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자료 D411 │2015. 12.

농업･농 에 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연 구 위 원

주  무  원



연구 담당

김동원

박혜진

연구위원

주무원

조사기획 및 집필 책임

조사진행 및 조사결과 정리

자  문 박대식, 정학균, 황윤재, 김미복, 채광석



i

머  리  말

  2015년에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뉴질랜드 및 베트남

과의 FTA 협상도 타결되면서 농식품 분야 개방 폭이 더욱 확대되는 시기였

다.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구제역도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근심을 안겨주었다. 쌀 재고 증가에 따른 가

격하락도 언론에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세부 실천계획이 발표되

면서 6차산업 추진 동력이 확보되었고, 관련 규제개혁도 활발히 진행되어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확대되는 FTA에 

대응해 대중국 수출과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에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농산물 시장개

방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도와 정책수요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수행에 참고하고 정책지원 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2015년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064명 등 국민 2,564명이 참여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에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다양한 정책 건의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제언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자료가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

초한 연구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민과 농업인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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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농 에 한 의식과 가치 인식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

는 도시민은 77.2%, 농업인은 64.7%로 긍정인식이 높았음. 또한, 농업인과 도

시민 모두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다’는 의견에 

높은 찬성률(각각 86.9%, 88.4%)을 보였음. 

  농업인들은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와 ‘불만이다’는 응답이 각각 35.2%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불만족 이유로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

다’(46.3%)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농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는 ‘FTA 

등 개방 확대’(17.6%), ‘농업생산비 증가’(14.2%), ‘일손부족’(14.1%) 등의 순

으로 조사되었음.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는 56.2점으로 일반 국민 평균(68.2점, 2014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조사)보다 낮았음.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ʼ은 22.1%, 현재 얻

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ʼ은 9.3%에 불과하였음. 불만족 이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49.0%),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31.5%)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음. 

  그런 가운데서도 농업인의 10명 중 7명은 농업에 애착심이 ‘많다’(74.1%)

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 71.9%은 앞으로 ‘농촌에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였

음. ‘자녀에게 농업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10.4%로 1978년 이 조사가 시작

된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었음.

  도시민들은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 44.1%,  

농업･농촌에 대해 애착이 ‘있다’ 43.7%,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나

와 관계가 ‘있다’ 37.6%,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7.9%로 나타나 10명 중 4명 정도가 관심을 보였음.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70.5%가 ̒가치가 많다ʼ

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농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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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7.9%), ‘농촌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기 때문’(30.8%) 등의 순으

로 나타났음.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인식은 ‘식량안보 기능’이 89.9%로 가장 높

았고,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88.2%), ‘국토의 균형발전’(80.7%), ‘사회･

문화적 공익 기능’(78.6%)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음.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

담 의향에 대해 ̒찬성한다ʼ는 의견 59.5%,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세

제혜택에 대해 ʻ긍정적이다’는 의견 59.6%,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액에 

대해 ʻ찬성한다ʼ는 의견 61.9%로 나타나 납세자로서의 지원 의향이 높았음. 

농업인의 농 생활 만족도와 행복도

  농촌생활에 ̒만족한다ʼ는 응답은 37.4%로 나타나 전년보다 다소 하락했으나 

10년 전에 비해서는 4배 정도 상승한 수치이며, 거주지역 생활여건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여가나 문화활동 시설ʼ(28.7%), ʻ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ʼ

(28.2%)을 꼽았음.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3%로 ‘불만족한다’(18.9%)는 응답에 비해 6.4%p 높았음.  

  거주하는 마을의 전반적인 환경에 ‘만족한다’는 도시민은 64.8%, 농업인은 

34.7%로 나타났음. 농업인 스스로가 느끼는 5개 분야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67점으로 2013년 조사결과와 같은 행복도를 나타냄. 도시민은 ‘건

강상태’, ‘재정상태’, ‘주위 친지와의 관계’에서, 농업인은 ‘가정생활’과 ‘사회생

활’ 영역에서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농업인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1순위는 ̒세계여행ʼ(12.8%), ʻ가족여행ʼ(7.8%), ʻ전국 일주ʼ

(3.4%) 등 ʻ여행ʼ이 가장 많았음. 

농업･농 에 한 심과 수요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7.0%로 전년보다 8.0%p 증가하

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ʼ 58.2%, ʻ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ʼ 16.2% 등으로 조사되었음. 귀

농･귀촌 시기에 대해 58.7%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가

장 필요한 것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ʼ(30.2%), ʻ마음의 준비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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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귀촌’(34.9%)이 ‘귀농ʼ(10.9%)보다 3배 이상 관심이 높았으며, 가까운 주변

사람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할 때 ‘찬성한다’는 도시민은 56.2%로 나타났음.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긍적적인 측면이 더 많다ʼ

(각각 44.5%, 55.9%)고 조사되었음. 귀농･귀촌을 위해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

분으로 농업인은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전환’(46.4%)을, 도시민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27.4%)을 가장 많이 꼽았음. 귀농인에게 정부

의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도시민은 59.5%, 농업인은 48.2%

로 나타났음. 

  수입산과 비교하여 국산 농축산물이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은 ‘신선채소’

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특

히, ‘쌀’은 도시민의 66.2%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은 24.2%만이 ‘높

다’고 응답하였음. 

  농축산물 식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채소, 수산물

은 ‘안전성’(각각 36.0%, 33.3%), 육류와 과일, 외식은 ‘품질’(각각 32.5%, 

53.5%, 46.7%)이라고 응답하였음. 한편, 곡물은 ‘원산지’(32.1%)를 가장 우선

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이 ‘개선되었다’는 긍정

인식은 53.6%로 나타났으며, 수입농식품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면 수입산을 구

매하겠다는 의향이 조사 대상 9개 모든 품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함. 곡류와 채

소류, 해조류의 경우에 ̒수입산 농식품이 저렴해도 국산을 구입ʼ(각각 68.5%, 

63.5%, 62.7%)할 것이라는 도시민은 10명 중 6명으로 국산 구매 충성도가 상

대적으로 높았음.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되면 ̒국산이든 수입품이든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ʼ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 

38.6%가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확

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품질인증 확대ʼ(31.9%), ʻ수입산과 가격 경쟁

력 확보ʼ(24.5%), ʻ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처 개척ʼ(17.9%), ʻ원산지 표시 확대ʼ

(17.5%) 순으로 응답함.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숙박과 

취사 불편’(26.8%), ‘교통 불편’(23.1%), ‘체험활동 부족 또는 흥미 없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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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

로 ̒지역축제 참여ʼ(25.3%), ʻ주말농장ʼ(20.3%), ʻ전통테마마을 체험ʼ(19.2%), ʻ농

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ʼ(13.8%), ʻ농촌관광 체험ʼ(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농업정책과 농정 안에 한 인식

  향후 농업･농촌･농식품 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

에 대해 농업인은 ‘FTA에 따른 농업 피해보상 및 경쟁력 강화’(25.4%)를, 

도시민은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20.3%)를 가장 

많이 꼽았음. 

  농업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농업인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28.9%), 

‘농업의 경쟁력 강화’(19.2%), ‘농산물 유통 개선’(15.6%) 등의 순으로, 도시민

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23.0%), ‘식품의 안전성 확보’(19.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18.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

성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다’는 도시민은 26.2%, 농

업인은 3.3%에 그쳤음.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농업인은 

73.8%, 도시민은 50.7%로 나타나 지지도가 높았음. 

  농업･농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

두 ‘농업인구 고령화’(각각 26.3%, 32.7%)라고 응답하였고, 올해 농식품 분

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농산물 가격’(17.2%), ‘통상협

상’(14.8%), ‘농촌 일손 부족’(12.5%), ‘창조경제(농업의 6차 산업화)’(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농업 관련 현안들 중 ‘가축질병 방역대책’이 ‘잘 대처

했다’는 평가 1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뭄대책’(23.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종합  시사

  이번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도는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과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 등 기본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긍정적 인식이 확

고한 편임. 이 같은 인식은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세제혜택,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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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증액에 긍정적인 답변이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되었음.

  하지만, 도시민들의 경우 농산물 소비자로서의 인식에는 가치 인식과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검역이 강화되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4명 중 1명은 수입농산물을 거리낌 없

이 구매한다고 응답했으며, 곡물 등 9개 품목의 수입농산물 구매 의향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에 국산농산물 구매 의향은 대부분 감소함. ʻ수

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ʼ이라는 국산 구

매 충성도는 매년 하락해 이번 조사에서는 10명 중 2명 수준에 그쳤음. 품

질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음.

  

귀농･귀촌 의향도 뚜렷이 증가했는데, 도시민들은 그 이유를 생계 수단보

다는 건강한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더 중시하고 있고, 이번 조사에서 귀농보다 

귀촌 수요가 3배나 더 많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 같은 잠재 수요자

의 의중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축제나 농촌체험 

프로그램에도 관심은 많으나 관련 정보의 부족과 불편함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 유인책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농업인은 소득 불안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데, 직업만족도

와 행복도가 정체 상태인 이유로도 재정문제를 꼽아 농가 소득안정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수요도 농업인은 소득안정, 도시민은 경

쟁력 제고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문하였으며, 농업예산 배분 우선순

위도 농업인은 ʻ경영안정ʼ, 도시민은 ʻ경쟁력 제고ʼ를 꼽아 농업인의 소득안

정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이번 조사에서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국민들에

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납세자로서의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소비자로서의 농산물 구매 의향은 어떻게 변화되

고 있는지, 농업인들의 직업관과 농촌 주민으로서의 의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이 조사결과가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들의 수요에 기초

한 농업정책 연구와 정책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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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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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28 to 

November 25 among 2,564 respondents including 1,500 urban people and 

1,064 farmers. A mail survey was conducted for farmers, and the 

professional research company was commissioned to visit and interview 

urbanit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a growing proportion of people have 

positive views on agriculture and rural regions. About 50.7% of urban 

citizens and 73.8% of farmers agree to expand th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le those agreeing to reduce the investment 

account for 10.9% and 3.1%, respectively. Also, 60% of urban citizens 

agree with tax benefits for farmers. The figure doubled from two years 

ago. And 61.9% of urbanites agree to increase the budget for rural 

welfare, showing a 7.7%p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All these 

changes show that supportive opinions and awareness of the need for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have increased.

  Urban people's need and demand for agriculture and rural regions also 

grew. About 47.0% of urban citizens are interested in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after retirement, an 8.0%p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Urbanites hope to return to rural regions because they want free and 

healthy life rather than for a means of living, which is also proved by the 

fact that three times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living in rural areas 

rather than farming. A larger percentage of urban citizens, compared to 

farmers, have positive views on the effects of and supportive policies for 

urban-to-rural migration.

  However, about 40% of urbanites have no uncomfortable feelings about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loyalty level of consumers who 

would purchase domestic products even though the agricultur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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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s more open and the price of imported goods is cheaper has 

decreased steadily from 37.0% in 2009 to 21.0% in 2015.  

  In terms of agricultural policy demands and budget allocation, farmers 

need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FTAs and income stabilization, while 

urban citizens are concerned more about boosting the local economy and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e.

Researchers: Kim Dong-weon and Park Hye-jin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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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

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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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6년부터 조사대상을 도시민까지 확대하여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

이면서 납세자인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추

적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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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15년 11월 초순부터 11월 말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우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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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조사에 충실하게 응답한 1,064명(응답률 

35.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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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하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와 패널 형태의 조사를 병행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역 농･

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
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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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기간 2015년 10월 28일 ∼ 11월 25일 2015년 11월 3일 ∼ 11월 20일

조사 상 한국농 경제연구원 지통신원 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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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지역 국(제주 포함) 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064명(응답자) 1,500명

표본추출 방법 국 읍･면 독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

표본 오차 고정표본 사용 ±2.5%p(95% 신뢰수 )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표 1-1.  조사개요

2.2. 조사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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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과 주기에 맞춰(매년, 격년, 3년) 조사할 문항을 선정하고 올해 해당되

는 조사 문항 중심으로 설계함. 농업인은 고정문항 및 정책현안 등 56문

항을, 도시민은 50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표 1-2.  조사문항 상세 내용(농업인･도시민)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 의 
가치에 한 
의식

농업･농  문제 심 정도 O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요성 O O

농업･농 의 사회문화   공익  가치에 한 의견 O

농업･농  공익  기능 유지/보 을 한 세 추가부담에 한 찬반 의견 O

정책 수립 는 공익  가치 유지 한 방안에 한 생각 O O

농업･농 에 한 인식 O

농 복지 산 확 에 한 인식 O

농 복지 산 확 를 해 본인 추가 비용 부담에 한 찬반 의견 O

농업인에 한 세제혜택에 한 인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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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 에 
한 수요

은퇴 후 귀농･귀  여부 O

귀농･귀 하고 싶은 이유 O

구체  귀농･귀  시기 O

귀농･귀 에 필요한 조건 O

귀농과 귀   심 있는 분야 O

도시민들의 귀농･귀 에 한 생각 O O

귀농･귀 을 해 필요한 개선사항 O O

귀농･귀 인에 한 정부지원 증 에 한 인식 O O

주변 사람의 귀농･귀 에 한 찬반 의견 O

거주하는 마을의 반  환경 만족도 O O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 O O

농 에서 여가 활동, 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사항 O

농 지역 방문 시 가장 하고 싶은 것 O

식품 구입 는 외식 시 고려 요인 O

국내산 농식품보다 렴한 수입 농식품 구매 의향 O

최근 5년간 농식품 안 성 개선 정도 인식 O

수입산 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 경쟁력 O O

농산물시장 개방에 한 의식 O

시장 개방 확 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 O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 를 해 필요한 것 O

농업정책과 
농정 안에 
한 인식

가장 심 있는 농식품 정책 분야 O

우리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O

향후 농업･농 ･농식품 분야 발 을 해 정부가 심을 가져야 할 역 O O

농업 산 배분의 우선순 O O

정부의 농산물 개방 속도와 수 에 한 인식 O O

정부의 정책  심  지원에 한 인식 O O

농업･농 에 한 투자확 에 한 인식 O O

평소 농업･농 에 한 인식 O O

평소 우리 농산물에 한 의견 O O

최근 1년간 정부가 실시한 홍보활동 인지 정도 O O

농림축산식품부의 홍보에 한 평가 O O

가장 심 있는 농식품 분야 이슈 O

농업 련 안들에 한 정부 응 평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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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경 에 
한 

의식변화

올해 농사 만족도 O

올해 농사에 불만족하는 이유 O

농업종사 직업만족도 O

농업종사 직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O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요성 O

농업경 에 가장 큰 요소 O

농업･농 에 한 생각 O

농업･농 에 한 애착심 O

농 활동의 자녀 상속 여부 O

농 생활에 
한 

의식변화

농 생활 만족도 O

농 생활에 해 불만족하는 이유 O

도농 간 생활격차 인식 정도 O O

도시와 비교한 농 의 생활수 O O

거주지역 생활여건  가장 불편한 부분 O

거주지역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O

향후 농  거주 의향 O

행복도 O O

버킷리스트 1순 O

거주마을 황 O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시민의 지역별 분포는 특별/광역시 거주자가 54.7%, 일반시 거주자가 

45.3%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26.2%로 가장 많았고, 블루칼라 

22.6%, 주부 20.1% 등으로 분포함. 농업인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64.4%, 학력별 분포는 고졸 이하 73.4%,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은 77.5%

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영농형태로는 수도작이 34.8%로 가장 비중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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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분포

농업인(n=1,064)

구 분 빈 도 비 율

지역형태별

도시근교 220 20.7 

평야지 240 22.6 

산간지 544 51.1 

무응답 60 5.6 

연령별
60세 미만 379 35.6 

60세 이상 685 64.4 

교육수 별

고졸 이하 781 73.4 

재 이상 252 23.7 

무응답 31 2.9 

농경력별

20년 미만 226 21.2 

20년 이상 825 77.5 

무응답 13 1.2 

농형태별

수도작 370 34.8 

과수 228 21.4 

노지 채소 86 8.1 

축산 80 7.5 

시설원 132 12.4 

특작 99 9.3 

기타 41 3.9 

무응답 28 2.6 

농규모별

소농 453 42.6 

농 479 45.0 

농 120 11.3 

무응답 12 1.1 

연평균소득

2천만 원 미만 453 42.6 

2천만 원 이상 542 50.9 

무응답 69 6.5 

가구원수별

2명 이하 598 56.2 

3명 208 19.5 

4명 101 9.5 

5명 이상 157 14.8 

도시민(n=1,500)

구분 빈도 비율

지역별

서울 372 24.8 

인천／경기 464 30.9 

부산／경남／울산 237 15.8 

구／경북 135 9.0 

주／ 라 126 8.4 

／충청 119 7.9 

제주／강원 47 3.1 

지역규모별
특별／ 역시 821 54.7 

일반시 679 45.3 

성별
남      자 739 49.3 

여      자 761 50.7 

연령별

19 ∼ 29세 276 18.4 

30      289 19.3 

40      332 22.1 

50      295 19.7 

60세  이상 308 20.5 

교육수 별

졸  이하 182 12.1 

고      졸 640 42.7 

재  이상 678 45.2 

가구원수별

2명   이하 306 20.4 

3       명 334 22.3 

4       명 732 48.8 

5명   이상 128 8.5 

월평균
생활비

50만 원 미만 28 1.9

50～70만 원 95 6.3

70～100만 원 145 9.7

100～150만 원 266 17.7

150～200만 원 351 23.4

200만 원 이상 615 41.0

직업별

농／임／어업 3 0.2

화이트칼라 280 18.7

블루칼라 339 22.6

자    업 393 26.2

주      부 301 20.1

학      생 131 8.7

기타 / 무직 53 3.5

농
거주경험

있      다 728 48.6

없      다 771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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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Data Cleaning 과정

을 거치고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초 통계처리하였음.

○ 도시민, 농업인 조사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그룹 간 공통문항 중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계

층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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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표 1-4.  자료처리 차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락 
검증

설문내용의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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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정

책의 수립 또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조사하였음. 

○ 농업인에게는 올해 농사 만족도, 직업만족도,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농

업경영 위협요소, 농업에 대한 애착심,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정도 인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도시민에게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공

익적 가치 여부 및 세금추가 부담 의향, 복지예산 확대에 관한 인식, 농

업･농촌에 대한 가치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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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민 77.2% “국가 경제에서 농업 중요해”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도시민은 60.9%가, 농

업인은 45.0%가 ̒그렇다ʼ고 응답함. 여기에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

답을 더하면 중요성 인식은 도시민 77.2%, 농업인 64.7%로 나타남.

◦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ʼ는 부정적

인 응답은 도시민 1.7%, 농업인 16.1%에 그쳤음.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매년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긍정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도시민과 농업인의 인식 차이가 2006년 16.3%p, 2010년 9.6%p, 

2013년 8.4%p로 점차 감소해오다 2015년 12.5%p로 다시 격차를 보이

고 있음. 

구분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60.2 81.4  63.7  77.5 61.9 72.4 62.2 73.1 50.0 54.7 45.0 60.9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
11.9 7.0  17.0 8.3 15.0 16.9 19.1 17.1 23.6 27.3 19.7 16.3 

앞으로 중요할 것(소계) 72.1 88.4 80.7 85.8 76.9 89.3 81.3 90.2 73.6 82.0 64.7 77.2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10.2 3.3  8.5 2.1 10.2 4.4 8.4 3.7 10.1 4.1 16.1 1.7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16.7 8.3  9.6 9.3 12.4 6.2 9.7 6.1 14.5 13.9 17.2 21.1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소계) 26.9 11.6 18.1 11.4 22.6 10.6 18.1 9.8 24.6 18.0 33.3 22.8

모름/ 무응답 1.1 - 1.2 2.7 0.6 - 0.7 - 1.8 - 2.0 -

표 2-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요성 인식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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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80.7

76.9 78.8 81.3 83.7

73.6
64.7

88.4 85.8 89.3 88.4 90.2 89.6 
82.0 

77.2

0.0

20.0

40.0

60.0

80.0

100.0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농업인 도시민

그림 2-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요성 인식(‘ 요해질 것’)

단 : %

1.2.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기존예산 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 식량자급률 향상, 식품의 안전성 확보,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농촌의 

복지확충 등 4개 항목별 주요 정책의 수립 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는 모든 정책에서 도시민과 농업인의 과반 이상이 ‘기존예산에서 해당 

부분에 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함. 

- 도시민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업인은 ‘식량자급률 향상’ 분야에서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함.

-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세금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를 넘는 등 지지도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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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민 88.4% “농업･농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

◦ 농업･농촌에 대한 평소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각각 86.9%, 88.4%)이

며,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 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각각 

58.9%, 74.7%)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는 항목에서는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도시민 61.4%인 반면 농업인은 30.8%에 그쳐 2배 이

상의 인식 차이를 보였음.

59.0

57.7

53.0

60.0

55.5

50.7

54.7

51.7

20.9

26.7

30.5

29.5

31.8

31.3

31.1

35.0

10.3

15.7

6.2

10.5

4.3

18.0

5.0

13.3

9.8 

0.0 

10.3 

0.0 

8.4 

0.0 

9.2 

0.0 

농업인

(n=1,064)

도시민

(n=1,500)

농업인

(n=1,064)

도시민

(n=1,500)

농업인

(n=1,064)

도시민

(n=1,500)

농업인

(n=1,064)

도시민

(n=1,500)

기존예산에서해당부분에좀더많이지원 세금을추가편성해서비용충당

지원불필요 무응답

식량자급률

향상

식품의안전성

확보

도농간소득격차를

줄이기위한정책

농촌의교육, 문화, 

복지확충

그림 2-2.  주요 정책 수립 시 산 확보 방안에 한 견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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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은 소중하고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의견에는 농업인 41.5%

가 도시민은 68.4%가 동의하고 있어 역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도시민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은 거의 없었음.

1.4. 농사만족도 2010년 이후 꾸준히 향상

◦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사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

다’와 ‘불만이다’는 응답이 각각 35.2%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만족 정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장 높은 것으

로 분석됨.  

그림 2-3.  농업･농 에 한 평소 견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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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우 만족 5.3 1.6 2.1 3.2 6.4 5.3 7.9

약간 만족 23.8 12.7 22.9 20.1 26.6 28 27.3

만족(소계) 29.1 14.3 25.0 23.3 33.0 33.3 35.2

그저 그렇다 27.3 31 33.3 40.2 32.2 31.1 28.5

약간 불만 28.6 30 27.9 22.2 23.5 23.9 22.7

매우 불만 14.6 24.3 12.9 14.2 10.7 11.1 12.5

불만(소계) 43.2 54.3 40.8 36.4 34.2 35.0 35.2

무응답/모름 0.4 0.4 0.9 0.2 0.5 0.7 1.1

표 2-2.  올해 농사 만족도

단 : %

29.1 

14.3 

25.0 23.3 

33.0 33.3 35.2 

0.0

10.0

20.0

30.0

40.0

50.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림 2-4.  농사 만족도 변화(‘만족’)

단 : %

◦ 농사에 불만족하는 응답자(n=374)를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46.3%가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를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 ‘소득이 줄었다’(25.9%),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13.1%),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8.6%) 등의 순으로 나

타남.

-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2011년 이후로 점

차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응답은 2013년 25.4%에서 2015년 46.3%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만족도가 뚜렷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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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31.3 

29.6 

25.9 

44.0 

36.8 

30.7 

13.1 

15.1 

9.1 

10.1 

8.6 

14.3 

17.6 

25.4 

46.3 

0.8 

0.3 

0.0 

0.5 

3.3 

4.9 

4.2 

5.6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소득이 줄었다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졌다 모름/무응답

그림 2-5.  농사 불만족 사유

단 : %

1.5. 농업인 직업만족도 56점으로 일반국민 평균보다 12점 낮아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ʼ(높음)는 응답이 20.6%로 ̒불만이다

ʼ(낮음)는 응답 32.8%에 비해 12.2%p 낮게 나타나 지난해와 유사함.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2점으로 일반 국

민 평균 직업만족도(68.2점,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보다 

낮았음.

-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ʼ는 응답이 22.1%로 ̒불만이

다ʼ(30.0%)에 비해 7.9%p 낮았음.

- 특히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는 ̒불만이다ʼ는 응답

이 가장 높게(53.8%) 나타났으며, ʻ만족한다ʼ는 응답은 9.3%에 불과해 

낮은 소득이 직업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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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모름/

무응답

KREI 

2015년 조사결과

KRIVET 한국의 

직업지표연구(2014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100점 환산

 전반적 만족 정도 2.5 18.0 42.1 24.5 8.3 4.5 2.81 56.2 3.41 68.2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3.1 19.0 40.9 23.5 6.5 7.0 2.88 57.6 3.40 68.0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1.2 8.1 31.1 34.5 19.3 5.8 2.34 46.8 2.98 59.6

표 2-3.  농업에 한 직업만족도

단 : %, 

◦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n=349)를 대상으로 그 이

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가 

31.5%로 뒤를 이었음. 

   - 이어서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0.0%), ‘육

체적으로 너무 힘들다’(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연도별로는 ‘힘든 육체적 노동’,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며, 반면에 ‘소득보장 미흡’, ‘장래 불안’을 주된 불만족 

이유로 꼽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2-6.  농업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연도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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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FTA 등 개방 확대’꼽아

◦ 농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FTA 등 개방 

확대’를 17.6%로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 ‘농업생산비 증가’(14.2%), 

‘일손부족’(14.1%),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10.6%) 등의 순

으로 나타났음.

-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농가부채 증가’,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이라는 응답은 소폭 감소한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판로확보 어려움’ 등은 작년 대비 소폭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17.6 

14.8 

1.7 

6.2 

13.5 

8.0 

0.5 

6.0 

5.1 

0.8 

1.9 

5.6 

12.2 

3.5 

1.6 

17.6 

14.2 

1.8 

5.4 

14.1 

9.6 

0.3 

4.1 

5.3 

0.8 

3.0 

5.5 

10.6 

5.8 

1.5 

FTA 등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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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정부지원 감소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조수 피해

2014(n=1,209) 2015(n=1,064)

그림 2-7.  농업경 에 가장 큰 요소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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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업인, 소득이 높을수록 농업에 대한 애착심도 많아

◦ 농업에 대해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농업인 10명 

중 7명이 ‘많다’(74.1%)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5.1%에 불과

하였음.

- 계층별로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 ‘많다’는 응답은 대농,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구분 보 기 항 목

모름/

무응답
t/F

항목 사례수
①+②
많음

③
보통

이다

④+⑤
없음

①
매우 

많다

②
대체로 

많은 편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전체 1,064 31.1 43.0 74.1 19.3 4.7 0.4 5.1 1.6 

영농

규모별

소농 453 24.3 40.4 64.7 26.7 6.4 0.7 7.1 1.5 

23.731***
중농 479 34.4 43.8 78.3 15.7 4.2 0.2 4.4 1.7 

대농 120 44.2 47.5 91.7 6.7 0.8 0.0 0.8 0.8 

무응답 12 25.0 58.3 83.3 8.3 0.0 0.0 0.0 8.3 

연평균

소득

2천만원 미만 453 24.9 40.2 65.1 25.4 7.3 0.4 7.7 1.8 

-6.033***2천만원 이상 542 37.3 43.7 81.0 14.6 2.6 0.4 3.0 1.5 

무응답 69 23.2 55.1 78.3 15.9 4.3 0.0 4.3 1.4 

 주 : *p<.05, **p<.01, ***p<.001

표 2-4.  농업에 한 애착심

단 : 명, %

1.8. 농업인, 자녀에게 농업 권유“10명 중 1명 수준”

◦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농업을 권유하겠는지 질문한 결과, 농업인

의 과반이 ̒자녀의 뜻대로 하겠다ʼ(57.8%)고 응답하였음. ʻ다른 직업을 택

하도록 하겠다ʼ는 29.6%였으며, ʻ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협조하겠

다ʼ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음.

- ‘자녀에게 농업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1978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

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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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7 2.8 6.5 10.4 
21.0 34.4 37.5 23.9 

29.6 

71.2 
61.4 59.3 69.6 57.8 

1.7 0.5 0.5 0.0 2.2 

1978년 1982년 1987년 1998년 2015년

농업권장 타직업권장 자녀의사 무응답

그림 2-8.  자녀에게 농업 권유 의사 여부

단 : %

1.9. 농촌생활 만족도는 상승세 유지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ʼ는 응답이 37.4%로 ̒불만이다ʼ는 응

답(21.0%)에 비해 16.4%p 높게 나타났음. 

- 농촌생활 만족도는 2005년 9.5%에서 시작해 2008년 22.7%, 2012년 

32.5%로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음. 

- 계층별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대농, 연평균소득 2천만 원 이상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0.7 10.9 9.5

16.5 17.8

22.7
25.6

23.3
25.6

32.5 31.3

43.8

37.4

0.0

10.0

20.0

30.0

40.0

50.0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2006년 2008년 2010년 2013년

그림 2-9.  농 생활 만족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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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기 항 목

모름/

무응답
t/F

항목 사례수
①+②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⑤
불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④
약간 

불만

⑤
매우 

불만

전체 1,064 8.6 28.8 37.4 39.9 17.8 3.2 21.0 1.7 

영농

규모별

소농 453 6.8 25.6 32.5 41.3 19.9 4.4 24.3 2.0 

9.834***
중농 479 8.6 29.4 38.0 41.3 16.9 2.3 19.2 1.5 

대농 120 15.0 40.0 55.0 29.2 12.5 2.5 15.0 0.8 

무응답 12 16.7 8.3 25.0 41.7 25.0 0.0 25.0 8.3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453 4.2 23.2 27.4 45.9 20.1 4.9 24.9 1.8 

-6.57***2천만 원 이상 542 12.5 34.5 47.0 34.3 15.5 1.8 17.3 1.3 

무응답 69 7.2 20.3 27.5 44.9 20.3 2.9 23.2 4.3 

주 : *p<.05, **p<.01, ***p<.001

표 2-5.  농 생활 만족도

단 : 명, %

◦ 농촌생활 불만족 이유로는, ʻ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ʼ

(33.6%), ʻ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ʼ(20.2%), ʻ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ʼ

(17.0%)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연도별로는 ‘교육 여건 열악’은 2006년 25.8%, 2010년 6.7%, 2015년 

8.1%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은 2006

년 9.2%, 2010년 12.8%, 2015년 2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0.  농 생활 불만족 사유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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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농촌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여가/문화활동 시설’꼽아

◦ 농업인은 거주지역의 생활여건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여가나 문화활동 

시설ʼ(28.7%), ʻ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ʼ(28.2%)을 꼽았음.

- 이어서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13.8%),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교통시설’(10.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13.8 

28.2 28.7 

8.7 10.2 

4.6 5.8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

여가나

문화활동

시설

시장이나

할인점 등

유통시설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교통시설

인터넷 등

정보통신

시설

기타

그림 2-11.  농 지역 생활여건 불편사항

단 : %

1.11. 농업인, 거주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만족한다’25.3% 그쳐

◦ 농업인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25.3%로 ‘불만족한다’(18.9%)에 

비해 6.4%p 높게 나타났음. 

-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010년(30.4%)에 비해 1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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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40.3 

30.4 25.3 

53.9 

18.9 

만족 보통 불만족

2010년 2015년

그림 2-12.  거주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단 : %

1.12. 농업인, 10명 중 7명‘농촌에 계속 살겠다’

◦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서 살 계획인지 물어본 결과, 농업인 10명 중 7명

(71.9%)이 ‘농촌에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을 떠날 생각이

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하였음.

- 연도별로는 ‘농촌에 계속 살겠다(이농 후 귀농 포함)’는 응답은 2007

년 80.8%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71.9%로 소폭 감소하였음. 

74.4 75.1 80.8 
71.9 

4.0 3.2 1.3 
0.6 

9.0 8.0 5.2 
5.2 

12.6 13.7 12.8 22.4 

1996년 2000년 2007년 2015년

농촌정착 이농 후 귀농 이농 모르겠다

그림 2-13.  향후 농  거주 의향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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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마을의 독거노인 현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독거노인 수는 평균 

11.9명 정도로 응답되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실태에 대해서는 

‘양호’라는 응답이 11.7%에 그친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21.8%로 나

타났음. 

【독거노인수】 【독거노인 복지실태】

29.0
32.7

16.4
21.9

5명

이하

6명

~10명

11명

~15명

16명

이상

평균: 11.9명

부족

(21.8)

보통

(61.4)

양호

(11.7)

무응답

(5.0)

그림 2-14.  거주 마을 황  실태(독거노인)

단 : 명, %

◦ 거주마을의 귀농･귀촌 가구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귀농･귀

촌 가구가 마을당 평균 6호 정도가 있으며, 귀농･귀촌의 정착 실태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19.5%였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15.7%였음.

【귀농･귀  가구수】 【귀농･귀  가구 정착 실태】

39.0
36.4

24.7

0~2호 3~5호 6호 이상

평균: 6.0호

부족

(15.7)

보통

(57.9)

양호

(19.5)

무응답

(6.9)

그림 2-15.  거주 마을 황  실태(귀농･귀 가구)

단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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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지역의 다문화 가정 현황에 대해 마을당 평균 2.2호의 다문화가정

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적응 실태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20.5%인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음. 

【다문화가정 수】 【다문화가정 응 실태】

11.2

39.3

23.6

12.5 13.4

0호 1호 2호 3호 4호이상

평균: 2.2호
부족

(13.0)

보통

(51.2)

양호

(20.5)

무응답

(15.3)

그림 2-16.  거주 마을 황  실태(다문화가정)

단 : 호, %

1.14. 도시민,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 전년보다 모두 증가해

◦ 도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

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4.1%가 ‘많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도시민의 43.7%가 농업･농촌에 대해 애착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7.6%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관계있는 것으로 인식하

였고, 37.9%는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4가지 항목 모두 작년에 비해 관심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5

6.2

7.7

8.9

11.9

4.9

8.8

3.9

5.7

30.9

36.5

29.7

31.7

28.1

28.8

28.8

32.2

38.8

33.1

39.5

35.7

37.9

36.3

43.5

41.7

22.0 

20.4 

19.9 

17.2 

25.1 

22.0 

21.3 

18.1 

2.1 

2.3 

2.0 

3.4 

4.1 

4.1 

2.5 

2.3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매우많다 많은편 보통 별로없다 전혀없다

평소농업정책또는

농업, 농촌문제관심정도

농업, 농촌에대한

애착정도

농업정책또는

농업, 농촌문제와

나와의관계정도

우리나라농업의실상과

농촌문제에대한인식

정도

그림 2-17.  농업･농  문제 심 정도

단 : %

1.15. 도시민 10명 중 7명 ʻʻ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인정”

○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도시민 10명 

중 7명이 ̒가치가 많다ʼ(70.5%)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였음. 

- 다원적 가치가 ̒많다ʼ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4.3%p 증가하였으

며, 2009년 58.6%, 2012년 62.0%에서 올해 처음으로 70%대를 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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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63.4 

58.6 55.9 
64.1 62.0 

53.8 

66.2 
70.5 

0.0

20.0

40.0

60.0

8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림 2-18.  농업･농 의 공익  가치 인식(‘많다’)

단 : %

- 계층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다원적 기능이 ‘많다’는 응답이 과반인 

가운데, 고연령층, 농촌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

이 높았음.

구분  보 기 항 목

t/F
항목 사례수

①+②
많음

③
보통

④+⑤
없음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전체 1,500 11.8 58.7 70.5 26.1 3.3 0.1 3.5 

연령별

19~29세 276 6.9 49.6 56.5 38.4 5.1 0.0 5.1 

8.131***

30대 289 9.7 60.6 70.2 27.3 2.4 0.0 2.4 

40대 332 14.2 61.1 75.3 21.1 3.6 0.0 3.6 

50대 295 14.9 58.6 73.6 22.7 3.1 0.7 3.7 

60세 이상 308 12.7 62.3 75.0 22.4 2.6 0.0 2.6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81 18.3 63.6 81.9 16.0 1.9 0.2 2.1 
7.649***

없다 1,019 8.7 56.3 65.1 30.8 4.0 0.1 4.1 

 주 : *p<.05, **p<.01, ***p<.001

표 2-6.  농업･농 의 공익  가치 인식(‘많다’)
단 : 명, %

○ 농업･농촌이 사회문화적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n=1,057)

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

로도 만족하기 때문’이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농촌은 후손들에

게 물려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30.8%)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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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서 ‘장래에 나의 생활을 위하여 농촌이 있어야 하기 때문

에’(18.0%), ‘현재 나의 생활을 위해서 농촌이 있어야 하기 때문

에’(13.2%) 순으로 조사되었음.

현재나의생활을위해서

농촌이있어야하기때문에

(13.2)

장래에나의생활을위하여

농촌이있어야하기때문에

(18.0)

농촌이존재하는것

자체만으로도만족하기때문에

(37.9)

농촌은후손들에게

물려줄가치가

있기때문에

(30.8)

그림 2-19.  농업･농 의 사회문화  공익  가치가 있는 이유

단 : %

1.16. 도시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식량안보’ 중요시해

○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식

량안보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8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이 88.2%로 높았음. 이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80.7%, ‘사회･문화적 공익 기능’은 78.6%의 중요도로 인식하였음.

○ 한편, ‘고용창출 효과’ 기능은 그 중요도가 63.6%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

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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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31.2 

24.2 

39.7 

20.5 

52.3 

49.5 

39.4 

48.5 

58.1 

9.0 

17.3 

30.1 

10.9 

19.6 

1.0 

1.7 

6.0 

0.7 

1.6 

0.1 

0.2 

0.3 

0.1 

0.2 

식량안보기능

국토의균형발전

고용창출효과

환경및생태계보전

사회·문화적공익기능

매우중요 중요한편 그저그렇다 중요하지않은편 필요하지않다

그림 2-20.  농업의 다원  기능별 요도

단 : %

1.17. 다원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8.6%p 증가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에 

대해서는 도시민 10명 중 6명이 ʻ찬성한다ʼ(59.5%)고 응답하였고, ʻ반대

한다ʼ는 응답은 32.7%로 나타남.

-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 ̒찬성한다ʼ는 도시민 의견은 지난해(50.9%) 대비 

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39.1 40.5 

50.3 

59.7 
52.7 

45.0 

60.0 

50.9 
59.5 

0.0

20.0

40.0

60.0

8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림 2-21.  농업･농 의 다원  기능 유지를 한 추가비용 부담 ‘찬성’

단 : %

- 계층별로는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 ‘찬성한다’(69.2%)는 응답이 

‘반대한다’(24.9%)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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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기 항 목

잘

모르겠다
t/F

항목 사례수
①+②
찬성

③+④
반대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

는 편

③
반대하

는 편

④
적극 

반대

전체 1,500 3.7 55.7 59.5 27.7 5.0 32.7 7.8 

지역별

서울 372 3.2 58.1 61.3 25.0 6.2 31.2 7.5 

9.174***

인천/경기 464 2.8 64.4 67.2 19.6 4.3 23.9 8.8 

부산/경남/울산 237 6.3 58.2 64.6 24.1 4.6 28.7 6.8 

대구/경북 135 1.5 26.7 28.1 62.2 2.2 64.4 7.4 

광주/전라 126 4.8 49.2 54.0 35.7 3.2 38.9 7.1 

대전/충청 119 3.4 58.0 61.3 29.4 3.4 32.8 5.9 

제주/강원 47 8.5 34.0 42.6 23.4 21.3 44.7 12.8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81 7.5 61.7 69.2 21.2 3.7 24.9 5.8 
5.797***

없다 1,019 2.0 52.9 54.9 30.8 5.6 36.4 8.7 

주 : *p<.05, **p<.01, ***p<.001

표 2-7.  농업･농 의 다원  기능 유지를 한 추가비용 부담 여부
단 : 명, %

1.18. 농업인 세제혜택 긍정인식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납세자인 도시민 10

명 중 6명 정도가 ʻ긍정적ʼ(59.6%)이라고 응답하였으며, ʻ부정적ʼ이라는 

응답은 6.1%에 불과함. 

- 농업인 세제혜택에 대한 긍정인식은 2013년 34.1%에서 2015년에는 

59.6%로 25.5%p로 상승하였음.

34.1

15.4

50.5
59.6

6.1

34.3

긍정 부정 보통

2013년 2015년

그림 2-22.  농업인 세제혜택에 한 인식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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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로는 30대,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ʻ긍정적ʼ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구분 보 기 항 목

t/F
항목 사례수

①+②
긍정

③
보통

이다

④+⑤
부정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④
대체로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전체 1,500 6.1 53.5 59.6 34.3 5.5 0.7 6.1 

연령별

19~29세 276 1.1 47.1 48.2 46.0 5.1 0.7 5.8 

4.445**

30대 289 4.8 57.4 62.3 31.1 6.2 0.3 6.6 

40대 332 6.9 54.8 61.7 32.2 5.7 0.3 6.0 

50대 295 7.8 54.6 62.4 31.2 5.8 0.7 6.4 

60세 이상 308 9.1 53.2 62.3 31.8 4.5 1.3 5.8 

농촌

거주경험

있다 728 9.2 55.9 65.1 29.1 4.7 1.1 5.8 
4.548***

없다 771 3.1 51.2 54.3 39.2 6.2 0.3 6.5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81 10.4 60.3 70.7 24.3 4.4 0.6 5.0 
6.185***

없다 1,019 4.0 50.3 54.4 39.0 6.0 0.7 6.7 

 주 : *p<.05, **p<.01, ***p<.001

표 2-8.  농업인 세제혜택에 한 인식
단 : 명, %

1.19. 농촌복지예산 증액 찬성률 지난해 대비 7.7%p 상승

○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액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6명이 ʻ찬성한다ʼ

(61.9%)고 응답하였으며, ʻ반대ʼ는 7.8%에 그쳤음.

- ʻ찬성한다ʼ는 응답이 작년(54.2%) 대비 7.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75.4%에서 지속 하락하다 2014년부터 다시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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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73.3 
63.4 63.5 

68.1 

56.1 
50.0 54.2 

61.9 

0.0

20.0

40.0

60.0

80.0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림 2-23.  농 복지 련 산 증액에 ‘찬성’ 인식

단 : %

- 계층별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0대~50대,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경

우,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보 기 항 목

t/F
항목 사례수

①+②
찬성

③
보통

이다

④+⑤
반대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적극 

반대한다

전체 1,500 5.2 56.7 61.9 30.3 7.3 0.5 7.8 

연령별

19~29세 276 1.8 50.7 52.5 38.0 8.7 0.7 9.4 

4.308**

30대 289 5.9 53.3 59.2 32.9 8.0 0.0 8.0 

40대 332 4.5 62.0 66.6 26.8 6.0 0.6 6.6 

50대 295 7.8 59.0 66.8 25.8 7.5 0.0 7.5 

60세 이상 308 5.8 57.1 63.0 29.2 6.8 1.0 7.8 

농촌

거주경험

있다 728 7.8 59.1 66.9 26.4 6.0 0.7 6.7 
4.475***

없다 771 2.7 54.3 57.1 34.1 8.6 0.3 8.8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81 10.0 60.3 70.3 24.7 4.4 0.6 5.0 
5.887***

없다 1,019 2.9 55.0 57.9 33.0 8.7 0.4 9.1 

 주 : *p<.05, **p<.01, ***p<.001

표 2-9.  농 복지 련 산 증 에 한 인식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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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정책

○ 도시민과 농업인의 거주 마을의 환경만족도, 생활만족도, 도농 간 생활격

차 인식 정도, 행복지수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 사

유, 시기, 필요한 조건,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였음.

○ 식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고려 요인,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국산 농축

산물의 경쟁력,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의식과 농산물 구입 의향,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2.1. 거주 마을의 환경 만족도,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2배 높아

◦ 거주하는 마을의 전반적인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가 ‘만족한다’(64.8%)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의 

34.7%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농업인의 18.9%가 마을의 전반적인 환경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응답자의 4.0%만이 거주 마을 환경에 ‘불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그림 2-24.  거주하는 마을의 반  환경 만족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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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ʻ소득원/일자리 환경ʼ 만족도 도시민이 농업인의 7배

◦ 8가지 영역에서 거주 지역의 생활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

에서 도시민의 만족도가 농업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소득원/일자리 환경’ 영역에서 도시민의 48.1%가 ‘만족한다’고 응

답한 반면, 농업인의 7.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6.7 

11.1 

1.3 

10.9 

2.3 

18.9 

2.8 

10.5 

1.7 

13.1 

0.9 

10.3 

0.6 

5.7 

3.0 

4.2 

33.4 

58.6 

14.6 

46.2 

22.7 

48.4 

23.1 

49.9 

20.8 

50.5 

11.6 

43.1 

6.9 

42.4 

22.1 

54.4 

46.4 

25.9 

41.2 

33.9 

41.5 

24.3 

41.5 

32.7 

41.6 

29.7 

35.3 

36.3 

30.5 

39.0 

53.3 

36.1 

10.1 

4.2 

30.4 

8.4 

23.2 

7.1 

22.7 

6.2 

25.8 

6.1 

36.0 

9.5 

42.1 

11.9 

15.5 

4.7 

1.6 

0.2 

10.2 

0.6 

7.9 

1.4 

7.9 

0.8 

7.9 

0.6 

13.3 

0.7 

16.7 

1.0 

3.9 

0.5 

1.9 

2.4 

0.0 

2.3 

0.0 

2.0 

0.0 

2.2 

0.0 

2.8 

0.0 

3.3 

0.0 

2.2 

0.0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대체로불만 매우불만 모름/무응답

주거환경

교육환경

쓰레기/환경관리

대중교통환경

보건의료환경

문화체육여가환경

소득원/일자리환경

이웃환경

그림 2-25.  거주지역의 생활만족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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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농 간 생활격차 인식 정도, 도시민과 농업인 차이 커

○ 농촌생활이 도시생활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

고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농업인 10명 중 6명이 ‘심각하다’(60.1%)고 응

답한 반면 도시민은 28.3%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도농 간 생활격

차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1.5 

1.0 

14.2 

23.9 

22.6 

46.9 

43.6 

26.5 

16.4 

1.7 

1.7 

0.0 

농업인

(n=1,064)

도시민

(n=1,500)

전혀심각하지않다 심각하지않은편 보통이다

심각한편 매우심각하다 모름/무응답

그림 2-26.  도농 간 생활격차 인식 정도

단 : %

○ 농업인과 도시민 중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각각 n=639, 

n=424)를 대상으로 도시생활 수준을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농촌생활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낮다’고 인식하였음.

○ 도시민 대부분이(96.7%) ‘40 미만’으로 인식하였고, 농업인은 ‘40~80 미

만’(73.8%)이라고 응답하였음. 특히, 도시생활 수준보다 ‘높다’(100 초

과)고 응답한 농업인은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8.7 

37.2 36.6 

11.4 
6.1 

96.7 

0.7 2.6 0.0 0.0 

40미만 40~60 60~80 80~100 100 초과

농업인(n=639) 도시민(n=424)

그림 2-27.  도시와 비교한 농 의 생활수  인식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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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인 행복지수 67점, 버킷리스트 1순위는 ‘세계여행’ 

○ 농업인 스스로가 느끼는 5개 분야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67점으로 2013년 조사결과와 같은 결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ʻ가정생활ʼ(77점)과 ʻ사회생활ʼ(70점) 행복도가 70점을 넘

었으며, 다음으로 ̒주위 친지와의 관계ʼ(68점), ʻ건강상태ʼ(63점), ʻ재정

상태ʼ(55점) 순으로 나타나 재정상태에 대한 행복도가 가장 낮았음.

- 2015년 12월 동아일보와 딜로이트컨설팅은 업종별 행복지수 조사결

과 농업인이 63점으로 조사되어, 타업종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다고 밝힘.

구     분
전체

평균

분야별 항목

조사 연도 사례수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주위 친지,

친구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2013년 552 67 60 53 70 77 72 

2015년 1,064 67 63 55 68 77 70

표 2-10.  농업인 행복도 인식

단 : 명, 

○ 농업인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1순위는 ʻ세계여행ʼ

(12.8%), ʻ가족여행ʼ(7.8%), ʻ전국 일주ʼ(3.4%) 등 ʻ여행ʼ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ʻ건강한 삶ʼ(3.1%)과 ̒사회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ʼ(3.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5가지 영역에서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자신의 행복도를 10점 만점

으로 질문한 결과,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위 친지와의 관계’에서는 

도시민의 행복도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영역에서는 농업인의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36

37.8 

10.7 

55.5 

32.0 

26.2 

10.1 

14.9 

10.5 

23.5 

15.0 

12.4 

12.1 

13.5 

23.2 

13.5 

17.3 

8.7 

14.5 

11.7 

17.6 

17.0 

25.5 

13.3 

25.7 

17.8 

28.9 

15.1 

31.8 

18.1 

30.2 

17.9 

34.3 

10.2 

15.1 

22.9 

30.2 

24.2 

30.0 

23.1 

28.8 

8.2 

13.3 

3.4 

3.1 

10.2 

10.7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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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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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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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2 

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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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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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n=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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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n=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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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n=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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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점

7.4점

6.2점

5.5점

6.8점

7.2점

7.2점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7.7점

7.0점

6.9점

주위친지, 친구와

의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림 2-28.  역별 행복도 인식

단 : %, 

2.5.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가진 도시민 전년보다 8.0%p 증가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7.0%로 전년보다 8.0%p 증가

했으며, 의향이 ʻ없다ʼ는 응답은 48.5%로 전년보다 6.0%p 줄었음. 

- 2013년 43.6%, 2014년 39.0%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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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도시민의 은퇴 후 귀농･귀  의향

단 : %

- 계층별로는 고연령층,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농촌에 가족이 있

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구분 보 기 항 목

잘

모르겠다
t/F

항목 사례수
①+②
있음

③+④
없음

①
매우 

많다

②
조금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전체 1,500 10.5 36.5 47.0 25.1 23.4 48.5 4.5 

연령별

19~29세 276 5.8 20.7 26.4 25.4 40.2 65.6 8.0 

19.97***

30대 289 7.3 37.7 45.0 26.0 24.9 50.9 4.2 

40대 332 10.8 40.4 51.2 26.2 17.2 43.4 5.4 

50대 295 14.6 42.0 56.6 22.4 19.0 41.4 2.0 

60세 이상 308 13.3 40.3 53.6 25.6 17.9 43.5 2.9 

농촌

거주경험

있다 728 15.5 44.5 60.0 21.0 15.7 36.7 3.3 
10.481***

없다 771 5.7 28.9 34.6 29.1 30.7 59.8 5.6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81 18.7 45.9 64.7 20.8 12.3 33.1 2.3 
10.627***

없다 1,019 6.6 32.1 38.7 27.2 28.7 55.8 5.5 

 주 : *p<.05, **p<.01, ***p<.001

표 2-11.  도시민의 은퇴 후 귀농･귀  의향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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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건강과 자유로운 생활 꼽아

○ 귀농･귀촌을 원하는 주된 이유로 10명 중 6명 정도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

게 생활하기 위해ʼ(58.2%)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ʻ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ʼ가 16.2%로 조사되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 ‘시간에 얽매이지 않

는 자유로운 생활’, ‘싼 땅값으로 넓은 주택 보유’ 등의 사유는 2008년

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외의 ‘생계수단이나 안전식품 자급, 인정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4.6 

3.2 

62.4 

1.5 

1.9 

19.4 

5.5 

1.4 

7.4 

6.4 

58.2 

4.0 

5.2 

16.2 

2.7 

0.0 

생계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 자급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싼 땅값으로 넓은 주택 보유

기타

2008년 2015년

그림 2-30.  귀농･귀  사유

단 : %

◦ 귀농･귀촌 의향자(n=705)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귀농･귀촌 시기를 질문

한 결과, 도시민의 58.7%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10년 이후’는 23.3%, ‘10년 내’는 10.9%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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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2 
10.9 

23.3 

58.7 

3년 내 5년 내 10년 내 10년 이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림 2-31.  귀농･귀  정 시기

단 : %

◦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30.2%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ʼ

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ʻ마음의 준비ʼ(17.7%), ʻ이주에 필요한 자금ʼ

(14.9%), ʻ귀농･귀촌에 대한 정보ʼ(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30.2

17.7

7.0
9.5

14.8

3.2

14.9

2.6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

마음의 준비 가족 설득 농사기술 등

귀농프로그램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

이주에

필요한 자금

장래성

그림 2-32.  귀농･귀  시 가장 필요한 것

단 : %

2.7. 귀농보다 귀촌에 3배 정도 관심 더 많아

◦ 귀농(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과 귀촌(농촌지역으로 주거지를 이동) 중 어

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34.9%가 ̒귀촌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ʻ둘 다 관심 없다ʼ는 31.4%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반반이다ʼ(22.7%), ʻ귀농ʼ

(10.9%) 순으로 조사되었음.

- 저연령층, 농촌 거주 경험 없는 경우, 농촌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 귀

농･귀촌 ʻ둘 다 관심없다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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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귀농･귀   더 심이 있는 부분

단 : 명, %

항목 사례수 귀농 귀촌 반반이다
둘 다

관심없다
χ2(df)

전체 1,500 10.9 34.9 22.7 31.4 

연령별

19~29세 276 6.5 21.0 21.4 51.1 

98.613(12)***

30대 289 9.3 29.8 25.6 35.3 

40대 332 10.2 41.6 21.1 27.1 

50대 295 14.2 45.1 22.4 18.3 

60세 이상 308 14.0 35.4 23.4 27.3 

농촌

거주경험

있다 728 15.0 41.9 21.7 21.4 
86.102(3)***

없다 771 7.1 28.4 23.6 40.9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81 17.0 40.3 24.9 17.7 
74.147(3)***

없다 1,019 8.0 32.4 21.7 37.9 

 주 : *p<.05, **p<.01, ***p<.001

2.8. 주변 사람의 귀농･귀촌에 ‘찬성한다’ 56.2%

○ 도시민들에게 가까운 주변사람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56.2%)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였음.

4.9 

51.3 

38.1 

5.5 

0.3 

적극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56.2 5.7

그림 2-33.  주변 사람의 귀농･귀 에 한 견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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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귀농･귀촌에 긍정적

◦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ʻ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ʼ(각각 44.5%, 55.9%)고 평가하였음.

- 다만, 농업인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ʼ는 의견도 긍정적인 견해와 

비슷한 비율(40.5%)로 나타나 도시민(23.5%)과 견해 차이가 있음.

44.5 
40.5 

11.6 
3.4 

55.9 

23.5 20.7 

0.0 

농촌 활력과

인력문제 완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기존 주민과

갈등 및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그림 2-34.  도시민의 귀농･귀 에 한 인식

단 : %

2.10. 귀농･귀촌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개선 필요

◦ 현재 귀농･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농업인은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전환’(46.4%)을 가

장 많이 꼽았으며, 도시민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27.4%)이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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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0.8 9.4 

46.4 

10.0 

2.1 
6.2 

27.4 

22.1 21.1 

15.7 

9.0 
4.8 

0.0 

정부 지방자치

단체

귀농관련

기관

도시민 농촌주민 언론 기타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그림 2-35.  귀농･귀 을 한 기능  역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 : %

- 특히, 도시민은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2011년 45.3%

에서 2015년 27.4%로 무려 17.9%p나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지방자치

단체, 귀농 관련 기관, 도시민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45.3 

19.9 
15.9 

9.0 6.7 
2.1 1.1 

27.4 
22.1 21.1 

15.7 
9.0 

4.8 
0

정부 지방자치

단체

귀농관련

기관

도시민 농촌주민 언론 기타

2011년 2015년

그림 2-36.  귀농･귀 을 한 개선 부분

단 : %

2.11. 귀농인을 위한 정부지원에 농업인과 도시민 견해 차이 존재

◦ 귀농인에게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6명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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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9.5%)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은 48.2%가 ̒찬성한다ʼ고 응답하였음. 

◦ 한편, 농업인의 26.6%가 귀농인에 대한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

한 반면, 도시민은 8.1%만이 정부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견해 

차이를 보였음.

14.7 

4.9 

33.6 

54.6 

21.7 

32.3 

21.1 

7.5 

5.5 

0.6 

3.5 

0.0 

농업인

(n=1,064)

도시민

(n=1,500)

적극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적극반대한다 모름/무응답

그림 2-37.  귀농인의 정부지원에 한 인식

단 : %

2.12. 국산 농산물 경쟁력 인식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더 긍정적

◦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농축산물이 수

입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신선채소’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도시민 응답이 농업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쌀’의 경쟁력에 대해 도시민의 66.2%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농

업인은 24.2%만이 ‘높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신선채소’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과

반 이상으로(각각 50.7%, 62.1%)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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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n=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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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n=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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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n=1,500)

매우높다 높은편 보통 낮은편 매우낮다 모름/무응답

쌀

축산물-한우

축산물-돼지고기

신선채소

과일

그림 2-38.  수입산 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단 : %

2.13. 채소 구입 시 ‘안전성’ 고려, 작년보다 12.1%p 줄어들어

◦ 도시민들이 농축산물 식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채소, 수산물은 ‘안전성’(각각 36.0%, 33.3%), 육류와 과일, 외식은 ‘품

질’(각각 32.5%, 53.5%, 46.7%)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곡물은 ‘원산지’(32.1%)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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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전성 품질 브랜드 원산지 기타

채소

육류

곡물

과일

수산물

외식

그림 2-39.  식품 구입 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단 : %

2.14. 도시민,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되고 있다’ 긍정인식 높아

○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인식에 대한 도시민 조사에서는 ‘개선되

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과반(53.6%)으로 ‘개선되지 않았다’(12.9%)는 

부정적 인식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 ‘개선되었다’는 인식은 2013년 24.2%에서 2015년에는 53.6%로 2배 

이상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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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60.6
53.6

40.5

33.9
33.5

35.3

5.4 12.9

2013년 2014년 2015년

개선되고 있음 보통 개선되지 않음

그림 2-40.  최근 5년간 농식품 안 성 개선 정도 인식

단 : %

2.15. 도시민, 수입농식품 구매 의향 일제히 증가

◦ 수입농식품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면 수입산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이 조사 

대상 9개 모든 품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함.

- 수입농식품 구매 의향은 쇠고기(12.3%), 가공식품/유제품(11.7%), 과

일류(10.0%) 등이 10%를 넘었으며, 가공식품과 채소류의 경우 수입

품 구매 의향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함.

- 국산과 수입산 구매 의향이 ʻ반반ʼ이라는 응답은 가공식품/유제품

(57.1%), 쇠고기(47.4%), 과일류(45.1%), 돼지고기(42.5%) 순으로 높

아 이들 품목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음을 보여줌. 

◦ 곡류와 채소류, 해조류의 경우 도시민의 10명 중 6명 정도가 ̒수입산 농

식품이 저렴해도 국산을 구입ʼ(각각 68.5%, 63.5%, 62.7%)할 것이라고 

응답해 국산 구매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하지만, 전년에 비해 국산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생선/활어 9.1%p, 

채소류 7.6%p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쇠고기를 제외한 8개 품목에서 

감소하였음. 쇠고기도 국산 구매 의향이 전년보다 0.4%p로 소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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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는 했으나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40.3%에 그침.

- 국산구매 의향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은 가공식품(31.3%), 쇠

고기(40.3%), 과일류(44.9%), 돼지고기(48.5%), 생선/활어(49.4%) 등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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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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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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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구입 반반이다 수입산구입

곡류

채소류

과일류

일반생선/활어

김, 미역등해조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유제품

그림 2-41.  수입 농식품이 렴할 때 국산농식품 구매 의향
단 : %

2.16. 도시민, 우리 농산물 구매 충성도 약화 추세

○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되면 농산물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ʻ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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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ʼ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ʻ우리 농산물이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

산물을 구입할 것이다ʼ(39.3%), ʻ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

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ʼ(21.0%) 순으로 나타났음.

- ʻ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ʼ이라

는 응답은 2009년 37.0%, 2012년 34.1%, 2014년 29.5%, 이번 조사에

서 21.0%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

37.0 45.1 39.1 34.1 30.4 29.5 21.0 

31.1 
28.3 

22.7 28.5 36.1 35.1 
39.3 

31.9 26.7 
38.2 37.3 33.5 35.4 39.7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우리농산물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

그림 2-42.  농산물 시장개방 확  시 농산물 구매 의향

단 : %

2.17. 도시민, 수입농산물 ‘구매하지 않는다’ 25.2%에 불과

○ 수입농산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6%가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25.7%)와 ‘수입농산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25.2%)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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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1 

38.6 

25.2 25.7 

수입농산물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 자주

구매하지 못한다

수입농산물이

좋고 구매도

거리낌이 없다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

수입농산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

수입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

그림 2-43.  수입 농산물에 한 인식

단 : %

2.18.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 위해 ‘품질 인증 확대’ 가장 필요

○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31.9%가 ̒품질

인증 확대ʼ를 꼽았음. 다음으로 ʻ수입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ʼ(24.5%), ʻ직

거래 등 다양한 판매처 개척ʼ(17.9%), ʻ원산지 표시 확대ʼ(17.5%) 순으로 

응답함.

17.5 

31.9 

24.5 

17.9 

8.1 

원산지 표시

확대

품질인증

확대

수입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처

개척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농산물 우수성

홍보 강화

그림 2-44.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 를 해 필요한 조치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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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농촌 관광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숙박과 취사’ 꼽아

◦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26.8%

가 ‘숙박과 취사 불편’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통 불편’(23.1%), ‘체험

활동 부족 또는 흥미 없음’(14.8%), ‘비싼 요금’(14.7%) 등의 순으로 나

타났음. 

- ‘숙박과 취사 불편’을 꼽은 응답은 2009년 29.6%에서 2015년 26.8%

로 2.8%p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교통 불편’을 꼽은 응답은 2009년 

15.6%에서 2015년 23.1%로 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15.6 

23.1 

29.6 

26.8 

11.0 

14.7 

18.1 

14.8 

13.9 

8.8 

0.4 

2.0 

10.9 

9.5 

0.5 

0.3 

2009년

2015년

교통 불편 숙박과 취사 불편

비싼 요금 체험활동 부족 또는 흥미없음

주변 환경 청결 미흡 불친절

사전 정보 확보의 어려움 기타

그림 2-45.  농 에서 여가활동 는 여행 시 가장 불편한 

단 : %

2.20. 농촌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 ‘지역축제 참여’

◦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도시민 응답자의 25.3%는 ̒지역축

제 참여ʼ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ʻ주말농장ʼ(20.3%), ʻ전통테마마을 체험ʼ

(19.2%), ʻ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ʼ(13.8%), ʻ농촌관광 체험ʼ(12.3%)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주말농장’은 2010년(26.6%)보다 6.3%p가 감소한 반면, ‘지역축제 참여’

는 2010년 19.8%에서 2015년 25.3%로 5.5%p 증가하였음.



51

26.6

9.3
13.5

20.4

10.2

19.8

0.2

20.3

8.9

13.8

19.2

12.3

25.3

0.3

주말 농장 감자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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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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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민박)

체험

지역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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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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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농 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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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향후 농업･농촌･농식품 분야의 발전을 위한 

관심영역, 농업예산 배분 우선순위,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와 수준, 농산

물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 대책의 적절성,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인식 등

에 대해 살펴보았음. 

○ 농업인에게는 가장 관심 있는 농식품분야 이슈를, 도시민에게는 가장 심

각하게 생각하는 농업･농촌 문제 등을 물어보았음. 

3.1. 정책수요: 농업인은 피해보상, 도시민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 향후 농업･농촌･농식품 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

으로 농업인은 ‘FTA에 따른 농업 피해보상 및 경쟁력 강화’가 2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체계 마

련’이 22.3%로 조사되었음.

○ 도시민은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

이(20.3%) 꼽았고, 그 다음은 ‘새로운 기술/생산방식 등의 연구개발’이 

18.4%로 많았음.

-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영역에 도시민

(20.3%)이 농업인(6.3%)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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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농식품 분야 발 을 해 정부가 심을 가져야 할 역

단 : %

3.2. 농업예산 배분: 농업인은 경영안정, 도시민은 경쟁력 강화 꼽아

○ 농업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농업인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가장 많이(28.9%) 꼽았고, 다음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19.2%), ‘농산

물 유통 개선’(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도시민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23.0%), ‘식품의 안전성 확

보’(19.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도시민(19.1%)이 농업인(7.4%)보다 3배 

정도의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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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농업 산 배분의 우선순

단 : %

3.3. 도시민 과반수, 농산물시장 개방 속도와 수준 ‘적절하다’

○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방 속도와 수준에 대해 농업인은 ‘미흡하

다’(36.5%)와 ‘과하다’(26.3%)는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민은 ‘적

절하다’는 응답이 과반(53.3%)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만, 농업인의 경우 ‘미흡하다’는 의미가 농산물시장 개방 속도가 ‘느리

다’는 의미보다는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 및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

정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26.3 

19.2 

36.5 

14.1 

3.9 

12.7 

53.3 

23.5 

10.6 

0.0 

과하다 적절하다 미흡하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그림 2-49.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방 속도와 수 에 한 인식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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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업인 10명 중 6명,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불충분’

○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는 응답이 도시

민은 26.2%인 반면 농업인은 3.3%에 그쳤음. 

○ 한편,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농업인이 63.1%인 반면에 도시민은 23.7%

로 나타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됨.

0.4 

0.4 

2.9 

25.8 

30.2 

50.1 

46.7 

22.4 

16.4 

1.3 

3.5 

0.0 

농업인

(n=1,064)

도시민

(n=1,500)

매우충분하다 충분한편이다 보통이다

불충분하다 매우불충분하다 모름/무응답

그림 2-50.  정부의 정책  심  지원에 한 인식

단 : %

3.5. 농업･농촌 투자 확대에 대한 도시민 지지도 높아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농업인은 10명 중 7명(73.8%)

이며, 도시민은 절반(50.7%)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농업인 3.1%, 도시민 10.9%에 그쳐 투자

확대에 대한 찬성비율이 뚜렷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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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3.1 

14.8 

5.3 3.1 

50.7 

10.9 

32.1 

6.3 
0.0 

투자를

늘려야한다

투자를

줄여야한다

현 수준 유지 잘 모르겠다 무응답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그림 2-51.  농업･농  투자에 한 인식
단 : %

3.6. 농업･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고령화’ 꼽아

○  농업･농촌의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인구 고령화’(각각 26.3%, 32.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은 ‘농가소득 불안정’(각각 24.2%, 20.5%)을 꼽았음.

○  이어서 농업인은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13.2%), 도시민은 ‘농산물 시

장 개방’(13.7%)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은 농업인(11.5%)과 도시민(2.3%) 간 인식

차이를 보였음. 

24.2 26.3

7.3 5.2
9.8

13.2

1.9

11.5

.7

20.5

32.7

13.7
10.1 11.1

5.7 3.9 2.3 0.0

농가소득

불안정

농업인구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농산물

수급

불안정

후계인력

부족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농촌

생활환경

열악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무응답

농업인(n=1,064) 도시민(n=1,500)

그림 2-52.  농업･농 의 문제  가장 심각한 것

단 :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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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민 농식품 정책분야 중 ‘농촌정책’ 가장 관심 많아

○  도시민들은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식품정책 분야로 ‘농촌 정책’을 가

장 많이(24.3%) 꼽았고, 다음은 ‘농업정책’(21.0%), ‘유통정책’(18.6%) 

순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식량정책’이 10.7%였으며, ‘식품정책’(8.3%), ‘축산정책’(8.2%), 

‘소비과학 정책’(6.7%) 등은 10%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다른 분야들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24.7 

14.5 
13.1 

7.9 

11.9 

17.9 

9.1 

0.7 

24.3 

21.0 

10.7 
8.2 8.3 

18.6 

6.7 

2.1 

농촌정책 농업정책 식량정책 축산정책 식품정책 유통정책 소비과학

정책

국제협력

2014 2015

그림 2-53.  가장 심이 많은 농식품정책 분야

단 : %

3.8. 농업인, 농식품 분야 이슈 ‘농산물 가격’ 가장 많이 꼽아

○  농업인들은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농산

물 가격’을 가장 많이(17.2%) 꼽았고, 다음으로 ‘통상협상’(14.8%), ‘농

촌 일손 부족’(12.5%), ‘창조경제(농업의 6차 산업화)’(10.5%) 등의 순으

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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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6

4.0

2.4

14.8

1.1

10.3

6.0

17.2

3.0

12.5

9.9

1.2

1.6

창조경제(농업의 6차 산업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분야 규제개혁

AI 및 구제역

통상협상

농산물 수출

쌀 관세화 개방

농산물 유통개선

농산물 가격

농협의 역할

농촌 일손 부족

소득안정 대책

전통식품 육성

무응답

그림 2-54.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가장 심이 많았던 부분

단 : %

3.9. 농업 관련 현안 중 ‘가축질병 방역 대처’에 긍정 평가

○ 농업인들은 2015년 농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에서 ‘가축

질병 방역대책’에 대한 긍정 답변이 33.3%로 가장 평가가 좋았고, 그 다

음으로 ‘가뭄대책’(23.6%)을 꼽았음.

○  ‘농산물 수급조절 대책’(5.3%)과 ‘FTA 피해지원, TPP 등 통상협

상’(5.6%)은 5% 정도로 매우 평가가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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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11.9 

6.1 

25.8 

9.2 

24.6 

5.5 

4.7 

5.9 

7.0 

9.2 

가뭄대책

가축질병방역대책

농산물수급조절대책

안전식품안정공급

FTA 피해지원, TPP 등통상협상

매우잘대처 대체로잘대처 보통이다

대체로잘못대처 매우잘못대처 모름/무응답

그림 2-55.  농업 련 안들에 한 정부 응 평가

단 : %





제3 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농업･농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

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취합하였음. 

○ 농업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어 높

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의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음.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수요 등은 도시민 1,017건, 농업인 821건 등 전체 1,838건으로 

집계되어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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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분 건수 요 지

농업정책

농업인 195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도시민 69
▪농가소득 안정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 필요

농촌관광
농업인 21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 및 관광지 개발

도시민 60
▪다양한 농촌체험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 관광 요금 개선 필요

농산물 유통,

가격

농업인 212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필요

도시민 308 ▪직거래 활성화로 가격 안정

농산물

안전성

농업인 49 ▪비료/농약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도시민 163
▪농약 사용을 줄여야 함

▪농산물 안전성 인증제 필요

통상협상
농업인 17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협상 실시

도시민 6 ▪글로벌 시대에 맞는 협상 필요

품목별 정책
농업인 14

▪지역 특산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농산물 품목별 차별화된 정책 실시

도시민 20 ▪품종 개량 개선을 활발히 해야 함

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업인 85 ▪농가부채문제 해결 및 탕감

도시민 62 ▪영농자금 지원 확대 필요

농촌인력,

후계인력

농업인 108
▪영농후계자 양성 지원

▪인력부족, 농촌에 충분한 인력 보강 필요
도시민 180 ▪고령화 문제 해결 필요

농지
농업인 24

▪전답 매매 자유화, 외지인 소유 한계 철폐

▪경작자에게 임대 허용 및 확대

도시민 9
▪특수작물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지 개발 필요

▪귀농･귀촌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 필요

농업기관
농업인 14 ▪농업기관의 사업 내용 관리 필요

도시민 3 ▪농업인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램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업인 24
▪농촌지역 복지 개선 및 지역개발 필요

▪의료시설 확충 필요

도시민 76
▪농촌지역 복지향상

▪농촌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농촌

자연환경

농업인 18 ▪축사를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야 함

도시민 37 ▪친환경 농법을 통한 환경 보호

기타
농업인 26 ▪농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도시민 24 ▪농촌에 대한 홍보 필요

표 3-1.  농정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017건, 농업인 821건)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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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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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308건, 212건), 대부분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 직거래 

활성화 등의 의견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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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두 번째로 많아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농후계자 양성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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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건), 영농자금, 농가부채(62건)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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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의 의견을 집

중적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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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력 및 후

계인력(108건)에 대해 영농후계자 양성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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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85건)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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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건의 전문

3.1. 농업인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농민에게 유리해야 한다

  농업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무역이득 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

  FTA 체결로 농업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직불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도가 높아야 한다

  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되어야 한다

  (과잉 생산 농산물이 없도록) 계획적인 영농 정책이 필요하다

  수입 농산물을 줄여야 한다

  농업을 다른 산업과 같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투자를 늘려야 한다

  보조사업에 적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농기계 및 시설투자 자금 보조 정책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시설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

  농업정책 수립 시 농업인 단체장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귀농인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이 투명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농어민 후계자 양성이 되어야 한다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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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촌관광

③ 농산물 유통, 가격

  6차 산업 활성화/농산물 소비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수입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판로 개척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경영체 미등록 농지에도 유기물 퇴비를 공급해야 한다

  논농업 직불금 제도가 소농가에게 많도록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실정에 맞도록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다품목 영농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 지원사업은 대규모가 아닌 개인에게 소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및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의 단발적 성향이 개선되어야 한다

  농촌관광의 현실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농촌관광 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

  교통이 원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농촌관광 주변 숙박과 음식점 개선이 되어야 한다

  숙박과 취사시설이 좀 더 편리해야 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농촌 관광 프로그램 홍보가 되어야 한다

  농촌관광 관련 법률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지나치게 관광산업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유통 마진이 지나치게 높다

  농산물의 가격 상한제와 하한제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농산물 판매장 확보가 필요하다

  산지에서와 소비지에서의 가격 격차가 크다

  판로 개척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벼 생산물은 정부에서 100% 수매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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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산물 안전성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여야 한다

  농가는 유통 걱정 없이 생산만 할 수 있어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무역이득 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적정해야 한다

  (과잉 생산 농산물이 없도록) 계획적인 영농 정책이 필요하다

  쌀값 산정 시 전국평균이 아닌 지역 간 산정이 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이 되어야 한다

  6차 산업 활성화/농산물 소비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수입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잉여 농산물 발생 시 정부가 추가 매입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표시제가 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의 주도권이 농민에게 있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가격 관련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량이 많을 경우 가격조정이 아닌 소비촉진에 주력해야 한다

  농협에서 책임 유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은 물가관리지표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방송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면서 가격에 대한 감당은 하지 못 한다

  FTA 체결로 농업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기업형 대농가에 대한 규제 법안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재배 명령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과잉 생산 농산물이 없도록) 계획적인 영농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젊은 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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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상 협상

  과수 부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유기농 사업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가는 유통 걱정 없이 생산만 할 수 있어야 한다

  농협에서 책임 유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약 사용을 줄여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늘려야 한다

  농약 출하 제한이나 인체 무해한 농약 공급을 제도화해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 보증 시스템이 필요하다/인증제가 필요하다

  다양한 인증제를 하나의 통합인증제로 시행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벼 GMO 실증시험은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환경 표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농협이나 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별 농가 제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안전성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가격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안전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농업의 시장개방이 자유롭도록 절차 마련이 되어야 한다

  농기계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농기계 이용 비용이 낮아야 한다

  농업을 다른 산업과 같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무역이득 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

  수출입 정책으로 농어민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국내 농어민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중복된 통상협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협상은 내실 있는 보완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무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수입 농산물을 줄여야 한다

  농약 사용을 줄여야 한다

  농촌에 있는 젊은 인력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수입 개방에 따른 직불금이 적다

  수입확대에 따른 농업육성 지원 대책이 공평해야 한다

  농업을 정치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농업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에 실질적 농업 전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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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품목별 정책

⑧ 영농 자금, 영농 부채

  지역 특산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잉 생산 농산물이 없도록) 계획적인 영농 정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품목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로컬푸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

  품목별 전문지도자 확보가 되어야 한다

  각 토지에 맞는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한다

  한우 사육을 위한 건초 수입쿼터량을 늘려주어야 한다

  씨앗의 국산화가 되어야 한다

  영농자금 이자가 저렴해야 한다

  영농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농가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줄여 주어야 한다

  농기계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농기계 이용비용이 낮아야 한다

  영농자금이 규모나 품목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영농자금 조건이 간소화되어야 한다

  무역이득 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FTA 체결로 농업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영농자금의 거치기간이 짧다

  영농자금 상환 연체 시 이자가 너무 높다

  영농자금을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해야 한다

  영농자금이 융자가 아닌 보조로 바뀌어야 한다

  농약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농업을 다른 산업과 같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건강보험, 연금 평가에서 농지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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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촌인력, 후계인력

⑩ 농지

  농어민 후계자 양성이 되어야 한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젊은 인력이 필요하다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금이 있어야 한다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외국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번기에) 인력 지원이 되어야 한다

  농촌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자녀에게도 농업을 시키고 싶은 사회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능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농촌 인력 은행제도 실시를 통한 봉사 인증서 발급

  농촌 인건비가 비싸다

  농촌에 있는 젊은 인력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

  농번기 전에 인력 예약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촌 인력 및 후계는 가계의 의지에 따라 결정 필요

  농업경영의 자녀 이양 시 타인 이양처럼 은퇴농 보조금 지급

  부족 인력을 대량 장비로 보완해야 한다

  귀농, 귀촌을 늘려야 한다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정착 교육이 필요하다

  공공근로사업이 쉬워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농촌 자녀의 교육과 의료가 100% 지원되어야 한다

  전답의 매매 자유화가 되어야 한다/외지인의 소유 한계를 철폐해야 한다

  토지 이외 농지 변경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우량농지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농지 규제법이 완화되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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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업기관

⑫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지 임대 시 농어촌공사를 거쳐야 해서 불편하다

  직불금을 지주가 아닌 경작농이 받도록 법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영농 후계자에게 우선적으로 농지 임대가 되어야 한다

  농지 주인이 거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다

  농지 구입 시 자금 지원이 되어야 한다

  농지 은행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정 기간 경작한 농리의 양도소득제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지가 없다

  농지 인근의 경작자에게 임대가 되어야 한다

  농사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은 전용허가를 해야 한다

  장기임대로 원하는 농사가 가능해야 한다

  상수도 보호구역도 농지 전용이 되어야 한다

  환경청에서 농지를 구입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토지가격이 비싸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농업기관의 사업 내용 관리가 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보다 행정기관으로 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증원이 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가 지자체별이 아닌 권역 통합이 되어야 한다

  농업기관에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기관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농업기관이 많다

  기관에 대한 설명 책자 보급이 되어야 한다

  농업기관 직원 1인 1농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농업기관의 부피를 줄이고 개수를 늘려야 한다

  농촌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개발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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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농촌 자연환경

⑭ 농촌 자연환경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삶의 질 향상

  농산물 생산시설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

  영농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촌 노인 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

  농촌 독거노인 도우미와 관련된 복지 예산이 낭비이다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

  교통이 원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농촌 지역개발이 시설물 증가가 아닌 친환경적 개발 필요

  작은 면적에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어야 한다

  농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축사를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야 한다

  주택 증가 지역에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공장 허가를 적법한 틀  에서 해야 한다

  무분별한 축사허가과 증축허가를 자제해야 한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과일 착색촉진을 위한 반사필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환경을 해치는 빈집의 철거 매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중소농 육성이 농촌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농사용 비닐 사용 후 회수되지 않아 적체되고 있다

  농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축사를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야 한다

  주택 증가 지역에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공장 허가를 적법한 틀에서 해야 한다

  무분별한 축사허가과 증축허가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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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기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과일 착색촉진을 위한 반사필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환경을 해치는 빈집의 철거 매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중소농 육성이 농촌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농사용 비닐 사용 후 회수되지 않아 적체되고 있다

  농촌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기계 및 시설투자 자금 보조 정책이 있어야 한다

  가뭄 시 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설치해야 한다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농민에게 유리해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판로 개척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보조사업을 없애야 한다

  식량자급도가 높아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도면상 도로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영농자금 지원이 공평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 교육이 필요하다

  농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사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은 전용허가를 해야 한다

  농협이 농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농사를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재해보험 보상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농업인들이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작물을 재배한다

  기초연금제도가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소득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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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민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농민에게 유리해야 한다

  품종 개량개선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귀농인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민 후계자 양성이 되어야 한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젊은 인력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이 투명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6차 산업 활성화/농산물 소비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FTA로 인한 농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잉 생산 농산물이 없도록) 계획적인 영농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업정책이 균형 있어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유축농업을 살려야 한다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외국의 농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계화된 선진 농업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농민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입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농촌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판로 개척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투자를 늘려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귀농 체험 후 농업정책을 해야 한다

  농촌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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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촌관광

③ 농산물 유통, 가격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 및 관광지 개발

  농촌관광 시 바가지요금 개선이 되어야 한다

  지역별 축제가 실속 있고 알차야 한다

  (관광지로서) 깔끔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교통이 원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6차 산업 활성화/농산물 소비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최근 유행하는 캠핑과 연계된 상품 개발이 되어야 한다

  코레일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이 되어야 한다

  농촌관광 주변 숙박과 음식점 개선이 되어야 한다

  숙박과 취사시설이 좀 더 편리해야 한다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서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농촌 관광 프로그램 홍보가 되어야 한다

  주민 센터에서 체험 프로그램 홍보가 되어야 한다

  농촌관광 정보를 찾기 쉬워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적정해야 한다

  유통 단계가 투명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여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유통 마진이 지나치게 높다

  (수입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산지에서와 소비지에서의 가격 격차가 크다

  농산물 가격이 적정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정찰제가 되어야 한다

  (과잉 생산 농산물이 없도록) 계획적인 영농 정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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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산물 안전성

  농산물 가격 표시제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농산물 판매장 확보가 필요하다

  유통 단계가 투명해야 한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 및 관광지 개발

  유통 정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가격 관련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저렴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농약 사용을 줄여야 한다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늘려야 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어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 보증 시스템이 필요하다/인증제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품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품질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과잉 생산 농산물이 없도록) 계획적인 영농 정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여야 한다

  재해,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양한 인증제를 하나의 통합인증제로 시행해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수입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저농약, 무농약에 대한 기준이 쉽고 명확해야 한다

  농산물 이력제 전 제품 확대 시행이 되어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수입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유기농 사업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

  안전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

  수입농산물과 차별되어 판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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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상협상

⑥ 영농자금, 농가부채

  국내 농어민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협상을 해야 한다

  수출입 정책으로 농어민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이 되어야 한다

  영농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가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줄여 주어야 한다

  영농자금 이자가 저렴해야 한다

  영농자금이 무이자로 지원되어야 한다

  영농자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영농자금 조건이 간소화되어야 한다

  농가 부채 이율이 낮아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영농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영농자금은 세금이므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영농자금 지원 제한(대출이 너무 쉬움)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농민에게 유리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농어민 월급제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영농자금 지원이 공평해야 한다

  영농자금을 줄여야 한다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농가 부채에 대한 단순지원보다 장기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게 저금리 할부가 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인에 대출 시 관리가 허술하지 않아야 한다

  농약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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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품목별 정책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농산물 품목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품종 개량개선을 활발히 해야 한다

  농가 지원 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과잉 생산 농산물이 없도록) 계획적인 영농 정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어야 한다

  농산물 품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품질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장래성 있는 품목 권장 시 적당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품목별 가격 및 품질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특산물 개발 진흥원이 힘써야 한다

  국가별 농업 정보가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젊은 인력이 필요하다

  농어민 후계자 양성이 되어야 한다

  귀농인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을 늘려야 한다

  농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능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부족 인력을 대량 장비로 보완해야 한다

  농촌 인력 은행제도 실시를 통한 봉사 인증서 발급

  1년간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금이 있어야 한다

  농촌 인건비가 비싸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 교육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에 대한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 되어야 한다

  정착 자금이 적게 드는 농업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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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지

⑩ 농업기관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특수작물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지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 특산물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이 되어야 한다

  농지 무상 지원이 되어야 한다

  토지 이외 농지 변경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세제 혜택을 통한 적극적인 농토 개발이 되어야 한다

  농지 주인이 거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지역 특산물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농업진흥청이 농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촌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개발이 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젊은 인력이 필요하다

  교통이 원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및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

  농촌지역 개발이 균형 있게 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시설 확충이 되어야 한다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농어민 후계자 양성이 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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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농촌 자연환경

⑬ 기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 등에 의한 피해 보상이 적다

  농촌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젊은 인력이 필요하다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교통이 원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농촌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과잉 생산 농산물이 없도록) 계획적인 영농 정책이 필요하다

  로컬푸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재난 재발 방지 및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농기계은행이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묘지를 줄여야 한다

  지역 특산물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

  농촌 노인 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

  단계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

  지역민을 위한 현대화된 시설이 필요하다

  젊은 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귀농인을 위한 혜택이 많아야 한다

  지역 교류나 조합이 필요하다

  농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친환경 농법을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농촌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관광지로서) 깔끔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제4 장

요약 및 시사점

조사 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연구원의 현지통신원과 도시민을 대상으

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의식변화에 기초한 연구수

요 발굴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2015년 조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064명 등 총 2,564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은 우편조사로, 도시민은 조사전

문기관에 의뢰해 방문 면접으로 이루어졌음. 

요약  시사

  농업･농촌 투자 확대에 도시민 과반수가 찬성했으며, 농업인 세제혜택과 

농촌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뚜렷이 증가함. 다만, 농

업인의 경우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성장 동력 가능성 등에 대해 도시민보다 

긍정비율이 20%p 내외로 낮게 나타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귀농･귀촌 의향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로 생계보다는 건강과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라는 응답이 많음.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목적을 

고려하고 귀농보다 귀촌 수요가 3배나 더 많은 것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귀농･귀촌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층은 

젊고 농촌 거주 경험이 없으며, 농촌에 가족이 없는 경우인 것으로 분석되

어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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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은 지역축제 참여, 주말농장 등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을 원하고 

있어 이런 수요를 고려한 유인책도 요구됨. 또 농촌관광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ʻ숙박과 취사ʼ 시설을 꼽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있는 

반면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지속 하락해 대책이 요구됨. 도시민 40% 

정도가 수입농산물에 거부감이 없고, 25% 정도는 수입농산물을 구매한다

고 응답함. 곡물 등 9개 품목의 수입농산물 구매 의향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고, 국산농산물 구매 의향은 대부분 감소함. 특히, 쇠고기 등 축산물

과 과일, 가공식품, 생선 등은 국산 구매 의향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수입품과 대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반면에 곡류와 채소류, 해조류 

등은 국산 구매 의향이 상대적으로 많음.

  ʻ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ʼ이라는 국산 

구매 충성도는 2009년 37.0%에서 지속 감소, 이번 조사에서는 21.0%로 떨

어져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함.

  정책수요로 농업인은 소득안정, 도시민은 경쟁력 제고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주문하였으며, 농업예산 배분 우선순위로 농업인은 ʻ경영안정ʼ, 도시

민은 ʻ경쟁력 제고ʼ를 꼽아 견해 차이가 있음. 정책은 농업인이 피해보상, 

도시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책에 반영

할 필요성이 있음.  

  농업인 직업만족도와 행복도는 정체 상태이며, 가장 큰 원인으로 재정 

상태를 꼽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며, 농촌생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만

족도가 25% 수준에 머물고, 여가/문화 활동과 의료시설이 확충되기를 바라

고 있어 복지시설 확충에 관심이 필요함.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농업인과 도시민의 다양한 정책요구도 파악되었음. 이 조사결과

가 국민의식과 수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수행에 활용되기를 기대함. 



83

부 록

조사표

<도시민  조사표 >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인식과 정

책 현안에 대해 일반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평소에 느끼신 대로 조사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행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원 연구위원(☎ 061-820-2227)

박혜진 연구원  (☎ 061-820-2228)

SQ1.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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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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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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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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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 귀하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②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③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이다

④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문3. 귀하는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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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애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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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인식 정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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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문3-1. [문3번 문항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귀하는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이 가치

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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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상속가치)

  문3-2.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아래 제시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귀하가 생각하는 중

요도는 어떻습니까? 

  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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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 편이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3-4. 다음에 제시된 정책의 수립 또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항목을 선택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예산에서 

해당 부분에 좀 

더 많이 지원

세금을 추가 

편성해서

비용 충당

지원 불필요

1) 식량자급률 향상 1 2 3

2) 식품의 안전성(환경농업) 확보 1 2 3

3)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1 2 3

4) 농촌의 교육, 문화, 복지 확충 1 2 3

문4. 귀하는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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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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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대체로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문5. 귀하는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적극 반대한다

문6. 아래에 제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의견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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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1 2 3 4 5

3) 농업･농촌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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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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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7-1. [문7번 문항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귀농･귀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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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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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7-2. [문7번 문항에서 ①, ②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귀농･귀촌을 실천할 계획입니까?

  ① 3년 내 ② 5년 내 ③ 10년 내 ④ 10년 이후   

  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문7-3. [문7번 문항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제로 귀농･귀촌을 한다면 귀하에게 가장 필

요한 것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 ② 마음의 준비(결심)

  ③ 가족 설득 ④ 농사기술 등 귀농프로그램

  ⑤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⑥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

  ⑦ 이주에 필요한 자금 ⑧ 장래성

  ⑨ 기타( )

  문7-4. 귀하는 귀농(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과 귀촌(농촌지역으로 주거지를 이동) 중 어

떤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① 귀농 ② 귀촌 ③ 반반이다 ④ 둘 다 관심없다

  문7-5. 귀하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농촌 활력과 인력문제 완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② 기존 주민과 갈등 및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③ 잘 모르겠다

  문7-6. 귀하는 현재 귀농･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 어느 부분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지원정책과 프로그램) ② 지방자치단체(유치 노력과 투자) 

  ③ 귀농 관련 기관(교육, 정보제공) ④ 도시민(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 

  ⑤ 농촌주민(마을단위 유치노력과 협력) ⑥ 언론(귀농 성공사례 소개 등)  

  ⑦ 기타( )

  

  문7-7. 귀하는 귀농인에게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적극 반대한다

  문7-8. 귀하는 가까운 주변 사람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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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마을의 전반적인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이다 

문9.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1) 주거환경 1 2 3 4 5

2) 교육환경 1 2 3 4 5

3) 대중교통 환경 1 2 3 4 5

4) 쓰레기/환경관리 1 2 3 4 5

5) 보건의료 환경 1 2 3 4 5

6) 문화체육 여가 환경 1 2 3 4 5

7) 소득원/일자리 환경 1 2 3 4 5

8) 이웃환경 1 2 3 4 5

문10.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하실 때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교통 불편 ② 숙박과 취사 불편

③ 비싼 요금 ④ 체험활동 부족 또는 흥미 없음

⑤ 주변 환경 청결 미흡 ⑥ 불친절  

⑦ 사전 정보 확보의 어려움  ⑧ 기타(적을 것:          )

문11. 귀하께서는 앞으로 농촌에서 어떤 활동을 가장 해보고 싶습니까?

① 주말 농장 ② 감자캐기 등 농사체험

③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④ 전통테마마을 체험

⑤ 농촌관광(민박) 체험 ⑥ 지역축제 참여  

⑦ 기타(적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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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다음과 같은 식품을 구입하실 때나 외식을 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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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4. 귀하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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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수입산 농식품이 국내산 농식품보다 저렴하다면 향후 어떻게 구매하시

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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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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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귀하는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①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②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③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문17. 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입농산물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 자주 구매하지 못한다

② 수입농산물이 좋고 구매도 거리낌이 없다

③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

④ 수입농산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

⑤ 수입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

문18. 귀하는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산지 표시 확대 ② 품질인증 확대    

③ 수입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 ④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처 개척

⑤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농산물 우수성 홍보 강화

문19. 귀하는 농촌생활이 도시생활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한 편 ⑤ 매우 심각하다

  문19-1. [문19번 문항에서 ④, ⑤ 응답자만] 격차가 있다면, 도시생활 수준을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농촌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40 미만   ② 40~60 ③ 60~80 ④ 80~100

⑤ 100   ⑥ 100~120 ⑦ 120~140 ⑧ 140 초과

문20. 다음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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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수(10점 만점)

1) 자신의 건강상태

2) 자신의 재정상태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4) 가정생활(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5) 사회생활(지역사회단체, 종교, 취미, 친목모임 등)

Ⅲ.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문21. 귀하께서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식품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농촌정책(삶의질, 지역개발, 복지 등) ② 농업정책(농지, 소득안정, 재해보험 등)

③ 식량정책(쌀, 농자재, 농업기반 등) ④ 축산정책(축산경영, 방역, 이력제 등) 

⑤ 식품정책(전통식품, 한식세계화 등) ⑥ 유통정책(농산물 수급, 유통 등)  

⑦ 소비과학 정책(친환경, 과학기술, 종자 등)   

⑧ 국제협력(해외농업개발, 통상협상, 동식물검역 등)

문22.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순위: (       ), 2순위: (       )

 ① 농가소득 불안정 ② 농업인구 고령화 ③ 농산물 시장개방   

 ④ 농산물 수급 불안정 ⑤ 후계인력 부족 ⑥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⑦ 농촌 생활환경 열악 ⑧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문23. 향후 농업･농촌･농식품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관

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새로운 기술/생산방식 등의 연구개발      

②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③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④ FTA에 따른 농업 피해보상 및 경쟁력 강화 

⑤ 농업 후계인력 육성     

⑥ 재해/가축질병 재발 방지 및 대처방안 마련 

⑦ 인증 표시제 실시 등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⑧ 유통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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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4. 농업예산을 아래 제시하는 분야에 배분해 지원한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순위

1) 농업의 경쟁력 강화(고부가가치 농업전환, 후계인력 육성 등)

2) 식량자급률 향상(쌀 등 주요곡물 안정적 확보)

3)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소득보전 직불제와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4) 식품의 안전성 확보(친환경농산물 생산, 식품안전 예방관리)

5) 농산물 유통 개선(유통비용 감소로 합리적인 가격형성)

6) 농촌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휴식공간 유지와 지역균형발전)

7) 농촌주민 복지, 생활여건 확충(양극화 해소)

문25. 정부가 세계화 흐름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속도와 수준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과하다        ② 적절하다       ③ 미흡하다        ④ 잘 모르겠다

문26. 귀하는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충분하다 ⑤ 매우 불충분하다 

문27. 귀하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해 농업･농촌에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아니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투자를 늘려야 한다 ② 투자를 줄여야 한다 ③ 현 수준 유지

④ 잘 모르겠다

문28.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분야

① 농업정책 ② 농촌관광 ③ 농산물 유통, 가격 ④ 농산물 안전성   

⑤ 통상협상 ⑥ 품목별 정책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⑨ 농지 ⑩ 농업기관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 농촌 자연환경   

⑬ 기타  
 d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     번)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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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DQ2. 귀댁의 가족 구성원(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       명) 

DQ3. 귀댁의 연평균 소득(총 수입에서 생산비는 제외)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1천만원 미만

③ 1천만원~2천만원 미만 ④ 2천만원~3천만원 미만

⑤ 3천만원~4천만원 미만 ⑥ 4천만원~5천만원 미만  

⑦ 5천만원~7천만원 미만 ⑧ 7천만원~1억원 미만

⑨ 1억원 이상

DQ4. 귀댁에서 월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30만원 미만   ② 30만원~50만원 ③ 50만원~70만원  

④ 70만원~100만원   ⑤ 100만원~150만원 ⑥ 150만원~200만원   

⑦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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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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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조사표 >

� 농업경영에 대한 의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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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기타(                                )

2) 귀하는 현재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2-1) (위 문항에서 ‘① 전반적 만족 정도’가 ‘다소 낮음’과 ‘매우 낮음’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소득 보장 미흡)   

       ②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④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⑤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 

3) 귀하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②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③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이다

④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구분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① 전반적 만족 정도

②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③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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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에 제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의견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다

②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③ 농업･농촌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

⑤ 우리나라 농촌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

⑥ 우리 농업･농촌은 소중하고 살아볼만 한 곳이다

5) 최근에 귀하는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FTA 등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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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정부지원 감소  

 ⑬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⑭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⑮ 조수 피해 ⑯ 기타(                )  

6) 농업･농촌의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농가소득 불안정 ② 농업인구 고령화 ③ 농산물 시장개방      

 ④ 농산물 수급 불안정 ⑤ 후계인력 부족 ⑥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⑦ 농촌 생활환경 열악 ⑧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7) 귀하는 농업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8) 귀하께서는 자녀에게 농업을 권하시겠습니까?(       )

   (자녀가 이미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직업을 가질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가상해 응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①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협조하겠다  

② 다른 직업을 택하도록 하겠다  ③ 자녀의 뜻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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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 쌀

2) 축산물
 한우

 돼지고기

3) 신선채소

4) 과일

�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변화농촌생활에 대한 의식변화

10) 귀하는 현재 농촌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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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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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마을의 전반적인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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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① 주거환경

② 교육환경

③ 대중교통 환경

④ 쓰레기/ 환경관리

⑤ 보건의료 환경

⑥ 문화체육 여가 환경

⑦ 소득원/일자리 환경

⑧ 이웃환경

14) 귀하는 농촌생활이 도시생활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14-1) 도시생활 수준을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농촌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40 미만 ② 40~60 ③ 60~80 ④ 80~100

      ⑤ 100 ⑥ 100~120  ⑦ 120~140 ⑧ 14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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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여건 중 가장 불편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①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②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  

③ 여가나 문화활동 시설 ④ 시장이나 할인점 등 유통시설

⑤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교통시설 ⑥ 인터넷 등 정보통신 시설

⑦ 기타(적을 것 : )

16) 귀하께서는 거주지역(읍･면･동)의 사회복지서비스(노인･여성･아동･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

17)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계획입니까?(      )

① 농촌에 계속 살겠다                           ②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

③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 올 생각이다      ④ 모르겠다

18) 다음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

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구분 점수(10점 만점)

① 자신의 건강상태

② 자신의 재정상태

③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④ 가정생활(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⑤ 사회생활(지역사회단체, 종교, 취미, 친목모임 등)

  18-1) 귀하의 버킷리스트 1순위는 무엇입니까?(짧게 한 줄로:                            )

       *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

19) 귀하가 사시는 마을의 마을현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문항 현황
실태(해당하는 곳에 v표)

양호(충분) 보통 부족(불충분)

① 독거노인 수 (        명) 복지실태�

② 귀농･귀촌가구 (        호) 정착실태�

③ 다문화가정 (        호) 적응실태�

④ 빈집(폐가) (        개)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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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20) 귀하께서는 올해 농식품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만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창조경제(농업의 6차 산업화) ②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③ 농업분야 규제개혁   

④ AI 및 구제역 ⑤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협상

⑥ 농산물 수출  ⑦ 쌀 관세화 개방     ⑧ 농산물 유통개선    ⑨ 농산물 가격   

⑩ 농협의 역할    ⑪ 농촌 일손 부족     ⑫ 소득안정 대책      ⑬ 전통식품 육성 

21) 올해 농업 관련 현안들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

22) 향후 농업･농촌･농식품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새로운 기술/생산방식 등의 연구개발 ②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③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④ FTA에 따른 농업 피해보상 및 경쟁력 강화 

⑤ 농업 후계인력 육성 ⑥ 재해/가축질병 재발 방지 및 대처방안 마련 

⑦ 인증 표시제 실시 등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⑧ 유통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체계 마련

23) 농업예산을 아래 제시하는 분야에 배분해 지원한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순위

① 농업의 경쟁력 강화(고부가가치 농업전환, 후계인력 육성 등)

② 식량자급률 향상(쌀 등 주요곡물 안정적 확보)

③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소득보전 직불제와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④ 식품의 안전성 확보(친환경농산물 생산, 식품안전 예방관리)

⑤ 농산물 유통 개선(유통비용 감소로 합리적인 가격형성)

⑥ 농촌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휴식공간 유지와 지역균형발전)

⑦ 농촌주민 복지, 생활여건 확충(양극화 해소)

주요 현안
매우

잘 대처
대체로
잘 대처

보통
이다

대체로
잘못 
대처

매우
잘못 
대처

내용을
전혀 

모른다

① 가뭄 대책(농업용수 공급 등)

② 가축질병 방역대책(전염병 예방 등)

③ 농산물 수급조절 대책(가격안정 등)

④ 안전식품 안정공급

⑤ FTA 피해지원, TPP 등 통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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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적절치 않은 편이다 ⑤ 매우 적절치 않다

25) 귀하는 정부가 세계화 흐름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속도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과하다  ② 적절하다  ③ 미흡하다  ④ 잘 모르겠다

26) 귀하는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가 이 분야에 얼마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한 편이다  ③ 보통  ④ 불충분하다  ⑤ 매우 불충분하다 

27) 귀하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해 농업･농촌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투자를 늘려야 한다  ② 투자를 줄여야 한다   ③ 현 수준 유지  ④ 잘 모르겠다

28) 다음에 제시된 정책의 수립 또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

고 있는 항목을 선택해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기존예산에서 해당 부분에

좀 더 많이 지원
세금을 추가 편성해서

비용 충당
지원 불필요

① 식량자급률 향상

② 식품의 안전성(환경농업) 확보

③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④ 농촌의 교육, 문화, 복지 확충

29) 귀하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농촌 활력과 인력문제 완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② 기존 주민과 갈등 및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③ 잘 모르겠다

29-1) 귀하는 현재 귀농･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 어느 부분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

① 정부(지원정책과 프로그램) ② 지방자치단체(유치 노력과 투자) 

③ 귀농 관련 기관(교육, 정보제공) ④ 도시민(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 

⑤ 농촌주민(마을단위 유치 노력과 협력) ⑥ 언론(귀농 성공사례 소개 등) 

⑦ 기타(                )

29-2) 귀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정부가 지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어느 정도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반대한다  ⑤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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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A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도, 또는 광역시) 

A2)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도시근교(대도시 인근에 위치)  ② 평야지대(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평야)  ③ 산간지대(준산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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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A5) 귀하는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

① 아니오   ② 농고 졸업   ③ 농대 졸업   ④ 농고와 농대 모두 졸업

A6) 귀하는 언제부터 영농에 종사하셨습니까?(        년부터)

A7)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A8) 귀댁의 영농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 평균 호당경지면적 1.46ha(4,380평), 평균 농가 소득 3,130만원 정도임을 고려해 자신의 영농규모를 판단

해 선택해 주세요.

 ① 소농    ② 중농　   ③ 대농

A9) 귀댁의 연평균 소득(총수입에서 생산비는 제외)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1천만원 미만 ③ 1천만원～2천만원 미만

분야

① 농업정책     ② 농촌관광   ③ 농산물 유통, 가격   ④ 농산물 안전성   ⑤ 통상협상

⑥ 품목별 정책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⑨ 농지

⑩ 농업기관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 농촌 자연환경         ⑬ 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여러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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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천만원～3천만원 미만 ⑤ 3천만원～4천만원 미만 ⑥ 4천만원～5천만원 미만    

⑦ 5천만원～7천만원 미만 ⑧ 7천만원～1억원 미만 ⑨ 1억원 이상

A10) 귀댁의 가족 구성원(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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