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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올해도 우리 농업계를 돌아보면 쌀 재고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부정청탁 금지

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생

산자와 소비자의 피해 등 농정 현안이 산적한 한 해였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상재해도 속출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의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추진 4년 차를 맞

아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업계의 큰 관심사인 농협법도 개정되어 조합원

의 권익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

여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변화, 농업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는 연

구과제 선정과 연구수행에 참고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론 형성과 정책지원 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2016년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1,500명과 농

업인 1,090명 등 국민 2,590명이 참여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에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다양한 정책 건의와 농업･농촌 발

전을 위한 제언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자료가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연구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민과 현지통신원농업

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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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농 에 한 의식과 가치 인식

  도시민 10명 중 8명은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 데

에 동의하였고,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 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는 의견에도 65.9%가 동의함.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54.9%)이 긍정적으로 전망함. 

  평소 ‘농업･농촌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도시민이 39.7%(없다 24.9%)로 나

타났고, 관심 정도(많다 36.3%, 없다 26.2%), 관련성 인식(많다 30.5%, 없다 

30.2%) 등에서 무관심 층도 30% 내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농업･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

(34.0%)>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29.5%)> 노후 생활에 적합한 곳(17.7%)>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있는 곳(12.2%) 등을 들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복지시

설이 미흡한 곳(44.3%)>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27.5%)>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있는 곳(9.6%)> 가난하고 힘든 곳(9.1%) 등을 꼽음.

  소비자 입장에서 도시민이 보는 가장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로는 농촌인

구 고령화(42.9%)> 후계인력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24.6%)> 수입 농산

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19.5%)> 농촌지역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12.9%) 등

을 꼽음.      

  도시민이 보는 미래 농업･농촌의 역할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전원생활 

공간 기능’은 현재보다 약화되는 반면, ‘국토 균형발전･자연환경 보전･관광 

휴양 장소’로서의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농업･농촌 사회문화적 다원

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높으며(인정 62.1%, 불인정 6.7%), 공익적 가치 유지

를 위한 비용 부담에 54.6%가 찬성(반대 38.8%)하고 있음. 

  농업인 73.6%, 도시민 49.7%는 ‘농업･농촌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으

며,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6%, 6.7%에 그침.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

액에 도시민 과반수(59.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9.3%에 그침. 본인의 세금 

추담 부담 의향은 35.1%로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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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 에 한 도시민의 심과 수요

  도시민 중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1.3%로 전년보다 5.7%p 줄

었으며, 귀농(16.8%)보다 귀촌(47.3%) 의향이 3배 가까이 더 많음. 귀농･귀촌

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생활할 수 있는 수입원’을 1순위로 꼽음. 

  도시민 10명 중 1명(9.9%)은 농축산물 소매가격 변동이 ‘생활비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어느 정도 영향’은 67.7%,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응답이 22.5%로 나타남. 농축산물 가격을 일반 공산품에 비교하면, 쌀

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응답이 많았고(싸다 53.2%, 적정 33.7%, 비싸다 

13.1%), 쇠고기(비싸다 58.8%)를 포함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은 비싸

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음. 

  도시민 과반수(52.6%)는 최근 5년간 국산 농산물 안전성이 개선되었다고 평

가했으며, 수입산과 비교해서도 국산 농산물이 훨씬 안전하다(66.9%)고 인식

하고 있음. 국산과 수입산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2010년보다 

12.4% 증가한 21.7%로 나타나 국산과 수입산의 안전성 인식에서 차별성이 약

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수입산보다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응

답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32.8%로 지난해보다 11.8%p 상승

함. 품목별 구매충성도는 쌀(74.8%)과 채소류(71.3%)가 가장 높고 한우 등 축

산물은 상대적으로 충성도가 낮음. 가격이 저렴하다면 수입 농식품을 구입할 

의향은 쇠고기>돼지고기>가공식품 순으로 조사됨.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인식은 쌀이 가장 높고(63.1%), 돼지

고기(46.5%)와 과일류(45.6%)는 상대적으로 낮음. 국산 농산물의 소비확대 대

책으로는, 품질인증 확대(28.2%)> 가격경쟁력 확보(21.9%)> 다양한 판매처 개

척(21.7%)> 원산지 표시 확대(18.7%)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최근 1년간 농촌관광을 경험했다는 도시민은 10명 중 3명(32.1%)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45.6%가 농촌관광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은 10.8%로 

조사됨.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는 숙박시설(32.6%)과 청결문제(24.3%)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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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농정 안에 한 인식

  식량자급률을 현재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농업인 68.4%, 도시민 51.3%)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은 도시민

이 42.7%, 농업인이 23.9%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6.2%, 6.1%에 그침.

  쌀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 대책으로 도시민은 소비 촉진 정책을 대다수가 

꼽았고, 농업인은 이와 함께 생산량 감축, 사료 및 가공용 방출, 대외원조 등 

다양한 의견으로 분산됨.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말아

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농업인 68.8%, 도시민 52.7%)였으며,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4.4%, 29.0%로 도시민이 상대적으로 많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서는 농업인

의 경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 유지 39.6%인 반면, 도시민은 각 

37.7%와 49.6%로 반대 의견이 11.9%p 많아 견해 차이를 보임. 농지보전에 대

해서는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인 71.5%, 도시민 73.3%로 대수를 차

지했으며,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각 12.4%, 3.0%로 도시민이 상대적으로 농지

보전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쌀

값 하락>직불금 확대 및 개편을 들었고, 도시민은 쌀값 하락>농산물 가격

=FTA시장 개방 등을 꼽음. 

  중장기적으로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은 농업인이 소득안정>후계농업인 

육성>유통구조 개선을, 도시민이 후계농업인 육성>농가 소득안정>유통구조 

개선을 꼽았음. 영농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농촌진흥기관>조합 

및 품목조합>농자재상>농민･품목 단체를 꼽은 가운데 농협법 개정이 잘됐다

는 응답은 27.9%, 잘못됐다는 응답은 14.2%로 긍정 평가가 우세함. 

농업경   농 생활에 한 의식 변화

  농업인들의 농사와 관련한 가장 큰 관심사는 농산물가격>판로와 유통>수입

개방 순이었으며, 애로사항으로는 일손 부족>농산물가격>병해충･질병 등을 

꼽았음.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일손 부족>생산비 증가>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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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확보 등을 꼽음.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기대 연령은 평균 74.8세로 조사되었으며, 후계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77.4%에 달함. 영농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2006년

(27.4%)에 비해 크게 증가한 40.8%로 나타났으며,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

답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 

  최근 1년간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농가가 8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이유로 임금이 너무 비싸서(34.6%)>일손 자체를 구

할 수 없어서(32.0%)>자가노동력이 약화되어(18.5%) 등으로 응답함. 해소 방

안으로는 기계화 촉진>공공근로 투입>취업 알선>외국인 인력활용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함.

  농업인 74.7%는 기후변화가 농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피

해 현상으로 이상기온(50.2%)>가뭄(24.6%)>병충해(9.6%) 등을 대표적으로 꼽

음. 농촌생활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문화환경과 의료 환

경은 낮다고 인식함.

  농촌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불안정한 농산물가격>낮은 소득수준>

과중한 노동>복지제도 등을 꼽음. 마을주민과의 관계는 원만하다는 응답이 4년 

전에 비해 10.3%p 증가하고,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도 긍정 응답이 

7.6%p 증가 하는 등 마을 내 관계 환경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시사

  2016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

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도시민 과반수는 농업이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

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음. 국민 10명 중 7명은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

했으며, 식량자급률도 현재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

는 등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농업･농촌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정체상

태에 있으며,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부담 및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농업･농촌의 높은 가치 의식이 투자로 연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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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도시민 중 30% 

내외 정도가 농업･농촌 문제에 무관심한 것으로 파악되어 농업･농촌의 가치 

및 사회적 역할 중요성 홍보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쌀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을 훨

씬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10배 이상 많아 식량안보에 대한 관

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찬성 비율

이, 도시민은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대기업 농업 진출은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도시민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해

(29.0%)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중장기 농업정책으로 ‘농가 소득안정’과 ‘후계농업인 육성’, ‘유통구조 개선’

을 꼽아 향후 정책 수립에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 시장

이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인식이 증가한 한편으로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

싸도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충성도는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어 

국산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필요함.

  최근 1년간 농촌관광을 경험했다는 도시민이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농촌관광에 대한 만족도도 50% 미만에서 정체상태에 있음. 다양한 유인책과 

함께 불만족 사유로 꼽고 있는 숙박시설과 청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 필요함. 

  농가 10곳 중 8곳이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

데, 영농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10년 전에 비해 2배에 육박하고 있어 영농

후계자 육성과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됨. 

  영농활동에 조합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농협법 개정은 긍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도 21.7%에 달해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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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6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has conducted a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t the end of each year targeting KREI 
local correspondents and urban citizens in order to identify demand for 
research and support establishing policies based on changes in awareness. The 
survey of 2016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19 to November 25 among 
2,590 respondents including 1,500 urban people and 1,090 farmers. A mail 
survey was conducted for farmers, and a professional research company was 
commissioned to visit and interview urbanit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8 out of 10 city people agreed that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have been the foundation of Korean society. 
And a majority (54.9%) also thought that agriculture and rural regions have 
the possibility of becoming Korea's future growth engine. 73.6% of farmers 
and 49.7% of urban people supported the expansion of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lso, 62.1% of urban dwellers recognized the 
multifunctional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and 54.6% of 
them said that they are willing to bear the burden of costs for maintaining the 
multifunctional value.
  A majority (68.4% of farmers and 51.3% of city people) answered that 
food self-sufficiency rates should be much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and 
7 out of 10 people agreed on the necessity of farmland preservation. The 
respondents presented a policy for boosting consumption through consumers' 
preference, production reduction, and so on as solutions to the imbalance 
between rice supply and demand. 68.8% of farmers and 52.7% of urban 
people opposed large companies' entry into the agricultural sector. And 52.8% 
of farmers and 37.7% of city people supported amend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majority (52.6%) of urban people thought that 
the safety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has improved, and that domestic 
products are safer than imports (66.9% agreed and 2.8% disagreed). 
Nevertheless, the gap between the perceptions is narrowing. The proportion of 
urbanites who responded that they would purchas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even if they are more expensive than imports was 32.8%, up 11.8%p 
from the previous year. The respondents suggested stabilizing farm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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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fostering agricultural successors, and improving the marketing 
structure as medium- and long-term agricultural policies that should be 
focused on. 
  The respondents pointed out labor shortage as the biggest factor threatening 
farm management, followed by an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the expansion 
of market opening, and difficulty in securing a market. With 77.4% of farm 
households without farming successors, the intention to decrease the farming 
scale greatly increased to 40.8%, compared to 27.4% a decade ago. The 
majority (84.5%) of farm households responded that they had difficulty due to 
labor shortage, and the following were proposed to alleviate the problem: the 
promotion of mechanization; public labor input; employment intermediation; 
and the improvement of a system utilizing foreign workers.

Researchers: Kim Dongweon and Park Hyejin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2.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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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

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이 조사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하

여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6년부터 조사대상을 도시민까지 확대하여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이

면서 납세자인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추적하

고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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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

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자체 우편조사

를 실시하였음.1)

○ 도시민의 경우, 전국(제주 포함)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크기는 1,500명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실시하였음.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5%p임.

○ 농업인의 경우, 우리 연구원 현지통신원2) 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조

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조사에 충실하게 응답한 1,090명(응답률 36.3%)의 

조사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 조사로 확대하였음. 연구 활용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

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와 패널 형태의 조사를 

병행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

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

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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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기간 2016년 10월 19일 ∼ 11월 18일 2016년 10월 21일 ∼ 11월 15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방법 우편조사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090명(응답자) 1,500명

표본추출 방법 전국 읍･면 독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

표본 오차 고정표본 사용 ±2.5%p(95% 신뢰수준)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표 1-1> 조사 개요

2.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문항은 지난 2013년에 실시한 문항 재설계 작업에 기초하여, 고정문항

과 주기에 맞춰(매년, 격년, 3년) 조사할 문항을 선정하고 농업관련 현안과 

이슈를 포함해 조사를 설계함. 농업인은 고정문항 및 정책현안 등 54문항

을, 도시민은 50문항으로 구성하였음.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O

농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O

현재/미래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O O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적 가치 여부 O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이유 O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도 O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한 추가비용부담 여부 O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대한 인식 O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를 위해 세금 추가 부담 찬반 여부 O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농업 상황 O O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 O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인식 O O

농업･농촌에 대한 생각 O

<표 1-2> 조사문항 상세 내용(농업인･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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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 O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 O
구체적 귀농･귀촌 시기 O
귀농과 귀촌 중 관심 있는 분야 O
귀농･귀촌 시 가장 필요한 것 O
농축산물 소매가격 변동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 O
일반 공산품 대비 농축산물 가격 정도 O
식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O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O
국산 농식품과 수입 농식품 안전성 비교 O
국산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점 O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생각 O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 O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O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 O
수입 농식품이 저렴할 시 구매 의향 O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 O
현재 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수준 O O
최근 1년간 농촌관광 횟수 O
농촌 관광 만족도 O
농촌에서 여가활동 또는 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사항 O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농업 정책 및 농업･농촌 문제를 접하는 매체 O

식량자급률 감소세에 대한 의견 O O

쌀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O O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한 의견 O O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 O O

농지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O O

농지보전이 필요한 이유 O O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 O O

농식품 관련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 운영 평가 O O

농정 5대과제 성과 평가 O O

가장 성과가 체감되는 정책 O O

가장 성과가 아쉬운 정책 O O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 O O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할 정책 O O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효과가 낮다고 생각되는 정책 O O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 O O

영농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 및 단체 (중복응답) O

조합(농축임협)에 대한 의존도 O

농협법 개정에 대한 평가 O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변화

올해 농사 만족도 O

올해 농사에 불만족하는 이유 O

농사와 관련한 올해 가장 큰 관심사 O
농사를 지으며 가장 큰 애로사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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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변화

농업종사 직업 만족도 O

농업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O

농업 관련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O

10년 전 대비 농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변화 O

농업에 대한 애착심 O

향후 농업 경영 규모 계획 O

향후 영농활동 가능 기대 나이 O

향후 영농활동 남은 기간 O

영농활동을 못할 경우 후계인력 여부 O

영농활동 후계인력 O

농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 O

최근 1년간 일손부족 어려움 경험 여부 O

어려움을 겪은 이유 O

5년 전 대비 일손부족 현상 변화 O

우선적으로 필요한 농촌일손부족 해소 방안 O

기후 변화가 농사에 미치는 영향 체감 여부 O

최근 기후변화 중 농업에 피해를 받은 현상 O

5년 전 대비 농촌생활 수준 O

농촌생활 만족도 O

농촌생활 불만족 사유 O

마을 주민과의 관계 O

현재 거주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느낌 여부 O

거주지역의 생활 환경 만족도 O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O

농촌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복응답) O

농업･농촌의 가장 우려되는 문제 O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시민의 지역별 분포는 특별/광역시 거주자가 54.5%, 일반시 거주자가 

45.5%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가 29.4%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21.1%, 화이트칼라 20.1% 등으로 분포함. 

○ 농업인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65.0%,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가 70.8%,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73.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영농형태로는 수도

작이 32.8%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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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농업인(n=1,090)

구분 빈도 비율

지역형태별

도시근교 232 21.3 

평야지대 269 24.7 

산간지대 570 52.3 

무응답 19 1.7 

연령
60세 미만 382 35.0 

60세 이상 708 65.0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772 70.8 

대졸 이상 315 28.9 

무응답 3 0.3 

영농경력별

20년 미만 285 26.1 

20년 이상 804 73.8 

무응답 1 0.1 

영농형태별

수도작 357 32.8 

과수 256 23.5 

노지채소 101 9.3 

축산 87 8.0 

시설원예 123 11.3 

특작 124 11.4 

기타 42 3.9 

영농규모별

소농 437 40.1 

중농 568 52.1 

대농 69 6.3 

무응답 16 1.5 

연평균소득
2천만 원 미만 505 46.3 

2천만 원 이상 585 53.7 

월평균

생활비

30만 원 미만 13 1.2 

30만~50만 원 62 5.7 

50만~70만 원 95 8.7 

70만~100만 원 200 18.3 

100만~150만 원 236 21.7 

150만~200만 원 203 18.6 

200만 원 이상 260 23.9 

무응답 21 1.9 

도시민(n=1,500)

구분 빈도 비율

지역별

서울 367 24.5 

인천/경기 471 31.4 

부산/경남/울산 235 15.7 

대구/경북 134 8.9 

광주/전라 125 8.3 

대전/충청 120 8.0 

제주/강원 48 3.2 

지역규모별
특별/광역시 817 54.5 

일반시 683 45.5 

성별
남자 817 54.5 

여자 683 45.5 

연령별

19~29세 276 18.4 

30대 281 18.7 

40대 327 21.8 

50대 296 19.7 

60세 이상 320 21.3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71 11.4 

고졸 636 42.4 

대재 이상 693 46.2 

가구원수별

2명 이하 380 25.3 

3명 349 23.3 

4명 691 46.1 

5명 이상 80 5.3 

월평균
생활

50만 원 미만 37 2.5 

50만~70만 원 90 6.0 

70만~100만 원 170 11.3 

100만~150만 원 324 21.6 

150만~200만 원 301 20.1 

200만 원 이상 578 38.5 

직업별

농/임/어업 4 0.3 

화이트칼라 302 20.1 

블루칼라 441 29.4 

자영업 316 21.1 

주부 277 18.5 

학생 113 7.5 

기타/무직 47 3.1 

농촌
거주경험

있다 717 47.8 

없다 783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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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및 분석

○ 조사된 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3단계에 걸친 검증을 실시하고, 통계프로

그램인 SPSS 2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음.

○ 도시민, 농업인 조사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그룹 간 공통문항 중심의 주

요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

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계층 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 결과와 19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

식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표 1-4> 자료처리 절차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 Intel Core i5
∙ SPSS 21.0





제2 장

조 사 결 과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

할,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농촌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이

미지,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적 가치 여부와 가치가 있는 이유, 다원

적 기능의 중요도,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부담 여부,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대한 인식 및 세금추가부담 찬반 의견, 가장 우려되는 농

업･농촌 문제 등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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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 역할로‘안전한 식품 공급’꼽아

○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중복응답을 받은 결과, 농업인과 도

시민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각각 42.2%, 34.0%)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음. 다음으로 ‘자연환경 보전’(각각 25.2%, 25.8%)이라고 응답

하였음.

○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응답은 농업인의 3.6%만이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10.1%가 응답하여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이 전통문화의 계승 측면을 상대적

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과 2011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농업인은 ‘전원생활의 공간’이

라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였고, 도시민은 ‘자연환경 보전’이 약 2배가량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 현재의 농업･농촌 역할 중 중요한 역할

단위: %

 

○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해질 역할에 대해서 농업인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26.5%)을, 도시민은 ‘자연환경 보전’(21.7%)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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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농업인과 도시민 간 인식 차이를 보였음. 다음으로 농업인은 ‘자연환경 

보전’(18.7%), 도시민은 ‘관광 및 휴식장소 제공’(17.8%)을 꼽았음.

- 2006년과 2011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농업인은 ‘관광 및 휴식장소 제

공’과 ‘전원생활공간 제공’이라는 응답이 10년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하였

고, 도시민은 ‘자연환경 보전’이 과거 조사결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 중 중요한 역할

단위: %

1.2. 도시민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 농업상황 ‘1년 전보다 좋아졌다’

○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시민은 절반 정

도가 ‘좋아졌다’(48.7%)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은 31.8%만이 ‘좋아졌다’고 

응답해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현재 농업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10년 전 대

비 우리나라 농업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7.1%p씩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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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매우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좋아짐
(소계)

비슷
하다

약간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나빠짐
(소계)

모름/
무응답

농업인 1,090 7.3 24.5 31.8 15.8 25.6 24.8 50.4 2.0 

도시민 1,500 6.2 42.5 48.7 33.3 14.5 3.6 18.1 0.0 

<표 2-1>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농업 상황

단위: %

1.3. 농업인 73.6%, 도시민 49.7%‘농업･농촌에 투자 늘려야’

○ 농업･농촌 투자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농업인의 경우에 10명 중 7명(73.6%)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

한 반면 도시민은 절반(49.7%)만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농업인이 13.9%인 반면, 도시민은 

37.2%로 높았음. 

- 지난해와 비교하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

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농

업인이 소폭 증가한 반면 도시민은 감소하였음.

구분 사례 수
투자를  

늘려야 한다
투자를

줄여야 한다
현 수준 유지 잘 모르겠다 무응답

농업인 1,090 73.6 5.6 13.9 5.9 1.1 

도시민 1,500 49.7 6.7 37.2 6.5 0.0 

<표 2-2>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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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민 70% 정도가 농업･농촌에 ‘보통 이상의 관심’

○ 도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6.3%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관심이 없

다는 응답은 26.2%였음.

○ 한편, 도시민의 39.7%가 농업･농촌에 애착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30.5%

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의 관계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

음. 또한, 31.4%는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음.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의 관계가 많다는 인식은 3년 전보

다 10%p 감소하였음.

구분 사례 수 매우 많다 많은 편
많다

(소계)
보통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없다
(소계)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1,500 3.3 33.0 36.3 37.5 22.8 3.4 26.2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 정도 1,500 7.1 32.5 39.7 35.4 21.2 3.7 24.9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1,500 3.9 26.6 30.5 39.3 24.3 5.9 30.2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
1,500 3.6 27.8 31.4 43.9 21.2 3.5 24.7 

<표 2-3> 농업･농촌 문제와의 관련성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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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촌의 긍정 이미지는‘자연환경’, 부정 이미지는‘복지시설’

○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

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29.5%), ‘노후의 생활에 적합한 

곳’(17.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응답은 ‘특

별/광역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구분 사례 수

전원
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

노후의 
생활에 

적합한 곳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

재해를 막고 
수자원을 
지키는  
기능이
있는 곳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
있는 곳

기타 χ2(df)

전체 1,500 29.5 17.7 34.0 6.0 12.2 0.6 

지역
규모별

특별/광역시 817 29.7 16.4 36.0 6.9 10.5 0.5 
383.5(9)***

일반시 683 29.3 19.2 31.6 5.0 14.2 0.7 

<표 2-4>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단위: %

주: *p<.05, **p<.01, ***p<.001

○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는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27.5%)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이라는 인식은 제주/강원, 광주/전라 지역 계층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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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문화, 보건 
의료, 교육 
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곳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되풀이  
되는 곳

가난하고 
힘들고 
비전이 
없는 곳

기타 χ2(df)

전체 1,500 27.5 44.3 9.6 8.8 9.1 0.7 

지역별

서울 367 28.6 37.9 13.6 11.4 8.4 0.0 

95.408(54)***

인천/경기 471 28.9 42.9 8.7 8.1 10.6 0.8 

부산/경남/울산 235 28.5 45.1 10.6 8.1 7.2 0.4 

대구/경북 134 25.4 47.8 9.0 9.7 6.7 1.5 

광주/전라 125 19.2 55.2 4.0 7.2 12.0 2.4 

대전/충청 120 31.7 45.0 6.7 8.3 8.3 0.0 

제주/강원 48 18.8 62.5 6.3 2.1 8.3 2.1 

농촌인가족
여부

있다 446 23.5 45.5 8.3 7.0 14.8 0.9 
33.326(9)***

없다 1,054 29.2 43.7 10.2 9.6 6.6 0.7 

<표 2-5>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단위: %

주: *p<.05, **p<.01, ***p<.001

1.6. 도시민 79.3% ʻ농업･농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 

○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사회적 역할과 성장 가능성, 발전 정도 등 6개 항

목에 대한 평소 생각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 긍정

적인 답변이 나타났고, 부정적인 답변은 10% 내외로 조사되었음.

○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 데 79.3%가, ‘농업･

농촌은 현재 우리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견에도 65.9%

가 동의하였음. 

○ 이밖에도 ‘농업･농촌은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가능성’(54.9%), ‘농업･농촌

은 소중하고 살아볼 만한 곳’(52.9%)이라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

음. 다만, 다른 항목에 비해 ‘농업･농촌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

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3% 내외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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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에 대한 생각을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농업･농촌은 소중하고 

살아볼 만한 곳’에 ‘그렇다’(52.9%)는 응답은 작년(68.4%)에 비해 

15.5%p 하락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구분 사례 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소계)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소계)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 1,500 22.5 56.8 79.3 17.4 3.1 0.2 3.3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 담당 1,500 14.8 51.1 65.9 28.1 5.7 0.3 5.9 

농업･농촌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가능성 1,500 9.6 45.3 54.9 36.3 8.1 0.7 8.7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음 1,500 6.3 44.3 50.6 36.2 11.5 1.7 13.2 

우리나라 농촌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음 1,500 5.2 43.1 48.3 38.1 12.1 1.4 13.5 

농업･농촌은 소중하고 살아볼 만한 곳 1,500 6.0 46.9 52.9 39.6 7.0 0.5 7.5 

<표 2-6>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단위: %

1.7.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인정

○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

명 중 6명은 ‘가치가 많다’(62.1%)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하였음.

- 인구특성별로 보면, 광주/전라, 서울 지역 거주자, 농촌에 가족이 있는 계

층에서 긍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는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의견이 8.4%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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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매우 많다 많은 편
많음

(소계)
보통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없음

(소계)
t/F

전체 1,500 7.0 55.1 62.1 31.3 6.5 0.2 6.7 

지역별

서울 367 6.0 61.3 67.3 28.6 4.1 0.0 4.1 

5.517***

인천/경기 471 7.4 52.7 60.1 33.5 6.2 0.2 6.4 

부산/경남/울산 235 6.4 50.6 57.0 37.9 4.7 0.4 5.1 

대구/경북 134 4.5 59.0 63.4 33.6 3.0 0.0 3.0 

광주/전라 125 9.6 59.2 68.8 17.6 13.6 0.0 13.6 

대전/충청 120 10.0 54.2 64.2 23.3 11.7 0.8 12.5 

제주/강원 48 6.3 33.3 39.6 45.8 14.6 0.0 14.6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46 7.6 57.2 64.8 27.8 7.0 0.4 7.4 
2.813**

없다 1,054 6.7 54.2 60.9 32.7 6.3 0.1 6.4 

<표 2-7>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 인식 여부

단위: %

주: *p<.05, **p<.01, ***p<.001

○ 농업･농촌이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응

답자(n=931)는 그 이유를, ‘농촌은 후손들에게 물려 줄 가치가 있기 때문

에’(35.0%), ‘농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29.9%) 순으로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장래에 나의 생활을 위하여’(19.0%), ‘현재 나의 생

활을 위해서’(16.1%) 순으로 조사되었음. 

농촌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35.0)

현재 나의 생활을 위해서
농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6.1)

장래에 나의 생활을 위하여
농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9.0)

농촌이존재하는것
자체만으로도만족하기때문에

(29.9)

<그림 2-3>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가치 인식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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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유지 세금 추가 부담 54.6%가 ‘찬성’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 도시민 과반 

이상(54.6%)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38.8%로 집

계되었음.

- 세금 추가 부담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

(62.1%)가 농촌에 가족이 없는 경우(51.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비용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4.9%p 감소했으나, 5년 전보다

는 9.6%p 증가하였음.

구분 사례 수
적극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찬성
(소계)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반대
(소계)

잘
모르겠다

t/F

전체 1,500 1.4 53.2 54.6 32.2 6.6 38.8 6.6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46 1.8 60.3 62.1 27.1 5.6 32.7 5.2 
3.32***

없다 1,054 1.2 50.2 51.4 34.3 7.0 41.4 7.2 

<표 2-8>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의향
단위: %

주: *p<.05, **p<.01, ***p<.001

1.9. 도시민 10명 중 6명이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찬성

○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도시민 10명 중 6명이 예산을 늘

리는 것에 ‘찬성한다’(59.3%)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쳤음.

-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농촌 거주 경험이 있고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복지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2.6%p 감소했으나, 5년 

전보다는 3.2%p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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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적극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찬성
(소계)

보통
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반대
(소계)

t/F

전체 1,500 4.8 54.5 59.3 31.4 8.7 0.5 9.3 

지역별

서울 367 1.9 55.6 57.5 33.2 9.3 0.0 9.3 

7.891***

인천/경기 471 6.6 64.8 71.3 21.9 6.4 0.4 6.8 

부산/경남/울산 235 6.4 42.6 48.9 43.0 7.7 0.4 8.1 

대구/경북 134 3.0 42.5 45.5 39.6 14.2 0.7 14.9 

광주/전라 125 3.2 63.2 66.4 24.8 8.8 0.0 8.8 

대전/충청 120 6.7 44.2 50.8 37.5 10.8 0.8 11.7 

제주/강원 48 6.3 41.7 47.9 33.3 12.5 6.3 18.8 

농촌
거주경험

있다 717 6.0 59.0 65.0 26.2 7.9 0.8 8.8 
3.525***

없다 783 3.7 50.4 54.2 36.1 9.5 0.3 9.7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46 8.1 60.1 68.2 24.2 6.7 0.9 7.6 
4.57***

없다 1,054 3.4 52.2 55.6 34.4 9.6 0.4 10.0 

<표 2-9>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단위: %

주: *p<.05, **p<.01, ***p<.001

○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를 위해 본인이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5.1%는 찬성하였으며, 28.1%는 반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항목 사례 수
적극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찬성
(소계)

보통
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반대
(소계)

t/F

전체 1,500 1.1 34.0 35.1 36.8 25.7 2.5 28.1 

농촌
거주경험

있다 717 1.1 39.7 40.9 33.8 22.6 2.8 25.4 
3.583***

없다 783 1.0 28.7 29.8 39.6 28.5 2.2 30.7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46 2.0 41.5 43.5 34.5 19.1 2.9 22.0 
4.401***

없다 1,054 0.7 30.8 31.5 37.8 28.5 2.3 30.7 

<표 2-10>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단위: %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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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도시민, 농업･농촌 문제로‘시골의 공동화’가장 우려해

○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로는 도시민의 42.9%가 ‘농

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를 꼽았음. 다음으로 ‘농업 후계인력

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24.6%),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 농산물 증

가 및 안전성 문제’(19.5%),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12.9%)

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라는 응답은 농촌 거주 경

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항목 사례 수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농업 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 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

기타 χ2(df)

전체 1,500 42.9 24.6 12.9 19.5 0.1 

지역
규모별

특별/광역시 817 41.2 28.4 12.1 18.2 0.0 
16.327(5)**

일반시 683 44.8 20.1 13.8 21.1 0.3 

농촌
거주경험

있다 717 48.4 21.3 11.9 18.1 0.3 
20.394(5)**

없다 783 37.8 27.6 13.8 20.8 0.0 

<표 2-11>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

단위: %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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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 도시민과 농업인의 현재 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도

시민에게는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 구체적 

시기, 귀농･귀촌 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았음. 

○ 또한, 농축산물 소매가격 변동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 일반 공산품 대비 

농축산물 가격 정도, 식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최근 5년

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등을 질문하였음. 

○ 이와 함께 국산 농식품과 수입 농식품 안전성 비교,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및 수입 농산물 구입 의향,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2.1. 현재 삶의 질 수준‘높다’, 10년 전보다 증가

○ 현재 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 도시민의 10명 중 7명이 ‘보통이

다’(70.6%)라고 응답했으며, 농업인은 59.0%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음. 삶

의 질 수준이 ‘높다’는 도시민은 18.3%, 농업인은 13.9%로 4.4%p 차이를 

보였음. 

○ 한편, 농업인의 26.3%가 삶의 질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도시민(11.1%)에 

비해 농업인이 2배 이상(26.3%) 많이 나타났음. 

- 지난 10년 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4.5%p, 3.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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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 수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높다
(소계)

보통
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낮다
(소계)

모름/
무응답

농업인 1,090 0.7 13.1 13.9 59.0 24.0 2.3 26.3 0.8 

도시민 1,500 0.3 18.1 18.3 70.6 10.8 0.3 11.1 0.0 

<표 2-12> 현재 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수준

단위: %

2.2. 귀농･귀촌 “의향 있다” 41.3%, 귀농보다 귀촌에 3배 더 관심

○ 도시민의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은, 응답자의 과반(55.3%)이 ‘없다’고 응

답하여, ‘있다’(41.3%)에 비해 14.0%p 높게 나타났음. 

- 은퇴 후 귀농･귀촌하고 싶은 생각은 50대, 농촌 거주 경험자, 농촌에 가족

이 있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항목 사례 수
매우
많다

조금
있다

있다
(소계)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없다
(소계)

잘
모르겠다

t/F

전체 1,500 6.7 34.5 41.3 29.5 25.8 55.3 3.4 

연령별

19~29세 276 2.9 23.2 26.1 30.4 38.4 68.8 5.1 

15.308***

30대 281 3.2 33.1 36.3 29.9 29.9 59.8 3.9 

40대 327 7.6 36.4 44.0 31.2 21.4 52.6 3.4 

50대 296 7.8 43.2 51.0 26.0 20.3 46.3 2.7 

60세 이상 320 11.3 35.6 46.9 30.0 20.9 50.9 2.2 

농촌
거주경험

있다 717 10.0 41.7 51.7 25.7 20.4 46.0 2.2 
7.891***

없다 783 3.7 28.0 31.7 33.1 30.8 63.9 4.5 

농촌인
가족여부

있다 446 9.6 42.4 52.0 27.8 18.4 46.2 1.8 
5.789***

없다 1,054 5.5 31.2 36.7 30.3 28.9 59.2 4.1 

<표 2-13>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

단위: %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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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의향자(n=619)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51.4%)

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

어서’(20.2%)라고 응답하였음.

○ 이에 반해 ‘농업을 경영해 안전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10.5%), ‘생계 수단

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6.6%)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상대

적으로 적었음.

6.6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10.5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51.4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3.7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4.5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20.2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3.1

<그림 2-4> 귀농･귀촌 사유

단위: %

○ 귀농･귀촌 의향자(n=619)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를 질문한 결

과, 도시민의 62.4%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였음. ‘10년 이

후’라는 응답은 19.1%,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11.1%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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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5년 내 10년 내 10년 이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림 2-5>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

단위: %

○ 귀농･귀촌 의향자(n=619)는 ‘귀농’(16.8%)보다는 ‘귀촌’(47.3%)에 더 관심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35.9%로 높

게 조사되었음.

귀농

16.8

귀촌

47.3

아직 정하지

않았음

35.9

<그림 2-6> 귀농･귀촌 중 더 관심있는 부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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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귀농･귀촌 시‘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가장 필요

○ 귀농･귀촌 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이 33.3%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마음의 준비’(16.3%), ‘귀농･귀촌에 대한 정

보’(15.6%), ‘이주에 필요한 자금’(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7> 귀농･귀촌 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2.4. 농축산물 소매가격 변동, ‘생활비에 매우 큰 영향’ 9.9%

○ 도시민에게 농축산물 소매가격 변동이 생활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7.5%(매우 9.9%, 어느 정도 67.6%)가 ‘영향을 받

는다’고 응답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22.5%)는 응답에 비해 3배 가량 높

게 나타났음. 

-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대구/경북지역 거주자, 주부 계층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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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음

(소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음
(소계)

t/F

전체 1,500 1.1 21.4 22.5 67.6 9.9 77.5 

지역별

서울 367 0.3 24.5 24.8 67.0 8.2 75.2 

7.089***

인천/경기 471 1.1 18.9 20.0 70.5 9.6 80.0 

부산/경남/울산 235 0.4 21.3 21.7 70.2 8.1 78.3 

대구/경북 134 0.0 9.7 9.7 71.6 18.7 90.3 

광주/전라 125 0.0 24.8 24.8 63.2 12.0 75.2 

대전/충청 120 3.3 27.5 30.8 60.0 9.2 69.2 

제주/강원 48 10.4 31.3 41.7 52.1 6.3 58.3 

<표 2-14> 농축산물 소매가격 변동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주: *p<.05, **p<.01, ***p<.001

2.5. 공산품 대비 ‘쌀’은 싸고, ‘쇠고기’는 비싸다고 인식

○ 도시민의 일반 공산품과 비교한 농축산물 가격 정도 인식은, 과일류, 닭고

기, 가공식품/유제품은 공산품 대비 가격이 ‘적정하다’(각각 48.8%, 62.3%, 

57.5%)는 응답이 많았고, 쌀은 공산품 대비 ‘싸다’(53.3%)는 응답이 상대적

으로 많았음. 

○ 쇠고기, 돼지고기는 공산품에 비해 평균적으로 ‘비싸다’(77.2%, 50.8%)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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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 수
매우
싸다

싼
편이다

싸다
(소계)

적정
하다

비싼
편이다

매우
비싸다

비싸다
(소계)

평균
(점)

쌀 1,500 9.7 43.5 53.3 33.7 13.0 0.1 13.1 3.5 

채소류 1,500 1.1 23.7 24.9 43.1 29.9 2.2 32.1 2.9 

과일류 1,500 1.1 15.6 16.7 48.8 32.3 2.2 34.5 2.8 

쇠고기 1,500 0.9 4.7 5.6 17.2 58.8 18.4 77.2 2.1 

돼지고기 1,500 0.6 8.9 9.5 39.7 47.1 3.7 50.8 2.6 

닭고기 1,500 0.9 14.5 15.5 62.3 20.8 1.4 22.2 2.9 

가공식품/유제품 1,500 0.4 8.4 8.8 57.5 30.4 3.3 33.7 2.7 

<표 2-15> 일반 공산품 대비 농축산물 가격 정도 인식
단위: %

2.6. 도시민, 식품 구입 시 안전성보다 품질 우선 경향

○ 도시민은 식품 구입 또는 외식할 때 가장 우선 고려 요인으로, 채소, 육류, 

과일, 외식은 ‘품질’(각각 37.5%, 31.1%, 57.4%, 58.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곡물의 경우에는 ‘원산지’(32.9%)를, 수산물은 ‘안전성’(31.5%)을 꼽았음. 

- 지난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과일의 경우에 ‘안전성’은 6.4%p 감소, 

‘품질(맛)’은 11.4%p 증가하였음. 또한, 수산물은 ‘품질(맛)’이 12.5%p나 

증가해 점차 안전성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

육류

곡물

과일

수산물

외식

가격 안전성 품질 브랜드 원산지 기타

11.1 

7.2 

5.9 

8.5 

11.0 

8.4 

13.1 

31.5 

15.5 

22.2 

22.3 

30.1 

58.9 

31.0 

57.4 

27.5 

31.1 

37.5 

9.7 

5.5 

6.1 

8.2 

5.7 

3.0 

5.3 

24.4 

14.8 

32.9 

29.4 

19.1 

1.9 

0.4 

0.3 

0.7 

0.5 

1.9 

<그림 2-8> 식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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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민 과반수‘우리 농식품 안전성 개선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시민 52.6%는 ‘개선되고 있

다’고 평가한 반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11.4%에 그쳤음.

-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자영업 종사자 계층에서, ‘개선되고 있지 않

다’는 응답은 화이트칼라 종사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구분 사례 수
매우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는 편

개선
(소계)

보통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

전혀 
개선되고 
있지않다

개선되지 
않음
(소계)

평균
(점)

전체 1,500 1.6 51.0 52.6 36.0 10.2 1.2 11.4 3.4 

직업별

농/임/어업 4 0.0 0.0 0.0 50.0 0.0 50.0 50.0 2.0 

화이트칼라 302 1.7 45.4 47.0 39.4 12.3 1.3 13.6 3.3 

블루칼라 441 1.6 48.8 50.3 36.7 12.0 0.9 12.9 3.4 

자영업 316 2.2 61.7 63.9 26.6 8.2 1.3 9.5 3.6 

주부 277 1.4 53.4 54.9 37.5 6.9 0.7 7.6 3.5 

학생 113 0.0 44.2 44.2 45.1 9.7 0.9 10.6 3.3 

기타/무직 47 2.1 42.6 44.7 38.3 14.9 2.1 17.0 3.3 

<표 2-16>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단위: %

○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도시민 66.9%가 ‘국산 농산

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국산과 수입산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21.7%로 조사되었음. ‘수입산이 오히려 

국산보다 안전하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음.

- 지난 201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국산과 수입산에 차이가 없다’는 응

답이 12.4%p 증가해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

으로 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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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안전성 비교

단위: %

2.8. 국산 농식품 안전성 위해 ‘철저한 사전관리’ 필요

○ 국산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점으로

는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가 33.3%로 가장 많았고, 이

어서 ‘불량 농식품의 생산자 엄중 처벌’(27.1%), ‘제품표시 등 소비자를 위

한 정책 추진’(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는 응답은 특별/광역포함시 거주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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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 수

불량 
농식품의  

생산자 엄중 
처벌

제품표시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추진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

과학적인 
시험연구와 
분석 실시

식품안전
관리행정의 

개편
없다 χ2(df)

전체 1,500 27.1 26.1 33.3 5.9 7.5 0.1 

지역별

서울 367 24.8 27.5 36.8 7.1 3.5 0.3 

76.004(30)***

인천/경기 471 29.9 24.6 29.3 4.2 11.7 0.2 

부산/경남/울산 235 21.3 32.8 34.9 6.0 5.1 0.0 

대구/경북 134 17.9 26.1 47.0 3.7 5.2 0.0 

광주/전라 125 36.8 18.4 24.0 12.0 8.8 0.0 

대전/충청 120 32.5 20.8 32.5 5.0 9.2 0.0 

제주/강원 48 31.3 31.3 27.1 4.2 6.3 0.0 

지역
규모별

특별/광역시 817 24.6 26.1 37.9 5.5 5.8 0.1 
22.939(5)***

일반시 683 30.0 26.2 27.8 6.3 9.5 0.1 

<표 2-17> 국산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점
단위: %

주: *p<.05, **p<.01, ***p<.001

2.9. 도시민 87.7% “농산물 시장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 정도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9명(87.7%)은 

‘농산물 시장은 지나치게 개방’되었고, ‘농산물 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87.1%)이며,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

여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93.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도시민 10명 중 6명(64.3%)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

는 더 유리해진다’에 동의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되었음. 

-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비율이 2014년(75.7%)에 비해 12.0%p 증가하

였으며, ‘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가 더 유리하다’는 응답은  2014년에 

비해 약간(2.9%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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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시장은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농산물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 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진다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 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93.7

64.3

87.1

87.7

6.3

35.7

12.9

12.3

<그림 2-10>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단위: %

2.10. “농산물 구입 시 품질 우선”38.5%…‘무조건 국산 농산물 구입’32.8%

○ 농산물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에 대해 도시민들은 ‘품질 우

수성을 고려해 구입’한다는 의견이 38.5%로 가장 많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입’(32.8%), ‘수입산에 비해 우리 농산물 가격

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 구입’(2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한다’는 응답은 19~29세, 대재 이상, 농촌 거주 

경험이 없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

입’(32.8%)은 11.8%p 증가했으며,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

물을 구입’(28.7%)은 10.6%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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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입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 구입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

χ2(df)

전체 1,500 32.8 28.7 38.5 

연령별

19~29세 276 21.7 32.6 45.7 

21.389(8)**

30대 281 33.1 29.5 37.4 

40대 327 33.6 28.7 37.6 

50대 296 36.5 27.4 36.1 

60세 이상 320 37.8 25.6 36.6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71 42.7 30.4 26.9 

18.225(4)**고졸 636 34.3 25.9 39.8 

대재 이상 693 29.0 30.7 40.3 

농촌
거주경험

있다 717 38.4 25.1 36.5 
20.413(2)***

없다 783 27.7 31.9 40.4 

<표 2-18>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

단위: %

주: *p<.05, **p<.01, ***p<.001

2.11.‘수입 농산물 거부감 없다’지난해보다 5.3%p 증가

○ 도시민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 43.9%가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했으

며, 이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 

(26.8%),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

다’(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고연령, 저학력 계층일수록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

았고, 젊고 고학력 계층일수록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

이 5.3%p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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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수입 농산물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 자주 
구매하지
못한다

수입 농산물이 
좋고 구매도  

거리낌이 없다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 좋지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

χ2(df)

전체 1,500 1.9 7.7 43.9 26.8 19.7 

연령별

19~29세 276 2.2 10.9 57.2 17.8 12.0 

59.057(16)***

30대 281 0.7 6.8 45.9 27.8 18.9 

40대 327 3.4 5.5 45.0 26.6 19.6 

50대 296 2.4 8.4 34.8 31.8 22.6 

60세 이상 320 0.9 7.5 37.8 29.4 24.4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71 1.2 5.3 28.7 43.3 21.6 

38.967(8)***고졸 636 2.4 6.9 43.9 25.3 21.5 

대재 이상 693 1.7 9.1 47.6 24.1 17.5 

<표 2-19>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p<.05, **p<.01, ***p<.001

2.12.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품질인증 확대’필요

○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품질인증 확대’(28.2%)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입산과 가격경쟁력 확보’(21.9%),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처 개척’(21.7%), ‘원산지 표시 확대’(18.7%) 등의 순으로 나타

났음. 

-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처 개척’이라는 응

답이 3.8%p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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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

단위: %

2.13. 수입산 농식품이 저렴해도 “곡류, 채소류는 국산 구입”

○ 수입산 농식품이 저렴할 시 구매 의향에 대해 곡류, 채소류의 경우에는 응

답자의 70% 이상이 ‘국산을 구입’(각각 74.8%, 71.3%)할 것이라고 응답하

였음. 해조류는 66.7%가 ‘국산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일반생선/활

어, 닭고기는 절반 이상이 ‘국산을 구입’(각각 53.1%, 58.5%)할 것이라고 조

사되었음. 

○ 한편, 쇠고기의 경우에는 수입 농산물이 저렴하다면 ‘수입산 구입’이라는 

응답이 18.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국산을 구입’할 것이라는 항목을 지난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곡

류’는 5.1%p 증가하였고, ‘쇠고기’는 ‘수입산 구입’이 8.7%p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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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채소류

과일류

일반 생선/활어

김, 미역 등 해조류

쇠고기

국산구입 반반이다 수입산 구입

돼지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유제품 38.8 

58.5 

50.0 

35.3 

66.7 

53.1 

49.4 

71.3 

74.8 

52.8 

36.5 

41.3 

46.2 

30.3 

42.2 

43.7 

25.8 

23.5 

8.4 

5.1 

8.7 

18.5 

3.0 

4.7 

6.9 

2.9 

1.7 

<그림 2-12> 수입 농식품이 저렴할 시 구매 의향

단위: %

2.14. 수입산 대비 국산 농산물 가격경쟁력 ‘높다’는 인식 감소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시민의 

63.1%가 ‘쌀’의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을, ‘한우’와 ‘신선채소’는 과반

(각 59.6%, 56.3%)이 가격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1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의견은 

‘쌀’(63.1%)이 12.7%p, ‘한우’(59.6%)가 19.2%p, ‘돼지고기’(46.5%)가 

21.5%p, ‘신선채소’(56.3%)가 5.0%p 각각 감소하였음.

- 반면, ‘과일’(45.6%)의 경우에는 2010년 조사결과에 비해 10.0%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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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축산물(한우)

축산물(돼지고기)

신선채소

과일

매우높다 높은편 보통 낮은편 매우낮다

5.7 

8.7 

6.0 

11.9 

10.0 

39.9 

47.6 

40.5 

47.7 

53.1 

44.7 

37.5 

39.7 

25.6 

23.0 

8.9 

5.9 

12.9 

12.8 

12.9 

0.8 

0.3 

0.8 

2.0 

0.9 

<그림 2-13>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

단위: %

2.15. 최근 1년간 농촌 방문 횟수 평균 0.8회로 소폭 상승

○ 최근 1년간 농촌 방문 횟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7.9%는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1회’라는 응답이 

15.2%로 가장 많았고, ‘3회 이상’(9.3%), ‘2회’(7.7%) 순으로 조사되었음. 

- 최근 1년간 농촌관광 횟수는 1인당 평균 0.8회로 나타나 지난 2007년과 

2010년 평균 0.6회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농촌 관광 경험이 있는 응답자(n=482)를 대상으로 농촌 관광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불만이다’(10.8%)라

는 응답에 비해 4배가량 높게 나타났음.

- 농촌 관광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은 서울지역, 특별/광역시 지역 

거주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난 201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농촌관광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6%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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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최근 1년간 농촌관광 횟수 및 농촌 관광 만족도

단위: %

항목 사례 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만족
(소계)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불만
(소계)

t/F

전체 482 1.5 44.2 45.6 43.6 10.6 0.2 10.8 

지역별

서울 100 1.0 60.0 61.0 38.0 1.0 0.0 1.0 

4.452***

인천/경기 211 1.4 46.4 47.9 37.9 13.7 0.5 14.2 

부산/경남/울산 65 0.0 33.8 33.8 61.5 4.6 0.0 4.6 

대구/경북 27 3.7 33.3 37.0 25.9 37.0 0.0 37.0 

광주/전라 41 2.4 22.0 24.4 58.5 17.1 0.0 17.1 

대전/충청 32 3.1 37.5 40.6 56.3 3.1 0.0 3.1 

제주/강원 6 0.0 50.0 50.0 50.0 0.0 0.0 0.0 

지역
규모별

특별/광역시 254 0.8 52.8 53.5 40.9 5.5 0.0 5.5 
4.31***

일반시 228 2.2 34.6 36.8 46.5 16.2 0.4 16.7 

<표 2-20> 농촌 관광 만족도

단위: %

주: *p<.05, **p<.01, ***p<.001

○ 농촌에서 여가활동 또는 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사항으로는 ‘숙박시설’

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환경 청결 미흡’(24.3%), ‘교통’(17.9%), ‘비

싼 요금’(17.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지난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숙박시설’은 6.2%p 증가, ‘교통’은 

10.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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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농촌에서 여가활동 또는 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사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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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량자급률 감소세에 대한 의견, 쌀 수급불균

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한 의

견,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 농지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올해 가

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도시민에게는 농업 정책 및 농업･농촌 문제를 접하는 매체를, 농업인에게는 

영농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 및 단체, 조합에 대한 의존도, 농협법 개정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음.

3.1. 국민 과반수 이상 “식량자급률 높여야”…찬성 비율은 낮아져 

○ 식량자급률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물어본 결과,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

수 이상(각각 68.4%, 51.3%)으로 나타났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대 수준이었음.

○ 도시민의 경우에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51.3%)는 응답과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2.7%)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농업인은 ‘식량자급

률을 높여야 한다’(68.4%)는 응답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23.9%)는 

응답의 3배 가까이 많았음.

-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

면, 도시민은 7.1%p, 농업인은 5.4%p 감소했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응답도 소폭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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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응답

농업인 1,090 68.4 23.9 6.2 1.4 

도시민 1,500 51.3 42.7 6.1 0.0 

<표 2-21> 식량자급률 감소세에 대한 의견

단위: %

3.2. 국민 10명 중 7명은 식량안보 등 이유로 “농지 보전해야”

○ 농지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 10명 중 7명이 ‘필요하다’(각각 

71.5%, 73.3%)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농업인이 12.4%, 도시

민이 3.0%로 나타나 보전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분 사례 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
(소계)

보통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불필요
(소계)

모름/
무응답

농업인 1,090 28.6 42.8 71.5 14.0 10.0 2.4 12.4 2.1 

도시민 1,500 15.9 57.4 73.3 23.7 2.9 0.1 3.0 0.0 

<표 2-22> 농지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농지를 보전해야 할 이유로 농업인은 ‘식량안보’(61.1%), ‘미래세대 자

산’(21.7%)을 중요하게 꼽은 반면, 도시민은 이 같은 이유 외에도 ‘환경보전’

과 ‘효율적인 국토 이용’ 등 다양한 이유를 꼽고 있어 도-농 간 농지보전 필

요성 인식에 차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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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농지보전이 필요한 이유

단위: %

3.3. 쌀 재고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 맞춤형 소비촉진 정책’ 필요

○ 쌀 재고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 등 쌀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도시민은 ‘소비자 선호 맞춤형 쌀 소비 촉진 정

책’(38.2%)과 ‘생산량 감축’(22.5%)으로 의견이 집중된 반면, 농업인은 다양한 

의견으로 분산되었음. 

- 농업인은 ‘맞춤형 쌀 소비 촉진 정책’(17.7%), ‘생산량 감축’(17.4%), ‘사

료용 등 쌀 방출 확대’(17.0%), ‘소진 정책’(16.4%), ‘고급미수출 정책’ 

(14.4%)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구분 사례 수

생산량 
감축 정책
(쌀 생산 

조정제 등)

대외 
원조 등 

소진 정책

소비자 선호 
맞춤형
쌀 소비 

촉진 정책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등
농지면적 감축

사료 및 
가공용 쌀 
방출 확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고급미

수출 정책

무응답

농업인 1,090 17.4 16.4 17.7 15.9 17.0 14.4 1.2 

도시민 1,500 22.5 8.5 38.2 6.7 7.3 16.8 0.0 

<표 2-23> 쌀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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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기업 농업 진출 과반수 이상 반대, 도시민은 29%가 찬성

○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진출을 막아야 한다’

(각각 68.8%, 52.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도

시민(29.0%)이 농업인(14.4%)에 비해 2배 정도 많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도 농업인(15.4%)보다 도시민(18.3%)

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림 2-17>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한 견해

단위: %

3.5.‘청탁금지법’개정 농업인은 찬성, 도시민은 반대가 더 많아

○ 2016년 9월 28일 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여론과 관련해, 농업인의 경우에 ‘농가피해와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52.8%) 이상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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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도시민은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49.6%)는 응답이 가장 많아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8>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여론에 대한 견해

단위: %

3.6. 농식품 분야 현안 ‘농산물 가격 불안정’, ‘쌀값 하락’에 가장 큰 관심

○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불안

정’(23.7%)을 꼽은 반면, 도시민은 ‘쌀 가격 하락’(13.0%)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어 농업인은 ‘쌀 가격 하락’(19.4%), ‘직불금 확대 및 개편’(14.5%), ‘6차 산

업화’(8.3%)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FTA 시장개방’(12.4%), ‘농

산물 가격 불안정’(12.4%), ‘폭염대책’(10.4%) 등의 순으로 응답해 차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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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직불금확 및개편

FTA 시장개방

폭염 책

가축질병, 방역 책

쌀가격하락

농산물가격불안정

농협법개정

농산물수출

기업등농업참여

귀농귀촌

도시농업

직거래활성화

스마트팜확산

김영란법 응

반려동물·동물복지

무응답

<그림 2-19>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정책

단위: %

3.7. 농식품 핵심과제 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긍정 평가 

○ 농식품 관련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 운영 평가 항목 중 도시민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32.8%),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32.1%) 과제에 대한 긍정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인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23.9%),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19.5%) 과제

에 대해 다른 과제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45

○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정책으로는 ‘창조마을 조성’, ‘기업과 상생협력 활성

화’, ‘스마트팜 확산’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20> 농식품 관련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 운영 평가(긍정)

단위: %

항목 사례 수
매우 잘 

운영
대체로 
잘 운영

잘 운영
(소계)

보통
대체로 
잘못 
운영

매우 
잘못 
운영

잘못 
운영
(소계)

모름/
무응답

t/F

스마트팜 확산
농업인 1,090 1.7 10.7 12.5 54.0 22.2 3.1 25.3 8.2 

-5.588***
도시민 1,500 0.5 16.0 16.5 67.2 15.7 0.6 16.3 0.0 

창조마을 조성
농업인 1,090 1.5 9.8 11.3 42.3 32.5 6.6 39.1 7.3 

-11.29***
도시민 1,500 1.0 22.2 23.2 54.3 21.3 1.2 22.5 0.0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농업인 1,090 3.4 16.1 19.5 41.9 25.8 5.9 31.7 6.9 

-5.592***
도시민 1,500 1.4 24.5 25.9 51.5 21.3 1.2 22.5 0.0 

농수산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농업인 1,090 1.4 8.4 9.8 41.7 33.3 7.1 40.4 8.2 
-12.427***

도시민 1,500 1.5 18.8 20.3 59.0 19.5 1.3 20.7 0.0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농업인 1,090 2.7 15.5 18.2 43.0 26.3 5.7 32.0 6.8 
-6.297***

도시민 1,500 0.9 21.9 22.8 57.3 18.8 1.1 19.9 0.0 

농어촌 관광 
활성화

농업인 1,090 1.9 16.1 18.0 44.2 25.7 4.4 30.1 7.7 
-10.023***

도시민 1,500 1.9 30.9 32.8 50.5 15.7 1.0 16.7 0.0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업인 1,090 4.7 19.2 23.9 41.1 24.6 4.7 29.3 5.8 
-6.998***

도시민 1,500 1.7 30.5 32.1 53.2 13.8 0.9 14.7 0.0 

<표 2-24> 농식품 관련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 운영 평가

단위: %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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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정 체감도‘유통개선’긍정,‘고령농 대책’아쉬운 정책 꼽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 5대 과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 중 도시민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30.8%), ‘복지농어촌 건설’(29.1%)을, 농업인은 ‘복지농어촌 건설’ 

(26.3%),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21.4%)에 대한 성과를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하였음.

<그림 2-21> 농정 5대 과제 성과 평가(긍정)

단위: %

항목 사례 수
성과가 
매우 
높음

성과가 
있음

성과 
있음
(소계)

보통
성과가 
없음

성과가 
전혀 
없음

성과 
없음
(소계)

모름/
무응답

t/F

농림축산업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인 1,090 1.8 18.9 20.7 46.6 23.3 4.0 27.3 5.3 
-6.171***

도시민 1,500 1.2 26.4 27.6 54.5 17.3 0.7 17.9 0.0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인 1,090 2.1 19.3 21.4 41.7 27.9 4.5 32.4 4.6 
-4.47***

도시민 1,500 2.5 19.3 21.8 55.9 21.0 1.3 22.3 0.0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 1,090 1.6 15.2 16.8 43.4 29.0 6.1 35.0 4.8 
-11.455***

도시민 1,500 1.9 28.9 30.8 51.1 17.2 0.9 18.1 0.0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농업인 1,090 1.1 16.1 17.2 40.6 29.6 7.2 36.9 5.2 
-8.593***

도시민 1,500 1.3 20.8 22.1 56.5 20.2 1.1 21.3 0.0 

복지농어촌 건설
농업인 1,090 3.0 23.3 26.3 39.0 24.0 6.1 30.1 4.6 

-5.902***
도시민 1,500 1.9 27.1 29.1 54.3 15.6 1.1 16.7 0.0 

<표 2-25> 농정 5대과제 성과 평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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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6년도에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성과가 체감되는 정책에 대해 중복

응답을 받은 결과, 농업인은 ‘직불제’(16.2%), ‘귀농･귀촌’(11.1%), ‘농업재해보

험’(9.9%), ‘6차 산업화’(8.3%)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귀농･귀

촌’(15.7%), ‘농촌관광’(11.3%), ‘직매장’(8.4%) 등의 순으로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장 성과가 아쉬운 정책으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고령농대책’(각각 

9.0%, 9.2%)을 1순위로, 이어 ‘농업인력육성’(각각 8.6%, 7.9%)을 꼽았음.

순위
농업인 도시민

체감되는 정책 아쉬운 정책 체감되는 정책 아쉬운 정책
1 직불제(16.2) 고령농대책(9.0) 귀농귀촌(15.7) 고령농대책(9.2)
2 귀농귀촌(11.1) 농업인력육성(8.6) 농촌관광(11.3) 농업인력육성(7.9)
3 농업재해보험(9.9) FTA 보완대책(8.1) 직매장(8.4) 수급안정(7.9)
4 6차 산업화(8.3) 농업경영비 절감(6.5) 농업인력육성(7.5) FTA 보완대책(6.8)
5 연금보험료 지원(4.9) 삶의질 향상(6.3) 6차 산업화(5.1) 삶의질 향상(6.0)
6 농업인력육성(4.8) 6차 산업화(5.3) 협동조합(4.6) 직매장(5.2)
7 농촌관광(4.5) 농업재해보험(4.8) 직불제(4.1) 맞춤형 복지(5.2)
8 고령농대책(3.9) 수급안정(4.7) 수급안정(4.0) 도매시장(4.0)
9 농지연금(3.5) 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3.9) 고령농대책(3.9) 농업경영비 절감(3.9)
10 FTA 보완대책(3.1) 직불제(3.8) 농업경영비 절감(3.6) 귀농귀촌(3.8)
11 밭농업 활성화(3.0) 식량자급률(3.5) 스마트팜(3.0) 식량자급률(3.7)
12 농업경영비 절감(2.7) 농촌관광(3.3) 도매시장(3.0) 농촌관광(3.4)
13 협동조합(2.1) 밭농업 활성화(3.1) 삶의질 향상(2.9) 6차 산업화(3.2)
14 직매장(2.0) 연금보험료 지원(2.6) FTA 보완대책(2.6) 해외농업개발(3.1)
15 스마트팜(1.9) 귀농귀촌(2.5) 맞춤형 복지(2.6) 밭농업 활성화(2.6)
16 삶의질 향상(1.8) 맞춤형 복지(2.2) 농업재해보험(2.2) 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3.9)
17 식량자급률(1.5) 협동조합(2.0) 산지조직화(1.9) 직불제(2.3)
18 우량농지보전(1.4) 우량농지보전(1.8) 밭농업 활성화(1.8) 스마트팜(2.0)
19 수급안정(1.2) 직매장(1.6) 우량농지보전(1.7) R&D(1.9)
20 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3.9) ICT 융복합(1.5) 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3.9) ICT 융복합(1.8)
21 맞춤형 복지(1.1) 농지연금(1.5) 농지연금(1.4) 농업재해보험(1.8)
22 ICT 융복합(0.8) 스마트팜(1.5) 연금보험료 지원(1.3) 공동생활홈(1.8)
23 R&D(0.8) 산지조직화(1.4) 식량자급률(1.3) 연금보험료 지원(1.8)
24 산지조직화(0.7) R&D(1.3) 공동생활홈(1.2) 우량농지보전(1.8)
25 관측고도화(0.6) 도매시장(1.2) R&D(1.0) 농지연금(1.8)
26 공동생활홈(0.6) 관측고도화(1.1) 해외농업개발(0.9) 산지조직화(1.7)
27 도매시장(0.4) 해외농업개발(0.9) ICT 융복합(0.9) 관측고도화(1.7)
28 해외농업개발(0.3) 공동생활홈(0.7) 관측고도화(0.7) 협동조합(1.2)
* 무응답(5.6) 무응답(5.5) 무응답(0.0) 무응답(0.0)

<표 2-26> 가장 성과가 체감되는 정책과 아쉬운 정책(중복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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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장기 중점 정책으로‘농가소득 안정’,‘후계농업인 육성’꼽아

○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

가 소득 안정’(29.2%)을, 도시민은 ‘후계농업인 육성’(21.4%)을 가장 많이 꼽아 견

해 차이를 보였음. 

- 농업인은 이와 함께 ‘후계농업인 육성’(16.5%), ‘유통구조 개선’(11.1%), ‘고

령농･농촌복지’(8.0%) 등을, 도시민은 ‘농가 소득안정’(21.0%), ‘유통구조 개

선’(13.9%),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8.2%) 등을 꼽았음. 

○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가 낮은 정책으로 농업인은 ‘기업 

등의 농업분야 투자’(9.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도시민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귀

농･귀촌 지원’(13.3%), ‘안정적 농식품 공급’(12.4%) 관련 정책을 가장 효과가 낮

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구분
중점을 둬야 할 정책 효과가 낮다고 생각되는 정책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후계농업인 육성 16.5 21.4 5.5 5.9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 4.8 7.3 7.4 13.3

농가 소득 안정 29.2 21.0 6.9 4.9

안정적 농식품 공급 3.6 8.1 3.6 12.4

유통구조 개선 수급 안정 11.1 13.9 7.1 5.8

식품산업 및 수출활성화 2.4 2.3 4.1 9.1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5.2 8.2 5.3 3.8

농업의 6차 산업화 4.1 2.2 5.1 6.0

농촌자원 가치증진 2.0 4.0 4.5 5.0

고령농･농촌복지 향상 8.0 2.5 8.7 10.2

기업 등의 농업분야 투자 0.8 1.7 9.2 5.5

스마트팜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0.8 1.7 5.2 4.5

 R&D 투자확대 등 기후변화 미래농업 대비 4.1 2.2 7.6 3.4

영농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4.8 1.6 7.4 6.1

농식품 연관산업 해외진출 0.7 1.6 7.9 3.9

기타 1.9 0.1 4.6 0.1

<표 2-27>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중점 정책과 효과가 낮은 정책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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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영농활동에‘농촌진흥기관’영향 가장 많이 받아

○ 영농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단체의 영향도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포함한 ‘농촌진흥

기관’이 2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조합(농협, 축협, 임협) 및 

품목조합’(22.3%),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8.8%), ‘농자재상’(7.3%) 등의 순으

로 조사되었음.  

- 이 밖에도 농업관련 중앙 정부기관과 농업 공공기관은 각각 5.8%, 5.3%

였고, 농민단체와 품목단체도 6.1% 수준으로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앙 정부기관

농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농촌진흥기관

조합(농협, 축협, 임협) 및 품목조합

농민단체

품목단체

농업법인체(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자재상

농산물 도소매상

민간 농업컨설팅회사

비농업분야 공공기관

비농업분야 민간단체

기타

<그림 2-22> 영농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 및 단체(중복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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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농업인 절반 “조합(농축임협) 의존도 높다”…농협법 개정 긍정 평가

○ 농업인 응답자의 절반 가량(47.7%)은 조합(농축임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고 응답하였음. 

- 고졸 이하, 영농경력 20년 이상의 계층일수록 조합(농축임협)에 대한 의

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항목 사례 수 매우 높다
높은
편

높음
(소계)

보통
낮은
편

매우 낮다
낮음

(소계)
무응답 t/F

전체 1,090 10.6 37.1 47.7 33.6 11.7 4.3 16.1 2.7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772 11.7 38.7 50.4 33.0 10.0 3.8 13.7 2.8 
3.579***대졸 이상 315 8.3 33.0 41.3 35.2 16.2 5.7 21.9 1.6 

무응답 3 0.0 33.3 33.3 0.0 0.0 0.0 0.0 66.7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285 8.4 28.4 36.8 35.4 18.2 7.0 25.3 2.5 
 5.129***20년 이상 804 11.4 40.0 51.5 33.0 9.5 3.4 12.8 2.7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표 2-28> 조합(농축임협)에 대한 의존도

단위: %

주: *p<.05, **p<.01, ***p<.001

○ 농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다’는 응답이 27.9%로 ‘잘못되어 있

다’(14.2%)는 응답에 비해 13.7%p 높게 나타나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응답자

의 21.7%는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60세 이상,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계층에서 농협법 개정에 대해 상대적

으로 긍정적 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항목 사례 수
매우 잘 
되어있다

잘 되어 
있는 편

잘 되어
있음

(소계)

보통
이다

잘못
되어 

있는 편

매우
잘못되어 

있다

잘못
되었음
(소계)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른다
무응답 t/F

전체 1,090 3.0 24.9 27.9 33.4 11.6 2.7 14.2 21.7 2.8 

연령
60세 미만 382 2.4 18.8 21.2 36.9 12.6 4.7 17.3 22.3 2.4 

-3.978***
60세 이상 708 3.4 28.1 31.5 31.5 11.0 1.6 12.6 21.3 3.1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505 3.4 27.3 30.7 30.9 9.1 2.0 11.1 24.6 2.8 
3.074**

2천만 원 이상 585 2.7 22.7 25.5 35.6 13.7 3.2 16.9 19.1 2.9 

<표 2-29> 농협법 개정에 대한 평가

단위: %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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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 농업인에게 올해 농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농사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큰 

관심사, 농사 애로사항, 농업종사 직업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농업관련 종

사자의 사회적 지위, 농업에 대한 애착심 등에 대해 물어보았음. 

○ 또한, 향후 농업경영 규모 축소 여부, 영농활동 가능 기대 나이, 후계인력 

여부, 농업경영의 위협요인, 일손 부족 경험여부 및 이유, 농촌일손 부족 해

소 방안, 기후변화에 대한 체감 여부와 농업 피해 정도, 농촌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마을 주민과의 관계,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 5년 후 농

촌생활 수준 전망 등을 조사하였음.

4.1. 올해 농사 만족도‘수도작 농가’가장 낮아

○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

한다’는 응답이 19.8%, ‘불만이다’라는 응답은 50.7%로 나타나 예년과 비슷

한 수준이었음. 

- 지역형태별로는 ‘도시근교’에서 ‘만족한다’(27.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평야지대’는 15.2%로 가장 적었음. 영농형태별로는 ‘수도작’에서 ‘불만이

다’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지난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3.2%p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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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 수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

(소계)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불만족
(소계)

모름/
무응답

t/F

전체 1,090 2.4 17.4 19.8 28.6 29.1 21.7 50.7 0.8 

지역
형태별

도시근교 232 3.4 24.1 27.6 30.6 25.9 15.1 40.9 0.9 

11.154***
평야지대 269 1.5 13.8 15.2 23.8 32.7 27.1 59.9 1.1 

산간지대 570 2.5 16.5 18.9 29.6 28.9 21.8 50.7 0.7 

무응답 19 0.0 15.8 15.8 42.1 21.1 21.1 42.1 0.0 

영농
형태별

수도작 357 2.5 14.8 17.4 21.0 26.9 33.1 59.9 1.7 

7.044***

과수 256 4.3 20.7 25.0 31.6 29.3 12.9 42.2 1.2 

노지채소 101 1.0 18.8 19.8 35.6 29.7 14.9 44.6 0.0 

축산 87 0.0 16.1 16.1 28.7 28.7 26.4 55.2 0.0 

시설원예 123 2.4 22.0 24.4 35.0 30.9 9.8 40.7 0.0 

특작 124 1.6 15.3 16.9 29.8 33.1 20.2 53.2 0.0 

기타 42 0.0 11.9 11.9 35.7 28.6 23.8 52.4 0.0 

<표 2-30> 올해 농사 만족도

단위: %

주: *p<.05, **p<.01, ***p<.001

○ 올해 농사에 불만족하는 응답자(n=553)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33.3%),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 여건이 나빠졌다’(15.0%) 등의 순으로 나

타났음.

- ‘소득이 줄었다’와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응답은 

지난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각각 10.0%p, 7.9%p 증가하였고, ‘농사여

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15.7%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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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단위: %

4.2. 농사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농촌인력’문제

○ 농사와 관련한 올해 가장 큰 관심사로 응답자의 36.3%는 ‘농산물 가격’을 꼽았

음. 그 다음으로는 ‘판로와 유통’(16.9%), ‘농산물 수입개방’(12.6%), ‘농작물 

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10.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농산물 가격’과 ‘농작물 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은 10년 전 조사결과

와 비교해 각각 6.7%p, 7.0%p 증가한 반면, ‘농산물 수입개방’은 13.9%p 감

소하였음. 

○ 영농활동 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농촌인력’(20.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

이어 ‘농산물 가격’ 역시 19.6%로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농작물 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15.5%), ‘판로와 유통’(14.8%), ‘농산물 수입개방’(9.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농촌인력’과 ‘영농자금･농가부채’는 10년 전 조사결과와 비교해 각각 

3.6%p, 3.9%p 감소하였으며, ‘농작물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은 2.8%p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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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판로와 유통

영농자금·농가부채

농산물 수입개방

농촌지역 개발

농촌 인력

농작물 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영농시설 현 화

농지문제

기타

 

<그림 2-24> 농사와 관련한 가장 큰 관심사와 애로사항
단위: %

4.3. 농업인 직업만족도 낮아져…‘소득보장 미흡’이 주된 이유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높음)는 응답이 17.9%로 ‘불만이다’(낮

음)라는 응답 41.3%에 비해 23.4%p 낮게 나타났음.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3.2점으로 일반 국민 

평균 직업만족도(65.6점,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보다 낮았음. 

-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9.7%로 ‘불만이

다’(34.6%)에 비해 14.9%p 낮았음. 

- 특히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이다’는 응답이 가

장 높게(62.2%)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해 낮은 

소득이 직업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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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모름/
무응답

KREI
2016년 조사결과

KRIVET 한국의 
직업지표연구(2015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100점 
환산

전반적 만족 정도 2.9 15.0 37.1 28.9 12.4 3.8 2.66 53.2 3.28 65.6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정도 3.1 16.6 40.2 26.6 8.0 5.5 2.79 55.8 3.31 66.2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1.4 6.2 25.0 34.9 27.3 5.1 2.15 43.0 2.79 55.8

<표 2-31>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

단위: %

○ 농업이 직업으로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n=450)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응답이 과반(59.3%)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8.7%), ‘타 분야

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0.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소득보장 미흡’에 대한 불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표 2-32> 농업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단위: %

항목 사례 수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기타 χ2(df)

전체 450 59.3 18.7 10.0 8.0 1.8 2.2 

연령
60세 미만 139 72.7 12.9 7.9 4.3 0.7 1.4 

15.653(5)**
60세 이상 311 53.4 21.2 10.9 9.6 2.3 2.6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110 67.3 17.3 3.6 8.2 0.0 3.6 
11.574(5)*20년 이상 339 56.6 19.2 12.1 8.0 2.4 1.8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월평균
생활비

30만 원 미만 6 83.3 0.0 0.0 16.7 0.0 0.0 

53.562(30)**

30만~50만 원 27 25.9 25.9 22.2 7.4 7.4 11.1 
50만~70만 원 40 62.5 17.5 7.5 7.5 2.5 2.5 
70만~100만 원 92 62.0 18.5 9.8 8.7 0.0 1.1 
100만~150만 원 89 55.1 18.0 20.2 5.6 1.1 0.0 
150만~200만 원 93 58.1 22.6 5.4 9.7 3.2 1.1 
200만 원 이상 94 68.1 16.0 4.3 6.4 1.1 4.3 

무응답 9 66.7 11.1 0.0 22.2 0.0 0.0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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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0년 전 대비 농업종사자 사회적 지위‘높아졌다’18.8% 그쳐

○ 우리 사회에서 농업관련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농업인 68.1%가 ‘낮다’

고 응답한 반면 ‘높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하였음. 

-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인식은 ‘대졸 이상’, 영농경력 ‘20년 미만’인 계층에

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항목 사례 수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높음

(소계)
그저

그렇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낮음
(소계)

모름/
무응답

t/F

전체 1,090 0.8 5.7 6.5 22.9 45.7 22.4 68.1 2.5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772 0.9 6.3 7.3 23.8 42.5 23.4 65.9 3.0 

0.792대졸 이상 315 0.6 4.1 4.8 21.0 53.7 19.4 73.0 1.3 

무응답 3 0.0 0.0 0.0 0.0 33.3 66.7 100.0 0.0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285 1.1 4.9 6.0 22.1 49.8 19.6 69.5 2.5 

0.23320년 이상 804 0.7 6.0 6.7 23.3 44.2 23.4 67.5 2.5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0.0 

<표 2-33> 농업 관련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단위: %

주: *p<.05, **p<.01, ***p<.001

○ 10년 전 대비 농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졌다’는 응답

이 45.1%로 ‘높아졌다’는 응답(18.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음.

- 10년 전 대비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영

농형태별로는 ‘수도작’(55.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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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 수
매우 

높아졌다
높아진 
편이다

높아짐
(소계)

그저
그렇다

낮아진 
편이다

매우
낮아졌다

낮아짐
(소계)

모름/
무응답

t/F

전체 1,090 1.5 17.3 18.8 34.1 30.1 15.0 45.1 1.9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285 0.7 22.5 23.2 37.5 30.2 7.4 37.5 1.8 

4.034***20년 이상 804 1.7 15.4 17.2 33.0 30.1 17.8 47.9 2.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영농
형태별

수도작 357 1.7 11.5 13.2 28.6 33.1 22.1 55.2 3.1 

6.121***

과수 256 2.3 21.1 23.4 35.5 31.6 8.2 39.8 1.2 

노지채소 101 1.0 14.9 15.8 32.7 32.7 16.8 49.5 2.0 

축산 87 1.1 23.0 24.1 32.2 24.1 16.1 40.2 3.4 

시설원예 123 0.8 22.8 23.6 40.7 24.4 11.4 35.8 0.0 

특작 124 0.0 17.7 17.7 44.4 27.4 8.9 36.3 1.6 

기타 42 2.4 21.4 23.8 31.0 26.2 19.0 45.2 0.0 

<표 2-34> 10년 전 대비 농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변화 인식

단위: %

주: *p<.05, **p<.01, ***p<.001

4.5. 농업인 67.6%, 농업에 대한 애착심‘많다’

○ 농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농업인 67.6%

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하였음.

매우 체로 보통 별로 전혀 모름/
많다 많은 편이다 이다 없다 없다 무응답

<그림 2-25> 농업에 대한 애착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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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인 10명 중 4명‘영농규모 축소 계획’…10년 전 비해 13.4%p 증가

○ 향후 농업 규모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41.2%)

와 ‘축소할 계획이다’(40.8%)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확대할 계

획이다’라는 응답은 8.7%에 불과하였음. 

- ‘확대할 계획이다’는 응답은 ‘60세 미만’(17.8%), ‘대졸 이상’(17.1%), 경력 

‘20년 미만’(16.8%)의 비교적 젊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영농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0년 전 조사결과(27.4%)에 비해 13.4%p

증가하였음.

항목 사례 수
확대할 

계획이다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축소할 
계획이다

수입개방 폭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모름/
무응답

χ2(df)

전체 1,090 8.7 41.2 40.8 4.6 3.9 0.7 

연령
60세 미만 382 17.8 41.9 29.8 6.3 3.7 0.5 

76.869(4)***
60세 이상 708 3.8 40.8 46.8 3.7 4.1 0.8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772 5.3 42.9 43.4 3.9 3.8 0.8 

44.378(4)***대졸 이상 315 17.1 37.1 34.6 6.0 4.4 0.6 

무응답 3 0.0 33.3 33.3 33.3 0.0 0.0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285 16.8 39.6 33.7 5.3 3.9 0.7 

34.535(4)***20년 이상 804 5.8 41.8 43.3 4.4 4.0 0.7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표 2-35> 향후 농업 경영규모 전망

단위: %

주: *p<.05, **p<.01, ***p<.001

4.7. 영농활동 기대 연령 74.8세, 후계인력 없다 77.4%

○ 영농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74.8세까지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조사결과는 2014년과 비슷하였으며, 75세 이상까지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4.3%로, 2014년 45.4%에 비해 8.9%p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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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활동을 더 이상 못할 경우 후계인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다’는 응

답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있다’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음. 

- 영농 후계자가 ‘있다’는 응답은 영농경력 ‘20년 이상’, ‘수도작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후계인력이 ‘가족’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8명이고, 다음으로 ‘타인’(10.0%), 

‘친척’(5.6%)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26> 영농활동 가능 기대 연령과 후계인력 유무

단위: %

주: ‘영농후계자 유무’ 조사결과 중 ‘무응답 1.4%’ 제외.

4.8. 농업경영 위협요소로‘일손 부족’,‘생산비 증가’ 꼽아

○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을 가장 많이

(15.0%)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13.8%), ‘FTA 등 개방 확

대’(12.2%), ‘판로확보 어려움’(10.1%),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9.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한 결과, ‘FTA 등 개방 확대’(17.6%→12.2%),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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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10.6%→8.4%)은 감소한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5.8%→9.5%), ‘일손 부족’(14.1%→15.0%) 등

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FTA 등 개방 확

농업 생산비 증가

영농자금 압박

농업정책 오류

일손 부족

판로확보 어려움

농지 부족

농가부채 증가

후계인력 부재

구제역 등 가축질병

가뭄/홍수/태풍 피해

농업에 한 정부지원 감소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조수 피해

기타

<그림 2-27> 농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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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가 84.5%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 겪어”

○ 최근 1년 사이 일손 부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경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어려움을 겪은 편이다’(70.9%)라고 응답했으며, ‘농

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도 13.6%에 달했음. 

- ‘농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은 ‘특작 농가’(25.0%)에서 가장 높았

으며, 그 외에도 ‘과수’와 ‘노지채소’ 농가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

으로 조사되었음.

항목 사례 수
농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
어려움을

겪은 편이다
별 어려움이 

없었다
모름/무응답 χ2(df)

전체 1,090 13.6 70.9 14.2 1.3 

영농
형태별

수도작 357 9.0 71.1 18.2 1.7 

36.85(12)***

과수 256 15.2 74.6 9.0 1.2 

노지채소 101 15.8 71.3 10.9 2.0 

축산 87 8.0 72.4 17.2 2.3 

시설원예 123 13.0 73.2 13.8 0.0 

특작 124 25.0 62.9 11.3 0.8 

기타 42 16.7 59.5 23.8 0.0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505 8.9 72.7 17.0 1.4 
42.411(2)***

2천만 원 이상 585 17.6 69.4 11.8 1.2 

<표 2-36> 최근 1년간 일손 부족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

주: *p<.05, **p<.01, ***p<.001

○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n=921)를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

본 결과, ‘하루 일당(임금)이 너무 비싸서’(34.6%)와 ‘일손 자체를 구할 수 

없어서’(32.0%)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가 노동력이 약화되어’

가 18.5%로 나타났음. 

- 5년 전과 비교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어떤지를 물어본 결과에서도, 응답

자의 86.4%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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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일손 부족 해소 위해 ‘기계화 촉진’,‘공공근로 투입’ 등 요구

○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으로는 ‘기계화 촉진 등 

대체 방안 강구’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근로 투

입 등 농가 일손 정부 지원’(22.0%), ‘민간 유휴 인력 농번기 취업 알선 활성

화’(17.6%), ‘외국인 인력 활용제도 개선’(17.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기계화 촉진 등 대체 방안 강구’는 ‘수도작’, ‘축산 농가’에서(각각 

40.9%, 44.8%)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8>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방안

단위: %

4.11. 농업인 74.7%“기후변화가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

○ 기후변화가 농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농업인 10명 중 7명이 ‘크게 느낀다’(74.7%)고 응답하였음. ‘체감하지 못한

다’는 응답은 1.7%에 그쳤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23.6%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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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느낀다
74.7

보통이다
23.6

체감하지
못한다

1.7

<그림 2-29> 기후변화가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인식

단위: %

○ 최근의 기후 변화 중 농업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기상현상으로는 응답자

의 절반이 ‘이상기온’(50.2%)이라고 답했으며, 이 밖에도 ‘가뭄’(24.6%), ‘병

충해’(9.6%), ‘태풍’(8.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 비중은 ‘과수’, ‘축산’, ‘시설원예’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항목 사례 수 이상기온 가뭄 홍수 태풍 병충해
기후변화로 

피해가 
없었다

모름/
무응답

χ2(df)

전체 1,090 50.2 24.6 1.7 8.3 9.6 2.7 3.0 

영농
형태별

수도작 357 44.5 30.8 1.1 8.7 5.6 3.9 5.3 

81.177(30)***

과수 256 58.2 14.5 1.2 7.4 15.2 1.2 2.3 

노지채소 101 43.6 32.7 1.0 10.9 7.9 1.0 3.0 

축산 87 58.6 24.1 2.3 6.9 3.4 2.3 2.3 

시설원예 123 57.7 13.0 4.9 8.9 13.8 1.6 0.0 

특작 124 46.0 31.5 0.8 4.8 10.5 4.0 2.4 

기타 42 38.1 28.6 2.4 14.3 11.9 4.8 0.0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505 44.0 28.7 1.0 9.9 8.5 4.2 3.8 
28.482(5)***

2천만 원 이상 585 55.6 21.0 2.2 6.8 10.6 1.4 2.4 

<표 2-37> 최근 농업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기상현상

단위: %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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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농업인‘5년 전 대비-현재-5년 후 전망’농촌생활 긍정 추세

○ 5년 전 대비-현재-5년 후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각각 24.7%, 

29.1%, 25.3%)은 25%대 이상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농촌생활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3년 2006년 2011년 2016년

<그림 2-30> 5년 전 대비-현재-5년 후 전망 ‘농촌생활 수준(만족)’

단위: %

항목 사례 수
매우 
좋아
졌다

약간 
좋아
졌다

좋아짐
(소계)

마찬
가지다

약간 
나빠
졌다

매우 
나빠
졌다

나빠짐
(소계)

모름/
무응답

t/F

전체 1,090 2.4 22.3 24.7 39.2 27.9 7.6 35.5 0.6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772 2.7 19.9 22.7 38.7 28.9 9.3 38.2 0.4 

-3.437***대졸 이상 315 1.6 27.9 29.5 40.3 25.7 3.5 29.2 1.0 

무응답 3 0.0 33.3 33.3 33.3 0.0 0.0 0.0 33.3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285 2.1 28.8 30.9 41.4 23.2 3.9 27.0 0.7 

3.958***20년 이상 804 2.5 20.0 22.5 38.4 29.6 8.8 38.4 0.6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0.0 

<표 2-38> 5년 전 대비 농촌생활 수준

단위: %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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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 수
매우 
만족
한다

약간 
만족
한다

만족
(소계)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
이다

매우 
불만
이다

불만족
(소계)

모름/
무응답

t/F

전체 1,090 4.7 24.4 29.1 39.5 23.9 6.9 30.8 0.6 

연령
60세 미만 382 6.8 29.8 36.6 36.1 22.0 5.0 27.0 0.3 

3.882***
60세 이상 708 3.5 21.5 25.0 41.4 25.0 7.9 32.9 0.7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772 4.3 21.5 25.8 40.3 25.1 8.4 33.5 0.4 

-4.255***대졸 이상 315 5.7 31.7 37.5 37.5 21.3 3.2 24.4 0.6 

무응답 3 0.0 0.0 0.0 66.7 0.0 0.0 0.0 33.3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285 6.3 33.3 39.6 38.2 19.6 1.4 21.1 1.1 

5.602***20년 이상 804 4.1 21.3 25.4 40.0 25.5 8.7 34.2 0.4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0.0 

<표 2-39> 현재 농촌 생활 만족도

단위: %

주: *p<.05, **p<.01, ***p<.001

항목 사례 수
매우 

개선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개선
(소계)

비슷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매우 
악화될 
것이다

악화
(소계)

모름/
무응답

t/F

전체 1,090 1.6 23.8 25.3 32.2 35.6 5.8 41.4 1.1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772 1.8 21.9 23.7 31.5 36.7 6.9 43.5 1.3 

-2.651**대졸 이상 315 1.0 28.3 29.2 34.3 33.0 3.2 36.2 0.3 

무응답 3 0.0 33.3 33.3 0.0 33.3 0.0 33.3 33.3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285 2.1 35.4 37.5 29.1 30.2 2.5 32.6 0.7 

5.367***20년 이상 804 1.4 19.7 21.0 33.3 37.4 7.0 44.4 1.2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0.0 

<표 2-40>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단위: %

주: *p<.05, **p<.01, ***p<.001

○ 농촌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n=336)를 대상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20.2%),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14.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교육여건 열악’은 2003년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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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1> 농촌 생활 불만족 사유

단위: %

4.13.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 자연환경> 주거환경> 정보통신 환경 순

○ 현재 거주지역의 생활 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주거환경’(35.7%), ‘정보통신환경’(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문화환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불만족한다’(50.5%)고 응

답했고, ‘의료환경’에 불만족한다는 응답 또한 41.0%로 높게 조사되었음.

- 특히, ‘자녀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은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각각 

4.9%p, 5.2%p 증가하였고, ‘의료환경’은 6.5%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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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만족)

단위: %

주: ‘정보통신환경’과 ‘자연환경’은 2016년도에 신설된 항목임.

항목 사례 수 매우
만족 만족 만족

(소계)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소계)

모름/
무응답

자녀교육환경 1,090 1.8 16.3 18.2 43.1 26.2 7.2 33.5 5.2 

주거환경 1,090 4.0 31.7 35.7 49.1 12.0 1.7 13.7 1.6 

의료환경 1,090 1.4 16.0 17.3 40.2 30.4 10.6 41.0 1.5 

교통환경 1,090 3.1 21.5 24.6 45.1 21.5 7.2 28.7 1.6 

문화환경 1,090 0.6 11.0 11.7 35.9 37.0 13.5 50.5 2.0 

정보통신환경 1,090 2.9 23.2 26.1 46.0 19.1 5.9 25.0 2.9 

자연환경 1,090 12.8 44.7 57.4 31.9 7.0 1.9 8.9 1.7 

<표 2-41>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

4.14. 마을주민과의 관계 ‘원만’ 80.6%…소속감과 자긍심 ‘느껴진다’ 62.4%

○ 거주 마을에서 마을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8명

(80.6%)이고, 현재 거주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이 ‘느껴진다’는 농업인은 

62.4%로 나타났음. 

- 마을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응답은 2013년에 비해 10.3%p가, 소

속감과 자긍심이 ‘느껴진다’는 응답은 7.6%p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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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마을 주민과의 관계 및 거주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여부

단위: %

-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응답은 ‘대농’,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항목 사례 수
매우 

원만하다
원만한 

편
원만

(소계)
그저 

그렇다
원만하지 
않은 편

매우 
원만하지 

않다

원만하지 
않음
(소계)

모름/
무응답

t/F

전체 1,090 20.8 59.8 80.6 15.1 2.8 0.4 3.2 1.0 

영농
규모별

소농 437 16.7 59.0 75.7 19.5 3.7 0.2 3.9 0.9 

8.731***
중동 568 23.9 60.4 84.3 12.3 2.1 0.4 2.5 0.9 

대농 69 24.6 65.2 89.9 8.7 1.4 0.0 1.4 0.0 

무응답 16 6.3 37.5 43.8 25.0 12.5 6.3 18.8 12.5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505 17.0 59.8 76.8 18.0 4.2 0.4 4.6 0.6 
-4.074***

2천만 원 이상 585 24.1 59.8 83.9 12.6 1.7 0.3 2.1 1.4 

<표 2-42> 마을 주민과의 관계

단위: %

주: *p<.05, **p<.01, ***p<.001

- 현재 거주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는 응답 비중은 영농규모

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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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 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소계)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
다

(소계)

모름/
무응답

t/F

전체 1,090 17.0 45.4 62.4 31.0 4.0 0.6 4.6 2.0 

영농
규모별

소농 437 14.4 39.6 54.0 37.3 5.0 0.9 5.9 2.7 

11.074***
중동 568 17.6 49.5 67.1 27.5 3.7 0.4 4.0 1.4 

대농 69 27.5 49.3 76.8 23.2 0.0 0.0 0.0 0.0 

무응답 16 18.8 43.8 62.5 18.8 6.3 0.0 6.3 12.5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505 12.1 41.2 53.3 38.4 5.1 0.6 5.7 2.6 
-5.785***

2천만 원 이상 585 21.2 49.1 70.3 24.6 3.1 0.5 3.6 1.5 

<표 2-43> 현재 거주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정도

단위: %

주: *p<.05, **p<.01, ***p<.001

4.15.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낮은 소득 수준’가장 어려운 점

○ 농촌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중복응답을 받은 결과, ‘불안정한 농

산물 가격’이 35.0%로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소득 수준’(28.1%), ‘과중한 

노동’(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 외에도 복지제도, 문화시설, 부족한 

일자리 등을 꼽았음. 

<그림 2-34> 농촌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70

4.16.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가장 우려

○ 농업･농촌의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농촌인구 노령화

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56.2%)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개방 확대로 인한 수

입 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28.3%), ‘농업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

공급 차질’(8.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35> 농업･농촌의 가장 우려되는 문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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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농업･농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

하기 위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

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취합하였음. 

○ 농업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의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

었음.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

한 정책수요 등은 도시민 1,106건, 농업인 953건 등 전체 2,059건으로 집계

되어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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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분 건수 요 지

농업정책

농업인 237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농업정책 추진
▪가격안정화 정책 필요

도시민 90
▪농업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농민을 위한 정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대책 마련 등

농촌관광

농업인 30 ▪무분별한 환경개발 및 농촌관광에만 집중된 정책 개선

도시민 88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장된 홍보 자제 및 바가지요금 근절/ 주변시설 확충

농산물 유통, 
가격

농업인 256
▪농산물 가격 안정화(농산물 가격 하락 대비 정책 필요)
▪직거래 매장 확대/ 공판장 횡포 방지/ 직불제도 개선

도시민 309
▪유통구조 개선 필요
▪직거래 활성화로 가격 안정

농산물 안전성
농업인 54 ▪농약사용 자제 및 유기농 농산물 확대

도시민 168 ▪농산물 안전성 인증제 필요, 원산지 표기 단속 강화

통상협상
농업인 9 ▪외국 농산물 수입 조절/ 무분별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대책 마련

도시민 11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 외국과의 불공정 거래 방지

품목별 정책
농업인 15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 필요
▪품목별 생산량 조절 및 특구지역 외 재배 제한

도시민 22 ▪최첨단 농업기술 개발정책 필요

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업인 85 ▪영농자금 지원 확대

도시민 57 ▪농가부채 관리 및 대책 마련

농촌인력, 
후계인력

농업인 105
▪영농후계자 양성 지원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력 고용 지원

도시민 186 ▪고령화 문제 해결 필요

농지

농업인 36 ▪절대농지보전, 농지/토지 가격 안정화

도시민 15
▪절대농지보전(미래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
▪불법농지, 버려진 농지 등 농지점검 필요

농업기관
농업인 16

▪농민을 위한 농업 기관 필요
▪농업기관 통합 및 전문인력 확보

도시민 5 ▪농업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필요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업인 45
▪농촌지역 복지 개선 및 지역개발 필요(균형있는 지역개발)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필요

도시민 81 ▪농촌 복지시설 확충,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촌 자연환경
농업인 31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 개발 제한
▪농약사용 자제, 유기농 농산물 확대

도시민 57 ▪자연환경 보존, 농촌지역 개발 제한

기타
농업인 34 ▪농산물 가격에 비해 비싼 농기계 가격에 대한 불만 등

도시민 17 ▪농촌의 다원적 기능 대국민 홍보 강화

<표 3-1> 농정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106건, 농업인 953건)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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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산물 유통, 가격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았으며(각

각 308건, 212건), 대부분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 직거래 활성화 

등의 의견이 많았음. 

○ 도시민은 정책건의 중 농촌인력, 후계인력 분야에 대한 의견이 18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아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영농후계자 양성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민들은 농산물 안전성(163건),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76건), 농업정책(69

건), 영농자금, 농가부채(62건)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농업인들도 도시민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유통과 가격(212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의 의견을 집중적으

로 제시하였음. 

○ 또한, 농업인들은 농업정책(195건)에 대해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필요성

과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력 및 후계인

력(108건)에 대해 영농후계자 양성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 이 밖에도 영농자금 지원 확대, 농가부채 문제 해결 등 영농자금, 농가부채

(85건)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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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추진 필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필요

  가격안정화 정책 필요

  농업진흥구역 활용도(축사나 다른 시설로 사용 불허)가 떨어짐

  진흥지역 농지 중 절 농지가 아닌 지역 완화로 쌀 생산량 감소

  농업정책 홍보활동 강화

  규모 농가에만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문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세농 정책이 필요

  직불제 활성화(선진국에 버금가는 직불제를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 인력부족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가 발생한다 / 최소한 손해가 적어야 한다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 / 쌀농사 자금지원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인건비, 비료, 농약, 농자재 값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도록 수입 농산물 조절 필요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보전

  쌀 수입량은 늘고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남아도는 쌀에 한 체방안 마련(해외원조 등)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농촌지원사업 확 실시

  농산물의 안전성 및 가격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정부차원에서 농산물 유통이 되었으면 한다 

  귀농, 귀촌자들의 지식 활용으로 6차 산업 활성화

  일정 수준의 소득 담보되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 특용작물에 해 정부 지원책이 필요

  FTA시장 개방으로 발생한 농업분야 손실을 산업체에서 메꾸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여 근본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함

  농업에 지원하는 사업 50% 기존 보조사업이 아닌 80% 보조 지원사업이었으면 한다

  인터넷, 우편물 설문지 조사내용을 잘 정리해 농업정책에 반영 

3. 정책 건의 전문

3.1. 농업인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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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이나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 및 보완

  논주인과 임 인 사이의 수익 배분 문제 해결

  RPC 량화로 쌀값이 조정되면서 농민들 피해가 커졌다

  농촌인력,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게 발 빠른 농업정책 제시

  농기계 사용료 부담, 농기계 및 리점 부품가격 정가제 도입

  무분별한 농산물 개방으로 가격폭락 등 장기적인 책 마련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축소

  농가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농산물 가격하락에 한 책 마련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필요(노인시설 마련 등)

  최첨단 농업기술 개발정책이 필요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활성화

  자연재해로 피해 시 보상 책

  균형 있는 지역개발

  직불금 지급 등으로 논에 타 작물 재배 유도 적극적 홍보가 필요

  농민에게 퍼주기 정책이 아닌 재생산할 수 있는 투자정책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 를 위해 정부노력이 필요하다

  미곡생산비 보장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 규제완화

  농업보조금은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지원이 된다(개인농가는 안됨)

  농민 고령연금 지급 70세 이상 30년 이상 근속 영농에 종사한자로 한정 지급되어야 한다

  쌀 가격 하락에 따라 체작물재배 유도 시 자금지원

  농들을 만들고자 하는 규모화 사업 등이 실제 판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음

  6차 산업 정책의 실패로 어려움만 겪고 있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없어야 한다

  자식 땅에 부모가 경작을 해도 임 차계약금을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함

  행정절차 간소화로 도시민도 농지거래 가능하게 했으면 한다

  농촌실정에 맞게 재해보험 개정이 필요

  농촌자원 효율적인 사용방안강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쌀값 폭락에 따른 집단휴경제 운영으로 식량작물 수급조절

  남아도는 쌀에 비해 보리, , 콩 등 부족한 곡물은 생산비 정도로 정부에서 수매해주었으면 한다

  금년 수확한 벼에 해 전량 수매가 되었으면 한다

  보따리 상인 단속 / 수입 농산물 수 단속 / 수입 농산물 관리감독 강화

  김영란법 농촌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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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농사 전체 면적에 보전보다 농지보유 면적에서 재배를 하지 않는 농지에 한 보상이 필요

  친환경 자조금 정책 추진

  남아도는 쌀을 제과, 술 등 체 식품 소비로 전환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 옥수수 등 사료작물 재배권장

  공공비축미는 농위한 정책이고 소농은 공공비축 수배 물량이 없다

  직불제 정책 개선이 필요 

  논, 밭 일정면적을 사료작물 재배단지로 만들어서 소득보장 해주는 사업으로 전환

  가격 최저가 보상제 실시

  기업에 준한 위생법이 아닌 농촌 현실에 맞는 가공, 유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보조사업정책 관련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농산물 일시적 가격상승을 언론에서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간다

  정부지원사업 3회로 제한이 걸려있다

  무역업자만 이득을 보는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농업에 한 예산을 폭 올려야 한다

  농업이라는 직업가치를 상향 평가

  성공한 농업인을 모델을 중심으로 지원

  고령농촌을 위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조성, 밭농사 경지정리, 장비 현 화 등이 필요

  관정(지하수관련)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농업을 경제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추진 필요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농가 손해에 한 보장 정책 필요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농민에 해 생산보장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 책임지고 팔아주는 정책이 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관광 활성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막아 자연환경 보전해야 함

  농촌 관광 사업반 (의존도 높음, 실적위주의 진행, 보조금 과다 사용 등)

  체험농장 출 정책 정비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으로 수급불균형 / 가격안정화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 / 쌀농사 자금지원

  직거래 매장 확  /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② 농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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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관광 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주변시설 부족

  국유림 임 하려고 산림청에 문의를 하니 초지허가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무분별한 사업선정과 기존 사업 중 부진하고 답보상태인 사업에 해 자금지원 금지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정규학과목에 농촌에서의 생활, 체험학습 반영 단순 관광차원이 아닌 학과목
으로 수업의 연장선에서 농촌 경험하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화 필요(농산물 가격 하락 책안 마련)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가 발생한다 / 최소한 손해가 적어야 한다

  직거래 매장 확  및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인건비, 비료, 농약, 농자재 값은 상승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다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 / 쌀농사 자금지원

  최소한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미곡생산비 보장)

  정부가 농산물 하향가격을 농사짓기 전에 사전 예시를 통해 가격폭락방지

  공판장 횡포가 너무 심하다 / 경매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농가계약 확 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연도별 통계자료 예측, 유통관련 문제점등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농산물 유통이 되었으면 한다 / 일본식 정부의 농산물 수급통제 방식적용

  무분별한 농산물 개방으로 가격폭락 등 장기적인 책마련

  농민에게 저렴하게 구입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공급되는 유통가격 / 농산물 가격인하

  추곡수매 가격인상 / 적절한 수매가격 유지

  선진국에 버금가는 직불제 활성화를 통해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입 농산물 관리 감독 강화

  농산물 산지 수집하여 공동판매

  시장원리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산물 구입 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부족한 농산물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수입 농산물 조절이 필요

  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고품종 농산물 개발 수출확

  소규모농가 영농자금 지원 / 영농자금 저금리 지원 /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영농자금 수급자 투명한 선발 및 철저한 영농자금 관리

  농촌인력,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③ 농산물 유통,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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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도시 정책이 아닌 농민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필요 / 농민 보호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 / 농기계 및 리점 부품가격 정가제 도입

  기후변화에 응 농산물 안전하게 공급

  농가부채 관리 및 책마련

  쌀 수입량은 늘고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남아도는 쌀에 한 체방안 마련 / 해외원조 등

  농민에 해 생산보장

  도매시장의 경매사와 중매인 사이의 부정유착에 해 철저한 관리

  농지/토지 완화로 경쟁력 강화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농민에 해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일반상인들의 눈치를 보는 농협이 유통과 가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단위농협 활용으로 농산물 판매 중점적으로 운영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와 기자재 값 투자비와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결정되어야 한다

  농산물 판매금액 연동제 실시

  금년 수확한 벼에 해 전량 수매가 되었으면 한다

  유통정책 법제화

  직거래 시 수확, 포장, 유통까지 혼자서 모두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판로와 가격조건이 생산자의 취향에 맞는 농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농협 합병을 통해 형화시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일시적 가격상승을 언론에서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간다

  정부에서 농어민 정책에 다변화를 줘야한다

  GAP교육 후 실천을 통해 상품을 공판장에 판매할 경우 일반과 가격에 차별을 두어야 함

  문전옥답에 콘크리트시설 지양

  과일즙 통신판매 허용

  농산물 가격 안정화 필요

  정부차원의 재고관리

  각종 자재  보조금 상향조정

  농산물 구입 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품질검사, 농약 등 사용에 한 기준마련)

  농약사용 자제 / 저농약 / 유기농농산물 확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관리

  고독성 약품 사용농가나 친환경 농업에 거짓 참여하는 농가에 해 법적규제 실시

④ 농산물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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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액등 오랜 민간처방에 해 언론에 부정적 기사로 피해가 발생한다

  PLS(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제도 시행 시 소농가경우 등록 약제가 없어 부적합하다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은 고품질 농산물이 아닌 생산이력이 된 농산물로 홍보

  기업이 아닌 영세농민을 먼저 고려한 정책 필요

  농산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수입 농산물 조절이 필요

  무분별한 농산물 개방으로 가격폭락 등 장기적인 책 마련

  남아도는 쌀을 제과, 술 등 체 식품 소비로 전환

  농업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무역업자만 이득을 보는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공판장 횡포가 너무 심하다 / 경매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농산물 가격안정화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품목별 가격보장제 시행으로 생산량 조절

  품목전환 농가 등록제 실시

  특구지역 선정 시 선정 작물은 특구지역 외에서는 재배제한

  품목별 지원되는 시설자금 또는 정책자금에 해 철저한 관리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영세한 가공시설로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과의 
차별화가 떨어진다

  합당한 시설을 갖춘 소규모 농가 한우사육허락으로 고령층 일자리 및 농가 소득증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 / 쌀농사 자금지원

  계약재배농가 확  / 농가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절한 수매가격 유지

  사회감사제도 도입으로 부패척결

  쌀값 폭락에 따른 집단휴경제 운영으로 식량작물 수급조절

  건초수입관련 쿼터제 폐지

⑥ 통상 협상

⑦ 품목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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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농가 영농자금 지원 / 영농자금 저금리 지원 /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농가부채 관리 및 책 마련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인건비, 비료, 농약, 농자재 값은 상승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다

  농산물 가격안정화 필요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 / 쌀농사 자금지원

  계약재배농가 확  / 농가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영농자금 수급자 투명한 선발 및 철저한 영농자금 관리

  요건만 갖추면 지원되는 영농자금, 부채탕감에 해 반

  농촌인력,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자동화 기계 도입으로 부족한 농촌인력 메꾸기

  우리농산물에 한 홍보강화

  직불제가 아닌 보조금지급이 되었으면 한다

  단위농협, 중앙농협 법에 묶여 자율, 창의 사업하기가 어렵다

  영농자금 지원 시 실농한 농민에게 우선 지급되었으면 한다

  각 시･도별 필요자금이 다르므로 지역별 한도를 정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농가별 신용도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농협 출금리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금리가 너무 높다

  영농자금을 농협 외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했으면 한다

  젊은 농촌후계자 양성을 위한 지원 필요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 인력부족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력 고용 자유화 / 농번기 시기에 외국인 단기채용 연결

  공공기관 및 민간시장에서 농촌인력공급 지원체계 마련

  자녀들 교육문제 해결로 귀농, 귀촌 활성화

  자동화 기계 도입으로 부족한 농촌인력 메꾸기 

  인건비 상승분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일자리와 인력난 해소 모두 해결했으면 한다

  농촌 의료, 교육, 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농산물 가격안정화

  직거래 매장 확  /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젊은층에 농촌관련 홍보

⑧ 영농 자금, 영농 부채

⑨ 농촌인력, 후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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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체험 현장실습 및 일손 돕기 등 모집으로 지자체가 예산확보 후 농가에 지원

  최소한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미곡생산비 보장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가 발생한다 / 최소한 손해가 적어야 한다

  농민에게 세금 감면이나 공제 혜택 부여

  귀농 귀촌이 아닌 를 이어 농사를 지으면 기반확충과 책임의식이 높기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후계자를 하지 않으면 출 조건이 까다롭다

  농촌후계자 또는 영농교육은 농번기가 아닌 휴작기 때 진행했으면 한다

  폐원지원사업으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여 그 품목의 과잉생산우려

  농촌지역은 동네 이장을 통해 정책관련 홍보를 진행하는데 이장, 면장들의 소극적 홍보로 
농민들은 알지 못한다

  내국인 최저 임금 적용폐지

  농업진흥구역 활용도(축사나 다른 시설로 사용불허)가 떨어진다

  진흥지역 농지 중 절 농지가 아닌 지역 완화로 쌀 생산량 감소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보전

  농지/토지 완화로 경쟁력 강화

  농로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직불제 정책 개선이 필요 /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구입 시 금융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농지임 계약, 용도변경 등 불법농지 점검 필요

  외지인들 농지 매입 반

  농촌에 살기에 땅값이 너무 비싸다

  농지 경우 경자유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농사를 이어 받으려면 증여세, 양도세 등 빚을 져야하는 현실

  같이 농사를 지어온 자식 경우 후계자 인정이 되어야 한다(농토 증여법)

  쌀값 폭락에 따른 집단휴경제 운영으로 식량작물 수급조절

  김영란법 농촌 실정에 맞게 수정되었으면 한다 

  장기간 방치된 농지를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농가에 매도하여 휴경지로 인한 주변 농지 피
해를 줄여야 한다

  갑작스러운 농지값 상승

  농지/휴경지를 젊은 농업인들에게 임

⑩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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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농업의 유지를 위하여 정치적인 고려보다 정확한 농업 정책하에 농지정책을 이반하는 제
도적 장치 필요

  농촌지역 내 기관의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 기관 통합

  일본 농협은 농민을 위해 최 한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민이 최소한 생산비
만 보장되는 정책(농민을 위한 농협)

  더 많은 전문인원 확보
  농업관련 기관 종사자는 그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
  농협구조를 신용이 아닌 품목별 조합으로 전환
  농협 조합장을 명예직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
  직원 조합이 아닌 조합원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단위농협 조합운영비 과다 사용
  정부기관에서 농가와 소통 시 단체와 연락하고 개별농가는 연락이 안 되서 단체에 불가입 

농가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축협에서 최신자료나 통계 등을 신속하게 전달해주었으면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촌 복지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가 발생한다/ 최소한 손해가 적어야 한다

  농업진흥구역 활용도(축사나 다른 시설로 사용불허)가 떨어진다

  진흥지역 농지 중 절 농지가 아닌 지역 완화로 쌀 생산량 감소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균형 있는 지역개발

  농촌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연관으로 젊은 인력확보

  노인일자리 창출

  정치인들의 선심공약에 의한 난개발 근절 / 선심성 행정 근절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 규제완화

⑪ 농업기관

⑫ 농촌 지역개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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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에 비례하고 연령을 참고해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곡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을 인구농촌 유입에 투자했으면 한다(인구 유입정책 병행추진)

  순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각종 성과급지급(농지를 기초연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농사지역에 공장, 주택사업이 들어와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전기, 배수로 등이 갖추어진 농촌 들녘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가능했으면 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농민연금개선이 필요

  여성 농업인 복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설확충

  마을 권역사업지원에 한 세부적인 관리감독 및 권역사업에 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과 운영사업

  소프트웨어를 정하고 난 후 하드웨어가 따라가는 개발이 필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 자연환경 보존

  농자재 폐기물, 비닐 등을 농가에서 자체 소각하는 것을 적극 금지해야 한다

  농약사용 자제 / 저농약 / 유기농농산물 확

  환경보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족한 농산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수입 농산물 조절이 필요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의 도시화 개발 중지 / 농촌지역 개발 제한

  더 많은 전문인원 확보

  미곡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을 인구농촌 유입에 투자했으면 한다 / 인구 유입정책 병행추진

  유해/야생조수 피해가 심각한데 책은 너무 형식적이다

  농촌 우수마을 활성화에 한 투자확

  폐농자재 수거함 설치, 수거함 공급 및 수거함 이용 홍보강화

  지자체 업무처리 불투명

  양축, 양돈, 양계 등 환경오염에 해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

⑬ 농촌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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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농기계 및 리점 부품가격 정가제 도입)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인건비, 비료, 농약, 농자재 값은 상승으로 농사에 어려움

  유해/야생조수 피해가 심각한데 책은 너무 형식적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축소

  영농자금 수급자 투명한 선발 및 철저한 영농자금 관리

  젊은 농촌후계자 양성

  도시 정책이 아닌 농민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필요 

  우리나라 농업현실에서 농업의 규모화나 전업농 정책이 아닌 강소농 정책이 적합

  6차 산업에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

  농업인들 교육을 통해 기본상식, 인관계 등 의식수준개선이 필요

  농협 상속권이 부모의견보다 상속법에 따라 분배원칙으로 인해 소농으로 전락한다

  가족농업에 관심

  우리 농산물 이용하고 농촌과 함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소비자 교육 활성화

  시설지원보조금 지원 후 4~5년간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은 자금 회수

  집단이나 영농법인이 아닌 농가에도 적합한 사안이면 지원과 허가를 내주었으면 한다

  많은 농민들이 이질감을 가지기에 귀농, 귀촌에 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도매시장을 통한 가격조정을 높게 해주었으면 한다

  학교수, 기술센터, 매스컴에서 수입과일(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유도성이 높다

  지식인들의 편중으로 이상한 과일들이 활기친다

  R&D 투자확 를 통해 식품산업을 정예화하여 농식품 수출 확  정책에 초점을 맞춰주길

  다품목 관리로 인한 기존 협동조합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품목조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밭농사의 기계화를 위해서 밭 기반 정비를 해야 한다

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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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부족한 농산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수입 농산물 조절이 필요

  농업정책 홍보활동 강화

  도시 정책이 아닌 농민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필요

  무분별한 농산물 개방으로 가격폭락 등 장기적인 책 마련

  농촌인력,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고품종 농산물 개발 수출확  / 수출증 를 위한 정책 마련

  농산물 가격안정화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기업농 육성정책 활성

  최첨단 농업기술 개발정책이 필요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농민에 해 생산보장

  농약사용 자제 / 저농약 / 유기농농산물 확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및 단속

  FTA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체 작물연구개발 필요

  정부차원의 재고관리

  해마다 반복되는 특정시기 폭등, 폭락 등 구조적 문제 개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 매장 확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농산물 가격하락에 한 책안 마련

  연도별 통계자료 예측, 유통관련 문제점 등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촌이주 정책자금 지원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를 기업 참여 등 소득창출에 힘써야 한다

  농업인의 필요 수요를 파악 농기계 임 사업 실시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국산의 우수성에 해 많은 홍보 / 우리농산물에 한 홍보강화

  녹지 확

  추곡수매 가격인상 / 적절한 수매가격 유지

3.2. 도시민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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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 버금가는 직불제를 활성화하여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꼭 필요한 영세농민이 아닌 규모가 있는 농가에 해 지원이 이뤄진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쟁력 강화 방안 미비

  농민에게 퍼주기 정책이 아닌 재생산할 수 있는 투자정책

  농민 1인당 할당량 생산으로 공정성을 키워야 한다

  농촌지원사업 확  실시

  유충농업 활성화

  스마트팜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 를 위해 정부노력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내 아파트건설로 도시 안 시티팜을 현실화

  국가재정을 투자한 만큼 철저한 관리

  영세농민을 위한 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로 피해 시 보상

  쌀값 폭락에 따른 집 휴경제 운영으로 식량작물 수급조절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관광 상품에 한 홍보강화 / 과장된 홍보자제

  적정한 이용요금 / 바가지요금 근절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시설

  지자체별 현장실사를 통해 지역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농촌 관광 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주변시설 부족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촌 시설 업그레이드로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

  네비 등 찾아가기 쉽게 위치서비스 제공

  각종 규제로 인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 자연환경 보존

  도로확 로 교통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농산물 소비확 를 위한 홍보강화

 ② 농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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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 매장 확  /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으로 수급불균형 / 가격안정화

  농민에게 저렴하게 구입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공급되는 유통가격 / 농산물 가격인하

  농산물 가격하락에 한 책안 마련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 / 쌀농사 자금지원

  해마다 반복되는 특정시기 폭등, 폭락 등 구조적 문제 개선

  추곡수매 가격인상 / 적절한 수매가격 유지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으로 수급불균형 / 가격안정화

  계약재배농가 확  / 농가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사이버거래 활성화를 통한 직거래 유도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

  연도별 통계자료 예측, 유통관련 문제점 등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축소 

  농약사용 자제 / 저농약 / 유기농농산물 확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및 단속

  농산물 가격하락에 한 책안 마련

  해마다 반복되는 특정시기 폭등, 폭락 등 구조적 문제 개선

  부족한 농산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수입 농산물 조절이 필요

  정부차원의 재고관리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일본 농협은 농민을 위해 최 한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민이 최소한 생산비
만 보장되는 정책

  직거래의 가교역할을 농협이 할 수 있도록 폭쇄신이 필요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물류 란 책마련

  경쟁력 강화 방안 미비

  농업정책 홍보활동 강화

  농산물 유통가격 표시제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특산품 가격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③ 농산물 유통,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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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소비확 를 위한 홍보강화

  정부차원에서 농산물 유통이 되었으면 한다 / 일본식 정부의 농산물 수급통제 방식적용

  소포장단위 판매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 를 위해 정부노력이 필요하다

  농협과 중간거래 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수입 농산물 비 국산 농산물 가격경쟁력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저렴하거나 조금 웃도는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농산물 홍보강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품질검사, 농약 등 사용에 한 기준마련(철저한 검사)

  농약사용 자제 / 저농약 / 유기농농산물 확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및 단속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관리

  유기농 농산물에 한 철저한 검사

  좋은 품질의 비료 사용 / 비료, 토질 등 검사로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주어야 한다

  수입 농산물 증가로 안전성이 떨어진다

  품질인증제도 확 실시

  직거래 매장 확  /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토지와 환경오염에 한 경각심 / 깨끗한 환경보존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

  저농약 농산물 경우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해서도 전수검사가 필요

  각 시도, 정부기관 등 여러 기관 인증제도로 소비자들이 혼란스럽다 / 통합인증제도 실시

  로컬푸드 매장 물건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한 저농약, 친환경 마을 인증제도 마련

  기후변화에 응 농산물 안전하게 공급

  먹거리로 장난할 경우 처벌강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④ 농산물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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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품질검사, 농약 등 사용에 한 기준마련(철저한 검사)

  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고품종 농산물 개발 수출확  / 수출증 를 위한 정책 마련

  무분별한 농산물 개방으로 가격폭락 등 장기적인 책 마련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외국과 불공정거래에 따른 정치능력 제고

  부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으로 수급불균형 / 가격안정화

  최첨단 농업기술 개발정책이 필요

  지자체에서 품목별 정책을 책임지고 교육과 수매까지 신경 써주었으면 한다

  부족한 농산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수입 농산물 조절이 필요

  생산량이 적어도 우리 품종 보존이 필요하다

  추곡수매 가격인상 / 적절한 수매가격 유지

  다양한 화훼류 경작

  농가부채 관리 및 책마련

  소규모농가 영농자금 지원 / 영농자금 저금리 지원 /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영농자금 수급자 투명한 선발 및 철저한 영농자금 관리

  영농자금 폭확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 / 쌀농사 자금지원

  요건만 갖추면 지원되는 영농자금, 부채탕감에 해 반

  농촌 의료, 교육, 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농촌 복지 시설 확충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금리가 낮다보니 농민들이 출을 쉽게 받는다

⑤ 통상협상

⑥ 품목별 정책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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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젊은 농촌후계자 양성

  농촌인력,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고령화된 농촌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

  젊은층에 농촌관련 홍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기술 이전이 어렵다

  자동화 기계 도입으로 부족한 농촌인력 메꾸기 / 정부, 기업, 자치단체에서 기계화 추진

  농촌 의료, 교육, 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농촌 복지 시설 확충

  귀농, 귀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이 필요

  농촌이주 정책자금 지원

  후계인력양성에 한 R&D사업 및 프로그램 부족

  어르신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마련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농촌인력 투자로 현실에 맞는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한다

  최첨단 농업기술 개발정책이 필요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촌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연관으로 젊은 인력확보

  공공기관 및 민간시장에서 농촌인력공급 지원체계 마련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일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농업 부가가치를 높여야한다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 / 지속적인 지원정책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력 고용 자유화 / 농번기 시기에 외국인 단기채용 연결

  절 농지보전을 최우선으로 /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보전

  농지임 계약, 용도변경 등 불법농지 점검필요

  농촌 개발을 위해 버려진 농지 여제도가 필요

  농지정책을 보존 우선이 아닌 개발도 함께 고려

  외지인들 농지 매입 반  / 외지인 농지 소유로 지가상승으로 인해 농지구하기가 힘들다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⑨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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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토지 자유로운 매매

  땅투기 단속

  농촌 의료, 교육, 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농촌에 살기에 땅값이 너무 비싸다

  농촌 복지 시설 확충

  농촌 의료, 교육, 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어르신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마련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도시 정책이 아닌 농민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 필요 / 농민 보호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활성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 자연환경 보존

  도로확 로 교통의 편리성을 높여야한다

  농촌지역 버스차량 부족

  균형 있는 지역개발

  기업에게 헐값에 토지 매각

  생계비 지원

  지역개발이 아닌 돈을 타내기 위한 복지시설위주 정책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아닌 실질적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

  자녀들 교육문제 해결로 귀농, 귀촌 활성화

  정치인들의 선심공약에 의한 난개발 근절 / 선심성 행정 근절

  농촌의 도시화 개발 중지 / 농촌지역 개발 제한

  농촌 지역개발 시 주민 의견 수렴

  서울근교 농촌지역에 아파트 허가 금지

⑩ 농업기관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92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 자연환경 보존

  농약사용 자제 / 저농약 / 유기농농산물 확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활성화

  토지와 환경오염에 한 경각심 / 깨끗한 환경보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품질검사, 농약 등 사용에 한 기준마련(철저한 검사)

  좋은 품질의 비료 사용 / 비료, 토질 등 검사로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주어야 한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으로 수급불균형 / 가격안정화

  농산물 가격하락에 한 책안 마련

  젊은 농촌후계자 양성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시설

  도시 쓰레기 매립 또는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자연환경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

  하천 재정비로 깨끗한 농촌 만들기

  농촌의 도시화 개발 중지 / 농촌지역 개발 제한

  농업정책 홍보활동 강화

  농촌 의료, 교육, 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농업정책 홍보활동 강화

  직거래 매장 확  /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연도별 통계자료 예측, 유통관련 문제점 등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기후변화에 응 농산물 안전하게 공급

  농촌 복지 시설 확충

  고령화에 맞게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해야 한다

  국산의 우수성에 해 많은 홍보 / 우리농산물에 한 홍보강화

  추곡수매 가격인상 / 적절한 수매가격 유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⑫ 농촌 자연환경

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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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에 맞춰서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농촌 심야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

  생활할 수 있는 수입원이 불확실해서 비전이 없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담보가 된다면 후계자 문제나 농촌 공동화 문제해결 가능

  FTA시장 개방으로 발생한 농업분야 손실을 산업체에서 메꾸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조사 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연구원의 현지통신원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의식변화에 기초한 연구수요 발

굴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2016년 조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090명 등 총 2,5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업인은 우편조사로,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방문 면접으로 이루어졌음.

요약

  도시민 10명 중 8명은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 데 

동의하였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

(54.9%)이 동의함. 농업인 73.6%, 도시민 49.7%는 ‘농업･농촌 투자 확대’에 

찬성하였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민은 62.1%, 다원적 가

치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54.6%로 조사됨.

  식량자급률을 현재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농업인 

68.4%, 도시민 51.3%)를 넘었고, 농지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함. 쌀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선호 소비 촉진 정

책과 생산량 감축 등을 제시함.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는 농업인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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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52.7%가 반대 의견을, 부정청탁 금지법령 개정에는 농업인 52.8%, 도

시민 37.7%가 찬성함. 

  도시민 과반수(52.6%)는 국내 농산물 안전성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했으며, 

수입산과 비교해 국산이 안전하다고 인식(긍정 66.9%, 부정 2.8%)하고 있으나 

차이는 줄고 있음.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비싸도 우리농산물을 사겠다는 응답

이 32.8%로 전년보다 11.8%p 상승함. 중장기 역점추진 농업정책으로는 농가 

소득안정, 후계농업인 육성, 유통구조 개선을 꼽음.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일손 부족>생산비 증가>개방 확대>판로 

확보를 꼽음. 후계인력이 없다는 농가가 77.4%에 달하는 가운데 영농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40.8%로 10년 전 27.4%에 비해 크게 증가함. 농가 대부

분(84.5%)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가운데, 일손 부족 해

소를 위해서는 기계화 촉진>공공근로 투입>취업 알선>외국인 인력활용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함.

시사

  2016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

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부담 및 농촌 복지

예산 증액 찬성비율이 감소하여 농업･농촌의 높은 가치 의식이 투자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쌀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

어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찬성 비율이, 도시민은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대기업 농업 진출도 전

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도시민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도 10명 중 3명에 가까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농산물 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인식이 증가한 한편으로 국산 농산

물 구매 충성도는 30%대에 머무르고 있어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필요함. 농촌 관광 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농촌관광을 경험했다

는 도시민이 10명 중 3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농촌관광에 대한 만족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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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에서 정체상태에 있음. 다양한 유인책과 함께 불만족 사유로 꼽고 있

는 숙박시설과 청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농가 84.5%가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4명은 영농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는데 대부분 후계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후계자 육성과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농업인 절반 이상은 조합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농협

법 개정은 긍정평가가 우세했지만 개정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도 21.7%에 달

해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의식,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정책요구가 파악되었음. 이 

조사결과가 국민의식과 수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되

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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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조사업무에 변함없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올해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농정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후에 2016

년 11월 14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봉투나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 이 보장되며, 조사목적 이외에는 절  이용되

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보내는방법
우편(동봉하는 회송봉투에 넣어 우편회신), 이메일(dongweon@krei.re.kr 또는 
frog78@krei.re.kr) 팩스(061-820-2404) 중 편한 방법 선택  

조사관련 문의 김동원 연구위원(061-820-2227), 박혜진 연구원(061-820-2228)

부 록

조사표

<농업인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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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번호

Ⅰ. 농업경영에 대한 의식변화

1) 귀하는 올해 농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1-1) (위 문항에서 ④, ⑤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줄었다                   ②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③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④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  

  ⑤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졌다 ⑥ 기타(           )

2) 농사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아래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 (   ) (   )  

3)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아래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 (   ) (   )  

☞ 2), 3)번 문제 보기
< 보기 >

  ① 농산물 가격 ② 판로와 유통 ③ 영농자금･농가부채   ④ 농산물 수입개방  
  ⑤ 농촌지역개발 ⑥ 농촌인력   ⑦ 농작물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     
  ⑧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⑨ 영농시설 현 화   ⑩ 농지문제(매매,가격,진흥지역,임 차 등) 
  ⑪ 기타

4) 귀하는 현재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

구분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① 전반적 만족 정도
② 일의 내용에 한 만족정도
③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한 만족 정도

  4-1) (위 문항에서 ① 전반적 만족정도가 다소 낮음, 매우 낮음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
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소득 보장 미흡)   

  ②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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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④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⑤ 농업에 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 

  4-2) 귀하는 농업 관련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4-3) 10년 전에 비해 농업 관련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
니까?(      )

  ① 매우 높아졌다   ② 높아진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아진 편이다      

  ⑤ 매우 낮아졌다

5) 귀하는 농업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체로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6) 귀하는 농업 경영규모를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① 확 할 계획이다      ②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③ 축소할 계획이다

  ④ 수입개방 폭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6-1) 귀하는 몇 세까지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세)
       그렇다면 귀하는 향후 영농활동 기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년)

  6-2) 귀하는 영농활동을 못하게 되시면 후계인력은 있습니까?(      ) 

  ① 있다(있다면 누구인지 체크해 주세요) □가족 □친척 □타인     ② 아직은 없다

   

7) 최근에 귀하는 농업경영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없으면 기재 안함)

   순서대로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FTA 등 개방 확   ② 농업 생산비 증가  ③ 영농자금 압박  ④ 농업정책 오류 

  ⑤ 일손 부족 ⑥ 판로확보 어려움  ⑦ 농지 부족  ⑧ 농가부채 증가 ⑨ 후계인력 부재

  ⑩ 구제역 등 가축질병   ⑪ 가뭄/홍수/태풍 피해  ⑫ 농업에 한 정부지원 감소 

  ⑬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⑭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⑮ 조수 피해  ⑯ 기타(                )  

8)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을 아래의 <예문> 중에서 선
택하여 순서대로 각각 1위, 2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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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위  2위

①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②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해질 역할

<예문> 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② 국토의 균형발전    ③ 자연환경 보전  

        ④ 전통문화의 계승  ⑤ 관광 및 휴식장소 제공   ⑥ 전원생활 공간제공   ⑦ 기타

9) 귀하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해 농업･농촌에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투자를 늘려야 한다  ② 투자를 줄여야 한다  ③ 현 수준 유지  ④ 잘 모르겠다

10) 귀하는 우리나라 농업상황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비슷하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11) 귀하는 최근 1년 사이에 농사를 지으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

  ① 농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 ② 어려움을 겪은 편이다  ③ 별 어려움이 없었다 

  11-1) (문 14에서 ①, ② 응답자만) 어려움을 겪었다면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      )

  ① 일손 자체를 구할 수 없어서 ② 일손을 구할 만한 돈이 없어서 

  ③ 하루 일당(임금)이 너무 비싸서 ④ 농기계가 부족해서

  ⑤ 자가 노동력이 약화되어 ⑥ 기타(               )

 

  11-2) 일손 부족 현상은 과거 5년 전에 비추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

  ① 점점 나아지고 있다   ② 비슷한 상황이다   ③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11-3) 귀하는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방안으로 어느 것이 가장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근로 투입 등 농가 일손 정부 지원    ② 민간 유휴 인력 농번기 취업 알선 활성화

  ③ 농촌 봉사활동 체험학습에 봉사시간 부여   ④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 개선

  ⑤ 기계화 촉진 등 체 방안 강구            ⑥ 기타(                         )

12) 귀하는 기후변화가 농사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체감하고 계십니까?(        ) 

매우크게 
느낀다 보통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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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귀하는 최근 기후변화 중 농업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현상은 무엇입니까?(       )

  ① 이상기온   ② 가뭄   ③ 홍수   ④ 태풍   ⑤ 병충해   ⑥ 기후변화로 피해가 없었다

Ⅱ.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변화

13)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올해 농촌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14) 귀하는 현재 농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14-1) (위 문항에서 ④, ⑤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② 교육 여건 열악        
  ③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  ④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⑤ 문화･여가시설 미흡 ⑥ 기타(               )

15)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원만하다  ② 원만한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원만하지 않은 편 ⑤ 매우 원만하지 않다

  15-1)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5-2) 귀하가 사시는 마을 또는 지역환경에 대해 현재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해당되 곳에 
√표해 주세요.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자녀교육환경
② 주거환경
③ 의료환경
④ 교통환경
⑤ 문화환경
⑥ 정보통신환경
⑦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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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하는 올해와 비교해 5년 후의 농촌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개선될 것이다  ② 개선될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악화될 것이다  ⑤ 매우 악화될 것이다

17) 귀하는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18) 귀하는 농촌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① 낮은 소득수준     ② 열악한 교육환경    ③ 부족한 문화･여가시설     ④ 과중한 노동
  ⑤ 불편한 교통여건   ⑥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⑦ 농촌 실정에 맞지 않는 사회복지제도
  ⑧ 부족한 일자리 및 취업기회     ⑨ 기타(                  )

19) 귀하는 현재 농업･농촌을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가장 우려됩니까? (    )

  ①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② 농업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

  ③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④ 개방 확 로 인한 수입 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

  ⑤ 기타(                  ) 

Ⅲ.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20)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5년 기준 50.2%로 목표치(57.0%)에 미달하고, 곡물자급률도 1990
년 43%에서 23.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②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③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21)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15년 새에 30%나 감소한 반면, 쌀 재고
는 증가하는 등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역점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산량 감축 정책(쌀 생산조정제 등)   ② 외 원조 등 소진 정책 

  ③ 소비자 선호 맞춤형 쌀 소비 촉진 정책 ④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등 농지면적 감축

  ⑤ 사료 및 가공용 쌀 방출 확            ⑥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고급미 수출 정책 

22) 농업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은 첨단농업 등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장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은 중소농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식량안보를 기업 논리에 맡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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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며 반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을 막아야 한다  ② 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23) 지난 9.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개정
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농가피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제정 취지를 고려해 현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24)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농지보전이 어느 정도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4-1) (위 문항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농지가 보전되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식량안보  ② 미래세  자산  ③ 환경보전  ④ 효율적인 국토이용  ⑤ 기타(          )

    

25) 귀하는 농식품분야 현안 중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 선택(   ,  )

  ① 6차산업화   ② 직불금 확  및 개편  ③ FTA시장개방  ④ 폭염 책   ⑤ 가축질병, 방역 책   

  ⑥ 쌀가격하락  ⑦ 농산물 가격불안정   ⑧ 농협법 개정   ⑨ 농산물 수출   ⑩ 기업 등 농업 참여

  ⑪ 귀농귀촌  ⑫ 도시농업  ⑬ 직거래활성화  ⑭ 스마트팜 확산  ⑮ 김영란법 응  ⑯ 반려동물･동물복지 

26) 농식품 관련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의 운영은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해 
주세요.

주요 핵심 개혁 과제
매우 

잘 운영
체로 

잘 운영
보통

체로 
잘못 운영

매우 
잘못 운영

① 스마트팜 확산 1 2 3 4 5

② 창조마을 조성 1 2 3 4 5

③ 농수산식품 수출확 1 2 3 4 5

④ 농수산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1 2 3 4 5

⑤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1 2 3 4 5

⑥ 농어촌관광 활성화 1 2 3 4 5

⑦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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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래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 5대 과제입니다. 귀하께서 각 과제별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5  과제명
성과가 

매우높음
성과가 
있음

보통
성과가 
없음

성과가 
전혀 없음

① 농림축산업 미래성장산업화
 - 추진정책: 6차산업화,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
업인력육성, R&D, 스마트팜, ICT융복합

1 2 3 4 5

②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 추진정책: 농업재해보험, 직불제, FTA보완
책, 농업경영비 절감

1 2 3 4 5

③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 추진정책: 산지조직화, 협동조합, 직매장, 도
매시장, 관측고도화, 수급안정

1 2 3 4 5

④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 추진정책: 우량농지보전, 밭농업 활성화, 식
량자급률, 해외농업 개발

1 2 3 4 5

⑤ 복지농어촌 건설
 - 추진정책: 맞춤형 복지, 고령농 책, 공동생
활홈, 연금보험료 지원, 농지연금, 삶의질 향상, 
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

1 2 3 4 5

<추진정책> 
1.6차산업화, 2.농촌관광, 3.귀농귀촌, 4.농업인력육성, 5.R&D, 6.스마트팜, 7.ICT융복합, 8.농업재해보
험, 9.직불제, 10.FTA보완 책, 11.농업경영비 절감, 12.산지조직화, 13.협동조합, 14.직매장, 15.도매시
장, 16.관측고도화, 17.수급안정, 18.우량농지보전, 19.밭농업 활성화, 20.식량자급률, 21.해외농업개
발, 22.맞춤형 복지, 23.고령농 책, 24.공동생활홈, 25.연금보험료 지원, 26.농지연금, 27.삶의질 향상, 
28.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

  28-1) 상기 추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체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번호 기입
        (      ,      )
  28-2) 상기 추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번호 기입
        (      ,      )

29) 농업･농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에 비추어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업경쟁력 제고: 시장지향적 구조개편, 고품질첨단농업 육성, 검역･방역 개선, 유통개선 등

  ② 소득안정 정책: 직접지불제 확충, 경영안정 강화, 농외소득 증  등

  ③ 농촌정책: 농촌지역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인프라 확충 등

  ④ 식품정책: 농식품안전,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한식세계화, 소비 촉진 등  

  ⑤ 미래성장동력화 정책: 청년창업 및 투자 활성화, 바이오신약･로봇농업 등 신산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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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 2개와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을 둬야 할 정책(      ,      )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정책(       ,       )

  ① 후계농업인 육성 ② 적극적인 귀농･귀촌지원   ③ 농가 소득안정   

  ④ 안정적 농식품 공급 ⑤ 유통구조 개선･수급안정   ⑥ 식품산업 및 수출활성화   

  ⑦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⑧ 농업의 6차 산업화 

  ⑨ 농촌자원 가치증진 ⑩ 고령농･농촌복지 향상 ⑪ 기업 등의 농업분야 투자 

  ⑫ 스마트팜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⑬ R&D 투자확  등 기후변화･미래농업 비

  ⑭ 영농 규모화･조직화･전문화        ⑮ 농식품 연관산업 해외진출 

  ⑯ 기타(적을 것:               )

31) 귀하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조직이나 단체는 무엇입니까? 
2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앙 정부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원, 종자원 등) 

  ② 농업 공공기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③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④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⑤ 조합(농협, 축협, 임협) 및 품목조합 

  ⑥ 농민단체(한농연, 전농, 가톨릭농민회, 농촌지도자회 등) 

  ⑦ 품목단체(쌀, 한우, 한돈, 배추, 사과, 포도 등)   ⑧ 농업법인체(영농조합, 농업회사) 

  ⑨ 농자재상(농기계, 농약, 비료, 종묘, 사료 등)   ⑩ 농산물 도소매상 

  ⑪ 민간 농업컨설팅회사 ⑫ 비농업분야 공공기관 ⑬ 비농업분야 민간단체  

  ⑭ 기타(                        )

32) 조합(농축임협)에 대한 귀하의 의존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   ③ 보통   ④ 낮은 편   ⑤ 매우 낮다

  32-1) 정부는 올해 농협의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 조합원 정예화, 경영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농협법 개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되어 있다    ② 잘 되어 있는 편 ③ 보통이다 ④ 잘못되어 있는 편  

  ⑤ 매우 잘못되어 있다   ⑥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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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①농업정책 ②농촌관광 ③농산물 유통, 가격 ④농산물 안전성 ⑤ 통상협상
⑥품목별 정책 ⑦영농자금, 농가부채 ⑧농촌인력, 후계인력 ⑨농지 ⑩농업기관
⑪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농촌 자연환경 ⑬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     번) 

33)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Ⅳ.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A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 (도, 또는 광역시) 

A2)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도시근교( 도시 인근에 위치)  ② 평야지 ( 도시와 멀리 떨어진 평야)  
  ③ 산간지 (준산간지 )

A3)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 세 입니까? (만      세)

A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학(전문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A5) 귀하는 언제부터 영농에 종사하셨습니까? (        년부터)

A6)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A7) 귀댁의 영농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농    ② 중농　   ③ 농

A8) 귀댁의 연평균 소득(총 수입에서 생산비는 제외)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  ⑥ 4천만 원～5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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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5천만 원～7천만 원 미만 ⑧ 7천만 원～1억 원  미만 ⑨ 1억 원 이상

A9) 귀댁에서 월 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① 30만 원 미만  ② 30만 원~50만 원   ③ 50만 원~70만 원  ④ 70만 원~100만 원  
  ⑤ 100만 원~150만 원  ⑥ 150만 원~200만 원  ⑦ 200만 원 이상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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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인식
과 정책 현안에 해 일반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기 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평소에 느끼신 로 조사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
며, 전체 통계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원 연구위원(☎ 061-820-2227)
박혜진   연구원(☎ 061-820-2228)

실사
기관

(주) 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황유미 실사연구원(☎ 02-3488-2786)
김현진 담당연구원(☎ 02-3488-1638)

<도시민 조사표>

SQ1.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2. 지역규모 ① 특별/광역시 ② 일반 시

SQ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4.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_____ 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 면접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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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5. 귀하는 농촌(읍, 면지역)에서 1년 이상 사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SQ5-1. [SQ5번 문항에서 ① 응답자만] 농촌에 살았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① 취학 전 ② 학창시절(초중고) ③ 성인 이후

SQ6.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Ⅰ.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문1.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래 제시한 항목 중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많다

많은 편 보통
별로 
없다

전혀 
없다

1)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1 2 3 4 5

2) 농업･농촌에 한 애착 정도 1 2 3 4 5

3)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1 2 3 4 5

4)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한 인식 정도 1 2 3 4 5

문2. 귀하는 농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래 제시하는 예시 중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긍정적 이미지 (번호:      ) (2) 부정적 이미지 (번호:      )

①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 ①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② 노후의 생활에 적합한 곳 ② 문화, 보건 의료, 교육 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

③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 ③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곳

④ 재해를 막고 수자원을 지키는 기능이 있는 곳 ④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되풀이 되는 곳 

⑤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있는 곳 ⑤ 가난하고 힘들고 비전이 없는 곳

⑥ 기타(적으세요:                             ) ⑥ 기타(적으세요:                            )

문3.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을 아래의 <예문> 중에서 

선택하여 순서대로 각각 1위, 2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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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위  2위

1)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2)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해질 역할

<예문> 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② 국토의 균형발전   ③ 자연환경 보전  

        ④ 전통문화의 계승   ⑤ 관광 및 휴식장소 제공   ⑥ 전원생활 공간 제공   ⑦ 기타

문4. 귀하는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문4-1. [문4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귀하는 농촌의 사회･문화적 다원적 가치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나의 생활을 위해서 농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사용가치)

    ② 장래에 나의 생활을 위하여 농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선택가치)

    ③ 농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존재가치)

    ④ 농촌은 후손들에게 물려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상속가치)

  문4-2. 아래 제시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귀하가 생각하는 중요도는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중요 중요한 편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다

1) 식량안보 기능 1 2 3 4 5

2) 국토의 균형발전 1 2 3 4 5

3) 고용창출 효과 1 2 3 4 5

4) 환경 및 생태계보전 1 2 3 4 5

5)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1 2 3 4 5

  문4-3.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반 하는 편이다  

    ④ 적극 반 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5. 귀하는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반 한다    ⑤ 적극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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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5-1. 농촌복지 관련예산을 늘리기 위해 귀하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반 한다    ⑤ 적극 반 한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 농업상황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비슷하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문7. 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농업･농촌을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가장 우려됩니까?

  ①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② 농업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

  ③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④ 개방 확 로 인한 수입 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

  ⑤ 기타( ) 

문8. 귀하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해 농업･농촌에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아니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투자를 늘려야한다   ② 투자를 줄여야한다   ③ 현 수준 유지   ④ 잘 모르겠다

문9. 아래에 제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의견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다
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다 1 2 3 4 5

2)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2 3 4 5

3) 농업･농촌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1 2 3 4 5

4)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 1 2 3 4 5

5) 우리나라 농촌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 1 2 3 4 5

6) 우리 농업･농촌은 소중하고 살아볼 만한 곳이다 1 2 3 4 5

Ⅱ.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문10. 귀하는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귀촌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조금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문10-1. [문13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귀농･귀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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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②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③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④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⑤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⑥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⑦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⑧ 기타(적을 것:           )

  문10-2. [문13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귀농･귀촌을 실천할 계획입니까?

  ① 3년 내    ② 5년 내    ③ 10년 내    ④ 10년 이후    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문10-3. [문13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농사를 목적으로 한 귀농과 농촌지역에서 삶을 영위
하기 위한 귀촌 중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귀농 ② 귀촌 ③ 아직 정하지 않았음

  문10-4. [문13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실제로 귀농･귀촌을 한다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2가지만 적어주세요. (          ,           )

    ①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 ② 마음의 준비(결심) ③ 가족 설득 

    ④ 농사 기술 등 귀농프로그램 ⑤ 귀농･귀촌에 한 정보 ⑥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  

    ⑦ 이주에 필요한 자금 ⑧ 장래성 ⑨ 기타(적을 것:           )

문11. 농축산물 소매가격 변동으로 귀 가정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④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문11-1. 귀하는 농축산물 가격이 일반 공산품에 비해 평균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세부 품목 매우 싸다 싼 편이다 적정하다 비싼 편이다 매우 비싸다

농산물
1) 쌀 1 2 3 4 5
2) 채소류 1 2 3 4 5
3) 과일류 1 2 3 4 5

축산물
4) 쇠고기 1 2 3 4 5
5) 돼지고기 1 2 3 4 5
6) 닭고기 1 2 3 4 5

가공식품 7) 가공식품/유제품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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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다음과 같은 식품을 구입하실 때나 외식을 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가격 안전성
품질
(맛)

브랜드
(인지도)

원산지
(국산/수입)

기타
(영양 등)

1) 채소 1 2 3 4 5 6
2) 육류 1 2 3 4 5 6
3) 곡물 1 2 3 4 5 6
4) 과일 1 2 3 4 5 6
5) 수산물 1 2 3 4 5 6
6) 외식 1 2 3 4 5 6

문13. 귀하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개선되고 있다   ② 개선되고 있는 편   ③ 보통   ④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   
  ⑤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문13-1. 국산 농식품과 수입농식품의 안전성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① 국산과 수입산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
    ②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하다
    ③ 수입산이 오히려 국산보다 안전성이 높다
    ④ 잘 모르겠다

  문13-2. 국산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① 불량 농식품의 생산자 엄중 처벌 ② 제품표시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추진
  ③ 농약 등 위해물질에 한 철저한 사전 관리 ④ 과학적인 시험연구와 분석 실시 
  ⑤ 식품안전관리행정의 개편(일원화) ⑥ 기타( )  

문14.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1)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1 2

2) 농산물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 2

3)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 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진다 1 2

4)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 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1 2

  문14-1. 귀하는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①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②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③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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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4-2. 귀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입 농산물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 자주 구매하지 못한다

    ② 수입 농산물이 좋고 구매도 거리낌이 없다

    ③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

    ④ 수입 농산물에 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

    ⑤ 수입 농산물에 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

  문14-3. 귀하는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산지 표시 확 ② 품질인증 확   ③ 수입산과 가격경쟁력 확보 

    ④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처 개척   ⑤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 우수성 홍보 강화

  문14-4. 귀하는 수입산 농식품이 국내산 농식품보다 저렴하다면 향후 어떻게 구매하시겠습니
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세부 품목 국산 구입 반반이다 수입산 구입

농산물
1) 쌀, 보리 등 곡류 ① ------------------- ② ---------------- ③
2) 채소류 ① ------------------- ② ---------------- ③
3) 과일류 ① ------------------- ② ---------------- ③

수산물
4) 일반 생선 / 활어 ① ------------------- ② ---------------- ③
5) 김, 미역 등 해조류 ① ------------------- ② ---------------- ③

축산물
6) 쇠고기 ① ------------------- ② ---------------- ③
7) 돼지고기 ① ------------------- ② ---------------- ③
8) 닭고기 ① ------------------- ② ---------------- ③

가공식품 9) 가공식품 / 유제품 ① ------------------- ② ---------------- ③

  문14-5. 귀하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높다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매우 낮다
1) 쌀 1 2 3 4 5

2) 축산물
2-1) 한우 1 2 3 4 5
2-2) 돼지고기 1 2 3 4 5

3) 신선채소 1 2 3 4 5
4) 과일 1 2 3 4 5

문15. 귀하는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문16. 귀하는 최근 1년간 농촌관광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총        회)

   ※ 농촌관광은 농촌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하거나 농가민박을 경험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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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6-1. [농촌관광 경험이 있으신 분만 응답] 농촌관광에서 느낀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체로 만족    ③ 보통    ④ 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문16-2. [전체 응답] 귀하는 농촌에서 농업 등 자연을 가까이 하는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하실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교통 ② 숙박시설 ③ 비싼 요금 ④ 취사 ⑤ 주변환경 청결 미흡

    ⑥ 불친절 ⑦ 기타(        )

Ⅲ.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문17. 귀하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시는지 아래 
제시하는 사례 중 2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TV ② 라디오 ③ 중앙일간지(신문) ④ 농업관련 전문지

  ⑤ 잡지 ⑥ 인터넷 ⑦ 정책 홍보물 ⑧ 기타(         )

문18.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5년 기준 50.2%로 목표치(57.0%)에 미달하고, 곡물자급률도 
1990년 43%에서 23.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②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③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19.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15년 새에 30%나 감소한 반면, 쌀 
재고는 증가하는 등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생산량 감축 정책(쌀 생산조정제 등) ② 외 원조 등 소진 정책 

  ③ 소비자 선호 맞춤형 쌀 소비 촉진 정책 ④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등 농지면적 감축

  ⑤ 사료 및 가공용 쌀 방출 확 ⑥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고급미 수출 정책 

문20. 농업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은 첨단농업 등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장
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은 영세농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식량안보를 기업 논리에 
맡길 수 없다며 반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을 막아야 한다 ② 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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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문21.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농가피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제정 취지를 고려해 현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문22.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농지보전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2-1. [문27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농지가 보전되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식량안보 ② 미래세  자산 ③ 환경보전

    ④ 효율적인 국토이용 ⑤ 기타( )

문23. 귀하는 농식품분야 현안 중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6차 산업화 ② 직불금 확  및 개편 ③ FTA시장개방 ④ 폭염 책

  ⑤ 가축질병, 방역 책 ⑥ 쌀가격하락 ⑦ 농산물 가격불안정   ⑧ 농협법 개정

  ⑨ 농산물 수출 ⑩ 기업 등 농업 참여 ⑪ 귀농귀촌 ⑫ 도시농업

  ⑬ 직거래활성화 ⑭ 스마트팜 확산 ⑮ 김영란법 응 ⑯ 반려동물･동물복지 

문24. 농식품 관련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의 운영은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해 
주세요.

주요 핵심 개혁 과제 매우 
잘 운영

체로 
잘 운영 보통 체로 

잘못 운영
매우 

잘못 운영
1) 스마트팜 확산 1 2 3 4 5
2) 창조마을 조성 1 2 3 4 5
3) 농수산식품 수출확 1 2 3 4 5
4) 농수산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1 2 3 4 5
5)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1 2 3 4 5
6) 농어촌관광 활성화 1 2 3 4 5
7)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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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5. 아래 5개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 5대 과제입니다. 귀하께서 각 과제별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5  과제명 성과가 
매우 높음

성과가 
있음 보통 성과가 

없음
성과가 

전혀 없음
1) 농림축산업 미래성장산업화
 - 추진정책: 6차 산업화,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업인력
육성, R&D, 스마트팜, ICT융복합

1 2 3 4 5

2)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 추진정책: 농업재해보험, 직불제, FTA보완 책, 농업
경영비 절감

1 2 3 4 5

3)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 추진정책: 산지조직화, 협동조합, 직매장, 도매시장, 관
측고도화, 수급안정

1 2 3 4 5

4)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 추진정책: 우량농지보전, 밭농업 활성화, 식량자급률, 
해외농업 개발

1 2 3 4 5

5) 복지농어촌 건설
 - 추진정책: 맞춤형 복지, 고령농 책, 공동생활홈, 연금
보험료 지원, 농지연금, 삶의질 향상, 농촌주민 주도 지역
개발

1 2 3 4 5

[추진정책]

1)6차 산업화   2)농촌관광   3)귀농귀촌   4)농업인력육성   5)R&D   6)스마트팜   7)ICT융복합

8)농업재해보험   9)직불제   10)FTA보완 책   11)농업경영비 절감   12)산지조직화   13)협동조합

14)직매장   15)도매시장   16)관측고도화   17)수급안정   18)우량농지보전   19)밭농업 활성화

20)식량자급률   21)해외농업개발   22)맞춤형 복지   23)고령농 책   24)공동생활홈   

25)연금보험료 지원   26)농지연금   27)삶의질 향상   28)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

  문25-1. 상기 추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체감되는(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문25-2. 상기 추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문26. 농업･농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에 비추어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업경쟁력 제고: 시장지향적 구조개편, 고품질첨단농업 육성, 검역･방역 개선, 유통개선 등

  ② 소득안정 정책: 직접지불제 확충, 경영안정 강화, 농외소득 증  등

  ③ 농촌정책: 농촌지역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인프라 확충 등

  ④ 식품정책: 농식품안전,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한식세계화, 소비촉진 등  

  ⑤ 미래성장동력화 정책: 청년창업 및 투자 활성화, 바이오신약･로봇농업 등 신산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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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7.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 2개와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점을 둬야 할 정책(     ,     )    2)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정책(     ,      )

  ① 후계농업인 육성 ② 적극적인 귀농･귀촌지원

  ③ 농가 소득안정 ④ 안정적 농식품 공급

  ⑤ 유통구조 개선･수급안정 ⑥ 식품산업 및 수출활성화

  ⑦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⑧ 농업의 6차 산업화

  ⑨ 농촌자원 가치증진 ⑩ 고령농･농촌복지 향상

  ⑪ 기업 등의 농업분야 투자 ⑫ 스마트팜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⑬ R&D 투자확  등 기후변화･미래농업 비 ⑭ 영농 규모화･조직화･전문화

  ⑮ 농식품 연관산업 해외진출 ⑯ 기타(적을 것: )

문28.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분야
①농업정책   ②농촌관광   ③농산물 유통, 가격   ④농산물 안전성   ⑤ 통상협상
⑥품목별 정책   ⑦영농자금, 농가부채 ⑧농촌인력, 후계인력   ⑨농지   ⑩농업기관
⑪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농촌 자연환경   ⑬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     번) 

Ⅳ.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학(전문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DQ2. 귀댁의 가족 구성원(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         명) 

DQ3. 귀댁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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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 ⑥ 4천만 원~5천만 원 미만

  ⑦ 5천만 원~7천만 원 미만 ⑧ 7천만 원~1억 원  미만 ⑨ 1억 원 이상

DQ4. 귀댁에서 월 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30만 원 미만   ② 30만 원~50만 원   ③ 50만 원~70만 원   ④ 70만 원~100만 원

 ⑤ 100만 원~150만 원   ⑥ 150만 원~200만 원   ⑦ 200만 원 이상

D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임/어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자(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③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④ 전문가(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⑤ 기술공 및 준전문가(컴퓨터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⑥ 사무종사자(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 등)

  ⑧ 판매종사자(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⑪ 단순노무종사자(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직업군인 ⑮ 무직  

  ⑯ 기타( )  

  ⑰ 모름/무응답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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