으로 주
위의 주목과 질투를 걱정하여 처음에는 매우 싫었다고 한다. 남편의 설득으로
결국 맡았지만 취임 초기 농업위원회 일로 외출 때는 조용히 움직였다.
K씨 취임 후 농업위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여성의 관점에서 발언도 가능하
고, 여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위원들의 남존여비 발언은 거의 없어졌다 한다.
4.2. 농협이사 N씨

長野県) A시, N씨(55세) 가족은 남편(62), 시어머니(83), 장남(32),

나가노현(

차남(32)이며 두 아들은 따로 생활한다.

N씨는 K집락 출신이고 K집락에서 계
속 살고 있다. 농업은 자가소비용 채소를 중심으로 1 ha 재배한다. N씨는 최근
까지 오랫동안 농외 겸업에 종사하여 지역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A시는 2개 농협이 있고 그 한 농협에서 여성이사 2명이 탄생했는데 N씨는
그 중 한 명이다. 비교적 겸업농가가 많은 K집락에서 2002년에 선출되었다.
그 배경에는 농협 자체 노력이 있었다. 여성이사를 선출할 때는 ‘자산이 없
는 여성은 경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 여성이 정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이 장
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농협은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이사 보험료를 부담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일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정조합
원은 1 ha 이상의 농지와 150일 이상 농업 종사가 필요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
외로 하고 이사 취임 시는 남편에게 정조합원의 권리를 물려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농협의 노력과 K집락의 구장이 남녀공동 참여에 열성이었으므로 집
락의 신뢰도 커 책임감 있는 N씨가 결국 추
천되었다. 이사 취임 후 주위의 질
투를 느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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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縣) 최초의 여성 촌장(町長) N씨

福岡縣) B마을, N씨는 1980년 결혼을 계기로 취농하였고 1985

후쿠오카현(

縣) 여성농업대학 참가, 1992년 여성 농촌어드바이저 1기생, 1995년 시
의회 의원, 2002년 촌장(町長)에 취임한 여성이다.
년 현(

결혼 후

10년 간 육아를 포함해 가사 노동에 어떤 의문도 없었으나,

육아가

끝난 후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
에 그치는 것에 의문이 커졌다. 그 무렵 농업개량보급센터 보급원의 권유로 여
성농업대학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했다. 그 후 농촌여성어드바이저의 1기

생이 되도록 권유를 받았고, 동기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여성이 대단

하게 보였다. 문화적 충격이었다. 보통의 농업인으로만 있고 싶지 않다’고 생각
했다.

이후 함께 활동해 온 동료의 지원으로
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2002년

현에서

1995년 현에서는 최초의 여성 정(町)
첫 여성 촌장(町長)에 당선되었다.

촌장 취임 후 여성이 촌장일 때 주의할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성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시각을 활용하는 일
은 물론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이 사례를 통해 여성이 이와 같은 사회적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
보다는 오히려 주위의 추천, 제도 정비, 행정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처음에는 사회적 직책을 맡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도 하기 시작하

·

면 보람을 느끼고 남성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언 활동하는 것이 흥미롭다.

5.

마무리
농촌여성 창업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가업 이외의 대안 창출'과는 다른 방

법으로 개인이 창업한 사례를 2건 소개하였다. 이 사례처럼 법인화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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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서 경영주의 자금도 사용하는 창업은 외부에서 보면 여성의 ‘자립'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原(2009)의 지적대로, 대등한 부부관계에 기초

하여 가족 전체가 협력하는 창업 형태도 충분히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형태라도 여성이 독자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민법 등 법제

·

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외면적인 ‘평등'보다도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실현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능성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창업의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룹으로 활동하기보다는 회사의
지속과 이념 실현을 항상 염두에 두는 자세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확실하
게 기술을 계승하는 연구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여성 신규참여자는 남성의 경우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반면, 그 색다름

이 무기라는 것이 사례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여성창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색다름'은 현재의 젠더구조에서 배제되어 온 것과 표리일체이다. 본 장에서 소

개한 사례는 모두 젊은 여성이며 비농가 출신으로 지금까지 가장 농업에 진입
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가장 가능성을 가진 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농업에는 없는 시각을 도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활동력을 통해 농업 주체가 되어 농업
과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젊은 여성 신규참여자는 비농가 출신

·

의 젊은 남성 신규참여자와 함께 향후 새로운 농업 농촌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사회적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사례는 모두 남녀공동참여
에서 선진적인 나가노현의 사례이며 여성의 직책 취임에 열성적인 남성 구장

(區長)의

도움으로 탄생한 여성임원이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직책 취임에서

남성의 이해와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남성
의 선도 없이 여성이 직책에 취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町長)의 언급과

하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촌장(

같이 ‘여성의 시각을 살린'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녀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
을 우선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또 당연한 일이지만, 남성이나 여성에게 각각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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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그것은 남성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이나
여성이 그 속성 안에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와 여성의 수 증가가 아니라
직책이나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남성이 그 자리를 쉽게 물러나도록 제도나 지
역의 관습, 젠더규범이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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