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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

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농업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농촌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고령화, 농가소득의 실질적 감소 

등을 겪어왔다. 1960년대 중반부터 비농업부문의 성장률이 10%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농업부

문과의 성장률 격차가 2%p에서 6~8%p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성장률 격차는 1990년대 초까

지 약 30여 년간 유지되었다.1) 

l 산업화의 진전으로 하락세를 겪던 농촌은 우루과이 라운드(이하 UR) 타결 이후 시장개방으

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 농업부문의 투자감소, 저성장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으며, 농업부문에 대

한 대규모 투융자를 실시하였다.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크게 소득 직접지원과 그 외의 재

정지출(시설물 설치 및 농촌개발 사업지원 등), 그리고 조세지출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Ÿ [소득 직접지원] WTO 출범 이후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농가 경제가 악

화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지불제가 1997년 도입되었다. 직접지불

(direct payment)은 재정에서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소득 이전적 보조를 의미한다. 

즉, 이전의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 조성 지원, 기술개발 등과 같이 지원의 효과가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조 방식이다.2) 직불제 도입 이전까

지는 수매, 가격지지 등의 정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었

지만, UR 타결 이후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 소득 직접지원 정책은 크게 직불제와 직접지불적 성격을 갖는 복지제도(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민 안전재해보험,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업재해보험 등)로 나눌 수 있다. 

최초의 직불제는 1997년 도입되어 시행된 ‘경영 이양 직불제’이며, 이후 ‘친환경 농업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 시행되었다. 

Ÿ [그 외의 재정지출] 소득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형태의 재정지출에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

어 있는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정비, 규모화, 시설 장비 현대화 등이 대부분

을 이룬다. 이를 위해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농업·농촌 분야에 약 186조 규모의 투융자

가 계획·집행되었다.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투융자의 규모는 융자가 57조원(31%), 보조는 

129조원(69%)인데, 보조 중에서 농기계, 축사·원예시설 등 농업경영체에 직접 지원된 보조

금은 37조원 규모이며 나머지는 농업·농촌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3).

Ÿ [조세지출] 한편, 정부의 지원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을 통해서도 이루

1) 송미령 외(2015),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5p.
2) 박동규 외(2004),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12p.
2)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2015.11.30.). “농가보조금 20년간 200조... ‘밑빠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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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UR에 대응한 세제 개선론이 제기되기 시작했

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 관련 모든 조세의 경감론이 논의되었다.

  - 농업과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임업용(1992년)과 축산용 기

자재(1994년)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등 조세지출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2000년도에 약 2.1

조에서 2020년도에는 약 6.2조까지 증가하였다.4)

  - 2010년 농업소득세 폐지 이후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물론 작물재배업 종사자 중 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식량작물재배업의 경우에는 수입액과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1980년대 말 386만원에서 1996년 

1,2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 1994년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

원 확보를 위해 개별(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5~30%의 세율로 과세

하는 부가세적 형태의 농어촌특별세가 도입되었다.5)  

l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을 통해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위기

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기존 농가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한계를 소수의 부농에게 유리한 계층 간 

형평성 문제와 농업 및 농촌지원사업의 효율성 문제,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에 근거해 대농에게 유리한 기존 재정, 조세지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

안하고자 한다.

l 농가지원을 위한 현재의 재정, 조세지출 제도를 통폐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관

련하여 그 효과를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귀농 활성화

를 통해 농업과 농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재정경제부(2001), 「조세지출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 대한민국 조세」.
5) 김기성(1997),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60, 15p;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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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및 농가지원정책의 현황

1. 농촌 현황

l 농촌 지역은 산업화 이후로 지속적으로 산업 비중의 감소와 도시지역으로의 유출로 인한 인

구 감소를 겪어왔다. 8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급격히 쇠퇴하던 농촌은 1995년 WTO

체제 진입 이후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기반 전반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

었다. 

Ÿ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사회였다. 

그러다 산업화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었고, 농업의 산업 및 GDP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여 1997년부터 5% 미만, 2019년에

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은 1.8%에 그쳤다.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의 하락세는 불가피했지만, 

UR 이후에는 시장개방 조치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림 1 주요 산업별 GDP 비중 추이 : 1955~2012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출처 : KDI(2015), 농업부문 개발과 구조전환을 통한 한국경제 발전, 94p.

  - KDI(2015)에 따르면, 1976년까지 농업의 생산 규모는 제조업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으며, 

1976년에 다다라서야 제조업의 총생산이 농업 총생산과 동일한 규모가 되었다. [그림 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1976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1차산업이 중요한 산업부문

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꾸준히 증가하던 농림어업 취업자의 규모는 1976년을 기점으로 감소

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2]에 나타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아도, 1970년대 후반까

지 취업자 수 중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증가하던 농촌 

인구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75년을 기점으로 도시 인구가 더 많

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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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1963-20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2015), 농업부문 개발과 구조전환을 통한 한국경제 발전, 95p.

Ÿ UR 타결 이후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부문은 투자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며,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추락은 지속되었다(송미령 외, 2015).

Ÿ 시장개방 이후, 곡물의 자급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주요 곡물의 수입농산물 

비중 변화에도 나타난다. 시장개방이 제한된 쌀을 제외하면, 시장개방 이후인 2000년 수입

농산물 비중은 옥수수 93.7%, 밀 87.3%, 콩은 89.1%에 이르고 보리도 2018년에는 62.1%까지 

증가하였다. 

1980 1990 2000 2010 2018

쌀 9.0 0.0 1.8 4.9 6.4

보리 0.0 7.7 28.9 43.4 62.1

밀 87.6 90.4 87.3 89.7 87.8

옥수수 - 89.9 93.7 91.5 93.4

감자 0.0 0.0 1.8 2.4 8.9

콩 53.7 75.3 89.1 85.4 89.6

주1 : 수입량 비중은 ‘수입량÷총공급량’으로 직접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주2 : 총공급량 = 생산량 + 수입량 + 이입량

주3 : 생산량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국내 생산량, 수입량은 동기간 수입한 총량, 이입량은 

전년도 재고량을 의미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표 1 연도별 주요 곡물의 수입농산물 비중

(단위 : %)

l UR 협상 이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 규모에 대한 일관된 통계는 없지만,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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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엄청난 재정자금이 농촌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위기는 여전히 진

행 중이며, 심지어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 인구와 농가 수는 감소하다 못해 소멸 위

기에 처했으며, 평균 농가소득은 수년간 정체되어 있다. 소농과 대농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

는 추세 역시 심각하다. 농지도 감소하고 있지만, 동시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중이 높아

지는 것 역시 문제이다. 

Ÿ 농가 인구와 농가 수는 지난 50년간 크게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1,442만 2천 명(1970년)에

서 231만 7천 명(2020년)으로 감소했고, 농가 수는 248만 3천 가구(1970년)에서 103만 6천 

가구(2020년)로 감소했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20년 기준 농

촌 인구의 약 절반이 고령층이 되었다.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급감과 저출산 고령화 추세

로, 전국 기초 지자체의 40%가 넘는 군단위 지역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70 1995 2020

농가 인구

(농가 인구 비중, %)

14,422

(45.9)

4,851

(10.9)

2,317

(4.5)

농가 고령 인구

(고령 인구 비중, %)

713

(4.9)

785

(16.2)

985

(42.5)

농가

(농가 비중, %)

2,483

(44.5)

1,501

(11.6)

1,036

(5.1)

표 2 연도별 농가 인구 및 농가 수 추이

(단위: 천 가구, 천 명)

주 : 1970, 1995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가구에 대한 농가의 비중, 2020년은 장래추계가구에 대한 농가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6). 통계청, 「인구총조사」.

Ÿ 2019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 중 70%는 경지 규모가 1.0ha 미만인 영

세농·소농이다. 경지 규모 5.0ha 이상인 대농은 3만 5천 가구로, 전체 농가의 3.5%에 불과

하다. 

영세농·소농 중농 대농

경지 없는 

농가
0.5ha 미만 0.5~1.0ha 1.0~2.0ha 2.0~3.0ha 3.0~5.0ha 5.0ha 이상

1975
94,322

(3.9)

690,983

(29.0)

828,157

(34.8)

617,897

(25.9)

117,717

(4.9)

35,982

(1.5)
-

1995
23,918

(1.6)

432,982

(28.9)

432,107

(28.8)

417,960

(27.9)

123,333

(8.2)

54,896

(3.7)

15,549

(1.0)

2019
8,593

(0.9)

478,525

(47.5)

226,500

(22.5)

161,332

(16.0)

55,046

(5.5)

41,686

(4.1)

35,478

(3.5)

표 3 연도별 경지규모별 농가

(단위: 가구, %)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Ÿ [그림 3]에 나타나듯, 농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의 면적은 점차 

6)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대상으로 하는 농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논이나 밭을 1,000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19.12.1.-2020.11.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2020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7

증가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1995년 198만 5천ha에서 2015년 167만 9천ha로 감소했으며 동

기간 동안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비율은 33%에서 44%로, 약 11%p 증가하였다. 

그림 3 농지 면적 및 농지소유자 비중 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0.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Ÿ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작

물을 판매하거나 농업을 경영하여 얻는 농업소득은 오히려 그 비중과 금액이 모두 줄어들

고 있어, 농가소득의 증가를 견인하는 것은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임을 

알 수 있다. 1990년에는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56.8%를 차지한 반면 2019년에는 24.9%에 

그쳤고, 2019년 농가소득 중 사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의 합은 55.2%에 달했다.

농가소득

(A+B+C+D)

농업소득

(A)

농업외소득(B=a+b)
이전소득(C) 비경상소득(D)

겸업소득(a) 사업외소득(b)

1990 11,026
6,264

(56.8)

589

(5.3)

2,252

(20.4)

1,921

(17.4)
-

2000 23,072
10,897

(47.2)

1,435

(6.2)

5,997

(26.0)

4,743

(20.6)
-

2010 32,121
10,098

(31.4)

3,467

(10.8)

9,480

(29.5)

5,610

(17.5)

3,467

(10.8)

2019 41,182
10,261

(24.9)

5,828

(14.2)

11,499

(27.9)

11,230

(27.3)

2,364

(5.7)
주 : 비경상소득은 조사 시작 연도가 2003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표 4 소득종류별 연평균 농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

Ÿ 아래의 [그림 4]처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7)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가소득은 2003년 2,688만원에서 2018년 4,207만원으로 1.6배 증가하였고, 도시

근로자가구소득은 2003년 3,517만원에서 2018년 6,482만원으로 1.8배 증가하였다. 도시근로

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2003년 76%에 비해 2018년 65%로 약 11%p 하락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가구원 2인 이상의 일반가구 중 가구주의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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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추이

주1 : 도시근로자는 가구원 2인 이상의 일반가구 중 가구주의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주2 : 2017년부터 통계청에서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의 월평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

(2인 이상) 소득은 분기 단위 월평균 자료로 추산함.

주3 : 도농 소득 비율은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각 년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각 년도.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9), 「연도별 농가소득의 변화와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138호.

Ÿ 도시-농촌 간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내부에서 나타나는 소득 격차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는데, 특히 농촌의 소득 격차는 도시의 소득 격차에 비해서 매우 크게 나타난다.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평균소득÷1분

위 평균소득)’이다.

표 5 소득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 현황

(단위: 만원)

주1 : ‘도시’는 가구원 2인 이상의 일반가구 중 가구주의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주2 :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공하는 소득 중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년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국가구(2인이상) 소득5분위별 소득점유율 및 경계값 추이”, 각 년도.

  - 농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0년 7.6, 2010년 12.1, 2019년 10.9로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소득 5분위 배율이 크다는 것은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에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하위 20%(1분위) 농가보

다 상위 20%(5분위) 농가의 소득이 11배 가까이 높다는 뜻이다. 같은 해 도시 근로자 가구

의 소득 5분위 배율이 7.3배인 점을 고려하면, 농촌의 소득 격차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0 2010 2019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분위(A) 50 45 55 162 77 132

5분위(B) 381 201 667 732 842 965

5분위 배율(B/A) 7.6 4.5 12.1 4.5 10.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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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지원정책 현황 

l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안과 농가소득의 실질적 

하락, 농촌 인구 감소, 농업기반 붕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농촌사회의 불안을 해

소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의 예산이 농정에 투입되어왔다. 농가 지원정책은 크

게 소득 직접지원과 소득지원 외의 재정지원(설비 및 시설 지원, 농촌개발 등), 그리고 조세

지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소득 지원

Ÿ 농가에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순직불제(공익직불제), 직불성 복지(농어민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민 안전재해보험, 취약농가 인력지원8)등), 그리고 기타 직불제 예산

(농업재해보험, 피해보전 직불, 폐업지원, 축산물 수급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Ÿ 현행 농업직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1997년 경영이양직불사업이 도

입된 이후로 농가지원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안정장치로써 역할을 

수행해왔다(국회예산정책처, 2019)9). 직접지불제 도입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정책이 수매, 가

격지지, 시설지원 등의 정책이었다면 농업인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최병국, 2017)10). 

  - 소득 직접지원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순직불제, 즉 공익직불제이다. 농식

품부 전체 예산 중 직불제를 포함한 전체 소득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9%

에서 2020년 24.2%로 증가했으며, 그 규모는 약 3.8조에 달한다. 

표 6 소득 직접지원제도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농업분야 직불금 예산”11)

8)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 보육여건 개선,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은 직불성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어있다. 물론 공익직불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득 직접지원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유찬희·김태영, 2020, 29p.),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예산의 분류를 따랐다. 

9) 국회예산정책처(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쟁점분석, 1p.
10) 최병국(2017), 농업직접지불제 중장기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11) 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easyStatPage/T181863002702750.do [2021.06.21. 방문]

2001 2010 2020
직불예산합계 (A+B+C)

(농식품부 예산 대비 직불예산 비중)
2,221
(2.9%)

19,391
(14.9%)

38,238
(24.2%)

순직불제 예산 합계(A) 2,221 14,394 26,472

직불성
복지 예산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 2,534 3,329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332 834

취약농가 인력지원 - 65 94

합계(B) - 3,358 4,269

기타
직불제 예산

농업재해보험 - 986 4,794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 - 1,119

폐업지원 - 300 720

합계(C) - 1,659 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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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직불성 복지 예산과 기타 직불제 예산 중 비중이 큰 상위 3개 항목만을 기재하였다. ‘합계’는 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까지도 포함하는 수치이므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주2 : 최초의 직접지불제는 1997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제이지만, 현 직불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2001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다.

주3 : 직불성 복지 예산은 2008년, 기타 직불제 예산은 2004년부터 편성되었다. 

Ÿ 후술하겠지만, 이전 [IF-Report 2020-2 농가지원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에

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개편 이전의 직불금 제도는 사회적 재분배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

다. 생산 면적 및 생산량을 기반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부농·기업농에게 지원이 집중되었

기 때문이다.

Ÿ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쌀 고정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직불제를 

개편한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 5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쌀 중심의 

직불체계에서 작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방

식에서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체계로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소농의 직불금 수령 비중이 

여전히 작다는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 소득지원 외 재정지출

Ÿ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지출 중 주요 사업은 대부분 직불성 예산이 아닌 간접적인 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소

득 직접지원을 제외한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곡관리·유통(23.0%)이

며, 농업 체질강화(21.3%)와 농촌개발(18.8%)이 그 뒤를 이었다. 

표 7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

1990 2000 2021

양곡관리, 유통 310,716 (16.9) 양곡관리, 유통 2,967,857 (38.5) 양곡관리, 유통 3,746,653 (23.0)

농촌개발, 

복지증진
870,689 (78.4)

농촌개발, 

복지증진
1,723,478 (22.3)

농촌개발, 

복지증진
3,068,043 (18.8)

농업개발 460,218 생산기반조성 1,663,226 농업생산기반정비 1,948,377

생산기반확충 344,521 생활환경개선 52,582 지역활성화 1,119,666

농업용수개발 216,242
농촌소득원 

개발지원
7,670

농업체질강화 49,842 (2.7) 농업체질강화 575,484 (7.5) 농업체질강화 3,474,616 (21.3)

농업기계화 28,407 인력육성 318,042 인력육성 1,110,603

농산물검사 21,435 농업기계화 242,208 신산업육성 641,256

1,838,790 7,712,531 16,285,600

주1 : 사업별 대분류는 해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묶어 재구성함.

주2 : 밑의 합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체예산이며, 괄호 안의 값은 당해 농식품부 대비 비중임.

주3 : 수산업·어촌, 식품비, 기타사업비 등은 표에 생략되어있기 때문에 합이 100이 되지 않으며, 소득 직접지원
제도를 제외한 사업들만 포함되어 있음.

주4 : ‘농촌개발, 복지증진’의 경우 상위 3개 항목, ‘농업 체질강화’는 상위 2개 항목만을 기재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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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체질 강화는 산업지원 차원의 예산으로,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영

농 규모화, 생산시설 현대화, 농식품 안전관리,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역량 강

화 지원이나 금융지원, 기술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한다.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목

적의 예산이지만, 사실상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영농의 규모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소수의 

대농에게만 그 지원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노정된다.

  - 농촌개발은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거나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소득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활력 증진 강화 등을 꾀한다. 농촌개발에는 도로 확충과 건물 등을 

짓고 정비하는 활동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비농업분야로 예산이 유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 양곡관리·농산물유통은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수매, 저장시설 확충 등을 지원

하거나, 산지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가격보

전과 수급조절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 소득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3) 조세지출

   ① 조세감면 

Ÿ 2019년 명목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농

어민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는 전체 조세 지원의 12%인 약 6.2조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다12). 이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16개 분야 중 상위 4대 분야(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에 포함되는 규모이다.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감면 주요 항목은 아래

의 [표 8]과 같다.

표 8 농업 관련 3대 조세지출 항목별 추이
(단위: 억 원)

12) e-나라지표,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4

조세지출 항목 연혁 감면내용
조세지출액

2000 2011 2020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는 1989년부터, 축산업용

기자재와 사료 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1995년부터 

적용

비료·농약·사료 및 농·축

산·임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8,789 13,265 19,39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93년 신설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1,321 13,107 16,00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세

1986년 농업용 기계에 대

한 면세제도 도입으로 시

작되어 어업용 기계로 확

대

농림어업 사용 석유류 공급

에 대해 간접소비세(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

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

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전

액 면제

10,444 15,349 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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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0년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

1항 제7호, 제106조 제1항 제8호, 제106조 제2항 제9호, 제111조 제2호, 제111조 제3호, 제111조 제4호에 해당하

는 값의 합이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각 년도.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 대한민국 조세」, 423p.

국회예산정책처(2015),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 37p.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Ⅴ: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5p.

Ÿ 지난 20년 동안 농업 관련 조세지출 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자재 부가가치

세 영세율’과 ‘석유류 간접세 면세’는 농업 규모가 클수록, 즉 대농·기업농일수록 그 

혜택을 많이 받게 되어있다는 점에서 역진적이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점은, 양도소득세 감

면 규모가 20년만에 약 10배 이상 커졌으며, 최근에는 석유류 간접세 면세보다도 그 규모

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규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농지 보전이

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소수의 대농이, 심지어는 비농민인 

부재지주가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Ÿ 이외에도 농림수산 분야로 분류된 조세지출 내역 중 2017년 기준 연간 감면액이 1,000억원 

이상인 항목을 살펴보면,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5,521억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451억원),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1,219억원)가 있다. 

   ② 비과세/면세

Ÿ 한편, 3대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농업분야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 관련 조세 중 작물재배업의 소득세인 농업소득세는 2010년 

폐지되었다. 2016년부터는 작물재배업 종사자 중 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개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식량작물재배업의 경우에는 수입액에 관계없이 소득

세 비과세가 적용된다([표 9]). 

표 9 농업 분야 사업소득의 비과세 및 과세 항목

주 : 어업과 임업은 과세하고 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내부자료.

출처 : 임소영·김윤진·이실(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p.

Ÿ 이 외에도 농가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타 농가부업소득, 전통주제조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표 10]). 문제는 소득세 비과세의 규모가 농림업 

관련 부서나 조세연구원, 국세청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추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농업분류 과세내용

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 제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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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기타 농업분야 비과세 범위

구분 적용범위

농가부업소득
민박, 음식품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한 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 소득
전통주제조소득 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원 이하 소득

논·밭의 작물생산 이용으로 발생한 소득 논·밭 임대소득
산림소득 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원 이하 소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내부자료. 

출처 : 임소영(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p.

Ÿ 임소영·김윤진·이실(2016)의 보고서에서 농가경제조사(표본)를 활용하여 소득감면 규모를 

추산한 바 있어 농가 전체의 소득감면 규모를 추정하는데 일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보고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소득세 과세 확대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

익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여러 시나리오별로 결과를 추산했기 때문에 현재 농

업 분야 전체의 소득감면 규모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Ÿ 각 시나리오에 따른 농가별 평균 종합소득세 추산 결과는 [표 11]과 같다. 현재와 같이 작

물재배업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Baseline) 과세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소득을 

농가가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세하게 된다면 납세 가구는 전체 농가의 12.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가구당 평균 납세액은 58만 3,218원이며 농가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세

수는 6,537억 원이다.

  - 만약 작물재배업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고 2015년 소득세율을 적용(시나리오 S1)한다

면 납세 가구의 비중은 18.8%로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세액도 70만 519원으로, 세수도 

7,851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Baseline과 비교한다면 1,315억 원이 추가로 걷히는 것이다. 

작물재배업을 과세 대상으로 하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종

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적용하게 된다면(시나리오 S2), 납세 가구의 비중은 32.0%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납부세액도 89만 5,082원으로 증가한다. 이때 세수는 1조 

32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세액도 Baseline에 비해 57.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시나리오 S1-1 혹은 S2-1), 농업소득

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S1-2, S2-2)에는 추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Ÿ 추산 결과를 정리하면,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작물재배업 소득에 과세를 하게 된

다면 납세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 가구당 평균 세액은 시나리오 S1-2를 제외한 모

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데, 그 중 시나리오 S2의 평균 세액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시나리오 S1-2에서는 가구당 평균 세액이 baseline보다 감소하는데, 이는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을 농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가 농업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면 농

가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Ÿ 시나리오별 납부세액 추산 결과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표 12])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저소득구간(A)과 최고소득구간(B) 간의 격차는 

작물재배업 소득을 과세할 경우 더욱 커지는데, Baseline에서 두 구간 간 세액 격차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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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만원이었으며 S1과 S2를 적용한 결과 두 구간의 세액 격차는 각각 약 1,640만원과 약 

1,946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과세가 농가 간 소득재분배 측면

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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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납세 가구 비중(%) 가구당 평균 세액 세수(억 원)

Baseline(현재) 작물재배업 제외 종합소득과세 12.2 583,218 6,537

시나리오 S1

(소득세)

작물재배업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 18.8 (54.2%) 700,519 (20.1%) 7,851 (20.1%)

작물재배업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적용 17.7 (29.5%) 602,582 (2.8%) 6,754 (2.8%)

작물재배업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적용 + 

농업소득공제(가칭) 적용
14.5 (12.9%) 539,271 (-7.3%) 6,044 (-7.3%)

시나리오 S2

(농업소득세)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소득세 과세 32.0 (137.4%) 895,082 (57.8%) 10,032 (57.8%)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소득세 과세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적용 27.8 (48.8%) 797,144 (23.9%) 8,934 (23.9%)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소득세 과세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적용 + 

농업소득공제(가칭) 적용
16.4 (15.3%) 679,453 (12.1%) 7,615 (12.1%)

표 11 시나리오별 추산 결과

주1 : Baseline은 현재와 같이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임.

주2 : S1과 S2는 식량작물재배업을 포함한 작물재배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확대한 경우인데, 세율과 과표에 차이가 있음. S1은 작물재배업에 대해 과세하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S2는 폐지되었던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주3 : 납세가구는 납부할 세액이 0원 초과인 가구를 말함. 주4 : 괄호 안은 Baseline 대비 변화율임. 주5 : 추산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 통계청(2014), 「농가경제조사」.

출처 : 임소영·김윤진·이실(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0p.

소득구간
Baseline S1 S1-1 S1-2 S2 S2-1 S2-2

납부세액(원)

0 이하 (A) 0 0 -14,235 -14,235 1,236 -12,999 -12,999

0-1천만원 792 922 -55,751 -56,404 3,813 -52,860 -55,778

1천만-3천만원 5,691 11,998 -145,325 -150,451 27,344 -129,978 -144,904

3천만-5천만원 100,472 144,538 46,470 6,380 260,530 162,461 38,281

5천만-8천만원 570,095 760,670 759,034 613,443 1,131,898 1,130,262 812,660

8천만-1억원 1,649,988 1991376 1,991,376 1,647,838 2,738,462 2,738,462 2,219,839

1억원 초과 (B) 14,099,690 16,402,000 16,402,000 15,622,790 19,461,360 19,461,360 18,474,460

B-A 14,099,690 16,402,000 16,416,235 15,637,025 19,460,124 19,474,359 18,487,459

주 : 추산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음.

출처 : 임소영·김윤진·이실(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5p.

표 12 소득구간별 평균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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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가지원정책의 문제점 

l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직접 지원부터 시설·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

정지원, 그리고 조세지출 등 다방면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촌의 총체적인 몰락(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감소, 농촌 내부 양극화의 심화, 비농가 소유농지의 증가 등)은 여전히 해

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 농가지원정책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한계를 부농에게 

유리한 계층 간 형평성 문제와 농업 및 농촌지원사업의 효율성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수의 부농에게 유리한 계층 간 형평성 문제

l 도농 격차와 더불어 농촌 내부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현 농가지원정책이 결과

적으로는 소수의 대농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하에서는 소득 직접

지원 정책, 간접적인 형태의 투자지원, 그리고 조세지출이 농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농보

다 소수의 대농·기업농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소득지원 

Ÿ 2020년 공익직불금 지급현황13)에 의하면 소농직불금 지급액은 5,174억, 면적직불금 지급액

은 1조 7,579억원으로 나타났다. 개편 이전의 직불제에 비해 소규모 농가·농업인에게 지급

되는 직불금의 비중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경지 규모별 농가 현황과 비교해봤을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 오랜 기간 시행되어왔던 개편 이전 직불사업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동

일한 단가를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영세농·소농인에 대한 소득보전 기능이 미흡했다. 

국회예산정책처(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경영 규모별 직불금 수취 현황을 비교했

을 때 대농(경영규모 3.0ha 이상)이 소농(1.0ha 미만)보다 적게는 6.5배, 많게는 15.5배에 달

하는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직불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직불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편 이전에 비해 영세농의 직불금 수령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영세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그 직불금 수령 규모는 부족한 실정이다. [표 14]에도 나타나듯 영세 농업인(경영 규모 

0.5ha 미만)은 전체 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하지만, 직불금 수령액 규모는 직

불금 수령액 전체 중 22.4%에 불과하다. 한편, 경영 규모가 2ha 이상인 대농은 농가의 

13) “영세·밭 농가 공익직불금 수령액 대폭 늘어…‘최악 흉년’에 버팀목 됐다”, 농민신문, 2020년 12월 26일.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1040/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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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 것에 반해, 직불금 수령 규모는 전체 수령액의 4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0ha 미만 (A) 3.0ha 이상 (B) B/A

쌀고정직불 416,265 6,073,893 14.6

쌀변동직불 329,234 4,727,170 14.4

밭농업직불 169,853 2,633,928 15.5

경영이양직불 1,485,133 9,149,321 6.5

조건불리직불 222,540 2,380,404 10.7

친환경직불 255,336 2,868,850 11.2

경관보전직불 599,612 7,564,189 12.6

주1 : 쌀변동직불은 2017년도 기준임.

주2 : 전체 금액을 수령 인원으로 나눈 평균수령액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16p.

표 13 2018년도 경영규모별 1인당 평균 직불금 수취 현황 

(단위: 원, 배)

표 14 경지 규모별 농가 현황과 공익직불금 수령액

(단위: 천 가구, %, 억, %)

0.5ha 미만 0.5~2.0ha 2ha 이상 계

농가 수 479 (47.5) 388 (38.5) 132 (13.2) 1,007

직불금 수령액(2020) 5,091 (22.4) 8,043 (35.3) 9,619 (42.3) 22,753

직불금 수령액(2019) 1,306 (10.6) 4,642 (37.6) 6,408 (51.8) 12,356

주1 : 경지 규모별 농가 수는 2019년 자료임.

주2 : 2020년 직불금 수령액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11.05.)14) 참고.

주3 : 2019년 직불금 수령액 자료는 통계청(202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2020),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2) 소득지원 외 재정지출

Ÿ 앞서 농가지원정책의 현황에서도 살펴봤듯이, 농림수산분야의 재정지출 중 대부분은 투자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 시설이나 농기자재에 대한 보조 등의 투자 지원사업

은 지원 금액의 부가가치 중 상당한 부분이 해당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나 건설업자

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다. 경영 규모가 크고 소득이 많은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고, 영세규모

의 소농들이 배제되기 쉬운 보조금인 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농가의 소득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15). 

3) 조세지출

Ÿ 농림수산 조세 지원의 목적은 농·수산인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이를 통하여 농업

인에 대한 소득이전 기능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다(노용환·박진도, 2015). 

14)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5일부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11월 05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470
15) “건강한 농업, 든든한 미래 ②줄줄 새는 예산을 막아라”, 농수축산신문, 2021년 01월 05일.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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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분야에서의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농림축산어민의 소득

보전 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다.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6.2조원(국회예산정책

처, 2020)이며,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이다. 

Ÿ 그러나 큰 규모의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활동 부문에 비해 농업 및 농가의 성과

와 위상이 개선되어 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조세지출의 규모 측정이 용이하

지 않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오히려 형평성에 저해되는 재분배 역효과를 초래하

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노용환·박진도, 2015).

Ÿ 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며, 영세소농과 고령농가의 농지 매매를 촉진하

여 영농의 규모화와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1974년 도입되었으나, 농업 외 소득이 고액인 

자가 다수 감면혜택을 받는 등 당초 도입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감사원, 2014). 

Ÿ 지난 2014년 감사원의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자경농지를 

매매하고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7,286명을 분석한 결과([표 15]) 영세농이

라고 할 수 없는 양도소득금액 5억원 이상인 양도자가 1,647명으로 22.6%를 차지했다16).

소득금액 1억원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계

인원 147 5,492 1,251 303 44 49 7,286

비중 2.0 75.4 17.2 4.1 0.6 0.7 100.0

자료 : 국세청.

출처 : 감사원(20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0p.

표 15 양도자의 양도소득 현황
(단위: 명, %)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3,700만원-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5억원 미만

5억원-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계

인원 6,242 210 425 304 53 52 7,286

비중 85.7 2.9 5.8 4.2 0.7 0.7 100.0

주 : 농업 외 소득금액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임.

자료 : 국세청.

출처 : 감사원(20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0p.

표 16 양도자의 농업 외 소득 현황

(단위: 명, %)

 

 - 위의 7,286명에 대해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확인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농업을 주업으

16) “부농(富農)에 양도세 감면 펑펑... 감사원 ‘제도 고쳐라’”, 조세일보, 2014년 05월 01일.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21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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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않는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가 1,044명이고, 심지어 농업 외 소득

이 10억 원이 넘는 자도 52명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영세소농과 고령농가의 농지 매매를 촉진하고,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한 당초 도입목

적과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Ÿ 조윤희(2015)의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보고서」17)에도 언급되어 있듯 동 제도는 농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농지에 대해 더 많이 감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

며, 지가상승이 큰 대도시 인근의 농지소유자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서울은 평균면제액이 약 4,700만원인 반면, 전남은 총 감면 건수는 많지만 

평균면제액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림 5 지역별 평균감면세액과 건수(2013)           그림 6 지역별 총 감면세액과 건수(2013)

자료 : 국세통계, 2014.

출처 : 조윤희(2015), 「농업보조사업 평가」, 43p.

그림 7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역별 평균감면세액과 농경지면적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농업면적조사」, 2015. 국세통계, 2014.

출처 : 조윤희(2015), 「농업보조사업 평가」, 44p.

  

17) 조윤희(2015), 「농업보조사업 평가」. 사업평가 15-08(통권 345호), 43-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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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그림 7]에도 볼 수 있듯이 농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의 양도소득세 평균감면세액

은 가장 낮은 반면, 서울의 평균감면세액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경지면적은 서울이 

100ha, 전남은 30만 8백ha로 서울보다 약 308배 많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지만, 평균감면세

액은 각각 4,720만원과 300만원으로 약 15.7배 차이 난다. 순수 농촌 지역의 농지는 용도 제

한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억제되기 때문에, 결국 면제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

권에 더 많은 감면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 주된 혜택은 수

도권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대다수의 영세소농에게는 거

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 부재지주가 편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Ÿ ②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

거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해당 조세특례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완화하고 농산물의 생산비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1989

년에 도입되었다18).

Ÿ KDI(2017)가 영세율 적용 이전과 이후의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수, 일반적 엔트로피 지수

(GE)) 측정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17]과 같이 농가소득과 농업

소득 둘 다 모든 소득 불평등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율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제도가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19).

소득불평등 지수
농가소득 농업소득

영세율 제도 미시행 영세율 제도 시행 영세율 제도 미시행 영세율 제도 시행

지니계수 0.4334 0.4345 0.6504 0.6520

GE(1) 0.3377 0.3406 0.8415 0.8488

GE(2) 0.5111 0.5215 1.8328 1.8672

표 17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소득불평등 지수

주 : GE는 일반적 엔트로피 지수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3.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에 영세율, 128p.

Ÿ ③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이하 면세유)를 통한 조세 지원은 농업생산을 장

려하는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역시 다수의 영세 소농보다는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소

수의 대농에게 유리한 역진성을 가진 정책수단이다.

18) 한국개발연구원(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34p.
19) 한국개발연구원(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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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용환·박진도(2015)에 의하면 면세유 종별 공급량 비중(%)은 2013년을 기준으로 경유 

139.7만kl(81.8%), 등유 19.3만kl(11.3%), 휘발유 7.7만kl(4.5%) 순으로 나타난다. 개인과 법인

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면, 2013년 우리나라 농가의 77.9%가 면세유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3년 기간 중 면세유 사용자 개인 및 사업체의 

94.2%가 면세유를 5년 연속 사용하였으며, 신규 사용자 혹은 사업자 수는 0.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Ÿ 동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간 면세 경유를 1만 리터 이상 소비하는 농민은 

전체의 3.1% 수준이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면세유의 양은 총사용량의 45.6%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18]). 반면, [표 1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면세 경유 500리터 미만 사용자

는 70%이며, 면세휘발유 100리터 미만 사용자는 93.7%에 달한다20).

표 18 연간 1만리터 이상 면세 경유 사용자 분포 (2009-2013년)

표 19 면세휘발유 및 면세경유 소량 사용자 분포 (2009-2013년)

연도

휘발유 경유
총 사용자수

(명)

연간 100리터 미만 총 사용자수

(명)

연간 500리터 미만

사용자수 (명) 비율(%) 사용자수 (명) 비율(%)

2009 802,330 669,896 83.5 755,900 638,195 84.4

2010 784,317 744,256 94.9 743,457 640,499 86.2

2011 736,595 692,331 94.0 710,216 570,317 80.3

2012 724,008 691,833 95.6 747,639 567,003 75.8

2013 725,313 679,624 93.7 752,132 524,103 69.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내부 DB

출처 : 노용환·박진도, 2015,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방안. 51p.

Ÿ 국회예산정책처(2020)는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위의 제도에 대해 소득보전

이 주요 목적이라면, 정책대상의 타겟팅이 가능하고 사후 점검 및 관리가 용이한 재정지출

20) 노용환·박진도(2015),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 51p.

연도
총 사용자수

(명)

연간 1만리터 이상
총 사용량

(만 리터)

연간 1만리터 이상

사용자수 (명) 비율(%)
사용량 (만 

리터)
비율(%)

2009 755,900 28,331 3.7 149,407 84,248 56.4

2010 743,457 30,545 4.1 156,138 92,242 59.1

2011 710,216 28,590 4.0 148,106 82,323 55.6

2012 747,639 25,915 3.5 144,413 72,112 49.9

2013 752,132 23,540 3.1 139,658 63,747 45.6

주 :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인과 개인의 면세유 종별 연평균 사용량을 살펴봤을 때, 2013년을 기준으로 경유는 

개인이 약 1,800리터, 법인은 약 13,500리터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졌지만 휘발유는 개인이 105리터, 법인이 350

리터 정도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법인의 휘발유 사용자 비율 역시 31.7%로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 19]와 

같은 비교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내부 DB

출처 : 노용환·박진도, 2015,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방안. 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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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사 제도와의 통합을 계획할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전달 

경로에서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재설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정부의 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에서도 중기적으로는 수혜자에 의한 직접환급제도로

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책목표에서 소득보전을 더 중시할 경우 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출 혹은 다른 소득지원 조세 지원체계에 통합할 것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

된 바 있다.21) 

l 조세지출의 형평성 문제는 농업부문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박노욱(2013)은 개별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적정성을 [표 20]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만약 정

책수단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의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

할 것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Ÿ 동 보고서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출예산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조세지출이 정책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재정지출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로는 형평성이 저

해되는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표 20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판단 기준

출처 : 박노욱(2013),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연구원, 49p.

21) 국회예산정책처(2020),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88p.

재정지출이 타당성이 높은 경우 조세지출이 타당성이 높은 경우

수혜자
- 세금부담과 무관한 경우
- 취약계층, 특정 수혜자에 대한 혜택인 경우
- 수혜자의 선택권이 없는 경우

- 세금부담이 있는 수혜자
- 일반 계층 다수에 대한 지원인 경우 (고소득자에게 집중

여부 별도 고려)
- 시장이 존재하여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한 경우

보조방식

- 보조대상이 다양하고, 보조수준도 달라야 하는 경우
-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생필품, 필수비용 등)
- 보조수준이 높은 경우
- 취약계층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 보조대상이 단순하여 일률적 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퇴직저축, 건강보험 등)
- 보조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 효율적인 대상에 더 높은 보조를 하고 싶은 경우

지원시기
- 일시적, 한시적 지원(시범사업 성격이거나, 지속여부 불

투명한 사업 등)
- 초기, 사전적 지원에 적합

- 중장기적, 항구적 지원(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필요한 경
우)

- 초기 이후 지원에 적합

행정집행

- 집행점검, 결과확인, 대상자 선정 등이 필요하며, 이 경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원한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재정 지출시 관여기관, 인원, 선정절차, 대상자 선정 등이 
매우 어려울 경우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소규모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영향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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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및 농촌 지원사업의 효율성

l 농업 및 농촌 지원사업의 효율성 문제는 재정지출 중에서도 특히 소득 직접지원 외에 이루어

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농가에 

직접 전달되는 비율이 저조하며, 오히려 사업 집행 중간 단계에 있는 건설업자와 같은 보조

사업자들에게 수혜가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Ÿ 농가 지원정책의 저조한 전달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누차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 시설이나 농기자재에 대한 보조 등과 같은 유형의 투자 지원사업은 

지원 금액의 부가가치 중 상당한 부분이 해당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나 건설업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체 등으로 예산이 빠져나가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작년 9월, 한국농어민신문에서 주최한 ‘코로나19 시대의 성찰과 농의 가치’를 주제로 하

는 토론회에서도 농가 지원 예산의 저조한 전달률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은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해서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건설업

자와 컨설팅 업자들이 붙어 건물만 세우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22) 

  - 무엇보다도, 농가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정책수단으로서 전달률이 가장 높기 때

문에 투자지원의 형태가 아닌 직불제 중심의 농정예산 재편을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

한다(강마야, 2018; 김태훈 외, 2020). 하지만 대농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민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l 게다가, 농업과 농촌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외 분야로의 이

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다.

Ÿ 소득 직접지원 외에 실시하는 사업 중 [농촌개발·복지증진]이나 [농업 체질강화]는 대표적

으로 산업지원적 성격을 갖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

촌구조개선사업은 대부분의 예산을 기반정비·시설개선 등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농업 및 

농촌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비중은 매우 작

게 나타난다.

l 결론적으로 ‘농가지원’이라는 정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중간에서 사업을 집행하

는 이들에게 수혜가 집중되거나, 농업 외의 분야로 이전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 농가 지원정책의 집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22) “[코로나 시대 성찰과 농의 가치]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낯 확인... 농업·농촌 가치 복원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2020년 09월 18일.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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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언 –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 전환 

l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개방 이후 농촌·농업의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지원정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농가소득지원을 위한 기존 방식의 재정, 조세지출(조세

감면)은 형평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l 기존 농가지원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농촌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가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문제점으로 지

적했던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제도를 통폐합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l 농민기본소득을 농민 1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 지급할 경우,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13조 8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Ÿ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농가 수는 103만, 전국 농민 수는 약 231만 명이며 개인

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지급할 시 연간 약 13조 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농가 평균 가구원 수가 2.2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약 월 100만원, 연 약 

1,2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 가구 단위의 지급은 의도적인 가구 분리(1인 가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Ÿ 농민기본소득의 세부적인 수급 자격요건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련해야

겠지만, 원칙적으로 기업농인 농업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하고23), 1년 이상 300평 이상을 경

작하며 해당 농지 소재 지자체에 실거주하는 농민으로 하되, 신규 귀농자에 대해서는 예외

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농민인 성년 자녀는 수급 자격이 있으

나 미성년 자녀는 농민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 1년 이상 300평 이상 경작 요건은 현행법상 비농민의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을 300평 이하

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한 비농민의 농민기본소득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

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로 현재 직불금 수급 요건은 직전 1년 이상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하인 농민이며, 지자체별 농민수당의 경우 대개 1년 이상 실주거 및 경

작을 요건으로 한다. 농지 취득에는 농업경영인 자격 증명 요건이 있다.

l 농민 1인당 월 50만원의 농민기본소득 실시에 소요되는 13조 8천억원은 기존 농민 소득지원 

재정지출 통합 흡수(약 3.8조),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약 6.2조), 기타 재정 절감 및 조세

지출 전환 세수(약 1조원) 등 기존 재정지출의 조정과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을 통해 약 

11조원을 확보하고, 예산 증가분과 일부 추가 세출 조정 등으로 추가 소요 예산 약 2조 8천억

23) 고용 관계에 있는 농업법인의 임직원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셈이 된다
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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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Ÿ 2021년 예산안 기준 직불제, 직불성 복지 예산 등 직접 소득지원 예산은 약 3.8조에 이른다. 

앞서 지적한 대로 직불제는 대농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농민기본소득으로 흡수, 

통합해 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90% 이상의 대다수 농민에게는 오히려 보다 큰 혜

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Ÿ 또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석유류 간접세 면세 등도 그 혜택이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농민 및 대농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 기준 약 6.2조에 

이르는 조세감면제도를 재정지출로 전환해 농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계층 간 형평

성 차원에서나, 대다수 농민에 대한 소득지원의 실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Ÿ 더구나 현재 고소득 농민일수록 면세 규모가 커지는 농민에 대한 소득세 면세제도도 일정 

소득 이하인 자에게만 면세 혜택을 주고, 과세자에게는 소득공제만 적용하는 일반적인 소

득세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최소 수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

당 월 50만원, 가구당 평균 월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농민

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중위소득 30%, 2인가구 기준 월 약 92만

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 수천억원도 농민기본소

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함에 따라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에서도 탈락하

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농촌 인구의 약 절반이 고령층임을 감안하면, 

특히 의료급여 혜택은 매우 중요한 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가 자격이 탈락되는 농민들

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Ÿ 추가로 필요한 2조 8천억원은 최근 세수 및 예산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예산 자연 증가분

과 간접적인 소득지원적 성격을 가진 양곡관리 및 유통 분야 예산 약 3조 7천억(2021년 기

준) 중 일부를 세출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 앞서 지적했듯이, 대표적인 소득지원 재정지출인 공익직불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지출 역시 기본적으로 부농에게는 큰 혜택이 가는 

반면, 대다수의 영세농이 받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계층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조세지출이 갖는 일반적인 문제로,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타겟층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은 검증된 일반론이다. 

l 인당 월 50만원, 가구당 월평균 약 100만원의 농민 기본소득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존의 농민 소득지원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

혁하는 방안이다. 무엇보다 추가 소요 재원이 약 2.8조원에 불과하고, 이는 예산 증가분과 일

부 추가 세출 조정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재정대책 없이도 비교적 조

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농민 소득지원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제도를 대체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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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소득지원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현재의 재정, 조세지출 구조를 개혁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한다면 2019년 기준 7.6%인 대농에 집중된 기존 재정, 조세지출의 혜택을 대다수 농민에게 보

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과 계층 간 형평성 제고는 물론, 도시지역에 비해 

심각한 농촌 내부의 빈부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 또한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요건인 개별성, 정기성, 충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기본소득의 재원은 재정지출의 효율적 조정, 조세정의와 계층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조

세지출의 축소, 폐지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바, 농민 기본소득은 그와 같은 재원 

조달 방식에 부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기본소득은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효과를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Ÿ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농민수당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 50

만원, 10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방안은 기본소득의 충분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취약계

층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사회적으

로 훨씬 더 유의미할 것이다.

l 다른 한편으로 농민 기본소득 지급은 귀농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농업 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 고령화와 농민 감소, 그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을 살리고, 농업과 농가 인구를 유지하는 유력한 정책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Ÿ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

은 전체 농가 인구의 52.3%로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 수는 

2028년에는 94.8만 호로 줄어들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8년 예상 농가 호수는 약 87만 

가구로 2018년(102만 가구)에 약 15만 가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전국 기초

지자체의 약 42.5%에 달하는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Ÿ 이러한 농촌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고, 농업 및 농가 유지를 위한 유력한 정책 대안이 귀농

귀촌의 활성화이며, 농민기본소득은 [IF-Report 2020-2]에서도 제언한 바 있듯이, 귀농

귀촌인에게 농지은행을 통해 확보한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해주는 방안

과 함께 획기적인 귀농귀촌 지원책이 될 것이다. 

l 농민기본소득 실시에 대한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농가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조

세지출의 혜택이 소수의 부농·기업농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농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농민기본소득 실시에 다수의 농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Ÿ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영세소농과 대농의 1인당 직불금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그 격차

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9)에 따르면 2018년 경영 규모별 직

불금 수취 현황을 비교했을 때 대농의 1인당 평균 직불금 수령 규모가 소농에 비해 직불제 

종류에 따라 적게는 6.5배, 많게는 1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Ÿ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절대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훨씬 더 큰 이득일 것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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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농민기본소득만 해도 월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기초연금(30만원)을 받는 가구라면 결국 월 160만원의 소득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여기에 

농업소득과 겸업소득 등이 추가로 더해질 것까지 감안한다면 절대 다수의 농가가 반대할 

이유는 더욱 없다.

l 한편, 인당 연 600만원, 가구당 연 1,200만원에 이르는 농민기본소득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면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 자격 기준을 엄

격히 하고, 사전,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Ÿ 현재도 농지법상 주말농장 외에는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투기 목적의 불법, 편법적인 농지 취득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직불금 부정수급의 사

례도 해마다 다수 적발되고 있다.

Ÿ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의 상당한 지급 수준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엄격한 자격 기준 마련은 물론 시행 전 수급 농민 자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후 자격 유지 및 신규 자격 취득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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