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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1995년 WTO 체제 진입 이후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및 농업 

기반 붕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그간 연 평균 10조원, 총 275조의 예산이1) 농정

에 투입되어 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쌀 수급 안정과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이다. 

Ÿ 정부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쌀 수급 불안으로 쌀 가격이 하락할 시 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연 평균 약 1조 1,500억원, 총 약 16조원을 사용해 왔다.2) 

이와 더불어 비상시에 대비해 식량을 비축하고, 쌀의 공급 과잉 시 정부 수매를 통해 쌀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한 공공비축 및 시장 격리 정책도 추진되어 왔는데, 이를 위해 쌀을 

수매하고 보관하는 데에도 지난 14년 간 연 평균 약 1조 1,000억원, 총 약 15조원의 예산이 

지출되어 왔다.3)  

Ÿ 결과적으로 지난 14년 간 쌀의 수급 조절 및 쌀 농가 소득 보전에 들어간 비용만 연 평균 

약 2조 2,500억원, 총 약 31조원에 달한다. 

l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사

후적으로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고 소득을 보전하는데 매년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Ÿ 2018년 국내 쌀 생산량은 약 397만t, 식용 소비량은 약 316만t으로 식량 소비차원에서는 약 81

만t의 초과공급이 있었으며,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는 생산량과 식용 소비량의 차이가 약 113

만t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쌀의 과잉 공급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경향으로,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 간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 평균 2.2%씩 감소하는

데 반해, 평년 쌀 생산량은 연평균 1.7%씩 감소하여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해있다.4) 

Ÿ 이러한 과잉공급으로 인해 쌀 가격 하락이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직불금이나 쌀의 수급을 조절하는 양곡수매⦁관리 비용 역시 반

복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  

Ÿ 더군다나 쌀에 편중된 직불금 지원은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이것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쌀의 수급 불안정 및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

다. 쌀의 초과 공급이 농가 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메우기 위한 직불금 규모를 증가시키

1)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9
2)농림축산식품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용현황”,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mafra/1351/subview.do
3)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양정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53-55. 
4) 김종진⦁김종인⦁윤종열⦁조남옥⦁박동규(2019). “소비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9.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9
http://www.mafra.go.kr/mafra/1351/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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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가된 직불금이 다시 쌀의 초과 공급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l 또한 농지 면적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농지를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전용) 

비농가 가구가 소유하는 농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농지 보전 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제

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농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유휴 농지가 대규모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농지 전용 및 비농가 가구의 농지 소유 증가 추세가 계속 될 

경우, 농지 보전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l 이와 더불어 농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42.3%에 달하는 지역이 소멸 위

기에 놓임에 따라 농촌 인구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 귀촌 인구가 매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숫자가 농촌 인구 감소 추세를 상

쇄하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귀농⦁귀촌한 인구마저 농지 문제 등으로 인해 영농 생활을 

위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l 이렇듯 사후적 농가지원 방식에 따른 비효율성, 농지 감소, 농가 인구 감소라는 세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적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공공에서 대규모로 농지를 매입한다면 사전에 쌀의 생산량을 조정하여 사후

적으로 농가 소득 보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거 절감할 수 있으며, 줄어드는 농지 역시 보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매입한 농지를 활용해 귀농⦁귀촌 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영

농인구의 유입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l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현 사후적 농가 소득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농지 및 농가 인구 감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규모 공공 농지⦁매입 비축사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져올 기대 효과를 살펴본 후 구체적 사업 추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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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농업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l 현재 우리나라 농정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사후적 농가 소득 보전 정책의 비효율성, 농지 감

소, 농가 인구의 감소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사후적 농가 소득 보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l 기존의 추곡수매제도가 WTO 체제에서 감축 대상 보조제도에 해당되어 축소⦁폐지됨에 따라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쌀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공공비축, 시장격리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Ÿ 쌀 소득보전 직불제 (이하 쌀 직불제)란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벼 재배여부나 쌀 가격과 관계없이 논 면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과, 

수확기 쌀 가격이 일정수준(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벼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

급하는 변동 직불금으로 나뉜다. 변동직불금의 경우 목표가격과 실제 쌀 가격 차액의 85%

에서 고정 직불금만큼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Ÿ 공공비축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상황에 대비해 국민식량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이다. 본 취지는 비상시를 

대비해 식량을 매입⦁비축하는 것이나, 실제 운영에서는 가격보전이나 수급조절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5) 

Ÿ 시장격리란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하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 정부가 매

입을 통해서 시장에서 일정 물량을 격리시키는 조치이다. 안정적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하

는 공공비축용 이외에 국가가 직접 추가적인 시장격리용 매입을 시행할 경우 WTO 감축 

대상 보조제도에 해당될 수 있어, 현재 시장격리는 농협중앙회에서 매입을 진행하고 정부

가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 수수료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l 이로 인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연 평균 약 2조 2,491억원, 지난 14년간 약 31조 4,888

원의 재정이 쌀 직불금 지급, 양곡 구매⦁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Ÿ 지난 14년 간 고정 ⦁변동 직불을 합한 쌀 직불제에 사용된 예산은 연 평균 1조 1,502억원 

(고정 약 7,182억원, 변동 약 6,048억원), 총 16조 1,028억원에 이르고 있다.6)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직불제 외에도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밭직불

제 등 총 7개의 직불제(순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쌀 직불제 예산이 전체 순 직불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에 달한다.7) 여타 직불제 예산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5) 김태훈⦁조남욱⦁채주호(2016).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vi
6) 농림축산식품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용현황”,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mafra/1351/subview.do
7) 전체 직불금 예산 (순 직불제 예산)에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 직불제 결산 내역을 구하

기 어려워, 결산이 아닌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용하였다. 예산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지난 14년간 7개 직불
제에 책정된 예산은 연 평균 약 1조 4,760억원, 총 20조 6,633억원(연 평균 전체 농림축반부 예산의 11%)에 달하
며, 이 중 고정⦁변동 직불을 합한 쌀 직불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연 평균 1조 2,615억원, 총 17조 6,606억원을 

http://www.mafra.go.kr/mafra/1351/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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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예산이 쌀 직불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Ÿ 또한 시장 격리조치 및 공공비축을 통해 쌀을 수매, 보관⦁관리, 판매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는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조절 및 식량 비축을 위해 연 평균 

54.6만t의 양곡을 매입해 왔으며(농협 수매량 포함), 연 평균 8,366억원, 총 11조 7,123억원

을 양곡 매입 자금으로 지출해 왔다.8) 물론 이 중 상당부분은 쌀 수급 조절과 상관없이 

비상시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한 공공비축 물량이지만, 이에 더해 수급 조절 및 가격 지지

의 목적으로 한 매입 역시 이뤄져 적정 비축량을 초과한 매입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4년 

간 정부의 평균 쌀 재고량은 약 110만t 정도로, 이는 같은 기간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

가 권장하는 연 평균 적정 비축 물량(약 80만t)보다 30만t이나 많은 수치이다.9) 

  - 또한 수매한 양곡의 보관⦁운송 등 양곡 관리에도 지난 14년 간 연 평균 1,708억원, 총 2

조 3,924억원이 사용되었다.10) 

  -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차이에 따른 결손금액 역시 연평균 915억, 총 

1조 2,813억원이 지출되었다.11) 판매 손실은 특별 재고 처분 (사료공급)과 정상 재고 처분

(보관 후 가치하락 가격 판매)로 나뉘는데, 사료용으로 재판매 하는 특별 재고 처분의 경우 

정상 재고에 비해 헐값에 처분해야 해, 판매 손실이 훨씬 크다. 위의 통계는 정상 재고 처

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별 재고 처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지

출된 전체 특별 재고 처분액에 대한 통계는 구할 수 없으나, 2016-2018년 3년 간 이뤄진 

특별 재고 처분 손실액만 해도 1조 6,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Ÿ  이렇듯 쌀 직불금과 시장격리조치로 인한 양곡 수매⦁관리⦁결손액 비용 등을 합하면, 특

별 재고 처분 손실액 1조 6,352억원을 제외하고도 연 평균 2조 2,491억원, 총 31조 4,888억

원의 금액이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l 위의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쌀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이 발생한 이후 농가 소

득을 보전해주거나 수급 조절에 나선다는 점에서 사후적 개입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보전 방식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

라,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l 정확한 수치는 추정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아래의 두 가지 통계 모두 2000년대 이후 우

리나라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쌀 소비량은 급감하는데 

비해 생산량은 등락을 거듭하거나 소비 감소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지하고 있다.(고정 연 평균 7,220억원, 변동 연평균 5,395억원) 
8)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 53; 2005-2008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9) FAO는 연간 쌀 소비량의 약 17%를 적정 재고량으로 권장하고 있다. 
10)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 54. 2005-2008년까지는 양정자료 각 년도. 
11)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 55. 2005-2008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p.306. 
12) “남아도는 쌀, 결국 사료행…3년간 손실 1조8천억” 연합뉴스, 2018년 10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60348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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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 추정 

Ÿ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양정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쌀의 규모와 식량으로 

소비되는 쌀의 규모를 비교해 초과 공급량을 자체 추정해 본 결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91.3만t의 쌀이 초과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Ÿ 쌀 소비량은 2005년 381.5만t에서 2018년 316.1만t으로 14년 내내 일관된 감소추세에 있는데 

반해, 쌀 생산량은 (역시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수급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2010년, 

2016년에는 과잉공급량이 각각 약 124만t, 113만t에 달했다.     

  - 양정자료에 집계되는 쌀 공급량은 크게 이월⦁생산⦁수입으로, 쌀 수요량은 그 용처에 따

라 식량⦁가공⦁수출⦁사료⦁종자 등으로 나뉜다. 이월⦁수입된 쌀의 경우 대부분 가공⦁
수출⦁사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수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공급량 중 ‘생산’항목과 수요량 중 ‘식량’으로 사용된 쌀의 양을 비교

하였다.

그래프 1. 국내 쌀 초과 생산량 (쌀 생산량 –식용 소비량) (단위 : 천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각년도. 년도는 양곡년도 기준.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소비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p. 19.  

Ÿ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에 따라도, 1999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쌀의 과잉공급

이 계속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7년 지난 10년 간 연평균 32만t 정도의 쌀이 초과 공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추세에 있으나, 

생산량의 감소폭에 비해 소비량의 감소폭이 훨씬 가파르다. 같은 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 평균 2.2% 감소한데 반해, 동 기간 평년 쌀 생산량은 연평균 1.7% 감소하여 구조적인 

쌀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13)  

  - 1인 가구 및 쌀 대체 식품 소비 증가로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이다.14) 농림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결과는 공급의 경우 쌀 생산량에 더해, 밥쌀용으로 수입되는 물량을 더한 후 감모
를 제한 결과이다. 쌀 수요량에 있어서도 식용 뿐 아니라 민간가공, 종자, 수출분까지 포함하였다. 김종진 외. 
2018. “소비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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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연 평균 1인당 쌀 소비량은 

75.8kg에서 61.8kg으로 약 18% 가량 감소했으며, 1995년(106.5kg)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

이 감소하였다.15) 

  - 그에 비해 쌀 생산량의 경우 벼 재배 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증가해 그 감소폭이 크지 않다.16) 게다가 2005년부터는 쌀 의무수입물량의 30%를 밥쌀용

으로 수입해야해, 공급량의 감소폭을 낮추는 추가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프 2. 쌀 수급 동향 그래프 

출처 : 김종진 외. 2018. “소비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9; 김태훈 외(2016)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을 참고해 재구성. 

l 쌀의 과잉공급은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쌀 가격이 주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로 인해 과잉재고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Ÿ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난 14년 간 쌀 가격은 등락을 반복해 왔다. 정부의 시

장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급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구조적 공급 

과잉이라는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쌀 값 하락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프 3. 2005-2018 산지 쌀 가격 추이 변화 (수확기 평균 가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각 년도. 

Ÿ 쌀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시장격리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과잉 재고 문제 역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보관기간이 오래된 쌀을 주정용⦁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재고처리를 통해 적정 수준까지 감축하더라도 시장 격리 등의 조치로 다시 재고가 쌓이는 

14) 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2016.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 
15)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9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양곡 1인당 연간소비량” p.332.   
16) 김태훈 외. 2016.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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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8-10년 주기로 과잉재고 문제가 반복되어 왔으며 그 

주기 역시 점차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그래프 4) 

그래프 4. 쌀 재고량과 재고율 추이. (1985-2015)

 출처 : 김태훈 외(2016). “쌀 수급 동향 및 안정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3. 

그래프 5. 쌀 재고량 추이 (2005-2018)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용현황”,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mafra/1351/subview.do)

-   쌀 직불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의 추이만 보더라도, 2010년 재고 누증으로 인해 

150.9만t까지 증가한 이후 정부의 조치를 통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연이은 풍작으로 다시 빠르게 증가해 2017년 188.8만t에 달했다. 이는 세계 식량 

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약 80만t)의 약 2.3배에 달하는 양이다.17) 

l 이렇듯 쌀 값 불안정 및 과잉재고 문제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됨에 따라 직불금 및 쌀의 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의 지출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그 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Ÿ 먼저,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 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쌀 변동 직불금의 

규모는 수급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쌀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2016년산 쌀에 지급되는 2017년 

변동 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를 꽉 채운 약 1조 4,900

억원이 지출되었다.18)

17)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석.” p.27-28.

http://www.mafra.go.kr/mafra/1351/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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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6. 고정 및 변동 직불금 지급 현황  (단위: 억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직접지불금 현황”  

 - 수급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쌀 고정 직불금 지출액 역시 2013년 6,866억원에서 2019년 8,187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해왔다. 

Ÿ 또한 재고량이 누증됨에 따라 재고 보관⦁가공⦁운반 등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 역시 2013

년 약 1,525억원에서 2018년에는 약 3,879억으로 5년 사이 2.5배 가량 증가하였다.19)  

  - 게다가 적정 재고 이상이 비축될 경우, 쌀의 보관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보관 기관이 

2-3년이 지난 고미의 경우 품질저하로 인해 헐값으로 처리해야해 판매 손실액 역시 크게 

증가한다. 정부는 과잉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1만t의 쌀

을 매입 가격의 10분의1 수준으로 사료용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에 따른 손실액만 1조 

6,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이는 특별 재고 처리 비용으로 연 평균 915억원의 

일반 재고 처리비용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Ÿ 물론 2017년 정부가 사전적 시장격리 조치로 약 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7만t의 쌀을 매

입함에 따라 쌀 가격이 상승해 2018년부터 변동 직불금 예산은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2018년 정부가 쌀 방출량을 확대하고 공공비축 매입 외에 시장격리를 실시하지 않

으면서 재고량도 2017년 188.8만t에서 2018년 143.5만t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과잉 

생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쌀 가격 하락 및 재고량 누증이 

일어나고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l 더군다나 쌀에 편중된 직불금 지원은 쌀 농사를 유지하는 유인효과를 발생시켜 구조적 과잉

생산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 농가 소득 하락으로 이

어져 직불금 등 사후적 소득 보전 예산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직불금 예산이 다시 공급 과잉

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Ÿ 앞서 언급했듯, 쌀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금 예산은 전체 직불금 예산의 85%로 압도적 비중

18)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쟁점분석”. p.13.
19)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석.” p.27-28.
20) “남아도는 쌀, 결국 사료행…3년간 손실 1조8천억” 연합뉴스, 2018년 10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60348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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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에 대비해 변동 직불금 형태로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작물 역시 쌀이 유일하다. 이렇듯 쌀 농사에 편중된 직불금 지원은 수급 불균형을 완화

하려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구조적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사공용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쌀 변동직불제의 생산 증대효과를 면적 기준 3만 

4,000㏊로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논 1만㏊에서 5만t의 쌀이 생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동

직불제로 인해 17만t의 과잉생산이 유발되는 셈이다.21)

l 게다가 직불금 제도는 사회적 재분배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현재 직불금은 생산 면적 

및 생산량을 기반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부농⦁기업농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가 편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Ÿ 전체 직불금 제도가 쌀 농사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농가의 규모에 따라 직불금 지원

의 편차가 상당하다. 현재까지 쌀 직불금 제도는 농지 면적 및 생산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대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쌀 고정 직불금의 경우 역시 전체 6.5%를 차지하는 5.1만명의 대농 수급인이 전체 수취금

액의 38%(3,106억원)를 차지한 반면 전체 농업인수의 72.5%를 차지하는 영세농 57만명의 

수취금액은 29%(2,373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농의 평균 직불금 수령액(607만원)은 영세농

(42만원)의 14.6배에 이른다.22)

  - 2018년도 기준으로 쌀 변동 직불금을 받아간 대농(경영규모 3.0ha 이상) 농업인수는 4.4만

명으로 전체 농업인수의 6.7%에 불과하지만, 직불금 수취금액은 2,092억원으로 전체 38.8%

에 이른다. 그에 반해 쌀 변동 직불금을 수령한 영세(경영규모 1.0ha 미만) 농업인수는 57

만명으로서 전체 농업인수의 7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직불금 수취금액은 1,582억원으로 

전체 직불금의 29.4%에 그치고 있다. 대농의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약 473만원으로 영세농

(약 33만원)의 14.4배에 이르고 있다.23) 

Ÿ 더군다나 쌀 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 지주가 직불금을 수급

하는 부당 수급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 소유는 하고 있으나 농사는 짓지 않는 땅을 자경하는 

것처럼 속여 직불금을 수령하거나,24)25) 비농업인 지주가 땅을 임대한 후, 임차농이 경작하

고 있는 땅을 실제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직불금을 가로채는 등 직불금

21) ““현행 쌀 변동직불제 보완” vs “과잉생산 막기 위해 폐지”“ 농민신문, 2019년 3월 15일,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08661/view
22)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쟁점분석”. p.15.
23)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쟁점분석”. p.16.
24) “[불로소득을 잡아라] 근절되지 않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국민일보, 2017년 7월 5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77838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
0923777838

25) “이장 도장만 받으면 OK … 28만 명이 농사 안 짓고 직불금 챙겨” 중앙일보, 2008년 10월 15일, 
https://news.joins.com/article/33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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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경작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 부당 수

령에 취약한 상황이다.26)   

l 이러한 직불제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2020년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

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제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쌀 과잉 생산을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유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기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Ÿ 정부는 현행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개편한 공

익형 직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했던 쌀 고정, 쌀 변

동, 밭,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하여 논밭 구분 없이 동일 금

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듯 작물에 관계없이 직불제를 통일시킴에 따라 정부는 농민들

의 쌀 농사 선택 유인을 줄여 간접적으로 쌀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는데, 소

농직불금을 통해서는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면적직

불금을 통해서는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 당 지급액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부농

⦁기업농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 역시 개선할 예정이다. 

Ÿ 이렇듯 공익형 직불제 방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유도 장치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쌀이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

이나 노동생산성이 높고, 쌀 생산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타작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27)때문이다. 물론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급 

대상자 중 재배 면적 관리가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대해서는 재배 면

적 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벼가 이에 해당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Ÿ 이렇듯 쌀의 수급 안정이 논⦁밭 직불금 통합만으로는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쌀 자동시장격리조치가 논의 중에 있다.28) 자동시장격

리조치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쌀 수확량이 많아지면 국가차원에서 매입을 통해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후적인 조치로, 앞서 언급했듯 쌀 매입⦁관

리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해볼 때, 이를 도입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l 이러한 소모적인 예산 지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농가 소득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을 사후적 소득 보전에서 사전적 생산조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매년 예

산을 지출하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보다 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라

는 수급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생산량을 조정해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한

다면 안정적으로 수급 균형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절감

26)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쟁점분석”. p.63. 
27)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43.
28) 현재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역시 2019년 10월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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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Ÿ 그간 정부에서도 휴경지나 타작물 재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사전적으로 생산

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되어 타작물을 재배하던 논에서 벼를 다시 재배하는 ‘타작물의 벼 회귀’

현상이 나타나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정부에서는 2003~2005년에는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해 휴경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을 실시한 바 있는데, 감축 재배면적 목표치인 8만 2,500ha 중 90.2%인 7만 4,400ha가 감축

되었다.29) 그러나 약정 미이행 농가들이 발생해 실적률이 낮아졌고30), 참여 농지 중에도 

생산성이 낮고 경작 여건이 좋지 못한 한계지가 많아 실제 생산량 감소효과는 크지 않았

다.31)  

  - 2011년-2013년 사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통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 양곡연도 151만t이었던 재고량이 사업 기

간 중 76만 t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재고량 감소에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32) 전

체적 감축량은 목표치(9만 3,800ha)의 56%인 5만 2,2552ha에 그쳤다.33) 사업 기간 중 쌀 재

고 감소 등 수급 상황 변동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고 타작물 판로 확보 역시 어려워 타 

작물로 전환했던 농가들이 벼 재배로 회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쌀 재고량 감소와 국제 

쌀값 상승 등으로 인해 쌀 수급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판단 하에 2013년을 마지막으로 사

업이 중단되었다.34)  

  - 2018-2019년에도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전작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2년 간 

감축된 농경지는 목표치(10만 5,000ha)의 52.6% 수준인 5만 5,247 ha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

다. 이 역시 타 작물 재배 경험 부족, 판로 미비 등으로 인해 참여 수요가 저조하고 쌀 값 

상승으로 인해 벼농사로 회귀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35) 

Ÿ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타 작물 재배에 간헐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지

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전적 생산조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2. 농지 감소의 현황과 문제점

l 우리나라는 농지 보전 및 농업 종사자의 농지소유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

련해 왔다. 

Ÿ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1972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29) 국회예산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46. 
30) 국회예산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46. 
31) 김종인, 박동규, 김종진, 조남욱, 채주호. 2017. “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p.26. 
32) 김종인 외. 2017. Ibid., p.20. 
33) 국회예산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47. 
34) 김종인 외. 2017. “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p.30, 33.  
35)  2019년은 잠정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다; 국회예산처.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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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통해 절대농지를 지정하고 농지를 여타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전용)을 억제해 

왔다. 1992년부터는 절대농지 대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생

산과 관련한 투자를 지원하고 전용을 제한해 왔다. 

Ÿ 우리나라는“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는 헌법 제 121조 조항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

고 있으며, 농지법을 통해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농지소유를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한정하고 

있다. 

l 그러나 최근 들어 농지 보전 및 농민 소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농지는 감소하고, 농

지 전용 면적 및 비농가 농지 소유 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Ÿ 2019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지 면적은 1995년 198.5만ha, (전체 국토 

면적의 20%)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8년 159.6만ha(전체 국토 면적의 15.3%)를 기록했다. 23

년 사이 38.9만ha, 서울 면적(약 6만ha)의 약 6.3배에 달하는 농지가 감소한 것이다.36) 

  - 게다가 농지면적의 감소세는 최근 들어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8년 예상 농지면적을 160.4만㏊로 추정한 바 있는데, 실제 집계된 2018년 농지면적은 

추정치보다 8,000㏊나 적게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20년 중 연간 농지면적 감소율이 1%를 

넘긴 해는 모두 9차례로, 이 중 7차례가 최근 10년에 몰려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에 따르면 농업 부문 위축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농지면적이 연평균 0.6% 정도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7)

Ÿ 이렇듯 농지면적이 감소한 것은 농지를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로⦁철도⦁공장 단지 건설 등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이나 태양광 설

치 등이 진행되고 농업진흥지역 내부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

로 농지의 전용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약 36만 390ha(서울면적의 

6배), 연 평균 약 1.5만ha (여의도의 50배)에 이르는 농지가 전용되었다. 게다가 연도별 전

용면적은 2014년 약 1.1만ha에서 2018년 약 1.6만ha로 2014년 이후 매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38) 

  - 정부는 앞서 언급했듯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고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내 전용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농업진흥지역 내 전용 면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39) 이에 따라 2015년 2,032㏊이던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전용면적은 2016년 2,420㏊, 

2017년 2,834㏊로 갈수록 늘고 있으며,40)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만 지난 20년간 연평균 약 

36)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9 농림축산식품부통계”. p.23.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2019 농업대전망” p.19. 
38)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9 농림축산식품부통계” p.220-221. 
39) 2014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용 허용 면적의 증가, 농산품⦁임산품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판매장 

설치 허용, 전용 기간 증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 확대 등이 이뤄져 왔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사용제한 
대폭 완화”, 연합뉴스, 2014년 8월 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40820175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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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ha에 이르는 전용이 이뤄져 왔다.41) 그 결과 2018년 기준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면적은 약 77.8만ha로 전체 농지면적(약 159.6만ha)의 48.8% 수준에 그치고 있다.42) 

Ÿ 또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예외조항들이 생겨남에 따라, 비농가 

인구가 소유하는 농지면적 역시 증가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중 농업인이 소유한 면적의 비중은 1995

년 67% (133만ha)에서 2015년 56.3% (94.4만ha)로 감소한 반면, 비농업인 소유면적은 같은 

기간 33% (65.5만ha)에서 43.7% (73.5만ha)로 10%p (8만ha) 가까이 증가하였다.43)

l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구조변동으로 인해서 농업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대규모 유휴 농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Ÿ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가파른 감소추세에 있다. 

1995년 485만명이었던 농가 인구는 2018년 231만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

가 수 역시 약 150만 가구에서 약 102만 가구로 3분의 1 가량 감소했다. 

Ÿ 이와 동시에 가구 구성 역시 고령화되어 2019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에 따르면 1995년 

약 16%(약 78.5만명)였던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2018년 44.8%(103.5만명)으로 증가했

으며, 2019 농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전체 농가 인

구의 52.3%로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4)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경영주가 60대 이상인 농가 수는 약 77만 

6,766 가구로 전체 농가의 75.3%에 이르는 반면, 경영주 연령이 44세 이하인 농가 수는 2

만 2,726가구 전체 농가의 2%에 그치고 있다.45) 

Ÿ 농가 인구 감소 및 영농인구 은퇴에 따라 향후 약 15만 호에서 많게는 47만 호의 농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약 24만ha에서 약 75만ha의 유휴 농지가 발생할 것으

로 추산되고 있다. 

  - 앞서 언급한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 가구 수는 향

후 10년간 연 평균 0.8%씩 감소해 2028년에는 94.8만 호로 줄어들 예정이다.46) 이러한 추

세가 2038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38년 예상 농가호수는 약 87만 가구로 2018년

(102만가구)부터 2038년까지 약 15만 가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줄어든 15만 

가구에 2018년 기준 농가 당 소유 농지 면적인 약 1.6ha를 곱하면, 대략 24만ha(서울의 4

40) “경지면적 ‘160만㏊’도 무너졌다” 농민신문, 2019년 3월 4일,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07998/view; 
41) 채광석⦁김홍상⦁성재훈⦁김부영(2018).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개선방안” p.30 표 

참조해 재계산. 
42)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9 농림축산식품부통계” p.219.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예산처. 2019. “공익형직불

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p.62. 재인용. 
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업대전망” p.38. 
45) 통계청. 2015. 농림어업조사. “경영주 연령별 농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019&conn_path=I3
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업대전망,”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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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유휴농지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 은퇴 인구를 중심으로 유휴 농지 면적을 계산해보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한다. 실질

적인 영농 은퇴 연령이 80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8년 기준 60대 이상인 약 77.7만 가

구, 전국 농가의 75.3%에 달하는 농가가 20년 내에 은퇴하게 된다. 여기에 후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가를 제외하고 (2014년 기준 10.9만 가구47)) 매년 지금과 같은 추세의 

귀농⦁귀촌 농가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난 5년 간 유입된 연평균 농

가 수 9,853가구 *20년=약 19.7만 가구) 향후 20년 간 대략 47만 가구의 농가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생겨날 유휴농지는 약 75만ha (서울 면적의 12.5배)에 달한다.    

l 지금과 같이 농지가 전용되거나 비농가의 농지 소유가 증가하는 추세로 본다면, 이와 같은 

유휴 농지 역시 계속해서 농지로 보전되기 보다는 비농지로 전용되거나, 비농가 소유의 농지

로 전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l 그러나 식량 주권 및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농지는 국가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보

전될 필요가 있다. 

Ÿ 2000년대 들어 사막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필요한 곡물 생산량이 곡물 소비

량보다 적은 식량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일부 곡물 수출국의 곡물수출통제조치, 곡

물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렇듯 식량 위기 및 곡물가격 폭등이 중⦁장기화 됨에 따라 일정 농지를 보전해 식량 자급

률을 높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현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 에 그치고 있으며48), 이 중에서도 한국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23%로, OECD 평균(101.5%)의 4분의 1 수준, OECD 국가 중 최하위 권

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곡물 수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 돌발 외교 악재나 세

계 곡물시장 변동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이 지난

해 10월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 25위를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권으로 분류됐다.49) 

Ÿ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농지의 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 농지는 토양 유지, 기후 변화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부작용들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한

다. 농촌진흥청(2004)에 따르면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대기정화⦁토양보전 등 논과 밭의 환

경보전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측정할 경우 대략 24.2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50) 

l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농지 감소 추세에 맞서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모색될  

47) 통계청 “영농승계자별 농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035
48)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p. 331. 
49) “위기의 식량안보...곡물소비 77%가 ‘수입산’” 매일경제, 2019년 7월 29일,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7/574527/
50) 농촌진흥청, 2004.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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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3. 농가 인구 감소 및 귀농⦁귀촌 인구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l 앞서 언급했듯 농촌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전국 기초 지자체의 40%가 넘는 지역이 존폐 위

기에 놓여있다. 

Ÿ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의 약 42.5%에 달하는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상호(2019)는 65세 고령자 인구가 20-30대 여성의 2배를 넘어서

인구의 재생산이 어려운 지자체를 소멸 위험 지자체로 분류했는데, 이 분류에 따른 소멸 

위험 지자체는 2013년 75곳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97곳에 이른다.51)   

l 이 상황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영농

인구를 보존할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한 귀농⦁귀촌 인구 숫자가 농촌

인구의 급감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이미 귀농⦁귀촌한 인구 역시 농지 문제 등으로 인

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Ÿ 최근들어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귀농⦁귀촌하는 청년 인구 및 은퇴 후 귀농⦁귀

촌하는 중장년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이 공동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구는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약 42.3만 명

(약 29만가구)에서 2018년 49.3만 명(약 34만 가구)으로 늘어나 5년 사이 총 약 7만 명, 연

평균 약 1.4만명의 인구(약 1만 가구)가 새로이 유입되고 있다.52) 

Ÿ 물론 귀농⦁귀촌 인구가 지난 5년 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 평균 새로 

유입된 귀농⦁귀촌 인구는 여전히 같은 기간 감소한 농가 인구(연 평균 약 10.6만 명)의  

약 13%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8년 귀농⦁귀촌 인구(약 49.3만명)는 2017년(약 51.7만 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한 수치로, 귀농⦁귀촌 열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53)

Ÿ 게다가 이미 귀농⦁귀촌한 인구마저 농지 마련 자금 부족 및 영농 기술 미비 등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5년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문화원이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

르면 영농 활동 수행 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영농 기술 및 경험부족’(귀농 

33.3%, 귀촌35.2%) 과 ‘농지 및 시설 투자 자금 부족’ (귀농 28.8%, 귀촌 27.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농지 및 시설 투자 자금 부

족’을 영농 활동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의견의 비율이 전 연령대 통

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40대 귀농 인구 집단에서 그 비율은 43.1%에 달했다.54) 

51) 이상호. 2019. “지역인구추이와 국가의 대응과제 ” 제 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52)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9. “귀농어귀촌인구통계(2013)⦁(2018)”
53) “귀농·귀촌 열기 시들…정점 찍었나” 농민신문, 2019년 7월 1일,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12890/view
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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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렇듯 귀농⦁귀촌 인구에게 농지 마련이 어려운 것은 앞서 언급했듯 비농민의 투기적 수요

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55) 또한 구입이 아닌 임차를 

하려 하더라도, 민간에서 이뤄지는 농지 임차계약의 경우 서면보다는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임차농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다.56) 

l 민간 임대차가 아닌 한국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공농지 

임대 사업의 경우에도 매입 규모가 작아 임차농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

이다. 이에 더해 주로 현물로 이뤄지는 민간 임대차와는 달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해, 임차농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Ÿ 한국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에서는 은퇴⦁전업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임차농에게 임대하

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사업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농지은행이 설정한 사업규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만ha 수준으로, 후술하겠지만 생산

조정, 농지보전, 귀농⦁귀촌 가구 영농정착 등을 진행하기에 필요한 농지 규모에 한참 미

달한다. 게다가 실제 매입량은 목표치의 67%인 6,740ha에 불과하다. 

  - 이렇듯 매입량 자체가 적다보니, 임대농지 역시 분산⦁세분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

이 개별 농가별로 농지가 분산⦁세분화 되어 있을 경우, 농업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

나, 농업 기술 보급⦁생활시설 마련 등 귀농⦁귀촌 가구의 영농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물론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은 0.2ha 이상의 농지만을 일괄 매입함

으로써, 농지의 분산이나 세분화 방지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57) 그러나 지

금과 같이 절대적 매입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는 농지의 규모화를 꾀하는데 한계가 있다.    

Ÿ 매입 규모 뿐 아니라 임차료 지급 방식 역시 문제이다. 민간에서 이뤄지는 농지 임대차 계약은 주

로 현물(쌀)로 임차료 지급이 가능한 반면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쌀 값 변동에 상

관없이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해 민간 임대차에 비해 임차농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58) 

  - 이처럼 임대료가 높게 설정되다 보니 공공 농지 임대계약에 대한 수요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농지은행의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통해 임대 농지를 지원받은 농가 

수는 8년 간 총 7,959호, 한해 평균 884가구에 그쳤다.59) 2018년 기준 전체 임차 농가가 51만 

호60), 귀농⦁귀촌 가구만 약 34만 호가 존재함을 고려해볼 때, 극히 미미한 수치라 할 수 있다.

55) 이상길, “제 2의 농지개혁을 단행할 때” 한국농어민신문, 2019년 8월 23일.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283
56) “[신년특집] 농지개혁, 임차농 보호부터 시작하자” 한국농정, 2019년 1월 1일,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262
57) 김수석, 김홍상, 박지연, 김부영, 황연수. 2016.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p.45. 
58) “농지매입비축사업 갈 길은 먼데 아집만?” 경향신문, 2019년 11월 3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72435; 
59) 2010-2016년까지는 다음기사 참조, “농어촌公, 비축농지 매입 1만ha 목표의 44% 불과...농지은행 정보 “깜깜”“. 

한국농어촌방송, 2017년 10월 19일, http://r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7; 2017-2018년
은 농지은행에 확인함.  

60)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적시된 2018년 임차농가 비율 (50.2%)에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가구수 102만 가구를 

http://r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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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농지 매입⦁비축사업의 기대 효과 

l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가 지원정책의 방향을 사후적 소득 

보전에서 사전적 생산 조정으로 전환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지 전용 및 비농가 소

유 농지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를 보전하며, 귀농⦁귀촌 인구의 영농정착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

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농지를 대규모 매입⦁비축⦁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l 이렇듯 대규모 농지 매입⦁비축을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최소 8만ha의 규모의 농지의 매

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더해 향후 쌀 소비량 감소, 농지 및 농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그 이후 20년에 걸쳐 추가적으로 10만ha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Ÿ 먼저 당면한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10년 간 8만ha의 토지매입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약 23조원의 예산,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 앞서 제시된 그래프 1,2 (p.6-7)에 따르면, 연 평균 약 32만t(그래프 2기준) 에서 많게는 약 

91만t(그래프 1기준)의 쌀이 초과 공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지 1만ha 당 평균적으로 약 5만t의 쌀이 생산됨을 고려했을 때, 향후 10년 간 쌀의 과잉

생산 방지, 농지 보전 및 귀농⦁귀촌 가구 지원 등을 위해서는 최소 8만ha(수급 조정에 필

요한 6만ha에 토지 자연감소분을 고려해 2만ha 추가61))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Ÿ 이에 더해 쌀 소비량 및 농촌 인구 감소 등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8만ha 매입 이후 20년에 걸쳐 10만ha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입해, 총 30년 간 약 18만ha, 전

체 농지의 11% 정도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l 이렇듯 대규모로 이뤄지는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농지를 매입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시키는 등 사전

적 생산조정을 실시할 경우 쌀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함으로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사후적 농가 지원 정책의 비효

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l 만약 지금과 같은 사후적 지원 방식을 유지할 경우 수급 불균형이 계속됨에 따라 연 평균 약 

2조 2,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농지매입의 경우 초

기에 들어가는 매입비용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전에 생산량이 조절됨에 따라 

그간 사후적 농가 지원에 들어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농지를 매입하

곱하여 산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임차농가 비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Q001
61) 자연 감소분 2만ha 추가는 김종인 외 (2017) “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계산(p.89)을 참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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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비용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Ÿ 만약 지금과 같이 연 평균 2조 2,500억씩 투입되는 사후적 농가 지원 방식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30년 간 예상되는 지출 비용은 약 67.5조원에 달한다. 그에 비해 만약 향

후 10년 간 8만ha에 대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에 23조원이라

는 농지 매입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생산량 조절을 통해 매입 기간 및 매입 이후 사후적 

농가 지원 비용을 약 37.2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30년 간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53.3조원로 줄어들어 매입한 농지 활용에 따른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약 14.2조원

의 예산이 절감된다. 향후 30년만 놓고 보더라도 농지매입을 통해 사전적 생산조정을 실시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사후적 농가지원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

적인 것이다.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전적 생산조정 방식의 경제적 효율성은 이론

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 기간 내 절감 비용   

Ÿ 만약 10년에 걸쳐 8만ha, 1년에 약 0.8만ha 규모의 토지 매입이 이뤄질 경우, 매년 0.8만ha 

규모의 토지에 대한 사전적 생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매입 기간 내 변동 직불금, 쌀 수매

⦁관리⦁재판매 비용 등 사후적 농가 지원을 위해 지출되는 연 평균 1,600억원의 예산이 

절감 가능하다.  

  - 0.8만ha 생산 조정시 연간 절감액 1,600억원은 8만ha에 대한 생산 조정 시 예상되는 절감

액을 10(년)으로 나눈 수치로, 8만ha 생산 조정시 예상 절감액은 p.20에 상세 기술하였다.  

표 1. 10년 간 8만ha 매입 가정 시 매입 기간 내 절감 예산 추계 (단위 : 원)

Ÿ 표 1에서 보여지듯, 도입 첫해에는 0.8만ha 에 대한 생산조정으로 인해 1,600억원의 예산이 ,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 10년차 총 합계 
누적 매입 규모(ha) 0.8만 1.6만 2.4만 3.2만 ... 8만 8만

기존 사후적 

농가지원비용(A)
2조 2,500억 2조 2,500억 2조 2,500억 2조 2,500억 2조 2,500억 22조 5,000억

절감 예산(B) -

1,600억 3,200억 4,800억 ... 1조 4,400억 7조 2,000억

(1년차까지

누적된 

0.8만ha

생산조정

결과)  

(2년차까지

누적된 

1.6만ha

생산조정

결과) 

(3년차까지  

누적된 

2.4만ha

생산조정

결과) 

(9년차까지

누적된

7.2만ha 

생 산 조 정 

결과 

((2년차+3년차

+4년차+(...)+10

년차 생산절감

액수) 

1,600억(/0.8

만ha)*2

1,600억(/0.8

만ha)*3

1,600억(/0.8

만ha)*9

매입 기간 내

사후적 

농가지원비용 (A-B)

2조 2,500억 2조 900억 1조 9,300억 1조 7,700억 ... 8,100억 15조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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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둘째 해에는 1.6만ha(기존 0.8만ha에 추가적으로 0.8만ha의 생산조정 진행)에 대한 생

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총 3,2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듯 매년 0.8만ha의 매

입 농지가 누적되어 생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10년의 매입 기간 내에 약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0년 간 소요되는 사후적 농가 지원 비용 역시 현 22

조 5,000억원에서 15조 3,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②  매입 완료 이후 절감 비용 

Ÿ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으로는 쌀 직불금, 양곡 

수매⦁관리⦁판매 차액 비용이 있다. 만약 8만ha에 대한 토지매입이 모두 이뤄져 안정적인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 중 수급 조절과 관계없이 매년 식량 안보 차원에서 

비축해야 하는 공공비축 물량에 대한 수매⦁관리⦁판매차익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

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Ÿ 향후 20년 간 공공비축에 필요한 쌀 수매⦁관리⦁재판매 예산이 약 7,500억원 정도이므로

(구체적 추계방식은 각주 참조62)) 향후 20년 간 농가 지원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은 

연 2조 2,5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감소하며, 연 평균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에 따라 매입 이후 사후 소득보전과 비축을 위해 20년 간 지출되어야 할 45조원의 예산 

역시 15조로 줄어들게 된다. 

표 2. 8만ha 매입 가정 시 매입 이후 20년 간 절감 예산 추계 (단위 : 원)

 

62) 향후 20 년간 적정 공공비축물량 및 이에 따른 수매, 관리, 판매 결손 비용 추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① 공공비축 및 수매 물량 추계 
⦁향후 20년 간 연 평균 쌀 소비량 = 김종진 외 (2018)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p.108)에 나온 가

정을 참조해 가공용 쌀은 연 평균 3.6% 증가, 일반 소비량은 연 평균 1.9% 감소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 결과 
2019-2038 연평균 쌀 소비량은 약 376만t으로 추정된다. 

⦁향후 20년 적정 공공비축 물량 = 먼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비축량이 연간 소비량의 17%임
을 고려해, 향후 20년간 적정 비축량은 향후 20년간 연 평균 쌀 소비량(376만t)의 17%인 64만t으로 추정하였다.

⦁수매량은 보통 공공비축물량의 절반에 달하므로 연 평균 수매량은 32만t으로 가정하였다. 
②이에 따른 수매⦁보관⦁판매 결손 비용 추정 
⦁향후 20년 간 수매 예산 = 약 4,896억원 = 32만t(연 평균 공공비축을 위한 예상 양곡 수매량) * 153억(지난 14년간 

쌀 1만t에 대한 연평균 정부양곡구매 비용) 
⦁향후 20년 간 공공비축물량에 대한 보관료 계산 = 약 1,965억원 = 64만t (연 평균 예상 공공비축 물량) * 30.7 (쌀 

재고 1만t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관리비용, 출처 : 김종인 외. 2017. “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p.18.)  
⦁향후 20년 간 공공비축물량에 대한 판매결손 계산 = 약 595억원 = 32만t(연 평균 예상 양곡 수매량) 에 지난 14년

간 연평균 쌀 80kg 당 결손액 단가(1만 4,875원)를 톤으로 환산해 곱함.      
⦁이에 따라 향후 20년간 예상 적정 공공비축물량 64만t의 수매⦁관리⦁판매결손 비용은 도합 연 평균 7,456억원 (= 

수매 비용 약 4,896억원+ 보관료 약 1,965억원 + 판매결손액 약 59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연 평균 향후 20년 

기존 사후적 소득보전 

농가 지원 예산 (A)
2조 2,500억 45조 

생산 조정 시 

연 평균 절감 가능 예산 (B)
1조 5,000억 30조  

총 예상 지출 예산  (A-B) 7,500억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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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사후적 농가 지원 방식 vs 사전적 생산조정 방식 향후 30년 간 예산 비교 

Ÿ 위의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30년 간 지금과 같은 사후적 소득 보전 방식을 유지할 경우와, 

사전적 생산조정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사후적 소득보전의 경우 향

후 30년 간 매년 연 평균 2조 2,500억원이 지출되어 약 67.5조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데 

반해, 사전적 생산 조정을 실시할 경우 향후 30년 간 소요되는 예산은 약 53.3조로 사전적 

생산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 사전적 생산 조정을 실시할 경우 매입 비용으로 10년 간 약 23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만, 매입 기간 및 매입 이후 약 37.2조의 사후적 농가 지원 예산이 절감되어 (매입 기간 10

년 간 약 7.2조, 그리고 매입 이후 20년 간 약 30조)매입 비용을 상쇄시킨다. 이에 따라 사

전적 생산조정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최종 예산이 기존의 사후적 소득보전 예산에 비해 

약 14.2조 가량 적어, 전자가 비용 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Ÿ 대규모 농지 매입은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식량위기나 국제 곡물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쌀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시에

도 안정적인 쌀 수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휴경시키거나 타

작물 재배로 전환 했던 매입 농지를 식량 위기 시에는 쌀 농사로 전환 시켜 쌀 공급을 늘

리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3. 향후 30년 간 농가지원 예상 지출 비교 (단위: 원)

l 둘째, 공공 농지 매입은 농지 전용 및 비농가 농지 소유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서 일정 수준의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Ÿ 앞서 살펴보았듯 농지 전용 및 비농가 소유의 농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인

구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급격히 감소할 경우, 식량 주권 및 환경보호를 위해 농지를 보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나 영농 후계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농가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경작할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농지 매입

을 추진하는 것이 농지를 보전할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것이다. 

Ÿ 실제 프랑스에서는 농지 보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농지매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프랑스의 경우 시중에 농지가 나왔을 때 공공기관에 공익을 목적으

로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매권을 부여해 농지보전 및 환경보호에 나서고 

기존 사후적 농가지원 유지  8만ha 사전적 생산조정 
매입비용 - 약 23조 

매입 기간 10년 간  

사후적 소득보전 예산 
약 22.5조 약 15.3조 (7.2조 절감)

매입 이후 20년 간 

사후적 소득보전예산
약 45조 약 15조 (30조 절감) 

총합 약 67.5조 약 5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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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공의 주도 하에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 농

지 정비, 자연자원의 보호,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63) 이와 같은 

정책 등으로 인해 프랑스의 농지 면적은 전체 국토의 30%를 넘고64), 식량 자급률 역시 

188%에 달해65) 세계적인 농업 강국으로 꼽힌다. 

l 셋째, 대규모 농지 매입이 이뤄진다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규모 공공

임대농지 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가격에 농지를 임대하고, 지방의 농업 전문 인력을 활용해 

영농 기술을 보급⦁지원하는 등 귀농⦁귀촌 인구의 영농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Ÿ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농지를 대거 매입한다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

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농지를 임대하는 대규모 공공임대농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더군다나 실제 농지 임대차 거래가 현금 아닌 현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현물(쌀)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차농의 농지마련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을 경감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Ÿ 아울러 대규모 공공임대농지단지를 조성한다면, 농지 및 귀농⦁귀촌 단지의 규모화가 이뤄짐에 따

라 농업 생산성이 제고되고, 생활기반 시설이나 영농 기술 보급 및 지원과 같은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 역시 수월해질 것이다.  

  - 먼저 대규모 농지 매입을 통해 공공 임대 농지 단지가 조성될 경우, 농지의 규모화가 가능해져 

기업농은 아니면서도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농단지가 조성될 경우 대규모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 귀농⦁귀

촌 인구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시설 및 제도적 지원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농가들이 지금과 같이 세분화⦁분산되어 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생활시설을 마련하거

나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등 귀농⦁귀촌 가구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에 반

해 귀농⦁귀촌 가구가 밀집해있는 대규모 영농단지가 조성될 경우 이러한 지원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 가령 규모화 된 공공 영농 단지가 조성될 경우 지역의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나 지방 대학의 농업 

전공 인력을 활용해 귀농⦁귀촌 인구에게 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역시 마련

할 수 있다.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이 농지 마련과 더불어 귀농⦁귀촌 가구가 영농 활동을 수행할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 보급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가구

의 영농 정착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

역의 농업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63) 김수석 외 (2016).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60-68
64)“세계 평균 곡물자급률 102%, 한국 20%대 '식량후진국’“, 이코노믹리뷰, 2018년 7월 3일.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832 
65) “[칼럼]안병학의 세상이야기"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빨간불” 국제뉴스, 2018년 3월 22일,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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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의 구체적 방안 

l 이렇듯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은 크게 사업 주체와 매입규모 및 자원 

조달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사업 주체 

l 앞서 언급했듯 한국 농어촌 공사의 농지은행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그러나 농지은행은 조직의 성격이나 역량 등에 있어 공공 농지 매입⦁비

축 사업을 규모화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Ÿ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은퇴⦁전업농의 농지를 매입해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임

대하는 공공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매입량

은 1만ha, 실제 매입량은 6,740ha, 임대 지원을 받은 농가 수는 7,959호에 그치고 있다.66)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사전적 생산조정, 농지보전 등 현재 농정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Ÿ 이렇듯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농어촌 공사의 조직 성격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정적⦁행정적 

역량 상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적극 실시⦁확대 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농어촌 

공사는 주로 농업과 관련된 토목 사업을 담당해 오던 기관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어촌 공

사 내에서도 농지 매입⦁비축사업은 농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농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계⦁운영되기보다는 토지 가격하락

을 방지하기 위한67) 부대사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농지은행 대민 창구인 일선 한국

농어촌공사 시·군 지사는 3개 시·군당 1개꼴로 위치해 있고, 전담직원도 2명 정도에 불

과해서 농지매입 및 거래 중계 기능을 대규모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68)

l 대규모 공공 농지 매입⦁비축사업은 단순히 토지를 매입해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생산조정을 통해 농업 정책 전반의 효율화를 꾀하고, 지속가능한 농

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는 그간 농정 전반을 담당해온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지자체, 농협, 기존 농지은행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Ÿ 먼저 국가 농업 정책 전반을 담당해온 중앙정부나, 일선에서 농업 행정을 담당해온 지자체

가 사업 주체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 전남, 경북, 충남, 전북, 경기, 경남과 같이 해당 지자체가 차지

하는 농지 면적이 전국 농지 면적의 약 10% 이상에 달하는 지역들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66) 2010-2016년까지는 다음기사 참조, “농어촌公, 비축농지 매입 1만ha 목표의 44% 불과...농지은행 정보 “깜깜”“. 
한국농어촌방송, 2017년 10월 19일, http://r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7; 2017-2018년
은 농지은행에 확인함.  

67) 김수석 외(2016).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86.
68) 김성훈. 2019. “농지보고서”. 미출간자료. p.15. 

http://r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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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비축사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표 4. 농지면적 비중 높은 지자체 6곳 농지 현황 

     출처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2018. 

Ÿ 이와 더불어 농협 역시 농지 매입⦁비축사업에 적합한 주체이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이야 말로 농업 종사자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조합의 취지

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게다가 농협은 대규모 금융 자금 조달이 가능

하고 읍⦁면⦁리 단위까지 세부 조직을 가지고 있어 그 어떤 기관보다 지역의 농지 사정

에 밝다는 점에서 대규모 농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역량을 갖추고 있

다. 이에 더해 농협의 경우 이미 쌀 매입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현

금이 아닌 현물(쌀)로 수령하는 것 역시 가능해 현물 거래를 선호하는 임차농들의 실수요

에 부합하는 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Ÿ 앞서 언급했듯, 프랑스에서도 별도의 공공 기구를 설립해 공공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 프랑스의 경우 ‘토지정비 및 농촌시설회사’(SAFER, 이하 세이퍼) 라는 비영리 목적의 상

법상 주식회사가 농지를 매입해 신규 영농정착, 농업 구조개선, 농지보전, 환경보호 등 국

가의 농업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정비⦁관리⦁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이퍼는 

농지를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경우 선매권을 부여받아 매입한 

후 우선권이 있는 농업인에게 판매해 농지보전 및 환경보호라는 고유 임무를 수행하고 지

나친 농지 가격 인상을 방지한다.69)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8만ha에 대한 토지(농

지+임야) 매입이 이뤄져 왔으며 2014년 기준 비축 토지 규모는 28만ha로, 전체 토지 시장 

점유율은 20-30%에 이르고 있다.70) 

Ÿ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의 세이퍼와 유사한 농지 매입 및 관리 기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유

력한 방안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중앙정부 및 지자체, 기존 사업 주체

인 농지은행, 대규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역량과 자금력을 보유한 농협 모두가 참

여하는 별도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매입 규모 및 재원 조달 

l 앞서 언급했듯 쌀 과잉생산 방지, 농지 보전 및 귀농⦁귀촌 가구 지원 등 당면 농정 과제 해

69) 안지원. 2019. “프랑스의 농지관리기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회답. p.2-5.
70) 김수석 외 (2016).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60-68;

시도별 농지면적(ha) 해당지자체/ 전국농지비중 (%) 

전국 1,595,614 100
전라남도 290,827 18.2

경상북도 262,049 16.4
충청남도 211,577 13.3

전라북도 197,541 12.4
경기도 162,587 10.2

경상남도 144,40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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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해서는 향후 10년 간 약 8만ha, 이후 쌀 소비량, 농촌 인구 및 농지 감소 추세를 고려

할 때는 향후 20년 간 약 10만ha 매입이 추가적으로 이뤄져, 총 30년에 걸쳐 약 18만ha (전체 

농지의 11%) 정도의 농지에 대한 매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1.4조에

서 2.3조, 30년간 총 52조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Ÿ 지난 10년 간 농지은행에서 진행한 농지 매입⦁비축사업의 평균 매입 단가 (제곱미터 당 

28,722원)를 적용하면, 향후 10년 간 8만ha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23조원, 연 평균 2.3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Ÿ 이에 더해  향후 20년 간 10만ha 추가 매입을 위해서는 29조원, 연 평균 1.4조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30년 간 필요한 예산의 총합은 약 52조원에 달한다. 

l 이러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농협이 대규모 

금융 자금을 조달하는 등 다양한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Ÿ 앞서 살펴보았듯, 농지 매입을 통해 사전적 생산조정을 실시할 경우 매입 기간 내에도 그

간 농어촌특별회계를 통해 사후적 농가 지원에 지출되어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렇듯 절감 가능한 예산만큼을 농지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에 

출연해 사전적 생산조정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누차 언급했듯 정부는 농어촌특별회계를 통해 지난 14년 간 연 평균 2조 2,500억원의 예산

을 쌀 직불금, 양곡⦁수매 관리 등 사후적 농가 지원에 지출해 오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

던 것과 같이 만약 10년 간 8만ha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 기간 내 연간 0.8만ha의 토

지에 대한 생산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그간 사후적 농가 지원에 들어가는 총 7조 2,000억원

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절감된 예산만큼을 특수목적 법인

에 농지 매입비용으로 출연함으로써 추가적 예산 부담 없이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자금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앞서 살펴보았듯 매입 완료 이후 절감되는 예산까지 고

려한다면,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Ÿ 이와 더불어 특히 농가 인구가 많은 광역 지자체 역시 해당 지역 내 농가 지원 차원에서 

일정 규모의 기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Ÿ 아울러 농협을 통해서는 금융 자금 역시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농지 매입⦁비축사업의 경

우 농지라는 실물 부동산을 담보 자산으로 가지기 때문에 수익 원금을 보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저금리 구조 하에서는 임대 수익을 통해 이자수익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 차원에서 모두 무리가 없다. 이렇듯 농협의 금융 

자금을 조달할 경우 농지 매입에 필요한 대규모 자원을 무리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Ÿ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기금 역시 출연 가능하다. 

  - 2019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724조원으로서 연기금 중 세계 3위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71) 제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2041년에는 최대 1,778조원까지 증

71)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보-부문별현황”,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s://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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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72)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약 88.3% 가량이 주식 및 채권에 투

자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운용의 위험부담이 커지고 있으

며, 국민연금기금이 연금지급을 위해 전체 기금의 61.4%에 달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의 현

금화에 나설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식⦁채권이 

아닌 방식으로 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이러한 투자 다변화의 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성과 수익성 두 측면에서 모두 

무리가 없는 농지 매입⦁비축사업에 투자하는 것 역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72) 보건복지부. 2018.12.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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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l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수십년 간 되풀이되어온 예산 지출, 급격한 농지 감소 및 경자 유전 원칙의 

훼손, 전국 지자체의 40%를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는 급격한 농어촌 인구 감소...’이처럼 우리나라 농정이 

당면한 현실을 지적하고, 심각성을 경고하는 우려들은 수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

책 마련은 수십 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l 이렇듯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농정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문제의 원

인은 해결하지 않는 대증 처방을 반복하거나, 이미 구비된 제도를 일부 보완⦁개선하는데 그쳐서는 곤

란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농정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요청

되는 것이다. 

l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공공농지 매입⦁비축 사

업은 이러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Ÿ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농지를 매입해, 사전적 생산조정을 실시할 경우 지금과 같이 수급 불균형

에 따른 사후적 농가 지원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정의 정책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공

공농지를 매입함으로써 식량 주권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절대 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

에 귀농⦁귀촌 가구 등에 임대함으로써 영농 인구 유치에 기여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l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협, 농지은행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

인이 중심이 되어, 향후 10년 간 8만ha(전체 농지의 5%), 이후 20년 간 10만ha(전체 농지의 11%)를 추

가적으로 매입해 한 세대(30년)에 걸쳐 전체 농지의 11%에 달하는 농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중앙정부의 경우 쌀 직불금 등 사후적 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에 지출되던 농어촌특별회

계예산비용 중 사전적 생산조정으로 인해 절감될 수 있는 예산만큼을 농지 매입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면 별다른 추가지출 없이도 농지 매입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의 기금, 농

협 및 국민연금의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조달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l 농업은 다른 산업들의 기초를 이루는 근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고 식량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이

라는 점에서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옛 말부터, ‘후진국이 공

업발전을 통해 중진국 문턱에 이를 수는 있으나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지적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천명하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기적 관점에서 상황을 관

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100년 농업을 준비하는 정책적 혜안이 

요청되는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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