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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농가의 영농활동은 안정적 경영을 통한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농가는 농지·시설·가축·농기계 등 영농자산을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를 

시행한다. 그러나 농가의 자산 활용 결과로 나타나는 농업소득이 내외 여건 변

화와 농가의 경영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 기간 우리 농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과 농산물 시장 개방 

확 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교역조건 악화와 수익성 저하로 농

업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쌀 위주 생산에서 과일, 채소, 축산물 등 경

제성 높은 다양한 농산물로의 전환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농가는 새로운 수

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투자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농가의 자산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가의 자산 비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재무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고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농가 자산 활용 

실태 분석 결과를 토 로 농가경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

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및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주신 농업인과 자문 및 협조로 도움을 주신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이 연구의 결과가 농업인, 정책담당자, 학계 및 농업 부문 투자자 등 이

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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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영농활동에 한 재무 정보는 농가의 영농규모 확  및 축소를 위한 투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농

가경제에 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은 농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을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주로 농가의 소득 또는 영농규모의 크기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농가의 재무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농가의 

자산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연구는 기존의 농가 소득 

실태가 아닌 농가 자산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

고, 통계청 구분 방법에 따라 농가와 자산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농

가 유형별 분석을 위하여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농가의 자산 비 농업소득 비율(수익성) 4.5% 초과 여부에 따라 고성장 농가와 

저성장 농가로 구분하고, 농가의 자산 비 부채 비율(안정성) 55.0% 초과 여부

에 따라 저안정성 농가와 고안정성 농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자산 증가

율(성장성) 8.0% 초과 여부에 따라 고성장 농가와 저성장 농가로 구분하였다. 이

렇게 농가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8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수익 농가의 비중은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감소하

였고, 안정성이 높은 농가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농가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성장성의 경우 농가의 영농규모 확 를 

통한 자산 증가가 아닌 명목 가치의 상승을 통한 자산 가치 증가로 확인되었다.

요 약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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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가 자산 비 부채 비율로 본 농가의 안정성은 저안정성 농가가 2008

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의 2.0%로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기간 농정의 핵심 문제 중 하나였던 부채 문제가 더 이상 농가 전체의 문제

가 아닌 일부분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익성이 높은 고수익 농가 비중은 2008년 31.0%에서 2018년 25.1%로 감

소하였고, 고성장 농가 비중은 2009년 33.3%에서 2017년 38.3%로 증가하였

다. 그런데 고수익성-고성장성 농가 비중은 감소하고, 저수익성-고성장성 농가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성장성이 영농규모 확 를 통해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농지 등 자산의 명목 가치의 상승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다수 농가를 차지하는 저수익성 농가 중 성장성이 높아진 농가 분석 결과, 평

균 농지 소유 면적과 평균 경지 면적은 모두 감소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으로 고수익성 농가는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임차 농지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높은 농업소득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익성이 낮음

에도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으로 성장성이 높아진 농가가 다수이지만, 일부 농가

들은 농지 임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농활동에 임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농가의 투자 의향과 제약 요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가경제조사 자료만으

로는 한계가 있는 농가의 투자 기피 요인을 파악하였다. 농가의 영농확  여부에 

한 조사에서 투자자금 조달도 문제이지만 영농규모 확  의사 자체가 없는 경

우가 많았다. 다수의 고령화된 농가가 새로운 투자를 통한 영농규모를 확 할 계

획이 없다고 답하였다. 투자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농가의 고령화, 노동력 부

족, 안정적 노후생활 등 여러 요인이 농업 투자의 정체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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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리고 신규 투자 계획은 없지만, 다수 농가가 영농활동을 지속할 계획이

며, 그 이후 자녀의 영농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농가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농지가격과 농가의 농지 보유 및 상속 의지는 

신규 농가의 농지 취득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농가 자산 실태 분석 및 농가 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토 로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농가 자산 이용 측면에서 농지 유동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가 자산 이용 조사 결과, 다수 농가가 고령화되어 신

규 투자 의사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농지 유동화 정책이 활발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다. 농가 입장에서 농지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생산수단으로써 농지가 효율적으

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 젊은 농가들이 농업에 진입하는데 농지 취득이 큰 어

려움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영이

양 방식에 한 점검이 필요하다. 농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활발하게 경

영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지급 방식과 청산가격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농지 임 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고수익성 농가

는 농지 임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농활동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하

지만 지난 기간 농지의 임차와 영농규모는 감소하여 농가가 임차 농지 활용은 감

소하였다. 농지 임 차 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 농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농지 임 차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가가 임차할 수 있는 농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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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가의 재무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무 분석

과 재무제표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와 관

리회계 기준이 없다. 현재 농가의 재무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통계청 농가경

제조사가 유일하다. 그런데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되고 

각 항목 간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농가경제조사의 결과

를 검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농가 재무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회계기준과 재무성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농가의 영농활동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농협, 농산품품질관리원, 정부 등이 연계

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전문가 집단과 유관기관이 농가의 금융정보를 

표준화할 회계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영농활동에 

한 정보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무 분석을 통해 영농활동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농가 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농가경제를 소득분석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 자산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

별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 기간 동안 농가의 자산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머물렀으며,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또한, 농가 자산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병행되어 영농 특성별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도 계속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5년마다 표본이 교체되는 농가경

제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재무성과 지표를 활용한 연구도 주기적

으로 수행되어 농가경제의 변화를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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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Farm Asset Util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farming activities of farmers based on their asset 
utilization performance from 2008 to 2018. We used three criteria to 
analyze farm households: profitability, stability, and the growth rate of farm 
assets. They were categorized into highly profitable or slightly profitable 
farm households according to whether the ratio of agricultural income to 
assets (profitability) exceeded 4.5%. Also, farm households were divided 
into slightly stable or highly stable farms by 55.0% or more. In addition, 
farm households were divided into fast-growing or slow-growing farm 
households depending on whether the growth rate exceeded 8.0%. Thus, 
farm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eight categories according to the three 
criteria above mentio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roportion of highly profitable farm 
households decreased between 2008 and 2018, the proportion of highly 
stable farm households did not show much change, and the proportion of 
fast-growing farm households increased. However, concerning the case of 
growth, the value of the assets increased through the increase of nominal 
value, not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farming scale of the farm 
households. This is because the average farmland ownership area and the 
average land area of fast-growing farm households among slightly 
profitable farm households, which accounted for a large number of farmers, 
all decreased.

ABSTRACT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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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slightly stable farm households, evaluated by the ratio of 
debt to assets, remained low less than at 2.0 percent of the total between 
2008 and 2018. This result shows that the farm household debt problem, 
which had been one of the critical problems in the past, is no longer a central  
problem for the entire farm household economy, but a problem for few farm 
households.

The proportion of highly profitable farm households decreased from 31.0 
percent in 2008 to 25.1 percent in 2018. Meanwhile, fast-growing farm 
households increased from 33.3 percent in 2009 to 38.3 percent in 2017.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profitable and fast-growing farms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slightly profitable and ffast-growing farms 
increased. The growth of farm assets was not achieved through the 
expansion of farming scale, but by the rise in the nominal value of assets 
such as farmland and increased cash holdings. 

On the one hand, profitable farmers actively utilized rented farmland as 
well as their own farmland to earn high agricultural income and the return 
rate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although the average profitability of all 
farm households was low and many farms gained their growth from the 
increase in the nominal value of their assets, some farmers generated high 
profits by actively engaging in farming activities through renting farmland.

We surveyed farmers' willingness to invest and investment restrictions to 
identify reasons for farmers' reluctance to invest in based on the data from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Regarding the difficulties that 
farmers face in expanding farming, many farmers answered that the high 
cost of investment is the problem. However, in many cases, farmers h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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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of expanding farming scale. The majority of aging farmers did not 
plan to expand their farming size through new investments. In other words, 
it shows that many factors, such as the aging of farming households, labor 
shortage, and stable retirement life, as well as raising investment funds, are 
linked to stagnant agricultural investment. Even though they had no new 
investment plans, many farms planed to continue their farming activities. 
Also, many farms wanted to inherit farmland to their children regardless of 
whether their children engaged in farming or not. The increased prices of 
farmland and the willingness of farmers to own and inherit farmland suggest 
the difficulty of new farming households in acquiring farmland.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and task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farm assets and the survey results of farmers' intention to invest.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farmland 
liquidity policy in terms of the use of farm assets. The survey on farmers' 
willingness to invest and investment restrictions shows that many farmers 
plan to keep farmland and inherit it to their children, although they are aging 
and have no intention of making new investments.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policy of farmland liquidity works efficiently. Farmland is an 
essential asset for farming household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anagement transfer method, which is somewhat passive, given that 
farmland is not efficiently utilized as a means of production, and that 
acquiring farmland is one of the significant difficulties for young farmers to 
enter the farming industry. In terms of revitalizing the use of farmland, the 
pension scheme and liquidation price need to be reviewed in a way that can 
lead to the more active transfer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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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revitalization of the farmland lease system is necessary. 
Some highly profitable farm households increased their profitability by 
actively engaging in farming activities through leasing farmland. However, 
the rental and farming size of farmland decreased over time, which reduced 
the use of leased farmland by farming households. As a way to revitalize 
farmland leases,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transparently manage contracts for farmland leases that are 
customary at agricultural sites. This makes it easy for farmers to find 
farmland that can be rented out, a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m to 
conduct farming activities stably during the contract period.

Third, it is necessary to objectify the financial analysis and financial 
statements of farming households so that the financial status of the farming 
households can be effectively identified. There are no standardized 
agricultural financial statements and management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The only way to know the current financial situation of farming 
households is through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However, it has shortcomings such as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each item because no objective information is 
available to verify the outcome of the survey. Therefore, for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status of farming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ized accounting rules and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griculture and ensure 
objectivity. As a way to do this, there is a need for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onghyup),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nd the government, which have inform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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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ing households' farming activities, to collect and manage data together, 
and to set accounting standards which groups of experts and related 
agencies would standardize for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farm 
households. This allows information on farming activities to be more 
objective, information on farming activities can be provided through 
various financial analyses, and transparency in supporting farm households 
can be enhanced.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analyzed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utilization of farm assets, deviating from the approach centered on 
incom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how the utilization of assets in farming 
households has changed over a specific period and what it means. However, 
it is limited as it fails to provide what caused such change. Therefore, 
subsequent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for the analysis of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farming characteristics through on-site surveys so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esent measure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farm 
assets. Fina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which is done every five years, studies using various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need to be carried out periodically to 
provide a diversified view of changes in the farming househo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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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농가경제에 한 정보는 농가의 영농활동에 한 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 그리고 투자자의 농업에 한 자본공급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농가는 경영

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재무성과에 따라 투자의 확  및 축소를 결정할 수 있고, 

정부는 지원 상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자는 농업에 

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는 경제

적 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하다.

하지만 농가경제 분석 관련 선행연구는 농가의 소득과 부채의 총량을 분석한 

양적 연구가 부분이다. 그 결과,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농가 자산의 활용

을 기초로 재무성과 또는 경영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농가는 자산

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영농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자산의 성과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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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활동을 합리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경제 발전에 따라 차별화된 농가의 재무성과를 고려

한 연구도 활발하지 않았다. 농가별로 영농형태, 규모, 연령 등 특성이 다양하여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평균의 관점으로 농가경제를 나타내는 데 한계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개별농가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재무성과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농가경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가경제에 한 

단년도 분석이 아닌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농가경제 및 경영성과에 한 단기적 변화가 아닌 중기적 변화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농업인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가의 자산 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성과 지표를 이용해 농가의 영농활동 성

과(농업소득과 농가 자산)를 분석하고, 농가 유형별 자산 활용 실태와 변화를 파

악하는 데 기초하여 농가 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모색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농가 자산 활용 관련 연구는 농가경제의 일부분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현황,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농가 자산 및 부채의 활용 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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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한 분석보다 자산과 부채에 한 개별적인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왔다. 자산과 부채의 활용 관련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지만, 부채 분석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고 평균적인 농가를 상으로 하였다. 한편, 투자 연구는 농가의 

특성에 따른 투자 의향 및 규모 분석,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연

구, 농업 부문에 한 산업적 투자 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농가 자산 및 부채 관련 연구, 농업 투자 관련 연구, 농

업 부문 외의 자산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2.1. 농가 자산 및 부채 관련 연구

농가 자산 및 부채 관련 연구는 농가 자산 및 부채 현황 연구, 농가부채 책 연

구, 소득 결정 요인 연구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서종혁 외(1985)는 경제의 산업화에 따라 1980년  이후 농가의 부채부담이 

많이 증가한 것에 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한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가격 불안정, 농업기계화, 자본

지출 증 , 교육투자 등 소비지출은 농가의 부채부담을 증가시켜, 단기지급불능

에 처한 농가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그리고 농가의 자금차입 동기

를 소득과 소비, 이자율 변화 등 여러 원인에 따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정책

적으로는 농가부채에 한 상환 연기조치, 농외소득 개발, 소비금융 지원 확 , 

사채시장 축소 등을 제안하였다. 

박성재 외(1999)는 농가부채 현황을 분석하고,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시

장개방과 경쟁, 농업금융자금 공급 증가, 자본 집약적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자금흐름과 부채상환을 고려한 단기지급능력지표를 

이용하여 농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부채 책 현황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장기 농가부채 책 방향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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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스템 구축, 농가 경영 재건제도 도입, 농가 자산 및 농업 출채권의 유동화 

촉진 등을 제안하였다.

최재혁 외(2005)는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에 한 결정요인을 분석하

였다. 구체적으로 각 소득에 하여 농가 경영주의 학력, 성별, 전·겸업농, 입지, 

영농형태, 경지 규모, 축산 규모, 나이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

면 각 소득 항목에 하여 농가의 특성이 서로 다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의 특성에 따른 정책 응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특히 영농규모와 축산규모가 소득과 영농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농가마다 자산의 활용도가 다름을 보여준다.

김두년 외(2008)와 이정환(2009)은 농가소득 양극화와 농가소득 최하위계층

의 부채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농가부채 책이 소득

분배를 왜곡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응하여 부채문

제에 한 선별적 채무조정제도와 경영회생지원제도 등을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농가의 농지매각 등 자구적 노력과 이에 한 임차권과 환매권이라는 정

책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황의식 외(2008)는 부채 규모와 자산 비 부채 비율을 이용하여 농가를 유형

화하여 분석하고 정책 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농업소

득에 한 의존도가 높고 부채 문제가 심각한 전업농을 우선적 상으로 지원하

여 경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가부채

책특별법과 농가경영회생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전승훈 외(2016)는 농가의 자산·부채 구조 및 부채위험을 비농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가계자산조사’, ‘가계금융조사’, ‘가계금

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농가와 비농가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자산과 

부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채위험지표를 이

용하여 부채위험가구를 구분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농가와 

비농가의 자산·부채 구조가 다르고, 농가의 특성에 맞는 부채상환 책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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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우병준 외(2017)는 농가경제를 소득, 자산, 부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농가의 현황뿐만 아니라 연

령과 표준영농규모를 이용한 농가 유형별 소득·자산·부채 실태와 불평등도 등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가 계층에 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과 농가소득을 중심

으로 한 농가 유형 구분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강마야(2017)는 농가 유형에 따라 부채의 차이를 분석하고, 농가부채·농업용

부채·비농업용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농가의 

특성에 따라 부채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기존의 평균적인 농가부채 정책은 한

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 희 외(2018)는 재무지표를 이용하여 시장개방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

국 농가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다. 재무지표를 수익성, 유동

성, 효율성, 안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구조변화 검정(Break Point 

Tests)을 통하여 구조변화 시점을 추정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1990년  후반과 

2000년  중반에 농업의 구조변화가 발생하였고, 농업 수익성(자기자본수익

률, ROE)이 토지 가격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농업정책이 수익률 하락에 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농가의 재무성과 지표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Ahrendsen and Katchova(2012)는 미국의 농가경제 데이터인 Agri-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ARMS)를 이용하여 농가의 재무성과

를 평가하였다. 유동성(liquidity), 지불가능성(solvency), 수익성(repayment 

capacity), 효율성(financial efficiency) 등을 기준으로 재무성과 지표를 구분하

고, 이에 따라 농가의 재무성과 분포를 분석하였다. Hoppe(2014)는 Agri-

cultural Resrouce Management Survey(ARMS)를 이용하여 미국 농가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였다. 농가를 농업총수입(Gross Cash Farm Income)에 따라 유형

화하여, 이에 따라 농가의 영농형태, 품목, 경영주 특성, 재무성과 지표 등 다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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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을 하였다. Katchova and Dinterman(2018)은 신규농가의 재무성과를 

분석하고, 재무성과에 한 농가 특성과 신규농가 더미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2. 농업 투자 관련 연구

농업 투자 관련 연구는 개별 농가의 투자 규모 및 의향 등에 한 연구와 농업 

부문에 한 산업적 관점의 투자 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박준기 외(2010)는 농업투자 여건을 검토하고 전업농을 상으로 농가 특성

별 농업투자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내적·외

적 자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외적 자

본 제한 완화를 위한 사업성 중심의 자금 지원 평가, 농업정책금융공사의 도입, 

현행 농업정책자금 지원 방식의 개선, 자금공급 방식의 다양화, 농업법인 활성

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내적 자본 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농

가의 경영위험 관리 체계 마련, 재무관리 중심의 농업경영컨설팅 체계 구축, 농

가의 경영관리 능력 제고 등을 주장하였다. 

김미복 외(2014)는 농가의 부채 상황을 평가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

금(농신보)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정책금융 지원방식 

다양화, 기관별·기능별 역할 정립과 사업 종류 단순화, 경영회생지원사업 활성

화, 농업 부문의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한 농신보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금융기관

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황의식 외(2016)와 국승용 외(2017)는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 성장요인 분

석을 위하여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생산 요소별 변화율을 분석하고, 농가 유형과 

법인 유형별 성과 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농

수산업발전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 법인경영 확 를 위한 1호 법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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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급된 시설·장비에 한 정보 제공 및 임차를 통한 활용도 제고, 가산 금리

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금리 운용, 투자 펀드 결성, 농산업 투자 설명회 유치 등을 

제안하였다.

허정회 외(2017)는 우리나라 농업 부문 공공 R&D 투자의 현황, 생산성 효과, 

소득 분배 효과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증 를 위해 R&D 투자액의 증가가 꾸준히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R&D 스톡의 

효과가 농가 유형별로 다름을 보였다. 그리고 향후 R&D 투자 방향은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연구개발이 농정에 반영되고 구체화되는 체계 프로그램 수립 등을 제

안하였다. 

2.3. 농업 부문 외의 자산 관련 연구

농업 부문 외에서는 최근 경제적 양극화와 고령화를 고려한 가계의 자산 구성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윤경 외(2005)는 고령화와 저금리에 따른 가계의 순자산과 자산 배분 관계

를 연구하였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어 계층에 따라 위험자산, 실물

자산, 부채의 비중이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순자산 수준이 연령, 교육 수준, 

위험자산·실물자산·부채의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남상호(2015)는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도보다 자산 불평등도가 더 높고, 연

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산의 구성에서 생애주기가

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조세형 외(2017)는 인구 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계의 

저축률이 감소하고 위험자산에 한 투자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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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 활용 및 차별성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개념과 주요 지표를 이용하여 농가의 자산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자산의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

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농가

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한 후 농가소득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농가

소득 또는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

구는 농가의 영농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농가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징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시

각에서 재무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원인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농가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농가 자산 활용

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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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범위

이 연구의 상은 농가 자산 및 부채이다. 농가의 자산은 유동성 정도에 따라 고

정자산과 유동자산, 용도에 따라 농업용 자산과 비농업용 자산으로 구분한다. 부

채는 상환 시점에 따라 고정부채와 유동부채, 용도에 따라 농업용 부채와 비농업

용 부채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의 자산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두 가

지 기준을 모두 사용하여 자산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가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의미는 부채와 자기자본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산 활용 실태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활용 실태를 함께 고려한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자산 활용 실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재무성과

로 나타나는 자산 활용의 결과이다. 그리고 재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농업소득, 

농가 자산, 농가부채의 규모와 변화를 이용하였다. 농업소득 신 농가소득을 사

용할 수 있지만,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인 농업소득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농가

의 영농활동을 중심으로 자산 활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

하였다. 둘째, 농가의 자산 구성 및 농가 특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적 모습이다. 농

가의 자산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

서는 객관화된 수치를 최 한 이용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6년이다. 하지만 원자

료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재무성과 분석 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1년이다. 

마지막으로 농가 자산 및 부채에 한 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는 이 연구

의 목적이 아니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

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연관된 부분에 한정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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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과 방법

4.1. 연구 내용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 상 및 범위,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농가의 자산 운용과 방법에 해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

는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고, 농가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 방법과 재무성과 지표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농가 유형별 재무성과와 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제2장에서 제시

된 개념과 방법을 이용하여 농가 전체의 자산 운용 현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농

가의 재무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재무성과와 특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농가의 투자 의향과 제약요인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다. 그리고 제3장에서 실시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

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자산 활용의 시사점을 기술하고, 

농가 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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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위탁연구, 계량 분석,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후,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방법을 기존의 방식과 일관성이 

있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와 위탁연구 결과는 연구 방법론과 해외 사례

를 설명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GSnJ의 박성재 박사는 제2

장 농가 자산 운용 이론 및 분석 방법 고찰에서 농가의 투자수요와 자금 차입에 관

한 이론 부분과 제5장 시사점 및 검토과제에서 정책 시사점 부분에 참여하였고, 

고려 학교 한두봉 교수는 제2장 농가 자산 운용 이론 및 분석 방법 고찰에서 분

석방법과 제5장 시사점 및 검토과제에서 정책 시사점 부분에 참여하였다. 

농가 유형별 특성과 재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알기 어려운 농가의 투자 의향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계량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2월 3일

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농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인 1,600명 중에서 605명이 응답하였다(응

답률 37.8%).





제2장 

농가 자산 운용 이론 및
분석 방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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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자산 운용 이론 및
분석 방법 고찰2

1. 농가 자산 운용의 이론적 접근

농가는 농가 자산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다. 따

라서 농가 자산은 소득 창출의 도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농가는 생

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농가는 자

산 운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하고, 수익

성이 낮은 품목은 생산을 줄이거나 생산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농가는 생산능력

(노동력, 자산 등)을 고려하여 품목과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과가 자산

의 구성, 부채의 규모로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농가 자산 운용에 하여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하여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농가의 재무성과가 농가의 영농활동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인다. 하나는 

평균-분산 모형을 통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농가의 투자수요와 자금 차입에 

관한 이론이다. 두 접근 방법 모두 본질적으로 농가의 자산 운용 과정에서 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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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단지, 모형의 주요 변수가 다르기 때문

에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1.1. 농가 자산 운용에 대한 평균-분산(mean-variance) 모형

농가의 자산 운용은 포트폴리오이론의 평균-분산 모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Bodie et al. 2014). 농가의 영농활동을 통한 기  수익은 품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쌀과 양파 생산은 동일한 경지 규모에서 서로 다른 소득을 

가져온다. 또한 같은 쌀을 생산하더라도 기후에 따라 매년 생산량이 확률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2018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전국)에 따르면, 

10a당 쌀의 소득은 68만 원이지만, 양파는 107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2017년 

자료의 경우 쌀은 54만 원이고, 양파는 277만 원이다. 2017년과 2018년 사이 

쌀의 소득 변동률은 25.9%이고 양파의 소득변동률은 -61.4%로 차이가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각각 50%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상

황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에서 Y축은 품목 생산의 기 수익률을 나타내고, X축은 소득 변동

성을 의미한다.1) A, B, C 점은 동일한 농가 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기 수익률

(expected return)과 변동성(standard deviation)을 나타내는 점이다. 여기서 

B점은 쌀 생산을 의미하고, C점은 양파 생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A점은 생산 

신 자산을 매각한 후 그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였을 때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기

수익률은 양파 생산(C점)이 가장 높고, 쌀 생산(B점)이 그다음이며, 은행에 예치

하는 것(A점)이 가장 낮다.   

1) 수학적으로 기 수익률은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각 사건( )

에 한 확률을 의미하고 는 각 사건에 한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동성은 

 


 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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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품목별 기대수익률

자료: 저자 작성.

하지만 농가의 영농활동에 한 만족도는 기 수익률과 변동성에 한 농가의 

효용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농가의 효용함수는 농가의 변동성에 한 위험회피 

정도(risk averse)에 따라 단순히 수익성이 높은 품목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

라 수익성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림 2-2>에서 서로 다른 두 농가(농

가 1, 농가 a)의 무차별곡선을 각각 과 라 할 때, 농가 1(무차별곡선 )은 농

가 a(무차별곡선 )보다 변동성에 한 위험회피 정도가 크다. 한편 위험회피도

가 동일하게 변동할 경우 기 수익률이 높을수록 효용이 크다(>, > ).

그림 2-2  농가의 효용함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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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 따라 농가의 품목 선택은 달라진다. <그림 2-3>에서 위험회피

도가 높은 농가 1은 B점(쌀 생산)을 선택하지만, 위험회피도가 상 적으로 낮은 

농가 a는 C점(양파 생산)을 선택한다. 농가 1은 쌀 생산의 효용이 양파 생산의 

효용보다 높고(>), 농가 a는 양파 생산의 효용이 쌀 생산의 효용보다 높다

(>). 

그림 2-3  농가의 품목 선택

자료: 저자 작성.

이 모형은 농가마다 위험회피도에 차이가 있으면 품목 선택 등 자산 운용에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 속에서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낮고, 가족 

구성원이 많아 높은 소득이 필요한 경우 위험회피도가 낮을 수 있다. 이 경우 이 

농가는 쌀 생산보다 양파 생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 로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높고 소비 수준이 낮을 경우, 노동에 한 부담으로 위험회피도가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쌀 생산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그림은 

위험회피도가 높은 농가 1의 경우 C점을 선택하여 양파 생산을 하는 것보다 A점

을 선택하여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 효용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

로, 품목이 같더라도 농가의 차입 규모에 따라 이자 부담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

에 기 수익률과 변동성 등 변수의 값이 달라져 농가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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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가의 투자수요와 자금 차입에 관한 이론2)

농가경제는 생산을 이윤 또는 소득 극 화의 동기에 따라 결정하더라도 소비를 

통한 효용 극 화를 위해 투자와 자금차입을 한다. 농가는 지출행위를 함에 있어

서도 생산자금과 소비자금의 구분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하여 지출하

기3) 때문에 단순한 기업모형으로 농가경제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농가경제의 특성은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주체, 자금운용의 혼용성(fungi-

bility), 생산의 계절성과 수입 발생과 지출의 괴리, 낮은 자금회전율, 수입 변동

성과 높은 위험, 위험회피적 투자, 내적·외적 자본제한(credit rationing)4) 등 

다양한 개념과 용어로 설명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농가의 자산운용은 일반 기

업이나 가계와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된다.

여기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농가의 소득과 소비 및 자금차입의 의사결정이 어

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서종혁·박성재

(1985)는 농가의 자금차입과 부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자금차입의 동기를 소

득과 소비, 이자율 변화, 농업생산성 변화,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자금차입이 어

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농가자금관리의 계절성과 기 소

득과 실현소득의 차이에 따른 자금차입 행위를 설명하였다.

2) 본 절은 GSnJ 박성재 박사가 위탁연구로 수행한 “농가 자산 운용 실태와 정책 과제”를 재정리한 내용

이다.

3) 이를 자금의 혼용성(fungibility)이라고도 한다.

4) 박준기 외(2010)는 농업 부문에 한 자본공급 제한을 농가 스스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는 내적 자본제한과 금융기관의 농업 부문에 한 자금 공급 기피로 인한 발생하는 외적 자본제한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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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농가의 소득·소비와 자금차입 결정

이 모형에서 농가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에 투입하고 거

기에서 얻는 소득으로 소비를 한다. 농가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생산(소

득)과 미래의 생산(소득)을 결정하고 거기에 더하여 다른 사람의 소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2-4>에서 농가가 보유한 전 자원을 현재에 투입하면 소득 
를 얻을 수 

있고, 반 로 전 자원을 미래에 투입하면 현재 소득은 없고 미래 소득은 
이 된

다. 따라서 


은 농가의 기술로 획득 가능한 현재와 미래의 생산가능곡선이다. 

이때 생산가능곡선의 한계전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MRT)이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상 가격선 이 일치하는 점 P에서 생산균형이 이

루어진다. 하지만 농가의 소비효용함수는 무차별곡선 으로 소비균형점은 가 

된다. 따라서 이 농가는 현재의 소비를 생산균형인 에서 만족하지 않고 로 확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에 불과하므로 모자라는  = B만큼을 빌려서 소

비를 확 해 효용을 극 화한다. 신에 미래 소비는 으로 줄이며, 이를 위해 

미래소득 중 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그림 2-4  농가의 소득·소비 및 자금차입

자료: 서종혁·박성재(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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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생산·소비·차입을 중심으로 농가의 경제 활동을 설명한다는 점에

서 수익성과 변동성을 중심으로 농가의 품목 선택을 설명한 평균-분산 모형과 

차이가 있다.

1.2.2. 이자율 변동과 자금차입

<그림 2-5>에서 이자율이 올라가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상 가격이 

에서 ′′로 변한다면 현재 소비를 늘리는 것은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

라서 새로운 소비균형점은 ′로 이동하게 되어 현재 소비의 증가량은 많지 않

고, 미래 소비는 더 크게 줄어든다. 즉, 이자율의 변화는 농가의 상환부담을 변화

시켜 생산과 소비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림 2-5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자금차입의 변화

자료: 서종혁·박성재(1985).

1.2.3. 생산성 변화와 자금차입의 변화

<그림 2-5>에서처럼 농업기술 변화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여 현재와 미래 생

산가능곡선은 


에서 


′로 이동하게 되면 현재의 소비와 자금차입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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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상 가격은 종전과 같은 의 기

울기를 갖고 있다면 새로운 생산균형은 ′로 이동하고 소비균형은 ′이 된다. 

그 결과 농가는 현재의 소비를 더 늘려서 ′만큼 소비하더라도 미래소득이 늘어

남으로써 미래 소비 역시 에서 ′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균형으

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수준을 에서 ′로 줄이고 여기에 투입된 자

원을 미래생산에 투입시켜야 하며, 늘어난 소비와 줄어든 생산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 차입은 B에서 B′로 증가한다.

 부채차입으로 생산(소득)을 늘리고 소비도 늘릴 수 있게 된다고 판단할 경우 

농가는 부채차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그림 2-6  농업생산성 변화와 자금차입

자료: 서종혁·박성재(1985).

1.2.4. 농가 소비 태도의 변화와 자금차입의 변화

<그림 2-7>은 농가가 현재 소비보다 미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무

차별 곡선이 에서 로 이동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현재 소비를 하는 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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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소비를 더 늘리게 되어 소비균형점은 현재보다 좌측에 위치하게 되고, 자금 

차입의 규모도 줄이게 된다.

농가가 현재 소비보다 미래 소비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균 노후 생존 기간이 크게 늘었다는 새로운 

정보를 듣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거나, 현재의 소비가 과소비여서 현명하지 않

은 선택이었다고 반성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림 2-7  농가 소비 태도의 변화와 자금차입

자료: 서종혁·박성재(1985).

1.3.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두 이론적 접근은 농가의 영농활동이 수익성, 변동성, 자금차

입 수준, 이자율, 소비 태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다. 그 결과, 이러한 요인은 농가의 자산 활용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농가의 자산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성과와 농가의 특성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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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해 다양한 

지표 중에서 자산의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농가를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농가

의 특성을 파악한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산 활용 실태 분석은 자산 및 부채의 구성 분석, 재무성과 지표 분

석, 농가 특성 분석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림 2-8  자산 활용 실태 분석 방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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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가 자산 및 부채의 구성 분석

농가 자산 활용 방식은 농외활동 증가에 따른 겸업농가 비중 증가, 품목 다양

화에 따른 영농형태의 다양화, 고령화, 차입 구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구성과 구조가 변한다. 그 결과, 농가의 자산 활용과 수성은 

농가마다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이 절에서는 농가 자산과 부채의 구성과 정의를 간단히 살펴본다. 이러한 구성

과 정의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방식을 따랐다. 따라서 농가경제조사에 해 

간단히 알아본 후 농가 자산과 부채에 해 설명한다.

2.1.1.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는 통계청에서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개선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조사된다.5) 

농가경제조사의 주요 특징은 표본조사이며, 조사 주기는 1년으로 매년 발표

된다. 조사항목으로는 가구원현황, 가구 특성, 작물재배현황, 농작물 수입, 가축

사육현황, 소동물 구입 및 판매, 농업잡수입, 농업외수입, 농업외지출, 농업지

출, 농업노동 투입내역, 가계지출, 토지, 건물, 기계·기구·비품, 식물, 무형자

산,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부채, 금융자산 등 농가경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본은 매 5년마다 농업총조사의 결과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교체되는 패널

조사이며, 표본 규모는 2017년까지 3,371개 조사구에서 2,600개 농가(2인 이

상 농가 2,500개, 1인 농가 100개)를 상으로 하다가 2018년부터 1,474개 조

사구에서 3,000개 농가(2인 이상 농가 2,900개, 1인 농가 100개)로 개편되었

다. 분석 기간 동안 자료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는 제외하

5) 통계청. 2016. 『농가경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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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은 이중추출(Double Sampling)과 층화추출법

을 사용하고 있으며, 1단계 조사구 추출과 2단계 층화기준 추출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층화기준은 영농형태 및 전·겸업 특성을 이용하여 12개 층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에서 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

고로 이 기간 동안 2번의 표본교체가 이루어졌다(2013년, 2018년). 5년마다 농

업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본이 교체됨에 따라 구표본과 신표본 간 시계열 단

층이 발생하며, 농가경제조사는 농가소득 파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득, 지

출, 자산, 부채 항목 중 자산과 부채에서 단층이 발생할 수 있다.

2.1.2. 농가 자산의 구성

농가 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고정자산

은 토지, 건물, 구축물, 동물· 식물 등과 같이 1회의 생산과정(1년 동안)에 전

부 소모되어 생산물로 투입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자산이

다. 유동자산은 단기간(보통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고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과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으

로 구분된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동물, 식

물 등이 있고, 무형자산에는 실체적 형태 없이 농가의 자산을 형성하는 경작권, 

영업권, 어업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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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농가 자산 항목과 구조

구분 정의

농가
자산

고정자산
유형자산은 토지, 기계·기구·비품, 동·식물과 같이 1회의 생산과정(회계기간 : 
1년) 동안에 전부 소모되어 생산물로 전화(轉化)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생산과
정에 투입되는 자산

　

유형자산

　

토지 농가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토지(경지, 임야, 지 등)

건물 및
구축물

농가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농가주택, 헛간, 창고, 퇴비사, 유리온실, 각종 구
축물 등의 농업용, 겸업용, 가계용 및 기타 건물 등

기계·기구
농가가 소유하거나 임차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및 기타용 기계·기
구·비품

식물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심은 과수, 뽕나무, 관상수 등 일체의 다년생 목본성 식물
과 비농업용 식물 등

동물
한육우(송아지, 육성우, 성우), 젖소(송아지, 성우), 돼지(자돈, 성돈), 기타(염소, 말, 
노새, 당나귀, 산양, 면양, 타조, 사슴, 꿀벌, 개)는 성축 가격이 10만 원 미만이더라
도 동물로 조사하고, 그 외에는 성축 가격이 마리(군)당 10만 원 이상인 동물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형태를 갖추지 않고 농가의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권, 영업
권, 어업권 등

유동자산

　

재고자산
당해 회계연도에 생산하여 기간 동안에 부분 처분이 되는 농산물과 1회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그 가치가 생산물로 거의 모두 전화(轉化)되는 생산자재(生産資
材) 등

　

소동물
산란계(성계, 중․초생추), 육계, 및 동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동물(토끼,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오골계 등)

미처분
농축산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종자용이나 사료용으로 보관 중인 양도 포함)의 
연초 및 연말 재고량

미사용
구입자재

연초 및 연말을 기준으로 농가가 구입한 농업용 자재(비료, 농약, 종묘, 사료 등) 중 
사용하지 않은 것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자체로서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
로의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투입될 수 있는 현금과 예금, 미수금 등의 금융자산

　

현금 보유 현금

예금 예금계 및 저축성 보험금, 부금, 주식, 공․사채, 투자신탁, 기타 유가증권 등

미수금 
및 
선급금

미수금: 물품을 팔았으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
선급금: 물품을 받지 않고 미리 지급한 금액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kosis.kr). 검색일: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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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생산과정을 통해 처분되거나 생산과정에 투입되

는 재고자산과 생산과정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

자산으로 구분된다. 재고자산은 소동물, 농축산물, 농업생산자재로 구분되며, 

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미수금 및 선급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농가 

고정자산은 용도에 따라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으로 구분된다.

2.1.3. 농가부채의 구성

농가부채는 여러 기준에 따라 조사되고 있다. 종류에 따라 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으로 구분되고, 성질에 따라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로 나뉜다. 또한 차입처

별로 금융기관과 개인 등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

타용으로 구분된다.

표 2-2  농가부채 항목과 구조

구분 정의

농가
부채

종류

차입금 정부, 각종 단체, 지방공공단체, 농협, 은행, 거래처, 개인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미불금 및 선수금
미불금: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구매한 경우 향후 지불해야 할 금액
선수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금액

성질
고정부채 부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유동부채 부채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미불금, 선수금

차입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한 부채

개인 등 개인 등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

용도

농업용 농업 활동을 위한 부채

가계용 가계 활동을 위한 부채

겸업용 농업 이외의 영업활동을 위한 부채

기타용 그 외 용도를 위한 부채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kosis.kr). 검색일: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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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농가 자산의 주요 특징: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는 농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자산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

지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농지는 일반적인 자산과 다른 여러 가지 자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용택 

2015). 첫째, 건물,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등 일반적인 고정자산은 매년 감가

상각되거나 소모되어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농지는 소모되거나 

감가상각되지 않는 영구적 자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농업경영의 3

요소인 노동력, 토지, 자본 중에 노동력과 자본은 이동 가능하지만 농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셋째, 농지 면적은 인위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개간 또

는 간척을 통해서 농지를 개발할 수 있지만, 비용과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농가 

차원에서는 개간 또는 간척은 소유권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렵고, 타인

의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해야 면적을 늘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지의 입지와 

면적이 고정된 특성으로 인해, 토양의 상태, 기후 조건, 기상재해의 위험이 농지

마다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농지의 생산성과 연관된 비옥도나 수리 등은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농지는 자연적 특징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 이용, 보전 등이 정해져 

있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농지법｣6)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농업

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

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 환경 보전 등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농지는 기본

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농업인 외에는 소유할 수 없지만, 상속 등 여건 변화

에 따른 예외적 규정에 의해 비농업인의 소유가 확 되고 있다(채광석 외 2019). 

그리고 현실 속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임 차는 개인 간의 거래와 한국농어촌공

6) ｢농지법｣에 따르면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있거나,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

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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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임  또는 사용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지에 한 비농업

인의 투기적 목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을 하고,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

고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전용하는 경우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농지는 이용에 따라 수익성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품목, 경영비, 시

설에 따라 같은 규모의 농지에서도 수익성이 다르다. 통계청의 2018년 농산물생

산비통계에 따르면, 10a당 논벼 순수익은 3만 8천 원이고 소득은 68만 3천 원이

다. 반면 고추의 순수익은 167만 8천 원이고 소득은 406만 2천 원이다. 축산의 

경우 한우 번식우는 마리 당 순수익이 42만 5천 원, 소득이 108만 원이다. 비육돈

은 마리당 각각 4만 8천 원, 6만 3천 원이다.

2.2. 재무성과 지표 분석

재무성과 지표(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는 재무 정보(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예를 들면 기업의 경영 상태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한다. 여기서 재무 정보란 기업의 일정 기간 경영실적과 재무 상

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한다.7)

 재무성과 지표는 연구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Kohl 

and Wilson(1997)과 Ahrendsen et al.(2012)에서는 유동성(liquidity), 지불

능력(Solvency), 수익성(Profitability), 상환능력(Repayment capacity), 효

율성(Financial efficiency)으로 구분하였다. 정 희 외(2018)는 재무성과 지표

를 수익성, 유동성, 효율성,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매

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기준으로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7) 이 연구는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농가의 경영 상태 및 경

영정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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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요 재무성과 지표

구분 지표

상환능력
(Repayment Analysis)

부채상환능력(Capital debt repayment capacity), 소득 비 이자 비용(Debt 
payment/ Income) 등

유동성
(Liquidity Analasis)

유동비율(Current ratio), 운전자본(Working Capital) 등

지불능력
(Solvency Analyis)

자산 비 부채 비율(Farm debt-to-asset ratio), 부채 비율(Farm equity-to
-asset ratio) 등

수익성
(Profitability Analysis)

농업소득(Net farm income), 자산수익률(Rate of return on farm assets) 등

효율성
(Financial Efficiency)

자산회전율(Asset turnover rate),
감가상각 비율(Depreciation expense ratio) 등

자료: Kohl and Wilson(1997); Ahrendsen et al.(2012).

이 연구에서는 재무성과 지표 중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세 가지 기준으로 농

가를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기준 중 표적인 지표를 하나씩 선정하여 사

용하였다. 

세 가지 기준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정책적 관점에서 안정성(농가부채 문제), 

수익성(청년 농업인 육성 문제, 농업소득 문제), 성장성(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년농은 적극적인 영농활동으로 

인해 성장성은 높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은 낮을 수 있다. 반면, 고령농은 보수적

인 영농활동으로 인해 성장성과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성은 높을 수 있고, 장년

규모 농가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추

론에 하여 농가의 재무성과 실태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농가의 특성 

및 자산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적 관점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Business Valuation)에서도 현재

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은 중요 재무지표이다. 한국은

행에서는 기업경영분석보고서에서 매년 말 전년도 자료를 토 로 여러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하여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러한 방법을 통해 농가의 경영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34   ❙

그림 2-9  농가 유형화 기준

자료: 저자 작성.

Kohl and Wilson(1997), Ahrendsen et al.(2012), Hoppe(2014) 등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기준과 지표를 통하여 농가를 분석하고 있다.8)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세 가지 기준과 그에 따른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재무성과 분석의 기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계점이 존재함을 밝혀둔다. 

향후 연구 과제로 추가적인 지표의 선정과 분석을 통해 개별 연구 목적에 따른 분

석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자산회전율(Asset 

turnover rate)은 농가의 자산 비 매출액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규

모 투자가 필요한 농업의 회수 기간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부채 

비 소득 비율은 농가의 단기 상환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2.1. 수익성(Profitability) 지표

농가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연구에서는 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ROA)을 이용하였다. 자산수익률(ROA)은 농가가 보유한 총자산에 한 

8) 농가 단위 재무 분석이 활발한 미국에서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한두

봉 교수가 수행한 위탁연구 “미국의 농업 재무 분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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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비율로 측정되며, 다음의 공식을 통해 얻어진다: 

자산수익률 농가 자산
농업소득

× 

자산수익률을 통하여 농가 자산의 농업 활동에 한 수익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이 높은 상황 속에서 농업 수익성이 높은 농가의 특성

과 자산 활용 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 

2.2.2. 안정성(Solvency) 지표

농가의 재무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산 비 부채 비율(Debt to Asset 

Ratio, DAR)을 사용하였다. 자산 비 부채 비율(DAR)은 자산 비 부채의 비

율로 측정되며, 다음의 공식을 통해 얻어진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농가 자산
농가부채

× 

자산 비 부채 비율을 통하여 농가의 자산에 한 부채의 비중을 알 수 있으며, 

농가 경영의 위험에 한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2.3. 성장성(Growth) 지표

농가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총자산증가율(Total Asset Growth Rate, 

AG)을 사용하였다. 총자산증가율(AG)은 전기 총자산 비 당기 총자산의 증가 

비율로 측정되며, 다음의 공식을 통해 얻어진다: 

총자산 증가율 전기 농가총자산
당기 농가총자산

× 

농가 총자산증가율을 통하여 농가의 자산 규모 증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36   ❙

2.3. 농가 특성 분석

이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조

사에서 사용하는 농가 구분에 따라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2-4> 참조). 

예를 들면, 농가는 전·겸업, 주·부업, 영농형태, 경지 규모, 연령,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 구성원의 농사 이외의 활동기간(연간 30일 이상), 농업

총수입과 농업외수입 규모에 따라 전·겸업 농가로 구분된다. 또한 경지 규모, 농

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 규모에 따라 주·부업 농가가 나누어진다. 

그리고 농업총수입이 가장 큰 품목에 따라 농가의 영농형태가 다르고, 농가의 경

지 규모, 연령 , 가구원 수에 따라 농가가 구분된다.

표 2-4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농가 유형 구분

구분 정의

전·겸업

전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 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겸업수입 및 사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2종 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농가

주·부업

주업농가
경지 규모가 30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농축산물 판
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전 문
주업농가 중 경지 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일 반
주업농가 중 경지 규모가 3ha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부업농가
경지 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영농형태

논벼농가 농업총수입 중 미곡수입이 최 인 농가

과수농가 농업총수입 중 과수류수입이 최 인 농가

채소농가 농업총수입 중 채소류수입이 최 인 농가

특작농가 농업총수입 중 특용작물수입이 최 인 농가

화훼농가 농업총수입 중 화훼수입이 최 인 농가

전작농가 농업총수입 중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수입의 합이 최 인 농가

축산농가 농업총수입 중 축산수입이 최 인 농가

기타 농가 이외 기타 농산물(묘, 볏짚 및 농업부산물, 양잠 등) 수입이 최 인 농가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kosis.kr). 검색일: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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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유형별 자산 활용 실태3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자산 활용 실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농가 유형

별 자산 활용 실태를 분석한다. 분석에 앞서 농가경제 현황에 해 간단히 살펴본다.

1. 기본 현황

1.1. 농업소득 및 자산 변화

농업소득은 2003년에서 2018년 사이 연평균 1.3%의 낮은 성장률로 증가하였

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농가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은 2003년에서 2018년 사이 39.3%에서 30.7%로 하

락하였다. 농가의 농업에 한 의존도가 하락하고 있다.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연평균 4.2% 성장하여 농가소득보다 빠르게 증

가하였다. 그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비 농가소득은 2003년 76.4%에서 

2018년 64.9%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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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가소득, 농업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www.kosis.kr).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농가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기하평균 증

가율)은 6.1%, 농가부채의 증가율은 1.5%로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부채 증가

율보다 높다. 이에 따라 농가 순자산(=자산-부채)은 연평균 6.6%로 증가하였다. 

농업소득이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3% 증가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농가 자산

이 농업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3-2  농가 자산 및 부채 추이(2003~2018년)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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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무성과 변화

농업소득에 한 자산수익률은 2003년 5.2%에서 2018년 2.6%로 감소하였

다. 참고로 농가소득에 한 자산수익률은 같은 기간 13.1%에서 2018년 8.5%

로 하락하였다. 

농업소득에 한 자산수익률과 만기 1년 통화안정증권9) 수익률을 비교하였을 

때 그 격차는 2003년 0.7%에서 2018년 0.7%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

만 연도별로 비교하였을 때 농업소득의 자산수익률보다 통안증권 수익률이 높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농가의 농업소득에 한 자산 수익률이 높은 

편이 아님을 보여준다. 참고로 농가소득에 한 총자산수익률은 통안증권 수익

률보다 높다. 하지만 그 격차는 2003년 8.7%에서 2018년 6.6%로 감소하고 있

으며, 연도별로 보았을 때 그 격차가 2007년에 2.9%까지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 

농가소득의 농가 자산에 한 수익률이 항상 통안증권의 수익률보다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림 3-3  농가 자산 수익성 추이(2003~2018년)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9)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여기에서는 무위험 자산율의 지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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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자산 비 부채비율은 2003년 

13.0%에서 2018년 6.7%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

지조사 결과 2018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비 부채 비율이 

18.1%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한국은행 

2017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법인기업의 차입금의존도(차입금+회사채/총

자본)는 28.8%이고 부채 비율(부채/자기자본)은 114.1%이다. 따라서 농가의 

타인자본을 이용한 자산 형성 비율이 가계와 기업을 함께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  농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추이(2003~2018년)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농가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자산증가율은 2018년 -2.0%로 

2004년 19.1%에서 감소하였다. 2017년 총자산증가율이 6.7%인 것을 고려하

였을 때 2018년 결과는 2008년과 2013년의 결과와 같이 표본교체에 따라 일시

적으로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림 3-5>는 농가의 총자산증

가율이 2010년  이후 그 전과 비교하여 증가폭이 둔화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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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농가 총자산증가율 추이(2003~2018년)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1.3. 농가 자산 구성 및 특성 변화

1.3.1. 농가 자산 구성 변화

2003년과 2018년 사이 농가 자산은 연평균 6.1%로 증가하였다. 이 중 고정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5%이고 유동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고정자

산이 유동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자산 중 고정자산의 비율은 

81.1%에서 85.9%로 상승하였고, 유동자산의 비율은 18.9%에서 14.1%로 하

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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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항목별 농가 자산 추이(2003~2018년)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

계

고정자산 유동자산

소계 토지 건물, 구축물 등 대동물,
대식물

무형
자산

소계 재고자산 당좌자산

2003 205 166 99 51 16 0 39 5 34

2004 244 194 122 55 16 1 49 5 44

2005 298 238 159 60 17 2 60 5 54

2006 357 285 201 64 17 3 72 5 67

2007 396 316 228 69 16 3 80 6 75

2008 341 284 198 74 10 1 57 5 52

2009 358 290 202 74 12 2 68 5 63

2010 372 289 202 74 12 2 83 5 78

2011 387 296 208 74 12 2 92 6 86

2012 408 310 223 73 12 2 98 6 92

2013 401 330 224 91 14 1 70 5 65

2014 432 350 241 92 16 1 82 5 76

2015 454 359 253 88 16 2 95 6 89

2016 474 368 262 88 17 2 106 5 101

2017 506 387 281 88 16 1 119 5 114

2018 496 426 286 118 18 4 70 4 66

주: 건물, 구축물 등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비품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그림 3-6  농가 자산 추이 및 고정자산(좌)과 유동자산(우)의 비중

단위: 백만 원,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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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중 토지의 가치는 2003년 9천 9백만 원에서 2018년 2억 8천 9백만 

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하였다. 또한 고정자산 중 토지의 비율은 2003년 

59.6%에서 2018년 67.1%로 증가하여 농가의 자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농가의 토지 자산에 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농가 자산 중 토지 규모는 2018년 10,121(1.0121ha)로 2003년 13,581

(1.3581ha)에 비해 25.5% 감소하였다.

그림 3-7  농가 자산 중 토지 비중(좌)과 토지 면적(우)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농가의 토지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 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48.3%에서 2018년 57.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기간 지

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농가 토지 1당 가격이 2003년 7천 원에서 

2018년 2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1ha로 환산하였을 때, 농가 토지 

1ha당 가격은 2003년 7천만 원에서 2018년 2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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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토지 1당 가격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농가 자산 중 토지가격을 제외한 고정자산 규모는 2003년부터 2018년 사이 

연평균 5.0% 상승하였다. 하지만 동일 표본 기간 동안(2003년~2007년, 2008

년~2012년, 2013년~2017년) 농가 고정자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증가폭이 

뚜렷하지 않아 농가의 고정자산에 한 투자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  농가 자산 중 토지 제외 고정자산 규모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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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토지면적은 농지와 비농지10)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농가의 농지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데 한계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의 토지 면적을 농지와 

비농지로 구분하고, 실제 경지면적(자경+임차)과 소유면적(자경+임 )을 고려

하여 분석하였다.

농가의 평균 토지 규모는 2018년 10,121이다. 이중 소유 농지는 7,856

이고, 경지 농지는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12,315이다. 2008년과 비교하여 

농가의 소유 면적과 경지 면적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임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

였다.

표 3-2  토지 사용 현황

단위:  , %

구분 토지
농지

비농지
농지
비율
(%)

경지
농지(A)

소유
농지(B)

경지
(A)/

소유(B)자경 임차 임대

2018 10,121 6,680 5,635 1,176 2,265 77.6 12,315 7,856 1.57

2008 12,210 7,584 6,082 974 3,652 70.1 13,666 8,558 1.60

주: 농지는 토지 중 논, 일반 밭, 과수원, 묘포만을 포함하고, 임야· 지·기타는 제외함. 소유농지는 자경지와 

임 지의 합이고, 경지농지는 자경지와 임차지의 합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www.mdis.kostat.go.kr).

2018년 농가의 토지가격(공시지가)은 평균 2억 8천 6백만 원 수준이다. 그중 

소유 농지의 가격은 약 2억 9백만 원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한다. 단위면적 

당 가격은 2018년 1당 소유 농지가격은 3만 8천 원이며, 자경농지와 임 농

지의 1당 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자경농지의 가격은 4만 원이고 임 농지의 

가격은 3만 5천 원으로 자경농지의 가격이 약간 높다.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토지의 가격은 총 45.2% 상승하고, 농지의 가격은 

총 37.5% 상승하였다. 따라서 농가의 토지 자산 중 비농지의 가격 상승이 더 높

10) 농가경제조사의 토지는 논, 일반 밭, 과수원, 묘포, 임야, 지, 기타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

를 농지(논, 일반 밭, 과수원, 묘포)와 비농지(임야, 지, 기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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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1당 소유 농지가격은 이 기간 동안 65.2% 상승하였다. 이는 농지

의 자산 증식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농업인 자격 요건인 최소 1,000(10a 또는 0.1ha)의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공시지가 기준 2018년 최소 3천 8백만 원(=1,000 ×3만 8천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11) 최소 5천 8

백만 원(=3천 8백만 원×148%)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2008년 농업인 자격 요

건을 위한 농지 구매 평균 비용이 최소 2천 3백만 원이 필요한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농지가격 인상은 기존 농지 소유자에게는 자산 증가 

효과가 있지만, 새로 진입하는 창업농에게는 농지 구입에 한 부담이 심화되는 

효과가 있다.

표 3-3  토지 가격 현황

단위: 백만 원, 천 원

구분
토지
(A)

농지(B) 농지 
비중

(B/A)

1당 
소유 농지가격

(천 원)

1당 
자경농지가격

(천 원)

1당 
임대농지가격

(천 원)자경 임차 임대

2018 286 180 - 29 73.1 38 40 35

2008 197 133 - 19 77.2 23 24 24

주: 농지는 토지 중 논, 일반 밭, 과수원, 묘포만을 포함하고, 임야· 지·기타는 제외함. 소유농지는 자경지와 

임 지의 합이고, 경지농지는 자경지와 임차지의 합임. 농가마다 경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측값을 고

려하여 항목별로 따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www.mdis.kostat.go.kr).

추가로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

며,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농지가격 상승률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

역별로 농지 활용과 농가의 자산 수익률 차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도

시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농지를 단순히 생산수단

11) 농지 실거래가 동향 분석 결과(농지은행처, 2014)에 따르면 2014년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148% 

수준이며, 지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논은 119.2%, 밭은 192.5%, 과수원은 140.3% 수준이다.



농가 유형별 자산 활용 실태❙   49

으로만 보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농지가격 또한 지난 기

간 가격 상승률이 높아 농업에 한 진입 장벽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지역별 1당 농지가격 변화

단위:  , %

구분 2008년 2018년 2008~2018년 변화율

부산광역시 94 133 41.5

구광역시 57 75 31.6

인천광역시 38 91 139.5

광주광역시 27 74 174.1

전광역시 99 37 -62.6

울산광역시 43 61 41.9

세종특별시 - 108 -

서울특별시 등 도시 지역 평균 55 76 38.2

경기도 58 79 36.2

강원도 21 33 57.1

충청북도 18 33 83.3

충청남도 20 31 55.0

전라북도 12 18 50.0

전라남도 9 16 77.8

경상북도 15 24 60.0

경상남도 21 43 104.8

제주특별자치도 28 69 146.4

평균 23 38 65.2

주: 서울특별시 등 도시지역은 농지는 토지 중 논, 일반 밭, 과수원, 묘포만을 포함하고, 임야· 지·기타는 제

외함. 소유농지는 자경지와 임 지의 합이고, 소유 농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www.mdis.kostat.go.kr).

농가 고정자산을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으로 구분하였을 때, 농업용 

고정자산의 비중은 55.9%로 2003년 59.7%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반면, 겸업

용 자산과 기타용 자산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농가 자산의 비농업용 활용이 높아지는 것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농가의 겸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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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농가 고정자산 용도별 추이(2003~2018년)

단위: %

주: 농업용 고정자산에는 동물과 식물의 가격을 추가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유동자산 중 현금성 자산인 당좌자산은 2003년 3천 4백만 원에서 2018년 6

천 6백만 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좌자산의 비중은 

87.2%에서 94.3%로 많이 증가하였다. 

농가 고정자산 중 토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동자산 중 현금성 자산인 당좌자

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지의 면적 

감소와 현금 보유 증가는 농가의 투자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3-11  자산 대비 당좌자산 비율(좌)과 유동자산 대비 당좌자산 비율(우)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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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농가부채 구성 변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농가부채는 연평균 1.5% 상승하여 같은 기간 동안 

6.1% 상승한 자산의 상승률보다 낮다. 또한 같은 기간 농가소득 상승률인 3.0%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농업소득 상승률인 1.3%보다는 높다. 농가부채 

증가율이 농업소득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은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농

업소득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표 3-5  농가부채 추이(2003~2018년)

단위: 백만 원

연도

부채

계

종류 장단기 차입처 용도

차입금 미불금
고정
부채

유동
부채

금융
기관

개인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2003 27 26 1 22 5 24 3 17 6 2 1

2004 27 26 1 22 4 23 4 17 6 1 2

2005 27 26 1 22 5 23 4 16 7 1 3

2006 28 26 2 24 5 23 5 16 7 2 3

2007 30 27 2 24 6 24 6 16 8 2 4

2008 26 24 1 21 5 22 4 14 6 3 3

2009 26 25 2 21 5 21 5 13 7 3 3

2010 27 25 2 22 5 22 5 13 7 3 3

2011 26 25 1 22 4 21 5 12 7 3 4

2012 27 26 2 22 5 22 6 13 7 3 4

2013 27 27 1 23 4 22 5 12 8 2 6

2014 28 27 1 24 4 22 6 12 8 3 5

2015 27 26 1 24 3 23 4 12 8 3 4

2016 27 26 1 24 3 23 4 12 8 3 4

2017 26 26 1 24 3 23 3 11 9 3 4

2018 33 33 0 29 4 30 3 14 10 7 3

주: 미불금은 미불금 및 선수금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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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농가 특성 변화12)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전업과 1종 겸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2종 겸업의 비

중이 증가하였다. 전업의 비율은 2008년 54.0%에서 2018년 51.6%로 감소하였

고, 같은 기간 1종 겸업은 14.1%에서 12.4%로 감소하였다. 반면 2종 겸업은 

31.9%에서 35.9%로 증가하였다.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 감소에 따라 농가의 겸

업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업 정도에 따른 농가의 변화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전문, 부업, 자급농

가의 비율은 증가하고 일반농가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전업농가의 비율은 2008

년 28.00%에서 2018년 28.9%로 증가하였고, 일반농가는 35.4%에서 27.9%로 

감소하였다. 부업농가는 28.5%에서 31.6%로 증가하였고, 자급농가는 8.1%에

서 11.6%로 증가하였다. 

농가의 경지 규모가 크거나 농업총수입 규모가 큰 주업농가의 비중이 증가하

고, 경지 규모와 농업총수입이 상 적으로 작은 부업농가와 자급농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중간 규모의 영농규모를 가지는 일반 농가의 비중이 감소하여 

농가의 규모가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농형태13)에 따른 농가의 변화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논벼 농가의 감

소와 채소 농가 및 2종 겸업 농가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논벼 농가의 비율은 2008년 31.7%에서 2018년 20.0%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

고, 채소 농가의 비율은 같은 기간 16.9%에서 23.0%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

종 겸업 농가 또한 31.9%에서 35.9%로 증가하였다.

토지 규모에 따른 농가의 변화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0.5ha 미만 농가와 

0.5ha 이상 1.0ha 미만 농가는 증가하고 그 외 농가는 감소하였다. 0.5ha 미만 

농가 비율은 2008년 21.6%에서 2018년 32.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0ha 

12) 통계청 농가 구분에 따라 2008년과 2018년 사이 농가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13) 농가의 비율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농가는 통계청 영농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특용작물·화훼·일반

밭작물·기타 농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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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0ha 미만 농가가 12.9%에서 9.8%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중간 규모의 

농가가 감소하는 현상을 이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3-6  농가 특성 변화(2008~2018년)

단위: %

연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겸업별

전업 54.0 49.0 49.8 48.6 50.7 51.6

1종 겸업 14.1 17.9 15.7 18.0 13.4 12.4

2종 겸업 31.9 33.1 34.5 33.4 35.6 3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업 정도

전문 28.0 27.5 28.4 29.5 27.0 28.9

일반 35.4 32.9 31.8 31.0 30.9 27.9

부업 28.5 31.7 31.1 30.9 31.6 31.6

자급 8.1 7.9 8.7 8.6 10.5 1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농형태

논벼 31.7 23.2 22.9 24.2 20.9 20.0

과수 9.7 10.6 9.5 10.0 9.9 9.6

채소 16.9 20.3 23.1 19.8 21.9 23.0

축산 4.2 6.4 4.1 6.2 5.7 5.5

기타 5.6 6.4 5.8 6.3 5.7 6.0

2종 겸업 31.9 33.1 34.5 33.4 35.9 3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지 규모

0.5ha 미만 21.6 23.2 23.6 27.5 30.2 32.6

0.5~1.0 23.6 24.4 25.2 24.0 23.4 24.6

1.0~1.5 16.6 15.1 14.3 15.0 14.5 14.0

1.5~2.0 10.1 10.9 10.3 9.2 9.6 7.5

2.0~3.0 12.9 11.1 11.0 10.9 10.1 9.8

3.0~5.0 9.4 9.5 9.3 7.8 6.9 6.9

5.0ha 이상 5.8 5.8 6.2 5.6 5.8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49세 이하 9.5 6.9 4.6 5.2 4.4 4.0

50~59 21.6 20.5 17.8 18.8 13.8 15.5

60~69 35.3 33.2 30.6 34.6 34.6 36.5

70세 이상 33.7 39.5 47.1 41.4 47.2 4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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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가구원 수

2명 64.5 66.1 70.0 70.3 73.7 74.9

3명 17.2 18.1 15.4 17.9 16.1 15.5

4명 10.1 8.4 7.9 7.1 6.2 6.2

5명 이상 8.2 7.4 6.7 4.7 4.0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영농형태에서 기타 농가는 통계청 영농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특용작물·화훼·일반 밭작물·기타 농가를 

의미함.

2) 농가경제조사에서 1인 가구(단독가구)는 2014년부터 조사되었음. 분석 기간 동안 자료의 통일성을 고

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경영주 연령에 따른 농가의 변화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70세 이상 농가

와 60  농가는 증가하고, 그 외 농가는 감소하였다. 70세 이상 농가는 2008년 

33.7%에서 2018년 44.0%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60  농가는 35.3%에서 

36.5%로 증가하였다. 50  농가는 21.6%에서 15.5%, 40  이하 농가는 9.5%

에서 4.0%로 감소하였다. 농가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청장

년층(60세 미만)의 신규 진입이 절 적 수치와 비중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농가의 변화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가수원 수 2명 농

가는 증가하고 그 외 농가는 감소하였다. 가구원 수 2명 이하 농가는 2008년 

64.5%에서 2018년 74.9%로 증가하였고, 3명은 17.2%에서 15.5%, 4명은 

10.1%에서 6.2%, 5명 이상은 8.2%에서 3.4%로 각각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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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 유형별 재무성과 분석

2.1. 농가 재무성과 현황

이 절에서는 농가의 경영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형화의 기준

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유형화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이용하여 농가를 분석하

고, 농가의 분포를 통해 적합한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가를 유형

화한다.14) 

자료의 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개년도이며, 이 중 2013년과 2018

년 표본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2년 표본과 2013년부터 

2017년 표본은 각각 동일한 표본이다.

그림 3-12  분석 과정

자료: 저자 작성.

2.1.1. 농가 수익성 기준

<표 3-7>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농가의 수익성 분포를 나타낸다. 농가

의 평균 수익성은 2008년 3.9%에서 2018년 3.8%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농가 중위(50%)의 수익성은 200년 2.2%에서 2018년 1.3%로 감소하

였다.15) 

14) 유형화는 분석 결과에 한 평가를 통해 정책 상이 되는 농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

음. 따라서 유형화 과정을 통하여 농가 자산 활용에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56   ❙

표 3-7  농가 수익성 백분율 분포 추이(2008~2018년)

단위: %

연도 1% 25% 50% 75% 99% 평균

2008 -5.5 0.6 2.2 5.7 29.5 3.9

2009 -4.8 0.4 2.0 5.4 31.0 3.8

2010 -5.1 0.3 1.7 4.9 28.6 3.6

2011 -10.6 0.2 1.6 4.7 27.2 3.2

2012 -9.4 -0.2 1.5 4.5 27.6 3.1

2013 -8.4 0.3 1.7 4.8 35.6 4.4

2014 -8.4 0.2 1.4 4.3 26.9 3.0

2015 -7.3 0.2 1.3 4.0 25.7 3.0

2016 -5.7 0.1 1.1 3.6 24.7 2.6

2017 -6.6 0.0 1.0 3.3 23.3 2.4

2018 -7.6 0.1 1.3 4.5 32.2 3.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수익성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연구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면, Kohl 

and Wilson(1997)은 미국 농가의 재무 비율을 경험적인 방법(rules of 

thumb)으로 임계값(critical threshold)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자산수익률

을 부분 소유하였을 때와 임 하였을 때를 구분하여 5% 초과( 부분 소유)와 

12% 초과( 부분 임 )를 수익성이 높음의 기준으로 하였고, 이에 하여 각각 

1%~5%, 3%~12%를 보통, 1% 이하와 3% 이하를 낮음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는 임  자산과 임차 자산의 가치를 모두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임 와 임차를 구분하지 않았다.

15) 2018년도 농가의 수익성은 평균 3.8%로 중앙값(50%)인 1.3%보다 높다. 이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수익성의 값이 낮은 수익성의 값보다 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8년도 농가 자산 수

익성은 앞에서 계산한 수익성(2018년 2.6%)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앞에서 계산한 평균은 농업

소득과 농가 자산의 평균을 각각 계산하여 구한 값이고, 여기서의 수익성은 개별 농가의 수익성을 평

균으로 하여 계산한 값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가 수익성이 더 높게 나왔다. 농가의 수익성이 중앙

값(50%)과 차이가 크다는 점은 평균을 이용한 농가 분석은 농가의 자산 수익성을 과 평가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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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수익성의 기준을 미국의 기준 설정 방식(rules of thumb)과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 기간(2008년~2018년) 동안 수익성 상위 25%의 

평균인 4.5%를 구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수익성 4.5% 초과 농가는 수

익성이 높은 농가, 4.5% 이하 농가는 수익성이 낮은 농가로 구분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저수익 농가는 69%에서 75%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수익 농가는 31%에서 25%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3-13 참조>.

그림 3-13  고수익 농가와 저수익 농가 비율 추이(2008~2018년)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2.1.2. 농가 안정성 기준

<표 3-8>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농가의 안정성 분포를 나타낸다. 농가

의 평균 안정성은 2008년 8.4%에서 2018년 6.5%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중위

(50%) 농가의 자산 비 부채 비율이 2008년 1.6%에서 2018년 0.0%로 감소할 

정도로 농가부채 문제가 부분 농가에서 완화되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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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농가 안정성 백분율 분포 추이(2008~2018년)

단위: %

연도 1% 25% 50% 75% 99% 평균

2008 0.0 0.0 1.6 9.3 88.5 8.4

2009 0.0 0.0 1.6 9.7 83.4 8.3

2010 0.0 0.0 1.6 9.5 72.4 7.8

2011 0.0 0.0 1.4 8.5 66.6 7.1

2012 0.0 0.0 1.0 7.6 65.7 6.7

2013 0.0 0.0 1.0 8.0 87.8 7.9

2014 0.0 0.0 0.9 7.3 73.0 7.0

2015 0.0 0.0 0.5 6.3 68.9 6.4

2016 0.0 0.0 0.7 6.5 62.5 6.3

2017 0.0 0.0 0.2 5.2 63.9 5.7

2018 0.0 0.0 0.0 5.5 77.6 6.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농가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Kohl and Wilson(1997)은 자산 비 부

채 비율이 30% 미만의 경우 안정(Green), 30%에서 55% 이하가 보통(Yellow), 

55% 초과를 위험(Red)으로 구분하였다. 앞의 수익성 경우와 같이 안정성 기준 

75% 농가의 분석 기간 동안 평균(7.6%)을 수익성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그 값이 

낮아 안정성이 높은 농가가 위험한 농가로 구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Kohl and Wilson(1997)의 자산 비 부채 비율 55% 초과를 기준

으로 사용하였다. 자산의 투자 효과(기회비용 포함)와 채무 부담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 이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17) 따라서 안정성(부채/자산) 55% 이하 

농가는 안정성이 높은 농가, 55% 초과 농가는 안정성이 낮은 농가로 구분된다.

16)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채 문제 감소 원인에 하여 농가 고령화에 따른 생활비 지출 감소를 원

인으로 제기하였다. 영농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령화에 따라 자녀의 교육 및 결혼 

등으로 인한 거액의 지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낮은 소득에도 부채를 늘리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또한 크지 않다. 2019년 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이고 미국 연방준비

은행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는 1.75%로 0.5% 차이가 있다(https://fred.stlouisf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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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고안정성 농가와 저안정성 농가 비율 추이(2008~2018년)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고안정 농가와 저안정 농가 비율은 큰 차이 없이 유

지되고 있다. 2008년과 2018년 고안정 농가는 전체의 98%이고, 저안정 농가는 

전체의 2%이다(<그림 3-14> 참조).

2.1.3. 농가 성장성 기준

<표 3-9>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농가의 성장성 분포를 나타낸다.18) 농

가의 평균 성장성은 2009년 8.6%에서 2017년 7.9%로 감소하였지만, 연도별 

차이가 있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중위(50%) 농가의 성장성은 

2008년 3.7%에서 2018년 5.8%로 증가하였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농가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총자산 증가율은 기업 분석에서는 성장성

을 나타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성장성 지표를 이용한 농가 분석 

18) 농가의 성장성은 2개 연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단개년도를 분석하는 수익성 및 안정성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60   ❙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 성장성 지표의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

이다. 이 연구는 앞에서 수익성 기준값으로 상위 25%의 값을 사용하였다. 그런

데 성장성은 수익성보다 평균과 상위 25%의 값과 차이가 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성장성 상위 25%의 값 평균은 11.9%로 개별 농가의 평균 7.9% 또

는 농가 전체의 총자산 연평균 증가율 3.8%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상위 

25%를 사용하였을 경우 일시적인 농업소득의 변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등 유동자산과 총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토지 1

 가격의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이 5.7%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산 증가에 있어서 토지의 효과

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자산 성장률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성장성 지표의 기준으로 개별 농가의 전체 평균(7.9%)에 가까운 값

인 8.0%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성장성 8% 초과 농가는 성장성이 높은 농가, 

8% 이하 농가는 성장성이 낮은 농가로 구분된다.

표 3-9  농가 성장성 백분율 분포 추이(2008~2018년)

단위: %

연도 1% 25% 50% 75% 99% 평균

2008 표본 시작 연도

2009 -48.2 -1.7 3.7 11.3 133.2 8.6

2010 -38.5 -0.8 4.1 11.4 76.4 7.6

2011 -40.9 -1.0 4.1 10.5 74.2 6.0

2012 -37.5 -1.2 4.4 10.8 72.1 5.6

2013 표본 교체 연도

2014 -35.6 0.8 6.6 14.8 91.3 11.4

2015 -33.0 -0.4 4.9 12.1 80.8 7.4

2016 -27.7 1.2 6.1 12.4 78.8 8.8

2017 -25.9 1.4 5.8 11.9 57.4 7.9

2018 표본 시작 연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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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서 2017년 사이 고성장 농가는 37%에서 38%로 증가하였고, 성장

성이 낮은 농가는 67%에서 62%로 감소하였다(<그림 3-15> 참조).

그림 3-15  고성장성 농가와 저성장성 농가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2.1.4. 농가 재무성과 결정요인 분석: 농지가격을 중심으로

이 절에서는 농가의 재무성과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자료는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동일한 표본을 이용하는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모델

과 변수는 Katchova and Dinterman(2018)과 권오상 외(2013)에서 사용한 

프로빗 모델과 변수에 기초하였고, 재무성과에 있어 농지가격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농지가격 변수를 추가하였다.19) 

패널 프로빗 모델은 오차항의 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가정하여, within 변환

을 실행하더라도 오차항()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 대신 확률효

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김성용 외 2017). 그리고 LR검정(Likelihood-ratio) 

19) 농지가격은 절대금액보다 변화율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격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농지 

가격 이외의 변수는 재무성과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와 그 구분 방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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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합동 프로빗 모델 보다 패널프로빗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Pr           

여기에서 는 농가, 는 연도, 는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 은 연도 

더미(year fixed effects)를 의미한다. 통제변수에는 주업 정도, 영농형태, 연

령20), 경지 규모, 성별, 1당 농지가격, 농지가격21), 교육 수준, 농외소득 등을 

포함한다. 종속변수( )는 앞에서 재무성과 기준에 따라 1(고수익성, 고안정성, 

고성장성)과 0(저수익성, 저안정성, 저성장성)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도 계산하였다.

표 3-10  농가 특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빗 모델 분석 결과

20) 연령의 제곱 변수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제외하였다.

21) 농지마다 단위면적당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체 농지가격만을 변수로 사용할 경우 이러한 차

이를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단위면적당 농지가격과 농지 전체의 가격

을 모두 변수로 사용하였다. 

구분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주업 
정도

전업 1.20*** (0.07) -0.91*** (0.32) 0.20*** (0.05)

부업 -1.00*** (0.16) -0.96** (0.54) -0.27*** (0.09)

자급 -1.67*** (0.18) -0.46 (0.71) -0.34*** (0.09)

영농
형태

과수 0.54*** (0.09) -0.02 (0.47) 0.34*** (0.06)

채소 0.54*** (0.08) -0.11 (0.47) 0.21*** (0.05)

축산 1.29*** (0.08) 0.17 (0.71) 0.34*** (0.06)

기타 0.59*** (0.09) 0.71 (0.54) 0.22*** (0.07)

2종 겸업 0.27* (0.16) 0.62 (0.55) 0.53*** (0.09)

가구
특성

연령 -0.12*** (0.04) 0.46*** (0.17) -0.03 (0.03)

경지 규모 0.07*** (0.02) 0.07 (0.09) 0.0005 (0.01)

성별 -0.17** (0.09) 0.27 (0.59) 0.16*** (0.05)

학력 -0.25*** (0.08) -0.68 (0.42) 0.05 (0.04)

가구원 수 0.004 (0.04) -0.06 (0.15) 0.07** (0.03)

농지
가격

단위면적 -0.34*** (0.04) -0.13 (0.19) -0.04* (0.02)

농지 전체 -0.28*** (0.03) 0.35*** (0.16) 0.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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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농외소득 0.01 (0.02) -0.04 (0.08) 0.04*** (0.01)

2014 -0.17*** (0.05) 0.20 (0.19) - -

2015 -0.21*** (0.05) 0.25 (0.24) -0.16*** (0.04)

2016 -0.27*** (0.06) 0.23 (0.32) -0.03 (0.04)

2017 -0.29*** (0.06) 0.37 (0.33) -0.04 (0.05)

상수항 2.76*** (0.46) 3.54 (2.14) -1.15*** (0.29)

표본 수 11,384 11,384 8,422

주: ***은 1%에서 **는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표준오차는 부

트스트랩과 클러스터(bootstrapped and clustered) 과정을 통해 계산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표 3-11  재무성과 프로빗 모델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분석 결과

구분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주업 
정도

전업 0.254*** (0.018) -0.009*** (0.003) 0.068*** (0.015)

부업 -0.124*** (0.018) -0.009* (0.005) -0.087*** (0.026)

자급 -0.166*** (0.014) -0.004 (0.006) -0.109*** (0.027)

영농
형태

과수 0.082*** (0.016) -0.0002 (0.005) 0.108*** (0.024)

채소 0.083*** (0.013) -0.001 (0.005) 0.066*** (0.016)

축산 0.221*** (0.016) 0.002 (0.007) 0.111*** (0.021)

기타 0.090*** (0.017) 0.007 (0.005) 0.071*** (0.018)

2종 겸업 0.039 (0.025) 0.006 (0.005) 0.176*** (0.030)

가구
특성

연령 -0.020*** (0.006) 0.005*** (0.002) -0.010 (0.010)

경지 규모 0.012*** (0.003) 0.001 (0.001) 0.0002 (0.004)

성별 -0.026 (0.019) 0.003 (0.006) 0.054** (0.024)

학력 -0.039*** (0.012) -0.007* (0.004) 0.016 (0.013)

가구원 수 0.001 (0.005) -0.001 (0.001) 0.024** (0.009)

농지
가격

단위면적 -0.053*** (0.006) -0.001 (0.002) -0.015* (0.008)

농지 전체 -0.045*** (0.005) 0.004** (0.002) 0.004 (0.006)

농외소득 0.002 (0.002) -0.0004 (0.001) 0.014*** (0.004)

2014 -0.028*** (0.010) 0.002 (0.002) - -

2015 -0.033*** (0.009) 0.003 (0.002) -0.053*** (0.013)

2016 -0.043*** (0.010) 0.002 (0.003) -0.011 (0.013)

2017 -0.046*** (0.011) 0.004 (0.003) -0.013 (0.013)

표본 수 11,384 11,384 8,422

주: ***은 1%에서 **는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준오차는 부트스트랩과 클러스터(boot-

strapped and clustered) 과정을 통해 계산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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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은 농가 특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한 프로빗 모델 분석 결

과이고, <표 3-11>은 프로빗 모델에 한 한계효과 분석 결과이다. 먼저, 수익성

에 한 분석 결과는 주업 정도, 영농형태(과수, 채소, 축산, 기타), 연령, 경지 규

모, 학력, 농지가격, 연도별 특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2종 겸업, 가구원 

수, 농외소득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른 변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평균한계효과는 전업농이 일반농에 비하여 25.4%p 고수익성 농가가 될 가능성

이 높고, 부업농과 자급농은 각각 12.4%p, 16.6%p 낮다. 영농형태별로 보면, 논

벼농가에 비하여 과수농가는 8.2%p, 채소농가는 8.3%p, 축산농가는 22.1%p, 

기타농가는 9.0%p 높다. 반면, 2종 겸업농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수익성은 연령  증가에 따라 평균 2.0%p 감소하고, 경지 규모 증가에 따라 1.2%p 

증가한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비졸업자에 비해 오히려 3.9%p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농지가격의 경우 1당 농지가격이 1%p 증가할 경우 고수익

성 농가가 될 가능성은 0.053% 감소하고, 농지가격 전체에 해서는 0.045% 감

소한다. 농지가격의 상승이 농가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농외소득은 농가의 수익성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연도

별 특성은 농가의 수익성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진다.

안정성에 한 분석 결과는 수익성의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전업농과 부

업농, 연령, 농지 전체 면적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업농은 일

반농에 비하여 0.9%p 고안정성 농가일 확률이 낮고 부업농 또한 0.9%p 낮다. 연

령에 따라서는 연령 가 증가할수록 고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0.5%p 증가한

다. 하지만 학력은 0.7%p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 농지가격은 농지가격 전체의 

가격이 1%p 증가하면 고안정성이 될 확률이 0.004%p 증가한다. 

성장성에 한 분석 결과는 주업 정도, 영농형태, 성별, 가구원 수, 단위면적, 

농외소득, 2015년 연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업농가는 

일반농가에 비하여 6.8%p 고성장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부업농가와 자급농가는 

각각 8.7%p, 10.9%p 낮다. 영농형태는 논벼농가에 비해 과수농가, 채소농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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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농가, 기타 농가, 2종 겸업농가 모두 각각 10.8%p, 6.6%p, 11.1%p, 7.1%p, 

17.6%p 고성장성 농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성 경영주가 여성 경영주에 

비하여 고성장 농가가 될 가능성이 5.4%p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성장성이 

높다. 반면, 1당 농지가격이 1%p 높을수록 고성장성 농가가 될 가능성은 

0.015% 감소한다. 추가로 2015년만 2013년에 비하여 농가의 고성장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특성별로 재무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

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성과 성장성에 비하여 안정성은 상 적으로 농

가의 특성과 관련성이 적어 농가의 전체 문제가 아닌 일부분의 문제로 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농지가격의 변화가 농가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쳐 영농활동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농지가격의 상승이 농가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농산물의 수익성이 농지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농가의 재무성과에 하여 농지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의 분석과 차이가 있다. 다만, 농지가격의 실거래 가격 신에 그보다 보

통 낮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는 점과 농지를 논, 밭, 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2. 농가 유형별 재무성과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농가 유형 구분 지표와 기준을 이용하여 농가를 유

형화하고 유형별 자산 활용 실태와 특성을 분석한다. 농가 구분에 있어 앞에서 

설정한 수익성(Profitability)은 총자산이익률(농가 자산
농업소득

× ) 기준 4.5%, 

안정성(Solvency)은 자산 비 부채 비율(=농가 자산
농가부채

× ) 기준 55%,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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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Growth)은 총자산증가율(전기 농가총자산
당기 농가총자산

× ) 기준 8.0%를 사용하

였다.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농가를 ‘고수익성, 고안정성, 고성장성’ 농가, ‘고수익

성, 고안정성, 저성장성’ 농가, ‘고수익성, 저안정성, 고성장성’ 농가, ‘고수익성, 

저안정성, 저성장성’ 농가, ‘저수익성, 고안정성, 고성장성’ 농가, ‘저수익성, 고안

정성, 저성장성’ 농가, ‘저수익성, 저안정성, 고성장성’ 농가, ‘저수익성, 저안정성, 

저성장성’ 농가 등 여덟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16> 참조). 

그림 3-16  농가 유형화

주: 농가 구분 기준인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의 순서는 임의적 순서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7>은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농가 유형별 비율 추세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농가 유형별 비율은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구조 변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2017년 기준 저수익·고안정·저

성장 농가(6유형)가 전체 농가의 50.6%를 차지하여 가장 비율이 높고, 저수익·고

안정·고성장 농가(5유형)가 29.4%로 그다음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농가경제 

구조에서 자산의 수익성과 성장성 문제가 농가경제의 주요 문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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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농가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부분의 농가는 1유형(고수익성, 고안정성, 고성장성), 2유형(고수익성, 고안

정성, 저성장성), 5유형(저수익성, 고안정성, 고성장성), 6유형(저수익성, 고안정

성, 저성장성) 농가에 포함된다. 농가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은 공통으로 저

안정성 농가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농가부채 문제

가 자산 비 부채 비율로 평가하였을 때 농가의 주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

편으로, 농업에 한 투자 위축으로 농가의 채무부담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농가 비중이 높은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왜냐하면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은 각각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여 특이

값 등의 요인으로 추세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농가에 해서는 추세적 분석이 아닌 정태적 분석과 특징 분석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경제 유형화의 이해도를 높이고 단순화를 위하여 8가지 유형은 5가지 유

형으로 단순화(재유형화)하였다. 1유형은 고수익·고성장 농가(highly pro-

fitable and fast growing farmhouseholds, H/F), 2유형은 고수익·저성장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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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highly profitable and slowly growing farmhouseholds, H/S), 5유형은 

저수익·고성장 농가(slightly profitable and fast growing farmhouseholds, 

S/F), 6유형은 저수익·저성장 농가(slightly profitable and slowly growing 

farmhouseholds, S/S), 3유형·4유형·7유형·8유형은 기타 농가(the others, 

TO)로 단순화(재유형화)하였다(<그림 3-18> 참조). 

그림 3-18  농가 유형 단순화

주: 농가 구분 기준인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의 순서는 임의적 순서임.

자료: 저자 작성.

2.2.1. 유형별 농가소득 변화

<표 3-12>는 농가 유형별 원천별 농가소득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2017년 농

가 유형별 농가소득은 고수익·고성장 농가(H/F, 1유형)가 7,329만 원으로 가장 

높고, 고수익·저성장 농가(H/S, 2유형)가 5,039만 원으로 그다음이다. 그리고 

저수익·고성장 농가(S/F, 5유형)가 3,863만 원이고, 저수익·저성장 농가(S/S, 

6유형)가 3,042만 원으로 가장 낮다. 

한편, 2017년 농가 유형별 농업소득은 고수익·고성장 농가(H/F, 1유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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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만 원으로 가장 높고, 고수익·저성장 농가(H/S, 2유형)가 3,226만 원, 저

수익·고성장 농가(S/F, 5유형)가 360만 원, 저수익·저성장 농가(S/S, 6유형)가 

272만 원이다. 유형별 농업소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수익성 기준에 따라 고수익 농가와 저수익 농가의 농업소득 격차는 지난 기간 

증가해 왔다. 2009년 고수익 농가와 저수익 농가의 농업소득 격차는 최소 5배

(고수익·저성장 농가와 저수익·저성장 농가 차이)에서 최  9배(고수익·고성장 

농가와 저수익·고성장 농가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2017년 고수익 농가와 저수

익 농가의 농업소득 격차는 최소 8배(고수익·저성장 농가와 저수익·고성장 농

가 차이)에서 최  19배(고수익·고성장 농가와 저수익·저성장 농가 차이)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농업소득 증가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분석 기

간 동안 연간 농업소득 증가율을 보면, 고수익·고성장 농가(H/F, 1유형)는 

6.1%이고, 고수익·저성장 농가(H/S, 2유형)는 6.6%이다. 반면, 저수익·고성장 

농가(S/F, 5유형)는 0.1%이고, 저수익·저성장 농가(S/S, 6유형)는 -3.2%으로 

농업소득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표 3-12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추이(2009~2017년)

단위: 만 원, % 

연도

고수익
고성장
농가

고수익
저성장
농가

저수익
고성장
농가

저수익
저성장
농가

기타 농가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2009

소득 4,974 3,185 3,280 2,544 2,506 2,188 2,498 2,459

농업 3,275 1,928 358 353 1,406 1,129 -40 21

농외 766 465 1,847 1,318 365 450 1,099 1,779

이전 608 482 613 532 372 350 1,166 414

비경상 327 309 462 340 363 259 273 245

2012

소득 5,359 3,850 3,303 2,371 3,004 2,553 -2,215 1,676

농업 3,979 2,553 225 198 1,351 1,957 -5,863 -360

농외 609 499 2,151 1,358 1,408 168 2,573 1,566

이전 549 609 635 533 131 214 504 324

비경상 222 190 292 281 114 214 57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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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도

고수익
고성장
농가

고수익
저성장
농가

저수익
고성장
농가

저수익
저성장
농가

기타 농가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2014

소득 6,315 4,266 3,452 2,686 4,631 5,823 3,121 1,954

농업 4,356 2,751 332 283 1,493 4,075 -511 -859

농외 867 688 2,044 1,473 1,474 259 2,684 2,288

이전 749 605 744 626 1,539 1,299 422 438

비경상 343 222 333 305 125 190 526 86

2017

소득 7,329 5,039 3,863 3,042 6,070 2,512 5,155 2,755

농업 5,264 3,226 360 272 3,451 1,196 -1,196 -164

농외 808 698 2,173 1,648 2,048 471 3,596 2,184

이전 985 838 959 851 524 809 2,056 496

비경상 271 277 372 272 48 36 700 239

평균
성장률

소득 5.0 5.9 2.1 2.3 11.7 1.7 9.5 1.4

농업 6.1 6.6 0.1 -3.2 11.9 0.7 52.9 -

농외 0.7 5.2 2.1 2.8 24.1 0.6 16.0 2.6

이전 6.2 7.2 5.8 6.0 4.4 11.0 7.3 2.3

비경상 -2.3 -1.4 -2.7 -2.8 -22.3 -21.9 12.5 -0.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이러한 농가 유형별 농업소득 격차는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비 농업소득 비

중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 <표 3-13>은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비 농업소

득 비율은 나타낸 표이다. 고수익 농가(1유형, 2유형)의 농가소득 비 농업소득 

비중은 높고 저수익 농가(5유형, 6유형)의 농가소득 비 농업소득 비중이 작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농가 유형별 농가 자산 활용의 차이에 따라 농업소득 의존도

가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2009년 고수익·고성장 농가와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농가소득 비 농업소

득 비율은 각각 65.8%와 60.5%이고, 저수익·고성장 농가와 저수익·저성장 농

가의 비율은 각각 10.9%와 13.9%이다. 그런데 2017년 고수익·고성장 농가와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농가소득 비 농업소득 비율은 각각 71.8%, 64.0%로 

증가하였고, 저수익·고성장 농가의 비율은 각각 9.3%와 8.9%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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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에서 저수익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고수익 농가의 비중이 감소함

을 고려하였을 때, 다수 농가에서 농업소득에 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표 3-13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

단위: %

연도

고수익
고성장
농가

고수익
저성장
농가

저수익
고성장
농가

저수익
저성장
농가

기타 농가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2009 65.8 60.5 10.9 13.9 56.1 51.6 -1.6 0.9

2017 71.8 64.0 9.3 8.9 56.9 47.6 -23.2 -6.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2.2.2. 농가 자산 변화

<표 3-14>와 <표 3-15>는 2009년과 2017년 농가 유형별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2017년 농가 유형별 자산은 저수익·저성장 농가(S/S, 6유형)가 

5억 5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고수익·고성장 농가(H/F, 1유형)가 5억 9백만 

원으로 그다음이다. 그리고 저수익·고성장 농가(S/F, 5유형)의 자산은 4억 9천 1

백만 원이고, 고수익·저성장 농가(H/S, 2유형)의 자산은 3억 6천 5백만 원이다.

앞에서 농가의 수익성에 따라 고수익 농가와 저수익 농가로 구분할 수 있었고, 

두 농가 유형 간 농업소득의 절 적 금액 또한 격차가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농가 

자산의 규모만을 보았을 때, 저수익 농가의 자산이 고수익 농가의 자산보다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가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농업생산액과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2009년과 2017년 사이 농가의 자산 규모는 농지의 자산 가치 증가와 당좌자

산의 증가로 모든 유형에서 자산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고수익·고성장 농가의 

자산이 2009년 2억 9천 1백만 원에서 2017년 5억 9백만 원으로 74.9%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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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저수익·고성장 농가의 자산은 2009년 3억 9천 2백만 원

에서 2017년 4억 9천 1백만 원으로 25.3% 증가하여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증가폭

이 가장 작다. 이로 인하여 네 가지 농가 유형 간 자산의 격차는 감소하였다. 

농가 자산 증가 요인은 농지 등 토지 자산 증가와 당좌자산의 증가에 있다. 예

를 들면, 고수익·고성장 농가의 2009년과 2017년 사이 농가 자산 증가액 2억 1

천 8백만 원에서 토지 자산 증가액은 8천 3백만 원이고 당좌자산 증가액은 7천 

3백만 원으로 총 증가액의 71.6% 수준이다. 다른 유형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농가의 자산 증가가 토지와 현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

난 농가의 안정성 증가는 농가의 자산 운용이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에 따른 결과

임을 보여준다.

표 3-14  2009년 농가 유형별 농가 자산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H/F H/S S/F S/S TO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자산

계 291 229 392 397 100 55 150 246

고정
자산

소계 210 173 329 332 60 34 111 206

토지 100 104 235 243 28 14 42 72

(농지) 76 89 172 185 20 8 33 60

건물·구축물 등 18 11 14 12 11 8 20 13

동물, 식물 33 14 8 7 1 2 4 8

무형자산 1 1 2 1 0 2 0 5

유동
자산

소계 81 57 63 65 40 21 39 40

재고자산 10 7 4 4 8 3 6 3

당좌자산 71 50 59 61 32 19 33 38

부채

계 33 20 22 24 84 63 131 187

장단
기

고정부채 25 15 17 19 63 51 120 169

유동부채 9 4 5 4 13 5 11 18

용도

농업용 24 14 10 9 59 50 69 77

가계용 6 4 7 7 22 12 50 69

겸업용 1 0 2 3 0 0 7 24

기타용 2 2 3 4 2 1 5 18

순자산(자산-부채) 258 210 371 373 16 -8 19 59

주: 건물, 구축물 등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비품을 의미함. 농지는 토지 중 논, 일반 밭, 과수원, 묘포만

을 포함하고, 임야· 지·기타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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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2017년 농가 유형별 농가 자산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H/F H/S S/F S/S TO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자산

계 509 365 491 554 258 75 372 322

고정
자산

소계 350 262 373 444 185 25 243 255

토지 183 149 268 340 66 10 168 122

(농지) 146 114 199 228 25 7 112 61

건물·구축물 등 28 20 16 13 28 4 37 17

동물, 식물 63 31 11 10 0 1 7 2

무형자산 4 3 1 1 0 0 0 0

유동
자산

소계 159 103 118 110 73 50 129 67

재고자산 15 8 5 3 19 5 2 2

당좌자산 144 95 114 107 54 45 126 65

부채

계 32 31 20 23 296 76 248 230

장단
기

고정부채 27 29 18 20 295 76 247 220

유동부채 5 2 2 3 1 0 0 9

용도

농업용 26 21 6 7 102 73 119 41

가계용 6 8 8 7 136 4 30 125

겸업용 0 1 1 4 34 0 0 48

기타용 1 1 4 5 24 0 99 16

순자산(자산-부채) 478 331 470 531 -38 -1 124 92

주: 건물, 구축물 등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비품을 의미함. 농지는 토지 중 논, 일반 밭, 과수원, 묘포만

을 포함하고, 임야· 지·기타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농가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와 농지를 중심으로 농가 유형별 

자산 활용 실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17년 농지의 고정자산 비 비중은 네 개 유형(H/F, H/S, S/F, S/S)에

서 모두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30% 수준임). 이는 농업 수익성 정도에 상관없이 농지에 한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7년 저수익 농가의 고정자산 비 농지 비율

은 저수익·고성장 농가(5유형)와 저수익·저성장 농가(6유형)가 각각 53.4%와 

51.4%로 고수익·고성장 농가의 41.7%와 고수익·저성장 농가 43.5%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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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고수익 농가가 저수익 농가에 비하여 작은 농지 규모로 큰 농업소득을 얻

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19> 참조). 

그림 3-19  농가 유형별 고정자산 대비 농지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농가는 임 차 등을 통하여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임 ) 다른 사

람으로부터 빌려서(임차)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 

유형별 토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 임 차, 농지가격, 경지면적, 1

당 수익성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3-16>은 농가 유형별 토지 이용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소유면적은 고수익·고성장 농가가 10,465로 가장 크며, 고수익·저성장 농

가가  8,498, 저수익·저성장 농가가 7,194, 저수익·고성장 농가가 7,052

 순이다. 한편 경지면적은 고수익·고성장 농가가 25,993로 가장 크며, 고

수익·저성장 농가가 23,412, 저수익·저성장 농가가 9,895, 저수익·고성

장 농가가 9,510 순이다. 고수익 농가가 저수익 농가보다 임차면적이 크게 높

아 경지면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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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당 농지가격을 분석해 보면, 저수익·고성장 농가와 저수익·저성장 

농가의 1당 농지가격은 각각 40천 원과 46천 원으로 고수익·고성장 농가의 

17천 원과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19천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다. 저수익 농

가가 고수익 농가보다 농지가격이 상 적으로 저렴한 곳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소득은 고수익·고성장 농가가 5,264만 원으로 

가장 높고, 고수익·저성장 농가가 3,226만 원, 저수익·저성장 농가가 360만 원, 

저수익·저성장 농가가 272만 원 순이다. 이에 따라 경지면적 1당 농업소득은 

농지가격과는 반 의 모습을 보인다. 고수익·고성장 농가는 경지면적 1당 

2,025원, 고수익·저성장 농가는 1,378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반면, 저수익·

고성장 농가는 378원, 저수익·저성장 농가는 275원의 소득을 얻고 있어 큰 차

이가 있다.

표 3-16  2017년 농가 유형별 토지 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만 원,   

구분
H/F H/S S/F S/S TO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토지면적 13,577 11,668 9,765 10,882 2,000 1,470 6,507 2,366

토지가격
(백만 원)

183 149 268 340 66 10 168 122

자경지 면적 9,872 8,136 5,548 5,532 1,082 1,216 2,133 1,493

자경지 가격
(백만 원)

137 110 157 188 25 7 86 59

임차지 면적 16,121 15,277 3,962 4,363 24,042 29,895 10,960 7,082

임 지 면적 594 362 1,505 1,662 0 0 923 61

임 지 가격
(백만 원)

8,775 4,243 41,836 40,771 0 0 26,465 2,344

소유면적(A) 10,465 8,498 7,052 7,194 1,082 1,216 3,056 1,554

경지면적(B) 25,993 23,413 9,510 9,895 25,124 31,112 13,093 8,575

소유 농지가격
(백만 원, C)

146 114 199 228 25 7 11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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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H/F H/S S/F S/S TO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경지(B)/
소유(A)

2.5 2.8 1.3 1.4 23.2 25.6 4.3 5.5

농업소득
(만 원, D)

5,264 3,226 360 272 3,451 1,196 -1,196 -164

1당 
농지가격
(천 원)

17 19 40 46 23 5 42 69

1당 
농업소득
(원, D/B)

2,025 1,378 378 275 1,373 384 -914 -191

농업소득/
농지자산

(100*D/C)
36.1 28.3 1.8 1.2 138.0 170.9 -10.7 -2.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표 3-17  2009년 농가 유형별 토지 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만 원,   

구분
H/F H/S S/F S/S TO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토지면적 12,119 14,152 10,504 12,844 2,950 1,941 3,676 5,031

토지가격
(백만 원)

100 104 235 243 28 14 42 72

자경지 면적 8,460 9,506 5,959 7,014 1,777 950 2,357 3,123

자경지 가격
(백만 원)

72 86 138 156 19 8 31 45

임차지 면적 14,917 8,189 4,862 3,945 29,884 13,709 8,069 12,012

임 지 면적 435 224 1,260 1,526 319 73 179 804

임 지 가격
(백만 원)

4 2 34 29 1 1 2 16

소유면적(A) 8,895 9,729 7,219 8,540 2,096 1,023 2,536 3,927

경지면적(B) 23,377 17,695 10,821 10,959 31,661 14,660 10,426 15,135

소유 농지가격
(백만 원, C)

76 89 172 185 20 8 33 60

경지(B)/
소유(A)

2.6 1.8 1.5 1.3 15.1 14.3 4.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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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H/F H/S S/F S/S TO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농업소득
(만 원, D)

3,275 1,928 358 353 1,406 1,129 -40 21

1당 
농지가격
(천 원)

12 12 28 28 14 9 14 15

1당 
농업소득
(원, D/B)

1,401 1,090 331 323 444 770 -39 14

농업소득/
농지자산

(100*D/C)
43.1 21.7 2.1 1.9 70.3 141.2 -1.2 0.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17년 소유 농지자산 가격 비 농업소득율을 비교하면, 고수익·고성장 농가

가 36.1%, 고수익·저성장 농가가 28.3%, 저수익·고성장 농가가 1.8%, 저수익·

저성장 농가가 1.2%를 보여 수익성에서 차이가 크다. 하지만 저수익 농가의 수익

률 또한 농지가격만을 고려하였을 때 수익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2019년 10월 

기준, 1.25%)보다 약간 높다. 이러한 결과는 고수익 농가가 저수익 농가에 비해 

임차 농지 규모가 큰 것과 농지가격이 상 적으로 저렴한 것에 원인이 있다. 그리

고 무엇보다도 경지면적 1당 고수익 농가의 수익성이 높다. 그리고 저수익 농

가의 수익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없거나 높은 편이다. 그 결과 농지

가격만을 고려하였을 때 영농활동의 수익성이 저금리 시 에 낮은 편이 아님을 

보여준다.

2009년과 2017년 사이 농가 유형별 토지 이용에도 변화가 있다. 고수익·

고성장 농가는 소유면적과 경지면적이 각각 8,895와 23,377에서 10,465

와 25,99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소유면적은 

9,729에서 8,498로 감소하고 경지면적은 17,695에서 23,413로 

증가하였다. 반면 저수익·고성장 농가의 소유면적과 경지면적은 7,2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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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에서 7,052와 9,510로 감소하였고, 저수익·저성장 농가의 소

유면적과 경지면적 또한 8,540와 10,959에서 7,194와 9,895로 감

소하였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고수익 농가의 경지면적은 증가하

였지만, 다수의 농가를 차지하고 있는 저수익 농가의 소유농지와 경지면적은 감

소하였다.

농가의 소유 농지가격과 1당 농지가격은 지난 기간 네 개 유형(H/F, H/S, 

S/F, S/S)에서 모두 상승하였다. 고수익·고성장 농가의 소유 농지가격은 7천 6백

만 원에서 1억 4천 4백만 원으로 92.1% 상승하고, 1당 농지가격은 1만 2천 원

에서 1만 7천 원으로 41.7% 상승하였다.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소유 농지가격과 

1당 농지가격은 각각 8천 9백만 원과 1만 2천 원에서 1억 1천 4백만 원과 1만 

9천 원으로 각각 28.1%와 58.3% 상승하였다. 저수익·고성장 농가의 경우 1억 7

천 2백만 원과 2만 8천 원에서 1억 9천 9백만 원과 4만 원으로 각각 15.7%와 

42.9% 상승하였고, 저수익·저성장 농가의 경우 1억 8천 5백만 원과 2만 8천 원

에서 2억 2천 8백만 원과 4만 6천 원으로 각각 23.2%와 64.3% 상승하였다. 저수

익 농가의 1당 농지가격은 고수익 농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변화를 보면, 고수익 농가는 양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지만, 저수익 

농가의 농업소득은 상승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익·저성장 농가

의 농업소득은 2009년 353만 원에서 2017년 272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위면적당 농업소득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2009년과 2017년 사이 1

당 농업소득의 변화율을 보면, 고수익·고성장 농가는 37.9%, 고수익·저성장 

농가는 26.4%, 저수익·고성장 농가는 19.1% 증가하였지만, 저수익·저성장 농

가는 오히려 14.6% 감소하였다.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농지자산 비 농업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

수익·고성장 농가는 43.1%에서 36.1%로 7.0% 감소하였고, 고수익·저성장 농

가는 21.7%에서 28.3%로 증가하였다. 반면, 저수익·고성장 농가는 2.1%에서 

1.8%로 0.3% 감소하였고, 저수익·저성장 농가는 1.9%에서 1.2%로 0.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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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경영비가 아닌 농가의 생산비, 예를 들면 자가노동비, 자본용역비, 토지자본용

역비 등 기회비용까지 고려하였을 때 저수익 농가의 농지자산 비 농업소득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농지 구입을 통한 농업소득 창출보다 그 외의 요인

이 더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농가의 경우 고수익을 목표

로 영농활동을 해야만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지의 가격이 높은 도시 주변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 창출보다 재산으로

서의 가치가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저

수익 농가는 농지의 수익성이 낮지만, 고령농의 경우 농지 매매과정에서 발생하

는 비용에 한 부담과 상 적으로 낮은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농업을 지속할 

유인이 존재한다. 단순히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농지를 활용한 영

농활동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농지 1ha당 지급되는 고정직불금(2017년 

쌀은 100만 원, 밭은 50만 원 수준)을 이전소득으로 받는 것은 농지의 수익성을 

더욱 높여준다.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에 한 기  심리는 농지를 매각할 유인을 

감소하여 농가의 고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3-18>은 2017년과 2009년 지역별 농가 유형 비중을 보여준다. 도시지역

의 경우 유형별 비중 변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 외 경상도, 충청도,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낮은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농지의 상승으로 인하여 

농가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2009년 경상북도의 고수익·고성장 농가의 비중은 24.0%

에서 2017년 13.5%로 감소하였고,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비중은 22.5%에

서 11.5%로 감소하였다. 반면 저수익·고성장 농가와 저수익·저성장 농가는 각각 

15.9%와 35.5%에서 31.2%와 43.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가격 상

승에 따른 저수익 농가의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농지의 가격상승은 농가 자산 활용에 있어서 농업에 한 수익성보다 재산 증

식에 한 기 감을 높여 농지의 소규모화와 농업의 수익성 약화를 불러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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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업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표 3-18  지역별 농가 유형 비중

연도

고수익·
고성장 농가

고수익·
저성장 농가

저수익·
고성장 농가

저수익·
저성장 농가 기타 농가 계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2017

도시지역 4.4 6.0 19.7 68.0 1.9 100.0

경기도 1.5 3.9 23.9 69.1 1.5 100.0

강원도 7.5 5.0 29.8 55.2 2.5 100.0

충청북도 6.1 13.1 34.5 46.0 0.2 100.0

충청남도 6.9 13.5 26.7 51.8 1.2 100.0

전라북도 7.3 14.6 24.1 51.7 2.3 100.0

전라남도 13.6 15.2 23.0 45.8 2.4 100.0

경상북도 13.5 11.5 31.2 43.4 0.5 100.0

경상남도 6.2 6.1 40.0 47.0 0.8 100.0

제주 10.5 5.5 59.7 19.9 4.3 100.0

2009

도시지역 5.8 3.0 12.4 74.6 4.2 100.0

경기도 4.4 3.8 33.6 57.3 0.8 100.0

강원도 11.4 14.5 17.8 55.4 0.8 100.0

충청북도 14.1 21.9 21.0 43.0 0.1 100.0

충청남도 8.7 14.8 23.8 51.0 1.6 100.0

전라남도 14.3 19.9 22.1 42.5 1.1 100.0

전라북도 8.0 27.3 15.6 45.4 3.7 100.0

경상북도 24.0 23.5 15.9 35.5 1.0 100.0

경상남도 10.6 20.3 20.9 45.5 2.8 100.0

제주 13.7 11.2 23.3 49.0 2.8 10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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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농가 특성 변화

지난 기간 농가의 특성 변화를 유형별 농가 분포와 농가별 유형 분포 두 가지

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농가 특성 변화를 분석한 이

유는 소규모농가, 고령농, 2종 겸업농 등 특정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

황 속에서 유형별 농가의 특성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 3-19>와 <표 3-20>은 2017년과 2009년 유형별 농가 분포를 나타낸다. 

2017년과 2009년 농가의 전·겸업, 주업 정도, 영농형태, 토지 규모, 연령, 가구

원 수에 따른 비율(농가별 유형 분포)은 부록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2017년 고수익·고성장 농가(1유형)와 고수익·저성장 농가(2유형)에서 전업농

가의 비중이 각각 65.7%와 69.0%로 가장 높고, 1종 겸업 농가가 각각 28.0%와 

26.7%로 그다음이다. 그리고 2종 겸업 농가의 비중은 각각 6.3%와 4.3%로 낮은 

편이다. 2017년 농가 전체에서 2종 겸업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5.9%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고수익 농가에서 2종 겸업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농가의 농외활동 비중이 상 적

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반면 저수익·고성장 농가와 저수익·저성장 농가에서는 2

종 겸업 농가가 각각 49.3%와 39.3%로 평균보다 높아 농업 외 활동에 한 비중

이 상 적으로 높다.

 2017년 농가 고수익·고성장 농가와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전문 농가의 비중

이 각각 70.7%와 65.4%로 높고, 일반 농가의 비중은 22.8%와 29.9%로 그다음

이다. 반면, 저수익·고성장 농가와 ·저수익·저성장 농가에서는 부업 농가의 비중

이 42.9%와 34.4%이며, 일반 농가가 25.4%와 36.1%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간 규모의 영농규모를 가지는 일반 농가 간에도 수익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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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2017년 유형별 농가 분포

단위: %

구분
H/F H/S S/F S/S TO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전·겸업별

전업 65.7 69.0 41.9 50.4 35.2 100.0 42.7 25.6

1종 겸업 28.0 26.7 8.8 10.3 47.3 0.0 0.0 10.9

2종 겸업 6.3 4.3 49.3 39.3 17.5 0.0 57.3 6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업 정도

전문 70.7 65.4 17.3 15.7 71.6 69.4 36.2 21.4

일반 22.8 29.9 25.4 36.1 10.9 30.6 0.0 15.0

부업 6.5 3.5 42.9 34.4 17.5 0.0 42.5 57.5

자급 0.0 1.2 14.4 13.8 0.0 0.0 21.3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농형태

논벼 16.0 30.2 15.0 23.8 0.0 87.7 8.3 0.0

과수 16.0 12.9 9.5 8.0 0.0 0.0 0.0 2.2

채소 34.4 33.2 17.1 18.8 82.5 4.8 25.3 27.8

축산 16.3 13.4 3.6 3.5 0.0 0.0 6.5 0.7

기타 11.1 6.0 5.4 6.5 0.0 7.4 2.5 5.7

2종 겸업 6.3 4.3 49.3 39.3 17.5 0.0 57.3 6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지 규모

0.5ha 미만 5.8 2.2 40.0 37.4 24.3 7.4 36.2 30.8

0.5~1.0 10.7 22.7 23.4 24.1 10.9 0.0 5.0 30.6

1.0~1.5 22.7 22.3 13.1 13.0 17.5 0.0 0.0 26.4

1.5~2.0 16.6 11.5 7.0 8.6 0.0 30.6 25.3 3.6

2.0~3.0 14.0 15.2 8.5 8.3 0.0 0.0 14.5 3.4

3.0~5.0 14.3 13.3 4.6 4.4 25.3 57.1 19.0 5.2

5.0ha 이상 15.8 12.9 3.4 4.2 22.0 4.8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49세 이하 5.7 2.6 5.3 2.6 22.0 4.8 25.3 13.0

50~59 20.1 11.7 14.4 10.6 17.5 38.0 27.9 23.7

60~69 38.2 36.0 31.2 31.5 25.3 57.1 36.1 51.0

70세 이상 35.9 49.7 49.1 55.3 35.2 0.0 10.7 1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원 수

2명 72.5 78.2 66.1 77.6 10.9 57.1 17.2 77.0

3명 21.2 13.2 19.6 13.7 41.9 0.0 37.9 18.6

4명 5.0 5.0 7.7 6.0 22.0 42.9 0.0 0.0

5명 이상 1.4 3.6 6.7 2.7 25.3 0.0 44.8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영농형태에서 기타 농가는 통계청 영농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특용작물·화훼·일반 밭작물·기타 농가를 

의미함.

2) 농가경제조사에서 1인 가구(단독가구)는 2014년부터 조사되었음. 분석 기간 동안 자료의 통일성을 고

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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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2009년 유형별 농가 분포

단위: %  

주 1) 영농형태에서 기타 농가는 통계청 영농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특용작물·화훼·일반 밭작물·기타 농가를 

의미함.

2) 농가경제조사에서 1인 가구(단독가구)는 2014년부터 조사되었음. 분석 기간 동안 자료의 통일성을 고

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구분
H/F H/S S/F S/S TO

1유형 2유형 5유형 6유형 3유형 4유형 7유형 8유형

전·겸업별

전업 67.1 74.2 36.1 50.0 18.2 93.5 63.9 35.8

1종 겸업 22.9 19.2 11.8 10.7 72.8 2.3 21.9 19.8

2종 겸업 10.1 6.6 52.1 39.4 9.0 4.2 14.2 4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업 정도

전문 63.4 50.5 16.0 17.0 43.2 66.9 56.7 35.8

일반 26.3 41.9 25.4 33.2 47.8 8.3 29.1 18.3

부업 10.1 7.1 46.1 39.5 9.0 24.8 2.2 45.9

자급 0.2 0.4 12.5 10.3 0.0 0.0 12.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농형태

논벼 17.5 31.1 21.4 29.5 38.9 25.1 9.1 8.0

과수 19.0 16.8 6.2 7.9 0.0 6.9 27.9 0.7

채소 28.2 25.6 12.9 15.7 52.1 41.7 41.6 28.0

축산 16.7 13.1 4.9 2.9 0.0 1.5 6.4 1.8

기타 8.5 6.9 2.5 4.6 0.0 20.6 0.9 17.0

2종 겸업 10.1 6.6 52.1 39.4 9.0 4.2 14.2 4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지 규모

0.5ha 미만 9.0 8.9 27.3 26.6 9.0 0.6 26.2 24.5

0.5~1.0 15.6 17.4 25.2 26.4 0.0 41.5 18.5 24.5

1.0~1.5 18.3 20.0 19.9 14.4 30.0 20.6 42.3 18.6

1.5~2.0 15.3 15.7 6.3 9.5 21.2 0.0 1.8 10.0

2.0~3.0 17.1 14.9 8.6 10.3 12.7 32.0 0.0 11.1

3.0~5.0 11.4 14.3 8.8 8.1 16.3 1.5 11.2 1.6

5.0ha 이상 13.4 8.8 3.9 4.7 10.8 3.8 0.0 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49세 이하 8.1 7.5 9.9 6.9 2.4 12.0 9.9 22.6

50~59 26.3 20.1 20.2 18.7 49.0 46.5 61.0 41.8

60~69 36.9 36.4 33.7 33.6 48.6 0.0 18.7 8.5

70세 이상 28.7 36.0 36.2 40.8 0.0 41.5 10.4 2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원 수

2명 63.3 73.2 57.1 67.4 51.1 37.6 66.1 55.8

3명 21.5 13.2 22.6 17.1 38.9 37.7 13.8 23.2

4명 7.4 8.5 8.8 8.8 0.0 17.9 15.0 3.6

5명 이상 7.8 5.0 11.5 6.7 10.0 6.8 5.1 1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4   ❙

2017년 농가 고수익·고성장 농가와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채소농가 비중은 

각각 34.4%로 가장 높고, 논벼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의 비중 또한 15% 이상 

차지하고 있다.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경우 채소농가의 비율이 33.2%로 가장 높

지만, 논벼농가의 비중도 30.2%로 높다. 저수익·고성장과 저수익·저성장의 경

우 2종 겸업 농가가 각각 49.3%와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

음으로 논벼농가가 15.0%와 23.8%, 채소농가가 17.1%와 18.8%를 차지하고 있

다.22)

2017년 경지 규모에 따른 유형별 농가 분포를 보면, 고수익·고성장 농가는 1.0ha 

이상 1.5ha 미만 농가 비율이 22.7%로 가장 높고 1.5ha 이상 2.0ha 미만 농가가 

16.6%, 5.0ha 이상 농가가 15.8%이다. 고수익·저성장의 경우는 0.5~1.0ha 미만 

농가와 1.0~1.5ha 미만 농가가 각각 22.7%와 2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저수익·고성장과 저수익·저성장의 경우 0.5ha 미만 농가가 각각 40.0%와 

37.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과 노동력 등 

농지 외적 요인이 수익성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지만,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는 경지 규모의 확 를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23)

2017년 연령별 고수익 농가와 저수익 농가의 차이는 고수익 농가의 경우 저수

익 농가보다 40  이하, 50 , 60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고수익·고성장 

농가와 고수익·저성장 농가의 70  비중이 각각 35.9%와 49.7%인 것은 고령농

도 매우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 논벼농가는 다른 영

농형태에 비해 경지 규모 확 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9년과 2017년 나타난 유형별 농가 분포의 차이는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농가의 변화를 보여준다.

22) 높은 수익성의 논벼농가는 낮은 수익성의 농가보다 경지 규모가 크고, 채소농가의 경우는 2.0ha 미

만의 경지 규모라도 높은 수익성을 올리는 농가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높은 수익성을 올리는 채소

농가는 60  이하 농가 비중이 상 적으로 높다. 

23) 고수익 농가이고 작은 경지 규모(1.0ha 미만)인 농가 중에서는 채소농가와 축산농가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고, 큰 경지 규모(2.0ha 이상)에서는 논벼농가와 축산농가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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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 정도에 따른 전문 농가의 비중은 2009년 28.8%에서 2017년 26.1%로 감

소하였다. 하지만 2017년 수익성 높은 농가의 경우 전문 농가의 비중이 고수익·

고성장 농가와 고수익·저성장 농가 모두에서 2009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의 전문화(경지 규모의 확  또는 농업총수입의 

증가)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2017년과 2009년 사이 경지 규모가 0.5ha 미만 농가의 비중이 21.4%에서 

32.0%로 많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7년 고수익 농가의 0.5ha 미만 농가의 비

중은 고수익 두 유형 모두 2009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

하다고 할 때(Ceteris paribus) 고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경지 규

모의 확 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농지가격의 상승, 가

격과 경영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두영(2018)에서는 이러한 요인 중 하나로 농

업생산에 있어서 노동 이외의 투입재 비중 증가를 지적하였다.

경영주 연령에 따른 차이는 2009년과 2017년 모두 농가 전체의 인구 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고수익성 농가는 50 와 60 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고, 70 의 

비중은 상 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40  이하의 경우 오히

려 수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프로빗 모델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40  이하 농가의 제반 여

건이 높은 수익성을 올리기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40  농가가 안정

적으로 정착하여 수익을 올릴 때까지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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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투자 의향과 제약 요인4

1. 설문조사 개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는 농가경제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 

분석에 나타나지 않은 자산 활용 실태, 농가의 투자 요인, 투자 의향과 제약 요인, 

애로사항, 의견 등 농가별 투자 의향과 제약 요인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농가 기본 정보, 농가 소득 현황, 농가 자산 및 투

자 현황, 자산 활용 의견, 농가 영농계획 등 총 36문항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기

간은 2019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 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1,600명이며, 이 중 605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은 약 37.8%이다. 

<표 4-1>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낸 표다. 연령별로 60 가 44.0%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인 포함 가족 수는 2명이 39.8%로 가장 높고, 

영농 경력은 전체의 41.5%가 20년 이상이다. 학력은 졸 이상이 48.2%로 가장 

높고, 영농형태는 과수 농가가 27.1%, 논벼농가가 2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경상북도의 비중이 19.6%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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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농가경제조사와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시점과 표본의 특성 차이가 존

재한다. 구체적으로 농가경제조사의 자료는 2018년까지 제공되어 있고, 설문조

사는 2019년 실시되었다. 또한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가의 특성에도 차

이가 있다. 설문조사 상인 현지통신원은 농가경제조사보다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의 비중이 높고 고령농의 비중이 낮다. 반면, 농가경제조사는 겸업농의 

증가에 따라 기타 농가(2종 겸업농 포함)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농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의 

의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응답자 특성과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비율

단위: 명, % 

응답자 특성 빈도 비율(%) 농가경제조사 비율(%)

전체 605 100.0 -

연령

30  이하 32 5.3 0.4

40 65 10.8 3.6

50 186 30.9 15.5

60 265 44.0 36.5

70  이상 55 9.1 44.0

합계 603 100.0 100.0

본인 포함 가족 수

1명 35 5.9 -

2명 237 39.8 78.9

3명 117 19.7 15.5

4명 124 20.8 6.2

5명 이상 82 13.8 3.4

합계 595 100.0 100.0

영농 경력

5년 미만 29 4.9 -

5년 이상 ~ 10년 미만 161 27.3 -

10년 이상 ~ 15년 미만 87 14.8 -

15년 이상 ~ 20년 미만 68 11.5 -

20년 이상 245 41.5 -

합계 590 100.0 -

학력

중졸 이하 74 12.0 59.1

고졸 221 36.5 30.5

졸 이상 306 48.2 10.4

합계 601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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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응답자 특성 빈도 비율(%) 농가경제조사 비율(%)

영농형태

벼농사 123 20.3 20.0

과수 164 27.1 9.6

채소 73 12.1 23.0

특용작물 92 15.2 1.1

화훼 10 1.7 6.7

일반 밭작물 82 14.0 2.9

축산 52 8.7 5.5

기타 9 1.5 35.9

합계 605 100.0 100.0

지역

도시 10 1.7 7.8

경기도 49 8.2 12.0

강원도 49 8.2 6.8

충청북도 51 8.5 7.2

충청남도 79 13.2 12.2

전라북도 78 13.0 9.1

전라남도 85 14.2 13.2

경상북도 117 19.6 16.8

경상남도 73 12.2 11.6

제주특별자치도 7 1.2 3.2

합계 598 100.0 100.0

주: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2018년 자료이며, 설문조사는 2019년 실시되어 차이가 존재함.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응답자의 기본 정보 중 영농활동 이유로는 ‘노동력이 적게 들고 농사짓기 편해

서’가 24.5%로 가장 비율이 높다. 그리고 ‘현재 소득은 별로지만 앞으로 소득이 

좋을 것 같아서’가 22.5%,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가 20.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이 좋아서’는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의견

으로 영농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이 편해서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

였다. 소득 관련 항목인 ‘소득이 좋아서’와 ‘현재 소득은 별로이지만 앞으로 소득

이 좋을 것 같아서’가 총 49.3%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소득 

이외의 항목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영농활동이 단순

히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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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응답자의 영농활동 이유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소득이 좋아서 100 16.8

②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123 20.6

③ 노동력이 적게 들고 농사짓기 편해서 146 24.5

④ 현재 소득은 별로이지만 앞으로 소득이 좋을 것 같아서 134 22.5

⑤ 국가로부터 혜택이 좋아서 0 0.0

⑥ 기타 94 15.8

합계 597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경지 규모는 0.5ha 이상 1.0ha 미만이 전체의 2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지 규모 5.0ha 이상은 전체의 15.2%, 0.5ha 

미만 농가는 1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3  응답자의 경지 규모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농가경제조사(%)

① 0.5ha 미만 114 18.8 32.6

② 0.5~1.0ha 미만 126 20.8 24.6

③ 1.0~1.5ha 미만 67 11.1 14.0

④ 1.5~2.0ha 미만 71 11.7 7.5

⑤ 2.0~3.0ha 미만 50 8.3 9.8

⑥ 3.0~5.0ha 미만 85 14.1 6.9

⑦ 5.0ha 이상 92 15.2 4.6

합계 605 100.0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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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2.1. 농가 소득 현황

응답자의 농가소득은 5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하가 전체의 21.0%로 가장 비

율이 높다. 그다음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가 1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한편으로 2천만 원 미만의 농가도 전체의 28.0%를 차지하여 낮은 소득의 농

가도 다수 존재한다.24)

총수입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의 부분임(80% 이상)이 전체의 

37.1%로 가장 높고, 낮은 편임(20% 이상 40% 미만)이 21.9%로 그다음이다. 매

우 낮음(20% 미만)은 19.1%이고 높은 편임(60% 이상 80% 미만)은 11.2%, 절반 

정도(40% 이상 60% 미만)는 10.7% 수준이다. 농가경제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농

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농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4  응답자 농가소득 현황

단위: 명, %

분류 빈도 비율(%) 농가경제조사(%)

① 1천만 원 미만 89 14.8 9.4

② 1천만 원~2천만 원 79 13.2 20.9

③ 2천만 원~3천만 원 108 18.0 17.7

④ 3천만 원~5천만 원 116 19.3 24.2

⑤ 5천만 원~8천만 원 126 21.0 16.4

⑥ 8천만 원~1억 5천만 원 55 9.2 9.1

⑦ 1억5천만 원~3억 원 21 3.5 2.1

⑧ 3억 원 이상 6 1.0 0.3

합계 600 100.0 100.0

자료: 농가 자산 활용 실태와 과제 설문조사 결과.

24) 참고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경우 2018년 농가소득 평균이 4천 2백만 원 수준이고, 농가소득 3천

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전체의 24.2%로 가장 높은 것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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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응답자의 총수입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농가경제조사(%)

① 매우 낮음(20% 미만). 114 19.1 53.4

② 낮은 편임(20% 이상 40% 미만). 131 21.9 14.4

③ 절반 정도(40% 이상 60% 미만). 64 10.7 13.4

④ 높은 편임(60% 이상 80% 미만). 67 11.2 10.8

⑤ 소득의 부분임(80% 이상). 222 37.1 8.0

합계 598 100.0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최근 5년 동안 농업소득 증감현황은 소득에 큰 변화가 없음이 

36.4%로 가장 높고, 소득이 약간 감소함(50% 이하)이 32.2%, 소득이 약간 증가

함(두 배 미만)이 18.9%, 소득이 크게 감소함(50% 이상)이 10.0%, 소득이 크게 

증가함(두 배 이상)이 2.5%이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농가가 농업소득에서 큰 증

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6  응답자의 최근 5년 동안 농업소득 증감 현황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소득이 크게 증가함(두 배 이상). 15 2.5

② 소득이 약간 증가함(두 배 미만). 115 19.1

③ 소득에 큰 변화가 없음. 219 36.3

④ 소득이 약간 감소함(50% 이하). 194 32.2

⑤ 소득이 크게 감소함(50% 이상). 60 10.0

합계 603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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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가 자산 및 투자

응답 농가의 토지, 건물, 현금 등 자산 현황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전체의 

36.3%로 가장 높다. 그리고 3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이 19.6%, 7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이 16.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4.0%, 5천만 원 미만이 9.5%, 

15억 원 이상이 4.3%이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자산이 농가경제조사의 표본보다 

경지 규모도 크고 소득도 높은 편이지만 상 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작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원인으로 부분의 응답자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거주

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 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응답자의 자산(토지, 건물, 현금 및 적금 등) 현황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농가경제조사(%)

① 5천만 원 미만 57 9.5 1.6

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85 14.0 5.5

③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18 36.3 35.6

④ 3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118 19.6 37.3

⑤ 7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98 16.3 15.3

⑥ 15억 원 이상 26 4.3 4.7

합계 602 100.0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자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임(60% 이상 80% 미만)

이 전체의 3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낮은 편임(20% 이상 40% 

미만)이 19.8%, 절반 정도(40% 이상 60% 미만)가 17.1%, 매우 낮음(20% 미만)

이 16.5%, 자산의 부분임(80% 이상)이 16.0%이다. 농지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63.7%에 이를 정도로 농지가 자산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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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응답자의 자산 중 토지(농지)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현황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농가경제조사(%)

① 매우 낮음(20% 미만). 99 16.5 27.4

② 낮은 편임(20% 이상 40% 미만). 119 19.8 24.7

③ 절반 정도(40% 이상 60% 미만). 103 17.1 25.6

④ 높은 편임(60% 이상 80% 미만). 184 30.6 18.1

⑤ 자산의 부분임(80% 이상). 96 16.0 4.2

합계 601 100.0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최근 5년간 농지가격 변화는 가격이 약간 증가함(두 배 미만)이 전

체의 45.2%로 가장 높고,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음이 38.6%, 가격이 약간 감소함

(50% 이하)이 8.1%, 가격이 크게 증가함(두 배 이상)이 6.1%, 가격이 크게 감소

함(50% 이상)이 2.0%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가격 상승을 다수의 농가가 경

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농가경제조사 결과와 상반되지 않는다.

표 4-9  최근 5년 응답자의 토지(농지) 가격 변화 현황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가격이 크게 증가함(두 배 이상). 36 6.1

② 가격이 약간 증가함(두 배 미만). 267 45.2

③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음. 228 38.6

④ 가격이 약간 감소함(50% 이하). 48 8.1

⑤ 가격이 크게 감소함(50% 이상). 12 2.0

합계 591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부채 현황은 1천만 원 미만이 전체의 27.4%로 가장 높고,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21.7%,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7.3%, 1억 원 이

상 3억 원 미만이 19.8%,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5%, 5억 원 이상이 4.4%

이다. 농가경제조사보다 부채가 많은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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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답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상 적으로 낮고 영농규

모가 큰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응답자의 부채(농협 대출, 정책자금, 사채 포함) 현황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농가경제조사(%)

① 1천만 원 미만 162 27.4 67.7

②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28 21.7 16.3

③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2 17.3 7.1

④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17 19.8 6.2

⑤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6 9.5 1.6

⑥ 5억 원 이상 26 4.4 1.1

합계 591 100.0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부채 부담과 투자 여력 현황은 농업생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음이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을 팔 정도는 아니지만, 투자를 

전혀 못 하고 있음이 29.1%, 부채가 있지만, 미래를 보고 계획 로 투자함이 

20.8%, 부채가 많아서 재산을 팔아야 함이 9.4%, 계획한 투자를 축소해야 함이 

8.5%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농가가 투자를 못 하거나 영농규모를 축소해

야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일부 농가만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농가의 자산 증가가 영농규모의 확 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명목 금액 상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1  응답자의 부채 부담과 투자 여력 현황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농업생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음. 189 32.2

② 재산을 팔 정도는 아니지만, 투자를 전혀 못 하고 있음. 171 29.1

③ 계획한 투자를 축소해야 함. 50 8.5

④ 부채가 있지만, 미래를 보고 계획 로 투자함. 122 20.8

⑤ 부채가 많아서 재산을 팔아야 함. 55 9.4

합계 587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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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농가의 부채 발생 이유로 토지, 시설 등 농업 투자가 51.2%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채 없음이라고 답한 농가가 19.7%, 생활비가 12.4%, 

자녀들 교육비, 학자금 등 자녀 관련 비용이 9.5%, 농업 외 다른 사업(음식점, 개

인 사업) 등이 7.3%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현실이지

만, 부채가 있는 농가는 농업에 한 투자가 부채 발생의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

준다.

표 4-12  응답자 부채 발생 이유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부채 없음. 116 19.6

② 자녀들 교육비, 학자금 등 자녀 관련 비용 56 9.5

③ 생활비 73 12.4

④ 토지, 시설 등 농업 투자 303 51.3

⑤ 농업 외 다른 사업(음식점, 개인 사업) 등 43 7.3

합계 591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최근 5년간 농업 투자 금액은 1천만 원 미만이 25.5%로 가장 비중

이 높고,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19.9%, 3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이 

19.5%, 7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이 16.4%,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

만이 11.5%, 3억 원 이상이 7.2%이다. 농업에 투자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인 농가가 전체의 18.7%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3천만 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

의 45.4%에 이른다. 다수 농가의 투자가 정체된 상태에서 농업 투자가 일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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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응답자의 최근 5년간 농업 투자(토지, 건물, 시설, 기계 등 1년 이상 사용 목적) 금액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1천만 원 미만 153 25.5

②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119 19.9

③ 3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117 19.5

④ 7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98 16.4

⑤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69 11.5

⑥ 3억 원 이상 43 7.2

합계 599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2.3. 자산 활용

응답 농가가 영농규모를 확 하려고 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 토지 가격, 시

설 등 가격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움이 35.8%로 가장 높고, 규모를 늘리고 싶지 

않음이 30.1%, 일손 등 노동력이 부족함 또는 본인 나이가 많음이 22.3%, 농협 등 

출기관 이자율이 높음이 6.0%, 국가나 정부의 규제, 법률, 허가 등 행정 사항이 

4.3%, 추가적인 영농 기술 습득이 어려움이 0.8%, 어려움이 없음이 0.7%이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농가가 규모 확  과정에서 경험하는 금전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지만, 한편으로 추가적인 확  계획이 없거나 일손 등 노동

력 부족 등 비금전적 요소를 고려하는 농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농가의 투자 확 를 위해서는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

는 방안 그리고 투자 의욕이 상 적으로 작은 고령농을 신규 창업농으로 점진적

으로 체할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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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응답자가 농사 규모를 확대하려고 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규모를 늘리고 싶지 않음. 181 30.1

② 토지 가격, 시설 등 가격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움. 215 35.8

③ 농협 등 출기관 이자율이 높음. 36 6.0

④ 일손 등 노동력이 부족함. 또는 본인 나이가 많음. 134 22.3

⑤ 추가적인 영농 기술 습득이 어려움. 5 0.8

⑥ 국가나 정부의 규제, 법률, 허가 등 행정 사항 26 4.3

⑦ 어려움 없음. 4 0.7

합계 601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는 토

지를 빌리고 있지 않음이 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임차료 등 임

차 관련 비용이 높고 추가적인 소득이 많지 않음이 26.1%, 토지를 구하기 어려움

이 15.2%, 땅 주인의 자의적인 토지 상환 요구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법적인 

문제가 13.5%, 어려운 점이 없고, 소득을 높이는 데 좋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8.9%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 차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앞의 분석 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임 차 활성화 과정에서 임차 관련 비용 문제와 불법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4-15  응답자가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 느끼는 어려운 점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토지를 빌리고 있지 않음. 216 36.4

② 땅 주인의 자의적인 토지 상환 요구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법적인 문제 80 13.5

③ 토지를 구하기 어려움. 90 15.2

④ 임차료 등 임차 관련 비용이 높고 추가적인 소득이 많지 않음. 155 26.1

⑤ 어려운 점이 없음. 소득을 높이는 데 좋음. 53 8.9

합계 594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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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농가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차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는 56.4%

가 농지를 임차하지 않음이고, 원하는 곳의 토지를 구하기 어려움이 29.5%, 임차

료 등 임차 관련 비용이 높음이 6.9%, 어려운 점 없음이 4.0%, 토지를 장기간 임차

하기 어려움이 3.2%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 차 활성화 사업은 농지의 불법적인 임 차를 줄이고, 신

규 진입농의 농지에 한 접근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그리고 농지가격

의 상승은 신규 농가의 농지 접근성을 더욱 낮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지은행

을 통한 농지 임 차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다.

표 4-16  응답자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차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농지를 임차하고 있지 않음. 335 56.4

② 원하는 곳의 토지를 구하기 어려움. 175 29.5

③ 임차료 등 임차 관련 비용이 높음. 41 6.9

④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기 어려움. 19 3.2

⑤ 어려운 점 없음. 24 4.0

합계 594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한 의견은 법으로 농사를 짓

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를 더욱 제한해야 함이 38.8%로 가장 높고, 농지 사용

료(임차료)를 낮추고 직불금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가면 문제가 안 됨이 32.1%, 

국가에서 농지연금액을 높여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농지 판매를 높일 필요가 있

음이 15.9%,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이 12.4%, 기타 의견이 0.8%이다. 이

러한 결과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보유하는 것에 하여 농가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임차인이 낮은 임차료로 사

용하고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과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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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높다. 따라서 농지 임 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료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표 4-17  응답자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75 12.4

② 국가에서 농지연금액을 높여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농지 판매를 높일 필요가 있음. 96 15.9

③ 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를 더욱 제한해야 함. 235 38.8

④ 농지 사용료(임차료)를 낮추고 직불금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가면 문제가 안 됨. 194 32.1

⑤ 기타 5 0.8

합계 605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에 한 투자가 정체되고, 농가가 현금 자산을 늘리는 것에 한 농가의 의

견은 농업에 투자를 하여도 소득이 많이 늘지 않음이 45.4%로 가장 높고, 농사로 

벌어들이는 돈이 넉넉지 않아서 생활자금으로 필요함이 22.0%, 농업인이 투자

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을 확충해야 함이 16.3%, 토지의 가격, 시설 비용이 비싸

서 여력이 없음이 15.6%, 기타 의견이 0.7%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의 수익성

에 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농업을 통한 수익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4-18  응답자의 농가가 농업에 투자하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토지의 가격, 시설 비용이 비싸서 여력이 없음. 94 15.6

② 농업에 투자를 하여도 소득이 많이 늘지 않음. 273 45.4

③ 농사로 벌어들이는 돈이 넉넉지 않아서 생활자금으로 필요함. 132 22.0

④ 농업인이 투자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을 확충해야 함. 98 16.3

⑤ 기타 4 0.7

합계 601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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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농지은행을 통해 본인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에 한 의견은 절차

가 복잡하여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선호함이 35.5%로 가장 높고, 농지은행

의 임 료가 낮다고 생각함이 25.9%,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과 금전적 지

원이 임 료보다 높음이 35.5%, 기타 의견이 7.8%, 임 료가 높지만 농사를 짓

고 싶음이 6.8%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농지은행에 하여 잘 알지 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은행을 통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며, 임 료가 낮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농지은행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 경영안정과 농지은행에 

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4-19  응답자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농지은행의 임 료가 낮다고 생각함. 153 25.9

②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과 금전적 지원이 임 료보다 높음. 142 24.0

③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선호함. 210 35.5

④ 임 료가 높지만 농사를 짓고 싶음. 40 6.8

⑤ 기타 46 7.8

합계 591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2.4. 영농 계획

응답 농가의 영농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은 조금 낮더라도 매

년 꾸준한 소득이 38.3%로 가장 높고, 생산량과 높은 소득이 28.5%, 돈보다는 

편안한 노후 생활과 일거리가 20.9%, 향후 토지 가격, 시설가격 상승 등 영농자

산의 재산가치 증가가 8.0%, 기타 의견이 2.8%, 농사를 지음으로써 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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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혜택이 2.5%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농사를 통해 얻는 정신적인 행복과 만족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66.8%의 다수 농가가 

수익성을 영농활동의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돈보다는 편안한 노후 생활과 일거리라고 답한 농가의 정서적 만족은 영농활동

을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농가도 다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4-20  응답자의 영농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생산량과 높은 소득 172 28.5

② 소득은 조금 낮더라도 매년 꾸준한 소득 231 38.3

③ 향후 토지 가격, 시설가격 상승 등 영농자산의 재산가치 증가 42 7.0

④ 농사를 지음으로써 정부로부터 얻는 헤택 15 2.5

⑤ 돈보다는 편안한 노후 생활과 일거리 126 20.9

⑥ 기타 17 2.8

합계 603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현재 영농규모를 고려한 투자 의향에 해서는 현재 규모가 적당

하여 현재 생산량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이 56.6%로 가장 높았고, 작은 편이어서 

어느 정도 확 할 계획임(현재 생산량의 두 배 미만)이 27.5%, 큰 편이어서 축소

할 예정임(30% 정도 축소)이 10.8%, 매우 작아서 크게 확 할 계획임(현재 생산

량의 두 배 이상)이 4.0%, 너무 큰 편이어서 생산량을 많이 줄일 예정임(70% 이

상)이 1.2%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농가가 현재의 영농규모에 만족하고 있지

만, 영농규모를 확 하려는 농가도 일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농업 규모

를 축소하려는 농가는 12.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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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응답자의 현재 경작(혹은 사육)하고 있는 영농규모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매우 작아서 크게 확 할 계획임(현재 생산량의 두 배 이상). 24 4.0

② 작은 편이어서 어느 정도 확 할 계획임(현재 생산량의 두 배 미만). 166 27.5

③ 현재 규모가 적당하여 현재 생산량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341 56.6

④ 큰 편이어서 축소할 예정임(30% 정도 축소). 65 10.8

⑤ 너무 큰 편이어서 생산량을 많이 줄일 예정임(70% 이상). 7 1.2

합계 603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표 4-20>의 결과와 앞에서 확인한 농가의 연령, 가족 인원, 영농경력, 학력, 

영농형태, 총수입, 자산, 부채를 이용하여 농가 특성과 투자 의향 간의 연관성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모델은 종속변수인 투자 규모가 순서형 변수임을 고려

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0>은 농가 투자 의향에 한 로지스틱 모델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에 따르면, 농가의 투자 규모 의향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연령, 영농경력, 영

농형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영농경

력이 오래될수록, 영농형태에서는 과수, 채소, 일반 밭작물, 기타일 경우 투자 규

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농가의 가족 인원수, 

학력, 영농형태 중 축산, 경지면적, 농가 총수입, 자산 현황, 부채 현황 등은 농가

의 투자 규모 의향과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감소 또는 영농규모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영농형태에 따라 이러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농가의 투자 의향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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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농가 투자 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모델 분석 결과

구분 투자 의향

연령 0.75*** (0.13)

가족 인원수 -0.07 (0.08)

영농경력 0.24*** (0.08)

학력 0.01 (0.29)

영농형태
더미

과수 1.18*** (0.27)

채소 0.77*** (0.28)

일반 밭작물 0.84** (0.39)

축산 -0.13 (0.37)

기타 1.00*** (0.29)

경지면적 -0.04 (0.08)

농가 총수입 -0.04 (0.06)

자산 현황 0.08 (0.08)

부채 현황 -0.05 (0.07)

표본 수 552

주: 종속변수는 표 4-20의 영농 규모에 한 5점 척도임. ***은 1%에서 **는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LR chi2(13)=121.69(p-value<0.0001)이고 Pseudo R2=0.1000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농지 응답 농가의 영농재산 처분 계획 및 방법은 힘이 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고, 

농사짓는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임이 28.7%로 가장 비중이 높고, 힘이 닿는 데까

지 농사를 짓다가 다른 사람 또는 국가에 팔아서 목돈 마련이 27.1%, 향후 농지연

금25)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으며 농사를 지음이 19.7%, 계획 없음이 13.4%, 힘이 

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고, 농사짓지 않는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임이 11.2%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를 상속하려는 농가가 최소 39.7%가 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농지를 팔거나 농지연금을 가입하려는 비중도 

46.8%에 이르고, 계획이 없는 농가 또한 13.4%로 낮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농

지 상속과정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임 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고령농의 농지

25) 농가의 고령화와 높아진 농지가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농지 유동화 정책이 있으며, 이 중 

표적으로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사업이 있다. 농가는 농지은행을 통해 계약에 따라 농지를 매각하

고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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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취업농에게 안정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에 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

함을 보여준다. 

표 4-23  응답자의 향후 영농재산 처분 계획 및 방법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힘이 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고, 농사짓는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임. 172 28.7

② 힘이 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고, 농사짓지 않는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임. 67 11.2

③ 힘이 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다가 다른 사람 또는 국가에 팔아서 목돈 마련 162 27.1

④ 향후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으며 농사를 지음. 118 19.7

⑤ 계획 없음. 80 13.4

합계 599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농지연금 이용에 한 의견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용할 생

각이 있음이 40.1%로 가장 비율이 높고, 농지연금이 미래의 농지가격보다 낮다

고 생각되어 이용하기 꺼려짐이 18.2%, 농지연금이 농지가격보다 낮아서 이용

하기 꺼려짐이 15.7%,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농지연금을 이용하고 싶지 않음이 

13.7%, 농지연금을 이용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함이 12.5%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농지연금에 한 긍정적인 인식과 농지연금 수령액에 한 관심을 보여

준다. 

표 4-24  응답자의 농지연금 이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용할 생각이 있음. 238 40.1

② 농지연금이 농지가격보다 낮아서 이용하기 꺼려짐. 93 15.7

③ 농지연금이 미래의 농지가격보다 낮다고 생각되어 이용하기 꺼려짐. 108 18.2

④ 농지연금을 이용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함. 74 12.5

⑤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농지연금을 이용하고 싶지 않음. 81 13.7

합계 594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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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농가의 영농형태 변경 계획과 이유에 한 문항에서는 바꿀 생각이 없음

이 71.2%로 가장 높았고, 바꾸고 싶은 영농형태로는 특용작물이 10.1%, 축산이 

6.8%, 과수가 4.1%, 벼농사가 2.5%, 채소와 화훼가 각각 1.5%, 일반 밭작물이 

1.3%, 기타가 1.0%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여러 작물을 함께 생산하는 복합영농 

계획, 농업을 그만두고 싶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영농형태 변경에 

한 이유로는 일한 만큼 소득이 좋아서가 17.3%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일을 많

이 하지 않아도 소득이 괜찮아서가 5.0%, 농사일이 편해서가 4.3%, 기타 의견이 

2.0%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다른 일과 병행을 하고 싶음, 탈농 등 여러 의견이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영농형태 변경에 한 수요가 존재하며, 변경의 주요

인은 소득 증가임을 보여준다. 

표 4-25  응답자의 영농형태 변경 계획 및 이유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답변 내용 빈도 비율(%)

① 바꿀 생각 없음. 430 71.2
① 바꿀 생각 없음. 430 71.4

② 벼농사 15 2.5

③ 과수 25 4.1
② 일한 만큼 소득이 좋아서 104 17.3

④ 채소 9 1.5

⑤ 특용작물 61 10.1 ③ 일을 많이 안 해도 
소득이 괜찮아서

30 5.0
⑥ 화훼 9 1.5

⑦ 일반 밭작물 8 1.3
④ 농사일이 편해서 26 4.3

⑧ 축산 41 6.8

⑨ 기타 6 1.0 ⑤ 기타 12 2.0

합계 604 100.0 합계 602 100.0

자료: 현지통신원 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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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실시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어

려운 농가의 투자 의향과 제약 요인에 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조

사 결과는 먼저, 농가의 투자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인으로 

다수의 농가는 영농규모를 확 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손 부족, 안락한 노후 추구, 영농활동이 힘들어서 등 

여러 요인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의 영농규모를 유지하거나 점차 축

소하려는 농가가 다수 존재한다. 

한편, 농가의 영농규모 확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비용적인 부분이 일차적으

로 문제가 되지만, 투자 계획이 없거나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투자를 활발

히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채가 없거나 1천만 원 미만인 농가가 다수 존

재한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농가경제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수익 농가

의 비중 확  원인에는 고령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농업 투자 및 영농규모

가 감소하는 것을 농업 투자 비용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농가의 고령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농지 임차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 많은 농가가 임차를 하지 않아서 어

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경제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농지의 임 차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로 농가

는 임차비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이 높지 않은 것, 토지를 구하기 어려운 점, 농

지 소유자의 자의적인 토지 상환 요구 및 직불금 등 불법적인 문제 등을 제기하였

다. 농지 임 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차 토지 활용 방안, 임차 농지 확보, 투명한 

계약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농지 연금 사업은 농지 유동화와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표적인 사

업이다. 농지 연금 사업에 한 설문 결과는 좋은 제도라고 인식하여 이용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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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농지를 자녀의 영농활동 여부에 상

관없이 상속하려는 농가와 농지연금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농가의 비중 또한 높

다. 그리고 농지연금의 지급액이 농지가격에 비하여 낮다고 답한 농가의 비중

이 높다. 앞 장에서 농지의 임 차가 농가의 수익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만, 수익성이 낮은 농가의 농지 임 차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의 유동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액을 높이거나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 

시사점 및 검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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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검토과제5

1. 시사점

1.1. 농가경제의 저수익성과 저성장성 문제 심화

2000년  초반까지 농가경제의 표적인 문제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한 

응으로 추진된 농가 경쟁력 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 정부의 융자 및 보조와 

농가의 자본 투자는 뚜렷한 성과 없이 농가에 규모 부채를 남겼고, 이에 따라 

부채탕감정책과 경영회생정책 등 부채 책 중심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십여 년간의 자료(2008~2018)를 분석해 보면, 농가경제의 문제

가 부채 문제에서 저수익성과 저성장성 문제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농가를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고수익 농가(농가 자산 비 

농업소득 4.5% 초과 농가)의 비중은 31.0%에서 25.1%로 감소하고, 저수익 농가

의 비중은 69.0%에서 74.9%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안정성 농가(자산 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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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비율 55% 미만 농가)의 비율은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98.2%에서 97.9%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가의 부채 문제가 자산 비 부채 비율로 보았을 

때 농가경제 전체의 문제가 아닌 일부 농가의 문제로 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성장 농가(농가 자산 성장률 8% 초과 농가)는 2009년 33.3%에서 

2017년 38.3%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농가의 성장이 농업소득

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농가가 증가하였다. 수익성이 높은 고성장 농가는 2009

년에서 2017년 사이 11.9%에서 8.3%로 감소하고, 수익성이 낮은 고성장 농가

는 20.8%에서 29.4%로 증가하였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이 크고, 농업

소득의 절  금액이 큰 고수익·고성장 농가의 비중이 감소하고, 농가소득 중 농업

소득의 비중이 작고 농업소득의 절  금액이 작은 저수익·고성장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산과 농업소득의 불균형은 농가 자산 증가 요인이 농지 규모의 증가

보다 농지가격 상승과 당좌자산 증가에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농가에서 영농규

모 확 를 통한 자산 가치 상승이 아닌 농지 등 영농자산의 명목가치 상승과 현금 

보유의 증가가 나타났다. 

1.2. 농가의 수익성 하락 요인

농가의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전업농가의 감소, 농가의 고령화, 경지 규모 감

소, 농지가격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전업농의 비중은 

54.0%에서 51.6%로 감소하였다. 규모화된 영농활동을 통해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이 33.7%에

서 44.0%로 증가하였다.26) 영농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청장

26)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08년과 2018년 사이 70

세 이상 농가 비중이 30.5%에서 44.3%로 증가하였다.



시사점 및 검토과제❙   115

년 농가의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지 규모 1.0ha 미만 농가의 비

중이 전체 농가의 45.2%에서 57.2%로 증가하였고,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13,666에서 12,315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1당 소유 농지가격은 2만 

3천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농지 규모 감소 속도보다 단위 면적당

(1) 농지가격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농지가격은 농가 자산의 명목

적 금액은 높였지만, 농가의 수익성을 낮추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환(1997)이 

제기한 바와 같이 경제 발전에 따라 농지의 전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농지의 가격 

상승과 농지에 한 자산적 수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농가의 수익성이 하락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농지가격의 상승은 여러 경로를 통해 농지가격의 수익성을 낮출 수 있다. 먼저 

기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농은 농지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 가치가 늘어

나는 효과를 얻는다. 이에 따라 농지 보유 유인이 증가한다. 반면, 신규 창업농은 

농지가격 상승에 따라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늘어난다. 그 결

과 농업 진입 장벽이 높아져 농지의 거래가 감소하고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될 가

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농가의 영농활동 수익성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2. 검토과제

2.1. 농지 유동화 정책 활성화

농가 자산 실태 분석 및 농가 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토 로 시사점과 과제를 제

시하였다. 농가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농이 농지를 보유할 유인

이 존재한다. 낮아진 금리 상황과 농지가격의 상승을 고려하면 농지를 보유하고 

영농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 높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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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고령농의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터전에 한 애착과 노동의 즐거움 등 비경

제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농가의 수익성을 낮추고, 신규 농가의 진입을 어렵게 만

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농가 입장에서 농지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생산수단으로

써 농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 젊은 농가들이 농업에 진입하는데 

농지 취득이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경영 이양 방식에 한 점검과 농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활발하

게 경영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은 농지 유동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가는 농지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고, 본인이 연

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농지은행의 매입기준인 공

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액(90%)은 실거래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시장에 매도하는 것이 농지연금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

고 생각하는 농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 동안 연

금혜택을 얻다가 차익을 얻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자를 높이고 농지를 매각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연금지급 방식과 

청산 가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투명한 임대차 관리의 활성화

투명한 농지임 차계약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소

유 농지가 크지 않더라도 임차를 통하여 경지 규모를 확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기간 농지의 임차와 영농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고령농

의 증가와 높아진 농지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신규 창업농에게 농지 임차는 영농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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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농지 임차는 부재지주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 거래의 비중이 높다(채

광석 외 2019). 이러한 개인 거래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가능성으로 인해 농지 임

인과 임차인에게 불확실성을 높인다. 또한 신규 창업농이 원하는 농지를 찾고 

임차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채광석 외(2017)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지 임 차 계약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농지 임 차 계약 신고제 등을 통하여 국가가 임 차를 관리하고 임 인과 임

차인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다한 임차료 문제 등은 임차료 상한제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2.3. 농가 단위 재무 분석 필요성과 재무제표 객관화

농가의 재무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회계 준칙 마련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산을 기준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유형 구분의 기준은 평균적 접근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 여건에 맞는 농가 재무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무성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 준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가의 재무 상황에 한 객관적인 정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 투

자자, 학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가의 경제활동 정보를 통하여 농가는 

영농규모 확  및 축소와 관련된 투자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정책담

당자는 농가소득 및 농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정보를 통하여 자금을 공급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학자는 농가경제 상황을 분석

하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에서는 1980년  농업

금융위기 이후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와 관리회계 기준을 제정하고, 농업 재무

제표와 농업금융회계에 한 교육과 지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무 분석

을 통해 농가경제의 정보를 제공 및 활용하고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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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와 관리회계 기준이 없다. 현재 

농가경제조사를 통하여 개략적인 농가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

를 통해 작성되고 각 항목 간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농가경

제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

면, 농가경제조사의 자산과 소득은 회계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있게 작성되

어 있지 않고 설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경제 상황

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만 법률적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농가의 영농활동에서 

농협이라는 기관은 빼놓기 어렵다. 농가의 출 및 저축 등 금융 활동, 비료·농

약·농자재·농기계 등 중간재 구입,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농가의 정보가 농협을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과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농가

의 금융정보를 표준화하고, 농가 단위 재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개별 농가의 생산 및 자원 활용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

해 농가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 행위를 완화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교

수,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와 재무 분

석 방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농가와 농업 부문 종사자의 재

무제표와 회계 관리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또한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재무제표와 회계 관리의 교육을 통해 농가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

일 수 있다. 그리고 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제안한다. 다수의 소규모 고령농이 존재

하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섣부른 도입은 농가의 거부감을 높일 수 있다. 먼저 도

입의 중요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농가, 일정 연령 이하의 농가, 

신규 농가 등을 상으로 농가 단위 재무제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확

한다. 이를 통하여 제도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27)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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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농가경제를 소득분석 중심으로 접근한 방식에서 벗어

나 농가 자산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 기간 동안 농가의 자산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것이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머물러,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간단히 살펴본 재무 분석 변화 요인을 품목 가격 및 경영

비의 변화 등 보다 구체적인 변수를 이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

서 주목한 농지의 임 차로 인한 농업소득 변화에 해서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

하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영농 특성별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

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5년마다 표본이 교체되는 

농가경제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재무성과 지표를 활용한 연구도 주

기적으로 수행되어 농가경제의 변화를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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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유형별 비중

부표 1-1  농가 유형별 비중 추이(2008~2018년)

단위: % 

연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합

2008 표본 시작 연도

2009 11.9 17.6 0.1 0.4 20.8 47.8 0.5 0.8 100.0

2010 12.0 13.6 0.2 0.7 21.7 50.9 0.3 0.6 100.0

2011 10.8 14.5 0.2 0.2 21.6 51.8 0.3 0.5 100.0

2012 10.6 14.1 0.2 0.3 23.6 50.3 0.1 0.7 100.0

2013 표본 교체 연도

2014 12.5 10.3 0.4 0.0 31.2 43.9 0.3 1.4 100.0

2015 10.5 11.9 0.2 0.0 25.7 50.5 0.4 0.8 100.0

2016 11.0 9.4 0.2 0.2 28.8 49.3 0.3 0.8 100.0

2017 8.3 10.2 0.1 0.2 29.4 50.6 0.4 0.8 100.0

2018 표본 교체 연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부 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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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농가 유형별 비중 추이(2008~2018)

단위: % 

주 1) 영농형태에서 기타 농가는 통계청 영농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특용작물·화훼·일반 밭작물·기타 농가를 

의미함.

2) 농가경제조사에서 1인 가구(단독가구)는 2014년부터 조사되었음. 분석 기간 동안 자료의 통일성을 고

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구분 2008 2009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전·겸
업별

전업 54.0 53.6 49.0 49.8 48.6 50.7 51.3 51.6

1종 겸업 14.1 13.6 17.9 15.7 18.0 13.4 12.9 12.4

2종 겸업 31.9 32.7 33.1 34.5 33.4 35.6 35.9 3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업 
정도

전문 28.0 28.8 27.5 28.4 29.5 27.0 26.1 28.9

일반 35.4 31.8 32.9 31.8 31.0 30.9 30.9 27.9

부업 28.5 31.6 31.7 31.1 30.9 31.6 31.6 31.6

자급 8.1 7.8 7.9 8.7 8.6 10.5 11.4 1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농
형태

논벼 31.7 26.1 23.2 22.9 24.2 20.9 21.1 20.0

과수 9.7 10.3 10.6 9.5 10.0 9.9 9.5 9.6

채소 16.9 18.8 20.3 23.1 19.8 21.9 21.4 23.0

축산 4.2 6.8 6.4 4.1 6.2 5.7 5.6 5.5

기타 5.6 5.2 6.4 5.8 6.3 5.7 6.5 6.0

2종 겸업 31.9 32.7 33.1 34.5 33.4 35.9 35.9 3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지 
규모

0.5ha 미만 21.6 21.4 23.2 23.6 27.5 30.2 32.0 32.6

0.5~1.0 23.6 23.7 24.4 25.2 24.0 23.4 22.6 24.6

1.0~1.5 16.6 17.4 15.1 14.3 15.0 14.5 14.9 14.0

1.5~2.0 10.1 10.4 10.9 10.3 9.2 9.6 9.2 7.5

2.0~3.0 12.9 11.7 11.1 11.0 10.9 10.1 9.3 9.8

3.0~5.0 9.4 9.3 9.5 9.3 7.8 6.9 6.2 6.9

5.0ha 이상 5.8 6.1 5.8 6.2 5.6 5.8 5.8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49세 이하 9.5 7.9 6.9 4.6 5.2 4.4 3.9 4.0

50~59 21.6 20.9 20.5 17.8 18.8 13.8 12.9 15.5

60~69 35.3 34.6 33.2 30.6 34.6 34.6 32.6 36.5

70세 이상 33.7 36.7 39.5 47.1 41.4 47.2 50.6 4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원 
수

2명 64.5 65.4 66.1 70.0 70.3 73.7 73.7 74.9

3명 17.2 18.1 18.1 15.4 17.9 16.1 16.3 15.5

4명 10.1 8.9 8.4 7.9 7.1 6.2 6.1 6.2

5명 이상 8.2 7.7 7.4 6.7 4.7 4.0 3.9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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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2017년 농가별 유형 분포

단위: %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계

전·겸
업별

전업 10.7 13.8 0.1 0.3 24.2 50.1 0.4 0.4 100.0
1종 겸업 17.8 21.0 0.4 0.0 20.0 40.2 0.0 0.7 100.0
2종 겸업 1.4 1.2 0.1 0.0 40.2 55.0 0.7 1.4 100.0

주업 
정도

전문 22.5 25.6 0.3 0.4 19.6 30.5 0.6 0.6 100.0
일반 6.1 9.9 0.0 0.1 24.2 59.2 0.0 0.4 100.0
부업 1.7 1.1 0.1 0.0 40.0 55.1 0.6 1.4 100.0
자급 0.0 1.1 0.0 0.0 36.9 60.8 0.8 0.4 100.0

영농
형태

논벼 6.3 14.6 0.0 0.6 21.0 57.3 0.2 0.0 100.0
과수 13.9 13.8 0.0 0.0 29.5 42.6 0.0 0.2 100.0
채소 13.4 15.9 0.4 0.0 23.8 44.9 0.5 1.0 100.0
축산 24.1 24.4 0.0 0.0 18.8 32.1 0.5 0.1 100.0
기타 14.1 9.4 0.0 0.2 24.7 50.8 0.2 0.7 100.0

2종 겸업 1.4 1.2 0.1 0.0 40.2 55.0 0.7 1.4 100.0

경지 
규모

0.5ha 미만 1.5 0.7 0.1 0.0 37.0 59.4 0.5 0.8 100.0
0.5~1.0 3.9 10.3 0.1 0.0 30.5 54.1 0.1 1.1 100.0
1.0~1.5 12.7 15.3 0.1 0.0 26.0 44.4 0.0 1.4 100.0
1.5~2.0 15.0 12.8 0.0 0.5 22.5 47.7 1.2 0.3 100.0
2.0~3.0 12.3 16.3 0.0 0.0 26.5 44.0 0.7 0.3 100.0
3.0~5.0 18.6 21.3 0.4 1.4 21.5 34.9 1.3 0.6 100.0

5.0ha 이상 22.7 22.8 0.4 0.1 17.5 36.5 0.0 0.0 100.0

연령

49세 이하 12.4 7.0 0.6 0.2 40.6 33.8 2.9 2.7 100.0
50~59 13.0 9.3 0.1 0.4 33.0 41.8 1.0 1.4 100.0
60~69 9.7 11.2 0.1 0.3 28.2 48.8 0.5 1.2 100.0

70세 이상 5.9 10.0 0.1 0.0 28.5 55.2 0.1 0.2 100.0

가구원 
수

2명 8.2 10.8 0.0 0.1 26.5 53.4 0.1 0.8 100.0
3명 10.9 8.3 0.3 0.0 35.7 42.9 1.0 0.9 100.0
4명 6.5 8.1 0.4 1.0 35.8 48.2 0.0 0.0 100.0

5명 이상 2.8 9.2 0.7 0.0 48.3 33.4 4.8 0.9 100.0

주 1) 영농형태에서 기타 농가는 통계청 영농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특용작물·화훼·일반 밭작물·기타 농가를 

의미함.

2) 농가경제조사에서 1인 가구(단독가구)는 2014년부터 조사되었음. 분석 기간 동안 자료의 통일성을 고

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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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2009년 농가별 유형 분포

단위: %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계

전·겸
업별

전업 14.9 24.5 0.1 0.8 14.1 44.6 0.5 0.5 100.0

1종 겸업 19.4 24.1 0.8 0.1 17.5 36.3 0.7 1.1 100.0

2종 겸업 3.7 3.6 0.0 0.1 33.4 58.0 0.2 1.1 100.0

주업 
정도

전문 26.2 30.9 0.2 1.0 11.5 28.3 0.9 1.0 100.0

일반 9.8 23.0 0.2 0.1 16.5 49.5 0.4 0.5 100.0

부업 3.8 4.0 0.0 0.3 30.5 60.1 0.0 1.2 100.0

자급 0.3 0.9 0.0 0.0 34.0 64.1 0.7 0.0 100.0

영농
형태

논벼 7.9 20.8 0.2 0.4 16.9 53.4 0.2 0.2 100.0

과수 21.7 28.4 0.0 0.3 12.4 36.0 1.2 0.1 100.0

채소 17.9 24.1 0.4 1.0 14.3 40.1 1.0 1.2 100.0

축산 29.3 34.1 0.0 0.1 15.0 20.8 0.4 0.2 100.0

기타 19.5 23.3 0.0 1.7 10.1 42.6 0.1 2.6 100.0

2종 겸업 3.7 3.6 0.0 0.1 33.4 58.0 0.2 1.1 100.0

경지 
규모

0.5ha 미만 5.0 7.3 0.1 0.0 26.6 59.6 0.6 0.9 100.0

0.5~1.0 8.0 13.2 0.0 0.8 22.5 54.3 0.4 0.8 100.0

1.0~1.5 12.6 20.5 0.3 0.5 24.1 40.1 1.1 0.9 100.0

1.5~2.0 17.2 26.3 0.3 0.0 12.5 42.9 0.1 0.8 100.0

2.0~3.0 17.6 22.6 0.2 1.2 15.5 42.2 0.0 0.8 100.0

3.0~5.0 14.0 26.0 0.2 0.1 18.9 40.0 0.5 0.1 100.0

5.0ha 이상 25.2 24.7 0.3 0.3 12.7 35.7 0.0 1.2 100.0

연령

49세 이하 12.1 16.7 0.0 0.7 26.0 41.6 0.6 2.3 100.0

50~59 15.1 17.1 0.4 1.0 20.3 43.2 1.3 1.6 100.0

60~69 12.9 18.8 0.2 0.0 20.5 47.1 0.2 0.2 100.0

70세 이상 9.2 17.1 0.0 0.5 20.2 52.4 0.1 0.6 100.0

가구원 
수

2명 11.5 19.7 0.1 0.3 18.1 49.1 0.5 0.7 100.0

3명 14.0 12.8 0.3 0.9 25.8 44.8 0.3 1.0 100.0

4명 10.3 17.5 0.0 0.9 21.2 49.0 0.8 0.3 100.0

5명 이상 12.1 11.6 0.2 0.4 31.4 42.2 0.3 1.8 100.0

주 1) 영농형태에서 기타 농가는 통계청 영농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특용작물·화훼·일반 밭작물·기타 농가를 

의미함.

2) 농가경제조사에서 1인 가구(단독가구)는 2014년부터 조사되었음. 분석 기간 동안 자료의 통일성을 고

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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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업 재무 분석과 활용1) 

여기서는 미국의 농업 재무제표와 재무 분석의 현황과 활용에 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

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 차 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농업 재무 분석과 농업경영체의 투자분석과 위험관

리, 농업금융기관의 출 의사결정에 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미국의 농업 재무제표와 재무 분석

1.1. 미국 농업 재무 기준의 표준화 

미국은 1987년 농업법인 농업신용법(Agricultural Credit Act)에 기초를 두

고, 레이건 통령이 농업경제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국가농업금융위원

회(National Commission on Agricultural Finance)를 구성하였다. 국가농업

금융위원회는 농가경제의 재무 정보와 분석을 위한 농가 재무 정보 표준화의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행연합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는 금융기관, 학계, 금융감독기관,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 농가 재무컨설팅 회사, 

1) 이 부분은 고려 학교 한두봉 교수가 수행한 위탁연구 “미국의 농업 재무분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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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농가금융표준화특별팀(Farm Financial Standards 

Task Force: FFSTF)을 구성하였다. FFSTF는 농업경영체의 농가 재무 정보에 관

한 가이드라인과 농가 재무제표를 권고하였다. 1994년 농업금융표준화특별팀

(FFSTF)은 농가경제의 재무성과를 평가를 위해서 농업금융표준화위원회(Farm 

Financial Standards Council: FFS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농업금융표준화위

원회(FFSC)는 농업인은 물론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

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농업 재무의 가이드라인과 표준지

침을 개발하였다. 최근 FFSC는 농업경영체의 수익과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농산

물별 재무 정보와 생산 정보를 통합한 농업경영인을 위한 농업 관리회계 가이드라

인도 제시하고 있다. 

농가와 농업경제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종합적인 재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농가 재무 정보시스템은 농업금융표

준화위원회(Farm Financial Standards Council)의 권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농업 재무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의 수익성 분석, 위험관리, 투자분석,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출 의사결정과 출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1.1.1. 농업 재무제표

미국의 농업 재무제표에는 차 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가 있는데 농업금융표준화위

원회(FFSC)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재무제표는 농업경영체의 재무 건전성을 평

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업경영체의 재무성과(예, 경영체 예산)와 물질적 자산

에 한 정보는 경영의사결정에 중요하지만, 재무제표 자체만을 가지고 특정 의

사결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무 분석을 하기 위

해서는 재무지수(Financial Indicator)가 필요하다. 또한 복합경영을 하는 부

분 농업경영체(쌀, 한우, 고추 재배)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개별 농업경영(개별 

경영, 쌀)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연결 차 조표(Consolidate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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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연결손익계산서(Consolidated Income Statemen), 연결현금흐름표

(Consolidated Cash Flow Statement)를 활용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농업경

영인은 물론 외부 투자자나 농업금융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수익성, 유동성, 지급 능력, 효율

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차 조표의 기본구조는 <부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한 시점(예, 

2019년 12월 31일)에서 농업경영체의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or Debt), 

자기자본(Net Worth or Equity)의 구조를 보여준다. 자기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다. 차 조표는 소유권이 없는 리스된 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차 조표

는 특정 시점의 스톡(Stock)의 양을 측정하고, 경영체의 유동성(Liquidity)과 안

정성(Solvency)을 평가한다. 

차 조표를 작성할 때 자산의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은 토지를 기

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이득(Capital Gain)이 크고, 농기계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구입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부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 조표에는 자산을 장부가치(Book Value, 구입가격-감가상각액)와 시장

가치(Market Value)로 모두 기재한다. 부분의 농업경영체는 여러 작목을 경

영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차 조표를 개발한다. 차 조표 개별 작목이나 

사업에 한 차 조표와 다른 하나는 농업경영체 전반에 관한 연계 차 조표

(Consolidated Balance Sheet)이다.  

부표 2-1  대차대조표의 기본구조

자산 (Assets) 부채 (Liabilities or Debt)

  유동자산 (Current Assets)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고정자산 (Long-term Assets)   고정부채 (Long-term Assets)

자기자본 (Net Worth or Equity)

총자산 (Total Assets) 총부채와 자기자본(Total Liabilities and Net Worth)

자료: 저자 작성.



128   ❙

부표 2-2  연결대차대조표

유동자산 유동부채

현금 22,314 미지급금 0

정기성 예금 35,000 단기발행어음 0

유가증권 0 0 장기부채의 당기지급금 29,000

매출채권 0 미지급이자 50,000

단기미수금 0 미지급세금 0

기타 유동자산 0 미지급임차료 0

총 유동자산 57,314 총 유동부채 79,000

고정자산 장기부채

장기미수금 0 부동산 출잔액 250,000

기계와 자동차 200,00011) 295,0002) 토지임차잔액 0

건물 150,0001) 165,0002) 장기자산세 0

토지 170,5001) 210,0002) 기타 0

기타 0

총 고정자산 670,000 총 장기부채 250,000

자기자본 398,314

자산 계 727,314 자기자본과 부채 총계 727,314

주 1) 고정자산의 장부가치(Book value)임. 장부가치 평가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임.

2) 고정자산의 시장가치(Market value)임.

자료: 저자 작성.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현금의 흐름과 관계없이 경

제적 거래를 통해 발생한 모든 손익을 정리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예, 2018.1.1.~2018.12.31.)의 농업경영체의 수익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연차기준으로 작성되며, 발생주의회계(Accrual Accounting)에 

따른다. 발생주의회계는 현금회계(Cash Accounting)보다 재고자산의 변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의 수익성을 바르게 측정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와 

금융기관은 손익계산서와 차 조표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수익률(Rates of 

Return on Assets)과 자기자본수익률(Rates of Return on Equity)을 계산하

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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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현금매출액(Cash Receipts from Product Sales)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이자비용(Interest Expenses)

영업 순 현금소득(Net Cash Income from Operations)

  (±)장기자산판매손익(Gain(Loss) on Sale of Long-term Assets)

  (+)현금보조금(Cash Subsidies Received)

  (-)감가상각충당금(Depreciation Allowances)

세전 소득(Income before Taxes)

  (-)소득세(법인세) (Provision for Income Taxes)

순소득(Net Income)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4  연결손익계산서

기간: 2016.1.1.~2016.12.31.

과목 금액

현금매출액 945,000

  현금운영비용 840,000

  이자비용 50,000

총 운영비용 890,000

영업 순 현금소득 55,000

  장기자산판매손익 0

  감가상각 충당금 35,000

  세전 소득 20,000

  법인세(소득세) 10,345

순소득 9,655

자료: 저자 작성.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예, 2018.1.1.~2018.12.31.) 농업경영체의 현

금흐름 상황을 보여준다. 현금흐름표는 전기 차 조표에서 당기 차 조표의 

현금의 변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단기신용차입금(The Need of Line of Credit)

의 필요액을 보여준다. 현금흐름표는 농업경영인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손익계산서와 차

조표를 보완해 준다. 현금흐름표는 농업경영체의 현금의 출처와 용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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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즉, 농업경영체의 연간 현금의 변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월별 현금흐름표

(Monthly Cash Flow Statement)를 이용해 현금 수입과 지출의 월별 변화와 단

기신용차입의 필요성도 알 수 있다. 월별 현금 수입과 지출의 시기를 이해하는 것

은 농업경영체를 전반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현금흐름 분석은 현금 수입과 현금 비용만 고려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의 장기

적 성장성과 투자분석을 위해서는 비현금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즉, 내구재인 기

계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자가노동(경영)에 한 인건비이다. 농업경영체가 감

가상각비와 자가노동에 한 인건비를 충당할 현금수입이 없을 경우 이 경영체는 

위험한 하강 국면에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양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농업보험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수준의 보험보상(Insurance 

Coverage)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 분석을 활용해야 한다. 

부표 2-5  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가용 현금액(Cash Available)

  (-)현금요구액(Cash Required)

순가용현금액(Cash Available less Cash Required)

  (+)가용저축 인출액(Available Savings withdrawals)

현금액(Cash Position)

  (+)순차입금(Net Borrowing)

  (-)기타현금사용액(Other uses of cash)

  (-)저축액(Deposits of Cash to Savings)

기말 현금액(Ending Cash Balance)

자료: 저자 작성.

장기부채상환능력은 농업경영인이 예정된 차입금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장기부

채와 자본리스 충당 비율(Term Debt and Capital Lease Coverage Ratio)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은 1980년  초반 농업금융위기 후 

부채상환 능력을 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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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장기부채상환능력(Term Debt Repayment Capacity)

순소득(Net Income)

  (+) 영업소득조정액(Adjustments to Income from Operations)

영업활동에 의한 장기부채상환능력(Term Debt Repayment Capacity from Operations)

  (-)장기부채의 당기상환액(Uses of Term Debt Repayment Capacity)

장기부채상환능력(Term Debt Repayment Capacity Less Current Payments)

  (+)기타 장기부채상환능력(Other Sources of Term Debt Repayment Capacity)

자본 체와 장기부채상환마진(Capital Replacement and Term Debt Margin)

자료: 저자 작성.

농업 재무제표 간의 정보는 <부도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 긴밀히 연계

되어 있다. 현금흐름표에서 나타난 1) 현금매출액, 2) 현금운영비용, 3) 기타현금

계정(예,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와 연계된다. 현금흐름표의 1) 기말현금잔액

(Ending Cash Balance), 2) 출잔액(Loan Balances), 3) 자본재지출이 이루

어진 경우에 있어서 자산평가액(Asset Adjustments), 4) 예금증감액(Addi-

tions and Withdrawals from savings)은 차 조표와 연계된다. 

부도 2-1  농업 재무제표 간 연간관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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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농업 재무 분석  

농업 재무제표는 농업경영인을 물론 외부 투자자, 농업금융기관, 정부 정책담

당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별 재무제표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재무 정

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여 재

무 분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의 재무 분석에는 재무

지수(Financial Indicators)를 활용하고 있다. 재무 분석을 위한 재무지수를 추

정하기 위해서는 차 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의 유동성(Liquidity), 안정성(Solvency), 수익성(Profitability), 효

율성(Efficiency), 부채상환능력(Debt Repayment Capacity)을 이용하여 과

거와 현재의 재무성과는 물론 미래의 재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의 

재무 상태와 재무적 강점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재무지수는 아래와 같다. 

1) 유동성(Liquidity)

유동성은 얼마나 신속하게 가치의 손실 없이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동성을 보여주는 재무지표에는 유동비율(Current Ratio)과 운전자

본(Working Capital)이 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Current Assets) 비 유

동부채(Current Liabilities)의 비율이다.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 

운전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안정성(Solvency)

안정성은 농업경영체가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청산하고, 현금이 남아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안정성 지수로서 부채비율(부채/자산)과 레버리지(Leverage)

비율(부채/자기자본)이 표적이다. 금융위험(Financial Risk)을 최소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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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부채비율은 0.5 이하, 레버리지비율은 1.0 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출 

심사를 할 때 신용평가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많이 사용한다. 레버리지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융위험이 커지므로 출이자율도 상승한다. 

부채비율 자산
부채

× 

레버리지비율 자기자본
부채

× 

3) 수익성(Profitability)

수익성은 농업경영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자산과 자기자본 비 순소득

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수익성에는 자산수익률(Rate of 

Return on Assets), 자기자본수익률(Rate of Return on Equity)이 있다. 자산

수익률은 자기자본과 부채를 이용해 투입된 모든 자산에 한 수익률이다. 자기

자본수익률은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에 한 수익률이다. 자산수익률, 자기자

본수익률은 모두 세후 수익률이며,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다. 

자산수익률 자산
순소득

× 

자본수익률 평균자본
농업순이익

× 

4) 효율성(Efficiency)

재무적 효율성은 주요 투입 요소 비 산출량 비율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것으

로 농업경영체의 수익성과 재무성과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나타냄으로써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네 가지 지수로는 운영(변동)비용비율(Operating 

Expense Ratio), 이자비용비율(Interest Expense Ratio), 감가상각비용비율

(Depreciation Expense Ratio), 세전 운영소득비율(Operating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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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axes)이 있다. 운영 효율성 네 가지 지수 비율을 모두 더 하면 100%가 된다. 

자산회전율 자산
매출액

운영비용비율 매출액
운영비용

이자비용비율 매출액
이자비용

감가상각비용비율 매출액
감가상각비용

세전 운영소득비율 매출액
세전 운영소득

5) 부채상환능력(Debt Repayment Coverage)

부채상환능력이란 농업경영체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부채상환능력은 경영활동에서 세금과 가계 소

비(또는 배당) 후에 남은 현금으로 원금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부채상환능력은 절 적 수치인 장기부채상환능력(Term Debt Repayment 

Capacity)과 장기부채마진(Capital Replacement and Term Debt Margin), 

상 적 비율은 장기부채충당비율(Term Debt and Capital Lease Coverage 

Ratio)과 부채부담비율(Debt Burden Ratio)로 측정된다. 

장기부채상환능력=순소득+감가상각비+이자비용-가계지출

장기부채상환금  장기부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신규 자본재 계약금
장기부채마진  장기부채상환능력  장기부채상환금
장기부채충당비율 장기부채상환금

장기부채상환능력

부채부담비율 순소득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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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와 재무지수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체의 재무검진(Financial Check)

을 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한 연도별 재무검진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여러 가지 이익을 준다. 재무 스트레스하에서 농업경영체의 건전성과 미래의 재

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무지수(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부채상환능력)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야 한다.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안정성, 

부채상환능력, 수익성이 모두 상승하여야 한다. 반 로 모든 재무지수가 하락하

면 농업경영체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부표 2-7  운용위험신호판(Operating Risk Dashboard)

양호 주의 문제

유동성

1. 유동비율 X > 2.0 1.0 < X ≦ 2.0 X <1.0

안정성

2. 부채비율 X < .35 .35 < X ≦ .50 X >.50

3. 레버리지 비율 X ≦ .50 .50 < X ≦ 1.0 X >1.0

수익성

4. 자산수익률 X > 5% 0% < X ≦ 5% X ≦0%

5. 자기자본수익률 X > 10% 5% < X ≦ 10% X ≦5%

효율성

6. 운영비용비율 X < 60% 60% < X ≦ 85% X >85%

7. 자산회전율 X > 1.5 1.0 < X ≦ 1.5 X <1.0

8. 순이익률 X > 20% 5% < X ≦ 20% X <5%

장기부채상환능력

9. 장기부채충당비율 X > 1.5 1.1 < X ≦ 1.5 X <1.0

자료: 저자 작성.

1.1.3. 공통형 재무제표 분석 (Common Sized Financial Statements)  

재무지수 분석의 하나로 공통형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지역 

간, 작목 간, 농업소득별 농업경영체의 재무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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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무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유사한 경영을 추구하는 경영체 간의 운영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부표 2-8>은 미국 농업자원경영조사(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의 옥수수 생산지역(Corn Belt) 주 농가에 한 공통형 손익계산서이다. 

이는 옥수수 생산지역에 있는 농업경영체는 유사한 생산조건에서 유사한 농산물

을 생산한다. 그러나 지역별 농업경영체가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손익계산

서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농가의 매출액은 미주리주 농

가의 3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모든 항목별 수치를 총현

금소득(Gross Cash Income)으로 나눈 공통형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비교한다. 

<부표 2-8>을 보면 주별로 변동비용은 50∼57.5%로 유사하다. 각 주의 변동비

용이 옥수수 생산지 의 평균과 차이가 있는가는 t 검정을 통해 체크할 수 있다. 

부표 2-8  옥수수지대 공통형 손익계산서, 2010

단위: %

항목
주별 데이터

평균
표준
편차Illinois Indiana Iowa Missouri

Gross cash income 100.0 100.0 100.0 100.0 100.0 0.00

  Livestock income 10.2 18.9 29.4 31.1 22.4 9.76

  Crop sales 76.4 66.2 53.1 50.7 61.6 11.99

  Government payments 4.1 3.8 3.9 4.5 4.1 0.31

  Other farm-related income 9.3 11.2 13.6 13.6 11.9 2.08

Total cash expenses 72.4 78.4 71.2 71.4 73.4 3.41

  Variable expenses 50.7 57.5 50.0 55.3 53.4 3.62

    Livestock purchases 1.5 1.0 4.7 4.1 2.8 1.85

    Feed 2.9 6.7 8.4 6.3 6.1 2.30

    Other livestock-related 0.6 1.2 0.9 1.0 0.9 0.25

    Seed and plants 10.9 9.9 7.6 7.5 9.0 1.70

    Fertilizer and chemicals 18.0 18.5 12.0 13.7 15.6 3.20

    Utilities 1.2 1.4 1.3 1.9 1.5 0.31

    Labor 3.2 4.9 3.3 4.3 3.9 0.82

    Fuels and oils 4.7 4.8 3.8 6.2 4.9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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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항목
주별 데이터

평균
표준
편차Illinois Indiana Iowa Missouri

    Repairs and maintenance 4.6 5.6 4.7 6.4 5.3 0.85

    Machine hire and custom work 1.3 1.1 1.5 1.4 1.3 0.17

    Other variable expenses 1.7 2.3 1.8 2.6 2.1 0.42

  Fixed expenses 21.8 20.9 21.2 16.2 20.0 2.58

    Real estate and property taxes 2.2 2.8 2.2 2.5 2.4 0.29

    Interest 3.8 4.3 3.8 4.2 4.0 0.26

    Insurance premiums 3.1 2.8 2.7 2.9 2.9 0.17

    Rent and lease payments 12.7 11.0 12.5 6.5 10.7 2.88

Net cash farm income 27.6 21.6 28.8 28.6 26.7 3.41

  Depreciation 9.5 9.8 9.3 8.0 9.2 0.79

  Labor, non-cash benefits N/A 0.3 0.1 0.2 0.2 0.10

  Value of inventory change 11.8 9.2 14.4 7.2 10.7 3.13

  Non-money income 3.3 6.2 3.0 9.1 5.4 2.86

Net farm income 33.0 26.9 36.8 36.6 33.3 4.63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9>는 옥수수 생산지 에 있어서 주별 공통형 차 조표이다. 각 항

목별 차 조표의 모든 항목은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를 이용해 옥수

수 지 의 주별 자산, 부채, 자기자본의 구성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공통형 

차 조표를 이용한 주별로 항목별 비중은 비슷하다. 이 중에서 농가부채의 변동

이 가장 큰데, 인디애나주 농가부채 비중이 자산의 10.8%에서 미주리주는 6.9%

로 나타났다. 농가부채 변동이 크게 나타난 것은 농가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부동산 부채의 비중이 미주리주 3.9%에서 인디애나 주 6.4%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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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9  옥수수지대 공통형 대차대조표, 2010

단위: %  

항목 
주별 데이터

평균 표준편차
Illinois Indiana Iowa Missouri

Farm assets 100.0 100.0 100.0 100.0 100.0 0.0

 Current assets 15.7 15.4 15.3 14.0 15.1 0.75

  Livestock inventory 0.5 0.8 1.8 1.3 1.1 0.57

  Crop inventory 6.1 5.0 5.5 1.9 4.6 1.87

  Purchased inputs 1.2 0.9 1.3 0.4 1.0 0.40

  Cash invested in     
   growing crops

0.3 0.3 0.3 0.1 0.3 0.10

  Prepared insurance 0.1 0.1 0.1 0.1 0.1 0.00

  Other 7.5 8.4 6.3 10.2 8.1 1.64

 Non-current assets 84.3 84.6 84.7 86.0 84.9 0.75

  Investment in 
   cooperatives

0.3 N/A 0.3 0.1 0.2 0.12

  Land and buildings 72.7 72.8 72.6 73.3 72.9 0.31

  Operators dwelling 5.7 10.5 5.8 10.2 8.1 2.66

  Farm equipment 10.7 10.5 10.4 9.3 10.2 0.63

  Breeding animals 0.7 1.2 1.4 3.3 1.7 1.14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100.0 100.0 100.0 100.0 100.0 0.00

 Farm liabilities 9.8 10.8 9.2 6.9 9.2 1.65

   Current liabilities 3.9 3.5 3.4 2.1 3.2 0.78

    Notes payable within 
    one year

2.4 1.8 1.8 1.1 1.8 0.53

    Current portion of   
    term debt

0.7 0.8 0.8 0.6 0.7 0.10

    Accrued interest 0.3 0.3 0.3 0.2 0.3 0.05

    Accounts payable 0.5 0.5 0.6 0.2 0.5 0.17

   Non-current liabilities 5.9 7.4 5.9 4.8 6.0 1.07

    Non-real estate 1.1 1.0 1.2 0.9 1.1 0.13

    Real estate 4.9 6.4 4.7 3.9 5.0 1.04

 Farm equity 90.2 89.2 90.8 93.1 90.8 1.6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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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재무 정보를 활용한 투자분석과 위험관리

2.1. 농업금융기관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미국의 농업금융기관은 출심사를 할 때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차

입신청자인 농업경영체의 재무제표와 재무지수를 분석한다. 상업화된 농업 출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신용평점(Credit Score)이다. 신용평점은 출

자가 적기에 부채를 상환할 신용도를 평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신용평점은 출

자의 신용 이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얻어진 수치적 평점이다. 

신용평점은 소규모 출신청에 한 수락과 거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간편하

게 사용할 수 있고, 출금당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농업금융기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용평점은 차입자의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을 가중평균하여 구해진다. 농업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재무적 요인에 의한 신

용평점은 출담당자의 경험, 차입자의 개인 특성, 경영 능력 등 기본요인(비재무

적 정보)과 함께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농업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신용평점은 재

무적 요인이 70~80%, 기본요인(비재무적 요인)이 20~30%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 예로서 농업금융기관은 출자의 신용평점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 신규 젊은 

영농인의 경우 단기적으로 신용위험이 높고, 영농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농업경영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출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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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0  신용평점표(Credit Scoring Worksheet)

변수 재무지수 비중 범위 점수 농업경영체 A

수익성
(Profitability)

자기자본수익률
(Return on Equity)

10% 20% 이상 50

15~19% 40

10~14% 30 30×0.1=3

5~9% 20

0~4% 10

0% 미만 0

유동성
(Liquidity)

유동비율
(Current Ratio)

20% 2.50 이상 50

2.00~2.49 40

1.50~1.99 30 30×0.2=6

1.00~1.49 20

0.50~0.99 10

0.50 미만 0

안정성
(Solvency)

부채 비 자기자본비율
(Debt-to-equity Ratio)

25% 0.50 미만 50

0.50~0.90 40 40×0.25=10

1.00~1.49 30

1.50~1.99 20

2.00~2.49 10

2.50 이상 0

담보능력
(Collateral)

출금 비 담보자산비율
(Ratio of Secured Assets 
to Maximum Loan Balance)

20% 1.80 이상 50

1.60~1.79 40 40×0.2=8

1.40~1.59 30

1.20~1.39 20

1.00~0.19 10

1.00 미만 0

상환능력
(Repayment 
Capacity)

장기부채와 자본리스 충당률
(Term Debt and Capital 
Lease Coverage Ratio)

25% 2.50 이상 50

2.00~2.49 40 40×0.25=10

1.50~1.99 30

1.00~1.49 20

0.50~0.99 10

0.50 미만 0

변수 비중 (1) 농업경영체 A 평점(2) 가중평점 (1×2)

수익성 0.1 20 3

유동성 0.2 40 6

안정성 0.25 40 10

담보능력 0.2 50 8

상환능력 0.25 40 10

신용평점 3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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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1  신용등급표

신용등급 평점 범위 농업경영체 A 신용평점

1. 출기각(Non-acceptable loan) 0~9.99

2. 초고위험 출(Very high-risk loan) 10~19.99

3. 고위험 출(High-risk loan) 20~29.99

4. 중위험 출(Intermediate-risk loan) 30~39.99 37

5. 저위험 출(Low-risk loan) 40~50

자료: 저자 작성.

부도 2-2  농업금융기관의 신용평점 기준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12  신용평점별 대출이자율

은행조달금리 2.0%

Score > 8.0 4.0%

Score = 7.5-7.9 4.5%

Score = 6.5-7.4 5.5%

Score = 5.5-6.4 7.5%

Score = 5.1-5.5 8.0%

Score = 7.5-7.9 1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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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금융기관 대출 포트폴리오의 스트레스 테스트  

농업 부문의 신용 사이클(Credit Cycle)은 호황(Boom)과 불황(Bust)을 경험

한다. 신용 사이클이 호황일 경우 금융기관의 출 위험이 감소하고, 은행은 출

을 늘려서 농업경영체의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농업자산의 수요가 증가해 자산

의 가격이 상승하고 출금의 채무불이행률이 감소한다. 반 로 신용사이클이 

불황일 경우, 금융기관의 출 위험이 증가해서 은행들은 출을 축소하여 농업

경영체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서 농업 자산의 수요와 가격이 가 감소하며, 출

금의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진다.

농업금융기관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기준에 부합하는 건전한 

출을 시행하는 것과 출금 관리가 필요하다. 출금 관리는 첫째, 기존 출금의 

출등급을 지속적 유지하느냐, 둘째, 낮은 신용등급으로 이동하였는가를 관찰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 은행들은 은행 성과에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의 은행들은 연방은행의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한 성과분석을 하

도록 요구한다. 농업은행의 감독기관인 농업신용청(Farm Credit Administration)

은 지역과 주에 부정적 경기 시나리오에 한 영향 분석을 한다.

부도 2-3  미국 농가경제의 부채부담비율 추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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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은행은 다양한 출그룹에 한 출 포트폴리오 성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다양한 상업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상업용 소프트

웨어 패키지는 다양하고, 규모 출 포트폴리오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농업은행은 상 적으로 규모가 적은 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개별 은행

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용한다. 농업은행의 출포트폴리오 관리

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와 재무 분석이 

요구된다.

농업은행의 출 포트폴리오의 특정 벤치마크의 개발은 다음과 같다. 특정 지

역(텍사스), 특정 농산물(밀)에 있어서 출자에 한 벤치마크( 표)를 설정한

다. 농업은행이 보유한 출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출 전문가는 특정 지역, 특

정 농산물과 관련된 벤치마크 출 농가를 결정한다. 특정 지역과 특정 농산물이 

재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출금 분포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거나 상이한 분

포를 보인다면 두 개 이상의 표 농가를 설정한다. 

출 포트폴리오 부분(Segment)은 같이 설정된다. 첫째, 출 포트폴리오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품목을 선택하고 표 농업경영체를 선정한다. 출 포트폴리

오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특정 농산물(예, 밀, 옥수수, 낙농)을 선택해야 한

다. 둘째, 농업은행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한다(예, 텍사스). 셋째, 출금의 신용

등급을 선택한다. 출금의 신용등급은 허용(acceptable), 특별 언급(special 

mention), 표준 이하(substandard), 의심(doubtful), 손실(loss)의 다섯 단계

이다. 궁극적으로 분석하고자 선택한 특정 포트폴리오 부분은 밀 농가, 북서 텍

사스에 위치하고 신용등급이 허용(acceptable)이고 부채충당률(Debt-Cover-

age-Ratio)이 1.25보다 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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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4  대출 포트폴리오 부분 선택

자료: 저자 작성.

다음 단계는 선택된 출금 벤치마크의 표 농가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출 포트폴리오에 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밀 재배 농가는 가격과 

생산비의 불안정성을 직면한다. 선택된 특정 출 포트폴리오에 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는 확률 변수인 가격과 생산비의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표 

농가의 재무제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

트는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의 재무성과 비 부정적 시나리오의 

재무성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다.  

농업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은 첫째, 스트레스에 한 특정 작목의 

재무성과이다. 즉, 특정 작목의 재무 스트레스에 한 취약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출 포트폴리오에 한 재무 상태와 스트레스 후 나타날 재무성과의 취약

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지 한 영향을 미치

는 규모 출금에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규모 출금의 

채무불이행은 농업은행의 지속적 경영에 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80

년  초중반 미국 농업금융위기 동안 이자율이 급등하고, 토지 가격이 급격히 하

락함에 따라 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농업은행의 30% 이상이 도산하였다. 

미국 농업은행의 출 포트폴리오 스트레스 테스트는 1980년  초중반과 같은 

농업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도이다. <부도 2-5>에서 보는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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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 농산물, 특정 지역의 표 출 포트폴리오에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

하여 기본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시나리오로 재무성과를 비교하면서 업무가 시작

된다. 스트레스 시나리오하에서 재무지수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부

채충당능력을 분석하고, 이를 농업은행의 출기준(Underwriting Standard)

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신용등급이 하락되었다면 이에 한 책을 강구하

는 것이다.

부도 2-5  대출 포트폴리오의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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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농정에 주는 시사점 

1980년  초중반 미국 농업의 금융위기는 농업 부문에 있어서 재무제표와 재

무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농업 재무제표와 재무 분석은 농

업경영체에 있어서 투자분석, 위험관리, 수익성 분석에 활용되고, 농업금융기관

에 있어서는 농업인의 출신청에 한 신용평가, 출기준과 출이자율 결정 

등에 활용된다.

우리나라에는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와 관리회계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 금융과 회계에 있어서 문제점은, 첫째, 농촌진흥청, 농협 등에 의해 자체적

으로 농업회계 기준을 제정, 보급하여,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와 관리회계 기준

이 없다. 둘째, 농업회계 기준을 개발하는데 해당 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독자적으

로 개발되어 보편성이 없어서 농업인, 농업금융기관, 농협, 농업지도조직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개발된 농업회계 기준에 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업금융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미국과 같이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 재무 분석 지표와 관리회계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개발된 농업 재무제표, 재무지표, 관리회계 기준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되

어야 한다. 셋째, 농업 재무제표, 농업 금융과 회계에 한 교육과 지도 사업을 강

화해야 한다. 농업에 있어서 금융의 중요성을 농업인은 물론 정책담당자, 농협 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넷째, 표준화된 농업 재무제표와 재무 분석을 통하여 농

업경영체의 성장 분석, 수익성 분석, 투자 분석과 위험관리는 물론 농협 등 농업금

융기관의 출심사 평가, 출금 관리, 출 포트폴리오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가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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