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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위기와 농업농촌 뉴딜

○ 21세기는 기후위기의 시대다

-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문명을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 RE100 운동으로 수출제조업들은 에너지 전환에 기업의 운명
이 걸려 있다. 기후위기는 경제위기, 무역위기, 식량 위기로 된다. 

○ 농업농촌은 에너지 전환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 바이오매스는 태양광과 풍력을 보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가치가 부각 된
다. 나무,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다. 산촌과 
농촌이 재생에너지의 보물창고로 된다. 농촌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 기후위기가 농업농촌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농민과 농촌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인으로 나서며 에너지 공동체를 만
든다. 농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환경을 살리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
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탄소농업, 생태농업 시대를 연다. 식량주권을 위해 
농지를 확보하고 미래 농부를 준비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로컬푸드를 전
면화하고 산림펀드로 나무를 심는다. 

○ 기후위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 “기후위기는 지역경제를 재건하고 효율성, 경제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기업의 영향력을 분쇄하고, 에너지와 물 등 필수적인 공공소유
권을 되찾고, 취약해진 농업시스템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없앨 수 있다. 기후위기는 지금껏 진보주의자들이 
제시했던 그 어떤 주장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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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농업농촌뉴딜

Ⅰ. 21세기는 기후위기의 시대다

◯ 지구 6번째 종족의 멸종을 걱정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굶주리고, 남극의 빙산 절벽에 새끼 펭귄이 다친다는 
소식을 종종 듣곤 했다. 바닷물의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이 해안가에 제방을 쌓는다
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와는 먼일이었다. 호주의 6개월간 이어진 산불과 중국의 홍
수로 기후위기의 현실은 가까이 다가왔다. 중부지방에 이어진 54일간의 긴 장마에 고
추며 배추며 밭작물이 녹아내렸다. 도열병으로 들판에 벼가 붉게 타들어 가면서 기후
위기는 더는 북극이나 남태평양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 되었다. 

◯ 기후위기는 제조업의 위기, 무역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 유럽의 그린딜이 발표되고 미국의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탄소 국경세
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화석연료 에너지로 만든 제품들은 수출할 때 재생에너지
로 만든 제품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물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U는 미국
보다 2년 앞서 2023년부터 시작하자고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시멘트, 철강, 중화학 제품 등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의 전략적인 수출품들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무역과 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RE100은 신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벤츠 , 폭스바겐 등 현재 세계 250개 기업이 RE100 운동에 동
참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도 신재생에너지로 
부품을 생산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BMW는 LG화학에게 신재생에너지로 부품을 생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G 화학은 폴란드 공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SK하이닉스도 애플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을 요구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유럽 제조사로부터 RE100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내를 
제외한 모든 외국 지사에서는 RE100을 선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준비하지 못하
면 국내 제조업이 재생에너지를 쫓아 해외로 나가게 된다. 그것은 국내 일자리에 치
명적인 아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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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기반 문명의 탈피를 통한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2021년부터 유럽연합에 판매하는 내연기관 차는 벌금을 물게 된다. 가솔린차는 
800만원, 하이브리드는 300만의 벌금을 문다.1) 또한 2021년부터는 95g/km를 초과
하는 CO2 배출에 대해서는 g/km 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대차의 경우 
2019년 기준 53만6천대를 유럽에 팔았고, 배출검사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바꿀 경우 
3조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 전체 영업이익의 86%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사실상 내연기관차의 퇴출수순을 밟고 있다.2) 

- 2021년부터 연탄∙석탄 보조금 4천여억 원도 사라진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른 것이다. 연탄보조금이 사라지면 저소득층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 국내 석탄 생산업체들도 수요감소와 보조금 폐지로 지금 추세라
면 3년내에 사라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2017년 G20 정상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인 기간에 합리화하고 단계
적으로 폐지하자고 합의하였다. 올 10월 개최된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2023년까지 EU 
및 회원국의 모든 직·간접적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의 입장을 채택하였다.3) 우리나라
는 화물차 운송에 지원하는 유류 보조금이 2조 원, 농민들의 농업생산에 지원하는 면
세유 보조금이 1조1천억 원 있다.4) 이들도 곧 사라질 수 있다. 화물차에 지원하던 유
류 보조금이 없어지면 물류운송비가 올라갈 것이다. 면세유가 없어지면 농산물 가격
도 급등하게 될 것이다. 트랙터와 콤바인, 농기계는 기름으로 돌아간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농업시스템에서 면세유가 없어지면 농산물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Ⅱ. 위기의 해결책은 위기다.

◯ 농민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다

-  54일간의 장마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쌀농사 52년 만의 최저생산기록도 세
웠다. 1만5천 평을 임대해서 농사짓는 농민의 경우, 지난해보다 수매가가 40kg 가마
당 5천 원이 올랐지만, 방아를 찧어서 농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나니 집으로 가져갈 

1) pitchone.co.kr/ 유럽연합,2021년부터 가솔린차판매시 벌금 800만원,엔진퇴출 초읽기
2) ohmynews.com/ 양이원영 "현대차, EU 규제강화로 3조원 벌금 낼 판"
3) mofa.go.kr/ 외교부.[기후변화동향] 유럽의회, 유럽기후법(안) 심의
4) kfem.or.k/ 환경운동연합. 2019년도 석탄·유류 보조금 3.4조원… ‘미세먼지 저감 예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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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이 없다. 방앗간에서 오히려 먹을 쌀을 사와야 하는 농사꾼의 심정이 어땠을
까. 여주의 경우 밥맛이 좋은 중생종 <진상 벼>를 심었다. 장마철과 개화기가 겹쳐 
30~40%의 수확이 감소하면서 수매가가 40kg 가마당 8만 원으로 전국 최고가격을 받
았지만, 임대료를 주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 1만3천 평에 <진상 벼>를 심은 농가는 지난해보다 3천만 원의 소득이 줄었다. 매
출 감소는 임대료와 고정비용을 제하고 나면 곧 순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는 농가 소득 감소에 직격탄이 되었다. 규모를 늘리고 비료와 농약사용을 늘리고 밥
맛 좋은 우수한 종자를 심는 것이 기후위기 앞에서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 공익형 직불제도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서 농지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재지주가 37.4%이고 임차비율이 37.2%이다. 여기에 
휴경이 20%에 달하고 있다. 직불금 정상수령이 51.7%에 불과하며, 미수령이 45.5%
이고 소유주가 받는 비율이 2.8%로 조사됐다.5) 

- 직불금 미수령이 절반에 이르는 것은 왜인가. 미수령은 부재지주도 받지 못하고 임
차농도 받지 못하는 경우다. 부재지주가 받으면 부정수령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임차농
이 받으면 부재지주의 허위 영농사실이 탄로 나기 때문에 미수령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도시화한 지역의 경우 직불금 미수령은 더욱 심각하다. 농업의 근본문제인 토지
문제, 농지개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조건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도 무너진다.

- 다시 조류인플루엔자가 터졌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 질병이다. 박쥐와 천산
갑을 거쳐 인간에게 온 “코로나 19”처럼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의 산물이다. 구제역과 
아프리카열병 등 가축 질병이 일상화되고 있다. 과수 화상병이 창궐하고 소나무의 재
선충이 따뜻한 기온으로 번성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원산의 왕우렁이도 친환경 제초
작업의 효자 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최근 따뜻한 기온으로 
왕우렁이의 월동이 가능해져서 개체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며 어린 모까지 먹게 되
어 환경생태를 위협하고 있다. 논의 친환경 벼 재배에 빨간불이 켜졌다. 

-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기후위기는 농사의 위기이고 세계적인 식량의 위기이다. 동
시다발적인 코로나로 인해, 다국적 식량 수급체계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밀과 옥수수, 콩 등 주곡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식량 생
산체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5) 한국농정 ikpnews.net/ “농정개혁 마지막 기회, 농지 전면 실태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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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한 농업은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 세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농민은 대한민국 농민이다. 믿기 어렵지만, 우리나
라 농민들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세계 최고다. 한국의 곡물 생산량은 네덜란드보다 
4.3배 높고 뉴질랜드보다 7.6배나 높다.6) 우리 농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 어느 
농민보다 열심히 일했다. 

-경쟁력 강화만을 외치며 달려온 지난 40년 동안,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심각하
게 파괴되었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 1위, 인수지 2위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당 농약 사용량은 2016년 기준 11.8㎏에 달했다. 호주(1.1㎏)·캐
나다(1.6㎏)와 비교하면 농약을 10배 가까이 더 쓰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
으로 꼽히는 미국은 2.6㎏에 그쳤다. 영국(3.2㎏)·프랑스(3.7kg) 등도 우리보다 농약을 
훨씬 덜 쓰고 있다. 비료 사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1㏊당 비료 사용
량은 268㎏으로 나타났다. 캐나다(79.2㎏)의 3.4배, 미국(136.3㎏)의 2배에 달하는 수
치다.7) 

- 비료와 농약은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온실가
스에는 CO2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축산분뇨와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CH4)은 CO2보다 
약 30배 더 온실효과를 낸다. 화학비료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2O)은 CO2보다 약 
300배의 온실효과를 더 내기 때문에 메탄과 질소산화물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나
타내면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된다. 

◯ 한국농업과 농촌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 유럽의 그린딜은 농약과 항생제를 50%를 줄이고 화학비료의 사용을 20% 줄이며, 
농지의 영양분 유출을 50%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토지를 수탈하는 농사방식
과 물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사방법은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
게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농사방법으로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의 해결책은 위기다”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동습관을 바꾼다. 위
기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당장 해야 하는 절박한 위기감이 
점진적, 단계적 방법론을 거부하고 근본적인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 

6) GS＆J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2012년 보고서
7) 농경연 (FAO) 산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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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구를 살리면 지역도 산다
   
◯ 농업은 기후위기의 해결사다

- 인류의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한 오
늘날도 나뭇잎 한 장이 하는 광합성 작
용을 대신하지 못한다. 농산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기 중에 CO2와 
물을 흡수하여 산소와 탄수화물을 만드
는 위대한 생명 활동을 한다. 탄수화물
은 식물체를 형성하고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더 많은 탄소를 
포집할수록 유기물이 풍부한 흙이 되어 
더욱 비옥한 땅이 된다. 토지 흡수원은 
토지 흡수원은 매년 대기로 나오는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9 %를 흡수합
니다. 메탄, 아산화 질소 및 불소 가스
를 포함한 다른 온실 가스를 고려할 때 
토지는 총 배출량의 약 26 %를 흡수합
니다.8) 

- 토양은 대기와 식물 전체의 탄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58%의 탄소를 토양 유기
물로 저장하고 있다. 농림업은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축산의 메탄 발생으로 기
후위기의 주범일 수도 있고, 임농복합영농과 퇴비를 사용하는 경축순환농업, 돌려짓기
와 피복작물 재배로 기후변화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도 될 수 있다.

◯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나무를 심자

- 인류가 가진 기술 중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를 심
는 일이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한다. 우리 숲은 나이가 대략 40살
로 비슷하다. 너무 늙고 빼곡해서 잘 자라지를 못한다. 2010년부터 우리 숲의 탄소흡
수량이 해마다 줄어가고 있다. 2010년 산림지의 CO2 흡수량 5천9백만 톤보다 2016
년은 4천8백만 톤으로 1천1백만 톤이 감소했다.9) 

8) drawdown.org 프로젝트 드로다운
9) 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Forest 토지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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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년간 감소한 산림 CO2 흡수량은 1천1백만 톤에 달하고 그것은 연간 
15,000km를 주행하는 승용차 450만대 분에 해당하는 CO2 배출량과 같다. 이만큼의 
CO2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에 지원하는 보조금 1대당 1천만 원에 견주어보면 45조 
원에 해당한다. 결국, 우리가 숲을 2010년 수준으로만 가꾸어도 45조 원의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있는 것이다. 

-  전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림을 솎아주고 탄소흡수율이 높은 어린나무로 교체하
기 위해서는 50년 벨나이로 매년 2억 그루씩 새롭게 심어 나가야 한다. 나무도 사람
처럼 청소년기에 잘 자라고 나이가 들면 잘 자라지 않는다. 숲도 순환해야 한다. 그
대로 내버려 두면 병도 많고 속으로 썩어들어 가고, 서로 경쟁해서 가늘고, 잎사귀는 
나무 끝에만 매달리게 된다. 나무를 베고 다시 심기를 일정하게 지속해서 반복함으로
써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녹화에는 성공했지만 건강한 숲을 만들기에
는 부족했다.

-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한다. 나무제품은 자신의 수명 동안 탄소를 
고정하는 CO2 통조림이 된다. 나무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좋
은 일이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목재 등 지속가능한 
재료로 짓는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속가능성 법’을 통해 2022년까지 법적 기준
을 마련하고 이후 짓는 신축 공공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목재로 지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시는 ‘2024 파리 올림픽’을 위해 짓는 8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전
부 목재와 짚, 삼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영국의 BBC 방송조사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 공법은 엄청난 환경적 비용이 발생한
다.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4%~8%를 차지해 지구 전체로 볼 때 매년 영
국영토와 같은 면적이 콘크리트로 뒤덮여 가는 실정이다.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지
구상에서 채취되는 광물들의 85%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래가 점차 고갈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건축재료로 목재사용을 활성화하면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대
기 배출량을 두 배 이상 줄일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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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의 핵심은 그린 인프라 구축이다.

- 우리 산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무가 산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는 세계 4위 산림 국가다. 그러나 펠릿 수입은 세계 3위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경제림이 없어서도 아니고 산이 높아서도 아니다. 우리보다 더 험한 오스
트리아나 스위스도 우리보다 산림자급률이 높다. 나무가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유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길이 없기에 기계화가 되지 못하고 평생 숲을 가꾸고 산림
을 경영해도 비용이 나오지 않는 구조다.

- 국내임도 밀도는 2017년 말 기준 3.4m/ha로 매우 낮다. 독일 46m/ha, 오스트리
아 45m/ha, 일본 13m/ha 등과 비교해 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오스트리아
는 우리나라처럼 산지 경사가 매우 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도 밀도보다 
무려 15배가 높다. 길이 없으면 자원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불과 같은 자연재
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 임도 밀도를 오스트리아 수준까지 높인다면 약 21만km의 임도가 필요하다. 이를 
향후 20년 동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연간 5,000～2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 다만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임도 조성 및 관리기술을 적용해
야 한다. 

-1930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항에 맞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했던 일
도 산림 뉴딜이었다. 산림에서 3백여만 명이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800개의 공
원을 개발했으며 임도와 산불방지도로, 숲길을 총연장 40만km를 만들었다. 산림 관
련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확충되었다. 핀란드는 90년대 초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림사업으로 2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 흙을 살려야 농업이 산다

-지구가 오늘 당장 넷 제로를 실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춘다 하더라도 이미 대
기 중에는 400ppm의 이산화탄소 농도로 적정 농도인 350ppm을 초과하고 있다. 기
후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전환을 당장 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초과하여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토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 식물은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흡수한 탄소 일부를 액체형태

10) 출처 : 한국목재신문(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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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토양 속으로 흘려보낸다. 뿌리 근처에서 그것을 먹이로 미생물이 자라며 미생물은 
다시 식물체에 유익한 미량 요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미생물은 토양의 입단구조를 만
들어서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구조는 수분의 흡수를 도와 식물에도 
도움을 준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탄소를 토양에 고정하고 식물과 미생물이 공생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탄소 농업이라 한다.

- 화학비료와 농약은 식물과 토양과 미생물이 맺고 있는 공생의 관계를 파괴한다. 또
한, 쟁기질이 토양의 탄소를 산화시켜 배출하게 만든다. 토양 탄소시스템을 복원하려
면 피복작물을 심는 일이 중요하다. 농작물을 돌려짓기하고 퇴비를 많이 넣는 등 전
통적으로 흙을 가꾸는 농사 방법이 중요하다.

◯  탄소를 흙으로 돌려보내자

- 유기농업이 먹거리의 안전을 중심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거나 
줄이는 방식이다. 탄소 농업은 땅을 되살려 토양 속의 미생물과 식물의 뿌리와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유기농업과 개념이 다르다. 땅과 미생물
을 되살리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종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탄소농업은 토양복원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마저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린 탄소 프로젝트’로 탄소 농법을 2008년부터 적용하여 
10개의 농장에서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다. 농지가 탄소 배출의 주범에서 탄소를 저장
하는 곳으로 사고의 전환을 만든 사례이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칸소, 캘리포
니아, 미시시피주에서 7개의 쌀 농장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기로 했다. 메릴랜드
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를 감축하기 위해 탄소를 격리하는 건강한 토양 법을 
제정했다.11)  

-EU의 그린딜 농업정책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
들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정밀농업, 유기농업, 생태농업, 탄소 농업, 혼합림 농업, 
동물복지 축산 등이 해당한다. 실천 과제로는 농약·비료 사용량 각각 50%와 20% 감
축, 유기농업 비중 25% 확대, 농경지 중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비중을 10% 이상 
확대하고 나무 30억 그루 이상을 심는다는 것이다.

◯ 논물이 맑아야 강물이 맑다.

11) thecounter.org/how-carbon-farming-could-halt-climat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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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수 우물 28,797곳을 조사한 결과 
23.1%가 질산성 질소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7년 고려대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
준 경종 부분의 질소투입량 43만 톤은 실제 필요량 21만 톤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투입 과다로 인한 환경비용은 약 4.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종 부문 
전체 GDP의 1/4에 달하는 정도다. 12)

- 논에 화학비료를 줄이고 축분 퇴비를 넣음으로써 질소 수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
다. 퇴비는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퇴비살포는 탄소를 토양으로 돌려보내는 역
할을 한다. 또한, 지력을 회복해서 미생물의 삶터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벼 재배가 
가능하다. 전국의 논 70만ha에 화학비료를 주는 대신 가축분 퇴비로 밑거름을 대체
하면 질소 과다로 인한 환경비용 4.9조 원을 줄 일수 있다. 그 1/10인 퇴비 살포비용 
5천억 원으로 탄소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 비료를 살포하는 수고로
움도 덜어 줄 수 있다. 

- 경축순환 농업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21년부터 퇴비 부숙도(발효정도) 조사가 
의무화된다.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늘리지 못하는 조건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사실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소중한 자원인 가축의 분뇨가 화학비료의 
편리함에 밀려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화학비료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다. 논물이 맑아야 강물이 맑다. 토양을 살리고 강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순환농
업의 시대가 열린다. 

◯ 토종 종자가 인류를 구한다

- 여주의 <진상 벼> 사건처럼 기후위기에 40% 생산이 감소하는 단일 종의 재배는 
심각한 피해를 동반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종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의 탄소 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야생에
서 성장한 토종은 비료 농약 없이도 농사 짓기가 쉽다. 토종의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건강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 된다. 잡곡은 
쌀보다 미량요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다. 거친 음식일수록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 

- 최근 미국은 콩에 녹병이 생겨서 새로운 종자를 찾던 중 전남대 정규화 교수님께  
7천종의 야생 콩을 팔라고 제안했다. 교수님은 우리 콩을 그렇게 미국 종자회사에 넘
길 경우, 로열티를 물고 우리 콩을 사용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수십억원의 
가치가 있는 제안을 거부했다. 토종 씨앗이 이제 인류의 멸종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다.

12) 2017. 임송택. 양승룡. 사회적환경비용을 고려한 최적 농업생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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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탄소 중립 농촌의 꿈

◯ 농촌은 신재생에너지의 전쟁터다

- UN을 비롯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
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도 2050년 넷 제로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 주민들은 무분별하게 건설된 태
양광을 통해 농촌의 경관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오는 대규
모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발전 등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심지어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이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태양광은 지자체 조례
를 통한 주민생활공간과 이격 거리 설정으로 확대가 어렵고, 축산 바이오매스 발전소
와 목재발전소 등도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지역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다시 농촌 주민이 희생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박탈감과 거부감이 높다. 

- 농촌의 재생에너지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인식개선이 먼저다. 

농촌에서 태양광, 풍력에 대해 왜 거부감이 있을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다. 앞으로는 농촌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도시의 에너지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공감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구체성이 중요하다. 

태양광 확대가 초기에 전국 산지를 훼손하게 되었고, 목재발전 보조금을 높이자 목재 
펠릿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독일의 경우 발전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적용
해서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가 확산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셋째, 농촌의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축산분뇨를 정화 처리해서 강에 버리는 것이 적지 않고, 산에 간벌 재를 버리고 오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의 각종 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태양광
과 풍력 설치를 위해 도시의 자본과 사업자들이 농촌의 땅만 빌리자는 식의 접근은 
농촌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농촌 에너지 전환의 주인은 농촌 주민 자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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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의 열쇠를 농촌이 쥐고 있다. 

- 스탠퍼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전체 국토의 6.5%에 달한다. 서울시가 국토면적의 0.6%이므로 서울시 10개의 면적이 
필요한 셈이다. 국민의 93%가 국토의 17% 면적에 모여 사는 조건에서 전체 국토의 
83% 면적을 가진 농촌 주민 8%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인으로 협조해야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 신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저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존 석탄, 원자력 발전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로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게 되며 광범위한 농촌 지역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연
순환형 에너지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미이용 목재부산물 등 농업생산과 연결되
어야 한다. 에너지의 분산은 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며 에너지의 민주주의는 지역의 민
주주의를 성숙시킨다. 주민주도형, 협동조합형, 공공형 마을 에너지 생산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 탄소중립 에너지원, 바이오매스 시대가 열린다 

- 화석연료가 출연하기 전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나무를 비롯한 바이오매스
였다. 양식과 땔감이 있다면 기본적인 삶은 해결되었다. 이제는 기후위기로 화석연료
인 석탄과 석유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태양광 풍력의 가격 경쟁력이 2~3년 이내에 
석탄과 석유를 추월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햇빛과 바람이 공짜이기 때문에 원재
료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 하지만 태양광은 밤에 전기를 만들지 못한다. 풍력은 바람이 언제, 얼마나 불 지 
모른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간헐성과 변동성을 갖고 있어 필
연적으로 보완할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저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전원으로 바이
오매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내년부터 연탄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도
시가스가 없는 농촌주택의 경우 탄소 중립 에너지원인 목재 펠릿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난방 등 열공급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재생에너지는 목재 바이오매스를 이용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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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분은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다

- 독일은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개수가 1만 개가 넘었다. 축산분뇨는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 귀중한 재생에너지로 이용되고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혐기성 소화조를 
기본으로 미생물 발효를 통해 메탄을 포집하기 때문에 밀폐식으로 설계되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나라별 바이오가스 플랜트 현황

 

           출처 IEA Bioenergy Task 37 member countries (2019)

-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사람이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축산분뇨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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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도 소화조에서 발효해서 전기생산이 가능하다. 숲에서 
버려지는 나뭇잎과 나무껍질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농산 부산물과 갈대와 억새도 
소화조에 들어가면 귀한 자원으로 된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농촌의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한다. 

 

◯ 마을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자

- RE100과 탄소 국경세로 인해 수출제조업체는 신재생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 농촌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도시와 기업에 지원하는 농촌에너지 마을협
동조합이 중요하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바이오매스 발전
소 등 마을 단위 공유자산과 소득은 마을의 활력을 만들고,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하
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농촌으로 몰려오는 계기가 
된다. 

Ⅴ. 기후혁명 시대, 주체는 농민

◯ 2040년 탄소 중립 농촌을 만들자

- 2050년 탄소 중립국으로 가기 위해 2040년 탄소 중립 농촌을 목표로 한다. 탄소 
중립의 핵심은 CO2 배출의 88.6%에 해당하는 에너지부문의 전환이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곳은 농촌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에너지 생산자라는 주인의식과 지역 
특성에 맞게 저수지, 폐철도, 농수로 등 부지를 스스로 발굴하여 태양광 사업을 주도
하고 창출되는 소득은 마을 단위로 분배한다. 축산이 많은 곳은 바이오가스로, 산림이 
많은 곳은 바이오매스로 발전에 참여한다. 바닷가라면 바람으로 농촌이 가진 공간과 
자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각각을 연결하여 농촌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범 
마을을 만든다.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주민참여와 교육을 통해 마을의 주택단열과 
탄소 중립 난방으로 전환해 가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등 면 단위 탄소 중립 마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농지를 확보하고 미래 농부를 준비한다

- 농촌의 태양광 설치가 자칫 임차농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바람
직하지 않다. 농촌 마을의 공유자산을 이용해서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태양광을 만들
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에 대한 임차농, 소농의 권리를 강화해야 농업과 농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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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다. 농지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소농직불금, 공익형 직불금이 평등하게 지
원될 수 있다. 그래야 농촌 에너지 전환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다. 

- 프랑스의 경우 거래되는 모든 농지와 산림을 정부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선매권을 
가진다. 구매한 토지를 이용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귀농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전체
농지 160만ha의 10%를 농지 평균가격 2020년현재 평당 37,637원으로 구매하면 약 
18조 원이 필요하다. 2%의 이자를 내면 약 3천6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매년 쌀 
과잉으로 창고보관비와 매몰 비용으로 나가는 정부 예산이 7천억 원에 달한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16만 ha를 임대하고 상황에 맞추어 쌀생산을 조정하게 하면 쌀보관비 
등 7천억 원의 절반으로 청년에게 농지를 공급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나누어준 농지
에 태양광 100kw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 소득이 원금과 이자를 제하고도 매월 100만
원 정도 20년간 줄 수 있다. 그것은 청년의 정착자금으로 될 수 있다. 그 돈으로 토
지임대료와 매입비를 충당해 갈 수 도 있다.  어차피 농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청년들에게 투자해서 일자리를 주고 쌀생산도 조정한
다면 일거양득의 가치가 있다. 매년 정부가 농지를 구입해서 양질의 농지를 청년에게 
준다면 정부는 농지를 넉넉하게 확보하고, 식량 주권과 미래 농부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 식량 주권도 지키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로컬푸드를 전면화하자

- 기후위기는 식량 위기다. 쌀, 밀, 콩, 옥수수, 김치는 최소한의 자급률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GMO 작물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산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국내 소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2020년 5월 외식산업진흥법이 개정되었다. 지역농산물 사용촉진 시책 수립·시행 및 
관련 사업 경비지원 근거가 마련(제16조)되었다. 이제 지역농산물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전국의 식당수는 전체 72만 개 정도 있다. 그 중 20만 개의 로컬푸드 식당을 
지원한다면 식당 평균 식재료비가 3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식재료비의 10%인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로컬푸드로 전환하면 연간 6천억 원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6조 원의 
국내산 식재료 시장을 만드는 것이 된다. 농업예산 15조 원을 써서 50조 원의 생산물
이 나오는 농업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된다. 학교급식을 통해 친환경 농산
물 소비확대를 위한 차액지원방식의 위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을 일반 시
장과 로컬푸드로 확대하는 것이다. 

◯  산림펀드를 조성하여 나무를 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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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숲을 백년 숲으로 가꾸려면 매년 2억 그루씩 젊은 나무로 갱신해야 한다. 그
래야 숲이 탄소흡수원으로 제 역할을 한다. 나무는 매년 3%씩 성장한다. 산에 투자하
는 것은 금방 돌아 나오지 않지만, 나무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다. 우
리나라 전체 산림을 3%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량은 어마어마하다. 숲을 
가꾸고 목재를 건축에 활용하고 버려지는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산림뉴딜의 
성공은 임도 인프라에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수준의 임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40
조원이 필요하다. 물론 임도 건설은 10년~2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산은 사라
지지 않고 감가 상가도 없다 오히려 매년 3%씩 자란다. 

- 40년 된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분량인 35.7g의 미세 먼지를 
흡수한다.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미세 먼지를 없앨 수 있
다.13) 이제 화석연료 차량으로 자신이 만든 미세먼지는 자신이 해결하도록 환경세를 
만들어야 한다. 산림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은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 공익적인 일
에 돈을 쓴 것이니까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 

- 스위스는 난방용 화석연료에 탄소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징수한 환경부담금은 스
위스 거주자 모두에게 1/n로 나누어 다시 되돌려 준다. 1인당 배당은 2019년 1인당 
76.8프랑(9만6천 원) 돌아갔다. 탄소부담금 수입의 2/3는 돌려주고 1/3은 주택에너지 
절감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한다. 14)       

◯ 탄소 중립국 건설을 위한 강력한 대중운동을 벌이자

- “탄소 중립국을 위한 숲과 에너지 사랑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자. “탄소 중립마을을 
위한 마을 에너지 협동조합”도 만들자.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자전거타기 운동연
합”도 만들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선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역경제를 재건하고 효율성, 경제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
우는 기업의 영향력을 분쇄하고, 에너지와 물 등 필수적인 공공소유권을 되찾고, 취약
해진 농업시스템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평등
을 없앨 수 있다. 기후위기는 지금껏 진보주의자들이 제시했던 그 어떤 주장보다 강
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15) 

13) chosun.com/ 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
14) 2019. 조혜경. 스위스탄소세 생태배당모델 성공적 환경정책의 모범사례로 부상하다
15) 2014년.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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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농민회 총 연합

김미경

; 

-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량수입국에 새로운 양상의 식량위기를 제기

-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변화와 농업, 농촌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요구

- 지난 대선시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헌법 제정 논의가 촉발,문재인 정부 농정에서도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강조. 
→ 국가의 책임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임.

- 90년대 중반이후 2000년 초반까지는 농민운동은 수입개방 반대, 농산물 가격보장을 요구하는 생존권 투쟁이 중심 이후 진보정당과 함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운동 진행

- ‘촛불 혁명’ 과 함께 ‘농민헌법 제정 운동’ 이 진행되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짐

- ‘농민헌법 제정 운동’ 은 헌법개정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받자는 선언이었지만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농민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대부분의 도에서 제정되고있다.

- 농민수당은 현재의 농업농촌의 붕괴를 막고,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 것인가에 그 출발점이 있었다. 

초기엔 단순 소득지원 개념으로 출발했던 논의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농정의 틀을 변화시키지않고서 는 해결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 기존의 대규모 기업농 위주의 농업정책의 실패를 인식하고, 현행의 과도한 자본재투입 방식의 업자나 컨설팅 업체를

배불리는 고 투입방식으로는 농촌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

- 농촌의 생태,문화,환경을 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농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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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의
의의

첫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농정의 방향을 어떻게 변화시켜 낼 것인가하는 공통의 주제를 이끌어 냈다.

둘째, 

‘농민’ 이란 누구 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함축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기존 농정의 기본 틀인 농가당에서 여성농민을 비롯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주민
조례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정되고 있는 행정조례에서는 여전히 여성농민이나 청년농들을 배제하고 있
다.

넷째,
농민수당은 돈을 몇 푼 더 받는 제도가 아니다. 농민수당을 지급 하는 것은 그간 대우받지 못했던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농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최소한의 국민적인 보상이다.

농민수당에 제기되는 과제

현행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과 새롭게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함. 

무엇보다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농민수당이라는 목적형 사업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비농업인이 농지 소유자인 경우와 실 경작자인 농민을 구분하는 문제와 더불어, 어려워만 가는 농가소득을 농 외 소득으로 메꿔오면서 여성농민들은 농업노동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요양보호사나 학교급
식종사원 등으로 이중, 삼중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여성농민들이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서 또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하는 농업 구조에서 여성농민이 생존을 위한 농사와 농사 외 노동을 감당하게 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농민을 ‘농민’ 의 범주로 어떻게 묶어낼 것인지 반드시 여성농민의 참여와 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농민수당에 제기되는 과제

직불제와 차이를 명확히 해야함.

공익형 직불제가 공익활동에 대한 면적 기준에 대한 지원이라면, 농민수당은 공익활동에 대한 농민 직접지원이라는 성격으로 규정 되어져야 한다.

입법화에 힘을 모아 내기 위해 농민수당에 동의하는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제 진보정당까지 함께 하는 폭넓은 입법추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국민에게는 생명과 국가의 미래와 연관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농민수당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폭넓은 입법 추진 기구를 만들어 그야말로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 2017년 4월27일 대선후보로 농 어업 정책을 발표.

-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은 버림받아 왔다. 무관심, 무책임, 무 대책 그야말로 ‘3무 정책’ 이었다”

- “현재 농 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

-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

○ 2017년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 과제’ 의 농업·먹거리 분야

- 문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한 농정개혁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빠졌다.

-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 하나 없고, 중소농 강화 대책 없이 이명박·박근혜가 강조한 6차 산업, 

스마트농업만 강조하고 있다” (전농 성명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추진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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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12일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 홀 미팅 보고대회’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

-농특위가 건의한 12대 개혁 아젠다를 5대 분야로 집약, 관계부처에 세부 이행계획을 지시한 것. 
===> 청와대 농 해수비서관실, 농특위, 농식품부, 해수부, 국책연구기관 등이 공동 TF를 구성, “이행계획은 3월말에 기초안이 마련,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보고, 장관 서랍 속에 있다” 는 게 현실

① 공익형 직불제 : 2조 4000억원으로 5년간 동결, 당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팀’ 2022년까지 5조 2000억원 직불예산 제시,
===> 아무런 의미 없는 직불제 개편

② 경자유전 후퇴 :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법 개정 추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겠다고 함.

③ 푸드플랜 : 농민은 소외된 채 관료주도 농정, ‘컨설팅 농정’ 농어민과 국민이 함께 종합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겠다.

④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조에서 혁신으로 이름만 바꾼 스마트 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도 준비 하겠다. 첨단정보 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

⑤ GMO 표시제 : 식품업계의 반대 속에 기존 제도 유지,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1.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으로 세계 질서는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감으로 국경 폐쇄 등의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되면서 이상기후나
금융자본의 투자, 바이오 에너지 작물 재배 확산 등에 따른 고전적 식량난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식량난이 제기되어 세계는 다시금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2. 한국은 2018년 기준 곡물 자급율이 21.7%에 불과한 식량 수입국이며 이는 OECD내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곡물 자 급율은
102%(KREI 2018년 통계로 본 세계 속 한국농업)이다. 쌀 자급율은 2018년 기준 97.3%로 매년 경기도 생산량 만큼 MMA 물량으로 수입 쌀이 국내에 반
입되고 있으며 쌀 소비량의 2/3를 차지하는 주곡인 밀 자급율은 0.9%에 불과하고 있다.  즉, 한국은 식량 수입국가로 코로나19 이후 제기되는 새로운 방식의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3.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은 WTO 개방농정에 따른 결과로 현 농정을 유지하면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헌법에는 국가는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시행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농정은 농업에 대한 보호, 육성보다는
시장 방임적 농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타 산업에 비해 낮고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
는 농민의 삶의 질을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높여내는 정책보다는 생산 지원 중심이기에 대규모경작 농민이나 관련 업체 외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 또한
낮다.

4. 농업은 식량주권과 더불어 사회 문화의 근본이고 뿌리이기에 창출하는 가치 또한 금액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현 농정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

고 있다.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농업·농촌의 지속성도 유지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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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그 위에 탄소배출 억제에 농민, 
농업적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이 발생시키는 탄소 량을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은 유통, 가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농업 및 먹거리에서 탄소발생을 줄이는
것은 곡물자급율 21.7%에 불과한 한국조건에서는 자급율을 높여 이윤추구를 위해 수입하는 농산물을 줄이면서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할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여기에 생산분야에서 농민, 농업에 요구되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요구가 제기되어야 한다. 식량자급과 농민의 기본적 권리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촛불혁명 시대의 요구

- 촛불민중은 행정권력, 지방권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교체했다. 이는 촛불 민중의 염원을 법과 제도로 완성하라는 명령이다. 
또한 촛불민중은 한국사회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출했으며 이것을 해결할 주체도 결국 국민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요구

- 사람과 정보, 물건과 지식이 국경 없이 왕래하는 신자유주의는 사람과 상품의 이동제한으로 타격 받고 있으며 역사적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에서 보듯이 이미 WTO 체제의 자유무역주의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고 있다

•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세가지

- 식량주권의 중요성/국가비상식량 수매비축의 중요성/국가적 농업노동력 확보

• 통일 시대의 요구

-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통일농업실현이다

○ 공공농업으로 전환(철학과 이념 정립으로부터 정책의 변화)

공공농업은 국가관리 중심 농정이다.

농민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인이며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아야 한다. 

농촌의 자연과 환경, 문화, 생산시설 및 도구는 농촌주민의 모두의 자원이며 이것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체도 ‘농촌 주민’ 이어야 한다. 

공공농업은 지난 70년간 시장에 맡긴 농지와 농민, 농산물과 농촌을 공공영역에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 근본적인 제도개혁, 농민기본소득지급

농업의 문제가 단순히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아 생기는 게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 개방화 등으로 발생한 총체적인 문제라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책 전반에
서 농민이 배제되고 소외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기본 취지

모든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여기에 '친환경'이든 '경관농업'이든 조건에 따른 추가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민의 존재론적 가치를 인
정하고 사회적으로 보상하자는 것이다. 농민은 식량 생산, 국토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량에 대한 보상이 아닌, 농민이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농민수당’ 운동은 농민이 직접 만든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투쟁이 되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 

농민수당 운동은 지방에서부터 농민의 힘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모범적 사례였다. 하지만 농민수당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민수당 도입만으로 농업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나아가 농촌기본소득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농민수당과 비슷해 보이는 기본소득이 화두이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은 큰 변별력이 없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농민 수당이든 기본소득이든 벼랑 끝에 서있는 농민(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동앗줄 같은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지금 농촌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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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산업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2021. 03. 03.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송원규

차 례
1. 왜 농민/농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가?

2. 한국의 생산주의 농정과 공익직불제 개편

3.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긴장과 갈등

4. 농촌기본소득의 제기 배경과 의미

5. 나가며

왜 농민/농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가?
생산주의 농정 탈피를 제안하는 농민과 시민의 호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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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정의 실패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
산업에 대한 투자 실패와 사람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

농업 생산 주체(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전문화

• 소수의 농민은 성공했으나 다수의 농민은 퇴출, 위기 반

복

• 기후위기 속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에 대한 비판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 투자
• 시설 투자, 돈벌이 중심의 접근

• 지역/공동체의 사람과 자원이 재생산되지 않는 투자

사람(농민, 거주민)에대한 투자

• 다수확/생산주의 탈피
• 지역과 자원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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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정의 실패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의 기본소득과 관련한 쟁점

• 소위 농업계 내부의 관점과 쟁점

• 지속가능한 농사를 위해 충분한 혹은 적정한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그 방안 중 하나로서 농민/농가에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농산물 가격 정책, 다양한 농가 경영안정 정책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밖에서 농업·농촌을 보는 시민들의 관심

• 왜 또 농업·농촌에 투자해야 하는가?

• 그 투자를 통해 우리(전체 사회, 도시)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 농촌에 살지만 소위 농업계 안에 포괄되지 않는 사람들

• 농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는 투자할 생각이 있는가?(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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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정의 실패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
기본소득과 다양한 대안농정의 의제들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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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정의 실패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
기본소득(운동)의 관점에서 농(農) 기본소득의 쟁점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기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 기본소득을 기초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

농(農) 기본소득의 특수성
• 자꾸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영농 활동, 농가 단위 지급 등).

• 농업의 어려움, 농촌의 낙후성 등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vs.

농(農) 기본소득(운동)이 보편적 기본소득(운동)에 기여하는가?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확장을 지향하는가?

한국의 생산주의 농정과 공익직불제 개편
직불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과 그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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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 직불제의 도입
수입개방 반대 운동과 정부 간의 극렬한 대립의 타협점

농민운동과 시민사회운동 :

수입개방에 대응해 국내 소농의 보호(소득보장)

정부 :

국제경쟁력을 위한 규모화·전문화

(소농의 점진적 경영이양)

vs.

「WTO이행특별법」 11조 2항

②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원 목적 시행 정책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쌀 생산조정제(2002~2005)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재해보험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논농업직불제(현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

직불제 도입의 법적 근거와 항목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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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정책 도입의 결과
개별 농가의 규모화 추구와 이로 인한 직불금의 상층 집중

• 정부는 농업 구조조정과 연계한 전업농의 농업소득 안정 정책으로 추진

• 전농 등 농민단체는 구조조정 연계에 강력히 반대

• 정부의 입장은 지급면적 상한 폐지로, 농민단체 요구는 고정직불금 상향으로 절충

구분 농가 수(비중) 평균 수급액(A) 중위 지급액(B) A/B
농업경영체 DB 상 전체 농가 1,602,692 1,056,468 228,016 4.63
밭농업직불금수급 농가 543,969(33.9) 239,045 108,760 2.20
쌀고정직불금수급 농가 752,232(46.9) 1,115,305 439,583 2.54
쌀변동직불금수급 농가 670,784(41.9) 1,000,687 514,819 1.94
조건불리직불금수급 농가 150,258(9.4) 352,372 202,150 1.74
4개 직불금 중 하나라도
수급 받은 농가

1,055,392(65.9) 1,604,326 709,375 2.26

4개 직불금 중 하나도
수급 받지 못한 농가

547,300(34.1) - - -

주: 1) 2015년쌀변동직불금이 91만 7,519원/ha라고가정하고 분석하였음.
2) A/B 값이 클수록 직불금 분배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뜻임.

자료: 김태훈 외(2017), p. 93 수정. 유찬희·김태영(2020)에서 재인용.

직불금 지급 현황(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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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정책 도입의 결과
개별 농가의 규모화 추구와 이로 인한 직불금의 상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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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익직불제 개편
상층 집중 완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 기본직불 중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 충족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기본직불 중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분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 하향(역진)

•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활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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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긴장과 갈등
농업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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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의 등장과 전국적 확산
농업·농촌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주체의 기여에 대한 보상

• 전농 ‘농민월급제 제안’
• 식량주권을 지키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 1단계 30만 명 공익농민, 단계적으로 100만 육성. 월 50만 원 지급 제안

2007 대선

• 전농 생태·농촌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제안
• 농업·농촌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소농을 보호하고 육성
• 월 20만 원씩 지급, 점차 지급액 상향

2016 총선
(2017 대선 진보정당 공약)

• 다수의 지자체장 후보들이 농민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
• 2019~2020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광역도에서 조례 제정
• 광역과 기초의 매칭 방식으로 연 60만 원 농민수당 지급 전국 확산

2018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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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의 등장과 전국적 확산
농업·농촌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주체의 기여에 대한 보상

자료: 농민신문(2021)

자료: 민중당·전농(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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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의 의미에 대한 농민운동의 관점
농업 ·농촌의 위기에 대응하는 운동의 새로운 방향성, 경로

•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적 보상을 의무화 한다

• 그동안 피상적이었던 농업의 가치를 규정하고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중·소농을 육성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한다

• 대농과 기업농을 육성하던 정책은 농축산물 가격폭락,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왔고 농촌 공동체 해체를 조

장하는 악영향을 가져왔다. 중소농을 육성하고 강화하여 농업과 농민, 농촌이 함께 가야한다.

• FTA, WTO 등으로 희생당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을 실현한다

• 1994년 UR협상, 1995년 WTO출범, 농축산물 전면개방, 2006년 한칠레FTA로 이어지며 값싼 외국 농축산물이 밀물처럼

들이닥쳤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 된 농업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 도농간 농민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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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의 등장과 농(農) 기본소득 논의의 시작
기본소득의 개념과 지향을 농(農)과 접목시키는 과정에서의 진통

• 정의당 농민기본소득 공약(민중당 농민수당)
• 선거 당시에는 차별성에 대한 논쟁 없이 유사하게 받아들여졌음2018 지방선거

• 정의당 농민기본소득 공약, 민중당 농민수당 법제화(농민수당법)
• 민주당은 언급이 없었으나 미래통합당은 농어업인 연금제라는 유사한 정책 제
시

2020 총선

• 2019. 6. 정의당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기자회견과 민중당 전남
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정의당은 농민수당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논평
• 2020. 2.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출범

2020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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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의 등장과 농(農) 기본소득 논의의 시작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선행연구 도입 필요성 용어

박경철·강마야(2015)
 농가인구 감소
 소득 양극화
 직접지불제의 불평등성

농민 기본소득제

정기석(2017)
 식량주권 위기 탈출
 농민의 생존권 보장

공익농민 기본소득

금민(2018)
 농가 저소득화 극복
 농업의 공익적 가치 지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 보상

농업참여소득

박경철(2018)
 농가인구 감소
 소득 양극화(농업인 소득보장제미흡)
 직접지불제의 불평등성

농민 단위 기본소득
농촌주민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2020)

 농업의 식량기지이자 생명창고 역할
 농민이 농사로 생계를유지하지 못하는 현실(도농 소득격차)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농민기본소득지급을 통해 과밀한 도시의 인구 유입, 균형발전

농민기본소득

자료: 김용렬 외(2018).
선행연구 문헌 : 박경철·강마야(2015).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 정기석(2017). “농민 기본소득으로 ‘농부의 나라’로.”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금민(2017). “기본소득 도입모델과 농업 참여소득.” 『계간 농정연구』제60호. | 박경철(2018). “농민수당(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국회토론회.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2020). 『농민기본소득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농민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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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의 향후 전망과 과제
중앙정부의 예산 마련, 국가 단위 제도화

법제화와 중앙정부의 예산 마련
(쟁점과 사회적 합의)

• 보상적 성격의 농민수당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단계별 확장을 지향하는

농민기본소득의 관계 설정

• 현금지원이라는 동일한 성격의 공익직불,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관계설정 혹은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

• 중앙정부의 예산은 농업 예산인가?

공익직불,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의유사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통합정책 마련

농촌기본소득의 제기 배경과 의미
농(農)의 특수성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함께 고민하는 그릇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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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의 제기와 의미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농(農) 기본소득

[기본소득(사회실험) 해외사례의기본소득원칙충족여부비교]
지역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바르셀로나 X O O O O
온타리오 X O O O O
핀란드 X O O O O

브라질 마리카 △ O O O O
스코틀랜드 O O O O O
독일 X O O O O

자료: 이창한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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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의 제기와 의미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농(農) 기본소득

[농어업·농어촌분야뉴딜의주요내용]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0),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의 비전과 과제’

[OECD 저밀도경제활성화사례시사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영상보고서

자료: 이창한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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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농업·농촌 기본소득 논의
기본소득을 통해 농업·농촌이 기여할 수 있는 것

2012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4차 총회 농촌기본소득 제안

•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 농업기금(EAFRD) 내에 농촌기본소득을 도입

• ①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중단, ② 농촌 부흥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적 기획들을 지원, ③ 소득 증진을 위해 생태를 훼손하는 대규모 영농으로부

터 탈피하는 계기 제공, ④ 소수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보전하는 사회정치적

기여 등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2017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7차 총회 농업기본소득 제안

• 기본소득의 전환적 잠재력을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적 먹거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 농민을 위한 기본적 복지 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행 먹거리 보조 체계를 바꾸

고 생산주의 농식품 패러다임 극복의 계기(방아쇠)가 됨

• 기후변화, 기아와 영양불균형, 공공보건, 환경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다양한 농생태적 영농 체계와 소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모델

도입의 자원으로서 농업기본소득

• EU 예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CAP 예산을 활용한 즉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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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農) 기본소득으로서 농촌기본소득의 차별성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

농(農)의 특수성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

릇

•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으로서의

농촌기본소득 : 농(農)의 특수성

• 먹거리 생산의 주체인 농민과 그들의 경제 활동인 농사가 사회의 중요한 축

을 이루지만 다수의 비농민/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 농촌

• 특수성이 있지만 하나의 완결적인 구성원, 지역사회를 가진 농촌에서 기본소

득을 먼저 실시하고 전체 사회로 확장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는 구

상(보편적 기본소득 실시 전에 균형발전의 수단으로서 농촌기본소득 실행)

농업정책보다는우리 사회의 특수한 공간(농촌)에 먼저 시행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농촌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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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운동 의 통 합 적 접 근 과 사 회 적 합 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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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農)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 설정
사회적 합의를 중심에 두는 사회운동의 통합적 접근

•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제의 유사성 문제에 대한 운동적 해결책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설득의 논리

• 농업에서 사람(주체)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 통합 방안의 모색

사회운동 내의 긴장과 갈등 해소

•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밑거름으로서의 농촌기본소득을

균형발전의 논리로 설득

•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 이행 이후에 농(農)의 특수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

한 고민 필요

농(農)의 특수성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함께 담는 농촌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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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동안 콧물과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 지레짐작으로 감기이겠거니 생각하고 약국에서 감

기약만 사 먹은 적이 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증상이 계속되었다. 결국,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논의의 우선순위는 농민, 농업, 농촌의 현

실이 어떠한가를 진단하는 데 있다. 그러고 나서야 기본소득이 현실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도움

이 될지를 따져볼 수 있을 테다. 게다가, 오늘의 토론에는 ‘기후위기’라는 말도 입장권을 들고 찾

아왔다. 과문寡聞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을 농촌이라는 배경 위에서 

억지 부리지 않고 연관 지을 상상력이 내게는 부족하다. 애초에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와 다른 제

목의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민을 포함해 농촌 현실을 몇 가지 짚어본다. 농가 인구가 

농촌 인구의 절반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 경제는 농촌 경제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농촌이라는 장소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핵이다. 농업이 아닌 다른 생업

에 종사하면서 농촌에 사는 주민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대체로 도시 주민에 비해 낮은 

소득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 경제 상황을 일별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는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농촌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농촌의 인구사회학적 상황은 농촌 문

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게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그 다음으로, 기후위기라는 측면에서 농업‧농
촌이 직면한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 농업정책이나 농촌정책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방안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다고 본다. 작년 12월 대통령이 이른바 ‘2050 탄소중립’

을 선언하면서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실행 방안을 마련하려고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농정도 

마찬가지여서 아직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농촌 에너지 

전환’ 등의 말로 표현되는 부분적인 제안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농가의 살림살이: 빈곤화와 농업 쇠퇴의 경로

  농민이 농사지어 먹고살 만큼 소득을 충분하게 얻었던 때가 언제였나? 농업소득이 낮은 것, 

그 자체가 한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다. 그런데 농업소득

이 증대될 기미가 없고 농가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 2019년 한 해 동안 농가소득 

평균값은 약 4118만 원이었고, 그 가운데 농사지어 얻는 소득인 농업소득의 평균값은 1026만 

원이었다.4)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한 농가가 일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25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 1>의 추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농업총수입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이 1990년대 초중반 이후로 계속 정체 상

태라는 점이다.5) 농업소득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에 출범한 이후 농

산물 시장 개방 폭이 계속 커져 싼값에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억

제된 탓이 크지만, 인건비와 농자재 등의 투입 비용이 계속 상승한 탓도 크다. 둘째는 농가소득

에서 농업소득이 아닌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농가로서는 

4) 유찬희‧김태후(2020).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7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쪽.
5)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가치로 따진다면 정체가 아니라 하락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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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황: 텍스트를 촉발시키는 컨텍스트1)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제쳐두기로 작심했다. 눈앞에 돋을새김된 ‘농촌기본소

득’이라는 텍스트text를 둘러싼 컨텍스트context, 즉 농업‧농촌의 현실에 집중하는 게 나으리라고 생

각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19 사태’와 당면한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논의가 뜻

밖에도 인화성引化性 물질처럼 모종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다. 한국에서도 기

본소득 논의가 적지 않게 진행되었고,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시작되었다. 기본소

득이라는 게 몽상가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농업‧농촌 문제에 접근하고 정

책을 논의할 때 ‘기본소득’ 논의를 마냥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2) 그럼에도 건

너뛰기로 한 이유는, 현재 배경에서 드러내어 전경화前景化해야 할 것들의 목록에서 중요도의 순서

가 뒤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민 혹은 농촌)기본소득’ 자체보다 기본소득 주장이 나오는 

정황을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기본소득이 수많은 농업‧농촌 문제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해결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동안 ‘농민기본소득’ 논자들이 배경에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넓고 깊게 검토하면서 

대안對案으로서 ‘농민기본소득’을 제안하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최고의 대안代案으로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농업‧농촌 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현실을 진단하기도 전에 ‘기본소득’이라는 처방을 내

리는 식으로 마감되는 광경을 자주 보았다. ‘기-승-전-농민기본소득’이었다. 그러나 농업‧농촌 

문제는 반세기 이상 진행된 압축적 산업화‧도시화 과정과 평행선을 그리며 누적된 것이어서 그리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물론,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꺼내면 경기驚起 일으키듯 덮어놓

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으리라 본다.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 주장

과 토론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으려면,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살펴야 할 때가 있음을 말하

려는 것이다.3) 

1) 김영민,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문학과지성사, 1996, 169쪽.
2) 오늘 토론회에서 송원규 박사의 발표가 그러한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예상한다. 2020년에는 정부가 공익직불

제를 시행하고 농촌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면서 ‘농민기본소득’ 논의를 농정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은 모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그것들 사이의 목적이나 수단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
이점을 분별하려는 논의가 있다. 이에 관해 참고할 만한 자료로 다음의 문헌을 소개한다. [유찬희‧김태형
(2020).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건너뛰려는 이 글에서, 자칫 ‘농촌기본소득’ 반대론자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도 있겠
다. 글의 흐름상,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나의 입장은 <부록>에 옮겨둔다. 2020년 6월에 <한국농어민신문>에 낸 
짧은 글이다. 그 이후로도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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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찬희‧김태후(2020).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쪽.

<그림 2> 농가 및 농업 소득 평균값과 중위값의 변화(208~2019) 

인용: 김정섭‧김경인(2017: 23). 

<그림 3> 농가 이행 경로의 이념형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힘든 형편이라는 조건이, 농가 분화의 경로를 닦아 놓는다. 농업소

득과 농외 노동소득의 두 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 위에서 농가 분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6) 

개념적으로는, 플루흐와 예(Ploeg and Ye, 2016: 40)는 농가의 이행 경로를 이념형적으로 구

분하여 <그림 3>과 같이 네 가지 경로로 제시하였다.7) ‘농업 열화deactivation’는 농산물 가격이 하

6) 농가의 살림살이와 분화 양상을 연관시키는 이하의 논의는 다음 논문의 일부 내용을 옮긴 것임을 밝혀둔다. [김
정섭‧김경인(2017). “살림살이 전략으로서 다중경제활동과 농가의 분화”, 《농촌사회》, 27(1): 7-57, 한국농촌사
회학회.]

7) Ploeg, J. D. van der and Ye, J.(2016). "The Circularity of Town-countryside Relations and 
Multiple Job Holding", In J. D. van der Ploeg and J. Ye (eds.), China's Peasant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Changing Paradigms of Farming. UK: Routledge. 

3

살림살이를 유지하려면 농사가 아닌 다른 경제활동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결과 

농외소득 비율이 높아진다. 한편, 도시의 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의 약 2/3 수준에 불과한 농

가소득을 뒷받침하려는 직불제 등 보조금이나 고령 농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나 자녀의 용

돈 등과 같은 이전소득도 농가소득 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졌다. 

  농업소득 전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제약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농가의 선택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농업총수입을 계속 증대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려는 

선택이다. 이런 지향을 지니는 농가는 가능한 한 넓은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를 확보하려 애쓴

다. 다른 하나는 ‘돈 되지 않는 농사’에 힘을 덜 쓰고 농사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선택이다. 이런 지향을 지니는 농가는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인, 이른바 ‘제

2종 겸업농가’의 범주에 들게 될 것이다. 이런 경향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농가 간의 소득 격차

를, 특히 농업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농가소득이나 농업소득이나 정

규분포가 아니라 상위의 소수 농가가 상당히 높은 소득을 얻는 한쪽으로 쏠린 분포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평균값은 중위값보다 높게 마련이다.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 그 차이가 클수록 격차도 큰 셈이다. 최근 10여 년의 추이를 볼 때 농가소득 및 농업소

득의 격차대는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로 확대되었다<그림 2>. 

자료: 통계청, 《2019년 농가경제통계》, 2020. 

<그림 1>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추이(198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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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의 인구사회학적 상황: 저밀도 과소화, 일거리는 많지만 일자리는 부족한 곳9)

  직면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자 결과다. 사실, 이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눈앞에 둔 심대한 변화 국면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생‧고령화 추이를 가까운 장래에 반전

시킬 가능성은 없는 듯하다. 출생률이 인구대체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현재의 출

생률로 보아서는 무망無望한 일이다. 이민 유입 증가 추세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있을 법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일정 규모의 이민 유입 대상 국가가 없으며,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사

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민 유입으로 출생률 저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10) 

  저출생‧고령화는 당연히 특정 장소의 인구 과소화過少化를 초래할 것이다. 그 장소가 농촌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훤히 아는 일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방소멸지수’를 논하면서 저출생‧
고령화의 효과를 먼저 경험한 지방의 위기 상황을 강조한다.11) 그러나 “인구 감소는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누가 뭐래도 천재지변은 아니다”.12)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다. 오

래전부터 진행된 일이다. 심지어 ‘인구 감소가 뭐가 나쁜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법하다. 지금까

지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거대시장을 전제로 하는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 대량폐기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두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다”13)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경제, 사회, 환경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좋은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 글은 농촌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도시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를 상대로 하는 메시지를 포함한다. 모타니 고스

케라는 일본인이 말한 ‘뱃머리와 뱃고물의 비유’14)는 한국에도 딱 들어맞는다. 거기에서 한 걸음 

9) 이 절의 내용은 다음 글의 일부분을 옮겨온 것임을 밝혀둔다. [김정섭(2020). “농촌 사회혁신의 열쇳말: 사람, 
일자리, 사회적 경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이삼식(2020). “한국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전략”, 저출산‧고령화와 농정과제 토론회 발표 자료. 미간행. 7쪽.
11) 가령, 고용정보원은 몇년 째 계속해서 ‘전국 시·군·구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해 발표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20~39세 여성 인구수를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을 ‘소멸위험지수’라고 이름 붙이고, 그 수치가 0.5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기술한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간 곳이 42.5%에 달한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원인으로 주민들
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지역이 늘고 있다는 ‘위기 경보’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소멸 공
포, 수도권까지 덮쳤다”(중앙일보 2019년 11월 14일자)라는 식의 선정적 표현과 더불어 차분한 논의를 오히
려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소멸’이라는 표현은 이 지수의 출전인 일본의 《지방소멸》, 일명 ‘마스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 말 그대로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인구이동
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인구 증감 요인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지수여서 지역의 인구 감소를 제대로 이해하기에
는 적절하지 않은 지표라는 비판도 있다. 

12) 우치다 다쓰루(2019). “서론: 문명사적 규모의 문제에 직면한 미래 예측”,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
각》, 우치다 다쓰루 엮음, 김영주 옮김. 위즈덤하우스. 28쪽. 

13) 우치다 다쓰루(2019). “서론: 문명사적 규모의 문제에 직면한 미래 예측”,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
각》, 우치다 다쓰루 엮음, 김영주 옮김. 위즈덤하우스. 40쪽. 

14) “나는 기울어지면서 가라앉고 있는 배의 뱃머리와 뱃고물에 자주 비유한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쿄는 괜찮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뱃고물이 먼저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뱃머리에 모인 사람들이 ”와, 
저쪽이 먼저 가라앉았어“라며 기뻐하는 광경이 떠오른다. 사실은 도쿄도 이미 가라앉기 시작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모타니 고스케(2019). “인구 감소의 실상과 미래의 희망: 간단한 통계수치로 ‘공기’의 지배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우치다 다쓰루 엮음, 김영주 옮김. 위즈덤하우스. 
119~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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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여 가족농이 여러 종류의 경제활동 포트폴리오 안에서 농업 활동을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할 

만한 가치가 없게 될 때, 그리고 농업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투자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한다. ‘빈곤

화’는 농촌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이 침식될 때 일어난다. 가령, 자가 영농 

외 경제활동에 대한 접근 기회가 사라지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가구원에 대한 자녀의 부양

이 줄거나 사라질 때 발생한다. ‘전업화 및 규모화’는 경지 규모 확대와 더불어 증가하는 노동력 

수요에 임노동 구매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영농양식mode of farming으로서 출현한다. 따라서 농지

와 농업 노동자 계층이 농촌 지역에 어느 정도 두께로 존재하느냐가 이 경로 이행의 실현 가능

성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다. ‘자가 영농 외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가족농이 유지되거나 성장’하

는 경로를 따라가는 이행은, 농가의 가구원 구성(그리고 가계지출 등 노동-소비 조건)이라는 내

적 요구에 영향받는다. 그러므로 가족 주기가 이 경로를 따르는 이행과 관련된다. 농가 외부에서

는 자가 영농 외 경제활동의 기회, 즉 농촌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이 이 경로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농촌 노동시장은 거시적인 사회 여건 변화와 맞물려 변동한다. 

  한국의 농가들은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가?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10여 년 동안의 <농가경

제조사> 자료를 활용해 농업소득 및 농외 노동소득을 산점도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8) 소

득 측면에서 농업활동과 자가 영농 외 경제활동이 대등한 비중을 유지하는 동시에 두 종류 소득

의 합계가 평균 수준에 근접하는 농가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이는 농가 살림살이나 농촌 지역 

내 농가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는 농가 집단 내 소득 격

차가 심화되는 동시에 다수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빈곤화가 진행되었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

으로는 농가 교역조건 악화, 농가 가구 구성(예: 노동-소비 균형 조건) 변화, 농촌 노동시장 구조

의 질적 변화(예: 비공식적 임시‧일용 일자리 기회의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4> 농업 소득과 농외 노동 소득 분포 변화(2004년과 2015년) 

자료: 김정섭‧오내원‧김경인(2016). 《농가의 다면적 경제‧사회 활동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3쪽.

8) 201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GDP 디퓰레이터를 활용, 실질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산점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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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고 더불어 지역 거주 인구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생적 접근

은 각 산업 부문 내 여건과 성장가능성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농촌 발전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16) 외생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면, 지역 내부의 수요와 공급에서 

출발하는 내생적 접근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보다 먼저 ‘인구 감소-지역 내 수요 감소-일자리 감소-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

에서 농촌 주민 삶의 질이 어떤 경로로 악화되는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려 한다. 서론에서 언급했

듯이, 추상적인 개념만으로 뜻을 전하기에는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커졌

기 때문이다. 필자는 수년 전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자료를 접한 

바 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였

다.

  현재 인구 2,000명도 되지 않는 진안군 마령면의 생활경제권이 근 20년 사이에 인구 감소와 

더불어 해체 직전에 도달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인구가 줄면서 수요가 줄어든 읍내 시장이 제일 먼저 기능을 상실했다. 뒤이어 지역농협도 이웃

한 군청 소재지 진안읍의 농협과 통폐합되었다. 그리고 면사무소 소재지의 한의원과 약국이 폐

업했고, 군내 버스회사는 마령면과 그 배후 마을을 다니는 배차 시간을 조정했다. 계속해서 수요

가 줄자 식당들도 폐업했다. 이런 식으로 중심지 기능이 소실되면서 주민들이 의료, 문화, 복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면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군청이 있는 진안읍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마령면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들이 5~6학년이 되면 진안읍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유행이 생겨났다. 어차피 중학교는 진안읍에 있는데, 초등학교 고

학년 때에 미리 이사를 가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다. 이 자료를 작성

했던 2010년대 중반,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30년쯤에는 마령면의 생활경제권이 완전

히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진안군 마령면의 2020년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874

명이다. <그림 6>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크게 줄지는 않았다.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마령면의 급

격한 인구감소 추세가 200년대 중반부터 다소 둔화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

이다. 그 가운데 2010년 무렵부터 진안군이 ‘귀농일번지 진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귀농‧귀촌 시책이 중요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16) 김정섭‧엄진영‧유찬희(2016). “일자리 없는 농촌, 할 일 많은 농촌: 농촌 지역의 고용 실태와 정책 방향”, 《농
업전망 2016: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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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먼저 가라앉기 시작한 뱃고물에 해당하는 곳, 즉 ‘농촌’의 경험에서 음미할 만한 이야

기들이 있다. 말하자면, 먼저 가라앉기 시작한 뱃고물에 앉은 이가 뱃머리에 앉은 이에게 전하는 

경험담이다. 

3.1. ‘인구-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구조’와 농촌 주민 삶의 질

  수십 년 계속된 농촌의 인구 감소는 처음에는 탈농脫農으로 인한 농업 인구 감소에서 시작되었

다. 탈농은, 농업 부문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는데, 도시로 향하는 농촌 인구 유출과 병행되었다. 

이는 농촌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하여 농촌에서는 자연증가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즉, 저출생‧고
령화가 시작되었다. 인구 유출과 인구 자연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농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였다.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총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수요 감소는 다시 일자

리 감소를 낳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농업부문

일자리 감소

농촌 지역

일자리 감소

농촌 인구 

감소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 수요 감소
인구 유출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고령화

<그림 5> 농촌에 형성된 ‘인구-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구조’ 

자료: Hodge, I. and Whitby, M.(1981). Rural Employment: Trends, Options, Choices. London: 
Methen. 10쪽.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지만, 이런 악순환 구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농촌 주민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그런 재화‧서비스 공급에 종사

하는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일자리가 유지되려면 지역의 총수요가 일정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총수요를 지탱하는 인구는 일자리 없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는 인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장重力場이다.15) “특정 농촌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15) 김정섭(2017). “농촌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공공정책》, 138(4): 69-71. 한국자치학회.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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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수가 60명 미만으로 줄면, 학교가 면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든 아니든, 농촌 지역사회

에서 학교가 사회적 관계의 구심점 기능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폐교를 고려하라’는 통보가 빚 

독촉장이라도 되는 양 날아든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농촌 의료의 일선에서 부족하나마 역할

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는데, 군대 가는 대신에 의료에 복무하는 공중보건의다. 그런데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생 중에 여학생 비중이 점점 높아져 머지않아 공중보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 판이

다. 농촌 의료인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는 

애 눈물 말려 소금 얻듯이 찔끔 마련한 대책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이다. 나중에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농촌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 21년만에 

부활시켰다는 이 사업의 실적은 초라하다. 실시 첫해인 2019년에 전국에서 8명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교육이나 의료처럼 명백히 공공 부문의 책임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에서도 사정이 이러할진대, 

목욕탕이나 세탁소나 식당이나 상점 등등의 문제로 들어가면 오죽할까? 시장 영역의 일에 공공 

부문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생활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형국이다. 

물론, 시골 어르신들 목욕할 곳이 없으니 군청 직영 목욕탕을 만들고 공무원이 입욕표를 판매하

면서 운영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면사무소마다 길 건너편에 군청 직영 생필품 매장을 운영

하라고 하는 것도 우습다. 하지만 주민 생활의 문제를 놓고 시장 영역이라면서 공공 부문은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 있어도 되는 걸까?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한국의 농촌-뱃고물에

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증상이지만, 결국 머지않아 도시-뱃머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3.2. 차세대재생력 지수와 귀농‧귀촌

  앞에서 악순환 구조를 말하면서 농촌 지역사회가 처한 인구학적 위기의 성격을 ‘일자리’와 ‘삶

의 질’이라는 각도에서 짧게 언급했다. 대체로 부정적인 묘사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

나 농촌은 인구 과소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소멸 지수’가 공표되고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

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 관심이

나 투자의 필요성 인식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소멸하고 말 곳에 왜 공공재정을 투입

해야 하는가?”라는 의도치 않은 반대 방향의 의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방소멸 지수’라는 지표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 지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놓고 자녀를 출산할 

연령대에 있는 20~39세 연령대 인구를 분자로 두었을 때 나오는 비율이다. 그 수치가 낮을수록 

젊은층 비율이 낮다는 뜻이어서 향후 인구학적 위기의 심화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을 암시한

다. 그런데 이 지표는 귀농‧귀촌 등 유입 인구의 변동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아주 오랜 시간 뒤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표

다. 사실 20년 혹은 30년 뒤의 시점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의 고령화 상황뿐만 아니라 현재 시

점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인구 집단에서 신생아 출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9

<그림 6> 농촌 면 지역의 서비스 공급 저하와 인구 추이

자료: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공, [김정섭‧엄진영‧유찬희(2016). “일자리 없는 농촌, 할 일 많은 농촌: 농촌 
지역의 고용 실태와 정책 방향”, 《농업전망 2016: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55쪽]에서 재인용.

  도시와는 달리 농촌 지역, 특히 기초적인 생활경제권을 이루는 읍이나 면 지역에서 인구 밀도

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나 서비스 공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농촌 지

역사회라는 미시 수준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밀도’이다. 시골에 드나들 때마다 의문이 든다. 농촌 노인들은 목욕이며 이불 빨래를 어떻게 

할까? 한 마을에 친구도 거의 없고 읍내에 나가봐야 학원도 없는 농촌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일

상은 어떤 시간일까? 읍·면마다 하나쯤은 있는 농협에 볼 일 있어 나왔다가 마을로 돌아가는 버

스를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앉은 할머니들은 지겹지 않을까? 이렇게도 사람이 없는데 면사무소 

앞 구멍가게나 식당은 무슨 수로 장사를 하나? 학생 수가 5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는 언제쯤 폐

교될까? 갑자기 배탈 나면 약국을 찾아 얼마나 멀리 나가야 하나? 농촌 주민이 겪는 생활상의 

문제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인구밀도 탓이다. 

  ‘저밀도’는 임계량critical mass 문제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우라늄-235 1kg으로는 핵폭탄

을 만들 수 없다. 소량의 핵분열 물질로는 연쇄반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폭발을 일으

키려면 최소한 몇 kg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따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최소량을 임계량이라고 

부른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인구밀도 임계량이 분명히 존재한다. 최소 두께의 소비자층이 있어야 장사를 계

속할 수 있다. 그런데 저출생·고령화가 한참 진전된 상당수의 농촌에서, 특히 면 지역에서 인구

밀도는 임계량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장 실패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과 개입을 

기대한다. 하지만 공공 부문마저 재정 효율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몸을 

사린다. 뱃머리에 앉은 이가 기울고 있는 뱃고물의 짐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외면하는 꼴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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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국 시‧군‧구의 지방소멸 지수와 차세대재생력 지수 분포

    자료: 통계청, <2019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한이철 작성. 

구분 상위 15개 시‧군‧구 하위 15개 시‧군‧구

지방소멸 

지수

<소멸위험 낮은 곳>

성산구(창원), 북구(대전), 유성구(대전), 
화성시(경기), 오산시(경기), 구미시(경북), 
시흥시(경기), 세종시, 광산구(광주), 
연수구(인천), 수원시(경기), 서구(인천), 
천안시(충남, 안산시(경기), 광진구(서울)

<소멸위험 높은 곳>

의성군(경북), 고흥군(전남), 군위군(경북), 
합천군(경남), 남해군(경남), 청송군(경북),

영양군(경북), 청도군(경북), 신안군(전남),

봉화군(경북), 보성군(전남), 영덕군(경북),

산청군(경남), 서천군(충남), 함평군(전남)

차세대재생력 
지수

<재생가능성 높은 곳>

강서구(부산), 해남군(전남), 예천군(경북),

세종시, 순창군(전북), 기장군(부산), 
달성군(대구), 영광군(전남), 거제시(경남),

영암군(전남), 완도군(전남), 진안군(전북),

김포시(경기), 계룡시(충남), 봉화군(경북)

<재생가능성 낮은 곳>

관악구(서울), 중구(부산), 광진구(서울), 
종로구(서울), 남구(부산), 중구(서울), 
금천구(서울), 용산구(서울), 동구(부산), 
서구(부산), 강남구(서울), 강북구(서울), 
동작구(서울), 영등포구(서울), 마포구(서울)

<표 1> 지방소멸 지수 및 차세대재생력 지수 상하위 15개 지역 

자료: 통계청, <2019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한이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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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합계출산율’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고려하여 최근에 제안된 지표가 ‘차세대재생력 지수’다. 이는 지역마다 합계출산율에 상

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17) 차세대재생력 지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25~39

세 인구의 1/3을 분모로 놓고 0~4세 인구를 분자로 두어 백분율을 산출한 것이다. 즉, 이는 현

재 시점에서 최근 5년 동안 결혼한 가구에서 몇 명을 출산했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차세대재생

력 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방소멸 지수의 경우처럼 인구이동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영

유아들이 성인이 되는 약 20년 후 그 지역 인구의 자연증가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방소멸 지수만을 놓고 보면 인구학적 위기를 결국 타개하지 못하고 ‘소멸’될 

것처럼 보이는 농촌 지역 상당수에서 차세대재생력 지수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지방소멸 지수와 차세대재생력 지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뜻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방소멸 지수와 차세대재생력 지수 사이에는 공통점이나 관련성이 없다. 지방소멸 지

수나 차세대재생력 지수, 모두 특정한 농촌 지역의 인구학적 미래를 예상케 해주는 결정론적 지

표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단순한 지표다. 이 두 지표를 가지고 어느 농촌 지역의 미래가 이러저러

한 인구학적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단하면 곤란하다는 뜻이다. 지방소멸 지수로부터는 위기

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차세대재생력 

지수로부터는 열악한 삶의 질 여건하에서도 ‘아이 낳고 살아도 괜찮아’라는 긍정적 미래관을 갖

춘 젊은 부모들이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지를 식별하도록 유도하

는 길잡이로 삼는 편이 현명하다. 

17) 실제로 지역마다 합계출산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 흥미롭게도 지역의 고령화율과 합계출산율은 그다지 상관관
계가 없는 듯하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영광군으로, 그 수치는 2.54였다. 2019년까지는 전남 해남군이 여러 해 동안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
였다. 영광군이나 해남군에 비교하면 단연 고령화율이 낮은 서울시의 2020년 7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에 
불과했다. 세종시는 1.47이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의 고령화율만 가지고 지역의 인구학적 미래를 
예상할 때, 그 예상은 실제를 크게 빗나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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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첫 두달 사이 취업

자 수는 102만 명 감소했다. IMF 사태 때보다 더 큰 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조사에

서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약 237만 명이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

다.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하거나 아주 빈곤한 이들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

야 할지 걱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노약자에게 차별적으로 피해를 주었는데, 경제적으로도 막

무가내 불평등하게 덮쳐온다. 

<그림 8> 귀농 가구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 통계>, 각 연도. 단,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치는 농식품부에서 작성한 행정통계
임.

<그림 9> 귀촌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 통계>, 각 연도.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진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 등 우리에게는 중요한 무역 상대국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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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소멸 지수는 지역의 거주인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인구

가 많을수록, 즉 도시 성격이 강한 곳일수록 소멸위험이 적다고 나타난다. 한편, 차세대재생력 

지수는 지역의 거주인구 규모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거주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농촌 지역

이더라도 한 세대쯤 뒤에는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지방소멸 지수 및 

차세대재생력 지수의 지역별 분포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시달

리는 농촌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일까? 비록 지금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이

더라도, 주민 삶의 질 여건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계속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긍정

의 요인’은 무엇일까? 그런 요인을 식별해 내고, 그런 요인이 농촌 지역에서 작용하도록 만드는 

정책의 내용과 수단은 무엇일까? 

  차세대재생력 지수가 높은 농촌 지역에서 20~30년 뒤 인구의 반전反轉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변수는 귀농‧귀촌 인구다. 농촌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양

(+)의 수치를 기록한 것은 대략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어느 해다. 그 이후 귀농‧귀촌은 농촌 

정책에서 일종의 호재好材로 인식되었다. 2008년 이후 관련 정책도 한층 강화되고 정비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기에 이르렀

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세의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제시된다. 대체로 도시의 노동시장 상황과 

도시민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피로감이 압출요인으로 작용하며, 농촌의 환경이나 지역사회의 사

회자본social capital 등이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그림 8>에서 표시를 해 둔 1998년의 귀

농 가구수 정점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해 발생한 대량실업의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

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농 가구 수 급증 추세 또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작용한 탓이 크다. 

여기에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 도래라는 코호트 효과와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이 한

몫을 하여 2009년부터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세가 대체로 꾸준히 유지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귀농‧귀촌 인구가 소폭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해명

되지 않는다. 다만, 농지가격 상승 등 농촌의 수용력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조

심스러운 진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2020년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도시 노동

시장의 불안정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0년대 종반 국난國難이라고 했던 해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IMF 구제금융 사태 때에 직장을 잃고, 가정경제가 파탄나고, 자녀를 건사할 수 없어 고향집에 

맡기는 통에 시골 마을마다 조손가정이 생겨나고, 대도시에서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려는 노숙

인이 전철역 구내로 모여들고, 생활고 비관 자살 기사가 신문에 오르내리는 등 수많은 곡절을 가

슴 시리게 지켜봐야 했다. 그때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애써 잊은 상처를 후벼파는 느낌으로 두려움이 밀려든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 일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런데 무직無職

의 행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IMF 사태 때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1997년 12

월 취업자 수는 2122만 명이었는데, 1998년 2월에는 2030만 명으로 두달 새 92만 명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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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 과정을 당사자 개인의 선택

이나 능력의 문제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합류하는 동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고, 

정책 또한 지역사회라는 그릇에 들어오는 귀농‧귀촌 인구를 어떻게 잘 받아 안을 것인지를 고민

해야 함을 뜻한다. 귀농인을 포함하여 “신규 취농자들이 겪는 진입장애 해소의 실마리는 경제적 

자본 요인보다는 사회 연결망에서 찾아야 한다.”19) 귀농‧귀촌인 개인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보조금, 저리융자 등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런 ‘지원’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농촌 지역사회 안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하는 것이 아주 긴요하다거나,20) 그 편입에 많

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21)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됨으로써 귀농‧귀
촌인뿐만 아니라 토박이 주민까지도 지역사회 안에 새롭게 창출되는 사회자본의 편익을 얻는다

는22) 사실은 빈번하게 보고된다. 

  비유하자면, 물 받을 그릇을 크고 깊게 준비하는 일이 물 길어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연결망 혹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용어로 총칭했지만, 이 개념은 농촌 

현장에서는 토박이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활동하는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조직일 수도, 비

공식 관계망일 수도 있다. 전국 농촌 지방자치단체 농정 부서마다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단

위가 없는 곳이 없고, 업무 실행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 따위의 조력 기구들도 

적지않게 있지만 그 활동들이 ‘사회자본’이라는 관점을 결여하고 있어 한계가 드러난다. 그 지원 

업무라는 것이 대체로 “귀농‧귀촌 희망자 안내 및 상담, 지원정책 관련 정보 제공, 농업 교육훈

련, 지역홍보 활동 정도에 국한된다. 그런 조력 기구들보다 귀농‧귀촌인이 참여하는 학습 동아리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23) 일자리, 일자리 관련 정보, 

농업 또는 일상생활에 소용되는 농지나 자재, 농사에 관한 지식‧정보, 심지어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하려 할 때 지역사회 내에 펼쳐진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접근

하기 쉽고 효과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귀농‧귀촌 등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관련

된 공공 정책은 유입 인구를 직접 상대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을 두텁고 

풍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즉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는 방식으로 변모해야 하

지 않을까? 

  이 같은 ‘그릇론’은,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해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거리는 많지만, 

일자리는 적은’ 농촌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꼭 필요한 일인데도, 공공재정 투입의 우

선순위에서 밀려 제쳐둔 ‘일거리’가 차고 넘치는 곳이 농촌이다. 방대한 면적의 산림은 엄청난 

양의 ‘숲가꾸기’ 일손을 기다린다. 수천수만 킬로미터의 하천, 지류, 관개배수로, 도랑 등이 농촌 

곳곳에 혈관처럼 퍼져있지만 그 수질이나 수량을 적절하게 관리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그러나 

19) 마상진(2008).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5쪽. 
20) 김정섭(2016). “농촌의 사회 연결망과 귀농‧귀촌 조력 기구의 위상학적 목표: 약한 연계의 강한 힘”, 《귀농‧귀

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박신규(2016). “귀농‧귀촌과 젠더이슈: 귀농‧귀촌 여성의 지역정착 방안”,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3

차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부혜진(2016).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김정섭(2016). “농촌의 사회 연결망과 귀농‧귀촌 조력 기구의 위상학적 목표: 약한 연계의 강한 힘”, 《귀농‧귀

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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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소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게도 고강도 압박이 되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

이 높다. 까놓고 말하자면, 기업 줄도산 사태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거듭 말하지만, 그런 상

황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악의 실업대란失業大亂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사태 때에 공공 일자리 정책을 급격히 확대 실시한 바 있다. 누군가 말하기를, 반복은 어

리석음의 형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리석어도, 지금 당장은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카드를 다

시 꺼내지 않을 수 없다. 5월 14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 정도면 충분할까? 예비하려는 공공 일

자리의 양量이 중요하겠지만, 정책 추진의 관점이나 세부계획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무튼 

‘한국판 뉴딜’이라는 표제 아래 이런저런 정책 구상들이 발표되었다. 그중에 공공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일부분이다. 한 가지 궁금한 건,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위기 때마다 귀농·귀촌 인구

가 급증한 바 있다는 잘 알려진 사실이 이번 뉴딜 정책 구상에서 검토되었느냐는 점이다. 급작스

러운 경제 충격이 오면,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기에 빠진 도시민의 생활 및 고용 안전망으로서 

‘농촌’이 호출되곤 했다. 이번에도 한국 경제의 난경難境을 우회하는 한 방편으로 농촌이 호출되

고, 시골로 가는 도시민이 급증할 것인가? 

  예상하기 어렵다. 농촌이나 도시나 그 형편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1997년 IMF 구제금

융 사태 때에는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여서 가입자 수가 적었다. 일자리

를 잃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직장을 잃은 40대나 50대 도시민 가운

데 상당수가 농촌 출신이었다. 고향에는 부모님들이 농사지으며 살고 계셨다. 불문곡직不問曲直, 고

향으로 돌아가면 밥을 굶거나 길거리에 나앉을 일은 없었다. 물론, 지금은 사정이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직장인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 아니어서, 시골에 머물 거처나 농토를 마련하는 데서부터 

막힌다. 그럼에도, 농촌은 그 품을 열어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 직장을 잃는 인구가 도시에서 

마련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의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농촌에

서 대비한다면 말이다. 

3.3. 그릇의 비유

  농촌의 인구 상황, 도시의 노동시장 상황 등 제반 여건은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

이는 듯하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은 새로운 인생을 잘 시작하고, 농촌 지역사회는 인구학

적 위기를 헤쳐나갈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은 당연한데, 그런 움직임을 끌어 안는 정책은 그동안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미흡함’은 귀농‧귀촌 정책의 관점에서 연유하는 듯하다. “정책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원자화된atomized 경제적 개체’로 간주하는 관점에 기초했다. 즉,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유인incentive이 개별적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그것들을 적절하

게 제공한다면 잠재적 귀농‧귀촌 수요가 상당부분 현실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정책이었다.”18) 

  귀농‧귀촌을 포함하여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원자화된 개인’의 관점에서 다루는 게 문제점

18) 김정섭(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336. 
한국농촌지도학회. 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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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현재 제출된 단편적인 농업‧농촌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

을 제시하려 한다. 

4.1. 산업화 지향의 농업 정책 궤도를 이탈해 건강한 농민 농업을 확산해야 한다

  앞서 ‘농가의 살림살이’ 문제에서 다룬 농가 현실 문제로 되돌아 가본다. <그림 1>에서 보였듯

이 최근 20여 년 동안 농업총수입은 증가했는데,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사실은 무엇

을 뜻하는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을 뺀 부분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인데, 농업경제학자들은 

그 부분을 ‘농업경영비’라고 부른다. 농업경영비는 각종 투입재와 고용한 노동력에 지불하는 인

건비로 구성된다. 그동안 농촌에서도 농작업 노임이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농업경영비 증가분이 

전적으로 농작업 노임 상승 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농사짓는 방식이 변하면서 농약, 비료, 

비닐, 연료, 포장재, 전기, 난방 등등의 자재 및 에너지 투입과 물류 등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 탓

이 크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불행히도 그렇게 늘어난 투입재의 기초 원료는 대부분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다. 물류에서 차량 등의 연료로 화석연료가 사용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온실가스24) 배출을 억제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그렇다면 농업 부문에

서 기후위기 대책의 방향은 자명하다. ‘농사짓는 방식mode of farming’과 농업생산의 앞뒤로 연관된 

타 산업 부문의 활동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단들이 

그리 많이 제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할 테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분

명한 것은 고투입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농사 방식을 고집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어렵

다는 점이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시스템에도 원거리 차량 물류를 줄이고, 유통 및 소비 과정에

서의 농식품 폐기물을 감축하고, 포장재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큰 수술이 필요하다. 거칠지

만 더 간명하게 말하자면, 기업적‧산업적 대규모 영농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부가 계속 

지원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모순된다. 

  네덜란드의 사례이지만, 농업 즉 먹거리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총량을 계측한 연구에 따

르면,25) 네덜란드의 현재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를 소모하는 잘못

된 형태의 농업이라고 한다. 과거 수십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농업이 산업적인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26) 농업활동을 통해 100GJ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양의 먹거리

(농식품)를 생산하는 데 인간이 투입한 에너지의 총량이 1950년에는 81GJ이었는데, 2015년에

는 225GJ로 증가했다는 것이다.27) 1950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100GJ의 에너지를 포함한 먹거

리를 생산하는 데 태양의 빛에너지가 19GJ 정도 투입된 셈이다. 빛에너지는 수십 년 사이에 거

24) 온실가스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기체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화석연료 연
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다. 

25) Smit, M.(2018). De duurzaamheid van de Nederlandse landbouw 1950-2015-2040. PhD. Thesis. 
University of the Netherlands. 

26)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2020). “21세기의 농민농업”, 농민농업 국제심포지움 자료집(2019년 5월 20일, 대한
민국 국회).

27) 1주울(J)은 1kg의 물체에 1m/sec2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 즉 1뉴턴의 저항을 이겨내고 물체를 1m 움직
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뜻한다. 칼로리로 환산하면 1cal는 4.184J이다. 1GJ은 10억J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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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자원을 관리하는 일에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한국은 이미 오

래 전에 물부족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적게 보아도 6만, 많으면 20만 채 이상의 빈집이 농촌 

곳곳에 남아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쇠락한 농촌 경관의 표상으로 고착될 판이다. 

차마 살 수 없는 폐가 수준의 궁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노인 가구도 많다. 마을 주거환경을 개

선하고 경관을 가꾸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하겠는가? 공익 직불제 논의로 불씨를 지

핀 농업환경 보전에는 또한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가? 단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투입

하는 것만으로는 농업환경을 제대로 보전할 수 없다. 그보다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농

경지 주변 공간, 수로, 저수지 등을 정비하고 농업환경 생태계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농민들을 

조직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노인, 장애

인, 아동, 이주민 등 농촌 지역사회에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돌봄이 절실한 이들이 많지만, 보통의 

시골에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사회복지기관이 없다. 일상생활의 지근거리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

보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이런 일들을 종래의 공공 일자리 방식으로, 즉 하루 일당을 대가로 ‘단순 노가다’를 시

키는 식으로 나태하게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존의 농촌 주민을 포함해, 농촌에 오게 될 

도시민들이 합류해 조직을 만들어서 수행해야 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케 하

고, 그 조직에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제공하면서 사업(프로젝트)을 위탁하는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궁리해 볼 수 있다. ‘나인 투 식스(9 to 6)’라고 하는 정규직 상용 일자리 형식만

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 사회적 일자리 조직은 구성원들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노동을 투입하

면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노동조직 방식은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 조건에도 부합

한다. 농촌에서는 ‘투잡, 쓰리잡 뛰지 않고는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련된 사회적 일자

리 조직은 창의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도 도맡을 수 있다.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수

준을 넘어 사업 자체의 성과가 높은 경우, 준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농촌의 사회적·경제적 과업

을 수행하는 항상적인 체계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테다. 내 맘대로 갖다 붙이자면, ‘뉴딜’은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많은 일거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다면, 당면한 일자리 

재난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 전체가 모른 체했던 농촌에 새롭게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이

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 

4. 결론: 몇 가지 제안

  농가와 농촌의 현실에 관해 길게 서술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편들 몇 가지를 포착한 

것일 뿐이다.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전全 지구적인 과제가 무겁게 다가온다. 농업‧농촌

의 현실이 비상한 상황이지만, 전방위적인 ‘체계 전환system transformation’ 없이는 기후위기에 제대

로 대응할 수 없음도 분명한 듯하다. 살림살이 빠듯하고 병약한 식구들 많은 집안에 재해가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단편적이어서는 안 되며, 선

거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때깔 좋은 이미지로 포장되어서도 안 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심원深遠한 전망에 바탕을 둔 전략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논의의 단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실, 전략 개발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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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업 경영자형 농업

자연에 기초하며 자연을 내재화한다. 즉, 공동생산과 
공진화가 핵심이다. 

투입재 측면에서는 시장과 거리를 둔다. 산출물 측면
에서는 차별화한다(낮은 수준의 상품화).

장인 기예와 숙련기술-지향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

노동의 질과 양에 기초한 지속적 집약화

다기능적

농장들 사이의 호혜적 상호관계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

조생산가치 대비 부가가치(VA/GVP) 수준 높음

사회적 부 증진

자연과 단절되어 있다. 영농에 있어 ‘인위적인’ 양식
이다. 

시장 의존성이 높다. 즉, 상품화 수준이 높다. 

기업가 능력과 기계물리학적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

규모 확대가 지배적인 발전 경로. 그리고 집약화는 테
크놀로지의 함수다. 

전문적

경쟁 관계

과거, 현재, 미래의 단절

조생산가치 대비 부가가치 수준 낮음

사회적 부 제한 및 재분배

자료: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2019). 《새로운 농민: 세계화 시대의 농촌 발전》, 김정섭 옮김, 한국농정. 120쪽.

<표 3> 농민 영농양식과 경영자 영농양식의 주요 차이점

  되도록이면 ‘경영자형 농업’보다는 ‘농민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농민 농업’에 긍정적 전망을 

지닐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농정의 방향일 터인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

다. ‘농민 농업’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농가 구성원의 노동 투입이 더 많아져야 한다. 농산물 가격

의 저위, 노동 비용 상승 등 악화된 농업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농민 농업’으로의 전환 내지는 

유지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농가 소득 측면에서만 말하자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

써 ‘빈곤화’ 내지는 ‘농업 열화’의 경향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가 영농활동 외에도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때, 영농과 병행하는 농외 경제활동의 

내용이 기후위기 등에 대처하는 공익적‧사회적 활동이라면, 그것을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

으로 촉진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림 11>에서 왼쪽에 표현한 좌표평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림 3>과 동일한 것이다. 현재 한

국의 농가들은 빈곤해지거나, 탈농하거나, 산업적인 경영자형 농업(전업규모화)으로 이행하도록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나, 농업 부문 및 농촌 지역사회에 최소

한의 인구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구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

로 농가 유형 분포가 변화할 개연성이 높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림 11>에서 ‘농민농업’이

라고 이름붙인 유형의 건강한 중소규모 가족농 집단이 해체되는 세 가지 방향으로의 이행이 진

행 중이다. 

  이 같은 변동을 최대한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을 구상한다면 <그림 11>에서 A, B, C라고 

표현한 세 방향의, 즉 ‘건강한 농민농업’을 영위하는 농가 비율 상승을 목표로 하는 변화 촉진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건강한 농민농업의 활동 중 ‘농외활동’에서 중요하게 염두에 

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농업‧농촌 환경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면서 대가를 지불받는 활

동이다. <그림 11>의 우측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지만 향후 시행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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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195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네덜란드 농업의 ‘에너지 투입/산출 비

율’이 1.20에서 0.41로 떨어졌다는 것은, 에너지 수지로 보면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되었음을 

뜻한다. 에너지 사용이 모두 화석연료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인력의 직

접적 투입은 줄고 자재와 기계 등의 사용량이 늘었다는 상식에 비추어보면 네덜란드 농업에서 

에너지 수지balance의 적자 전환에는 화석연료 사용량, 즉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심

각한 증가가 동반되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 농업도 그와 비슷

한 경로를 밟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리라 본다.28) 

  <그림 10>에서 과거에 주류를 이루었던 ‘농민 농업’은 대체로 중소 규모에 생태자본ecological 

capital에 크게 의존하고 생태자본 재생산을 중시하는 방식의 농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경

영자형 농업entrepreneurial farming은 규모를 확대하려는 강한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금융자본과 산

업적 투입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대규모 시설원예나 축산 부문에서 ‘경영자형 농업’이 많이 등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

에서 본다면, 경영자형 농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농정 당국이 농민 농업에 관

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구분 1950년 2015년

직접 에너지 사용 41GJ 101GJ

간접 에너지 사용 40GJ 124GJ

총 에너지 사용 81GJ 225GJ

에너지 투입/산출 비율 1.20 0.41

자료: Smit(2018). Ploeg(2019)에서 재인용

<표 2> 네덜란드 농업에서 에너지 100GJ에 해당하는 먹거리 생산에 투입된 인위적 에너지량

단위: PJ, petajoule, 1015J(1000조J)

산출된 에너지 투입된 에너지

자료: Ploeg(2019: 3). 

농민 농업

산업화된 경영자형 농업

<그림 10> 네덜란드 농업의 에너지 투입 및 산출 추이 

28) 필자가 과문寡聞한 탓인지, 한국에서 농업생산 그리고 그 전후방 연관 산업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수지를 
장기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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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이 있는 몇 가지 정책이나 제도에 관해서 그 유관성을 가설적으로 평가해 본 것이다.29)

A

B

C

농외
노동소득

농업소득

농민농업: 
자가영농+농외활동

산업적 경영자형 농업: 
전업화, 규모화

빈곤

농업 열화: 
휴경, 탈농,
노동생산성 
저하

정책 유형 A B C
기본형 공익직불제(현행) 강 약 약
선택형 공익직불제(현행) X 중 강
농민수당(현행) 중 약 약
농촌기본소득 중 X X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현행) X 강 강
영농투입재 보조 감축 X X 강
농촌 환경 관련 사회적 일자리 약 강 강
A: 영농 여부 또는 규모에 관계 없이 빈곤선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
B: 농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현금소득 또는 

일자리(자가 영농 외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 지속 촉진

C: 고투입 영농을 억제하면서 현금소득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하는 방식으로 농업 변화를 촉진

주: 각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성격만을 놓고 보았을 때 유관성을 가설적 
수준에서 평가한 것이다. 강, 중, 약은 
유관성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고, X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그림 11> 현재의 몇 가지 정책 유형이 농가 분화 구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가설적 평가 

4.2. 농사 방식을 바꾸고 농촌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할 녹색 일자리green job를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농촌 환경을 보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농촌에 살지만 농사짓지 않는 주민도 그런 활동에 직간

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정책을 기획해야 그

것이 가능할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북프리지아숲 지역협동조합Nothern Frisian Woodland Territorial Cooperative의 이야기다.30) 

  북프리지아 삼림 지역은 네덜란드 북부 지방 프리슬란트Firesland 도都의 북동부에 있다. 약 160

년 전부터 농민들이 만들어 유지해 온 생울타리hedgerow가 이 지역 경관을 대표하는 특징이다. 다

채롭고 아름다운 경관이 넓게 펼쳐져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 지역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야 할 가치가 있는 ‘국가 경관지역national landscape’으로 지정하였다. NFW는 약 25년 전에 

이 지역에서 결성된 협동조합으로서, 네덜란드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지역협동조합이다. 현재 

NFW의 조합원 수는 약 900명인데, 대부분 농민이거나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약간의 농지를 지

닌 지역 주민이다. NFW가 관여하는 토지 면적은 약 5만 ha다. 이 면적의 상당 부분을 NFW가 

29) 가설적 평가일 뿐이다. 현행 제도나 정책의 내용과 규모를 수정하기에 따라서,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책이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유관성의 여부 및 크기는 상당한 폭으로 달라질 수도 있
다고 본다. 

30) 이하에 소개하는 이 사례의 내용은 다음의 두 문헌에 바탕을 둔 것이다.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2019). 《새
로운 농민: 세계화 시대의 농촌 발전》, 김정섭 옮김, 한국농정. 301~317쪽.]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7). The cooperative approach under the new Dutch agri-environment-climate scheme: 
Background, procedur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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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관리한다.31) 지역 농민의 80퍼센트 정도가 NFW에 가입해 있다.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지만, 25년 전에는 아주 작고 취약한 지역 운동으로 출발했다. 그 이후 

NFW는 꾸준히 발전했고, 네덜란드 농업 정책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NFW의 탄생과 발

전 과정을 아래에 요약한다. 

  프리지아 지역에서는 낙농이 가장 중요한 영농형태다. 150여 년 전부터 낙농 농민들이 초지를 

둘러싸고 조성한 오리나무 생울타리 경관이 이 지역의 명물이다. 흡사 제주도의 밭담을 연상케 

한다. 생울타리에도 개방된 것과 폐쇄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습지대를 둘러싼 것과 건조지대

를 둘러싼 것 등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아름답고 다양한 경관과 소규모 낙농이 중심이 된 영

농활동은 이 지역의 인상적인 생물다양성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매력적인 경관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이곳 농민들의 영농은 지역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그림 12> 생울타리 경관, 생울타리 단면도, 생울타리 경관 관리에 나선 농민들 

자료: NFW 웹페이지(http://www.noardlikefryskewalden.nl).

  1980년대 말, 네덜란드 정부는 이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생울타리들로 둘러

싸인 대규모 초지들을 통째로 수용해 거대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주민들

은 이 같은 수용 정책에 저항하였고, 국가는 수용하는 대신에 누가, 언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생울타리 등 농업환경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밀한 규제를 부과하였다. 여기

에는 농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세세한 영농활동 관련 제한이나 환경 및 경관 관리 규정들이 긴 

목록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일방적인 규제는 농민들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

으켰다.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 정부는 귀중한 자연 경관을 산성비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생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곧바로 실행하였다. 이 규제는 생울타리의 밀도가 높은 초지에서 농민들은 

사실상 농업활동을 동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지역에서 상당한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농민들은 이 경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들이었으며, 생울타리 

경관을 늘상 돌보고 관리하는 이는 농민들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농민들은 차라리 생울

타리든 뭐든 불도저로 다 밀어 없애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농민과 네덜란드 정부 사이의 마찰과 충돌이 심각해질 무렵 지방정부가 나서서 중재를 시도하

였다. 지방정부는 농민들이 지역에 있는 생울타리, 연못, 오리나무 방풍림, 모래톱 등을 유지하

31) 서울시의 면적이 약 6만 ha, 충청남도 홍성군의 면적이 약 4만 4000h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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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NFW는 경관과 자연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지역의 80퍼

센트에 해당되는 면적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연 및 경관 관리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

과 농가 각각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관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대 효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자연 및 경관을 농민들이 협동조합의 틀을 바탕으로 관리함

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연간 400만 유로의 추가 소득이 유입되었다. 관광객 등 방문객이 증가했

고, 자연 및 경관 관리 활동에 대한 공공 부문의 대가 지불이 그 원천이었다. 

  농업환경을 가꾸고 유지하려는 농민들의 실천 과정에서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이 누적되었

다. 농민들은 희귀한 야생 조류의 서식지 및 생울타리 현황, 곤충이나 식물 등의 생태학적 분포 

등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고안한 거름을 살포하고 화학비료 시용을 줄임

으로써 얻게 된 질소 방출 저감 효과, 조사료 영양 성분, 우유 생산성 등에 관한 자료 등도 기록

으로 남겼다. 생울타리 경관 등 농업환경 관리 활동 지침서를 NFW 주도하에 농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학습하고 활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자연, 경관, 환경, 농업생산 등에 관한 자료들이 결국

에는 과학자와 농민이 함께 수행하게 된 연구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었다. NFW에서는 이 연구를 

두고 ‘농업인 주도 연구farmer-guided research’라고 불렀다. 농경지와 농업환경 자체는 ‘현장 실험실
field laboratory’이 되었다. 이 연구 프로그램은 과학과 실천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변형시켰다. 

연구 프로그램이 성장하면서 지역 농민들이 앞장서서 ‘지역을 스스로 조직하는 운동’의 메커니즘

을 낳기도 했다. 

<그림 13>생울타리 경관 관리 활동 지침서 표지와 내용 

  2003년 이후로 NFW는 활동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그림 3은 그렇게 확장된 활동 영역을 종

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NFW가 2004년에 수립한 ‘활동 계획’에 제시한 주요 활동 목표다. 

활동계획에는 약 30개의 구체적인 기획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경제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

계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스스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NFW로 대표되는 농민들만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립한 

계획은 아니다. 계획 수립에 다양한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환경 협약’을 NFW와 맺었다. ‘지역환경 협약’에 서명한 기관으로는 프리슬란트 도 정부, 

네덜란드 농업부, 네덜란드 공간계획부, 지역 물관리위원회, 프리슬란트 도에 속한 다섯 개의 시

청, 환경운동 단체들의 연합회, 자연보호 단체들, 와게닝겐 대학 등이 있다. NFW와의 협약에 참

여한 파트너 기관․단체들이 매년 두 차례 모여 계획 실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지역위원회
territorial board’가 새로 만들어졌다. 지역발전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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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호하도록 노력한다는 조건으로, 지역 안의 수많은 생울타리 경관을 규제에서 예외로 면제

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대신 농민들은 지역의 농업-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했다. 그래서 1992년 봄에 지역의 농민들이 지역협동조합Territorial Cooperative을 만들었다. 

한세기 반에 걸친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결성

한 조직이다. 이후 이 같은 지역협동조합들이 늘어나, 지금은 하나의 협동조합 NFW로 통합되었

는데 지역의 농민 거의 대부분인 900명이 가입한 협동조합이다.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관리하고자 했던 초기에는 공공기관들과 

힘겨운 협상을 거쳐야 했다. 농민들과 네덜란드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당시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이던 판 아트센van Aartsen과 NFW 지역협동

조합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농민들에게는 스스로 참신한 시도를 몇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여지

가 생겼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쪽도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희생자라고 느끼게 되

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 협약에서 NFW 협동조합 농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오리나무 

방풍벽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 등 여러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

다. 즉, 농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경관 

및 환경 관리를 위한 집합적 활동에 나선다면, 기존 법제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 비용을 직

불금 형식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약을 따라 농민들은 스스로 지역의 농업환경에 적합한 경관 및 자연 관리 모듈module을 

개발했고, 다수의 농민이 그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두 측면에서 농업 활동을 수정

하는 것이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했다. 하나는 초지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크

게 줄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축산 분뇨를 ‘좋은 거름’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생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필지에도 들어가기 적합한 ‘환경친화형’ 거름 살포 기계를 고안하거나, 

거의 모든 농민들이 양분수지기록시스템nutrient accountancy system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랐

다. 그 결과 몇 년 사이에 단위면적당 질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면서도 농가 소득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농민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실험을 거쳐 훨씬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

인 농법으로 낙농을 하게 되었다. 오리나무 방풍벽 등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경관 요소를 보전

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활동 프로그램들도 가동되었다. 

필지 경계 관리

목초지 조류 보호

자연조건이 불리한 곳에서 농사짓기

거위 보호

생울타리

오리나무 방풍벽 관리

연못 관리

잡목이 우거진 숲 관리

버드나무 가지치기

900ha

12,000ha

3,700ha

3,000ha

344km

860km

430roth

9ha

457그루

<표 4> NFW의 자연 및 경관 관리 활동 내역(2004년)

  자료: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2019: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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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촉진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이음새 없는 패턴으로 만드는 ‘통합’이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의 분절되고 파편화된 법제나 정책에서 나오는 차이와 불연속성을 넘어서

는 것이 통합이다. 지역의 활동들을 조율해 보다 넓은 연결망을 구성하는 것도 통합이다. 그렇게 

해서 NFW의 활동이 얻은 것은 ‘농민의 자율성’과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과 희망

이라 말할 수 있다. 

  NFW의 이 같은 실험과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네덜란드 정부의 ‘농업-환경 및 

기후 대응 정책’에 일종의 표준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유럽연합EU에도 중요한 정책 옵션의 

하나로 공인되었다. 2014년에 유럽연합 농촌발전 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이 농

업-환경-기후 정책수단에 집단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옵션을 도입한 이후(EU Regulation No 

1305/2013, Article 28), 네덜란드 정부는 그러한 집단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만 정책을 시행하

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에는 더 이상은 개인 단위의 보조금 신청이 불가하게 만든 새로운 정책

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지역협동조합이라는 오래된 네덜란드의 전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유럽의 다른 곳에서도,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 수준의 협력과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접근방법이 점차 더욱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 서비스의 집합적 전달에 관한 OECD

의 2013년 보고서 또한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집단적인 접근방법이 이처럼 점점 인기를 끈다고 해서, 농업-환경에 대한 협동조합 접근방법

이 실현하기 쉽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긴

밀하게 접촉하여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이 문서에서 우

리는 그것을 두고 “네덜란드 모델”이라고 이름붙이고 상세히 설명할 것인데, 유럽연합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자체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단을 지원하는 방안, 그것도 심지어는 협동조합에게만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네덜란

드 정부가 결정한 데에는 네 개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농업-환경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농경지의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려면 농장들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졌

다. 이는 특히 농경지에 서식하는 조류와 생태이동통로ecological corridor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조

류와 생태이동통로는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보전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역 수준의 

강력한 조율과 생태적 지침을 선택하였는데, 개별 농장 단위의 지원이 지역적 목표에는 해롭기

까지 한 상황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접근방법이 금전적 가치 측면에서도 더 나을 

것이라고 네덜란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농업인들은 농업-환경 정책 예산을 계속 받을 수 있

게 되기를 원하는데, 농업-환경 정책 예산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 삭감되

기 쉬운 대상이다. 

  둘째, 보전 활동의 내용, 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위치,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 등의 

관점에서 더욱 유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장의 생물다양성 동학dynamics 때문에, 가

령 기상조건 같은 요소들의 연간 단위 혹은 계절 단위 특이성을 고려한 여유를 두지 않는 정적靜

的인 정책 설계는 효과적일 수 없다. 협동조합이 농업-환경정책 지원의 최종 수혜자가 되게 만듦

으로써, 보전 활동과 지원금 지불을 지방 수준에서 미세조정할 여지를 가질 수 있는 더욱 단순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국가가 숭인할 수 있는 보전 활동의 기나긴 목록을 만드는 대신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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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인식되는 게 일반적인 한국 농촌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14>NFW 활동계획의 주요 목표 

  소규모 낙농이 주된 경제활동인 네덜란드 프리지아 북부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하향식․일방적 

환경 정책에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스스로 주도하는 농업환경 보전 활동이 조그맣게 시작되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 실천은 NFW 지역협동조합이라는 강력한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이어져, 농

업환경 보전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을 스스로 가꾸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농업환경 보전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NFW의 활동은 네덜란드 정부 정책의 표준이 

되었고,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NFW 사례를 ‘농업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다’는 성공사례 정도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농업환경을 잘 관리하자는 

실천이 농민의 자율성을 매개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구조, 참신한 실

천, 영농실천과 과학의 경계 허물기 등 처음에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전환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그런 전환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NFW 지역협동조합의 실천은 농업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전반에 관한 거버넌스를 만

들어냈다. 이때 거버넌스란 여러 개의 장기판 위에서 동시에 게임을 하면서 다양하게 움직이는 

운동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진보적으로 진화하는 흐름으로 조율해 내는 역량을 뜻한다. 지역 상

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관련해서는 ‘예외’를 만들고, 농민이나 농촌 주민의 집합적

인 실천이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게 조직을 만들고,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자원이나 지식이 효

과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거버넌스가 성공적이면, 전에 없던 참신한 실천들을 시도하고 

한데 묶어 시너지synergy를 창출할 여지가 생겨난다. 이런 시너지는 새롭게 도입한 실천이 통상적

인 것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게 만드는 바탕이 되며,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합이나 협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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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최종 수혜자로서 농업-환경 협동조합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 농업-환경 정
책의 “앞문-뒷문 시스템”

제도적인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새로운 정책하에 관계 주체들의 책임 

분담을 다음 <표 5>와 같이 설명한다. 

중앙정부
도 정부

(보전정책 실행 책임)
협동조합

(최종 수혜자)
‣ 국가 수준에서 목표 설정
‣ 보전활동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광범위

한 ‘메뉴(카탈로그)’ 제시
‣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지식 

증진
‣ 조절 및 벌칙과 관련된 국가 수준의 정책 

틀 수립

‣ 정책 목표가 되는 생물종 추가 선정
‣ 지역의 목표를 바탕으로 보전 활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역 지정
‣ 보전 우선순위, 지정 지역의 수, 도 내 협동

조합의 수 등에 따라 예산 배분
‣ 6년짜리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신청서를 협

동조합들로부터 접수. 관련된 협동조합과 
만나서 ‘수요’ 및 ‘공급’의 관계 측면에서 논
의

‣ 정책 실행 전에 사전 타당성 평가
‣ (구체적인 보전관리 활동이 포함된) 6년 짜

리 관리계획을 협동조합으로부터 접수
‣ 정책 실행 과정의 행정적 사무, 중앙정부와 

협동조합의 행정 체계 호환성 확보
‣ 감독 및 승인과 관련된 국가 정책 틀 설정에 

기여
‣ 협동조합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

할 경우 벌칙 부과에 관한 의사결정
‣ 모니터링, 3년 주기로 정책 평가

‣ 6년 짜리 계획 및 연간 관리계획 수립
‣ 생태적 관리 지침 제안
‣ 협동조합에 벌칙이 부과될 경우, 개인별 벌

칙 분배에 관해서 그리고 보전관리 활동 대
가가 지급될 경우 개인별 분배에 관해서 조
정할 지침 개발

‣ 지역에서 보전관리 활동 대부분을 실행
‣ 수행한 실제 보전관리 활동에 관해 자금지

급기관과 의사소통
‣ 매년 보전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

리계획 상의 보전활동 변경 결정
‣ 자금 지급기관에 매년 지급 요청
‣ 연례 보고, 조합원 및 일반 대중에게 농업환

경에 관해 교육하고 홍보

<표 5> 네덜란드 농업-환경-기후 정책의 틀 안에서 관련 주체들의 역할 분담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의 핵심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개별 농장의 농경지 단위가 아니라 생물종 서식지 단위로 보전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경관-

스케일의 접근방법

‣ 최종 수혜자인 협동조합에 중개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농장 및 농경지 수준에서 보전 활동

과 보조금 지급 측면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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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보전활동을 실시간으로 통보받고 협동조합이 지방 수준에서 미세조정하게 함으로써, 

보전 목표에 더욱 강조점을 둘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업경영체의 기업과 정신과 생태적 혁신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보조금 신청자 및 수혜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해도,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인해 정부는 실행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셋째, 개별 농장을 지원하던 과거의 정책은 상당히 높은 오차율을 기록했다. 협동조합을 만들

어 농업인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정책 의무사항 준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는 농업-환경협동조합의 전통이 오래된 곳이다. 지난 20년 동안 

농업-환경 협동조합 수가 늘어나 지금은 160개 이상이다. 이들 농업-환경 협동조합은 ‘공공재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 기능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

었다. 이는 새로운 정책 설계를 위한 사회적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네덜란드 

전역에 확장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개인 협동조합

<그림 15> 농장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물종 및 서식지 보호 정책의 집단적 접근방법

  이상과 같은 네덜란드의 농업-환경 및 기후 대응 정책의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특징

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앞문-뒷문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앞문에서는, 정부가 지역 협동조합

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에는 농업-환경 보전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려는 보전 활동의 유형이 설명되어 있다. 협약은 6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여러 종류의 

보전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단위면적당 평균 지불액을 근거로 ,생물종 서식지당 예산이 특정한 

지역의 토지 면적에 대해 특정한 수준의 서식지 보호를 실현한다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뒷문에

서는, 협동조합이 개별 농지 이용자들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에는 현장에서 생물 서식지 수

준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과 그에 따른 대가 지불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앞문과 뒷문 사이에서는, 보전활동 및 보조금 지불에 관한 지역 수준의 미세 조정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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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태양광 발전 시설을 들이겠다고 농지를 무턱대고 전용轉用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진단한 것도 아니고 기후위기 시

대에 대비하는 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것도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해보이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두어 가지 제안을 한 것 뿐이다. 그럼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너무 많

고 복잡하다. 현재 한국에서 농업‧농촌 변화에서 기후위기 대응 담론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어 

있을까? 

  필시 누군가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을 터이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은 2050년 탄소 중

립 목표에 맞추어 상당한 면적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유독 그것이 

눈에 두드러져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12월 28일에 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약 45.6GW의 전력을 확보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계획한 신재생 에너지 약 77.8GW의 60퍼센트에 가까운 수준이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에는 시설을 설치할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햇볕에 잘 

노출되어 있고 지가도 싼 토지가 비용 면에서 유리할 것은 당연지사다. 자연히 농지가 눈에 들어

온다. 

  

<그림 17> 정부의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구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5쪽. 

  그래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촉진하려고 그동안 적지 않은 제도 변경이 있었다. 

가령, 2018년 6월에는 개인 및 농‧어‧축산업 및 조합을 대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할 경우, 

복잡한 입찰절차를 생략하고 20년 동안 전력을 고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태

양광 발전을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농가가 태양광을 설치하

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부담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30퍼센트) 중 절

반을 감면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용도 사용기

간을 종래의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농지법 개정). 이 같은 조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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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 보전의 모든 단계(관리계획 수립, 협약을 체결할 개별 농업인 확보, 현장에서 실제 

보전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들)에서 생태 가이드라인을 제시

‣ 협약에서 보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지역과 각 지역마다 지켜야 할 의무준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맞춤형 관리. 이처럼 두 겹[지역과 의무준수사항]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덕분에 유

연성이 생겨난다. 해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계절 사이에도 농업-환경 관리상의 접근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업-환경 보전 활동에 있어 경미한 변경은 실시간으로 통보한 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지역의 농업인과 여타의 관련 당사자(예: 환경보전활동 조직, 환경운동을 하는 NGOs, 생태계 

관련 조언이나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대학 등) 사이에서 참여를 증진하고, 협동조합이 스스로 

제공하는 생태학적 지침과 관련해서도 시너지를 증진한다. 

  

  네덜란드의 농업-환경 및 기후 대응 정책의 기본 형식은 ‘농민‧주민 단체와 정부의 협약’에 있

다. 이 형식이 성과를 내는 배경에, 협동조합 접근방법을 취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네덜란

드의 새로운 농업-환경-기후 정책이 추구하는 주된 목표는 정책 성과를 높이고 정책 실행 비용

을 낮추는 데 있다. 협동조합 접근방법을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잠재적 이점이 있다. 

‣ 농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조율함으로써 농경지 수준을 넘어서는 생물종 및 서식지(예: 

농경지에 사는 조류, 생물이동통로 등)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 농엄인들과 긴밀하게 관련된 조직이 정책 실행을 주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참

여의 범위를 확장한다. 

‣ 지역 수준의 조율을 통해 환경보호단체, 여타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 환경보호 분야의 수많은 

열정적 자원봉사자들까지 농업-환경 보호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네덜란드의 사례로 볼 때, 협동조합이라는 특성과 협동조합의 업무 처리 절차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해진다. 강력한 생태적 지침 시행, 적절한 지역이나 농경지 선정, 생태 가이드

라인을 따르는 적절한 정책 수단 마련,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교육과 지도활동, 농업-환경 관리의 전문화 등. 

  이상과 같이 소개한 네덜란드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사 방식을 전환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농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농민들이 생태계 서비스ecological service를 제공

하고 국민의 세금이 직불금이든 사업 위탁 비용이든 그 대가로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 과

정에서 중소규모의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에게 ‘녹색 일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만들어진다. 둘

째,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보전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협동하는 지역 

농민 및 주민 들의 집합적 활동collective action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조

건을 충족하는 정책 설계는 ‘아래로부터의 계획’과 ‘농민과 정부의 대등한 입장이 보장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협약’이라는 형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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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태움으로써 온실가스를 만드는 행위이다. 

  ‘탄소를 땅에 묻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종농업이야말로 기본적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업화된 경영자형 농업에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원자재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농작물이 탄소를 땅에 묻는 양

보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아 ‘탄소 적자’인 셈이다. 그러나 

산업화된 농사 방식을 전환하여, 농민 농업을 확산한다면 ‘탄소 적자’ 폭을 줄이거나 ‘탄소 흑자’

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농사인 동시에 자연스러운 해법 아니겠

는가? 태양광 발전 설비는 대개 철골 구조물을 동반한다. 쇠기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농지에 

박아야 하는가? 그 쇠기둥을 만들려면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야 할 터인데, 얼마나 많은 화

석연료를 사용하겠는가? 이런저런 경우를 꼼꼼히 따져서 ‘탄소 적자-흑자’ 관계를 다 고려한 연

후에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는 것일까? 내가 보고들은 것

이 적은 탓인지, 그런 장부를 아직 본 적이 없다. 

  농지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농정 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오늘의 농업‧농촌 문제는 대부분 

‘땅’과 ‘사람’의 문제로 소급된다. 그 중에 ‘땅의 문제’를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농지

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것이다. 농지 제도에 수술칼을 들이대야 할 이유가 여럿 제출되었다. 예를 

들면, 농사짓지 않는 지주(地主)의 직불금 부정수급, 농지를 얻지 못하는 청년 농민의 어려움, 낮은 

농업 소득률과 농지 가격 상승이라는 두 요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농가 사이의 경지 규모 격차 확

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 꼬인 마디들 중에서 핵심은, ‘농지 임대차’의 현실과 

농지 제도가 어긋난다는 점이다. 70여 년 전 농지개혁 때 전체 농지의 60퍼센트가 소작지였다. 지

금은 약 45퍼센트가 임대차 농지다. 농지개혁으로 해소했던 지주-소작제 문제가 고스란히 되살아

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농지 제도를 그냥 두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자동차 엔진을 분

해하듯 차근차근 풀든가,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었듯이 ‘한방’에 해결하든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후위기 측면에서 보자면 두번째 농지 문제가 중요하다. 그것은 사회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자산으로서 농지를 포함한 농촌 환경에 관한 것이다. 논과 밭이 대략 절반씩인 한국

의 농지 면적은 약 160만ha다. 논이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진다. 1980년에는 약 130만ha였던 것

이 2000년에는 115만ha, 2019년에는 83만ha가 되었다. 40년 사이에 논의 1/3이 없어졌다. 

먹거리 보장과 환경보전, 두 측면에서 논은 사회적 공유재commons다. 논은 농업인 개인의 생산수

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논은 증발-강우라는 물의 순환을 가져오고, 그렇게 주위의 환경을 형

성하는 사회적 공유재이지 사유재산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농촌은 개별 농

가들 혹은 농업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들을 모두 합친 것 이상의 사회적 공유재로서 있는 것

이다.”33) 물론, 이 문제가 논에만 국한될 리 없다. 논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 거기에 곁붙은 

마을, 산림과 읍내 중심지 등 ‘농촌이라는 장소’에 관해 사회 전체가 각성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만 오르지 않는다면 농지가 사라지든 말든 문제없다는 생각이, 여차하면 외국에서 먹거리를 사

다 먹으면 된다는 인식이 상식이 되면 위험하다.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

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한다면서 손쉽게 농지에 손대는 관행이 규칙이 되면 곤란하다. 

33) 가라타니 고진(2019). 《유동론》, 윤인로 옮김, 도서출판b.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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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수립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듯하다.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염해간척지(농업진흥구역 내)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2030년까지 10GW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탄소중립 2050 선언’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목표가 상향되어야 하는 것 아니

냐는, 혹은 농촌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더 가속화하고 더 많은 목표(가령, 10GW가 

아니라 30GW)를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는 듯하다. 특히, 이

른바 ‘뉴딜 정책 담론’을 매개로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 심지어는 농업생산활동 외의 다른 용도

로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한 농업진흥구역 규제를 풀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농지법 개정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농업

인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들이고자 

할 때, 연리 1.75퍼센트라는 저리의 정책 융자금이 제공된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농촌 태양

광’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태양광 설계시공 전문 업체라는 회사들의 광고 웹페이지가 주루룩 

수십 개 등장한다. 

  연간 30GW의 전력을 농지에 설비를 설치해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의 농지가 필요할까? 약 3

만 ha가 필요하다고 한다.32)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6만 ha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논 면적이 83만 ha였다. 3만 ha는 전체 논 면적의 3.6퍼센트에 해당된다. 결코 적지 않은 

면적이다. 약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연간 소비할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러니 농

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관 훼손 문제와 더불어 식

량안보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여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물론, 혹자는 농사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농업생산 축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가 실제로 농업생산성 하락 문제를 어느 

정도나 해소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농업생산 저해 우려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라는 기술적 방책으로 우회한다고 해도 그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나의 입장이다. 되짚어보자. 우리에게 태양광 발전 같은 신

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가 무언인가? 그것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단이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연소한다는 것은 탄소를 태운다는 것에 다름 없다. 탄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비중이 높은 온실가스 유형이다. 그

러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대신 필요한 에너지를 탄소를 연소하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화석연료란 무엇인가? 아주 오래 전에 지표면에 번성했던 식물들이 광합

성을 통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섬유질(줄기, 잎 등) 형태로 저장한 것이 지질작용으로 

인해 땅에 묻힌 것이다. 땅에 묻힌 탄소가 오랜 기간 압력을 받고 가온되어 연소하기 쉬운 석탄

이나 석유의 형태로 바뀐 것이다. 즉, 화석연료를 이용한다는 것은 ‘땅에 묻은 탄소’를 다시 꺼내

32) 에너지 전문가들이 작성한 최근의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EU에서도 많은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수자원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다
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영농형 태양광 확대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00GW 전체 태양광 수요에서 농촌 태양광[영농형이 아닌 것을 뜻함]이 100GW를 담당할 시에는 약 10만 
ha가 필요하다고 추산되고 이는 국내 농지면적의 6.3%이다.” [자료: 김윤성 외(2020). 《기후위기 대응 농어
촌에너지 전환 방안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13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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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안타깝지만 정직하게 말하자, 돈에 관해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직불제 등이 얽힌 주제를 두고 쟁점과 생산적 논의의 전제 조건을 정

리해보려 한다. 이런 글을 꼭 써야 할까, 몇 번 망설이다가 쓰기로 결심했다. 짧은 지면에 설득

력 있는 결론을 제시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써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이유가 있다. 

한달에 한번 쓰기로 하고 몇 년째 쓰는 기고문이지만, 이처럼 신경 쓰이기는 처음이다. ‘농민수

당-농민기본소득-직불제’라는 주제로 공개적인 글을 쓰려니 유독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 즉 셀프-검열을 하게 만드는 (또는 이런 논의에 참여하려는 누군가에게 실제로 검열이나 압

박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까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논의와 관련한 나의 입장은 두 가지다. 먼저, 그것을 밝히고 시작하는 게 낫겠다. 첫째, 나

는 ‘농민수당’ 도입을 지지하지만 그것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

려, 농민수당을 직불제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은, 후술하겠지

만,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기에 문제가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 둘째, 이 글에서 정말

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앞에 언급한 ‘농민수당(=농업직불제) 찬성, 농민기본소득 반대’라는 

나의 입장이 “진리”라고 고집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다만, 내 나름의 “잠정적 일리”를 현 시점에

서 정리한 것이며, 논의가 어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입장을 폐기 혹은 변경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이 논의는 몇 년째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

민수당-농민기본소득-직불제’는 농정 담론의 뜨거운 감자가 될 판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뜨

거운 감자’여서 손에 쥐고 진득하게 살펴볼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혹은, ‘일단 먹고 보

자’거나 ‘일단 버리고 보자’는 식으로 논쟁을 허용치 않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거나 억압적인 태도가 

문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피해 가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사안이다. 

  사실은 세상 자체가 복잡한데, 우리는 얼마나 단순하게 결정하는가? “묘사와 기술記述은 안타깝

지만 정직하고, 설명과 처방은 일견 시원하지만 위험하다. 구체적 경험의 결과 골에 근거하지 않

은 정치적인 정답들로 쌈박하게, 그리고 전부 다 설명해내기보다는 각자 삶과 경험의 제한된 지

평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술하는 절제심이 요청된다는 뜻이다.”(김영

민, 《인간의 글쓰기 혹은 글쓰기 너머의 인간》, 159쪽). 요점은, ‘시원하지만 위험한’ 결정을 지

금 당장 내리기보다는, 답이 안 나와서 ‘안타깝더라도 정직한’ 논의를 계속하자는 것이다. 앞에

서 첫번째로 밝힌 내 입장의 근거를 자세히 펼치기에는 이 지면이 짧다. 그보다는 여러 사람이 

제기한 주장들의 충돌 지점을 정리하고 열거하는 것이 후일의 논의에 도움이 될 듯하다. 

  첫째, 농민에게 ‘현금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고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

가 있다. 지원 방식의 효과성 측면에서 기존의 직불제 같은 현금 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거는 여러 각도에서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의 자긍심이 근본 문제라

는 주장도 있다. 더러는 농민들 중에도, ‘국가가 주는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농사짓는 게 아니

다’라는 말을 하는 이가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직불제든, 농민수당이든, 농민기본소득이

든 국가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농민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고 농업의 공익 기능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나의 경우, 농업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

33

  먼저, 농지는 농사에만 쓰자는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공간, 생

태계, 생활환경을 제각기 알맞게 관리하면서도 전체를 균제均齊할 여러 방안을 마련해 부채꼴처럼 

펼쳐야 한다. ‘땅’에 관한 광범위한 정책 수단들을 ‘통합적인 계획’ 안에 넣어 추진해야 한다. 기

후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어떤 식으로든 농촌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에는 산림지나 농지가 아닌 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산림은 이미 공인

된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농지는 농사 방식을 바꿈으로써 탄소 적자 폭을 줄이거나 탄소 흑자

를 만들어낼 잠재적 탄소흡수원이기 때문이다. 지금 급하다고 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농지에 

무턱대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규모로 들이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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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농촌다운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서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공익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농업 직불금 제도가 재편되었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총

액이 늘어난 이 마당에, ‘농민수당’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는 건 중복이고 낭비라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직불금은 총액 측면에서 불충분하며, 지원 금액이 ‘면적’에 비례하

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개인’을 단위로 지원하는 농민수당은 현재

의 직불제를 보완하는 바람직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나의 경우, 후자에 동의한다. 다만, 일

감一感으로는 현재의 지원 규모가 다소 적다고 여기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형편을 상세히 따지면

서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직불금이든 농민수당이든 ‘조건부 지원’ 성격의 제도보다는 무조건을 전제하는 ‘농민기

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 ‘농민’이라는 말을 ‘기본소득’이라는 말 

앞에 붙임으로써 ‘농사짓는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게 어떻게 ‘기본소득’이냐는 비판도 있다. 

나도 그런 비판에 동의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기본소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우니,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 계층인 ‘농민’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해보자는 취지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농민’ 못지않게 또는 더욱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회집단이 있는

데, ‘청년’기본소득도 아니고 ‘도시빈민’기본소득도 아니고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

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직불제나 지자체의 농민수당 제도를 기술技術 측면에서 보완해야 하는 논의 거리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쟁점도 있을 터이다. 쟁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토

론을 통해 해결책이나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논의 주체들 

각각의 입장과 배경을 알게 되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사실은, 논의 자체를 회피하거나 억압하

려는 태도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자기 주장만 반복함으로써 다른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적인 태도가 문제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리에 맞는 정책이나 제도는 형성되기 어

렵다. 

토론

[사회 및 좌장] 정해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방법론연구센터장

•토론1 _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2 _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토론3 _손모아 청년농업인연합회 전라지부장

•토론4 _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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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생태적 전환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파일럿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1. 보편적 기본소득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의 관계

먼저 오해가 없도록 ‘농촌기본소득실험’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

도 "농촌기본소득" 파일럿(pilot) 또는 정책은 경기도의 농촌지역 1~2곳(현재 예상)을 대상으로 모

든 거주민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파일럿 또는 정책이다. 즉, 모든 농촌지역

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파일럿, 즉 시범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에서 이 "농촌기본소득"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첫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전국적 기본소득 구상에서 도입단계의 기본소득 

정책들 중 하나이다. 

이 "농촌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점진적 실현론에 기초한 파일럿 또는 정책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을 바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점진적 확

대 방식으로 단계를 밟으며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제

안된 도입단계 기본소득 정책은 범주형 기본소득들(Categorical Basic Incomes)이었는데, 청년기

본소득, 아동기본소득 등 연령에 따른 범주형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등 직업범

주에 따른 범주형 기본소득이 제안되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탄소배당, 국토보유세-토지

배당 등도 점진적 실현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 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공동체 효과(community effects)를 확인하는 파일럿이다. 

범주형 기본소득의 가장 큰 한계는 '공동체 효과', 즉 지역사회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

다. 기본소득이 모든 구성원에게 소득의 바닥(income floor)으로 보장될 때 변하는 것은 개인적 삶

만이 아니다.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사회적 삶(예를 들어, 연대감과 신뢰, 

관대함 등 관계의 성격, 윤리와 혁신에 대한 행동변화, 사회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 등)과 경제

적 삶에도 변화가 생겨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도입단계 정책

(또는 파일럿)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와 케냐의 기본소득 파일럿이 이와 같은 포화장소(saturation 

sites) 사회실험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으면서 공동체 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최근 추진 중인 기본소득 파일럿도 같은 이유로 포화장소 방법을 택하

고 있다.1) 대표적인 기본소득 주창자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또한 진보적 사회변화에서 중

요한 공동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포화장소 방법이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2)

1) Citizens‘ Basic Income Feasibility Study Steering Group,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Citizens' Basic Income Pilots in Scotland: Final Report, 2020.

2) Guy Standing, Piloting Basic Income as Common Dividends. London: Progressive Economy 
Forum (PEF), 2019.

토론문1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생태적 전환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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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촌의 현실과 생태적 전환

현재 농촌의 지속 가능한 삶은 이중의 위협에 처해 있다. 

첫째, 오래도록 누적된 농촌, 농업 문제가 지속 가능한 농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의 농촌은 한편으로 지난 역사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공업화, 도시화, 개방

화"(박경철)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도농 소득 격차와 농촌인구 급감 및 고령

화를 경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전문화",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 투

자"(송원규)를 특징으로 하는 농업정책으로 인해 농촌 내 소득 양극화와 농촌 주민 다수의 빈곤, 부

채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내놓은 직불제 등 지원정책은 실효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기후위기로 인해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농촌 또한 예외가 아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구온도상승을 1.5도로 낮추는 목표를 위해, 농촌을 포함한 모

든 곳에서 당장 생태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고,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산림과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회복하는 등,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형성함으로써 넷 제로(Net Zero) 목표에 다가가야 한다.

3.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농촌기본소득"

이러한 농촌의 현실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이 가져다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성별, 나이, 인종과 상관없이 동등한 존재임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마치 보통선거권이 그랬던 것

처럼.

둘째, 보장된 기본소득은 주민들에게 그만큼의 시간 재량권을 줄 것이다. 예측 가능한 안정적 기

본소득은 (매우 소액이 아니라면) '시간 빈곤(time poverty)'를 완화하며, 생계를 위한 시간의 일부

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준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생계 노동의 변화가 없더라도 최소한 심리적 안정감을 키워줄 수 있다.

셋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시도하는 용기'를 줄 것이다.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한다. 인류 역사

가 보여주듯, 대안적 혁신은 수많은 실패의 경험에서 나왔다. "농촌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실패해

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물질적 토대의 역할을 한다면,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적, 집단적 노력

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넷째,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진정한 '생태적 전환' 과정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이 과정에 포함될 것이다. 산림과 토양의 탄소 저장능

력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 본래 의미대로 소규모 분

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비닐과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을 대폭으로 줄이는 생산-유통

-소비 과정을 만드는 것, 탈성장과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능력을 확대하는 것, 생태적 전환에

서 일방적이지 않은 도시-농촌 관계를 만드는 것 등등.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으로 생기는 시간 재량권은,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여

러 이해관계들을 모아내고 공동의 합의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토론문2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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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국은 기후위기-에너지위기와 복합적･중층적으로 닥치는 지구적 먹거리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

   - 2019년 곡물자급율(사료용 포함)은 21.0%(사료용 제외 식량자급률은 45.8%), 

OECD 최하위로 전락. 연간 1,700만톤 수입, OECD 수입국 5위.

   - 이제 먹거리와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물자･
전략산업으로 설정, 그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 전략과 실행계획을 추진해야 함

2.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장개입과 안정적 공공수급망 구축 시급

 ㅇ 효율성 중심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글로벌 공급망(가치사슬) 위기로 

먹거리･생필품･국가전략품목 등을 자국내 생산 확대하는 공급망 지역화 촉진

 ㅇ 기후위기, 감염병위기, 먹거리위기 등 글로벌 위기 대응에 시장･경쟁･효율 중심

의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 한계와 위기 노출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 증

대(국가의 시장개입과 안정적 공공수급망 구축)가 국가적 핵심과제화

 ㅇ 기후위기･먹거리위기에 가장 취약한 한국에서 지금까지의 농정･먹거리정책의 

대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주민) 누구에게

나 특히 먹거리 분야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지님. 

   - 코로나19 사태는, 당장 닥칠지 모를 먹거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면정책을 

잘 세울 것을 요구하지만, 무엇보다 먹거리･농업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

   - 가능한 한 자국 내 먹거리 자급력을 최대한 높이고, 이를 위해 농민 대다수인 

가족농을 보호･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산 및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보장하

며, 국민의 먹거리를 기본적으로 국가(및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공적조달체계

를 구축하는 것(먹거리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을 이제 기본 국정과제임

   - 주요 의제와 대책* 마련 및 이행 점검 사항

    * 먹거리위기 대응 종합대책, 먹거리 자급력 강화대책, 먹거리안보비상대응체계(위기대

응매뉴얼) 등

    * 적정 농지보전정책, 주요 농축수산물 공공수급망 구축(공공수매-공공비축-가격보전-공

공급식연계조달 등), 지속가능농업경영지지체계(소득안전망, 경영위험안전망, 인력안정

망) 등

    * 국민건강･영양지원 먹거리보장정책 : 취약계층 먹거리지원, 학교등 공공급식 국내산(1

차 식재료+가공식품) 수급대책, 생애주기 맞춤형 먹거리보장체계 등

3. 먹거리 자급력 강화 정책

 ㅇ 농민, 농업, 농촌 지속가능 농정(다원적 기능 최대화 농정)

   - 국민의 먹거리안보, 국민의 건강증진, 국민의 일자리 유지･창출, 국민의 지역경

- 1 -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실현을 위한 농정 틀 전환과 ‘농촌기본소득’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1. 식량안보위기･식량무기화를 전제로 한 국정 전략과 실행계획 시급 

 ㅇ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와 함께 먹거리위기가 일상적 상시국면임을 전제로 

한 국가적 대응체제를 요구함

   - 오늘 국제적으로 먹거리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지만 세계 먹거리 공급망의 

심각한 교란으로 인한 지구적 먹거리위기의 가능성을 노출*

    * 러시아, 베트남 등 22개국의 국내 비축 확대 및 수출금지, 국경 및 지역 봉쇄로 인한 

선적･운송 제약, 투입 농자재 공급망 교란, 사회적 이동 제한으로 인한 농어업노동력 

공급망 위기 등 생산 위기가 현실로 가능해진 것 

   -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20년 12월 세계 식량가격(FAO 107.5)이 6년

래 최고치 경신. 이에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금년에 글로벌 식량위기(food 

crisi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국제금융센터 2021.1.19. <코로나19

발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 점검>)
    * S&P GSCI 농산물지수(2021.1.4.일 368.1)도 2014.6월 이후 최고치.

      노벨평화상을 받은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비즐리 사무총장은 2021년이 ‘기

근 팬데믹(hunger pandemic)’으로 비극적인(catastrophic) 한 해가 될 것을 우려(3~6

개월 안에 20여개국의 식량부족 리스크가 급증할 가능성 제기)

      UN은 2020년 여름부터 ‘전 세계가 50년여래 가장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 분석. Atlantic Council도 ‘수십년래 최악의 식량위기로 전 세계가 황폐화될 것’ 이

란 점을 2021년도 10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지목. 현재 진행형이라는 평가

 ㅇ [글로벌 식량위기 유발 요인] ▲이상기후 현상 심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식

량자원민족주의 대두 ▲바이오연료 수요 등 수급 요인과 ▲투기자금 유입 증

가 ▲미달러 약세 지속 등 비수급 요인으로 구분*

   * 1) 이상기후 현상 심화 : 잦은 가뭄∙폭염∙폭우∙한파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이 식량 

공급의 차질을 초래해 시장수급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

     2)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 계절노동자의 이동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농작

물의 파종∙수확 중단 등 생산에 차질이 발생

     3) 식량자원민족주의 : 각국이 식량안보(food security) 강화 차원에서 자급률 제고

(more self-suply)에 나설시 세계적 식량부족으로 가격상승이 가속화되며 수급불균

형이 심화

     4) 바이오연료 수요 : 파리협약 재가입을 약속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연료 생산확

대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주원료인 옥수수∙대두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

     5) 비수급 요인 : 글로벌 과잉유동성 속에 헤지펀드 등 투기자금이 농산물로 대거 유

입되고, 미달러 약세가 계속되면서 식량가격 추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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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증진(농식품 지원프로그램 전면 확대), 그리고 가족농 다품목 기획생산체계

(계약재배･공공수급)를 토대로 한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

4. 기후위기･먹거리위기에 대응하는, 국민에게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국내 농업･
농민 지지체계를 위한 먹거리･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ㅇ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초연결된 지구가 얼마나 취약한지

를 잘 보여주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줄인 먹거리를 초국적 농식품자본과 먹거

리 수출국이 지배하는 세계 농식품체계에 맡길 수 없음을 보여줌

   -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리는 것은 국민의 생존

권적 기본권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마땅히 보장할 기본책무를 지님 

 ㅇ 이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자국의 생산자 농

민과 농업･농촌을 보호･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농민(농촌주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새로운 계

약(New Deal)’이 필요함

 ㅇ 농민(농촌주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

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 행복에 기여하며,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보

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을 짐. 이러한 사회

협약을 토대로 우리의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하며, 진정한 

‘한국형 뉴딜(New Deal)'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계약(New Deal)'에서 시작되고 

담보될 수 있음.

5. 기조발제 및 발제문 관련 

 ㅇ 기후위기는 생태환경 위기이자 먹거리위기라는 점에서 1) 먹거리주권에 기반한 

먹거리안보체제(먹거리 자급력 강화) 구축, 2) 탄소중립 생태유기농업으로의 전

면 전환, 3) 지속가능한 농민･농업･농촌 실현을 통한 21c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실현을 국정운영의 중장기 기본전략으로 수립, 대응해 나가야 함

 ㅇ 이를 위해 무엇보다 ‘농정 틀 전환’을 제1의 국정과제화하여, 1) 지속가능한 농

민･농업･농촌 실현과 이를 위한 책임농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

로 해야 함, 2) 농업을 공공재 생산 기간산업으로, 농민을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 기여자 및 국토환경관리자로서 준공무원으로, 농촌을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삶터･일터･쉼터로 보호육성해나가야 함

 ㅇ 오늘 회자되고 있는 ‘지방소멸’ 지역위기는 농촌위기→지방중소도시위기→대도

시위기의 악순환 결과로서, 농촌인구를 EU와 같이 전인구의 20% 정도 살 수 

있게 하는(현재 15%) 근본적인 농촌회생 및 지역재생 전략이 범부처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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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역사회) 유지･활성화, 국민의 삶터･일터･쉼터화(고밀도･과밀화･고비용 도

시, 저밀도･과소화･저비용 농촌부문 간의 지역순환･도농상생 국가균형발전)

  - 예산 확충* : 농정예산,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비례

    * 증가예산은 1)공익직불 확대 2)먹거리안보(자급력/자급률 제고) 3)학교등 공공급식과 

취약계층 국내산 먹거리지원제도 4)재해등 경영위험보상제도 등)

      공익증진직불 예산 확보 : ‘21년 3.5조, ’22년 5조 (기존 농정 예산의 근본 구조조정, 

농가직접지원 및 공익기여지불 중심으로 재정개혁)

      학교급식･복지급식의 국가사무화, 미국과 같이 학교급식에 국내산 식재료(가공식품까

지 국내산원료 사용) 공급 의무화 예산

      공공수매(공공비축/식재료공급)와 공급급식 현물직접공급체계 예산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국민영양지원제도: 미국 SNAP) 예산

 ㅇ 농지/가격/위험/소비/주체

  <농지>

   - 농지 확보(방어선)* 국가비상대책 

    * 1,580,957ha(‘19년)←’18년 1595,614ha←'17년 1,620,796ha (통계청 농림어업조사결과 

‘20.04.16)

    
농지전용규모 ‘19←’18 '18←'17 ‘17←’16 ‘16←’15

ha(비율) 14,557ha(0.91) 25,182(1.55) 23,000(1.40) 35,000(2.08)

      농지전용허가권의 시도지사･시장･구청장 위임을 장관 직접 소관으로 복원. 농지법 전

면 정비→155만ha 마지노선 수호 대책 시급

   - 경지이용률 확대 : ‘18년 106.7% (경지 1,596천ha : 이용면적 1,660천ha)

   - 한계농지･조건불리농지, 유휴(방치)농지 전면 조사 및 경작지원대책

  <가격/위험>

  - 주요 기본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 및 공공비축･공공수급* 

   * 공공비축과 공공수급 : 선제적 수매비축･수급조절, 생산비보장, 비축과 공공급식 현물

지원 연계

  <소비/생산>

  - ‘(가칭)국민건강･식량안보를 위한 먹거리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정

책 추진 : 주요 곡물, 과일, 채소, 축산 등과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 국내산 판로 및 소득 보장과 먹거리 공공조달체계의 적극적인 연계체계 구축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미증유의 사태 재발로 인한 먹거리위기를 떠나서도 가능한 먹

거리주권･식량안보 확보계획과 국산 식재료 계약재배･수급관리와 공공비축 품목 및 물

량 확대 및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종합패키지화 강력 연계

  - 즉, 국산 먹거리(로컬푸드) 공공급식 조달체계에 관한 ‘국가의 공적 개입과 안정

적 공공수급망 확보‘를 제도화

  - 이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농업･농촌 유지･활성화의 중심주체로 역할하고 있는 

가족농의 소득 보장과 취약계층 등 국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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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대응체제로 추진되어야 함

   - 농정 틀 전환은 국민경제적으로나 국가공동체으로는 농촌위기 타개와 농촌회

생･지역재생을 통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 모두

의 과제이자 범부처의 국가적 과제임

 ㅇ 즉,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최대 발휘를 지향하는 

농정 틀 전환이 시급하며, 이러한 농정 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민･농업･
농촌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재생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농촌과 도시, 농업

과 비농업, 농민과 소비자국민의 農都相生社會 실현을 도모해야 함

 ㅇ 이에 중앙정부는 공익기여지불(현재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 재정개혁을 

실행하여 농민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기여에 대한 농가직접지원을 확대 

담당해나가고(중장기적으로 농정 재정의 50%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1.1월 

현재 41개 지자체 시행) 현재의 중앙정부 공익기여지불 수준이 낮고 아직도 상

당부분 면적 기준 지불이 많으므로 농민 개개인(아직은 대부분 농업경영체 경

영주 대상이지만)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농민공익수당)을 전면화하면서, 중장

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향후 연계 재편 작업을 하도록 함

 ㅇ 공익기여지불(현재 ‘공익형 직불제’)과 농민수당과 다른 차원에서 사회실험 방식

으로 시행될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포함해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 실현과 

지역공동체 유지･활성화(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위기-지역위기로 인해 지

속불가능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도시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 모두의 삶터･일터･쉼터로 발전해야 할 농촌지역부터 기본소득을 

추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대 전면화하는 국정전략으로서 의의를 지님

토론문3

손모아 청년농업인연합회 전라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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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식량주권을 논하고, 소멸에 직면한 농촌지역사회 

살리기 등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행위의 주체인 농민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에서 나고 자라 농민으로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도전

하고, 농산업으로 성공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

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

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농업에서 인적투자로서 대상을 논하고자 한다면 청년농업인을 신규 발굴하

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면 농촌 지역사회 인구 유실을 줄이

고,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청년농업인연합회 전라지부장 손모아

 현재 농촌 지역사회는 쇠퇴를 지나 소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촌 고령화

로 인한 농촌 인구 소멸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향후 20년 이내에 한국의 

농촌이라 칭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이

다. 

 과거에는 “농업”을 농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

문에 농촌, 농업을 지켜야한다는 생각보다는 국가 경제 발전, 산업화에 대한 

필요성만 중시되어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농(農)”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가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농민수당, 공익직불제, 

농민기본소득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전남 지역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되었다. 당시 농민수

당 지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든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농민수당 이후 쟁점이 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농촌의 한 청년

의 입장에서 농촌지역사회 유지,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 등을 위해 꼭 필요

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농산업은 기후위기, 코로나19같은 전세계적인 

재난상황과, 농촌인구감소 및 농산업쇠퇴등 대내외환경에 따라 급변하고 있

고 농산물가격 안정이 실현되지 않아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있다면 동시에 더 많은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생기는 구조이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고,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는 투자

는 늘어나지만 정작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인구소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미래 농업 인재육성이라며, 청년들의 농창업 활

성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하지만 지금 예비농업인, 농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누구보다 현재 농업농촌

의 문제와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위험부담을 안고 쉽게 

농산업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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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4

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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