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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

역별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고, 일자리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우리나라의 총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난 10여 년간 임시 및 일용종사자

의 증가율이 높음

  - 일자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업체 종사자는 62.7%가 ‘상용종사자’이며, ‘자영

업자’와 ‘임시 및 일용 종사자’가 10~15%를 차지하고 있음.

  - 2000~2011년 동안 상용종사자의 비중은 0.5%p로 감소한 반면, 임시 및 일용종

사자는 4.8%p 증가함

◦ 농촌의 일자리는 도시보다 임금과 장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그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도시에 비해 농촌의 일자리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낫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무환경과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농촌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농촌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지자체장의 사업 실행 

의지’, ‘지역 여건과 정책 간 부합성’, ‘담당인력의 확충’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더불어 농촌 주민의 소득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

는 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농촌지역에서는 임금이 적은 한시적 일자리인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일자

리 창출 정책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상향식 계획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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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특성과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자리의 양적·질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함

”

1. 개요

◦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과 일자리 창출 문제

는 정책의 핵심 과제임 

-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정

리해고 요건 강화’, ‘시간제 일자리’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업 또는 산업의 일자리 창

출 능력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 단위 특히 농촌의 일자

리 실태 파악 및 창출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조사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

역별 일자리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여 농촌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되었음

◦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전국, 시·군, 동·읍·면) 분석

과 산업별 분석을 통해 지역 일자리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실태

를 파악하고자 함

◦ 더불어 시·군별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일자리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역별 일자리 수는 전국 사업체 조사의 지역별 종사자 수와 농업 

종사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일자리 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 수를 합

산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구인 수를 집계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일자리 수로 계산함

- 사업체 종사자에는 법인 이외의 농업종사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림어업총조사의 농업 종사자를 합하여 총일자리 수로 계산1)

1) 이와 같은 일자리 산정방법은 농가 인구와 종사자 간 일부 중복 계산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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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일자리 

현황과 정책 현안 

파악을 위해 

통계자료 분석 및 

지역 일자리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 사업체 종사자는 고용인과 고용주를 모두 포함하며, 통계청의 ‘전국사업

체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농업 종사자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

료에서 농가 인구 중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정의

함

    - 전국 사업체조사는 2000, 2005, 2011년 기준이며, 농업인구는 농림어

업총조사의 2000, 2005, 2010년 시점 농가 인구를 사용함

◦ 지역별 일자리 현황은 일자리의 양적·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부문별 

현황을 파악함

    - 분석 대상은 161개 시·군을 일반시, 도농복합시(행정구역 내 읍·면을 

포함한 시), 군(특별시와 광역시 내 군 포함) 등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

하여 비교함

    - 특별시와 광역시는 중소도시 및 군과 일자리 규모와 현황이 다르기 때

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단, 광역시 내 5개 군-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은 포함), 비자치구(예: 수원시 팔달구)는 통합

하여 하나의 시(예: 수원시)를 단위로 분석함

◦ 농촌지역의 일자리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는 전국 161개 시·

군의 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35개 

시·군(14개 일반시, 46개 도농복합시, 72개 군)의 응답을 받아 분

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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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증가하였으나,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2. 농촌의 일자리 실태 및 특성

2.1. 국내 일자리 현황과 변동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일자리는 약 2천만 개로, 2000년에 비해 

약 400만 개 증가

◦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이며, ‘보건

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종사자 수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 

농가는  24.9%가 감소함 

일자리 수(천 개, %) 증감률(%)

2000년 2005년 2011년
2000~

2005

2005~

2011

합계
16,013

(100)

17,276

(100)

19,939

(100)
7.9 15.4

농가
2,408 

(15.0)

2,129 

(12.3)

1,846 

(9.3)
-11.6 -13.3 

사

업

체

제조업
3,333 

(20.8)

3,451 

(20.0)

3,842 

(19.3)
3.5 11.3 

도매 및 소매업
2,493 

(15.6)

2,441 

(14.1)

2,680 

(13.4)
-2.1 9.8 

숙박 및 음식점업
1,556 

(9.7)

1,696 

(9.8)

1,840 

(9.2)
9.0 8.5 

전문, 과학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619 

(3.9)

1,066 

(6.2)

1,735 

(8.7)
72.2 62.8 

교육 서비스업
921 

(5.8)

1,193 

(6.9)

1,432 

(7.2)
29.6 2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88 

(3.0)

648 

(3.7)

1,136 

(5.7)
32.8 75.3 

건설업
641 

(4.0)

780 

(4.5)

1,115 

(5.6)
21.7 43.0 

운수업
765 

(4.8)

881 

(5.1)

995 

(5.0)
15.1 12.9 

그 외
2,788 

(17.4)

2,992 

(17.3)

3,317 

(16.6)
7.3 10.9 

주 1) ‘농가’는 농가인구 중 주 종사분야가 농업인 인구로 농업 사업체의 종사자가 아니며 농림업 사업체 종
사자 수는 ‘그 외’에 포함되어 있음

  2) 괄호는 전체 일자리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3) 산업분류는 자료의 시점 차이로 8,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합한 분류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

하지 않음

표 1. 일자리 수 변동(20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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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및 일용 

종사자의 수 

빠르게 증가 중

”

□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용종사자와 자영

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함

종사자 지위

종사자 수(천 명, %) 증감률(%)

2000년 2005년 2011년
2000~
2005년

2005~
2011년

상용
8,593 
(63.2)

9,221 
(60.9)

11,345 
(62.7)

7.3 23.0 

임시 및 일용
1,078 
(7.9)

1,688 
(11.1)

2,297 
(12.7)

56.6 36.1 

자영업자
2,696 
(19.8)

2,766 
(18.3)

2,884 
(15.9)

2.6 4.3 

무급가족
821 

(6.0)
801 

(5.3)
738 

(4.1)
-2.4 -7.9 

무급종사자
(2011년은 기타)

416 672 829 

표 2. 사업체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의 변화

주 1) 괄호는 각 연도별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2011년 전국사업체조사는 종사자 지위 중 ‘기타’를 표기하나 2000, 2005년 전국사업체조사에는 ‘기타’가 
없이 ‘무급종사자’를 구분하고 있음. 자료 간 종사자 지위 구분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무급/기타’ 
종사자의 비중 및 증감률은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2000, 2005, 2011), 전국사업체조사

□ 일자리의 43.7%가 특·광역시에 집중하고 있으나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의 일자리 증가속도는 빠름

◦ 농촌인 군지역의 일자리 수는 10년간 감소하였으나 2005년 이후로 

보면 약간의 증가세를 보임

　

　

일자리 수(천 개, %) 증감률(%)

2000년 2005년 2011년 2000-2005 2006-2011

전국
16,013

(100)

17,276

(100) 

19,939

(100)
7.9 15.4 

특·광역시

(자치구)

6,967

(43.5)

7,523

(43.5) 

8,708

(43.7) 
8.0 15.8 

일반시
2,096

(13.1) 

2,462

(14.3)

2,982

(15.0) 
17.5 21.1 

도농복합시
4,505

(28.1) 

4,981

(28.8) 

5,858

(29.4) 
10.6 17.6 

군지역
2,444

(15.3) 

2,311

(13.4) 

2,392

(12.0) 
-5.5 3.5 

표 3. 2000, 2005, 2011년 전국 일자리 분포 및 현황

주 1) 군지역에는 광역시 내 5개 군(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이 포함되어 있음
   2) 괄호는 각 연도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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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와 군의 

일자리 담당자들은 

지역 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음

”

□ 농촌지역에서도 체감되는 일자리는 증가

◦ 설문조사 결과 체감하는 지역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도농복

합시와 군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시는 유지 또는 정체했

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도농복합시는 응답자의 15.2%가 ‘크게 증가’, 63%가 ‘약간 증가’하였

다고 응답하였고, 군에서는 ‘크게 증가(9.7%)’와 ‘약간 증가(56.9%)’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반면 일반시에서는 ‘유지 또는 정체’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음. 

하지만 일반시의 일자리는 2006~2011년간 2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시의 일자리 담당자가 일자리 변화에 덜 민감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크게 증가 약간 증가 유지 또는 정체 약간 감소 크게 감소

일반시 7.1 21.4 57.1 14.3 0.0

도농복합시 15.2 63.0 17.4 2.2 2.2

군 9.7 56.9 25.0 6.9 1.4

표 4. 지난 5~10년간 체감 일자리 변화

2.2. 농촌지역의 일자리

□ 농촌지역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양적인 일자리 자체는 많음

◦ 군은 일반시나 도농복합시보다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높음(통계청 2013)

단위: %, 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일자리 수

일반시 58.1 56.2 683

도농복합시 60.5 59.4 940

군 66.3 65.6 1,082

표 5.  지역별 고용 현황

주: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이며, 군에 광역시 내 5개 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통계청(2013), 지역별 고용조사 201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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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군별 일자리 수와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일자리 수 분포

“농촌은 일자리 

미스매치로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일자리는 많으나 

일손은 부족

”
◦ 2011년 기준 시·군별 일자리는 창원, 수원, 성남, 화성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강원, 경북, 전북, 전남의 시·군이 하위그룹에 속하였음

◦ 일자리 기회(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일자리)는 일자리 수가 적은 지

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현상이 대도시 근교에서 나

타나는 것으로 보면 도시에서 통근하는 일자리일 확률이 높음

□ 농촌이 도시보다 상용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임금 수준은 낮음

◦ 상용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대도시 근교가 높고 강원, 경북, 전남 지

역에서는 낮음

    - 동지역은 상용종사자의 비율이 61.9%인 데 비해 읍 62.8%, 면 69.4%

로 농촌지역에서 상용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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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종사자의 

임금은 낮은 반면 

고용 안정성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

”

단위: 천 명, %

종사자 

지위

종사자 수

전국 동 읍 면

합계
18,093 

(100)

14,691  

(100)

1,565  

(100)

1,836  

(100)

상용
11,345 

(62.7)

9,087 

(61.9)

983 

(62.8)

1,275 

(69.4)

임시·  

일용

2,297 

(12.7)

1,923 

(13.1)

184 

(11.8)

190 

(10.3)

자영

업자

2,884 

(15.9)

2,372 

(16.1)

266 

(17.0)

246 

(13.4)

무급

가족

738 

(4.1)

563 

(3.8)

84 

(5.4)

91 

(5.0)

기타
829 

(4.6)

747 

(5.1)

48 

(3.1)

34 

(1.9)

표 6.  동·읍·면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자료: 통계청(2000, 2011), 전국사업체조사

◦ 동지역에서 일하는 종사자(약 212만원)가 읍의 종사자에 비해 약 

1.15배, 면의 종사자에 비해 1.49배 많은 임금을 받음

- 모든 종사자 지위에서 읍·면지역 종사자는 동의 종사자에 비해 약 

80~90%를 받고 있으며, 임시 및 일용종사자보다 상용종사자 간 임

금의 차이가 더 큼

단위: 만 원/월

종사형태 전국 동 읍 면

전체 종사자 203.7 212.4 184.6 142.9

임금

종사자

상용종사자 235.9 240.2 218.3 189.9

임시종사자 113.1 113.8 110.4 107.7

일용종사자 115.8 119.6 109.3 93.9

비임금

종사자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347.3 355.2 324.9 271.3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63.6 181.3 148.9 117.2

표 7.  동·읍·면 종사자 지위별 월평균 임금

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된 값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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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종사자는 

근무환경과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 동지역의 종사자들은 읍·면지역 종사자들에 비해 ‘하는 일’, ‘임금’, 

‘직장에서의 장래성’ 면에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

역 종사자들은 ‘인사관리’, ‘복리후생’, ‘인간관계’, ‘근로시간’, ‘직장 

내 교육기회’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음

그림 2. 근로여건 분야별 만족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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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3. 농촌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

□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 개입이 이루어짐

◦ 전국적으로 산업 단지 조성, 산업 육성 및 구조의 개편, 기관 유치 

등의 정책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이외에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 및 6차 산업화와 관

련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단위: %

일자리 창출 정책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산업 단지의 조성 14.3 39.1 29.2

지역 여건을 활용한 산업 육성 및 구조의 개편1) 28.6 15.2 23.6

기업/연구소/공공기관 등 타 지역으로부터 기관 유치 14.3 17.4 12.5

취약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인) 및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28.6 6.5 13.9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
0.0 8.7 11.1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훈련) 지원 14.3 8.7 2.8

도시와 농촌 간 일자리 연계사업 0.0 4.3 2.8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가공, 

농촌관광 등 연계형 6차산업화
0.0 0.0 4.2

표 8.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정책

주: 산업육성 및 구조의 개편은 지역특화 산업, 지식기반산업, 녹색 산업, 창조 산업 등의 육성 정책을 포함하
고 있음

□ 농촌에서는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도농복합시와 군에서는 ‘예산지원’과 ‘지자체장의 사업 실행 의지’, 

‘지역 여건과 정책 간 부합성’, ‘담당 인력의 확충’ 등이 중요하다는 응

답이 많아 일반시에 비해 적극적인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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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예산 지원 및 

지자체장의 추진력에 

달려 있음

”

단위: %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국가 또는 도의 예산 지원 57.1 32.6 30.6

지자체장의 사업 실행 의지 14.3 28.3 23.6

지역 여건과 정책 간 부합성 14.3 19.6 19.4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 및 

담당 인력의 확충
7.1 13.0 18.1

지자체 내 예산의 확보 7.1 6.5 8.3

표 9.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 일자리가 증가한 부문의 증가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시와 군

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증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도농복합시에

서는 ‘기업의 창업 또는 이전’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단위: %

일자리 증가 요인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 내 기업의 창업 및 

타 지역으로부터 기업 유치/이전
14.3 45.7 23.6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증가
35.7 15.2 33.3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사회적 일자리 증가
7.1 15.2 20.8

기존 사업체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
14.3 10.9 5.6

영세 자영업 및 소상공인 증가 14.3 6.5 6.9

모든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 14.3 6.5 5.6

지역 SOC 사업 시행 0.0 0.0 1.4

파트타임 0.0 0.0 1.4

모름 0.0 0.0 1.4

표 10. 일자리 증가 요인

주: 지역의 총일자리 증감에 관계없이 일자리가 증가한 부문의 일자리 증가 요인임

□ 농촌에서는 제조업 이외에도 농림어업 부문 및 복지에 관련한 

공공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적합

◦ 농촌지역에서는 농림어업 외에도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중

이 높음. 이외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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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단위: %

일반시
도농

복합시
군

제조업 64.3 69.6 59.7

농업, 임업 및 어업 0.0 26.1 6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1 32.6 34.7

숙박 및 음식점 업 28.6 26.1 3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2.9 28.3 26.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3 10.9 2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9 17.4 11.1

교육 서비스업 7.1 19.6 11.1

건설업 7.1 23.9 6.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1.4 13.0 9.7

도매 및 소매업 28.6 10.9 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1 4.3 5.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3 6.5 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1 8.7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0.0 2.2 4.2

금융 및 보험업 7.1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 0.0 1.4

표 11. 지역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합한 산업

주: 3가지 중복 응답 가능 문항이기 때문에 합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사, 공단 및 정부 부처 산하기관과 협업 체계

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음

- 도농복합시와 군에서는 ‘지자체가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

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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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업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에 

맞는 자율적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단위: %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업 운영 50.0 30.4 34.7

지자체가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 7.1 21.7 19.4

지자체를 통한 지원 14.3 10.9 18.1

중앙 부처의 직접 지원 14.3 17.4 11.1

중앙부처 산하 기관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지원 7.1 13.0 11.1

공공기관이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 7.1 6.5 5.6

표 12.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체계

□ 농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문제로 제시

◦ 군에서는 ‘한시적 일자리의 문제’, ‘인력의 부족’ 등도 지역 일자리의 

문제점으로 제시됨 

단위: 명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 4 10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1 6 7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2 5 2 

지자체의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1 3 4 

취약계층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0 0 5 

실질적인 생계도움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1 1 3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1 2 2 

지자체는 한시적인 일자리의 비중이 크다 0 1 4 

일자리업무 추진에 창구일원화가 필요하다 1 3 1 

일자리 담당자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1 2 2 

농촌은 인력이 부족하다 0 0 4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제공에 지원이 필요하다 0 3 1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단기간 운영되어

소득증대가 미흡하다
1 3 0 

표 13.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선 방향

주: 개방형 질문이기 때문에 합계는 응답자 수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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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를 통해 

제조업과 

농립수산업을 함께 

육성한다면 농촌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4. 농촌 일자리의 정책적 시사점

□ 도시와 농촌 일자리 간 양적·질적 격차의 완화를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하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

은 미흡함. 특히 군지역에서는 일자리의 양과 질의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실제 평균 임금 등이 도시지역

보다 낮음

- 도시의 대기업 일자리와 농촌 일자리의 질적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볼 때 농촌지역 일자리에서 박탈감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촌지역의 여건에 맞춘 일자리 정책이 필요

◦ 군지역에서는 제조업과 함께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림어업의 일자

리 증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 

- 농촌지역에서는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지역 일자리 증가에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함 

- 즉, 농림어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율적

인 산업 분야가 될 수 있음을 시사

◦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현황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6차 산업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농림어업 종사자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촌지역에서는 

농림어업 생산물을 이용한 제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것이 농촌 전

체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농촌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농촌지역은 일자리 수는 증가하나 임금이 적은 한시적 일자리인 재

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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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여건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상향식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함

”

- 재정지원 일자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수단형 일자리이기 때

문에 임금이 적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큼

-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는 농촌 주

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상향식 계획으로의 개선이 필요

◦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조사됨 

-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 정부의 일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투입된 재정의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음

-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많은 

이유는 중앙 정부의 도시 위주 일자리 창출 정책이 군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임. 즉,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어

려움이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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