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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2021년 OECD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1)

개요
 OECD는 54개국1) 대상으로 각국의 농업정책을 분석한 ‘2021년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보고서를 발표
(2021.6.21.)함.
- (주요 특징) 각국이 추진한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식품시스템이 직면하
고 있는 3중 과제2)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농업정책을 조사·분석함.

코로나19 대응 농업정책
 [코로나19 대응] 54개 조사대상국은 2020년에 776개 정책 수단과 1,570억 달러
(OECD 회원국 750억 달러, 신흥경제국 820억 달러)의 재정을 농업부문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원함.
 [지원 성격] 776개의 정책 수단을 지원 성격에 따라 7가지로 구분하면, 공급분야(37%),
정보·소통 조정(14%), 유통·무역(13%), 일반지원(12%), 노동(11%), 식품 보조 및 소비
자(8%), 제도적 지원(5%)이 있음.
 [대응조치 긴급도] 대응조치 긴급도를 고려하여 긴급, 단기 구제, 중장기 회복 등 3가지
로 구분할 경우,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1”(2021.7.2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 OECD 회원국 37개, EU 국가 중 비OECD 회원국 5개, 중국·브라질·러시아·인도·아르헨티나 등 신흥경제국 12개(2020년
기준)가 해당됨.
2) 3중 과제로 식량안보와 영향, 농가 등 식품시스템 내 종사자들의 소득과 생계, 환경 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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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공급망을 원활히 작동하게 하면서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20%, 사회적 약자에게 농식품 지원, 생산자 생계유지 등 단기 구제 조치는 약
70%, 코로나19로부터 농식품 부문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중장기 프로그램에 약
10%가 지원하고 있음.
<그림 1> 2020년 코로나19 대응 정책 분류

<그림 2> 범주별 대응조치 긴급도
횟수

긴급조치

사전예방조치

단기 구제조치

기타 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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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규모 측면] 공급분야(48%), 식품 보조 및 소비자(38%), 유통·무역(12%), 노동력
관련(11%) 순으로 지원되었으며, OECD 회원국은 신흥경제국보다 공급 및 소비 분야
에 지출 비중이 크고, 유통·무역 분야에는 지원을 제한함.
<그림 3> OECD 회원국과 신흥경제국의 부문별 재정지원

부
문
별
지
원
비
중

신흥경제국
유통·무역

노동력 관련

공급분야

54개국(총합)

식품 보조 및 소비자

 [평가] 코로나 대응조치에 따른 실제 코로나19 지출 규모는 계획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농업부문의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많은 국가에서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붕괴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고, 저소득 및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자주 신속하게 시행되어 전염병에 대한 사회·경제적 충격
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함.

농업분야 지원 수준 평가
 국가별 농업정책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어떤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3)이
이루어지는지 파악·분석하기 위해 총 농업지원추정치4)(Total Support Estimate,
TSE)를 사용함.

3) 본 보고서에서 지원(support)은 국경보호(관세 등), 농업 보조, 농업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단순
보조(subsidy)와는 다름.
4) TSE는 생산자지원추정치(PSE), 일반서비스지원추정치(GSSE), 소비자지원추정치(CSE)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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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E] 2018-20년 분석 대상 54개 국가의 총 농업지원 추정치는 연간 7,20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02년의 두 배 수준임.
- (PSE) 시장가격지지, 직불금 등 재정지출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지원한 규모는 전체
의 75%인 5,400억 달러임.
- (GSSE) 인프라 구축, 혁신·연구개발(R&D), 방역 등 일반서비스 지원은 14.1%인
1,020억 달러임.
- (CSE) 취약계층에 식품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약 11%인 780억 달러임.
<그림 4> 회원국의 농업지원 분류, 2018-2020

 농업분야 지원 수준에 대하여 OECD는 생산자 중심의 지원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농업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의 소극적 확대가 농정 개혁의 정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식품시스템의 3중 과제와 농업정책
 현재 농업정책이 식품시스템의 3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음.
- PES 중 60% 이상이 잠재적으로 시장 왜곡적 성격을 가진 시장가격지지(2,720억
달러)와 생산과 연계된 지원(660억 달러)을 통해 제공, 나머지도 생산자에게 불균등
하게 분배되며, 정책 평가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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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회복력 개선 등의 잠재적 효과가 있어 농업 분야 전반을 발전
시킬 수 있는 GSSE는 TSE 중 14.1%에 불과함.
- OECD 회원국의 GSSE는 TSE 중 13%, 신흥경제국은 20%이며, 분야별로는 인프
라 9%, R&D 6%, 방역 2% 순임.
 농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시 CSSE는 OECD 회원국5)은 5.6%, 신흥
경제국은 3.0%에 불과함.
- 이러한 지원 구조는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비효율적이고,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 지원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하며, 무분별한 생산 증대로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교역을 왜곡하는 지원은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농식품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고 지적함.

정책권고
 제고와 회복력 증대를 도모하며,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3중 과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농정 개혁 방안을 제안함.
 1. 시장가격 개입 및 시장 왜곡적 생산자 지원의 단계적 축소
- 생산자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응하며,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
과도기적인 보완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함.
 2. 생산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가능한 경우 사회 ·경제 전반의 정책과 통합하여 운영
- 맞춤형 농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과 자산 등 보다 많은 경영체 정보와
사회·경제학적 데이터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함.
- 생산자 개인이나 시장이 다룰 수 없는 농업의 위험관리를 보다 정책적으로 체계화
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스위스 16%, 일본 16%, 한국 12% 순으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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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특히 농업 혁신시스템에 대한 공공지출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실시
- 혁신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향후의 농업 지원정책의 핵심임.
- 필요 재원은 시장 왜곡적인 재정지원을 개혁하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평균 이상
인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재분배하여 마련함.

국내 농업정책에 대한 현황 및 평가
1. 농업지원
 한국은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통해 농업지원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 중임.
- 기존 직불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여 새로운 직불 프로그램(공익직불)을 2020년에
도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 수준이 여전히 OECD 평균(18%)을 상회하며, 시장 왜곡
적인 형태의 지원 비중이 높은 상황임.
- 한국의 %PSE는 1986-1988년 62.3%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2020년
에 46.7%가 되었으나 OECD 평균보다 보다 2.6배 높아 시장가격지지(MPS, 국내
외 가격 차이)가 PSE의 90%를 차지함.
- 농업 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12%로 OECD 평균(5.6%)을 상회함.
<그림 5> 한국의 국내 농업지원 현황

1986-1988

2000-2002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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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변화
 [직불] 2020년에 기존의 쌀, 밭작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을 통합한 새로운 직불제
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함.
- 기존의 쌀 직불금은 현재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환
경 교차준수 요건이 강화됨.
 [농업환경] 농업분야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법
개발 및 확산, 친환경에너지 순환 농업 관련 추진계획이 포함됨.
 [농업인력] 청년과 여성을 농업·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농업의 디지털화 촉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농촌 거주 인프라 확대,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등 추진함.
 [혁신 R&D] 스마트팜 혁신 벨리 프로젝트6)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을 지속적 추진함.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유동성 악화 농가에 긴급 정책 자금 지원, 농기계 및 장비
임대료에 대한 일시적 보조 추진, (노동력) 농촌지역의 계절 이주노동자 부족 문제 해결
을 위해 관련 비자규정 완화 및 현지 일자리매칭 센터 확대, (수요 및 소비) 판로 확대를
위한 비대면 유통채널 접근성 강화, 화훼 소비 홍보 캠페인 실시, 농산물할인 쿠폰
제공 등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 등이 있음.

3. 평가 및 권고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농업은 생산성 개선과 더불어 자원 및 환경
보존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임.
- 지속적인 농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생산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시장가격을 인상시켜 환경과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이 크며, 농업혁신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6)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의 농가 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하여 연구기관부터 유통기업
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단지 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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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시행한 직불제 개혁을 통해 품목 특정적인 보조를 낮추고, 농업 생산의 다양
화(다각화)를 통해 시장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새로운 제도가 농가 수준까지 정착되기 위해서 지역 수준의 세밀한 정책 점
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친환경 농업과 생태계 보존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 관리를 개선하여 영양 과잉을 줄이고, 높은 물 스트레스 하에서 관개용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함.
 농업 분야의 청년 및 숙련노동자 부족과 도농 소득격차 확대는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장애물임.
- 노동력 부족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거주 인프라 확충, 고용 기회 창
출, 농업에서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소득원 다양화 등
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농업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투자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부합하기가 어려움.
- 보다 경쟁력 있고 수요 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농식품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
- 다만,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는 농업분야의 생산, 투자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
으로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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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니셔티브*7)

개요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조치 필요성 확대되고,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를 위해 발족한 이니셔티브 및
새로 개발된 기후대응 조치 평가 지표 검토가 필요함.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증가7)함.
<그림 1> 세계 재해 및 피해

자료: UNDRR(202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융합연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니셔티브 – Climate Action
100+ -”(Trend Watch – Insight No. 21, 2021.7.2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7) 발생 재해 증가율은 1.7배로 4,212건(1980~1999년)에서 7,348건(2000~2019년)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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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함에 따라 2015년 파리협정8)에 합의하고 탄소
중립9)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
<표 1>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추진 정책
국가

추진 정책

유럽

￭ 유럽기후법 채택(2021)
- 유럽연합의 총 감축목표치에 맞춰 국가별로 자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마련할 예정
- 유럽과학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권고를 제시할 예정

일본

￭ 녹색성장전략 수립(2021)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에 10년간 2조 엔(약 22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
-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제정
- 수소 분야 등 14개 산업을 선정하여 분야별 목표 및 대응방향 제시

중국

￭ 2060년 탄소중립 선언(2019)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 등 경제 개발 청사진에 기후목표를 포함시켜 보다 구체
적인 로드맵을 수립
- 2005년 대비 60억㎡의 산림면적 추가 조성 계획
- 비화석 연료의 소비 비중 목표를 기존의 15%에서 18%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실적 거래제 도입
을 논의 중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화석연
료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앞세워 기존의 환경정책 폐지 및 파리협정 탈퇴 단행함.
 이후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대선 공약으로 탄소중립을 주요 목표로 제시10)했으나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
방안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임.
- 그러나, 민간 중심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운동이 추진되어 기후변화 대응 이행
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 지원 이니셔티브가 출범함.

8)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 제한을 위한 국제적 협약을 말함.
9)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일컬음.
10)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100% 청정에너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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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Action 100+ 이니셔티브
 [개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이 탄소배출 저감 운동에 투자 대상 기업들의 참여 촉진을 위해 투자자 그룹
들과 2017년 결성한 투자자 이니셔티브임.
 [목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촉구함.
 [조직 구성] 운영위원회 및 기업투자자(545개)로 구성되어 있음11).
 [추진 내용] 투자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파리협정의 목표를 기업단위에서 구체화하여
기후 이슈에 대응하도록 요구함.
- 투자 대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지배구조
개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권고안에 따른 기후변화 정보공시 등을 요구함.
- 온실가스 과다 배출 기업 167개(2020년 기준)를 ‘포커스 기업’으로 지정, 집중 관리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3개 기업(한국전력공사, 포스코, SK 이노베이션)도 포함함.
<표 2> 권고안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내용
번호

권고안

정보공시 내용

1

지배구조

이사회의 감독, 경영진의 역할

2

투자전략

위험기회, 조직의 사업전략·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3

위험관리

위험 식별 평가, 위험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통합 관리

4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목표 설정

지표, 온실가스배출량 관련, 목표성과

 [평가방식] ‘Climate Action 100+ Net-Zero Company Benchmark’ 지표를 활용함.
- 탄소배출량 측정 기준 및 범위가 기업별로 상이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을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하고 감축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2020년)함.
11) 이니셔티브 구축에 참여한 5개 투자자 그룹으로 구성: ①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② Ceres(지속가능성투자자 연합), ③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IGCC, Investo Group on
Climate Change), ④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 투자자 그룹(IIGCC, Institutional Investors Grop on Climate Change),
⑤ 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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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목표 달성 관련 자본 배분 계획 적정성 및 이행 정
도를 10개 공개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함.
<표 3> 공개 지표 및 보조 지표
번호

주요 내용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목표

1
1-1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 계획 수립
• 장기(2036년~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2-1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장기(2036~2050) 목표 설정

2-2

• 스코프12)1(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직접적 온실가스)과 소코프2(공정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등을 만
드는 과정에서의 직접적 온실가스), 그리고 (해당될 경우)스코프3(기업 비즈니스 과정에서 자사 소
유통제가 아닌 외부 배출원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의 최소 95% 감축을 장기
(2036~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

2-3

•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약 목표에 장기 목표 설정
• 중기(2026~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3-1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중기(2026~2035) 목표 설정

3-2

• 스코프1(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직접적 온실가스)과 소코프2(공정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직접적 온실가스), 그리고 (해당될 경우)스코프3(기업 비즈니스 과정에서 자사 소유통
제가 아닌 외부 배출원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의 최소 95% 감축을 중기(2026~2035) 온
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

3-3

•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약 목표에 중기 목표 설정
• 단기(2020~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
4-1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단기(2020~2025) 목표 설정

4-2

• 스코프1(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직접적 온실가스)과 소코프2(공정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직접적 온실가스), 그리고 (해당될 경우)스코프3(기업 비즈니스 과정에서 자사 소유통
제가 아닌 외부 배출원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의 최소 95% 감축을 단기(2020~2025) 온
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

4-3

•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약 목표에 단기 목표 설정
• 탈탄소화 전략

5
5-1

• 장기, 중기,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화 전략 수립

5-2

• 회사의 탈탄소화 전략에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녹색 수입”에 대한 공약 포함
• 자본 배분 조정

6
6-1

• 자본 지출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조정

6-2

• 자본 지출을 파리협약 목표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 공개
• 기후 정책 참여

7
7-1

• 기업의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로비 가능성 및 전 활동들의 파리협약 목표 부합성

7-2

• 거래기업협회가 파리협약 목표에 부합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거래기업협회에 대해 공개

7-3

• 거래기업협회가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로비 활동의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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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번호

주요 내용
• 기후 지배구조

8
8-1

• 기업 이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독 실시

8-2

• 기업 경영진 보수 체계에 기후변화 성과 요소 포함

8-3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관리 역량 구축
• 공정한 전환

9
9-1

• 저탄소 사업 모델로의 전환이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고려
• TCFD 공개

10
10-1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권고 사항 이행 확약

10-2

• 전략과 운영상의 탄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업 직원들의 기후 시나리오 사용

결론 및 시사점
 미국 내 최대 기업투자자가 투자기업들로 하여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탄소배출량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2050년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도, 국내총생산(GDP)은 2.7% 감소13)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내 기업투자자들도 투자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 구축이 필요함.
 기업별 객관적인 탄소배출량 비교 및 기후대응 조치 평가를 위해 기업별로 상이한 기존
의 탄소배출량 측정 기준을 보완한 지표 개발에 큰 의미가 있음.
 정부도 기업투자자들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0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여기서 스코프란 온실가스 배출 영역을 말함.
13) Swiss Re 보고서(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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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농가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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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농가 재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가 또한 농산물 수요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직접지불금 지원이 필요해짐.
-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0년 –6.5%로 추정되었고, 농산물 수요 감소와 고용 불안정
으로 농가 경제가 어려워져, 현금 지급을 통한 농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 미국 의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적 완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6개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CARES Act가 있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 농가 운영 비용 지원,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을
통해 농가 운영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가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함.
- (코로나19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CFAP) CFAP1과 CFAP2로 구성되어 있으며,
CFAP1의 직접지불금은 펜데믹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5% 이상 하락하였거
나, 추가적인 판매 비용이 발생한 농가에 운영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며, CFAP2
는 생산 비용의 증가, 농가수취가격의 감소 등이 발생한 농가에게 직접지불금을 지
급하는 프로그램임.
- (운영비 대출) 500인 이하의 고용 규모를 지닌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임
금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과 경제적 피해 관련 자
금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이 있는데, 많은 농가가 이에 해
당해 임금, 이자 및 기타 운영 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
- (농가 생계지원) 생계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경
기 부양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s)이 투입되었으며, 일자리를 잃은 농
가에게 평균 996달러의 연방 펜데믹 실업 보상(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이 지원됨.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COVID-19 Working Paper: Financial Assistance for Farm Operations and Farm
Households in the Face of COVID-19”(2021.7.2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
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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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기존에 진행되어온 직불금 제도를 통하여 농가를 지원하였음.
 2020년 농가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직접지불금, 비코로나19 직접지불금, 보상금
을 합쳐, 총합 약 577억 달러가 투입됨.
- 코로나19 대응 직접지불금은 352억 달러였으며, 이 중 84%인 296억 달러가 농가
운영을 위해 사용, 나머지 16%인 56억 달러는 농가 생계지원에 사용되었음.
- 비코로나19 직접지불금은 168억 달러가 농가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이 중 131억
달러는 미국 농업법(Farm Bill)에서 투입되었으며, 37억 달러는 시장 활성화 프로
그램을 통해 투입됨.
- 2019년과 2020년의 직접지불금을 비교했을 때, 2020년에 직접지불금이 238억 달
러가 증가함.
<표 4> 2020년 농가 재정 지원액
구분

프로그램명

금액(10억 달러)

코로나19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CFAP)

코로나19 대응
농가 운영 지원

23.7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경제적 피해 관련 자금 대출(EIDL)

5.9
PPP에 포함

비상 동물사망률 관리

코로나19 대응
농가 생계지원

비코로나19
농가 운영 지원

경기부양지원금(EIP)

4.3

연방 펜데믹 실업 보상(FPUC)

1.3

시장 촉진 프로그램(MFP)(2020 지급)

3.7

농업위험지원제도(ARC)

1.3

가격손실보장(PLC)

5.0

보존 프로그램

3.9

낙농수익보호제도

0.2

시장융자수익

0.2

융자부족불제

0.05 미만

기타 재해 대응 직접지불금

2.5

총 직접지불금(코로나19 대응 + 비코로나19 직접지불금)

52.0

총 지원금(총 직접지불금 + 보상금)

57.7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0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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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판매 농가 현황
 로컬푸드는 미국 농산물 판매에서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농식품 시스템에
서의 중요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로컬푸드는 지역생산자들이 직접 소비자, 소매점, 기관(학교, 병원 등)에 판매하는
농산물로 지역 식품 생산자 판매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음.
- 로컬푸드는 현재 미국 농산물 판매 금액의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의견
이 식품 생산에 더 많이 반영되는 경향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
<표 5> 로컬푸드 유통 채널 및 판매 금액(2015)
구분

소비자

농가 비율(%)

판매액(10억 달러)

농민 직거래 매장

41,156

35.8

0.7

23.5

농가 내 매장 및 가판대

51,422

44.8

1.3

43.7

외부매장 및 도로 옆 가판대

14,959

13.0

0.2

7.8

공동체지원농업(CSA)

7,398

6.4

0.2

7.5

온라인

9,460

8.2

0.2

5.7

39,765

34.6

0.4

11.9

소매점

23,624

14.1

2.3

26.4

시장 및 기관

59,911

35.9

3.4

39.1

계

167,009

-

8.7

100.0

기타

농가 수

판매액 비중(%)

주: 합계는 유통채널 중복을 고려함.

 로컬푸드 농가는 일반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를 지녔으며, 소규모의 농지
를 운영하는 경향이 나타남.
- 35세 미만의 경영주가 운영하는 농가는 6% 미만이며, 약 30%의 농가 경영주의 나
이가 55세 이상 64세 미만임. 일반 농가와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 경영주를 지닌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Marketing Practice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Food Producers: A
Comparison of Beginning and Experienced Farmers”(2021.8.1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함(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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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로컬푸드 농가의 평균적인 연령대가 높음.
- 로컬푸드 농가의 약 55%가 과일 혹은 채소를 판매, 약 32%는 소를 판매하는 반면,
일반 농가는 과일 및 채소보다 곡물 및 유지류의 판매 비중이 더 높음.
- 경험이 적은 농가일수록 채소 및 과일을 재배하며, 경험이 많을수록 축산에 종사함.
- 경력이 짧은 로컬푸드 농가의 위치는 대서양 연안과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데, 이는 이 지역에 높은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로컬푸드 농가의 대부분이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의 6%를 제외하고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보험, 보조금, 대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환경개선지원제도, EQIP) 2015년에는 로컬푸드 농가의 4.8%가 EQIP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무부 자연자원보호청에서는 EQIP를 통해, 농지에 환경보호 실천
을 하는 농가에게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경험이 적은 농가에 대한 추가적
인 지원이 있어, 경험이 많은 농가에 비해 경험이 적은 농가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
타남.
- (전체 농장 수익 보호 프로그램) WFRP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익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특용작물과 축산물을 지역에 판매하는 농가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1.1%의 농가만이 WFRP에 가입하였음.
-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 프로그램) NAP는 특용작물 등이 재해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정책으로, 특히, 연방정부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작물들을 대
상으로 지원해줌. 2015년 기준으로 로컬푸드 농가의 5.7%가 가입함.
- WFRP와 NAP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윤이 낮은 농가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함. 하지만, 2015년 기준, WFRP는 신규 정책이었으며,
NAP 또한 최근 들어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민에게 비용을 완화해주므로, 최근 농
가의 정책에 대한 참여 의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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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의 그린딜 달성을 위한 신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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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의 그린딜 달성을 위한 신기술 도입
 유럽의 그린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기술의 적용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행동은 빈곤, 건강, 기후변화 등에 대한 개선을 가져오는 행동들이며,
그린딜 목표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행동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
- 유럽연합에서는 그린딜 목표로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로 식품,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기술적인 기반으로 디
지털화를 꼽음.
 유럽의 그린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농식품 부문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과소비, 식품
폐기물, 기후 및 환경 영향이 큰 식품 수입을 들 수 있음.
- (동물성 식품의 과소비) 육류의 생산에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더 많은 탄소 배출량
이 발생하고, 더 많은 자원이 사용됨.
- (식품 폐기물) 매년 생산되는 식품의 30%는 식품 폐기물이 되며, 유럽에서 발생하
는 식품 폐기물은 매년 약 1,430억 유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기후 및 환경 영향이 큰 식품 수입) 유럽 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으며, 포장, 운송 등에 사용되는 자원도 절약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 부문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식품

* 유럽의회조사처의 “Meeting the Green Deal objectives by alignment of technology and behaviour”(2021.7.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uroparl.europa.eu/think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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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전 분야에 디지털화를 도입하는 것을 중요시함. 이를 통해, 미래 세
대들이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함.
-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선
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유도함.
<표 1>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위한 기술
구분

관심 형성

농가와 소비자
연결 강화
쉬운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가정 내
조리
신뢰 강화

기술

내용

라벨링

• 소비자들이 쉽게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게 도움

탄소 발자국
계산기

•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교육, 정보 제공 등에 사용

가상 농업

•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도움

데이터베이스와
체크리스트

• Good Fish Guide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체크리스트로 제공

웹사이트 도구

• 식품 폐기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도구 운영

디지털 플랫폼

• 크라우드 파밍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농가를 직접 연결

블록체인

• 블록체인을 통하여 농가와 소비자들이 직접 연결 가능

어플케이션

• HowGood은 20만 개의 식품에 대한 평가 알고리즘 제공

웹사이트

• 다양한 채소를 통한 레시피를 제공

레시피, 재료를
집으로 배달

• 유기농 식품과 로컬푸드를 집으로 배달
• 배송, 포장 등에서 환경 부하를 저감

블록체인을 통한
• 식품 공급 사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사용
관리

매력 있는 지속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
소비

• ActNow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의 행동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양을 수치로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행위에 대한 관심을 유도

식품 폐기물 방지
경제적 인센티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

•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예측하여 식품 폐기물 감소 도움
• 날씨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구매를 예측하여 판매 전략 수립에 도움

식품 나눔 지원

어플리케이션

• 슈퍼마켓 등과 자선단체를 연결시켜, 식품 폐기물을 기부할 수 있는 어
플리케이션을 운영 중

알림과 레시피 제공을 가정 내 식품
통한 폐기물 줄이기 폐기물 방지

• 유통기한 알림을 통하여 식품 폐기물을 방지
• 레시피 제공을 통하여 남은 식품 사용법을 제공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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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7 EU 유기농업 행동계획*

17)

2021-2027 EU 유기농업 행동계획
 유럽연합 내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였음.
- 현재 유럽연합 농지의 8.5%가 유기농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유기농 농산물 판매 금액은 두 배가 됨.
- 현재의 정책과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30년까지 유기농업 면적은 전체 농지의
15~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유기 농지들은 일반 농지들보다 30%의 생물다양성을 더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생
물다양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유지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유기농업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① 소비 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
- 유럽연합의 농산물 홍보 정책 예산의 27%가 유기농산물 홍보에 사용되고 있음.
- 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EU school scheme)과 공공 조달 사업에 사용하며, 소비
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식품 사기 방지와 투명성 및 식품 추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이외에도, 유기농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럽연합 유기농업 로고 홍보 등을 통
하여 첫 번째 축의 목표를 이루고자 함.
 ② 농산물 가치 사슬의 전환과 강화 촉진
-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eco-scheme, 농촌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 농가, 행정기관, 관광업자가 협의하여,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자원
의 관리를 시행하는 bio-district14)를 도입함.
* 유럽의회조사처의 “Development of organic production in the EU: 2021-2027 action plan”(2021.7.2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uroparl.europa.eu/thinktank/).
14) 2009년에 Association for Organic Agriculture(AIAB)가 이탈리아에서 첫 bio-district를 도입하였고, 2017년 기준 이
탈리아에는 27개의 bio-district가 운영 중이며, 18개의 지역에 21개가 더 만들어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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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치사슬 내에서 성평등과 청년층 배려 확대를 통한 사회적 포용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함.
-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유기농 사료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함.
 ③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 향상
- 2022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기농 농업과 탄소 농업 관련
법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며, 이외에도 AKIS, EIP-AGRI 등이 개발한 생
물다양성 보호 및 높은 생산성을 가진 농업기술을 농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험해
보고자 시도 중임.
- 생분해 플라스틱,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에너지 사용, 양분 유출 저감, 청정 교통수
단 사용 등을 농업에 적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럽연합 내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은 행동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유
럽연합 내 다양한 위원회에서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이라
고 여김.
- 유럽연합 내 유기농업 생산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 전환을 위한 교
육, △지역 및 소규모 가공업체의 강화와 공급 사슬의 단축, △유기농산물 생산자들
의 교섭력 강화, △유기농 시장 정보 데이터 제공,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지원 확
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이해당사자들은 유럽연합의 유기농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힘. Copa Cogeca
(농민 및 농업협동조합 단체), Eurocommerce 등은 유럽연합의 행동계획이 시장
중심(market-driven)과 수요자 중심(demand-driven)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유럽연합 위원회들에서는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의 고용유지, 식품 공급
사슬의 단축을 통한 지역 내 경제 순환, 농가-지역-정부 간의 연계 강화, 관광 산업
의 성장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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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도 고향세 제도 추이*

15)

2020년도 고향세 제도 추이
 일본 총무성은 2021년 7월 30일, 2020년도 고향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고향세는 2008년부터 자신의 고향 또는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 및 기부금을 받은 지역에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
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임.
 2020년도에 기부된 금액은 2019년도 대비 38% 증가한 약 6,725억 엔, 건수는 50%
증가한 약 3,489만 건으로 과거 최고 수준을 갱신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답
례품에 대한 기부자의 수요와 농축산물 수요 축소에 따른 침체된 농축산물 농가에
대한 기부자들의 응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 기부 금액은 1위 홋카이도(北海道)가 975억 엔, 2위 가고시
마현(鹿児島県)이 398억 엔, 3위 미야자키현(宮崎県)이 365억 엔이었음. 상위 세 곳의
지역이 전체 기부액의 1/4을 차지함.
 시정촌(기초자치단체)별 기부 금액은 1위인 미야자키현 미야코 노조시(宮崎県都城市)
에서 135억 엔, 2위 홋카이도 몬베츠시(北海道紋別市)가 134억 엔, 3위 홋카이도 네무
로시(北海道根室市)가 125억 엔임.
- 2019년도에는 11위 이하에 자리매김하던 지역 네 곳이 상위 10위권에 들어옴.
* 일본 총무성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2021.7.30.), 일본농업신문 “ふるさと納税が過去最多 巣ごもりで
返礼品に注目 20年度”(2021.7.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https://www.agrinews.
co.jp/news/index/16568,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616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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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성 대신은 이날 회견에서 “고향세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 매우 든든하며, 재해 입은 시의 재해 지역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어 확대가
기대된다”라면서 고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하였음.
 고향세 납세 종합 사이트 후르사토 초이스를 운영하는 트러스트 뱅크는 2020년에 코로
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수요가 침체된 지역 특산물 생산자를 지원하는 기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음.
- 지자체 및 JA그룹 등과 연계하여 호텔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와규, 고급 과일 등
고급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보내기도 하였음.
 총무성은 2019년 6월 고향세 답례품에 대한 경쟁 과열로 인해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하로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7년 만에 기부 규모가 감소하였으
나 2020년에 다시 회복되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정착 확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고향세 기부 금액 및 건수 추이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0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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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 취농자 조사 결과*

16)

2020년 신규 취농자 조사 결과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8월 11일, 2020년 신규 취농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신규 취농자] 2020년 신규 취농자 수는 5만 3,740명으로 2019년 대비 3.8% 감소하였
으며, 이 중 49세 이하는 1만 8,380명으로 0.9% 감소하였음.
- (취농 형태별) 신규 자영 농업은 4만 100명, 신규 고용 취농은 1만 50명, 신규 진
입15)은 3,580명임.
 [신규 자영 취농자] 신규 자영 취농자 수는 4만 100명이며, 이 중 49세 이하는 8,440명
으로 2019년 대비 각각 6.2%, 8.1% 감소하였음.
- 신규 졸업 취농자16) 수는 1,130명으로 15세~19세 270명, 20세~29세 820명,
30~39세 50명으로 조사됨.
- (성별) 남성은 2만 9,550명으로 10.1% 감소, 여성은 1만 550명으로 6.9% 증가하
였음.
 [신규 고용 취농자] 신규 고용 취농자 수는 1만 50명으로 2019년 대비 1.1% 증가하였으
며, 이 중 49세 이하는 7,360명으로 2019년 대비 3.8% 증가하였음.
- (성별) 남성은 6,300명으로 4.1% 감소, 여성은 3,760명으로 11.6% 증가하였음.
- 신규 고용 취농자 중 비농가 출신이 약 88%인 8,790명, 49세 이하는 6,580명으로
조사됨. 이 중 신규 졸업 취농자는 1,310명임.
 [신규 진입자] 신규 진입자 수는 3,580명이며, 이 중 49세 이하는 2,580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11.9%, 13.7% 증가하였음.

*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新規就農者 5万3740人 前年比3.8％減”(2021.8.16.),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2年新規就農者
調査結果”(2021.8.1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tokei/
kekka_gaiyou/sinki/r2/index.html,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1/08/210816-53255.php).
15) 농업 종사 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 기간의 전년도 1년 동안, 토지 및 자금 등을 독자적으로 조달하여 신규로 농업 경영을
개시한 경영 책임자를 의미함.
16) 학교 졸업 후, 새롭게 농업에 취업한 자 또는 학교 졸업 직후 기술 습득 등 연수를 받고 새롭게 농업에 취업한 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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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부문별) 노지 채소가 1,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 채소 700
명, 과수 660명 순으로 조사됨.
 2020년 농림업 인구 총조사에서 조사된 농업 종사자 수는 152만 명이며, 이 중에서
49세 이하는 22만 7천 명임.
 현행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업구조 전망에서는 2030년 목표 농업 취업자 수는 140만
명이며, 이 중 49세 이하는 37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이외 산업의 청년층을 신규 취농자로 유입 및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임.
<표 1> 신규 취농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전체 신규
취농자 수
49세 이하 신규

취농자 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4,570 58,120 56,480 50,810 57,650 65,030 60,150 55,670 55,810 55,870 53,740
17,970 18,600 19,280 17,940 21,860 23,030 22,050 20,760 19,290 18,540 18,380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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