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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연구 목적은 여건 변화 속에서 농지관리 측면에서 대두되는 과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농

지종합관리기구 필요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제안하는 데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농지종합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역할, 이에 필요한 체계 등을 분

석하고, 현재 주체별 역할을 어떠한 식으로 재편·개선할 수 있는지를 모색함. 이 과정에서 

현행 농지은행의 사업 및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함.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해외 사례 조사, 법령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연구 방

법을 주로 사용하였음. 

연구 결과

○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필두로 계속 확대되어 왔고, 주요 지향점이 기존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점차 ‘농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관리’로 변화해 왔음. 그럼에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농지관리 업무에서는 크게 기여하고 못하고 있고, 농지은행 사업

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계속 안고 있음. 농지 관리 거버넌스로서 농지은행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지은행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독일, 프랑스의 농지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이끌어 냈음.

- 일본 농지관리 체계를 보면, 1) 행정인 시정촌청과 도도부현청, 2) 전반적 농지관리를 담당

하는 농업위원회, 3) 농지관리중간기구(시정촌 차원의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포함)의 

삼각 체계로 농지관리를 수행함. 이 중 농업위원회는 농지 권리이동 허가, 유휴농지 관리, 

농지전용 검토, 농지대장 작성 업무를 맡으면서 농지관리 중심 역할을 수행함. 시정촌과 도

도부현 등 행정기관은 농지를 집단화하여 거래 혹은 임대차할 필요가 발생할 때 농지의 권

리이동에 개입하고, 집단화사업 시행 주체로서 농지중간관리기구가 기능함. 

- 독일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 정책은 농지은행 사업보다 농지제도를 중심으로 실시

요 약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mafra
텍스트 상자   
[자료실] 예약하신 "" 도서가 대출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료실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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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 농지거래제도에 의한 선매권 및 재매입권과 농지임대차 관리 제도가 농업구조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농지은행에 해당하는 공동이익토지회사는 농지시

장을 안정화하고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유동화 사업을 실시하는 실행기관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음. 주요 수단으로 농지매입‧비축사업, 선매권 행사, 제3자를 위한 수탁매입‧
비축, 농지재정비 지원 등이 농지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프랑스 농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농업구조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추진되어 왔음. 주요 

농업구조정책 수단으로 경작권 허가제와 SAFER의 선매권 등이 농지제도와 결부되어 운

영됨. 즉, 프랑스에서 주된 농지관리 업무는 ① 경작허가제, ② 농지거래 개입(선매권 행사), 

③ 농지임대차 관리(임대료 상하한 설정)이고, 이 중 SAFER가 농지거래 개입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함. 특히 SAFER는 토지소유자의 거래(매도 및 임대) 의향을 통보받아 필요

시 매입하거나(선매권 행사 포함) 임대수탁하고, 영농정착 지원 등 다양한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유동화 사업을 위해 농지를 매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 과정에서 SAFER는 농지시장

의 거래 안정화 기능도 담당하게 됨. 

○  농지은행 사업의 문제점과 해외 농지관리제도에서 이끌어낸 시사점을 고려할 때, 농지은행관

리원 설립 필요성은 한편으로 농지관리 기능 강화 및 농지관리종합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찾을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은행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질적 개선

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됨.

정책 제언

○  농지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현행 관련 주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보

완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자체 농지관리 부서, 농지위원회, 농지은행관

리원이 농지관리의 핵심 주체로 협력하는 체계를 제안함. 

- 지자체 농지관리 부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등 사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농지 처분 명령(유예 포함) 등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음.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농취증 심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용도 사용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소유 등 조사) 참여가 됨. 농지위원회는 현지 사정에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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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업인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농지관리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공사법」 개정으로 농지은행관리원 기능은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를 농지은행관리원의 과업으로 구체화하고, 타 기관들과 농지관

리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연계된 농지종합관리시스템을 완성하도록 함.

○  농지은행관리원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의 과업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농지관리 행정 및 농지위원회가 수행하는 농지관리 업무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구축

하는 것임(농지관리 기반 구축 기능 강화). 구체적으로 농지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현행화하고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관리원이 통합적인 농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농지대장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주도적으로 혹은 협력적으로 수행함(농지관리의 

동반자 기능 수행). 농지소유(처분명령)와 관련된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농지

의 DB 정보 제공 및 농지정보시스템에 의한 (위험군) 유형화 지원 등의 협력적 방식으로 농

지이용실태조사를 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및 유휴농지 실태조사에서는 주도적

으로 농지의 물리적, 환경적 실태 및 입지적 여건을 조사하도록 함.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

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농지은행관리원이 주도적으로 담당함.

- 농지은행사업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 유동화와 결부되게 할 뿐 아니라 농지이용을 효

율화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과 결부되도록 함(농지은행사업의 양적·질적 개선방안). 구체

적으로 농지의 입수·비축·출수 형태로 농지은행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농

지매입·비축사업의 체계 정착과 단계적 발전을 추진하며,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 지원을 농

지은행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 추진 등을 제안함. 

○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적합한 농지은행관리원 체계를 검토함. 

- 한국농어촌공사 내의 일부 조직으로 설치(제1안),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부설기관)

로 설립(제2안, 농지관리기금 업무 포함 여부에 따라 세부안 구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립(제3안, 농지관리기금 업무 포함 여부에 따라 세부안 구분)하는 안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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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함. 제1안에서 제3안으로 갈수록, 농지은행관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지만, 초

기 인력 확보 및 재원 조달 문제가 두드러짐.

- 당면한 현안으로서 농지은행관리원의 설립은 한국농어촌공사 내 일부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임(개정된 공사법에 근거). 이 연구가 제안하는 농지은행관리원 설립안은 공사의 전담상

임이사가 농지은행관리원장이 되고, 소속 조직은 농지은행처, 농지관리처, 기금관리처의 3

개 처로 구성하는 것임.

- 향후 농지은행관리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게 되면, 농지은행관리원을 이 연구에서 검토한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 형태 혹

은 공사로부터 독립된 독립기관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때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농지관리기금 업무도 담당하도록 하고, 독립 기관이 되는 경우에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

관리의 종합적 전담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관리원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전문 인력 신규 충원 방안(추가로 신입 직원은 농지은

행에서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끔 하여 전문성을 강화), 현직 직원 전문성 강화와 인력 

운영 방안, 농지은행관리원 근무 경력을 승진 조건으로 규정, 사내 자격증 제도 운영, ‘농지은

행관리’ 직군 신설·운영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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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 필요성

❍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중이 늘어나고(박준기 외 2020)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된 가운데 청

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의 농지 확보 수요도 증가하는 등(임소영 외 2020) 농지 이용을 둘러

싼 수요도 변화하고 있어, 농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편 2021년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공사법」) 등 농지관리 관련 법안 3건이 개정되

었음.

- 일부 조항(농지위원회 및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등)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정으로 실

시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함.

1.1. 연구 필요성

1.1.1. 농지 소유 및 이용 구조 개선 필요

❍ 농가 인구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 농지 유휴화나 고령 농업인 영농 중단에 따른 비농

업인 농지 소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표 1-1>. 

- 평균 기대 수명 83.3세(통계청 『생명표』)를 적용하면, 약 10년 후 현재 70대 이상 고령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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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 소유권이 대부분 변화할 것임. 2018년 현재 7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면적

이 전체 농지의 45.1%에 이르기 때문에 농지 임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 해당 농가가 모

두 농업인이고 이 중 10%1)만이 영농 승계를 한다고 가정하면, 2031년에는 농지 중 약 43

만 ha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로 전환될 수 있음(박준기 외 2020). 

<표 1-1> 경영주 연령 구간별 농가 인구 추이(1970~2015년)

단위: 만 명, (%)

구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60세 이상

비율
70세 이상

비율

1970 21.6 65.8 66.3 57.0 29.6 8.1 (15.2%) (3.3%)

1980 13.0 36.7 66.5 55.6 43.8 0 (20.3%) (0.0%)

1990 3.7 22.1 37.3 58.4 40.3 15 (31.3%) (8.5%)

2000 0.7 8.4 23.8 34.8 47.9 22.7 (51.0%) (16.4%)

2005 0.2 4.0 18.6 30.3 43.0 46.9 (62.9%) (32.8%)

2010 0.2 3.1 14.0 28.7 35.2 53.2 (65.8%) (39.6%)

2015 0.1 1.4 8.4 24.7 33.2 58.7 (72.6%) (46.4%)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유찬희 외(2020: 61)에서 재인용.

❍ 농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규모농·자본집약 농가와 취약 농가2) 비율이 모두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됨<그림 1-1>.

<그림 1-1> 농업 경영체 유형 비중 변화 전망(2021~2030년)

자료: 유찬희 외(2020: 58). 

1) 2011~2014년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 비중은 9.6%였음(통계청. 『영농승계자별 농가』). 

2) 규모농은 경지 면적 3ha 이상인 농가, 자본집약농은 감가상각비 500만 원 이상, 고정자산 3억 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취약 농가는 전업 농가 중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를 뜻함(유찬희 외 202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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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규모화된 농가와 취약 농가 모두 농지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규모화 농가는 농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입보다는 임차 방식으로 규모를 늘리려 함. 농

지 면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져 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대로 청년농·신규진입농·귀농인 등이 속하기 쉬운 취약 농가는 높은 농지 가격, 농지 정

보 접근성 제한, 지역 사회 관계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쉬움. 한 

예로 한국농어촌공사도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층을 

지원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표 1-2>. 

<표 1-2> 연령별 매입/임차면적(2012~2019년 누적)

단위: ha, (%)

사업명 2030세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법인 등 합계

농지매매 3,407(34.0) 2,377(23.8) 3,583(35.8) 604(6.0) 35(0.3) 10,006(100.0)

임차임대 2,498(24.1) 2,374(22.9) 4,400(42.5) 1,045(10.1) 34(0.3) 10,351(100.0)

공공임대 5,547(57.7) 1,462(15.2) 1,987(20.7) 611(6.4) 2(0.3) 9,609(100.0)

임대수탁 12,130(15.7) 10,478(13.6) 23,101(29.9) 31,308(40.5) 205(0.0) 77,222(100.0)

합계 23,582(22.0) 16,691(15.6) 33,071(30.9) 33,568(31.3) 276(0.3) 107,188(100.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임소영 외(2020: 22)에서 재인용. 

1.1.2. 비농업인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 필요

❍ 2005년과 2015년 비농업인 소유 농지 면적 비율은 38.3~42.8%로 추정됨<표 1-3>. 

- 2015년 기준 비농업인 소유 농지 비율은 42.8%(72만 ha), 비농업인이 직접 이용하는 비

율은 19.1%(32만 ha)로 추정됨. 결국 비농업인 소유 농지 중 55.4%를 농업인에게 임대

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임차한 면적 중 다른 ‘농업인 소유 농지를 임차한 면적 비중’은 2005년 

18.3%(59.7만 ha 중 10.9만 ha)에서 2015년 11.3%로 소폭 증가하였음. 반면 ‘농업인이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임차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81.7%에서 77.9%로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이 매우 높음(박준기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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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농업인·비농업인의 소유 및 임차 농지 면적 추정 결과

단위: 만 ha, (%)

구분
전체 
농지 
면적

농업인 농지 이용 면적 비농업인 소유

소계
농업인 
소유+

직접 자경

농업인 소유 농지 임차

소계
비농업인 

소유 농지 임차
비농업인 소유+

직접 이용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한 

면적

2005년 182.4 
156.4 
(85.7)

96.7 
(53.0)

59.7 
(32.7)

10.9 
74.8 

(41.0)
48.7 

26.0 
(14.3)

2010년 171.5 
150.2
(87.6)

93.5
(54.5) 

56.7
(33.1) 

12.3 
65.6

(38.3)
44.3 

21.3
(12.4) 

2015년 167.9 
135.9
(80.9)

84.8
(50.5) 

51.1
(30.4) 

11.3 
71.8

(42.8) 
39.8 

32.0
(19.1) 

자료: 박준기 외(2020: 18). 

❍ 비농업인 농지 소유가 현재보다 늘어난다면 농지 소유 및 이용 그리고 관련 제도 측면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최근 공익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서 나타난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 등을 보더라도 농지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

인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상속·이농 농지 역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속 및 이농 농지는 「농지법」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의거하여 예외적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2020년 2월 11일 개정 이후 소유 상한은 1만 ㎡로 제한되고 있음. 

- 상속 농지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 때문에 상속 농지의 취득 및 처분 관리가 어렵고, 해당 농지 정보를 파

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김수석 외 2020: 107-108). 

- 이는 앞서 논의한 농지 면적 감소 및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1.3. 「농지법」 등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1년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공사법」) 등 농지관리 관련 

법안 3건이 일차적으로 개정됨<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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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농지 소유·이용·보전·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의제 중 상당수는 이번 「농지법」 등의 개

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표 1-4>. 

- 이 중 일부 조항(농지위원회 및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등)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정으

로 실시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할 상태에 있음.

<표 1-4> 농지 관련 주요 의제 중 「농지법」 등 개정 법령에 반영된 사항

구분 「농지법」 「경영체법」 「공사법」

이농·상속농지 
관리 강화

-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제4호의 
2(상속 농지), 제4호의 3(이농 농지) 
신설

-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개정

-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개정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제한 강화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2항 제3호 개
정

-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개
정/신설

- 제8조의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
급제한) 신설

농업법인 농지 
소유 관리 강화

- 제8조의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
급제한) 신설

-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개정

- 제16조(설립신고 등) 개정
- 제16조의 2(신고확인증의 발급) 

신설
- 제16조의 3(설립등기 등)
- 제18조의 2(합병·분할) 개정
- 제19조(설립 등) 개정
- 제19조의 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신설
- 제19조의  3(설립등기 등) 신설
- 제20조(사업 범위) 신설
- 제20조의 2(부동산업의 금지) 신설
- 제20조의 4(실태 조사) 개정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목적

❍ 연구 목적은 식량안보 및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차원에서 농지 보전 중요성 증대, 청년농·귀

농인 등 새로운 계층의 농지 수요 증대 등 여건 변화 속에서, 상속·이농·유휴 농지관리, 농지

의 질적 이용 효율성 제고 필요성 증대, 농지 소유 및 이용과 임대차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 농지관리 측면에서 대두되는 과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농지종합관리기구 필요

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제안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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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구체적으로 농지종합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역할, 이에 필요한 체계 등을 

분석하고, 현재 주체별 역할을 어떠한 식으로 재편·개선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 등이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농지은행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선행연구 검토

❍ 김홍상 외(2011: 5)는 기존의 매입·매도, 임대차 등 단순 기능을 넘어서 농지은행사업(영농

규모화사업 포함) 추진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사업 대상 범

위도 기존 쌀 전업농 육성 위주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무엇보다 농지

제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온 한계를 넘어서 농지 거래 및 임대차 종합관리기구 기능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현행 농지은행사업 범위의 한계로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

음. 구체적으로 1) 전체 농지 매매 시장에서 농지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쌀 전업농 육성 목적의 영농 규모화 사업(농업진흥지역 내 논 중심)에 치우친 점, 2) 비농

업인이 음성적으로 임대하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제도적 틀인 농지임대수탁

사업 등으로 양성화하고 관리해야 하나 이 역할이 미흡한 점, 3) 농지의 질적 이용 효율화 

성과가 미흡한 점, 4) 농지 종합 정보 수집, 사업의 중장기 전망, 지역 단위 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함. 

❍ 김미영 외(2013: 166-170)는 농지은행이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추진 방식을 개편하는 것에 

더해, 통합적 농지관리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필요한 기능으로 농지 보전 및 관리, 농지 관련 정보 관리 사업 강

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음. 

- 농지 보전 및 관리 차원에서는 불법 임대차 신고 시 포상제도 도입, 환경 가치가 높은 지역 

농지를 국가 대신 매입·비축하고 해당 농지를 환경 관리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농업인에

게 우선 임대하는 방식, 보전 가치 및 공익성이 특히 높은 지역을 농어촌자원보존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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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과제로 제안하였음. 

❍ 김수석 외(2016: 89-94)는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농지 유동화 방안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고, 이 맥락에서 농지은행사업 개편 필요성을 제기함.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농지은행사업 개편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새로운 경영 인력을 확보해야 하나, 기존 개별 전업농 중심 농지규모화 방식으로는 효과

를 거두기 어려움. 따라서 조직 경영체 육성, 신규 농업인 지원 사업 확대, 기존 전업농 중

심 농지규모화 사업 연착륙 지원 등이 필요함. 

- 농지 유동화 정책은 농지 소유 구조보다는 이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 농지제도 측면에서는 농지 이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함. 즉, 농지관

리 제도를 개편하여 자산 증식 목적의 농지 소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하여야 함.
* 예를 들어, 「농지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사전적 관리(농지취득자격증명)과 사후적 관리(농지

처분명령 등)3)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농지 거래 및 임대차 관리 제도화

가 필요함. 

- 법·제도 영역에서는 농지 이용 구조 개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즉, 농

지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

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사업은 농지 유동화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서 제도 개선만으로 이루기 어려

운 사항을 실제로 구현하거나, 농지제도에서 정한 사항을 완성하는 보완하는 성격의 조치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영훈(2020: 61-62)은 농지은행에 새로이 필요한 기능으로 1) 정부 농지 정책 지원, 2) 지

역 농지 정책 조정, 3) 농업구조 개선에 필요한 농지 유동화 촉진, 4) 지역 단위 농지 관련 계

획 수립, 5) 농지 보전 및 관리에 기초한 공익기능 증진을 제안함. 

- 이 중 농지 보전 및 관리에 기초한 공익기능 증진의 핵심은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 보전 

3)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 이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나아가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

동력·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및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등으로서, 글자 그대로 계획서를 심사하는 데 불과하

여 과연 농업경영을 하는지 여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심사가 지

극히 허술하다고 할 수 있다.” (박석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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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강화하고, 유휴 농지를 복구 및 정비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확보하여, 공익기능 증

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임. 

4. 연구 내용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농지은행의 사업 및 농지관리 기능을 평가하고 한계를 도출함(제2장). 

- 새로 설치될 농지은행관리원과 비슷한 기구를 운영하면서 농지관리 기능을 강화해 온 일

본, 독일, 프랑스의 농지제도 및 관련 기구의 기능과 체계를 분석함(제3장).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 및 역할 개선 방안(제4장) 그리고 이에 

적합한 조직 체계(제5장)를 제안하는 데 활용함. 

- 농지은행관리원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농지관리(나아가 농지관리 거버넌스 형성) 측면

에서 필요한 기능과 역할 강화방안을 제시함(제4장). 이와 함께 현재 농지은행 사업을 양

적·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함(제4장). 

- 제4장에서 제시한 대로 농지은행관리원이 방향성과 사업 범위를 갖추고 주요 농지관리 

의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를 궁구함(제5장). 장기적으로 행정기관 

및 농지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

정함(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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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운용 현황2

1. 농지은행 주요 사업 현황

1.1. 연혁

❍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필두로 계속 확대되어 왔음<그림 2-1>. 

- 1997년에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운용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과원규모화 및 농

지임대수탁 사업(현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 2010년대에도 농지 매입비축 사업(현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2011년 농지연금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2018년에는 기존 농지규모화 사업과 농지 매입비축 지

원 사업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음. 

<그림 2-1> 농지은행사업 확장 연혁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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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로 농지은행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여 왔음.4)

- 1990~2004년은 농지은행 태동기로, 당시에는 농업구조 개선, 전업농 중심 농업경영체 

육성, 경영이양 대상 고령농 소득 안정 등이 중요한 과제였음. 
* 1990년 4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규모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 사업은 농지 매매 및 임대차, 교환·분합 등의 방법으로 전

업농이 농지를 규모화하고 집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개방 농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쌀 전업농 10만 호 육성을 추진하였음. 

이 과정에서 고령 농가 경영 이양을 유도하여 전업농 규모 확대를 촉진하고자 경영이양직접지

불제를 1997년 도입하였음. 이어 2002년 한·칠레 FTA가 체결되자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

는 차원에서 과수 전업농 규모화를 지원하는 과원 규모화 사업을 도입하였음. 

- 2005~2009년은 농지은행 도입기5)로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관리하여 농지 이용 효율성

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였음. 
* 2005년에는 농지 임대수탁 사업을 시작하여, 상속 또는 이농 농지 중 1ha를 넘어서는 면적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용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6년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을 도입하여, 경영 안정 기능을 강화하였음. 

- 2010~2017년은 농지은행 성장기로 농지 가격 안정, 고령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 육성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음. 
* 2008년 10월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 매입비축 사업을 시행하였음. 이는 고령 농업

인이나 이농·영농 중단(은퇴)·전업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한 뒤, 이를 전

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임. 

* 2011년부터는 농지연금을 본격 시행하였음.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

을 지급하여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임. 최근에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과 농지연

금을 연계하는 방식의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사업을 개발하였음. 

- 2018년에는 기존 농지 규모화 사업과 농지 매입비축 사업을 통합하여 맞춤형 농지지원사

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함께 농지 매입비축 사업 이름을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

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꾀하였음.

❍ <그림 2-1>에서 사업비 변화를 보면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지향점이 기존 ‘농업 경쟁력 강화’

에서 점차 ‘농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관리’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김미영 외 

2013: 51).

4) 이영훈(202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5) 2005년 12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은행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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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6)

1.2.1.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가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을 실시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사업임. 1990

년부터 시행한 농지 규모화 사업과 2010년 도입한 농지 매입비축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

고 있음. 총사업비는 10조 124억 원(구 농지 규모화 사업 7조 6,508억 원, 구 농지 매입비축 

사업 2조 3,616억 원)임. 

- 농가 경영 규모 및 영농 경력을 기준으로 성장 단계를 진입, 성장, 전업으로 구분하고 단계

별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 성장 단계 구분 및 지원 우선순위는 <표 2-1>, <표 2-2>와 같음.

<표 2-1> 성장 단계 구분에 따른 지원 내용

구분 진입 성장 전업

기준
경영 규모 2 ha 이내 6 ha 이내 6 ha 초과

영농 경력 2년 이하 2년 초과 -

지원
한도

지원 상한 경영 규모 2 ha 경영 규모 6 ha 경영 규모 10 ha
농지 매매 0.5 ha 이내 2 ha 이내 3 ha 이내

생애 첫 농지 취득 0.5 ha 이내 1 ha 이내 -
임차 농지 임대 2 ha 이내 6 ha 이내 10 ha 이내

비축 농지 임대 2 ha 이내 4 ha 이내 -
교환·분합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2021: 4).

<표 2-2>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지원 우선순위

지원 순위 우선순위 대상자 비고

1순위(전업농 
육성 대상자)

1 청년창업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2 2030 세대 지원 당시 연령 만 20~39세

3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4 귀농인 선정 후 5년

5 일반 농업인 만 64세 이하

2순위

전업 농업인 6 ha 이상, 64세 이하

농업법인 -
영농 복귀자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2021: 4)

❍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원인 농지관리기금(융자 100%)을 이용해 매매·임대·

6) 한국농어촌공사(202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12   ❙

공공 임대용 농지를 확보하고, 기준에 따라 농지 매매·임차 등을 지원함<표 2-3>. 

<표 2-3>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농지 확보 방식

구분 매매용 임대용 공공임대용

확보

확보 
대상자

비농업인, 전업·이농자, 
고령·질병 은퇴 농업인

전업·은퇴 농업인, 
영농 규모 축소 농업인

이전·전업·상속, 고령·질병 은퇴 농
업인

대상
농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최소면적 1,000㎡)

농어촌 지역 논·밭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기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최소면적 1,000㎡)

가격 매입 가격은 합의하여 결정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에서 합의

감정 평가 금액(지역별 상한차등 적
용, 28,000원/㎡ 등)

지원

지원 
대상자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 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 
방법

지원 한도 36,000~46,000원
/3.3㎡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에서 결정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에서 결정

비고
- 11~3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연리 1%)
- 2년간 벼 이외 작물 재배 의무

5~10년 무이자 임대

- 5년 임대,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임대 가능

- 임차 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 재배 
시 임차료 80% 감면(휴경 시 
100%)

주: 교환·분합은 10년 분할 납부(연리 1%) 방식으로 지원함.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2021: 3-4).

❍ 2010~2020년까지 2조 3,746억 원을 투입하였음. 매입 및 임대 농지 실적은 <표 2-4>와 

같음. 

- 예산은 2018년 2,540억 원에서 2019년 3,612억 원, 2020년 5,600억 원, 2021년 

6,944억 원으로 증액되었음(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2021: 5). 

<표 2-4>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비축농지 매입 및 임대 현황(2021.3. 기준)

구분
실적

농가 수 필지 수 면적

매입 농지 15,403 29,309 8,755

임대 농지 13,574 40,602 12,258

 단위: 호, ha

주: 1) 임대 농지는 임대 계약 체결 연도 기준임.

     2) 전체 매입 면적 8,775ha 중 농지 변동분 36ha를 제외한 8,719ha를 비축하였음. 이 중 8,345ha를 임대하여 임대율은 

95.7%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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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농지임대수탁사업

❍ 위탁받은 상속 또는 이농 농지 등을 전업농에게 임대하여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를 꾀하는 

사업임. 임대인은 농지 임대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

용할 수 있음. 2005~2020년 임대 수탁 면적은 14만 8,052ha이었음. 

- 수탁 기간은 5년 이상이고,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를 고려하여, 당사자끼리 합의하

도록 함. 

- 2005년 도입 이후 별도 사업비 없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수수료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료의 5%, 사용대차의 경우 첫 계약 체결할 때 10만 원을 부과함. 

- 사업 추진 절차는 <그림 2-2>와 같음.

<그림 2-2>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 절차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2021: 7).

❍ 2005~2020년 농지 14만 8,051ha(31만 5,396건)를 수탁하여 14만 7,908ha(27만 381농

가, 농가당 평균 0.6ha)를 임대하였음(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2021: 7). 

1.2.3.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은 자연재해나 경영 부진 등 때문에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를 매입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

업임<그림 2-3>. 사업 내용은 <표 2-5>와 같음. 

-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원인 농지관리기금(국고 100%)을 이용해 사업을 

운용함. 2006년 이후 3조 3,393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농지 1만 5,358ha를 매입하

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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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20년 동안 3조 3,393억 원을 투입하여 1만 1,934농가(1만 5,358ha)를 지원하였음. 

<그림 2-3>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 추진 체계

사업주관(농림축산식
품부 농지과)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대상자
(농지 소유자)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시행계획 승인
∙ 사업 정산 승인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 사업 정산 신청

∙ 사업 지원(농지 매도) 신청,
  임차료 납부

∙ (환매 포기 시) 매도·임대

∙ 매입·임대(환매권 보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임소영·황의식(2018: 84)에서 재인용. 

<표 2-5>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1) 사업 신청연도 기준 3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 기관 등에서 빌린 농가 부채 규모가 
4천만 원 이상이며, 2) 자산(부동산 포함)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매입 대상 
및 가격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와 해당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단가가 
60,000원/㎡을 초과하면 제외하되 지역별 세부 단가 차등 적용)

임대 조건 농지 매각 농가에 7년 동안 임대한 뒤, 평가를 거쳐 3년까지 연장 가능(임대료는 매입 가격의 1% 이내로 책정)

환매권
임대 기간 중 환매권(우선매입권)을 보장함.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농지 매입 가격(1+ 연 3% × 환매연수)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농업용 시설은 매입 가격으로 환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2021: 8-9)를 참고하여 작성.

1.2.4. 농지연금 사업

❍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여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임. 

- 2011~2020년 동안 6,648억 원을 투자하여 1만 7,098건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 영농 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이고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땅이어야 함. 

- 농지 가격, 가입 연령,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매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함. 담보 농지는 직

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유찬희·김태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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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20년까지 1만 7,098농가가 가입하였고, 6,648억 원을 지급하였음<표 2-6>.

<표 2-6> 농지연금사업 주요 실적(2021.3. 기준)

구분 ‘11∼‘15 ‘16 ‘17 ‘18 ‘19 ‘20 누계

가입 건수 5,206 1,577 1,848 2,652 3,209 2,606 17,098

전년 대비 증감율 - 26.9% 17.2% 43.5% 21% △18.8

지급액(억 원) 1,145 522 673 1,003 1,538 1,767 6,64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2021: 9).

2. 농지관리 업무 지원 현황과 한계

❍ 국내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 이념을 따르고 있고, 이를 구현하고자 사전 관리 방식인 농

지취득자격증명과 사후 관리 방식인 농지처분명령을 제도화하였음(김수석·유찬희·김령임 

2020: 3). 

- 그럼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사전 규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농지처분명령과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역시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김수석·유찬희·김령임 2020: 3-4).

❍ 위와 같은 농지관리를 둘러싼 사각지대는 농지 행정 부문, 개정된 「농지법」에 근거하여 출범

할 농지위원회, 그리고 농지은행 측면에서 제기됨.

❍ 농지 행정 부문의 문제는 1) 농지이용실태조사 면적 제한, 2) 조사 인력 부족, 3) 농지처분명

령의 실효성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음(김수석·조원주·추성민 2020: 31-40). 

- 2010년 이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면적은 줄어들다가 2018년에 늘어났으나, 2018년 조사

면적도 약 19만 7,703ha로 전체 경지 면적의 12.4%에 불과했음. 

- 김수석·조원주·추성민(2020: 32-33)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를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참여하거나 처분명령 결과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이 1

명인 비중이 74.4%(읍·면·동 사무소), 83.9%(시·군청)에 이르렀음. 

- 전년도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 중 농지처분명령으로 이어진 비중은 2010년 25.8%에

서 2018년 10.7%까지 낮아졌음. 이러한 변화에는 2006년에 도입된 처분명령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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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미쳤음. 

❍ 농지위원회가 아직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았으나, 1991~2009년 운용되었던 (구)농지관리

위원회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닐 수 있을 것임(김정부·백선기 1993; 

김수석·유찬희·김령임 2020: 37-40에서 재인용). 

- 농지관리위원별로 할당한 업무 편차가 커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농지 전용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음. 

- 농지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이 구속력 없는 자문 수준에 그칠 수 있음. 

- 예산 및 행정 담당 인원 부족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현행 농지은행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7)과 직불제 이행점검 지원8) 형태로 농지관리에 참

여하고 있음. 농지은행이 지니고 있는 농지관리 측면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농지를 대상

으로 처분의무 통지를 하고, 이후 필요하면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 관리 절

차에 참여하고 있음. 
* 전체 사후 관리가 아닌,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단계에서 협조를 하고 있음<표 2-7>. 또한 「농지

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농지 매수 청구를 접수하고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며,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농지 실태를 조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계획을 세우고 조사 과정을 총괄함. 읍장·면장·동장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과정에서 조사에 협조함. 예를 들어,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을 따라 항공 사진 등을 제공함. 

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 2016. 12. 19.)을 참고하

여 작성함.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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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업무 처리 단계별 유관기관 역할

업무 처리 단계 시·군·구 읍·면·동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의 이용 실태 등 조사
  - 농지 이용 실태 조사
  - 처분 대상 농지 조사
  - 농업법인 운영 실태 조사

총괄 실사 협조

처분 대상 농지의 결정
  - 처분 대상 농지의 구분
  - 처분 대상 농지의 결정 담당

담당

농지의 처분 의무 통지 담당

농지 처분 명령의 유예 결정 담당

처분 명령
  - 처분 의무 이행 여부 조사
  - 처분 명령서 송부

총괄
담당

실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담당

자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년까지 쌀직불제와 논 이모작 밭직불제 이행점검을 담당하였으

나, 2016년부터 해당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는 신청·접

수 전 단계에서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를 지원하고 있음. 
* 지급 대상 농지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농지 전용, 타용도 일시 사

용허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여부 등을 점검할 때, 농지은행 농지 전용 자료를 제공함. 

3. 소결

❍ 농지은행 사업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영역을 확장하여 왔으나,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농지관리 업무에서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함. 

- 현행 농지관리 업무는 농지이용실태조사나 직불제 이행점검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수준

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주요 

개선 과제는 농지은행사업 범위 확장 및 사업 방식 개선, 농지관리 기능 강화, 농업구조 개선 

차원에서 농지은행사업의 정합성 개선 등임. 

- 김홍상 외(2011: 5)는 기존의 매입·매도, 임대차 등 단순 기능을 넘어서 농지은행사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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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규모화사업 포함) 추진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사업 대

상 범위도 기존 쌀 전업농 육성 위주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무엇보

다 농지제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온 한계를 넘어서 농지 거래 및 임대차 종합관리기구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김미영 외(2013: 166-170)는 농지은행이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추진 방식을 개편하는 것

에 더해, 통합적 농지관리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구체적으로 농지종합

관리기구로서 필요한 기능으로 농지 보전 및 관리, 농지 관련 정보 관리 사업 강화가 필요

하다고 진단하였음. 

- 김수석 외(2016: 89-94)는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농지 유동화 방안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이 맥락에서 농지은행사업 개편 필요성을 제기함. 특히, 농지 유동화 정

책은 농지 소유 구조 개선보다 농지 이용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농지제도 측면에서는 농지 이용 구조 개선 제도화 기반 마련이 중

요함. 즉, 농지관리 제도를 개편하여 자산 증식 목적의 농지 소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경

작자가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하여야 하고, 농지은행사업은 제도를 뒷받침

하는 후속 조치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음. 

- 이영훈(2020: 61-62)은 농지은행에 새로이 필요한 기능으로 1) 정부 농지 정책 지원, 2) 

지역 농지 정책 조정, 3) 농업구조 개선에 필요한 농지 유동화 촉진, 4) 지역 단위 농지 관

련 계획 수립, 5) 농지 보전 및 관리에 기초한 공익기능 증진을 제안함. 

❍ 요컨대 농지 행정 거버넌스에서 농지은행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지은행의 전문

성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관리원 설립을 계기로 농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농지관리 거버넌

스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상세한 방안과 조직 체계는 각각 제4장과 제5장에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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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농지관리제도9)3

1. 일본

1.1. 농지관리 체계 

❍ 일본 농지관리의 수직적 체계를 보면, 농지관리의 주된 주체는 도도부현이고, 실제적 실무

는 시정촌이 담당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성은 농지관리의 최종 책임을 맡음. 

❍ 농지관리의 수평적 체계를 보면, 현장 농지관리가 실제 이루어지는 시정촌 차원에서는 1) 행

정인 시정촌청, 2) 전반적 농지관리기구인 농업위원회, 3)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의 삼각 

체계로 농지관리를 수행함. 

- 도도부현 차원에서는 1) 행정인 현청, 2) 농업위원회의 도도부현 네트워크, 3) 농지를 집

적화하고 재정비하여 이를 배분(주로 임대)하는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삼각 체계로 구성됨.

1.2. 농업위원회

1.2.1. 시정촌 농업위원회

가. 조직

9) 김수석·유찬희·김령임(2021)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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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위원회는 「농지법」과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한이 정해져 있는 행정위

원회인데,10) 기초지자체인 시정촌(市町村) 단위로 설치되어 있음.11)

❍ 농업위원회는 기초지자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복수의 농업위원으로 구성됨. 

농업위원들은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을 위촉하여 관내의 농지이용 최적화를 추진하도록 함.

- 일본 정부는 2015년 농업위원회 관련 법을 개정하여 위원선출 방식을 기존의 농업인의 

선거 중심에서 자치단체장의 직접 임명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과반수를 인정농업자로 선

정하며,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 제도를 신설함.12)

- 임명 과정은 단체장이 주관하며 임명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추천 과정을 거침. 즉, 추천·공

모 실시 → 추천·공모 결과 발표 → 추천·공모 결과를 존중하여 농업위원 선정 → 지방의회 

동의 절차 → 임명 단계를 거침. 

❍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은 지정받은 구역에서 농지의 규모화·단지화를 위한 현장활동을 

수행하고13) 이를 농업위원회에 보고함.

-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의 선출 과정은 농업위원회가 주관하며 지역사회의 추천 과정을 

거침.14)

-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 제도 도입은 기존의 농업위원회가 농지의 규모화·단지화 추진

에 수동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농지의 규모화·

단지화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임.

❍ 농업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농업위원 수는 관내 농업인 수와 농지면적 등에 의하여 결정됨

<표 3-1>.

10) 농업위원회와 관련된「농지법」은 2015년 9월에 개정되었다가 2019년 5월 다시 소폭 개정됨(令和1년 법률제32호).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은 2015년 9월에 개정되어 2016년 4월부터 시행됨(平成

30년 법률제23호).

11) 2018년 말 기준 1,703개의 농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9년 기준 일본의 기초지자체 시정촌의 총수가 1,718

개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12) 제도 변경의 배경에는 기존의 농업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특히 농지의 매매·임대차에 관한 결정에서 판단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佐野 2010). “式会社の脳魚参入を妨げる様々な課題への取り組み” 『日本

不動産学会誌』, 24(3) 

13) 이를 위해 농지중간관리기구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함.

14) 임명 순서는 추천·공모 실시→ 추천·공모 결과 발표→ 농업위원회가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 위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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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위원의 보수는 월 60만 원 이내로 함(강마야 외 2020: 25).

<표 3-1> 농업위원회 정수 (상한)

구분 현행 법 개정 전

① 농업인 수가 1,100명 이하이고, 농지면적이 1,300ha 
이하의 농업위원회

추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14명
20명

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경우 27명

② 농업인 수가 6,000명 이상이고, 농지면적이 5,000ha 
이상의 농업위원회

추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24명
40명

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경우 47명

③ (①과 ②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농업위원회
추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19명

30명
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경우 37명

자료: 강마야 외(2020: 27).

나. 업무

❍ 농업위원회 업무는 「농지법」에서 정한 세 가지 업무, 즉 ① 농지의 권리 이동 관련 업무, ② 

농지 전용 관련 업무, ③ 유휴 농지에 관한 조치와 2016년 4월 「농업위원회법」 개정으로 새

롭게 필수 업무로 추가된 ④ ‘농지의 이용최적화’ 추진임.

❍ 농업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농지의 매매·임차 허가, 농지 전용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유휴 농지에 관한 조치 등임.

- 또한 농지 이용 최적화(후계농업자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을 집적·집약화, 유휴 농지의 발

생 방지·해소, 신규 진입 촉진)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예컨대 시정촌 농용지 이용집

적계획)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농업위원회는 법인화와 기타 농업경영 합리화,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정보 제공 업무(농지

대장 작성) 등을 임의 업무로 수행함. 

(1) 농지의 권리 이동 관련 업무

❍ 일본에서 농지의 거래 및 임대차에 따른 권리 이동 관리는 농업위원회가 주로 담당하지만, 

농업위원회가 아닌 행정기관(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이 직접 담당하기도 함.

❍ 농업위원회가 담당하는 농지의 권리 이동 업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매매·임대차의 허

가·신고(제3조)와 농지의 임대차 해약의 허가·신고(제18조) 업무임.

- 이와 별도로 농업위원회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제18조에 따라 농용지 이용집적

계획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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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권리 이동은 ① 농업위원회 허가를 받거나, ② 시정촌 「농용지 이용집적계획」에 근거

하거나, ③ 도도부현 「농용지이용배분계획」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짐<표 3-2>.

<표 3-2> 일본의 농지 권리이동 방법

　구분 농지법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농지중간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허가/

공고주체
농업위원회 시정촌 도도부현 지사

대상지역 전 지역 시가지화 구역 외 농업진흥지역

매매

3조 허가
- 농작업 상시종사 요건을 갖춘 개인, 

농업생산법인에 한 함

3조 신고서 제출
-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의 소유권 

취득(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또는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소유권 취득(농
지중간관리기구의 특례사업)

농용지 이용집적계획공고
- 농작업 상시종사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 농업생산법인, 농지이용집적
원활화단체, 농지중간관리기구 등
에 한 함

임대차

3조 허가
- 농작업 상시종사 요건을 갖춘 개인, 

농지소유적합법인에 한함
- 임대차 법정갱신

3조 허가(조건부임대차)
- 농작업 상시종사 요건을 만족하지 않

는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가능
- 매년 농지이용 상황 보고 의무화
- 임대차 법정갱신

3조 신고서제출
-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의 소유권 

취득(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또는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소유권 취득(농
지중간관리기구의 특례사업)

- 임대차 법정갱신

농용지 이용집적계획공고
- 농작업 상시종사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 농업생산법인, 농지이용집적
원활화단체, 농지중간관리기구 등
에 한함

- 임대차 법정갱신 적용 제외

농용지 이용집적계획공고
(해제조건부임대차)
- 농작업 상시종사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인, 일반법인도 가능
- 매년 농지이용 상황 보고 의무화
- 임대차 법정갱신 적용 제외

농용지이용배분계획공고
-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농지중간관리

권을 가진 농지의 임대차권 등의 설
정 또는 이전(농지중간관리사업)

- 농작업 상시종사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인, 일반법인도 가능

- 매년 농지이용 상황 보고 의무화
- 농지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을 경우 

등의 해제조건부
- 임대차 법정갱신 적용 예외

자료: 大塚路子(2016: 5).

❍ 「농지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 이동 허가는 농업위원회가 담당함. 이 허가에는 ① 농지

의 효율적 이용, ② 농작업 상시 종사, ③ 일정한 면적 이상의 경영 규모, ④ 주변 농지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요건을 전제로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는 농지

소유적합법인이란 요건15)을 충족해야 함( 「농지법」 제3조).

❍ 농업인이 ‘농지의 권리 이동’을 신청하면 농업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뒤 농업인에게 허가 여

부를 통지함. 이후 이를 농지대장 등에 반영하여 농지의 이용을 현행화함. 

15) 2016년 4월 「농지법」 개정으로 기존 농업생산법인 명칭이 농지소유적합법인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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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전용 관련 업무

❍ 4ha 이하의 농지 전용 가능 여부는 농업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광역지자체장(도도부

현)이 결정하고, 4ha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림수산성 대신이 결정권을 가짐<그림 3-1>.

<그림 3-1> 일본의 농지 전용 절차

자료: 김수석 외(2020: 85) 토대로 재수정.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정촌의 농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농업위원회는 농지 전

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단체장이 결정함.

(3) 유휴 농지 관련 업무

❍ 농업위원회는 「농지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지 이용 상황 조사와 농지 이용 의향 조

사를 실시하여 유휴 농지를 관리함. 

(가) 농지 이용 상황 조사

❍ 농지 이용 상황 조사는 「농지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해 농지가 본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법적인 전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휴 농지 실태 등을 파악

하기 위해 조사 대상 농지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농지 이용 상황 조사는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이 담당함.

(나) 농지 이용 의향 조사

❍ 농지 이용 의향 조사는 「농지법」 제32조에 의거해 실시되며, 농지 이용 상황 조사에서 유휴 

농지로 분류된 농지 중 재생이 가능한 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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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농지의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 조사임.

❍ 일반적으로 11월에 주로 우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함. 해당 농지의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 

해당 농지를 매각할 것인지, 농지중간관리기구나 제3자에게 임대할 것인지 아니면 자경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함. 

❍ 만약 농지 이용 의향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을 완료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의향대로 시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고정재산세를 인상(약 1.8배 내외)하는 조치가 내려짐.

1.2.2. 농업위원회 연합조직

가. 조직

❍ 농업위원회의 연합조직으로서 광역 단위(도도부현)에서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

구’가 있고, 전국 단위에서는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가 있음.

-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에는 도도부현 농협중앙회 임원, 도도부현 단위 농민

단체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전국 단위 조직에는 농협중앙회(JA전중) 및 전국 단위의 

농민단체 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함. 

-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와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는 도도부현과 

중앙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일반 사단법인 형태 조직임.

❍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트 기구’는 법률에 의거하여 도도부현의 지사가 지정하여 설립

되며, 모든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음. 

-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는 법률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하여 설립되

며, 전국을 대표하는 단일 조직임.

나. 기능 및 업무

❍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트 기구’는 관내 농업위원회 간 연락조정, 농업위원회의 강습·

연수, 관내 농지에 관한 정보수집·정리·제공, 농업경영체 지원업무 등을 수행함.

❍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는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의 연락조정,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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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강습·연수 관련 협력, 전국의 농지정보 수집·정리·제공16), ‘전국농업신문’ 발행, 관

련 도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농업위원회 연합조직은 2015년 개정 이전에는 특별허가법인으로서 법령으로 정해진 업무 

외의 확충은 가능하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농업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

정법인(도도부현·중앙정부가 지정)으로 이행하게 됨.

- 즉, 연합조직은 농업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농업인 신규 진입을 지원

하고, 후계농업자의 조직화를 지원하게끔 업무 범위가 확대됨.

- 개정 전에는 ‘의견 발표, 정부에 건의’라는 항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 항목이 삭제됨.

❍ 농업위원회 연합조직의 업무 내용은 <표 3-3>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광역 단위
명칭과 
역할

<도도부현 농업회의>
- 정보제공, 조사, 연구, 연수
- 기초지자체의 농업위원회와의 협력
-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도도부현에 의견제출 등
- 의견 발표, 정부에 건의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
- 농업위원회 상호 연락조정,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농업위원회에 관한 정보 전파, 농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강습, 연수, 그 외 농업위원회에 대한 지원

- 농지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 신규 진입을 지원, 법인화 추진, 후계농업자의 조직화 

운영 지원
- 조사 및 정보 제공
-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업위원회에 의견제출 등

전국 단위
명칭과 
역할

<전국농업회의소>
- ‘도도부현 농업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연락
- 조사 및 연구
- 의견 발표, 정부에 건의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
-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간 상호 연락조정,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가 수행하는 농업
위원회에 대한 강습·연수 등에 협력하고, 기타 ‘도도부
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에 대한 지원

- 농지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 신규 진입을 지원, 법인화 추진, 후계농업자의 조직화 

운영 지원
- 조사 및 정보 제공

<표 3-3> 농업위원회 연합조직의 업무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16) 일본은 전국의 농지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농지내비(全国農地ナビ)’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가 이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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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농업위원회 조직 변경에 대한 평가

❍ 과거 농업위원회는 지역 내 농업인이 선거를 통해 농업위원으로 선정되고 지역의 농지 관련 

권한 이동을 허가한다는 의미에서 농업인의 자치가 실현되는 통로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개정 후에는 지역 내 농업인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역할 강화 등에 따

른 농업위원회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음(농림중금총합연구소 2015).

- 농업위원 선정 방식 중 선거방식이 없어지고, 자치단체장에 의한 임명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인의 대의기구적인 성격보다는 지자체장의 자문기구 성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임.17)

❍ 2015년 개정된 법에는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이 농지중간관리기구와 제휴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한 농지의 이용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농

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위원회는 농지중간관리기구를 

보완하는 조직으로 위상이 축소되고,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은 실제적으로 농지중간관리

기구를 보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18)

1.3. 농지관리 행정기관

1.3.1. 시정촌

❍ 시정촌19)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한 농업경영 기반강화촉진기본구상에 따르

면서, 농지 권리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간 권리이동을 정리한 ‘농용지 이용집적계

획’을 작성함. 해당 계획을 공고하면 이용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함. 즉, 시정촌은 농지이용집

적원활화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농지의 권리이동 사항을 허가함.

- ‘농용지 이용집적계획’은 전체 지역의 농지(시가지화 구역 제외)를 대상으로 함. 농작업에 

17) 2015년 법 개정 이전에는 농업위원의 조건으로서 관내에서 경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여 지역 내 농업인이 농업위

원에 선정되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로는 관내 경작조건을 삭제하여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현행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의견을 지닌 지역 내 농업인이 농업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짐(농림중금총합연구소 2015).

18)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단계적으로 농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행정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함

(일본 중의원조사국 2015).

19)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은 792개의 시(市), 743개의 정(町), 183개의 촌(村)을 묶어 이르는 표현임. 시는 인구 5만 명 

이상, 정은 대체로 인구 1만 명 이상, 촌은 그 이하의 인구를 가진 행정 단위임.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와 비교하면, 시는 

우리나라의 단독시, 정과 촌은 우리나라의 읍·면과 유사하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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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농지소유적합법인,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농

지중간관리기구 등을 사업자로 함.

1.3.2. 도도부현

❍ 도도부현20)은 「농지중간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용지이용배분계획’을 공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중간관리권을 가진 농지의 임대차권 등을 설

정함.

- ‘농용지이용배분계획’은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농작업 상시종사 요건을 만족하

지 않는 개인이나 일반법인 등도 사업자로 가능하게 함.

❍ 또한 도도부현은 4ha 이하 농지 전용 시 이에 대한 허가권을 가짐.

- 4ha를 초과하는 농지의 전용은 농림수산성 대신이 결정권을 가짐.

1.4. 농지의 이용집적원활화사업 및 중간관리사업21)

1.4.1.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및 수행기구

❍ 시정촌 차원에서 농지의 이용집적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보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내 농지를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농업후계자에게 재배분하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이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기초로 2009년 12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농지이용

집적원활화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집적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적으로 ① 농지소유자

20)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1개의 都(도교도), 1개의 道(홋카이도), 2개의 府(오사카부, 교토부), 43개의 현(県)을 묶

어 이르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유사함.

21) 「농지중간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이 농

지중간관리사업으로 통합되었음. 기존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에 따라 임대차 대상이 된 농지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계약 내용이 유지되나, 해당 사업에 의거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는 없음. 기존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계약

이 만료되는 농지는 농지중간관리사업을 이용하거나, 소유자-경작자 간 상호 계약을 맺는 방식 중 선택해야 함. 또한 

사무 창구도 농지중간관리기구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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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업과 ② 농지매매 등 사업으로 구분됨.

❍ 농지소유자대리사업은 농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위임받은 뒤, 농지 매도 및 

임대 등을 시행하는 사업임. 실제 사업 실적은 대부분 임대차임<그림 3-2>.

- 농지매매등 사업은 농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임차하고, 이 농지를 전매(転売) 

·전대(転貸)하는 사업임.

<그림 3-2> 농지소유자대리사업 체계

자료: 김수석 외(2016: 75).

 

❍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은 시정촌의 농용지 이용집적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따라 실시되는

데, 이 사업의 추진 절차는 <그림 3-3>과 같음.

① 농지이용집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정촌이 농용지 이용집적계획을 작성함.
* 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임대인과 농지임차인의 신청임.

* 여기에 인정농업자의 신청을 추가하는 농업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짐.

*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주체인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시정촌 공사, 농협, 토지개량구, 

지역 전업농육성종합지원협의회, 지역농업재생협의회 등)가 사업 참여를 신청함.22)

* 사업 신청 내용과 농용지 이용집적계획의 요건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용지 이용

집적계획을 수립함.

  ② 작성된 계획안은 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됨. 이 공고로 이용권 설정의 효력이 발

생함.
* 신청자들의 계획 참여의 인센티브로 「농지법」상의 적용을 제외시켜주는 것과 매매시 양도자

와 양수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있음.

22) 2014년 3월 기준으로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는 총 1,786개 단체가 설립됨. 주체별로는 농협이 906개(50.7%)로 반

수를 넘으며, 시정촌 495개(27.7%), 협의회 등 267개(14.9%), 시정촌공사 118개(6.6%)로 구성됨(이유경 20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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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용지 이용집적계획을 통한 농지이용권 설정 및 이전 절차

자료: 김수석 외(2016: 77).

❍ 농용지이용집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농용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은 모든 지역 농지(시가지화 지역 제외)를 대상으로 함. 농지 

소유자로부터 위임 계약 신청을 접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농지를 인수함. 

- 두 사업 모두 위임계약에 관계되는 농지 수혜 대상자(임차자와 매수자)를 지정하지 못하

는 백지위임 방식을 택하고 있음. 이는 농지 등을 효율적으로 집적하기 위해서임. 따라서 

임차나 전대를 할 때는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반면 농지매매등사업에서는 

매입 농지를 매도할 때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1.4.2. 농지중간관리사업 및 수행기구

가. 농지중간관리사업

❍ 농지중간관리사업은 2013년 12월에 제정된 「농지중간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

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시행 계기는 2012년에 도입된 ‘사람·농지계획(지역 농업 마

스터 플랜)’23) 작성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임.

23) 각 지역의 집락, 지역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협의를 거쳐 집락 및 지역이 갖고 있는 사람과 농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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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의 목적은 유동화된 농지의 집단화, 신규 취농 촉진, 농업 경영 규모 확대 등의 방

식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 

❍ 해당 사업은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농지 임차인-임대인 간의 농지중간관리권을 설정하고, 이 

권리를 이전하여 농지권리를 이동시킴<그림 3-4>. 농지중간관리사업에서 농지권리 이동은 

도도부현 지사 승인을 받아 ‘농용지이용배분계획’을 공고하면 효력을 발휘함. 

❍ 사업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중 ① 임차 수요가 있는 농지, ② 농지 임대 접수 후 1년 이

내에 임차 가능성이 있는 농지, ③ 유휴지(경작포기지)의 경우 농지로 재생 후 임차 가능성이 

있는 농지로 한정함.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농지로서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를 거절할 수 있고, 

농지 인수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임차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후계농업자를 비롯하여, 농외기업, 신규 취업농이 포

함하도록 함.

- 임차인은 매년 농지 이용 상황을 보고 해야 함. 

<그림 3-4>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업무 개요

자료: 김수석 외(2020: 79). 

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래 계획인 「사람·농지계획」(지역 농업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있음. 2016년 3월 현재 「사람·

농지계획」을 작성한 시정촌 내 지역 수는 1만 3,845개 지역으로 전체 1만 5,274개 지역의 9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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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중간관리사업은 세부적으로 ① 농지임대차(양도, 교환, 신탁 포함)사업, ② 임차농지의 

관리 업무, ③ 임차농지의 토지개량 및 이용조건 개선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 중 농지임대차 사업은 임대인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정리한 뒤, 전업농(대규모 가족경영체, 법인경영체, 집락영농, 기업)에게 전대(転貸)함.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모를 실시해 사업자를 선정함. 

- ‘농용지이용배분계획’을 공고하여 농지권리를 이동시킴. 이 과정에서 농지 임대자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있음. 

❍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농지 임대차 절차는 <그림 3-5>와 같음.

<그림 3-5> 농지중간관리사업 절차

자료: 이유경(2016: 24).

① 시정촌에서 「사람·농지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업농(향후 중심이 될 농가)을 명확히 

하고, 농지 제공자와 수급자를 파악함.

② 도도부현에서는 정기적으로 「농용지이용배분계획」을 공고하여 임차 희망자를 공모하고, 

공모 결과(응모자 명, 응모자 수, 응모 상황 등)를 공표함. 

③ 시정촌은 중간관리기구로의 농지 임대 접수창구 역할을 하며, 농지 임차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 즉, 중간관리기구에서 정한 임차지 기준에 적합한 농지에 대해 대부 신청

을 접수함. 또한, 해당 농지는 시정촌의 「농용지이용집적계획」의 공고를 통해 중간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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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의 농지중간관리권이 설정되며, 농지중간관리권은 농지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의 설정 및 변경이 가능한 백지위임의 성격을 가짐.

④ 시정촌은 중간관리기구가 접수한 농지 임차 희망자(응모자) 중에서 임차인을 선정하여  

「농용지이용배분계획안」을 작성함.

⑤ 중간관리기구는 시정촌이 작성한 「농용지이용배분계획안」을 바탕으로 「농용지이용배분

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고함. 이로써 농지임차인의 농지 이용

권리가 효력을 가지게 됨.

❍ 농지중간관리사업을 실시하면 농지 임차인이 여러 지주(地主)와 개별적으로 교섭하지 않아

도 되고, 임대차 계약도 명확하게 설정됨. 농지 임대인도 공적 기관에 농지를 대부하기 때문

에 임차료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반면 농지 집적 및 배분 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성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님. 

❍ 농지중간관리사업으로 핵심경영체24)의 농지 집적이 증가함.

- 핵심경영체의 농지 집적율은 2017년 55.2%에서 2019년 57.1%로 증가함.

- 목표 연도인 2023년에는 집적율을 80%로 상향시킬 계획임. 

나. 농지중간관리사업 지원 인센티브

❍  농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농지 유동화 및 집적화 기능을 강화

하였음. 또한 임대인 대상 인센티브와 별도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인 「기구집

적협력금」을 도입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있음.

- 기구집적협력금에는 ① 지역집적협력금, ② 경영전환협력금, ③ 경작자협력금이 있음. 

❍ 임대인에게는 면적에 따라 농가당 30만~70만 엔(2ha 이상이면 70만 엔)을 지급함. 농지중

간관리기구가 임차하는 농지 주변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에게는 ha 당 20만 엔을 추가로 지

급하여 단지화를 장려함. 

- 지역 내의 전체 농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하는 지역(마을 등)에는 20만~36만 엔/ha

24) 핵심경영체는 인정농업자, 인정신규취농자, 집락영농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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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함. 

- 모든 인센티브는 1회 지급이 원칙임. 예외적으로 지역집적협력금은 2년 차 이후 임대 면

적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면적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중간관리기구에 농지(10ha 미만의 자작지 제외)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농지에 대한 

고정자산세가 50% 경감됨. 

- 10년 이상 임대하면 3년 동안 경감을 받을 수 있음. 15년 이상 임대하면 경감 기간도 5년

으로 늘어남. 

❍ 인정농업자가 농지중간관리기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면 일본정책금융금고의 저리 융자금

(슈퍼L자금)을 5년 동안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음. 상환기간은 최대 25년임. 

- 융자 한도는 개인 3억 엔(복수 부분 경영을 하면 6억 엔), 법인 10억 엔(상시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최대 20억 엔)임. 

❍ 중간관리기구로부터 신규 인정취농자(만 45세 미만)가 농지를 임차하면 청년취농급부금(경

영개시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연간 150만 엔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음.

다. 농지중간관리기구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기존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대신하여 2014년에 신설되었음. 후계

농업자의 규모화·단지화(농지이용집적화)를 도모하고 유휴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함.

-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도도부현마다 제3섹터로 구성된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설치함. 도도

부현별로 1개씩 총 47개소의 기구가 법인으로 설립됨.

❍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주로 토지를 매입·매매하는 방식으로 규모화·단지화를 지원했던 반면, 

농지중간관리기구는 주로 농지임대차를 중개하여 규모화·단지화를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짐.

- 이에 농지중간관리사업은 농지보유합리화사업보다 적극적으로 농지임대인을 발굴하고, 

임차 대상을 기업이나 신규 취농자까지로 확대하는 특성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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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지중간관리기구의 특례사업

❍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은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 중에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

업을 인계한 것임. 대표적으로 농지매매등 사업과 농지매도신탁등사업이 있음.

- 농지매매등 사업은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매도·교환·대부하는 사업임.

- 농지매도신탁등사업은 매매 차손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예: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

의 농지 매매 사업을 보완하려고 도입되었음. 이농을 하거나 영농 규모를 줄이려고 농지

를 매매하려는 농가의 우량 농지를 신탁하는 형태로 전업농에게 재분배함. 

마. 전국 농지 네비게이션 사업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시정촌의 농업위원회가 정비하고 있는 농지대장에 근거하여 이 정보를 

전자화·지도화하여 공개하는 전국 클라우드 시스템을 정비함(전국 농지 네비게이션 사업).

❍ 2016년 4월부터 전국의 농지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일본 전국 농지 네비게이션의 정보는 ① 

소재 지번, 지목(논, 밭 등), 면적, ② 농지법 및 도시계획법의 지역 구분, ③ 소유자의 농지에 

관한 의향 (임대희망, 매도희망 등), ④ 경작자별 번호를 매긴 정리번호, ⑤ 임차권 등의 권리

의 종류와 그 존속기간, ⑥ 농지중간관리기구의 권리 취득이나 전대 상황, ⑦ 유휴 농지의 판

단과 조치의 실시 상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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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지관리체계 종합화

❍ 일본의 농지관리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기구는 농업위원회임.

- 이 농업위원회에서 ① 농지의 권리이동 허가, ② 유휴농지 관리, ③ 농지전용 검토, ④ 농지

대장 작성 업무를 담당함.

❍ 시정촌과 도도부현 등 행정기관은 농지를 집단화하여 거래 혹은 임대차할 필요가 발생할 때 

농지의 권리이동에 개입함. 행정기관의 권리이동 개입은 농지집적계획 수립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이 집적계획은 집적방식 및 추진과정에 따라 농용지이용집적계획과 농용지이용배

분계획으로 구분됨.

- 두 가지 집적계획의 작성은 모두 시정촌이 담당하지만, 농용지이용집적계획은 시정촌의 

허가로 수립되고, 농용지이용배분계획은 도도부현의 허가로 공고됨.

- 농용지이용집적계획은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으로 이어지고, 농용지이용배분계획은 

농지중간관리사업으로 연결됨.

- 농지중간관리사업이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농지중간관

리사업에는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농지중간관리권이 설정된다는 점임. 다시 말해, 농지중

간관리사업은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농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완전한 백지위임이 인

정되는 중간보유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농지를 집단화하여 전대 혹은 전매(특례사업의 경

우)하는 것임.25)

- 그리고 농지집적화 과정에 농지재정비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는 농용지이용배분계획 및 

농지중간관리사업의 담당 영역에 속함.

❍ 농지유동화단체는 이런 계획 및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인데, 시정촌의 경우 농지이용집적원

활화단체, 도도부현의 경우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이에 해당함.

❍ 일본 농지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25) 이러한 농지중간관리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영농을 목적으로 농기업 및 농업법인과 관외 영농희망자의 농지 접근이 가

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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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일본의 농지관리 체계(종합)

공간적 범위 행정위원회(거버넌스) 행정기관 농지유동화 단체

전국 차원
전국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

농림수산성
(4ha 초과 농지 전용 허가)

⇕ ⇕
도도부현 

차원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
(농지 전용 허가 자문)

도도부현청
(농용지이용배분계획)⇒
(중간관리권 설정 효과)
(4ha 이하 농지 전용 허가)

⇔
농지중간관리기구
(농지중간관리사업)
(전국 농지 네비게이션 사업)

⇕ ⇕
시정촌 
차원

농업위원회
(농지 권리 이동 허가)
(유휴 농지 관리)
(농지 전용 검토)
(농지대장 작성)

⇔

시정촌청
(농용지 이용집적계획)⇒
(집적이용권 설정 효과)⇒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농지중간관리기구 시정촌 사무소]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이용집적원활화사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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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2.1. 농정 집행 체계 

2.1.1. 농업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연방과 주의 업무 분담

❍ 연방국가 형태를 갖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행정-입법-사법 분야에 걸친 국가 업무를 연

방정부와 그에 속한 주정부가 나누어 담당함. 

❍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행정 권한과 관계있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제정한 연방법

에 의거하여 주정부가 고유 사업 형태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기본법」 제83조). 

- 농림수산 업무와 관련된 입법권한 주로 연방정부에 있지만, 연방헌법인 「기본법」에 별도

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정부의 배타적 입법권한에 속함.26)

❍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에서는 농정의 기획 및 입법은 연방정부가, 농정집행은 주정부가 담

당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음.

2.1.2. 농업행정조직 구성

❍ 주정부 농업행정은 대부분 3단계로 되어 구성됨. 일부 주와 도시 주에서는 2단계로 이루어

짐. 이러한 2 내지 3단계 조직은 대개 특별행정기구(특행기관) 형태로 존재함. 

❍ 독일에서 주요 농정의 집행은 농업청(Landwirtschaftsamt)과 농업회의소(Landwirts 

chaftskammer)라는 이원화된 체제로 실시되고 있음. 

- 다시 말해 농업행정은 주(州) 단위로 실시되는데, 농업행정의 관리주체인 주정부(주농무

성)가 산하에 기초자치단체 단위 특별행정기구인 농업청을 두는 형태로 직접 농정을 추진

하기도 하고, 민간기구인 농업회의소에 농정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간접 관리하기도 

함<그림 3-7>. 

- 각 주정부는 두 가지 집행 체계 중 어느 방식으로 농업행정을 시행할지 선택하여야 함. 

26)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① 농업교육 및 상담부문, ② 주정부의 농업통계, ③ 주정부의 농업연구 및 조사, ④ 주정부의 농

업관련 행정조직, ⑤ 내수면어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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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독일의 농정집행 체계(주별 선택사항)

자료: 김수석 외(2015: 124).

❍ 농업청의 주된 업무는 개별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 집행, 경종작물 및 축산경영에 필요한 기

술·경영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안전한 농식품 관리 등임<표 3-5>. 

- 농업청이 설치된 지역은 농업회의소가 없음. 따라서 농업회의소에서 담당하는 농업 직업

교육과 지도·상담 업무는 농업청에서 부차적으로 담당함. 

구 분 농업청 농업회의소

조직의 성격 행정조직 농업인 자치조직

조직의 규모 군(郡)단위 조직 주(州)단위 조직

고유 업무 영역 농업경영기술 및 소득 지원, 농식품 안전관리 직업교육 및 농업상담

수위탁업무 직업교육 일반농정 집행

군 단위 지방농정 담당 농업청 농업회의소 군 지소

시군 지자체와의 관계 독립기관 독립기관

주 정부와의 관계 하부기관 수위탁 관계

<표 3-5> 독일 농업청 및 농업회의소 비교

자료: 김수석 외(2015: 127).

2.2. 농지관리 조직 체계 및 기능

2.2.1. 농지관리 조직 체계

❍ 독일에서 농지관리는 일반적인 농정추진체계와 차이가 있음. 다시 말해, 농지관리는 농정 

거버넌스인 농업회의소나 주정부의 특행기구인 농업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

초지역단위 행정조직인 크라이스(Kreis) 혹은 란트크라이스(Landkreis)를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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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郡)’으로 번역할 수 있는 크라이스 혹은 란트크라이스는 독일 헌법상의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가 몇 개 또는 수십 개 합쳐져 구성된 지역행정단위임.

- 독일의 지방자치조직은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와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은 시(Stadt)

로 대별됨.27)

-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은 시 또한 몇 개의 게마인데가 합쳐진 것이지만, 도시적 특성이 강

해 크라이스에서 분리된 지자체로 설립되어짐.

- 크라이스 내에서도 게마인데의 인구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게마인데는 시(Stadt)

로 명명되는데, 여기서 시는 크라이스에 속한 시(Stadt)가 됨.28)

❍ 농지관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크라이스 관청(Landratsamt-군청)이 담당함.

- 농업회의소가 설치된 주에서는 예외 없이 농지관리 업무를 군청에서 담당함.

- 주정부 직속의 농업청이 설치된 주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농지관리 업무를 기초지자체인 

군청의 농지관리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몇몇 주에서는 농업청에서 농지관리 업무를 관장

함.29)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2005년의 조직 개편으로 농업청이 주정부 산하 조직에서 

군청(Landratsamt) 산하 조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결과 농지관리 업무가 농업청의 

업무로 바뀌게 됨.

2.2.2. 농지관리 조직의 기능

❍ 농지관리 조직의 주된 기능은 농지거래에 대한 허가 심사와 농지임대차 신고에 대한 심사임. 

농지거래의 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선매권(Vorkaufsrecht) 행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

는데, 이때 선매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공동이익토지회사)의 활동이 요구됨.

❍ 독일 연방 차원의 농지관리와 별도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재매입권(Wiederkaufsrecht) 

27) 2021년 현재 크라이스의 수는 294개이고, 크라이스 속하지 않은 시가 106개로 전체 지방행정조직 수는 400개임. 독

일 전체에서 크라이스에 소속된 인구가 전체의 68%, 크라이스에 속한 땅이 국토의 96%에 달함(https://de. wiki-

pedia.org/wiki/Landkreis)(검색일: 2021. 06. 19).
28) 크라이스에 속한 시가 되는 기준은 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2만 명, 헤센 주는 5만 명,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라인란트-팔츠 주는 2만 5,000~6만 명이 됨(https://de.wikipedia.org/wi-

ki/Landkreis)(검색일: 2021. 06. 19).
29) 동독 지역의 튀링엔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들에서 농업청이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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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운영하여 주 차원에서 경자유전 원칙의 준수를 이행하고 있음. 재매입권의 실시에도 

공동이익토지회사의 지원이 필요함.

❍ 보완적인 농지관리 업무로 농지유동화 관리가 있는데, 이는 농지 매입·비축과 교환·분합 등

으로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주농무성이 유동화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지역 단위 관리는 주정부 산하 농촌개발청이 

맡음. 사업 실행은 국내 농지은행에 해당하는 공동이익토지회사가 담당함.

- 농촌개발청은 주 또는 광역자치단체(Regierungsbezirk) 단위에서 구성되어 있음. 농촌

개발청의 역할은 농지교환·분합, 경지 정리 등 생산기반 정비 사업 추진·관리와 토지기금

(공동이익토지회사의 출자자본금으로 활용) 감독 등임. 

- 반면에 공동이익토지회사는 농촌개발청이 결정한 농지정리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고, 토지

기금을 재원으로 독자적인 농지유동화사업을 시행함.

2.2.3. 토지대장 관리

❍ 지적관리청(Vermessungsamt)에서 농지시스템 운영 및 토지대장 관리를 맡음. 공동이익

토지회사는 선매권 및 재매입권을 행사할 때 지적관리청의 농지시스템을 활용함.

❍ 지적관리청은 독일 농지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독일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관

련 변동이 생기면 모두 토지대장 내용에 반영해야 함. 이 과정에서 지적관리청은 갱신된 내

용이 법적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재매입권을 행사할 때 농지 매입자가 자경 요건 기간을 준수했는지와 실경작자인지

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적관리청이 거래허가청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음. 지적관리청에서 

토지대장 변경을 요청한 사항 중 부적합한 내용을 발견하면, 이를 공동이익토지회사에 통

지하여 선매권이나 재매입권 대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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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지관리 업무 및 제도

2.3.1. 개요

❍ 독일의 농지관리는 농지거래 허가제와 농지임대차 신고제 중심으로 운영됨.

❍ ｢토지거래법(Grundstückverkehrsgesetz)｣에 기반을 둔 토지거래허가제는 농업구조개선

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와 임야를 거래하거나 취득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함. 농지 및 임야 거래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거래 결과 ① 토지(농지 및 임야)가 불건전하게 배분되거나, ② 토

지가 축소·분할되어 경제성이 없어지거나, ③ 계약 가격과 실제 토지 가격이 크게 다르기 때

문임. 

❍ 농지임대차는 「농지임대차거래법(Landpachtverkehrsgesetz)」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됨. 

신고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당 관청이 이의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이의 제기 요건은 농지 임대를 했을 때 ① 토지 이용이 불건전하게 배분되거나 집중될 우

려가 있을 때, ② 공간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질 때, ③ 

임차료가 적정하지 않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때임.

2.3.2. 선매권 제도

❍ 독일에서 농지관리는 사전적 관리에 해당하는 농지거래허가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농지거래허가제의 핵심 구성요소가 선매권(Vorkaufsrecht)이 됨.

- 즉, 선매권은 농지거래허가 요건 중 첫 번째 허가기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비농업인의 농

지소유를 제한해서 농업인에게 농지취득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독일에서 선매권은 두 가지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 ① 농지거래 허가기준에 의거한 우선매

입권을 뜻하기도 하고, ② 농지관리기관이 거래를 거부한 농지를 영농정착회사(Siedlungsgesellschaft, 국

내 농지은행에 해당)30)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기도 함. 

30) 영농정착회사는 법률적 개념인데, 현재 영농정착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공동이익토지회사(gemeinnützige 

Gesellschaf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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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거래 허가제에서 선매권은 농지거래를 허가하는 기준임. 실제 작동하는 선매권은 농

지거래 허가제 기준에 근거하여 거래가 거부된 농지를 공동이익토지회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려 할 때 발생함. 공동이익토지회사가 매입한 농지를 선매권한을 갖춘 대상자에게 

매도하면 선매 행위가 완료됨. 

❍ ｢토지거래법｣에서 규정된 선매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① 선매 대상 농지 규모는 최소 2ha 이상임.

② 선매 대상은 농지(임야 제외)여야 함.

③ 선매 대상은 매도만 할 수 있고, 증여·교환· 양도 계약은 불가함.

④ 부부, 직계 가족, 공공기관은 선매권자가 될 수 없음. 

⑤ 대상 농지가 ｢토지거래법｣에서 정한 거래 허가 거부 조건을 충족해야 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매 건수(A) 38,389 40,524 39,859 39,561 40,263 38,820 36,917 35,048 32,649 33,551

매매 면적(B) - 109,457 102,390 97,125 104,401 110,253 83,829 83,468 79,593 80,909

선매권 심사 건수(C) 635 801 912 924 907 837 844 884 805 641

선매권 심사 면적(D) 5,513 6,567 6,214 5,834 5,884 6,137 6,050 8,129 4,692 4,227

선매권 행사 건수(E) 179 241 244 225 204 194 207 203 216 148

선매권 행사 면적(F) 1,412 1,808 1,514 1,234 1,172 1,141 1,461 1,580 927 958

심사 대비 행사 비율
E/C*100(건수) 28.2 30.1 26.7 24.4 22.5 23.2 24.5 23.0 26.8 23.1

심사 대비 행사 비율
F/D*100(면적) 25.6 27.5 24.4 21.2 19.9 18.6 24.1 19.4 19.8 22.7

매매 대비 행사 비율
E/A*100(건수) 0.5 0.6 0.6 0.6 0.5 0.5 0.6 0.6 0.7 0.4

매매 대비 행사 비율
F/B*100(면적) - 1.7 1.5 1.3 1.1 1.0 1.7 1.9 1.2 1.2

<표 3-6> 독일의 농지 선매권 심사 및 행사 현황

단위: 건수, %, ha

자료: BLG(2021).

❍ 독일에서 선매권 행사에 의한 농지관리 현황은 <표 3-6>과 같음. 매매 농지 건수의 약 2%에 

대해 선매권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농지의 약 1/4 정도에 대해 선매권 행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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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641건의 농지매매에서 선매권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중 148건에 대해 선매권 

행사가 결정됨).

2.3.3. 재매입권 제도

❍ 선매권이 사전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이라면 재매입권은 사후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함. 

- 재매입권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적 농

지관리의 기본 원리임.

❍ 재매입권은 독일민법(BGB) 중 채권법에 해당됨. 구체적으로 계약 기간(최대 30년까지 설

정) 중 계약을 위반하면 당초 매각자가 다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임. 

-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이 법적 원리를 농지거래에 적용하였음. 주법인 ｢농업구조개선

법｣(Agrarstrukturverbesserungsgesetz) 제25조를 근거로 시행령을 제정하여 재매입

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우선 농지를 매매할 때 계약서에 재매입권 합의 조항을 포함시

키고, 이 내용을 토지대장에 명기하도록 함.31) 

- 농지 매입자가 농지 매각자 동의를 받지 않고 매입 후 20년 동안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매각(양도) 또는 임대하면, 해당 농지를 당초에 매각한 사람에게 재매입권이 부여

됨. 

❍ 재매입권이 발생했을 때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농지 매입자가 계약서상 재매입권 합의를 위반하면, 이를 농지 매각자에게 통지해야 

함.32)

② 농지 매각자가 재매입권 행사 의지를 농지 매입자에게 서면 통보하면 재매입권이 효력을 

지님. 

③ 재매입권이 성립된 농지의 처리는 보통 공동이익토지회사가 담당함. 전제 조건은 공동이

31) 이 때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감가상각율의 크기에 대한 합의가 포함됨.
32) 실제에 있어서 농지매입자가 재매입권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관리청에서 파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지적관리청이 이 사실을 농지매각자와 재매입권 처리기관인 공동이익토지회사에게 통지하게 됨.



외국 농지관리제도❙   45

익토지회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임.33)

❍ 재매입권을 행사할 때 재매입권을 행사하는 시점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농지 가격을 결정

함(김수석 외 2011). 

- 당초 계약 때의 농지가격보다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차액은 농지매각자와 농지매입자가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나누는 비율의 기준은 매입자가 농지취득 후 “자경”한 기간이 됨. 

즉, 20년의 자경의무기간 중 실제 자경한 햇수의 비율만큼 매입자가 갖고 나머지는 매각

자가 가짐.34)

- 그러나 농지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당초 계약 시의 가격으로 재매입해야 함. 다만, 지가 하

락이 농지매입자의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매입할 

수 있음.

❍ 재매입권 행사 시 재매입 농지가격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유동화 관리를 

담당하는 농촌개발청에서 가격을 결정함.

2.4. 농지관리 사업(농지은행사업)

2.4.1. 농지관리사업 조직

❍ 독일에서 농지의 매입·비축과 교환·분합, 선매권 행사 등으로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농업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유동화 사업은 개별 주별로 실시하고 있음. 개별 주에서는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리청과 실제 사업을 실시하는 실행기관을 두고 있음. 

- 사업의 총괄적 관리는 주농무성이, 지역별 관리는 주정부 산하 농촌개발청이 담당하고, 

사업의 실행은 농지은행에 해당하는 공동이익토지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음<그림 3-8>.

33) 만약 재매입권이 성립한 농지에 대해 매입의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매입권은 사라지게 됨.
34) 예를 들어 농지매입자가 8년 자경 후 재매입권이 성립했다면, 지가 상승분의 8/20을 매입자가 갖고 나머지 12/20은 

농지매각자가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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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독일의 농지관리 조직 및 업무 체계

자료: 김수석 외(2016: 53).

❍ 2021년 현재 독일에는 9개의 공동이익토지회사가 있고, 1개의 연방연합회(Bundesverband 

der gemeinnützigen Landgesellschaften, BLG)가 있는데, 이 9개의 회사가 10개 주, 2

개 자치 도시 주를 담당하고 있음<표 3-7>.

<표 3-7> 독일 공동이익토지회사 구성

명칭 관할 주 최대주주

bbv-Landsiedlung GmbH 바이에른 바이에른 농민연맹

Hessische Landgesellschaft mbH 헤센 주정부

Landgesellschaft Mecklenburg Vorpommern mbH 메클렌부르크-포르포머른 주정부

Landgesellschaft Sachsen-Anhalt mbH 작센-안할트,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Landgesellschaft Schleswig-Holstein mbH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브레멘, 함부
르크

주정부 투자은행

LSBW Landsiedlung Baden-Württemberg GmbH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개발공사

Niedersächsische Landgesellschaft mbH 니더작센 주정부

작센 주정부Sächsische Landsiedlung GmbH
튀링겐 주정부Thüringer Landgesellschaft mbH

자료: BLG(202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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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업무 추진규정

❍ 공동이익토지회사의 농지관리 및 농지은행사업 추진은 출자금인 토지기금(Bodenfond) 운

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식을 따름.

□ LSBW 사례

❍ 공동이익토지회사의 업무 추진 방식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LBBW Immobilien 

Landsiedlung Baden-Württemberg GmbH(LSBW)의 토지기금 운용규정을 통해 살펴

보면(김홍상 외 2011: 130), 먼저 LSBW의 토지기금 운용규정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법인 

「농업구조개선법(Agrarstrukturverbesserungsgesetz, ASVG)」 제16조에 의거해 규정됨.

- 조직 관리 체계상 LSBW 토지기금은 주농무성(‘농촌·식품·소비자보호성’)의 관리감독 하

에 감독 권한이 위임된 농촌개발청의 감사를 받음.

2.4.3. 사업 내용

가. 개요

❍ 공동이익토지회사의 업무는 농지 유동화와 관련된 농지은행사업이 주된 업무이지만, 이외

에도 통합적 지역개발 콘셉트를 수립하거나 마을 재정비사업 및 농촌개발사업을 실행하고 

LEADER 프로그램과 같은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로 활동함.

- 특히 최근에는 기후 및 환경보호와 같은 서비스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BLG 2021: 6).

나. 농지 유동화 사업

❍ 공동이익토지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농지 유동화 사업은 다음과 같음(BLG 2021).

①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의 비축을 매개로 한 농지의 매입 및 매도

② 「토지거래법」과 결부된 선매권 행사

③ 제3자(주정부)를 위한 수탁농지 매입·비축사업

④ 비축 및 수탁농지 임대·관리사업

⑤ 농지직거래장터(Hofbörse)사업: 비축하지 않고 매매 및 임대차 중개

⑥ 농지재정비사업: 농촌개발청의 농지재정비계획 실시로 인한 정비 실무 담당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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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구조개선과 농촌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이익토지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보유농지를 다시 매각하는 토지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임.

- 공동이익토지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는 모든 농지가 매입·비축사업의 대상이 되

는데, 194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사업내역은 <표 3-8>과 같음.

- 2020년 기준 서독 지역에서 2,686ha를 매입하고 2,321ha를 매각하여 비축분을 1만 

9,005ha 남겼으며, 동독 지역에서 1,069ha를 매입하고 941ha를 매각하여 잔여 비축분

을 3만 5,999ha 로 함(BLG 2021: 13).

<표 3-8> 독일 공동이익토지회사의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수탁사업 현황

단위: ha

구분
지역 서독 지역 동독 지역

합계
시기 1946-1972 1973-1990 1991-2020 소계 1992-2020

· 자발적 매입 230,844 92,745 106,204 429,793 82,557 512,350

· 토지개혁법상의 매입 95,963 - - 95,963 - 95,963

· 선매권에 의한 매입 14,523 8,939 8,465 31,927 9,276 41,203

매입 소계 341,330 101,684 114,669 557,683 91,833 649,516

매각 311,367 106,293 121,018 538,678 55,834 594,512

잔여 비축 19,005 35,999 55,004

제3자를 위한 수탁농지
(1978년 이후) 14,772 53,743 69,492 32,620 102,112

자료: BLG(2021: 31).

 선매권 행사

❍ 공동이익토지회사는 「토지거래법」에 따라 농지거래 허가가 거부된 선매대상 농지를 매입하

여 다시 선매대상자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토지 또한 매입·비축사업의 일부

가 됨.

- 선매권 행사에 의한 실적은 전술한 <표 3-6>의 내용 참조하기 바람.

 제3자를 위한 수탁농지 매입·비축

❍ 제3자를 위한 수탁매입은 생태 및 자연보호와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해당 기관을 

35) 자발적 농지교환·분합 및 이용권 교환과 같은 소규모 재정비는 농촌개발청의 농지재정비계획 수립 없이 공동이익토지

회사가 직접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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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해 매입하는 사업인데, 소요되는 자금은 해당 기관이 부담함. 

- 서독 지역 공동이익토지회사들은 1978∼2020년 동안 6만 9,492ha를 매입·비축하였고, 

동독 지역 회사들은 1992∼2020년 동안 3만 2,620ha를 매입·비축함<표 3-8>. 

- 2020년에는 서독 지역 회사들이 977ha, 동독 지역 회사들이 23ha를 매입·비축함(BLG 

2021: 14).

 비축 및 수탁농지관리사업

❍ 공동이익토지회사는 자체 비축농지와 제3자를 위해 매입한 농지, 그리고 동독 지역의 집단

농장 사유화로 인해 과도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임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

- 공동이익토지회사는 제3자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임대하여 통상적인 임차료를 받

지만, 토지소유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음.

❍ 2019년 말 기준 공동이익토지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농지는 21만 5,750ha인데, 이 중 

토지회사가 임대·관리하는 농지는 16만 4,000ha임(BLG 2021: 19).

 농지직거래장터 사업

❍ 1998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지역적으로 시작된 ‘농지직거래장터’ (Hofbörse) 사업

은 공동이익토지회사 전체의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아 2005년 11월 연합회가 이를 위한 전

국 네트워크인 포털사이트(www.hofboersen.de)를 설치함. 

❍ 농지직거래장터 사업은 토지회사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고 농지와 농장 가옥 등의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중개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은 농지, 농장 전체, 농장 건물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이고, 사업 분야는 매매와 임

대차임.

- 농지직거래장터 사업에서 공동이익토지회사가 받는 거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 3∼

3.5%로 설정됨. 

- 농지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연 임차료의 1/4에 해당하는 3개월 임차료를 첫해만 공제하는 

것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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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재정비사업

❍ 일반적인 농지재정비사업은 관할청인 농촌개발청의 계획 수립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동이익

토지회사는 재정비의 실무 작업에 참여하지만,36) 농지재정리사업의 일종인 “자발적 농지교

환”과 “자발적 농지이용권 교환”, “신속한 분합” 사업은 농촌개발청의 위탁업무로 공동이익

토지회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음.

- 이 사업들은 참여자의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격을 현실지가에 근접한 거

래가치로 평가하고 있음.

❍ 자발적 농지(소유권)교환은 소유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사업인데, 사업

시행자로서 공동이익토지회사는 사업의 계획과 진행을 지원하고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을 지급함.

- 2020년 서독 지역에서 「농지정리법(Flurbereinigungsgestz)」에 의거하여37) 137건의 

자발적 농지교환사업이 체결되었고, 820필지(2,450ha)가 660명의 소유자들 간에 교환

된 것으로 나타남(BLG 2021: 11).

❍ 자발적 농지이용권 교환은 새로 도입된 사업으로서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토지이용

권만 교환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신속한 분합사업의 보완사업으로 적절하며 소유지와 임대

지 모두에서 실시할 수 있음(BLG 2021: 11).

- 사업에 대한 지원은 1회 지급되는 임차료로서 ha당 최대 200유로임.

❍ 신속한 분합은 소유자의 필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주는 교환·분

합사업 중에서 농로나 배수로 등이 포함됨으로써 비교적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

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의 투자비는 보조와 융자 및 자부담으로 구성되는데, 토지회사는 사업의 신청과 진행

을 지원하고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

- 2020년 현재 2,740ha 규모의 사업 1건이 체결되었고, 신속한 분합이 진행 중인 것은 48

건, 9만 1,836ha임(BLG 2021: 11).

36) 독일의 농지재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해서는 김수석 외(2016), p.193 이하 참조.
37) 동독 지역은 「농지정리법」보다 「농업적응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에 의한 농지재정비사업이 주

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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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지관리체계 종합화

2.5.1. 독일 농지관리 시스템의 특징

가. 농업구조개선 수단으로서 농지제도 및 정책

❍ 독일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정책은 농지은행사업보다 농지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

고 있음. 즉, 농지거래제도에 의한 선매권 및 재매입권과 농지임대차 관리 제도가 주축이 되

어 농업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농지제도의 구현과 특정 정책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공동이익토지회사의 

선매권 행사, 제3자를 위한 수탁매입·비축, 농지재정비 지원 등이 농지은행사업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음.

- 다시 말해, 농지은행사업이 제도적 규율에 의한 정책 추진의 후속작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농지은행사업은 제도를 보완하는 체계로 이루어짐. 

나. 농지은행 사업 및 업무의 특징

❍ 공동이익토지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출연기금(토지펀드)을 기초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

익구조를 창출하는 은행적 사업이 중심이 됨.

- 농지은행사업의 중심이 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는 각 거래마다 거래액의 3.5∼5.5%

를 수수료로 계상함.

- 비축한 토지가 건축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거래되면, 이로 인한 지가상의 이득과 함께 5

∼20%의 높은 수수료를 얻음.

- 국공유지를 수탁·관리할 때 임대료 수입을 얻음.

- 선매권 행사와 농지직거래장터 사업에서도 수수료를 받음.

- 국가(주정부)는 공동이익토지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줌.



52   ❙

2.5.2. 농지관리시스템 종합

❍ 독일의 농지관리시스템은 <그림 3-9>와 같이 상호연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설명

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9> 독일의 농지관리 종합체계

자료: 저자 작성.

❍ 독일에서 농정 일반의 집행 체계는 주농무성 직속의 농업청(혹은 주농무성으로부터 업무위

탁을 받은 농업회의소)이 담당함.

- 주된 업무는 직불금 집행 및 관리, 농식품 안전관리 등임.

❍ 농지관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청(란트크라이스 등)이 담당함.

- 농지거래 허가 및 농지임대차 신고 업무 등을 담당함.

- 농지거래 허가 업무 중 하나인 선매권 심사 업무로 인해 시·군청은 공동이익토지회사와 

업무적 연관을 갖게 됨.

❍ 농지은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이익토지회사는 주정부의 기금으로 설립되어 주농무성의 관

리·감독을 받으며 운영됨.

-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농무성 산하 광역지역 조직인 농촌개발청과 협력하여 업무

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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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3.1. 농업구조정책과 농지제도

3.1.1. 농업구조정책에서 농지제도의 역할

❍ 1960/62년 「농업기본법」 제정 이후 농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농업구조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추진되어 왔음. 

- 농업구조 정책의 목표는 ‘비농업부문 근로소득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성인 노동 2단위의 

가족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며, 가족농의 현대화, 법인화, 조직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대

응하는 것임.

- 농지를 포함한 농업생산수단이 이러한 가족농 모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통제하

는 방식의 구조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음. 

- 임대차법을 통해 경작자의 토지이용권의 보호와 안정화(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 밖에도 「농업기본법」은 고령농의 조기 은퇴를 유도해 농지를 젊고 역량 있는 청년들이 활

용할 수 있도록 은퇴장려종신연금(IVD), 직업전환프로그램, 청년영농정착지원 등의 시책들

을 도입하였음. 

❍ 농지제도와 결부된 농업구조정책의 주요 수단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음. 

- 농촌임대차법 강화(임차인 권리 강화)

- 경작권 허가제와 최소정착면적(SMI) 도입, 농업구조위원회 설치(1960)

- SAFER 설치(1960), 선매권 부여(1962)

-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CNASEA) 설립38) 

- 농업법인제도 도입

- 농업구조기본계획수립(SDDEA, 1980)

38) 각종 농업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2009년 EU 농업 직불금을 비롯해 국가의 국가 보조금 지급을 담당

하는 기관인 프랑스 지불청(Agence de Services et de Paiement, ASP)으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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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도위원회 설치(CDOA, 1996년)

3.1.2. 농업구조정책의 주요 수단

가. 경작권 허가제(l'autorisation d'exploiter)

❍ 프랑스는 농업구조의 관리·감독을 경작권(le droit d'exploiter) 허가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농업소득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경영을 방지하고, 과도한 토

지 축적으로 인한 농업구조의 양극화를 억제하기 위해 「농업기본법」 제정과 함께 경작권 허

가제를 도입함. 

- 경작권 허가는 데파르트망별로 수립된 농업구조기본계획(Schéma Directeur Départemental 

d’Exploitation Agricole, SDDEA)의 지침에 따라 경영 규모의 상하한과 경작권 우선순

위를 정하는 방법 등으로 농업구조를 관리·감독함. 

- 경작권 허가제와 함께 비농업부문의 최저임금 개념과 유사한 최소정착면적(Superfice 

minimum d'installation, SMI) 개념이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로의 영농 

활동 진입을 방지하고 있음. 

❍ 경작권 허가제를 통한 농업경영구조 관리·감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청년영농정착 촉진

- 경영유형별(품목) 생존가능한 수준 이상의 경영 규모 유지

- 경제적 역량과 환경적 역량을 결합한 농업생산시스템의 발전 촉진

-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다각화된 농업경영의 장려

- 과도한 경영 규모 확대 제한

❍ 경작권 허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농촌법전」 L.331-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작권 

허가 대상, 자격, 절차, 승인 거부 사유 등이 다루어짐.

❍ 경작권의 허가 대상은 영농정착이나 경영 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등 농지 이용에 변화를 주

는 모든 활동이 됨.

- 경작권 허가는 농지를 단순 구매할 때는 필요하지 않으나, 농지 구매나 임차를 통해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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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및 영농규모 확대 또는 축소를 동반할 때는 반드시 취득해야 함.

❍ 농지임대차에서 경작권 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영농경력이 없거나 직업적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자39)

- 농업구조기본계획이 정한 영농규모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 아래로 농지를 이용하려는 

자40)

- 겸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농외소득이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자

❍ 경작권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농업구조기본계획이 정한 영농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해당 농지에서 이미 영농활동을 하

고 있는 경우 

-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자의 농업경영이 생존가능성을 위협받는 경우

- 신청자의 경영체가 농업구조기본계획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규모 확대 또는 경영체 병

합의 경우(단, 해당 농지에 대해 후보자가 없거나 현재 이용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임)

- 고용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인경영체의 농지취득

❍ 경작권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경작권 허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함.

- 온라인 방식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경작권 허가 전용 인터넷 시스템(LOGICS)을 통해 

이루어짐.41)

- 오프라인 방식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나 지방청의 농정부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

들을 다운받아 작성해 부속서류(농지 등 시설의 특성, 농지 세부사항, 농업경영체에 대한 

39) 영농경력과 직업적 역량 보유에 대해서는 「농촌법전」 규정(Regulation) R331-1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국내 학위(농업경영 분야를 전공한 고등학교 이상의 농업계 직업교육학위) 이수자 또는 EU 회원국이 인정하

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 이수자.

- 해당 지역의 평균 영농 규모의 1/3 이상이 되는 경영체에서 경영주 또는 가족조력자, 출자자, 임금노동자 등의 자격

으로 직전 15년 이내에 합산해서 최소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자. 
40) 경지 면적이 ‘농업구조기본계획(SDDEA)이 정한 0.5~1.5 UR 밖에 있는 경우. 여기서 UR(Unité Reference)은 “영

농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농업경영체의 생존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정의되는데, UR의 단위는 해당 지역(데

파르트망)의 영농유형과 지난 5년간 평균 경영 규모 등을 고려해 산출되고, 평균적으로 SMI의 두 배에 달함(농촌법전 

312-5조). SMI와의 차이점은 영농유형에 따른 수익성 차이를 반영하는 데 있음.
41) LOGICS 시스템은 2019년 10월부터 도입됐으며, 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MonCompte에 계

정을 개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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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경영체가 속한 지역의 농업구조기본계획이 정하고 있는 농업경영 유형별 영농 

규모 평가 기준)와 함께 제출함.

- 데파르트망 농정부서인 국토해양국(DDTM)에 제출된 경작권 허가 신청 서류는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농업지도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Orientation 

Agricole, 이하 CDOA)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레지옹 지방청장 명의의 

허가증이 발급됨

□ 경작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신고사항)

⦁일정 범위 이내의 가족 간 농지거래

⦁부모 또는 친척(3촌 이내)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상속, 임차, 매입한 경우(단, 법령이 정한 

영농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최소 

9년 이상 소유 상태에 있어야 함)

나. 농업구조기본계획

❍ 「농촌법전」 L.312-1은 각 지역이 농업구조기본계획(SDDEA)을 수립해 경작권 허가에 필요

한 각종 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농업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42)

- 농업구조기본계획은 영농유형에 따른 경영규모 상하한, 최소정착면적, 경작권 허가 우선

순위, 통작거리 상한, 임대료 상하한 등에 관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담고 있음.

□ 최소정착면적(Unité Reference, UR)

❍ 1960/62 「농업기본법」은 생존가능한 수준 이상의 규모로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영농

정착면적(Superfice minimum d'installation,  SMI) 개념을 도입함. 

- SMI는 일반 산업분야의 최저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청년 영농정착 가구가 농업활동

을 통해 최소한의 가계소득(두 명의 성인노동력으로 구성)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됨.

42) 농업구조기본계획 수립 단위가 2016년 이후 데파르트망에서 레지옹으로 전환됨(SDDEA → SD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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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기본계획사례 : POITOU-CHARENTES SDREA43)>

1. 농업경영구조 감독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정의 
    영농정착, 재정착, 점진적 정착, 규모 확대 혹은 경영체합병, 경영체집중, 축사를 통한 가축사육시설의 신설 또는 증축 등
2. 기본방향
    농촌법전 331-1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농업정책의 기본방향 : 농업경영다각화 촉진, 고용촉진,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지
3. 경작권허가를 위한 농지이용 우선순위 
4. 경영규모 및 통작거리 상한(농촌법전 L312-1 II항)
    - Poitou-Charentes 레지옹에서 경작 상한 면적은 84ha
    - 통작거리 상한(농촌법전 L.331-2 I-4항) : 경작지와 농가 간의 거리
       · 습지에 위치한 초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의 경우 7.5km
       · 습지에 위치한 초지의 필지의 경우 30km
5. 경작권허가 대상 활동의 경제적, 환경적 중요도 평가 기준(농촌법전 L.312-1)
6. 「농촌법전」 L.331-1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체의 생존가능한 경제적 규모
    레지옹 지역의 평균 경작면적(94ha)에 도달하면 생존가능한 규모라고 간주
7. 과도한 경영체 집중이라고 판단되는 경영규모
    「농촌법전」 L.331-1에서 언급한 과도한 경영체 집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경영규모는 가중치를 적용한 지역의 평균 경지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188ha

❍ 도입 초기에는 복합영농을 기준으로 SMI가 산정됐으나, 1980년 「농업기본법」 개정 이후 

SMI 산출방식이 지역과 품목에 따라 달라졌으며, SMI의 적용분야도 사회보장과 세제분야

로 확대됨.44)

- SMI는 지역과 품목에 따라 편차가 크며, 1999년 「농업기본법」 개정 이후에는 경작권 허

가기준이 SMI 단위에서 UR(Unité Reference) 단위로 전환됨.

3.2. 농지제도의 구성 및 체계

3.2.1. 농지제도 및 정책의 변천 과정

❍ 프랑스의 농지정책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음<표 3-9>.

(1) 1960/62년 「농업기본법」 제정 이전 시기

43) 4번에서 정한 경작 상한 면적(84ha)은 경작지 유형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됨. 초지는 0.5의 가중치가 적용돼 상한면적

이 168ha이며, 시설하우스는 10이 적용돼 상한 면적이 8.4ha가 됨. 6번의 ‘생존가능한 경제적 규모’는 경작권 허가

를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경영 규모를 의미하며, 농업총조사(2010년)에서 중대형 농가로 분류되는 농업경영체의 평균 

경영 규모를 생존가능한 경제적 규모로 산정하고 있음. 프랑스는 연간 총생산액(PBS) 규모에 따라 농업경영을 소중대 

농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PBS가 2만 5천유로 미만(소농), 2만 5천~10만 유로 미만(중농), 10만 유로 이상(대농)으로 

분류함. 
44) SMI는 지역별로 수립하는 농업구조기본계획(SDDEA)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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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속 방지 및 경지정리 실시

❍ 토지 분할 상속을 억제하고 경지정리를 촉진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토

지이용권을 강화함.

- 1920년의 「농지정리에 관한 법률」, 1938년의 「상속에 관한 법률」, 1945년의 「임차인과 

분익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정한 법률」 등

<표 3-9> 프랑스 농지, 농업구조, 농촌정비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

구분 관련 법률 주요 내용

1909 「가족물권법」 토지의 분할상속 억제

1920 「농지정리에 관한 법률」 소유권 통합을 통한 경지정리 사업

1938 「농촌재산의 우선적 할당에 관한 법률」
농업경영체의 분할상속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상속자 중 한 명에게 우선상속권 
부여

1946 「소작 및 분익소작 지위에 관한 법률」 임차인의 토지이용권 강화

1960
/62 「농업기본법」

- 임차인의 경작권 안정화와 보호
- 은퇴장려종신연금(IVD)
- 직업전환프로그램
- 최소정착면적 도입
- 경작권허가제 도입
- SAFER 설치 및 선매권 부여
- 공동농업경영법인(GAEC) 도입
- 공동상속인의 농지출자법인(GFA) 도입
- 농업경영 승계 상속자에 대한 ‘지연급여’의 인정

1980 「농업기본법」 개정

- SMI 산출방식 지역과 품목에 따라 차등
- SMI 적용분야 사회보장과 세제분야로 확대
- 각 도에 농업구조지도개요(SDDEA) 수립
- GFA에 비농업계 자본 참여 허용

1984 「농업기본법」 개정
- 지주의 토지회수권 입증책임을 임차인에서 지주로 전환 
- 경작권허가 거부 기준들을 세부화하고 강화함
- 1인 유한책임농업법인(EARL) 도입

1999 「농업기본법」 개정
- 경작권허가 기준을 SMI에서 UR로 전환
- 농업보호구역(ZAP) 도입

1992 농촌법전 체계 정비 - ‘토양관련규정’이 ‘농촌공간의 정비와 시설’로 통합

1996 「농업근대화법」 - 각 도에 농업지도위원회(CDOA) 설치

1999 「농업기본법」 개정 - 농촌공간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개발 원칙 도입

2000 「도시재생 및 연대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단위별 토지용도 지정 및 이용계획 수립체계 변경(SCOT, PLU)
- 토지이용계획(POS)을 지방도시계획(PLU)으로 변경

2005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법률」
- 농촌활성화지역(ZRR) 설정
- ZRR 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개입수단 제시
- 도시근교지역의 농업 및 자연공간의 이용과 보호권역‘ 설정

2010 「농업 및 수산업 현대화에 관한 법률」
- 농업공간소비위원회(CDCEA) 설치
- 각급 도시계획 수립 시 농지전용 사전 협의

2014 「농식품, 산림을 위한 미래법」 - CDCEA를 자연농업산림공간보전위원회(CDPENAF)로 개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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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0/62년 「농업기본법」 제정 이후 1980년 개정 이전 시기

□ 경작권 안정화와 구조정책과의 연계 

❍ 임차인의 토지이용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구조정책’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경작권 허가제

가 실시되고, 농업구조기본계획에 따라 최소정착면적, 경영규모 상한, 경작권 우선순위가 

도입됨.

- 1960/62년 「농업기본법」의 경작권 허가제, 임차인의 경작권 안정화와 보호, SAFER에 

선매권 부여, 법인경영체 도입 등

(3) 1980년 이후 시기

□ ‘농촌공간정비’ 개념 도입

❍ 1980년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촌공간의 관리’와 ‘구조정책’의 조화를 모색했으며, 

1992년 이후에는 ‘농지정비’가 ‘농촌정비’로 개념이 확장됨.

❍ EU 차원에서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정책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프랑스에서도 2006년 환경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법(그르넬법)이 제정되고, 농지 보전을 위한 노력이 제도화됨(농

업공간소비위원회설치).

- 도시화로 인한 농지축소를 억제하기 위해 각급 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우호적 의견’을 취득하도록 함. 

3.2.2. 농지제도의 구성

❍ 프랑스 농지제도의 체계 및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은 <표 3-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10> 프랑스 농지제도 구성 요소별 내용

항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농지
소유

- 「민법」제2권(토지 등 물권에 
대한 재산권)

- 경자유전의 원칙 없음
- 농지를 포함한 부동산 일반에 대해 소유와 상속 등 소유권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다룸
- 농지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소유권 제한 등의 법률 규정은 없음

농지
임대차

- 농촌법전 제4권
  (농촌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규정을 다룸
- 최소 농지임대차 계약기간: 9년 
- 임대료 통제(도지사 포고령으로 상하한 설정)
- 임대인의 토지회수권 제한(자경인 경우, 상속자녀의 자경에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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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3.3. 농지관리 체계

3.3.1. 국가/지방사무 분장에 의한 농정관리 체계

❍ 프랑스 지방행정 단위는 레지옹(16개)45)-데파르트망(101개)-꼬뮨(Commune, 3만 4,965

개)46)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이며, 평균적으로는 각각 400만 명, 65만 명, 1,900명의 인

구 규모를 가짐.

- 중앙집권제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18세기 말부터 데파르트망에 지방청(프레펙튀르, 

Préfecture)을 설치해 국가 사무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해 왔음.

❍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레지옹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47)해왔는데, 최근 레지옹

45) 레지옹이라는 광역 지방행정단위(레지옹 지방청)가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56년이며, 1982년에는 레지옹에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설치돼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됨.
46) 꼬뮨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 territoriale)는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에도 설치돼 있으며, 지방의회의 

장이 행정 수반을 겸하고 있음.

항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토지개량 등 투자보상권
- 임대차 계약 승계권(임차인 사망 시 배우자, 자손에게 임차권 승계)
- 임차인의 토지선매권(임대인의 토지매각 시 임차인 선매권 행사)
- 임차농지의 농업법인 출자 인정(임차한 농지를 GFA나 GAEC에 출자)
- 임차인이 원할 경우 사실상 종신이용 가능

농지
보전

- 농촌법전 제1권(농촌정비)
- 도시계획법전 제1권(도시계획

과 국토정비에 관한 일반 규정) 

- 농업보호구역(ZAP) 설정
- 광역시(레지옹)의 국토정비지침에 반영
- 도지사 ZAP 구역 지정
- 농업보호구역 훼손 시 농업회의소 등 협의 의무화
- 코뮨 단위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 용도 구분, 농업지구(zone A) 설정
- 코뮨의 도시계획(PLU)에 반영

농지
전용

- 도시계획법전 제1권(도시계획
과 국토정비에 관한 일반 규정)

- 농촌법전 제1권(농촌정비)

- 토지 용도 구분
- 농업지구(zone A) 지정
- 각급 도시계획 수준에서 농지보전 강화
- 각 도에 농업공간소비위원회 설치, 농지축소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 수립 시 협

의 거치도록 의무화

농지
상속

- 민법 제2권(재산권)

- 상속과정에서 가족경영체 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우선할당권‘(가족경영승계자),  
’지연급여‘(무보수로 농업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가족구성원에게 과거 노동에 
대해 급여로 계산해 상속지분에 반영) 운영

- 현물상속 출자지분화(공동상속자가 각각 취득한 토지를 농지법인에 출자하는 제도)

농지
관리

- 농촌법전 제1권(농촌정비)
- 제4권(농촌임대차)
- 제3권 농업경영

- SAFER 설립
- 선매권, 농지매각 의사 통지 의무화
- 농촌임대차 분쟁 전담 법원 설치, 임대차관련 분쟁 조정 및 명령
- 경작권 허가제도, 최소정착면적 도입, 농업구조 컨트롤, 농지축적금지 등 



외국 농지관리제도❙   61

의 수를 줄이고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레지옹 중심의 지방행정체계를 완성하고 있음.

- 데파르트망 지방청의 국가 사무를 통합(여러 부처의 사무국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레지

옹 지방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레지옹 의회가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조정

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음48).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의 대부분을 중앙농정(EU와 중앙정부)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서 농정 실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데파르트망 지방청에 설치된 농업담당부서와 데파르

트망에서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프랑스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에 따른 농정업무의 분장 내용은 <표 3-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11> 프랑스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및 담당기관

47) 레지옹 도입 초기에는 본토에만 22개의 레지옹이 있었으나,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현재 본토에는 레지옹 수가 13개로 

축소돼 보다 큰 광역으로 발전하고 있음.
48) 국가 사무와 관련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기관의 배치도 종전에는 데파르트망 단위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에는 레지옹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데파르트망 차원의 각종 기본계획이 레지옹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예 : 데파르

트망 농업구조기본계획 ⇒ 레지옹 농업구조기본계획 등).

지방단위 레지옹(Région) 데파르트망(Département) 꼬뮨(Commune)

개수 본토 13, 해외영토 3 본토 96, 해외영토 5 본토 34,836, 
해외영토 129

국가 
지방
행정
조직 

지방청(Préfecture de Région)
- 레지옹 단위에서 EU 및 국가사무 직접 

수행

지방청(Préfecture de Région)
- 데파르트망 단위에서 EU 및 국가사무 직접 

수행
- 하위 행정구역으로 구분

없음 

▮사무국
- 중앙부처별로 국 단위 사무실 운영: 

DRAAF(농업, 식품, 산림), DRAC(문화), 
DREAL(환경, 국토정비, 주택), DIRECCTE 
(기업, 경제, 소비, 노동, 고용) 등

▮사무국
- 몇 개의 중앙부처가 하나의 국 단위 사무실 

공동 운영: DDTM(국토·농업·해양), DREAL 
(환경, 산업안전) 등

없음 

▮농업담당 부서
DRAAF가 담당
- EU 공동농업정책 
- 프랑스 농업정책(농업구조, 농업교육)

▮농업담당 부서
DDTM 내 농업담당과(Service)가  담당
- EU 공동농업정책 
- 프랑스 농업정책(농업구조, 농업교육 )

없음

지방자치
단체

▮집행기관
- 레지옹 의회 의장이 행정수반 겸임
- 사무총장(DGS) 산하에 여러 개의 사무

총국(DGA)을 두고 있음 : 경제, 지자체
자원, 교육·청년·문화·스포츠, 교통·국
토정비, 유럽·국제관계 등

- 경제 분야 사무총국에 농업 및 수산관련 
국을 두고 있음

▮의결기관

▮집행기관
- 데파르트망 의회 의장이 행정수반 겸임
- 사무총장(DGS) 산하에 여러 개의 사무총국

(DGA)을 두고 있음 : 연대, 정비 및 환경, 교
육·문화·관광, 재정수단, 인적자원 등

- 별도의 농업 전담 부서가 없으며 농업관련 행
정은 대부분 국가조직인 지방청이 수행함

▮의결기관 
데파르트망의회

▮집행기관
- 꼬뮨 의회의 장이 시장 겸

임(Maire)
- 꼬뮨 의회에서 의결된 정

책을 시행
▮의결기관
꼬뮨 의회
(Conseil muni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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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3.3.2. 농지관리 체계 및 기구

가. 농지관리 체계

❍ 프랑스에서 농지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은 데파르트망 국토해양국(DDTM)임. 그

렇지만 농지관리 업무의 내용에 따라 협력하는 기구들에 차이가 있음. 즉, 프랑스에서 주된 

농지관리 업무는 ① 경작허가제, ② 농지거래 개입(선매권 행사), ③ 농지임대차 관리(임대료 

상하한 설정)인데, 이들 업무에서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경작허가제에서는 농업지도위원회(CDOA)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농지거래 개입에서는 토지 정비 및 농촌 시설 회사(SAFER)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나. 농지관리 관련 기구(거버넌스)

□ 농업지도위원회(CDOA)

❍ 농업지도위원회(CDOA)는 1996년 「농업근대화법」에 의해 각 데파르트망에 설치됐으며 지

방농정의 핵심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함.

- CDOA는 농업구조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업생산과 농업구조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지역 농업구조 개선 및 농업생산 방향에 관한 다양한 정책 개입 수단들을 조율함.

- CDOA의 구성은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지사가 임명하는 32~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며, 임기는 3년임.49)

- CDOA는 ‘협동조합분과’, ‘경제 및 구조분과’, ‘위기농가 구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

는데, ‘경제 및 구조분과’는 영농후계자 선정, 보조 및 저리융자 등 정책자금 분배, 우유쿼

49) 위원회는 법령으로 의회, 농업국, 세무서, 농업회의소, 농업사회보장기구(MSA), 임노동자대표, 농산물가공업체, 협

동조합, 농민운동단체, 유통업자, 농업은행, 농지소유자단체, 산림소유자단체 등으로 구성됨.

지방단위 레지옹(Région) 데파르트망(Département) 꼬뮨(Commune)
레지옹의회(Conseil régional) (Conseil départemental)

SAFER
기초조직
지역 SAFER 독립법인 
- 중앙(파리)에 SAFER 전국연맹(FNSAFER)

SAFER 현장 사무소 운영 없음

농업
회의소

광역조직(Chambre Régionale  
d’agriculture)

기초조직(Chambre d’agriculture) 없음

농민단체 연맹조직 연맹조직 기초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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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배정, 지역농업계획 심의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과임.

- CDOA는 농업인 지원시책(농업인, 경영체, 작목, 생산양식 등) 등 EU와 중앙정부 농업정

책 자금의 지역 내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 경작권 심사를 담당하는 CDOA는 농정부서(DDTM)에 접수된 경작권 신청 서류를 검토해 

지방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작권 허가 여부가 결정됨.

□ 기타 농정 및 농지관리 거버넌스

❍ CDOA 외에도 임대료 기준 설정을 위한 ‘농촌임대차자문위원회’, 농지 보전을 위한 ‘자연 농

업 산림 공간 보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농정 거버넌스는 보통 국가, 지자체, 민간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되며, 지방청장을 위원

장으로 지방청의 관련부서장(국가), 지자체(지방의회), 전국망을 가진 민간단체의 지역조

직 대표 등이 법적 위원으로 참여함.

❍ 농정 및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구성체계는 <표 3-12>와 같음. 주요 업무는 <표 3-13>과 같

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12> 프랑스의 농정 및 농지관리 거버넌스 구성

구분 레지옹 지방청 데파르트망 지방청

농정부서

◦ 농식품산림국(DRAAF)
 - 중앙부처(농식품부)의 레지옹 사무국
 - 농업, 식품, 농촌에 관한 EU/국가 공공정책 

수행 
 - 농업교육기관, R&D, 농업통계 담당
 - 주요 법정계획 수립과 실행

◦ 국토해양국(DDTM 농정과, 지방행정 개편으로 통합)
 - 중앙부처(국토, 해양, 농식품부)의 데파르트망 사무국
 - 농업, 식품, 농촌에 관한 EU/국가 공공정책 수행
 - 농업교육기관, R&D, 농업통계 담당
 - 주요 계획 수립 

주요 
법정계획

⦁지속가능농업계획(PRAD)
⦁농업경영구조기본계획(SRSEA)

⦁농업계획(PAD)
⦁농업구조기본계획(레지옹 계획 전환)

농정 거버넌스
(국가/지자체/

민간단체)
◦ 농업경제농촌위원회(CREAMR)

◦ 농업지도위원회(CDOA)
◦ 농촌임대차자문위원회(CCPDBR)
◦ 자연 농업 산림 공간 보전위원회(CDPENAF)

지자체 ◦ 레지옹 의회 ◦ 데파르트망 의회

농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조직

◦ 전국망을 갖춘 민간 조직으로서 레지옹, 데파르트망 조직
⦁농민단체 : FNSEA, Confederation paysanne, Jeunes Agricole, Coordination Rurale 등
⦁농업직능조직 : 농업회의소, 농업은행, 협동조합, 농업공제조합(농업사회보장)
⦁농업 계층별 대표조직 : 지주, 산주, 임차인-분익소작인, 농업노동자 등
⦁환경, 소비자, 사냥 단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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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및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주요 업무는 <표 3-13>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13> 프랑스 농정 거버넌스의 기능

구분 레지옹 데파르트망

거버넌스
농 업 경 제 및 농 촌 위 원 회
(COREAMR)

농업지도위원회
(CDOA)

농 촌 임 대 차 자 문 위 원 회
(CCPDBR)

자연농업산림공간
보전위원회
(CDPENAF)

기능
농식품 및 농촌에 관한 공공정
책의 구상과 실행 참여

농식품 및 농촌에 관한 공공
정책의 구상과 실행 참여

농촌임대차 자문
자연, 농업, 산림공간의 축
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자문

세부
기능

- PRAD의 수립과 실행에 참
여, 이행 점검, 종합평가 및  
수정 제안 

- 농식품 R&D와 농업교육의 
일관성 감시

- PAD 및 농업구조기본계
획 수립과 심의

- 협동조합 설치, 후계자 선
정, 경작권 허가, 정책자
금 분배, 위기경영체 구제 
등

- 임대료 상하한
- 임대인과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농지개량사업 리스
트

- 임차인의 투자 보상을 위
한 감가상각율표 

도시계획 수립과 승인과정
에 의견 개진

구성

⦁위원장(지방청장)
관련 행정부서
지방의회
농식품업계
농민단체
승마기관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위원장(지방청장)
DDTM
재무부서 
지방의회
농식품업계
농업회의소, 농민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
농업은행, SAFER
지불청(ASP)

⦁위원장(지방청장)
DDTM
- 임대인단체
- 임차인단체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는 
각 6명 동수 구성)
농업회의소, 농민단체
공증인단체

⦁위원장(지방청장)
DDTM
지방의회
꼬뮨대표
도시계획단체
농업회의소, 농민단체
지주단체, 산주단체
사냥협회
환경단체 등

활동
지역의 농식품과 농촌현안에 
대한 토론, 의견 교환

1년에 1~2회 전체회의
농정현안 의견 개진 
농업구조 및 지역 농업 육성 
관련 보고서 검토

1년에 1~2회 회의
전국 농지임대료 지표를 토
대로 논의

SCOT, PLU, Cartes 
Communales 등 도시계
획 수립에 의견 개진

자료: 저자 작성. 

3.4. 농지관리 사업 조직: SAFER

3.4.1. SAFER의 조직 및 체계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 프랑스의 토지정비및농촌시설회사(Sociétés d'aménagement foncier et d'établisse-

ment rural, 이하 SAFER)는 프랑스 농촌의 비효율적이고 영세한 농업구조를 젊고, 현대화

된 가족농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1960년 「농업기본법(la loi d’orientation agricole)」 제

정과 함께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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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과 선매권을 갖고 토지시장에 개입해 생존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스웨덴

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1950년대 초 처음으로 SAFER 설립이 제안됨.

❍ 1960년 「농업기본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작권 허가제를 도입해 농업구조에 대한 

강력한 감독체계를 갖추는 한편, 1962년 「농업기본법」 보완을 통해 SAFER에 토지 선매권

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토지시장 개입 수단을 마련함.

- SAFER는 농지시장 정보 독점(농지매각의사 의무 통보)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선매권

을 행사해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농업구조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토지를 분

배함.

■ SAFER 설립 및 영역 확대의 법적 근거 

    - 1960년 「농업기본법」에 설립 근거 마련
    - 1962년 「농업기본법」(보완)을 통해 선매권 확보  
    - 1999년 ‘환경적 목적’의 선매권 신설,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 2014년 「농업·식품·산림을 위한 미래법」을 통해 SAFER 기능 재정의

■ SAFER의 법률적 지위의 특수성

    -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이익 배당 없음) 유한책임회사(Société anonyme)
    -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부분은 정부의 감독을 받음(·농식품부와 재무부)
    - 선매권은 법률이 정한 ‘공익’을 위해서만 행사되며, 정부의 승인 하에 이뤄짐

❍ SAFER는 설립 초기 농업구조 개선 및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나, 농업·농촌 여건

의 변화와 함께 활동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음.

- 창설 당시 SAFER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공익(intérêt général)’ 임무를 수행기관으로

서 내세운 목적이 ① 현대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족농 육성, ② 농업과 비농업 경제활

동 간의 소득의 균형, ③ 토지투기 방지였음.

- 하지만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농업경영의 다각화와 농촌의 다기능성이 강조되면서 

SAFER의 미션도 농촌지역개발, 환경, 자연보호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2014년 「농업·식품·산림을 위한 미래법(la loi d’avenir pour l’agri-

culture, l’alimentation et la forêt)」 제정 시 SAFER의 업무를 4대 활동축(농업, 환경,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촌토지시장의 투명성)으로 재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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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 체계 

□ 조직 체계

❍ SAFER는 광역지방단위인 레지옹(Région) 별로 설치돼 있으며, 지역 SAFER는 독립법인으

로서 해당 지역에서 SAFER의 업무를 수행함.

- 중앙(파리)에는 지역 SAFER를 회원으로 한 FNSAFER(전국연맹)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SAFER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함.

- 레지옹별로 설치된 SAFER는 현장과 밀착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하위 지방단위인 데파르트

망 별로 현장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SAFER의 실제 업무는 이곳에서 이루어짐.

- SAFER 조직 전체 직원 수는 2,000여 명에 이르는데, 중앙조직에 근무하는 30여 명을 제

외하고는 모두 지역 SAFER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서 토지, 환경,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음. 

□ 출자 구성  

❍ SAFER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유한책임회사로서 법에 의해 출자 그룹이 정해져 있

는데, 출자 그룹은 농업조직,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으로 구성함.

- 농업조직(Collègue Agricole): 농업경영자전국연맹(FNSEA)과 같은 대표성을 가진 농

민단체, 농촌법전(Code Rural)에 설립 근거를 둔 농업회의소(Chambre d’Agriculture)

와 같은 농업직능조직

- 지방자치단체(Collègue Collectivité): 레지옹 및 데파르트망 의회

- 기타 그룹(Collègue Autres): 농촌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해를 대표하는 법

인이나 공공단체(지불청, 자연공간보전위원회, 사냥협회, 농업은행, 농업공제 등 보험 등)

□ 조직 구성

❍ SAFER는 조직 체계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인 기술위

원회(Comité Technique Départemenal, CTD),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됨<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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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SAFER의 조직 구성

조직 기능 구성

이사회 - 기술위원회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 
- SAFER에 출자한 모든 기관의 대표자(농업직능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감독관
- 선매취득 허가 및 지자체와의 협약 승인
- 선매권 행사 등 이사회 결정 승인

- 농식품부와 재무부 파견 각 1명

기술위원회(CTD) - 토지구매 희망자의 토지이용계획 심사
- 이사회에 심사 의견 개진

- 농업직능단체(농업회의소, 농업은행 및 공제보험, 대표
성 있는 농민단체)

- 국가를 대표하는 자(데파르트망에 파견된 농림부 및 재
무부 대표) 

사무국 - SAFER 사무 집행 - 회장, 레지옹 단위 사무총장, 사무소 직원

자료: SAFER 홈페이지(http://www.safer.fr)(검색일: 2021. 07. 12).

(1) 이사회

-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SAFER의 토지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사회의 의사결정은 기술위원회(CTD)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두 명의 정부

감독관(농식품부와 재무부)의 승인(아그레망)을 얻어야 효력을 가짐.

- 이사회는 투표권을 가진 모든 출자기관의 대표자(이사)와 투표권이 없이 표결 토론에 참

여하는 검열관, 그리고 이사회 결정이 정부의 국토정비정책(농업구조정책 포함)에 부합하

는지를 감독하는 두 명의 정부 감독관(농식품부와 재무부)으로 구성됨.

- 이사 수는 최대 24명까지 둘 수 있으며, 이사진의 1/3 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해야 함(레지옹, 데파르트망, 꼬뮨 의회).

(2) 기술위원회(CTD)

-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SAFER가 처분하려는 토지에 대한 구매희

망자들의 토지이용계획을 심사해 이사회와 정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출함.

- 기술위원회는 레지옹에 속한 데파르트망 별로 구성되는데 SAFER 회장을 위원장(혹은 데

파르트망 지방청의 부대표)으로 하며, 데파르트망 지방청의 국토해양국장(DDTM, 농정

분야는 DDTM의 한 과로 기능함)과 재무담당국장, SAFER에 출자한 기관의 데파르트망 

조직 대표들이 법적 위원으로 참여함.

(3) 사무국

- SAFER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레지옹 지방청이 있는 곳에 지역 본사를 두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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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레지옹에 속한 여러 데파르트망별로 현장사무소를 두고 있음.

- SAFER 회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나 사무총장이 사무국을 총괄·지휘하며, 평균 60~70명 

규모의 직원을 운용하고 있음.

- 데파르트망 현장 사무소에는 토지자문관, 지자체자문관, 연구담당 등 10명 내외의 인력

이 일하고 있음.

3.4.2. SAFER 업무 및 기능

❍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함께 농촌 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SAFER의 활

동 영역 또한 꾸준히 확장됨.

- EU 공동농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프랑스 농정에서도 농림업활동의 환경의무 강화, 농촌의 

다기능성에 기반한 농촌개발, 경관 및 자연자원(물, 생물다양성 등) 보호정책 등이 강화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SAFER는 2000년부터 CAP의 2축인 농촌발전정책의 실행기관 역할

을 담당함.

❍ 2014년 「농업·식품·산림을 위한 미래법」은 SAFER의 기능을 4대 활동 축(농업, 환경, 지역

개발, 토지시장)으로 재정의했는데, SAFER의 주요 활동과 세부 기능을 요약하면 <표 

3-15>와 같음.

<표 3-15> SAFER의 주요 기능

4대 축 주요 활동 세부 기능

농업

⦁농림업의 역동화
- 청년영농정착 및 경영이양 촉진
- 농림업경영체의 경제적, 환경적 역량 강화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 및 재구조화 

· 청년영농정착(개인 또는 법인형태)
· 점진적 영농정착
· 겸업적 형태의 영농정착
· 기타 형태의 영농정착
· 영농 재정착 및 규모화

· 농지정비
· 필지정비(필지교환, 필지 규모화)
· 임차농의 유지와 발전
· 농업자본 참여를 위한 토지전매

환경

⦁환경보호 참여
- 경관 보전
- 자연자원 보존(농지, 습지, 물, 생물다양성)
-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 환경적 목적의 선매권 행사
· 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토지자원 관리

지역
개발

⦁토지문제를 해법을 제시하는 지역개발 동반자
- 지자체의 경제개발 및 SOC 프로젝트

·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농촌지역 및 도시근
교지역에서의 토지정비(단지화 및 농업경영체 재정착 유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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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3.4.3. SAFER의 활동 실적

❍ 먼저 SAFER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하고 처분한 토지의 전반적 흐름을 정리하면 

<표 3-16>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16> SAFER 토지 취득 및 처분 현황(1990-2019)

단위: 천 ha

구분 1990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취득량 112.0 78.0 76.7 74.8 83.8 94 98 104 101

처분량 122.0 79.0 77.3 75.5 87.3 96 96 105 100

- 영농정착 32.0 33.0 31.3 26.4 31.1 34 35 39 35

- 규모확대 69.0 31.0 23.1 23.2 24.4 28 30 31 31

보유량 59.0 38.0 40.6 41.2 41.7 40 41 39 41

자료: FNSafer.

가. 토지 취득

❍ 2019년 SAFER의 토지 매입량은 건수로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1만 2,100건, 면적으로는 

2% 감소한 10만 1,700ha에 달했으며, 토지 매입 금액은 14.9억 유로에 달했음.

- 프랑스 전국 토지 거래물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69만 ha에 달했는데, SAFER의 토지 

매입물량은 전체 거래량의 14.7%를 차지함.50)

- SAFER에 통지된 토지매각 의향 건수는 33만 2,500건에 달했는데 이 중 SAFER가 매입

에 나선 건수는 1만 2,100건으로 전체의 3.6%에 달함<표 3-17>.

50) 토지시장에서 SAFER의 시장점유율은 매입량과 매각량을 합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2019년 시장점유율은 약 29% 

수준임.

4대 축 주요 활동 세부 기능

- 공공정책에 등록된 민간의 개발 프로젝트

시근교지역의 농업공간 보전, 환경 및 경관보전 )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유산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선매권 행사 요청 관리
· 농촌개발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제공(수공업, 농촌관

광, 사냥, 레저 휴양시설 등)

토지
시장

⦁농촌 토지시장의 투명성 담보
- 모든 토지시장 정보 취급
-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토지시장 동향 정보제공
- 토지 이용 동향에 관한 전국지표를 정부와 의회에 

알림(과도한 농지 소비 경고 등)

· 토지시장의 감독 및 시장조절
·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 소유 방향의 유도
· 토지 시장정보의 배포
· 토지시장 동향 감독
· 토지시장 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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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SAFER의 토지 취득 실적(2019)

구분 2019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 (비고)
전국 토지거래 물량 69만 ha +5%

토지매각 의향 통지 건수 33만 2,500건 +7%

SAFER의 토지매입 건수 1만 2,100건 +3%

SAFER의 토지매입 면적 10만 1,700ha -2%

SAFER의 토지매입 금액 149만 유로 +3%

선매권 행사 건수 1,350건 (0.4%) (매각 통지건수의 0.4%) 

지자체 선매권 요청 건수 460건 (34%)

지자체의 선매권 요청 면적 700ha

- 농지 보전
- 자연자원 보전(경관, 물, 생물다양성)
- 농촌개발프로젝트 토지제공
- 토지 투기 대응

자료: FNSafer(2019).

❍ SAFER가 선매권 행사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건수는 1,350건으로 전체 토지 매각 의향 통지 

건수의 0.4%에 불과함.

- 선매권 행사 건수의 34%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매권 행사 요청에 따른 것이며, 지자체가 

SAFER에 선매권 행사를 통해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토지면적은 700ha 규모인데 

대부분 수도권의 도시화 지역과 연안 지역의 토지가 주요 대상임.

❍ SAFER 토지 매입 건수의 89%는 협의에 의한 우호적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선매권 행사

는 11% 정도임.

- 선매권은 법률이 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선매권 행사를 통한 토

지 취득과 12만 유로를 초과하는 토지 취득은 정부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SAFER의 토지 취득 활동은 규모 면에서 1990년 11만 2,000ha로 정점에 달한 이후 1990

년대 들어 감소 추세를 이어 오다가 최근에는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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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SAFER의 토지 취득 및 보유 동향

자료: 프랑스·농식품부, Graph’Agri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토지 배분 및 매각 처분

❍ SAFER가 취득한 토지의 상당 부분은 농업분야를 위해 쓰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청년영

농정착이 전체 처분 면적의 3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3-18>.

❍ 지역개발 분야에 처분한 토지는 매각 건수 970건, 면적 3,720ha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각

종 지역개발 사업(산업지구, 주거단지, 레저단지 조성 등)에 토지를 공급함.

- 환경보호 활동은 수자원 취수구역, Natura 2000권역, 민감자연지역(Espaces Naturels 

Sensibles) 등 환경부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지자체나 연안보호위원회 및 국립자연공원 

등 환경관련 공공기관에 토지를 공급함.

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사업

❍ 2019년 말 현재 각 SAFER가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토지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건수는 약 5,000건에 달하고 있음<표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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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SAFER의 토지 처분 실적(2019)

활동 세부 분야 처분 면적 내용

농업

영농정착 34,500 ha
전체 처분 면적의 35%（전체 처분 건수의 23%)
최초 영농정착 건수 1,420건, 20년 이래 최고 수준, 66%가 가족 범주외 정착

농림경영체 
재구조화

30,700 ha

전체 처분 면적의 31%
주로 농업환경정책과 연계된 4,400개 농림경영체의 경영기반 강화
경지정리를 통한 재구조화 사업 건수 1,540건, 면적 3,200ha 
임업경영체의 재구조화 사업 건수 800건, 면적 6,400ha 
소농 유지를 위한 사업 건수 1,660건, 면적 14,600ha

임대수위탁 105,000 ha

개인이나 공공기관의 토지를 위탁받아 영농정착이나 규모 확대, 경영이양을 촉
진하기 위한 임대수위탁사업(CMD) 8,000건
영농정착, 경영이양 등의 목적으로 토지지주와 임차인 간의 토지임대차 중개 
사업물량 13,600ha

유기농업 8,800 ha
사업 건수 1,050건으로 전체 처분 면적의 10%
이 가운데 280건은 농업활동에 처음으로 정착하는 경우로서, 복합영농축산이 
가장 많고(23%), 노지 채소 재배(18%)

근거리 유통농업 6,300 ha 1,180건으로 전체 처분 면적의 7%

지역
개발

주택 2,230 ha 570건 

관광 및 레저 700 ha 150건 

사회기반시설 500 ha 90건 

수공업 및 상업 120 ha 50건 

공공서비스 및 행정 170 ha 110건

환경 자연자원 보전 2,900 ha

토양, 물, 생물다양성, 경관 보전을 위한 사업 건수 510건
이 중 110건(1,400ha)은 농업적 목적과 함께 이중 목적으로 가짐.
SAFER는 환경적 목적으로 토지를 처분할 때 환경보호 수단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SAFER가 환경의무를 부과해 토지를 처분한 건수 50건, 면적 265ha에 달함.
SAFER는 데파르트망 단위에 설치된 농림자연공간보전위원회(CDPENAF)
에 참여해, 자연공간의 인위적 개발을 억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자료: FNSafer.

❍ 이 가운데 농업 및 자연공간의 토지 매각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2,100건)이 가장 많고, 

개발 대기 상태에 있는 농지의 관리 협약(1,320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관

리 협약(740건),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관련 연구 협약(270건), 자연환경 민감 지역 등 

선매권 행사 관리 협약(560건), 토지시장 모니터링 협약(20건) 순으로 구성됨. 

❍ 이밖에 SAFER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1만 6,900ha에 달하는 

유보지를 보유하는 협약을 970건 체결하였음. 이는 지자체의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 농

지조성 또는 자연 공간 보호를 위한 용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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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AFER의 활동별 수수료 체계

❍ SAFER의 각종 활동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체계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Grand-Est 레

지옹 SAFER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19>와 같음.
 

❍ 프랑스 정부는 2016년 이후 SAFER에 대한 보조금 방식의 예산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다양

한 차원의 세제 및 재정 수단을 지원하고 있음. 여기에 대응하여 수수료 체계도 현실화하고 

있음.

<표 3-19> SAFER의 수수료 체계(Grand-Est 사례)

활동 분야 구분 수수료율 / 금액

토지거래

우호적 거래에 의한 토지 매각
- 100만 유로까지: 8%
- 100만에서 120만 유로 사이: 4%
- 그 이상: 별도로 정함

선매권행사에 의한 토지 매각 10%
토지교환 4%
건당 최소 거래수수료 250유로

토지서비스 
제공

임대 중개 1년 치 임대료(데파르트망 임대료 기준)
임시 점유 협약 상동

임대 위탁

임차료
- 복합영농: 20~50%
- 포도: 10%
- 계약 건당 최소 위탁수수료: 250유로

토지매각의향서 처리(21일 이내)

토지가격
- 2만 유로 이하: 60유로
- 2만~7.5만 유로: 100유로
- 7.5만 유로 이상: 170유로

선매권 행사 요청 250유로

기타 서비스
- 지도제공 등 지원: 400유로/일
- 토지분석 등 컨설팅: 600유로/일

협약

유보지 설정
- 기본: 1,500유로
- 연간 관리비: 토지가의 2%

Vigifoncier 이용료
- 등록비: 350유로
- 연간 이용료: 150유로/꼬뮨 

자료 : SAFER 홈페이지(https://www.safer.fr/contacts-safer/grand-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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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농업구조정책에서 SAFER의 역할

❍ SAFER는 레지옹의 농업구조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우호적 거래 또는 

선매권 행사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한 토지를 농업구조정책에 부합하게 양도·처분함.

- SAFER의 토지 취득은 대부분 우호적 거래에 의한 것이며, 선매권 행사는 법이 정한 행사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정부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또한 토지소유자가 위탁한 토지를 구조정책의 목표에 부합하게 임대수탁(CMD)함으로써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가. 선매권 행사

❍ SAFER의 선매권 행사가 유효하려면 「농촌법전」에 명시된 목적 가운데 하나 이상의 목적에 

따라 선매권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1) 영농정착 및 재정착, 적정 농업인구의 유지

2) 기존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농지정비

3) 공공토목공사 등으로 농업경영이 위태로울 때 농업경영체의 균형유지를 위한 목적

4) 농업경영체의 가족농적 특징의 보호

5) 토지투기에 대한 대응

6) 농업용 건축물과 토지가 분리 양도돼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경우 농업

경영체 유지 보호를 위한 목적

7) 산림보호와 활용 및 국가와 체결된 협약의 범주 내에서 임업경영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8)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승인하는 경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공프로젝트

의 실현

9) 「도시계획법전」 제1권 4부 제3장에서 예고한 조건 하에서 도시근교지역의 농업 및 자연

공간의 보호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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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선매권 행사를 통한 토지 취득 절차

환경 목적의 선매권 
행사 요구

(환경국/DIREN)

두 정부감독관의
합의

(농식품부, 재무부)

공증인: 토지거래 통지

선매권 행사 요구

선매권 관련 서류 제출

도 기술위원회 의견(CTD)

선매권 행사 서류 검토
   ㆍ 재무부 세제국
  ㆍ 농식품부 DDTM

선매권 행사에 관한
이사회 결정

선매권 행사

SAFER의
토지취득

최초 토지구매자에 
통지

7일

30일

우편발송 소요 2일

SAFER 10일

우편발송 소요 1일

10일

자료: 저자 작성. 

❍ SAFER의 선매권 행사 절차를 보면, 먼저 토지거래의 계약 및 중개를 담당하는 공증인

(Notaire)이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각 의향을 SAFER에 통지함<그림 3-11>.

- SAFER는 접수된 토지 매각 의향 정보를 바탕으로 농업구조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를 판

단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조건 등을 검토하여 선매권 행사 또는 우호적 거래에 의

한 협의를 통해 취득할지를 결정함.

- 선매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SAFER 내 기술위원회(CTD)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와 정부감독관에게 선매권 행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51)

 

51) 지자체 등이 환경적 목적의 선매권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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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정책에 입각한 토지의 배분 및 매각처분

❍ SAFER는 토지를 매각처분하거나 임대위탁할 때 희망자들을 공개 모집하고, 희망자의 토지

이용계획 발표 등을 거쳐 후보자를 선정함<그림 3-12>.

- 이 과정에서 농업구조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며, 농업구조기본

계획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업지도위원회(CDOA)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림 3-12> SAFER의 토지 배분 및 처분 절차

우호적 취득 토지
(Acouisition amiable) 임대수위탁 토지

선매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토지

토지취득 희망자 신청공고

토지취득 신청자 서류접수

토지정비계획 및 토지구매 신청자 간 토지분배에 관한 제안 검토

현지 조사

도 기술위원회 의견(CTD)

두 정부감독관의
합의(농식품부, 재무부)

농업지도위원회
(CDOA) 승인이 필요한 
경우
-영농유형별 경영규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또는 회장, 사무국장)의 
의사결정

토지 매각/임대

지방청장 보고
(CDOA/도 농업지도위

원회)

법적 통지의무:
- 지자체(행정기관)
- 선매권에 의한 취득 토지의 경

우 선구매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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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프랑스 농지관리체계 종합화

❍ 데파르트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지관리 메커니즘을 종합화하면 <그림 3-13>과 같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절차로 정리할 수 있음.

<그림 3-13> 농지관리 실행 체계

자료: 저자 작성.

 토지거래(매도 및 임대) 의사 전달 및 SAFER 매입(임대수탁 포함)

❍ 먼저 프랑스에서 농지 및 임야의 모든 거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먼저 토지소유자가 공

증인을 거쳐 토지정비 및 농촌시설 회사(SAFER)에 매각의사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SAFER는 통보된 매각의사 중 필요하다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 우호적 거래 혹은 선매권 

행사 방식을 통해 매입함.

 공급되는 토지시장 정보 공시

❍ SAFER는 매입·비축한 토지 중에서 매각하거나 임대할 토지를 공시하여 매입 또는 임차할 

희망자를 공모함(임대수위탁 토지의 임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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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시장에 거래물량(임대 포함)으로 나온 토지 중에서 SAFER가 매입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정보는 공증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공급되는 토지에 대한 경작허가 신청 및 결정

❍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영농활동을 하고자 하는 영농희망자나 농업경영체는 공급되는 

농지에 대한 정보를 SAFER의 공시 또는 공증인을 통해 확인함.

- 공급 농지 중에서 특정 필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이에 대한 

경작권 허가 신청을 데파르트망의 국토해양국(DDTM)에 함.

- 국토해양국은 이에 대한 심의를 농업지도위원회(CDOA)에 요청하고, CDOA는 농업구조

기본계획의 지침(경영규모 상하한, 최소정착규모, 경작권 우선순위)에 따라 경작권 허가 

의견을 제출함.

- 국토해양국(DDTM)은 CDOA의 심의 의견에 반영하여 경작권 허가 결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함.

 토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

❍ 특정 토지(필지)에 대해 경작허가를 받은 영농희망자 및 농업경영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SAFER 포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농지은행의 역할 및 기능 개선방안❙   79

농지은행의 역할 및 기능 개선방안4

1. 농지관리 기능 개선의 방향

1.1. 필요성

❍ 현재 농지은행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영농 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 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2021a: 3)에 집중되

어 있어(제2장), 사전적/사후적 농지관리 기능은 미비한 실정임. 

- 농지은행의 기능이 현행 농지은행사업 기능 중심에 머무른다면, 종합적 농지종합관리기

구로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종합적 농지관리기구로서 새로 설립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지향하는 기능과 역할은 

현재까지의 농지은행 기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1.2. 기능 개선의 방향

❍ 신설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과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첫 번째 기능은 농지관리 행정 및 관련 행정위원회(농지위원회)가 수행하는 농지관리 업무

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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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농지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현행화하고 이

를 제공하는 역할 등이 주요 과업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이 통합적인 농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농지대장 시스템

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두 번째 기능은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관리의 동반자 기능을 주도적으로 혹은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농지소유(처분명령)와 관련된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농지의 DB 정보제공 및 

농지정보시스템에 의한 (위험군) 유형화 지원 등의 협력적 방식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수행함.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및 유휴농지(저활용농지) 실태조사에서는 농지은행관리원이 농

지보전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농지의 물리적, 환경적 실태 및 입지

적 여건을 조사함.

-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농지은행관리원

이 주도하도록 함.

❍ 세 번째 기능은 농지은행사업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 유동화와 결부되게 양적으로 확

대할 뿐 아니라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과 결부되게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 농지 유동화와 결부되는 농지은행사업은 (농업구조개선 정책상으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됨.

- 반면에 농지이용증진과 결부되는 농지은행사업은 필지별 농지 구성을 최적화하는 경지정

리 관점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해당함.

2. 농지은행의 기능 개선 방안

2.1. 농지관리 기반 구축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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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관리 기반 구축 기능은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축적·가공·분석·제공하는 

역할을 함. 농지은행관리원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임.

2.1.1. 농지대장 관리 및 현행화 지원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농지관리의 급선무 업무로 

대두됨. 이 업무는 토지대장상에는 농지(전, 답, 과수원)로 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로 등록되지 

않은 약 70만 ha의 농지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대장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 됨.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실시하고 있는 이 작업을 앞으로 구성될 농지은행관리

원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완결하도록 함<글상자 1>.

❍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대장의 구축작업을 수행하여 이를 시·군 새올 행정시스템(농업행정)

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또한 농지은행사업 등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이 파악하게 되는 농지대장 변경 정보를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전달해 농지이용정보가 현행화되게 함.52)

<글상자 1> 추진 중인 농지원부 정비 계획

-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21년말까지 기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197
만 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우선 정비 대상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1.7만 건임. 

-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
진함. 

-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며,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하면 농지이용실
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임.

-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
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병행 실시할 계획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① 단 계 ② 단 계 ③ 단 계 ④ 단 계

농지원부
/타 데이터 

비교
(경영체DB, 
토지대장 등)

일치 → 정비 완료

불일치 소명 요구

소
명 → 정비 완료

미
흡

불법임대 의심농지 등 농
지은행

(임대수탁제) 안내

수
탁 → 정비 완료

미
수
탁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

52) 개정된 「농지법」 제49조의 2에 따라, 임대차 계약 등이 변경되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농지대장 변경 정보를 신고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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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지정보시스템 관리 일원화

❍ 현재 농지정보 시스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과 시·군·구 지자체가 

관리하는 새올 행정시스템의 농업행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농지정보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농지정보를 활용하는 농지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 관리가 이

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대표적인 것이 농지이용실태조사부터 농지처분명령으로 이어지는 사후적 농지관리 프로세

스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림 4-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행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

분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정보시스템이 현장 조사 지원 역할을 맡고, 

농지 처분 대상으로 1차 분류된 청문 심사 단계부터는 새올 행정시스템의 농업행정이 업무

를 관장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농지정보 시스템의 이원화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준비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제 처분 행정까지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어렵게 함.

- 다시 말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사대상지를 선택하고 위험군을 특정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정보시스템이 담당하지만, 실태조사 이후 처분의무대상이 

통지되고 확정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농지정보시스템은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정보시스템과 새올 행정 시스템의 농

업행정 중 농지관리53)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통합방식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정보시스템 중심으로 해서 새올 행정시스템의 농지관리 정

보를 이전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 현재 시·군 단위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올 행정 시스템의 특성상 시·군의 농업

행정 중심으로는 전국적 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 연계가 가능할 뿐 아니라 농지

이용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시 위험군 특정 등 특별한 조사 방법의 도입이 가능한 농지정

보시스템이 종합적 정보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53) 새올 행정 시스템 중 농업행정은 세 가지 하위체계, 즉 ① 농지원부 관리, ② 농지취득/처분 관리, ③ 농지전용 관리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서 이 세 가지 업무의 관리를 농지은행관리원의 농지정보시스템에 기반하여 실시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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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 업무 프로세스

자료: 김수석 외(2020: 92). 

❍ 농지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일원화하려면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현재 농지정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법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임(「농지법」 제54조의 2 제3항).

- 하지만 이를 농지은행관리원의 관리하에 두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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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농지은행관리원 「전국농지종합정보관리센터」 구축

❍ 드론, 헬리캠,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기적 또는 수시로 농지현장(취약지역 등), 농지 이용 상

황 등을 촬영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록 및 보전함.

❍ 조사 결과를 ICT, BIG data, AI 기반 사업관리 및 실적분석, 농지의 물리적 속성 정보(지목, 

면적 등)의 표시에 활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지은행사업 참여 농지여부, 소유자 정

보(거주지, 연령 등), 임차인 정보, 임대여부, 임대기간, 계약 종료 날짜, 원리금 상환 내역, 직

불금 지급 여부 등 필지별 종합 DB를 구축하여 농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킴.

- 이로써 농지 취득(매매, 상속, 증여), 농지의 권리 이동(소유권, 임대차권 등) 상황 등을 전

자도면(GIS지적도)에 표시하여 필지별 관리를 가능하게 지원함.

2.2. 농지관리의 동반자 기능 수행

❍ 농지관리 동반자 기능은 농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 협업 체계 속에서 농지은행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임. 농지은행관리원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기관과 유기적으

로 연계하여 농지관리 거버넌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유관 기관별로 분담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안)을 <표 4-1>에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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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과 같은 역할 분담을 토대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종합기구로 발돋움하려면 행

정기관 및 농지위원회와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위원회가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구체화하여 행정기관

의 농지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지향함. 

❍ 이에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위원회의 관계 로드맵을 중심으로 제안함<표 4-2>55).

-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단기적 기능(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및 농지임대차 관리, 농지

소유 관련 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신청농지 심사 및 전용허가 농지의 목적사업 확인)과 

장기적 기능(농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설정함(김수석 외 2021: 74). 

- 그러나 과거 농지관리위원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지위원회가 단기간에 담당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초기에는 농지위원회의 단기적 

기능 중 일부를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농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지관리 거버넌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임. 

- 예를 들어, 김수석 외(2021: 83)이 제안한 농지위원회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절차에서 

초기에는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위원회의 농취증 발급 여부 심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음<그림 4-2>. 다만, 참여 정도는 농지은행관리원 담당자 충원 규모 등에 따라 

유동적임. 
* 보다 구체적으로 1) 농지위원회 위원에 농지은행관리원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2) 농지은

행관리원에서 농지 관련 정보(예: 농지 권리 이동, 상속 농지 발생, 농지전용 현황 등)를 분석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3) 농지정보시스템의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심의가 필요한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며, 4) 필요하면 현지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이후 농지위원회 위원이 전문성이 축적되고 상설 기구화가 진전되면, 행정기관의 업무 이

관을 늘리고, 농지은행관리원의 직접적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면서 연계

를 유지하도록 함.

55) 김수석 외(202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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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농지위원회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절차

자료: 김수석 외(2021: 83). 

❍ 다른 중요한 과제는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농지위원회의 상설화를 지원하는 것임. 

- 이는 과거 농지관리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였던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를 해결하는 시도임. 즉,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농지위원회와 업무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농지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농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임.56) 

❍ <표 4-2>의 역할 분담 중 농지은행관리원이 담당할 부분을 이후 소절에서 상세히 다룸. 

2.2.1. 상속 농지관리

❍ 상속 농지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57) 등기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어58), 권리 이

동 실태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움. 

- 이에 더해 2019년 2월 14일 대법원이 상속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도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선고 2017두65357 판결)하면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

음<글상자 2>. 

56) 예를 들어 제5장의 제3-2안 등을 참고할 수 있음. 
57)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중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8)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농지은행의 역할 및 기능 개선방안❙   89

<글상자 2> 대법원 판결(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주요 내용 >59)

대법원은 농지의 불법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농지처분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제1·2심 판결에서는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취득’과 그 후의 ‘소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소유 시점에서의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어야 하고 모든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 제1, 2항이 적용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경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의 상한 범위 내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임대 등 의무는 소유가 아닌 
이용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유 시점에서도 경작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박준기 외(2020: 153)는 상속 농지관리 방안으로 「농지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제54조의 2(농지자료 통합관리)에 제2항을 신설60)하여 상속 등기 이전(주민등록 말소 정보 확

인 후 상속인 등에게 농지은행 수탁 절차 안내)과 등기 이후(부동산 등기 중 ‘등기 원인’ 자료를 연

계하여 안내) 상속 농지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공사법 개정안」 제47조 제1항61)에 따라 대법원 행정처 등에 상속 농지 등기 정보 등을 요

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자료를 구득할 수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상속 농지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상속 농지 자료가 축적되면 상속 농지 소유자의 특징이나 권리 이동 현황 등도 

분석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상속농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농지은행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임.

- 먼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와 관련해서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상속원인 발생(사망)

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하여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의 소유가 불법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해당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상속농지를 보다 「농지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함.

- 대법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정보와 관련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

한 부동산등기 원인(상속) 자료를 제공받아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의 소유가 불법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해당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59) 박준기 외(2020: 73).
60)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원부를 농식품정책자료,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자료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61)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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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게 함.

❍ 이와 함께 농지관리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농업인인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를 가

진 피상속인 주변의 농업인에게 농장·농지가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인 간의 계약이나 우선

매수권의 부여”(박준기 외 2020: 151)를 검토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SAFER나 독일 공동이익토지회사의 선매권 행사 제도의 도입 방안

을 검토함. 국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를 농지은행관리원이 선매 또

는 선매 협의하여 이를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선매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농지법」에 비농업인 상속 농지 매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는 사업 예정지로서 토지 목록을 특정하기 어려워, 공익사업 

인정에 필요한 수용 절차(사업인정 승인 및 승인고시)를 충족하기가 어려움. 또한 현행법

상 상속농지를 대상으로 선매권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사유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도입이 어려움. 

- 선매권의 대안으로 선매협의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선매협의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

므로, 효과를 높일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함. 즉, 농업진흥지역 내 선매협의에 합의했을 

때 일정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 상속자가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후 공공임대용 농지로 매각하면, ‘영농 경력 합산 규정’을 따라 자경으로 간주하거나, 장

기 보유 특별 공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홍범교 2020: 178-188)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2.2.2. 농지이용 실태조사

❍ 「농지법」상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개정된 「농지법」 제31조의 3 제1항62)에 따른 조사와 

62) “제31조의 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유휴 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 2 제3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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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농지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대한 조사가 있음.

- 이 중에서 「농지법」 제31조의 3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와 유휴농지 조사, 농지이

용행위 조사 등은 농지은행관리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농지법」 제54조에 따른 농

지이용실태조사는 시·군·구 지자체의 농지관리 담당과 농지위원회, 그리고 농지은행관리

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 농업진흥지역 여건 변화 상황을 매년 조사·관리하고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농지보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국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함. 

- 2020년 말 기준 대상 지역 면적은 98만 7,000ha임(농업진흥구역 84만 1,000ha, 농업보

호구역 14만 6,000ha).

❍ 농업진흥지역도, 지형도 등 GIS 공간정보 중첩·분할 방식을 이용함. 연속지적도의 지목, 지

형도상의 도로·철도·하천·기타경계(단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진흥지역 여건 변화를 

분석함. 분석 절차는 기초자료 수집 → GIS 공간정보 분석 → DB 구축 및 시스템 순으로 이

루어짐.

- 2020년 농업진흥지역도(KRAS), 최신지적도, 지형도, 도시계획도로 현황도 등 최신 공간

정보자료를 수집함. 

- GIS 공간정보 분석은 농업진흥지역 시·군 단위 분류 및 도면 중첩 방식으로 이루어짐. 농

업진흥지역을 시·군 단위로 분류하고 농업진흥지역 명칭을 부여하고, 농업진흥지역도와 

기타 공간정보를 중첩하여 여건 변화를 분석함. 

- 위 단계를 거쳐 DB 구축 및 지자체 정보를 제공함.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공간정보(shp), 

필지조서(Excel) 생성함. 

- 조사 결과 농지정보시스템 탑재 및 기능개발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농업진

흥지역 정보제공

나. 유휴농지 조사

❍ 농지수요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용 가능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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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력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휴경하는 농지를 조사함. 해당 경지 면적은 2019년 

말 기준 21만 4,000ha였음.

❍ 직불제, 농업경영체 등록 등 활용농지를 제외한 유휴농지를 추출하고, 해당 농지가 이용 가

능한지를 단계별로 현지 조사함. 절차는 유휴농지 추정 → 현지조사 → DB 구축 및 결과 활

용 순으로 이루어짐. 

- 현재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추정함. 
* 토지대장을 기본으로 지목이 전․답․과수원 필지를 추출하고, 이용되고 있는 농지 속성 정보를 

분석한 뒤(농지은행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전용), GIS 분석(팜맵을 이용한 농지분석, 흙

토람을 이용한 경사도 분석)을 실시함. 

-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유형을 분류함. 
* 항공 사진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Ⅰ~Ⅴ)를 적용함. 참고로 일본은 Ⅰ∼Ⅲ으로 분류하고 있음. 

- 농지 현황 현지 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함. 
* 현지 조사: 농지접근성, 용․배수로 조사, 농지 유형(Ⅰ~Ⅴ) 분류, DB 구축

- 즉시 이용 가능한 농지는 농지은행사업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함. 

다. 농지이용행위 조사

❍ 시설하우스, 농막, 축사 등 농지이용행위 관련 시설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함.

❍ 매년 신규 설치·이용되는 농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함. 2020년 말 기준 농업용 시설 6만 

4,000ha, 축사 1,000ha가 대상이 됨. 

❍ 농업경영체 등록 시설물과 팜맵의 시설물에서 교차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함. 대상 농업

용 시설물의 적정 설치 또는 불법 설치 등을 조사함. 절차는 기초조사 → 현지조사 → DB 구

축 및 결과 활용 순으로 이루어짐. 

- 기초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전국 농업용 시설물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함. 전국 농업

용 시설물 분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팜맵을 통한 농업용 시설물 분석 (농식품부 농정

원), 지자체별 축사 시설물 현황 분석 등을 실시함. 

- 현지 조사는 이용 현황, 경작 현황, 지역민 의견 등을 조사함. 시설물 현황, 이용행위의 적

법성, 지역민 의견(거부 여부(관내/관외), 이용 현황, 특이사항 등)이 주된 조사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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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설DB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함. 
* 최종 조사 결과: 농업 종사 현황, 이용 현황, 불법 전용 등에 대한 DB 구축

* 지자체 통보: 시설물 현황, 불법행위 현황 등 제공

라.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소유 조사) 공동 참여

❍ 불법적 농지소유 관계를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시·군·

구 지자체 농지담당 부서, 농지위원회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 업무를 지원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이 지원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농지정보시스템) 관리원은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당해연도 조사대상 농지를 확정

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로 전달함.

- (농지정보시스템) 조사대상 농지 중에서 불법소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유형화하여, 

읍·면·동 조사담당자(혹은 농지위원회 조사위원)가 이러한 위험군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

하게 함.

- (지사) 농지은행사업 수행 과정에 확인한 농지이용 현황 중에서 농지의 소유·이용관계에 

정밀조사가 필요한 필지의 정보를  읍·면·동 조사담당자 혹은 농지위원회에 통지하여 실

태조사가 이루어지게 함.

마. 위험군 식별 기능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위험군 식별 및 분석 방법에 더해, 정원호·임청룡

(2016)이 제안한 직불금 부정신청의심지수 방식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 정원호·임청룡(2016)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하면서 축적한 자료 중 

직불금 신규 신청 여부, 동일 필지 중복 신청 여부, 농업경영체 DB에 등록한 농지 규모에 

상당하는 직불금 상한을 초과한 금액 신청 여부를 이용하였음. 또한 농업경영체 DB에 기

입된 농가 특성 변수(도시 거주 여부, 경영주 연령대, 신규 농가 여부, 자경 및 임차면적, 

자경 면적 비율 등)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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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부정신청 로지스틱 분석 결과

변수 쌀직불금 부정신청 밭직불금 부정신청 조건불리직불금 부정신청

상수항 -2.7177*** -1.5217*** -2.7033***

도시 거주 여부 -0.2972*** -0.2646*** 2.2362

연령 -0.0828*** -0.042*** -0.0067

신규 농가(귀농) 0.0257** 0.0484* 0.062

신규 농가(신규 취업) 0.0697*** -0.0241 -0.0091

신규 신청 2.3803*** 0.9084*** 1.1586***

중복 신청 0.4448*** 0.7316*** 0.538***

초과 신청 0.3569*** 0.4123*** 0.4788***

자경 면적 0.1077*** 0.0467*** 0.1207***

임차 면적 0.2734*** 0.0725*** 0.1059***

임차 면적 비율 0.0087*** 0.0213*** 0.0381***

자료: 정원호·임청룡(2016). 

- 이 변수를 이용하여 변수별 부정신청 비율을 이용한 의심지수와 로지스틱 분석으로 추정

한 의심지수를 고안하였음<표 4-3>. 로지스틱 분석 결과, 거주 지역, 연령대, 신규 농가 여

부, 초과 면적 신청, 면적 규모, 임차면적 비율 등은 부정 신청 가능성 증가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쳤음. 

❍ 거주 지역, 연령대, 신규 농가(비농업인) 여부 등은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농지 취득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군을 추가 식별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사전 관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농지법 개정안」 제8조에서는 취득 대상 농지 면적(공유 취득 시 공유 지분 비율 및 개별 

취득 농지 위치 포함), 취득 신청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도 기재하도록 하였으

므로, 이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2.3. 농취증 발급 관련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현황 파악 지원

❍ 투기 우려 지역 농지, 공유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농지위원

회 심의 대상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농지은행관리원이 지원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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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농취증 발급 신청 농지 현장 확인 조사(안) 예시

취득 신청 농지 현장 확인 조서(안) (농지위원회 심의용)

농 지

정 보

농지주소(지번) : 면적 ㎡ 지목
공부상

실이용

현 소유자 성명 : 용도지역(구역) :

현 경작자(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성명 :

개발계획여부(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확인): 

농지가격 수준: ➀ 개별공시지가(         원/3.3㎡), ➁ 실거래가 (         원/3.3㎡) 

농 지 

취 득

신청자

주 소(거주지) : 기존 농지 보유현황

전화번호 : 나이 구 분 논 밭 과수원 계

취득목적(농지법상): 직업
소유

임차

영농경력 및 영농기간: 계

⊙ 거주지로 부터 농지까지의 (직선)거리(내비게이션): (        )/km

현 장

확 인

사 항

농지 현장사진 (촬영일: 2022 .    .    ) 재배 작물 농지상태 수리상태 토양정보

작년 :

금년 :

 

계획 :

경지정리

여 부 :

농기계

진입 가부 :

용배수로 상태 :

용 수 

공급원 :

재배작물의 

적합성 등: 

확 인 OOO 농지위원회장 OOO (인)
주: 필요시 「농지은행관리원」은 인력,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한 분야 조사 확인 등 지원함.

자료: 저자 작성. 

❍ 이것은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직원이 조사를 지원하거나, 농지 정보시

스템상의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면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그림 4-3>의 농지 현장 사항 중 일부). 

2.2.4. 농지통계 생산 관리 

❍ 현재 전국의 농지 시장 동향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공식적 통계자료가 없어 농지시장과 관련

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도 지역별 농지가격·임대료 등 농지 관련 통계는 부재한 상태임.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농지법」에 ‘농지통계’의 생산·관리를 법제화하고, 농지은행관리원

이 농지 관련 통계의 생산·분석·관리를 전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을 들 수 있음.63)

63) 유사 사례로 「건축법」에서는 제30조에 「건축통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건축허가현황, 건축신고현황, 용도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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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내용은 농지 가격 동향, 임대료 수준, 임대차 면적, 농지전용 면적, 취득 원인별 농지 

취득 사유 등임.

- 분석 유형 및 범위는 지역별·규모별·지목별·면적별 통계 생산 분석 관리로 설정함.

2.3. 농지은행사업의 양적·질적 개선방안

2.3.1. 농지의 입수·비축·출수 형태로 농지은행사업 관리

❍ 새로 구성되는 농지은행관리원에서는 농지은행사업 전체를 ① 매입 및 임대차 형태로 들어

오는 농지 부문(입수(input) 부문), ② 비축하는 농지 부문(비축 부문), ③ 매도 또는 임대 형

태로 나가는 농지 부문(출수(output) 부문)으로 구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성이 

필요함.

- 이 방식으로 농지은행사업을 농지의 흐름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지 시장(거

래 시장 및 임대차 시장)의 수급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게 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은행사업 중에서 보유 및 관리 기능이 있는 사업, 즉 맞춤형 농지지

원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64)을 이러한 관리의 입수 부문으로 하함. 비축하는 

농지는 매도형과 임대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이러한 농지를 농지은행사업 목적에 부합하

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부문을 출수 부문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이는 개별 농지은행사업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유농지의 실제적 이용 및 거래 흐름을 

관리하는 농지은행관리원 입장에서 매도지향 농지와 임대대상 농지로 재분류해서 관리하

는 체계 도입을 의미함.

및 신고현황, 착공신고현황, 사용승인현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64) 세부 사업 내용은 제2장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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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보유농지 활용방식 중심으로 개별 농지은행사업의 체계적 관리

자료: 저자 작성. 

❍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입수 부문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연금사업이 됨.

- 이들 세부 사업들의 농지는 비축 과정에서 임대차 대상 농지(바로 매도할 수 없는 농지)와 

매도 대상 농지로 분류됨. 

- 임대차 대상 농지는 일차적으로 임대사업에 활용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부 농

지는 환매되거나 매도 대상 농지로 바뀌게 됨.

- 매도 대상 농지는 매도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임대 형태로 비축한 후 매도되거나, 임대하

지 않고 바로 매도되는 농지로 구분됨.

2.3.2. 농지매입·비축사업 체계 정착 및 단계적 발전

가. 농지매입·비축사업의 기본 틀과 설정 근거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본래 취지는 일차적으로 일정량의 농지를 일정 기간 동안 매입·비축하

고, 그다음에 비축농지를 기반으로 하여 농지의 매입·비축·매도 기능이 적절히 작용하게끔 

운영하여 농업구조 개선과 농지시장의 가격 안정화에 함께 기여하게 함을 목표로 함.

❍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비축·매도하는 방법 및 조합들을 시기별로 달리하

는 방안과 각 단계별 세부목표 설정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 김수석 외(2016)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2018~2027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

진하는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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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2017년까지): 기존 사업계획 추진 완료

- 2단계(2018~2022년): 매입·비축 단계

- 3단계(2023~2027년): 매입·비축 중심 및 부분적 매도 단계

- 4단계(2028년 이후): 매입·비축·매도의 적절한 결합으로 농지 시장 조정

❍ 중장기 농지매입·비축 목표에 대해서는 김수석 외(2016)는 2011~2015년의 평균 농지 거

래량을 기초로 6만 ha로 설정함.

- 이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농지시장 거래점유율 10%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시되었음. 연간 평균 농지 거래량 6만 ha의 10%에 해당하는 농지(6,000ha)를 농지매입·

비축사업의 매입 및 매도로 거래되게 함으로써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자는 목표 설정임.

- 이때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연간 사업량 6,000ha는 이 사업의 비축물량을 6만 ha로 했을 

때 원활하게 조달(매입 및 매도)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설정됨.

❍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2017년까지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실적이 당초 목표치 1만 ha의 

44%에 불과하여 비축물량 목표치를 2027년까지 3만 ha로 조정함.

- 이는 다시 2030년까지 3만 ha로 재조정됨.

❍ 비축물량의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인데, 이들 국가의 농지 거래량, 비축물량, 연간 (농지매입·비축)사업량을 비교하여 살펴보

면 <표 4-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표 4-4> 외국의 농지 매입·비축 사업 관련 지표 비교(2019년 기준)

구분 매입·비축물량 연간 사업량(A) 시장거래량(B) 시장점유율(A/B)
독일 54,513ha 9,861ha 80,909ha 12.2%

프랑스 41,000ha 201,700ha 690,000 ha 29.2%

자료: 저자 작성.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비축물량 운용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각기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독일은 비축물량(약 5만 5,000ha)의 18%를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사업량으로 사용하고 있

는데 반해, 프랑스는 비축물량(4만 1,000ha)을 최소한으로 하고 당해 매입한 물량(10만 

1,700ha)과 거의 유사한 규모의 물량(10만 ha)을 매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농지은행의 역할 및 기능 개선방안❙   99

- 이는 프랑스의 SAFER가 필요 시 언제든지 농지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선매권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축물량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프랑스 SAFER의 선매권 같은 강력한 시장거래 개입 권한이 없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제도 운용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독일의 거래량(약 8만 ha) 대비 비축량(약 5만 5,000ha) 관계는 우리나라의 거래량(평균 

약 6만 ha) 대비 비축목표량(3만 ha) 관계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보여줌.

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추진 현황

❍ 현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2018~2027년의 중장기 농지매입·비축사업 계획 중 제2

단계인 매입·비축 단계에 해당함.

-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매입·비축 및 임대한 농지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함.

□ 매입·비축 부문

❍ 이 사업의 매입대상은 고령 은퇴농, 이농·직업전환농가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며 매입 최소면적은 1,000㎡임.

<표 4-5>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지역별 매입단가(2020년 기준)
단위: 원/㎡ 

지역별 논 밭·과수원
특별광역시 66,000 71,000

경기
시 92,000 105,000
군 77,000 88,000

강원
시 36,000 41,000
군 38,000 30,000

충북
시 45,000 45,000
군 32,000 36,000

충남
시 35,000 40,000
군 28,000 32,000

전북
시 30,000 30,000
군 28,000 28,000

전남
시 35,000 39,000
군 30,000 30,000

경북
시 50,000 50,000
군 37,000 35,000

경남
시 89,000 62,000
군 48,000 55,000

주: 도청소재지 및 청년창업농 희망 농지 매입 시에는 논의 매입상한단가가 50,000원/㎡ 미만인 지역에 한하여 50,000원/㎡ 

이내로 매입 가능, 밭(과수원 포함)은 지역별 논 매입상한단가의 115% 이내에서 매입 가능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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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가격은 농지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됨<표 4-5>.

- 일반 매도농지: 필지별 감정평가액

- 처분명령매수청구농지: 개별공시지가

- 기본 매입 상한단가는 28,000원/㎡이며, 지역별 매입 상한단가가 차별적임.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2010~2020년까지 8,775ha에 대해 이루어짐.

- 사업수행에 소요된 예산은 총 2조 3,616억 원이었음. 2021년 예산은 6,944억 원이 책정

되었음.

❍ 2010~2019년 기간 동안 매입실적을 지목별로 나누어보면, 논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4-6>.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논 매입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강원지역과 경북지역에서 

논 매입 비중이 각각 70.3%, 89.5%임(전국 평균 논 매입 비중은 95.9%)(임소영 외 2020: 57).

<표 4-6> 지역별·지목별 농지 매입 및 비축 현황(2010∼2019년)

단위: ha, (%) 

구분 지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매입
(A)

계
7,181

(100.0)
1,207
(16.8)

347
(4.8)

370
(5.2)

1,963
(27.3)

1,176
(16.4)

1,130
(15.7)

667
(9.3)

321
(4.5)

논
6,888
(95.9) 1,187 244 344 1,954 1,168 1,077 597 317

밭
293
(4.1) 20 103 26 9 8 53 70 4

수용
(B)

계
29.2

(100.0)
2.1

(7.2)
2.9

(9.9)
1.2

(4.1)
6.8

(23.3)
5.8

(19.9)
6.3

(21.6)
2.2

(7.5)
1.9

(6.5)

논
27.1

(92.8) 2.1 2.2 1.2 6.8 5.8 5 2.1 1.9

밭
2.1

(7.2) 0 0.7 0 0 0 1.3 0.1 0

비축
(C)

계
7,152

(100.0)
1,205
(16.8)

344
(4.8)

369
(5.2)

1,956
(27.3)

1,170
(16.4)

1,124
(15.7)

665
(9.3)

319
(4.5)

논
6,861
(95.9) 1,185 242 343 1,947 1,162 1,072 595 315

밭
291
(4.1) 20 102 26 9 8 52 70 4

주: 1) 밭은 과수원 포함임.

     2) ‘수용’은 농어촌공사가 매입했으나 타 사업으로 편입된 농지를 의미함. 즉, 비축 농지(C)=매입(A)-수용(B)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계자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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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부분

❍ 이 사업의 임대대상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대상자로서 특히 젊은 농업인 등에게 중점을 둠.

❍ 임대 기간은 5년이며(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임차료는 「표준임차료

(해당 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함.

❍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

경하여야 함. 

- 단, 임대기간 만료년도에는 다음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고 

휴경을 금지함.

- 논에 벼 외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의 80%, 휴경 시 임대료의 100%를 감면함.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데, 2019년의 경우 2,513명

이 신청하여 1,403명에 지원됨<표 4-7>.

- 신청한 청년농은 1,562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62.2%이며, 지원받은 자는 988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70.4%를 차지함.

<표 4-7>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신청 및 지원현황(2019년)

단위 : 명, ha, %

구분
신청현황 지원현황 지원율

(B/A)인원(A) 1인당 면적 인원(B) 1인당 면적

전체 2,513 1.5 1,403 0.8 55.8
청년농 1,562 1.8 988 0.9 63.3

주: 비축농지 재계약을 통해 지원한 면적 제외(재계약 포함 시 1,842명에게 1,581ha 지원, 청년농업인은 1,132명에게 

1,084ha 임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매도 부분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 비축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농지 시장의 거래 수급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축 및 임대 농지에 대한 적절한 매도과정이 동

반되어야 함.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2021년부터 순차적 매도를 계획하여 비축농지를 10년 이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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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임차한 자에게 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행하고자 함.65)

❍ 매도 방식에 대한 현재까지 논의 결과는 <표 4-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8> 비축농지 매도 방법

구 분 기 준 설정 근거

매도대상자
지원당시 2030세대
(매도당시 2040세대)

◦ 후계농업경영인 연령상한(18~49세) 적용
◦ 비축농지 매도는 2040세대 창업 애로사항 해소 목적

임대기간

최초 임차 후 10년 이상 ◦ 분양전환임대주택사업(LH) 분양기간 적용(10년)

휴경 없이 영농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경작자 우대
 - 다만,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 예외

매도금액 매도당시 감정평가금액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
   (매입한 농지의 매도·임대 등)

매도한도 1ha ◦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9조(농지매각 수의계약 기준) 적용

납부방법 일시 또는 분할납부 택일 ◦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환매기준 적용

자료: 임소영 외(2020: 59).

다.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발전계획 (재)수립

❍ 현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 명실상부한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과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1) 매입·비축물량 목표

❍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 매입·비축물량의 규모에 대한 목표 설정을 들 수 있음.

- 적정 비축물량 규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그 하나는 매입·비축농지에 대

한 임차 수요 추정을 통해 설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농지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임.

❍ 매입·비축농지에 대한 임차 수요는 임소영 외(2020)가 추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매년 청

년농의 동일한 임차 수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농지매입·비축목표물량은 2027년 목표

연도로 24,304~25,613ha, 2030년 목표연도로 31,000~35,000ha로 나타남.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농지 시장점유율로 적정 비축물량을 추정할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

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65) 이에 따라 2021년도에 임대농지의 매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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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점은 농지매입·비축사업 연간 사업량이 최소한 연간 농지 거

래량의 10%(시장점유율 10%) 이상이어야 하고, 프랑스같이 강력한 거래 선매권이 없다

면 연간 사업량의 5배 이상 비축물량으로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 연간 농지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6만 ha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지매입비축사업

의 정상적 매입 및 매도는 6,000ha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축물량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3만 ha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두 가지 추정방식을 종합하면, 농지 매입·비축목표 물량은 2027년 목표연도로 2만 

5,000ha, 2030년 목표연도로 3만 ha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단계적 사업 추진 로드맵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단계적 추진 로드맵은 기존의 2018~2027년 추진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수용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1단계(2017년까지): 기존 사업계획 추진 완료

- 2단계(2018~2022년): 매입·비축 및 임대 단계 (⇒ 시범적 매도사업 실시)

- 3단계(2023~2027년): 매입·비축 중심 및 부분적 매도 단계 

(⇒ 2027년 비축목표 2만 5,000ha)

- 4단계(2028년 이후): 매입·비축·매도의 적절한 결합으로 농지시장 조절기능

(⇒ 2030년 비축목표 3만 ha)

❍ 비축농지의 매도가 보다 본격화되는 제4단계(2028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장기임차한 자

에게 매입권을 부여하는 기존 방안과 별도로 추가적인 매도 방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매도 방안은 기존 사업대상자가 아닌 신규 임차자에게 조건부 매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 여기서 조건부 매도임대계약은 2040세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5년 임차 후 매도하는 방안

이 됨(공개경쟁입찰 방식 적용)66).

66) 5년 임차후 이후 매도하는 근거는 국유농지의 경우 5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8호 아목 및 임소영 외(2020: 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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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 지원으로 농지은행사업 영역 확대

❍ 농지은행사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 지원을 도입함. 농지의 집적화 지

원에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지은행사업에 접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 지원 사업은 사업 매뉴얼에 따라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기존의 농지

은행사업들과 달리 개별경영체들이 농지를 집단화하거나 조직경영체(공동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가 농지를 집적화하는 동태적인 과정 동안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투입되거나 적용

되는 통합적 사업체계로 구성됨.

❍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는 ① 농지제도에 의한 지원, ② 지자체의 농지이

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 ③ 농지은행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실시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가. 농지제도에 의한 지원

❍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가 농지은행사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집적화의 목표 설정이 분

명해야 하고, 이런 집적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의 역할 분담 및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농지제도가 됨.

❍ 다시 말해,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가 일본의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이나 농지중간관리사

업처럼 사업화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농지이용집적계획의 수립되어

야 하고, 이 계획에 동참하는 농업경영체가 있어야 하며, 이 계획을 사업화하는 농지이용집

적원활화단체의 활동이 있어야 함.

- 이러한 참여 주체들이 상호 관계를 맺고 적절한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

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비되어야 하고, 사업을 작동시키는 유인책과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 여기서 제도적 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농지제도가 되는데, 농지제도는 「농지법」 상의 농

지이용증진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지의 집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이는 집단화 대상이 되는 개별 농업경영체들 혹은 조직경영체(공동농업경영체)의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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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관리원)가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그리고 이로 인해 농업경영체들 간 혹은 조직경영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지임대차와 위

탁경영 및 농지의 공동이용이 합법화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나. 지자체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

❍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를 위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법」 제17

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시·군·구 지자체가 수립하여야 함.67)

- 시행계획에는 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구역, ② 소유권 이전, 임차권 조정, 농업경영 

수위탁과 관련된 사람(경영체)에 관한 사항, ③ 소유권 이전, 임차권 조정, 농업경영 수위

탁과 관련된 농지에 관한 사항, ④ 임차권 설정 및 농업경영 수위탁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됨

(법 제17조 제4항).

- 농지이용증진사업이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시행

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집적화 지원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지집적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그 하나는 농지의 물리적 재정비 없이 농지의 교환·분합이나 이용권 교환,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 관계 설정 및 농작업 수위탁 설정으로 집적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

지재정비를 통해 분산되고 세분화된 농지를 집단화하는 것임.

❍ 첫 번째 방식은 농지이용증진사업지구 내에서 실제적으로 경작하는 자와 경작하지 않는 자 

간에 농지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하는 일본형 농지이용집적사업(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및 농지중간관리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임.

- 이것은 사업지구 내 자경하는 활동적 농업인(농업경영체)과 사업지구 내 농지를 소유(점

유)한 비활동적 농업인 및 비농민들(이농자, 상속자, 고령농) 간의 농지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하는 일본형 농지이용집적사업을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함.

67) 시·군·구 지자체 이외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농지법」 제17조 제2항~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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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농지이용증진사업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되는 장점은 이 사업지구 내

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임대차와 농업경영 수위탁이 합법화된다는 점임.68)

-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농지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음.

❍ 두 번째 방식은 농지이용증진사업지구 내의 농지재정비를 통해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를 실

시하는 것임.

- 이는 일본의 농지재정비가 포함된 농지중간관리사업과 유럽 국가들의 농지재정비 방식을 

농지은행사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됨.

- 농지재정비를 통한 농지의 집적 및 집단화는 주택(아파트) 재건축과 같이 이행당사자들의 

합의(조합 구성) 및 관리청(시·군청)의 승인, 시행기관(농지은행관리원)의 시행 용의 등 사

전에 검토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 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

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됨.

2.3.4. 농지임대수탁사업 개선

가. 수탁 전 농업경영 의무기한 설정

 필요성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 위탁 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과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함(한국농어촌공사 2020). 

- 2005~2020년 동안 약 15만 ha를 위탁받아, 2020년 기준 27만 381명에게 임대하였음. 

❍ 그러나 현재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에 농지 임대·사용대 수탁 기준을 규정하였지만, 농업경

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사용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나 취득 후 최소

한 농업경영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감사원 2021: 

21).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기 등의 목적하에 임대 수탁 방식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표 4-9>.

68) 다만 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이 영농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하고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

이어야 함. 「농지법」 제1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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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하기 전까지 농지 보유기간(2016~2020년)

구분 즉시
1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8년
 이내

8년 초과 
포함

필지 수 291 705 5,325 8,993 8,260 11,683 13,499 10,598 44,629 108,823
면적(ha) 78 172 1,219 2,029 1,782 2,524 2,940 2,302 10,137 26,757

자료: 감사원(2021: 22).

❍ 따라서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농업경영 의무 요건을 부과하여 농업경영 이외 목적으로 

임대 수탁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농업경영 의무 요건 부과에 따른 효과 및 영향 분석

❍ 임대수탁 대상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의무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농지 투기 방지 효과를 들 수 있음.

- 하지만 이것도 농업경영 의무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의무기

간이 길수록 크게 나타나게 됨.

❍ 반면에 농업경영 요건 부과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위축되는 것임. 이것은 

전술한 긍정적 효과와는 반대로 농업경영 의무기간이 길수록 사업의 위축 정도가 커지게 됨.

❍ 이러한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가 임대수탁 전에 소유한 기간을 분석함<표 4-10>.

-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한 농지 중에서 임대수탁 전 소유기간이 1년 이내는 17.1%, 2년 

이내는 23.2%, 3년 이내는 27.9%로 나타남.

<표 4-10> 소유기간별 임대수탁농지 면적 분포

단위: ha, %

구분
임대수탁 전 소유 기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8년 
이내

8년 
초과

계

2018 면적 296 507 405 628 715 573 1,825 4,914 9,863
누적 비율 3.0 8.1 12.2 18.6 25.9 31.7 50.2 100.0

2019 면적 224 406 348 481 495 366 1,664 5,193 9,177
누적 비율 2.4 7.0 11.3 16.9 22.5 26.8 45.6 100.0

2020 면적 301 399 392 528 643 562 2,560 6,666 12,050
누적 비율 2.4 6.9 10.7 15.9 21.3 25.3 43.4 100.0

평균
면적 274 437 381 546 618 500 2,016 5,591 10,363

누적 비율 2.6 7.4 11.4 17.1 23.2 27.9 46.4 100.0

자료: 농지은행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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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농업경영 의무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농업경영 요건이 필요한 

농지와 불필요한 농지를 구분하고, 필요한 농지의 경우 의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농업경영 의무기간 요건이 필요없는 농지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1호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예외가 되는 농지와 「농지법」 제8조 제2항에 따

른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취증 발급 대상이 되는 농지로 정할 수 있음.

- 이 규정의 주된 대상이 상속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가 되는데, 이들 농지는 영농목적의 

농지 취득에서 예외가 되는 농지이거나 신규 영농진입자가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에 해당함.

❍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농취증 발급대상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수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농업경영 의무기간을 정하기 위해 의무기간별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4-11>과 같

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여기서 가정하는 기간은 1년, 2년, 3년의 세 가지 경우로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함.

<표 4-11> 임대수탁 대상 농지 농업경영 의무기간 부여에 따른 장단점 비교

취득 후 자경 기간 장점 단점

1년 
- 사업 위축 가능성 최소화(최근 3년 동안 소유 기간 1

년 이내 물량 비중은 약 17%)
- 농지 투기 방지 효과 제한적(실질 경작 여부 확

인 난항)

2년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는 취득자가 2
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한정하는 규
정과 일치성 확보

- 취득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자경이나 농지조성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 경감을 무효화하는 농지 취득세 
감면 취지와도 부합

- 사업 위축 가능성 증대

 3년 
- 농업경영 의무기간 부담을 늘려 농지 투기 방지 효

과 증대
- 사업 위축 가능성 크게 증대

자료: 저자 작성

❍ 임대수탁 대상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 의무기간은 의무기간 부과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

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제도들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했을 때 2년으로 설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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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참여 인센티브 부여

❍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는 수탁 전 농업경영 기간, 소유 기간, 보유 기간 그리고 통작 

거리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는 농업경영 기간(임차 기간 포함)과 소유 기간을 포괄하는 보유 

기간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됨. 이는 수탁 전 농지에 대한 합법적 보유 기간이 투기적 농지 

취득에 반비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 통작거리는 자경의 기준으로는 적당하지만, 임대수탁사업의 인센티브 기준으로는 제한적

이라 판단됨.

❍ 수탁 전 보유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현행 수수료 수준인 5%

로 기준으로 차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 8(별표 1)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수수료

는 12% 이내로 되어 있음.

- 이것이 현재 5% 수수료로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인하가 농지은행사업 측면에서 가

능한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제안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는 일정한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수료 5% 기준을 

적용하고, 이보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수수료 요율이 높아지고, 보유 기간이 길면 수수료 요

율을 낮추는 것이 됨. 이 방식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비농업인이 최소한 취득 요건 충족으

로 합법적 소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상의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장기

간 영농종사자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는 효과를 가짐. 

- 예를 들어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을 수수료 5%로 하고, 2년 이상 5년 미만 6%, 2년 

미만(상속농지 및 영농여건불리농지 대상) 7%로 구간별로 높이며, 10년 이상 보유농지는 

4%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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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공공(정부)기관 보유농지 관리

❍ 독일의 공동이익토지회사는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의 보유농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이를 다

시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할 필

요가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관리원이 

관리하게 하는 것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됨.

- 지자체 등 중앙정부 부처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도 이 사업이 대상이 된

다 할 수 있음.69)

❍ 독일에서는 이와 별도로 공공이익토지회사가 제3자인 정부 기관을 위해 농지매입비축을 대

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 방안 도입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이 경우 매입비축에 소요되는 자금과 대행 수수료를 해당 정부 기관이 부담함.70)

2.3.6. 선매협의제 도입

❍ 농지은행사업에 선매협의제를 도입하여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도록 함.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선매협의제의 도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라는 법학적 해석이 주어짐.

- 이에 따라 농지은행사업에 선매협의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매협의제 참여에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사업에서 선매협의제가 필요한 분야는 상속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게 하는 경우

와 처분의무 대상농지 및 처분명령 대상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게 하는 경우가 됨.

❍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1ha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이 선제적으로 선매협의를 제

안하는 방안과 상속농지 전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동반한 선매협의제 도입방

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69) 독일 공동이익토지회사가 제3자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하여 통상적인 임차료를 받지만, 토지 소유자(정부

기관)에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음.
70) 독일에서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수수료는 3.5∼5.5%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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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 상속자가 상속농지를 농지은행에 임

대 후 공공임대용 농지로 매각하면, ‘영농 경력 합산 규정’을 따라 자경으로 간주하거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홍범교 2020: 178-188)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처분의무 대상농지에 대해서도 농지은행이 선매협의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농지법」하에서 처분의무 대상농지는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농지은행이 선매협의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이 선매협의의 인센티브로는 해당 농지가격을 실거래가격 내지 감정평가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처분명령 대상농지도 선매협의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농지가격이 됨.

- 현행 「농지법」하에서 처분명령 대상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수청구에서 농지가격은 공시지가로 결정됨.

- 처분명령 대상농지를 선매협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불리한 점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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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조직 개선방안5

1. 농지은행관리원 설립 방향

❍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새롭게 설립되고 구성되는 농

지관리 관련 주체 간의 협업 체계를 올바로 구축해야 함<그림 5-1>. 

- 실제로 농지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 차원에서 향후 등장하게 될 농지관리의 핵심 주체는 

지자체 농지관리 부서, 농지위원회, 농지은행관리원이 됨.

<그림 5-1> 유관기관 협업 체계에 기초한 농지의 종합관리 기능 수행

자료: 저자 작성. 

❍ 지자체 농지관리 부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등 사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유예 포함) 등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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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농지관리 부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처분명령 등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지니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부족함(김수석 외 2020). 

❍ 개정된 「농지법」 에서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농취증 발급 심사 중 일부, 농지 전용 허가를 받

은 농지의 목적 용도 사용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소유 등 조사) 참여로 되어 있음. 

- 김수석 외(2021)에 따르면, 향후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농지의 사전

적 관리(전반적 농취증 발급 심사와 농지임대차 신고 관리), 사후적 관리 중 농지이용실태

조사 총괄, 농지 전용 심사 및 목적 사업 확인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음.

❍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은 제4장에 서술한 바와 같이 ① 농지관리 기반 구축 기능, ② 농지관

리의 동반자 기능, ③ 농지은행사업의 양적, 질적 개선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결국 유관기관 협력에 기초한 종합적 농지관리는 이 기관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하게 할지 정하는 데에 달려 있음. 이는 종합적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사

각지대를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함. 

❍ 농지관리 기능은 일종의 공공서비스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 거

버넌스는 <그림 5-2>와 같이 개념화할 수 있음(박석희·조강주 2016).

- 이 틀을 따를 때 농지은행관리원의 위상은 통합형 또는 협업형이라고 볼 수 있음. 농지은

행사업이나 농지관리 업무는 분명히 공적 업무 영역에 속하고 서비스를 공공 부문에서 중

점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임.71)

* 참고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관리 체계 기준으로 구분하면 ‘부처 직접 수행·관리’, ‘위탁 관

리’, ‘기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은 대부분 ‘위탁 관리’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음(홍정석 외 2017). ‘위탁 관리’는 부처 산하 연구 관리 전문기관72) 등에 위탁하

는 방식임.

 

71) 다만, 농지관리 거버넌스 형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치가 현재보다 진전된다면 통합형에서 협업형의 특성을 보

다 강하게 지닐 수 있음. 
7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활용 등의 업

무를 대행하고자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임(홍정석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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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공공서비스 집행 거버넌스 개념틀

자료: 박석희·조강주(2016). 

❍ <그림 5-1>과 같은 삼각 협력체계 하에서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 및 역할을 최적화는 조직 

체계에 대한 시나리오로는 개편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세 가지 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제1안) 한국농어촌공사 내의 일부 조직으로 설치

- (제2안)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부설기관)로 설립 

- (제3안)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립

2. 농지은행관리원 설립 방안

❍ 농지은행관리원 설립 방안을 요약적으로 미리 제시하면, 이는 <표 5-1>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제1안에서 제3안으로 갈수록, 농지은행관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됨. 동시에 인력 

확보 및 재원 조달 문제가 두드러짐.

- 제2안과 제3안에서는 세부 2안이 세부 1안보다 농지은행관리원 업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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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농지은행관리원 조직 개편안 요약

구분 세부 개편안

(제1안) 한국농어촌공사 내 
조직으로 확대 

(제1-1안) 
농지은행관리원 전담 ‘상임이사’ 

체제

(제1-2안) 
‘특정직’ 체제

(제1-3안)
기금관리 업무를 겸하는 상임이

사 산하 ‘특정직’ 체제

(제2안)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 설립

(제2-1안)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위탁집행형 자회사

(제2-2안)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기금관리형 자회사

(제3안) 독립기관화
(제3-1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리 운영
(제3-2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리 운영

자료: 저자 작성. 

2.1. (제1안) 한국농어촌공사 내 조직으로 확대

❍ 이 안은 「공사법 개정안」을 따라 농지은행관리원을 농어촌공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방식임.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농지은행처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임. 

❍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에 농지은행관리원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① 농지은행관리원의 위상을 공사 내 어떤 조직 체계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와 ② 

농지은행관리원의 현장 실무조직을 공사의 지사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임. 

2.1.1. 조직 체제

가. (제1-1안) 농지은행관리원 전담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

❍ 제1-1안은 상임이사 수를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상임이사가 농지은행관

리원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것임<그림 5-3>.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상임이사(5명)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31조,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이하 ｢정관｣) 제24조 및 ｢직제 규정｣ 제4조에 따라 소관 업

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음(기관장은 상임이사와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

- 제1-1안을 따를 경우, 농지은행관리원 이사를 장으로 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은 사업 중심

의 농지은행처와 농지관리 조사·분석과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담당하는 농지관리처

로 조직이 구성됨. 담당 업무는 현재 수행 중인 농지은행처의 사업에 더해 「농지법」 제51

조 제2항에 의거해 추가로 위탁되는 농지관리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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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농지은행관리원 전담 ‘상임이사’ 체제(안)

자료: 저자 작성. 

❍ 제1-1안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야 함.

- 농지실태 조사, 정보 수집·분석 등의 농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성이 강화된 새로운 

조직 설치에 따른 이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야 함.73) 

- 즉,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농지과) 및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와 협의를 거치

고, 한편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운영을 위한 공사 직제 규정 개정을 

심의해야 함.

나. (제1-2안) 농지은행관리원을 ‘특정직’ 체제로 운영74)

❍ 제1-2안은 현행 공사 조직 체제(상임이사 5명 + 특정직 3명)에서 특정직 1자리를 신설하는 

방식임<그림 5-4>.

- 여기서도 제1-1안과 같은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농지은행관리원을 부설 조직으

로 운영하는 경우, 본부 및 지사 업무와 유기적 연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73) 「공운법」(제24조) 및 「정관」(제20조)에서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현재 공사 이사는 13명(사장 포함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상임이사 1명 증원 시 비상임이사 

1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74) 특정직은 ｢직제 규정｣ 제5조에 따라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접 경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연구원, 인

재개발원장, 농어촌자원개발원에서 연구·인재육성 등 특정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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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특정직 체제(안)

자료: 저자 작성. 

❍ 제1-2안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농지과) 및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와 협의를 거치고, 

한편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운영을 위한 공사 「직제 규정」 개정을 

심의해야 함. 

다. (제1-3안) 기금관리 업무를 겸하는 상임이사 산하 ‘특정직’ 체제로 운영

❍ 제1-3안은 경영지원 겸 농지관리이사 산하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하고, 농지은행관리원 

관련 2개 처(농지사업처, 농지관리처)에 더해 기금관리처 업무까지 총괄하게 하는 방식임

<그림 5-5>.

- 농지관리처는 농지은행사업 이외에 「공사법」 제5조의 2 제1항 제2호(「농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및 제3호(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

록 조직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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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상임이사 산하 특정직 체제(안) 

  

자료: 저자 작성. 

❍ 제1-3안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야 함.

- 농지은행관리원 업무 범위에 농지은행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관리기금 업무까지 

포함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포함한다면 농지은행관리원 업무는 ① 농지은행사업, ② 농지관리 (지원)업무, ③ 농지관

리기금 관리 업무로 확대됨.

2.1.2. 농지은행관리원의 현장 실무조직 운영 방안

❍ 농지은행관리원의 종합적 농지관리 및 농지은행사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조직의 운영이 매우 중요함.

- 현재 9개 지역본부에 ‘농지은행부’, 93개 지사에 ‘농지은행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지역

본부에서 ‘농지은행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지은행 업무는 농지

은행부 내에서 6~7명이 ‘농지은행 파트’라는 이름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대안으로 9개 지역본부 및 93개 지사 ‘농지은행부’ 내에 하위 조직 형태 ‘농지은행관리센터’

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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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사마다 5명 내외로 운영 중인 ‘농지은행파트’를 ‘농지은행관리팀’으로 명명하고, 

‘농지은행부’ 소속 단위로 운영함. 대신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능

력 있는 직원을 중간관리자(팀장)로 임명하여 대외기관 인지도 제고 및 대외 고객상담 업

무 등을 처리하도록 함. 

❍ 농지은행관리원의 현장 실무조직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75)

-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사 내 농지은행관리원의 직원 정원(T/O)을 정함.

- 정원과 현재 인원과의 차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에 증원을 요청함.

-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지사 직원의 농지은행관리원 실무부서 근무에 최소 연한

(예를 들어 5년)을 정하고, 관리원 실무부서 근무에 대해 승진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2.1.3. 제1안의 장단점

❍ 제1안의 장점은 기존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조직과 협업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임<표 5-2>.

- 농지은행관리원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외부에서 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지은행처에서 관련 업무를 경험한 인력을 일

정 정도 활용하면 초기 업무 분장 및 수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역본부나 지사와의 기존 관계망을 활용하여 협업하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음. 

- 사옥이나 전산망 구축 등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

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추가 법 개정 없이 「공사법 개정안」만으로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음. 

 

75) 이는 <표 5-12>의 모든 안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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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농지은행처 확대 방식의 장단점 검토

장점 단점

- 농어촌공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신규 사업 
창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공사 조직의 장점을 활용한 인력 풀(pool) 운영 및 다양한 경험
을 한 인력을 업무에 배치 가능함.

- 기존 건물, 시설, 자원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별도 법률 개정 없이 현행 법률로 사업추진이 가능함. 

- 현재 농지은행처를 비롯하여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농지은행사업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지은행관리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
사·경영 관리 등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지은행관리원이 행정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구조임. 

<검토 사항>
- 농지은행처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전문

성을 축적하고,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
음. 

- 건물, 전산망 등 인프라를 갖추고, 법을 개정할 때 행정 비용이 
적지 않게 들 것임. 그러나 비용 부담보다는 농지종합관리기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초기 투자
는 필요할 수 있음. 

<검토 사항>
- 농지관리 업무(농지 이용 실태, 휴경지, 농지 정보 관리 등)를 지

자체 및 농지위원회와 협업하려면 기존 사업 위주보다는 공공
기관 성격을 강화하고 독자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본부와 지사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농지위원회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임. 

자료: 저자 작성. 

❍ 반면 제1안은 <표 5-2>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내에 농지은행관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농지은행

관리원이 자체적으로 행정력 등의 권한을 갖추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체계

를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에 한계

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지역본부와 지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지역본부와 지사가 사업 기획 및 

예산 운영 자율권을 지니지 못하면, 실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지역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어려움(박동배 2014). 이는 지역본부나 지사가 지역 사정에 가

장 밝음에도,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 결과 결정권을 

지닌 조직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 

-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내에서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관리원에서 근

무를 하더라도 장기간 경험과 역량을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직원의 선호도

가 높지 않다면 충원과 역량 축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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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안)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부설기관) 설립 

2.2.1. 조직 체제

❍ 제2안은 농지은행관리원을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 형태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방

안임. 제1안과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속하나,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

산 운영 측면에서 자율성이 강화됨.

- 제2-1안을 택한다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은행사업,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함.

- 제2-2안을 택한다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은행사업, 농지관리, 농지관리기금 관리 업

무를 담당함.

가. (제2-1안)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위탁집행형 자회사로 설립

❍ 제2-1안은 농지은행관리원을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위탁집행형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

식임. 이는 농협금융지주 산하 NH은행이나 이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ARPC(농림기

술기획센터)와 유사한 조직 체계를 갖는 것임<부록 2>. 

❍ 제2-1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내에 특정직 등의 형태(예: 제1-2안 또는 제1-3안)로 농지은행

관리원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본부나 지사 차원에서도 농지은

행관리원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별도 부서 및 전담 직원을 두는 방식임. 

- 이 안은 농지은행관리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속되어 어느 정도 상호연관을 갖지만, 조

직과 인원 등에서 독자성 및 자율성을 갖는 설립 방안이 됨.

나. (제2-2안)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기금관리형 부설기관 형태로 설립

❍ 제2-2안은 농지은행관리원을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로 운영하되, 현재 기금관리처가 

담당하는 농지관리기금 관리 기능까지 담당하게 하는 방식임. 

- 제1-3안에서 경영지원기금관리이사의 소관 기능(총무인사처 제외)을 자회사 업무로 이

관하는 방식임<그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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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2020 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20년 계획

(당초)
2020년 계획

(수정) 2020년 결산 결산액 비율

일반 지출(a+b) 15,492 15,687 15,510 48.7

사업비(a)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맞춤형농지지원
- 농지범용화시범사업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 새만금(내부 개발 및 유지 관리)
- 농지연금
-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보조, 융자)
- 농지종합정보화

14,659
2,800
6,460

2
1,426
2,333
1,479

42
96
21

14,748
2,800
6,460

2
1,390
2,183
1,776

42
74
21

14,592
2,788
6,325

2
1,390
2,183
1,767

42
74
21

45.8
8.8

19.9
0

4.4
6.8
5.5
0.1
0.2
0.1

기금운영비(b) 833 939 918 2.9

정부내부지출
- 농특회계 전출
- 공자기금 예탁

9,500
4,000
5,500

12,180
4,000
8,180

12,180
4,000
8,180

38.2
12.6
25.6

여유자금 운용 7,650 4,805 4,155 13.1

합계 32,642 32,672 31,845 100.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내부자료. 

❍ 농지관리기금의 운영 현황을 보면, 기금 중 사업비로 운용되는 예산의 약 75%가 농지은행

과 관련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에 농지관리기금의 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음<표 5-3>.

- <표 5-3>의 농지관리기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농지관리기금에서 농특회계로 전출, 공자

기금 예탁,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사업비의 구성이 45.8%인데, 여기서 농지은행과 관련

된 사업비가 34.4%에 달함.

2.2.2. 제2안의 장단점

가. 장점

❍ 제2안은 자회사(부설기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제1안과 비교할 때, 업무의 독립성과 재량

권을 확보할 수 있음. 

- 동시에 본원에 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유관 부서 및 산하 조직과 협력적으로 업무를 추

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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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안은 제1안에 비해 예산 및 인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 측면

에서도 보다 효과적임. 

-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 형태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축적 

기회 제한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움. 

❍ 제2-2안은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조달 및 집행

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직 체계의 완결성을 갖

출 수 있음.

나. 단점

❍ 제2안 실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설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임.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기존 인원 중 일부를 농지은행관리원의 직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적정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또한 농지은행관리원을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로 설립한다면, 기존 조직 체계에서

의 직군 간의 갈등, 업무 분장 및 임금 체계, 경력 및 신규 직원 간 처우 등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될 수 있음.76) 

- 자회사 형태로 업무 독립성을 일정 정도 확보하더라도, 기존 농지은행이 담당하던 업무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다시 말해, 농지관리 업무에서 행정

력이 필요한 기능을 단독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농지위원회를 지원하는 

범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부설기관 형태로 농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은 약 117.8억 원이고, 매년 

인건비와 임대료 형태로 비슷한 규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표 5-4>.

- 인력 추가 채용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약 84억 원으로 추정됨.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와 지사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임대 비용은 약 

34.5억 원/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 전산시스템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때 추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76) 관련된 유사 사례로 한전FMS를 다룬 조혁진 외(2020) 제4장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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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부설기관 설립에 따른 소요 비용 추계

구분 예산 내역 비고

인건비
213명1) × 330만 원/월/명2) × 12개월 
= 84억 3,480만 원

1) 관리 인력(부서장, 기획, 인사, 평가, 예산, 회계, 총무, 
전산, 연구 인력 등):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인원 및 경영 
지원 인원 비율 3:1을 적용한 추계치

2) 한국농어촌공사 2021년 신입사원 초임 적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임대 비용 약 34.5억 원/년

1)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건물 임차 가정(본부 
9, 지사 93개 기준)

2) 오피스(50평  규모) 임대료 적용 = 1.71만 원/㎡/월 × 
3.3㎡ ×50 × 12개월 × 102개 (통계청, 상권별 오피스 
임대료, 2021년 2/4분기)

소계 117.8억 원

자료: 저자 작성. 

2.3. (제3안)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독립된 농지은행관리원 설립 

2.3.1. 기본방향 설정과 조직 유형 검토

❍ 제3안은 농지은행관리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독립된 형태의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임. 농지관리 기능을 강조하여 독립성과 재량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임. 즉, 한국농어촌공

사로부터 농지은행 관련 조직을 분리하여 독립 기구화하고, 이 기구가 행정기관 및 농지위

원회와 협업하여 농지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임<그림 5-5>.

❍ 농지은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어떠한 공공기관 형태를 갖추는 것이 적절할

지 검토가 필요함.77) 

<그림 5-6> 농지종합관리 체계하에서 독립된 농지은행관리원의 위상

자료: 저자 작성. 

77) 관련 주요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2020b)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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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공운법｣78)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

하여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음.79)80)  ｢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됨. 각 기관 유형의 지정 요건은 해당 기관의 법적 설립 근거, 

정부 재정 지원 여부(출연이나 보조 등), 지분 비중 등 정부의 지배력 확보 등을 기준으로 함

<표 5-5>.

<표 5-5>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2020년)

유형 분류 기준 기관 예시 운영 방향

공기업
(36개)

시장형
(16개)

-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 자체 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
천국제공항공사 등

- 민간 기업 수준 자율성 보장
-  내부 견제 시스템 강화

준시장형
(20개)

-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 자체 수입이 총수입의 85% 미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 자율성 확대+공공성 감안하여 

외부 감독 강화

준정부기관
(95개)

기금관리형
(13개)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 관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등 - 기금 운용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위탁집행형
(82개) - 정부 업무의 위탁집행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등

- 주무 부처 정책과 연계성 확보

기타 공공기관
(209개)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등 - 성과 관리, 업무 효율성 중시

연구 개발 목적 기관
(69개) -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 연구기관의 특수성 고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b: 3-4). 

78) 기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하는 형태로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김도

승 외 2013: 30). 
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

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 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

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

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

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

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 원 이상

3.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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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은 정부가 보장하는 독점 수입원(예: 한국마사회의 경마 사업 수입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 일부 기관은 민간에서도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음. 
* 공기업은 다시 자산 규모와 자체 수입 비율을 기준으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됨.

- 준정부기관은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이 주 수입원이고, 정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거나 정부 지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임. 한국농

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기타 공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 기업 규모, 사업의 성

격 등을 볼 때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임. 이 중 일부는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됨.

❍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 유형별로 다른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표 5-6>.

<표 5-6> 공공기관 유형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적용 사항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3) 기타 공공기관

공통 적용 사항 통합 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기능 조정, 경영 혁신

이사회 의장 선임 비상임이사 기관장1) 기관장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일부 기관의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 필수 설치 가능1) 설치 가능

상임이사 정수 이사 정수의 1/2 미만 이사 정수의 1/2 미만
대규모: 1/2 미만
소규모: 2/3 미만

이사회 의장 선임 비상임이사 기관장1) 기관장

선임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비상임이사 중 호선1) 비상임이사 중 호선

임원 
임면

기관장 대통령 임명 주무기관장 임명

상임이사 기관장 임명 기관장 임명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주무기관장 임명

감사 대통령 임명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경영 실적 평가 실시 미실시2)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제출 대상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미제출

경영 지침 조직 운영, 정원·인사 관리,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 적용 규정 없음

감독
기획재정부 장관: 경영 감독
주무기관장: 사업 감독

주무기관장: 사업 및 경영 감독 규정 없음

주: 1) 자산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 감사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의 경영평가 수행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사항

이 적용됨.

     4) 2018년 3월 공공기관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 인사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기타 공공 기관에 

대한 준용 규정이 삭제되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b: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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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조직 체제

가. (제3-1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리 운영

❍ 제3-1안은 농지은행관리원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형태로 분리

하여 설립·운영하는 방식임.

- 제3-1안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독립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임.

- 농지은행관리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조직을 구성함.

❍ 제3-1안은 설립된 농지은행관리원이 사업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

사를 통해 조달받기 때문에 업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관의 독립성도 위협받을 수 

있음.

나. (제3-2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리 운영

❍ 제3-2안은 농지은행관리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분리하되, 농지관리기금의 관리를 조직

의 기본 특성으로 하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임.

- 이럴 경우, 기관의 업무는 ① 농지관리기금 관리, ② 농지관리 업무 수행 및 지원, ③농지

은행사업 실시가 됨.

2.3.3. 제3안의 장단점

가. 장점

❍ 제3안의 장점은 농지은행 및 농지관리 업무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를 지

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농지은행관리원이 기존의 농지은행사업에 더하여 농지관리 거버넌

스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농지은행의 기존 업무나 새로이 요구되는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으로 조직됨으로써 역량 축적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또한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농지관리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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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안의 기금관리형으로 설립될 경우, 농지관리기금의 고유사업 확대 방안의 하나로 설

립되는 농지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81) 

- 농지관리기금을 농지위원회 운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공사법」 제34조 제1항 제

13호(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음.

나. 단점

❍ 제3안의 어려움은 제2안처럼 독립 관리기구 설립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된

다는 점임. 특히 제3-1안에서는 이 문제가 두드러질 것임. 

- 설립 초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시설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별도로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함.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지역 본부·지사 

등과 업무 협력이, 최소한 초기에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제3-2안을 채택하면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 마련

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됨.

❍ 농지은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때 필요한 비용은 약 5,620.3억 원으로 추계됨<표 5-7>.

- 대부분 전용 건물 및 시설 확보 비용임. 인건비와 전산 시스템 유지 비용은 매년 추가로 필요함. 

<표 5-7> 독립기관화에 따른 소요 비용 추계

구분 예산 내역 비고

인건비
213명1) × 330만 원/월/명2) × 12개월 
= 84억 3,480만 원

1) 관리 인력(부서장, 기획, 인사, 평가, 예산, 회계, 총무, 
전산, 연구 인력 등):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인원 및 경영 
지원 인원 비율 3:1을 적용한 추계치

2) 한국농어촌공사 2021년 신입사원 초임 적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건축 비용
농지은행관리원 전용 건물 신규 확보: 
약 5,081억 원

1) 지역본부 및 지사 연면적 2,000㎡ 규모로 93개 신축(본
부 9, 지사 93개 기준) 가정 

2) 건축비 1,143억 원, 부지매입비 3,938억 원

전산시스템 
구축

약 455억 원
농지은행 정보시스템 120.2억 원, ERP 178억 원, 기타 
44.4억 원 등

소계 5,620.3억 원

자료: 저자 작성. 

81) 김수석 외(2021)는 2021년 8월에 개정된 「농지법」으로 설치되는 농지위원회의 운영비 및 농지위원에 대한 보수를 

농지관리기금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농지관리기금사업 중에는 농지 불법전용 신고 

포상금이 농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농지관리 지원을 위해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이 필

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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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독립기관화에 따른 검토 사항

가. 관련 법령 정비

❍ 제3안을 적용하려면 농지은행관리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사법」에 

신규 조항을 삽입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표 5-8>.

- 농지은행관리원을 독립기구로 분리할 때 개정해야 하는 법령이 많으므로 농지은행관리원 

독립 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 설립 근거를 갖추는 자체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 관련 지침이 새로 적용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공기업·준

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이 적용됨(국회예산정책처 2020b: 190).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준정부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출

자기관 등의 운영, 기능·업무의 외부 위탁, 증원의 절차, 인사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명시”

함(국회예산정책처 2020b: 190).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의 원칙, 보수 기

준, 조직 및 경영 진단, 기관별 경영혁신전략·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함(국회예산정책처 

2020b: 191).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은 준정부기관의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국회예산정책처 

2020b: 191).

<표 5-8> 농지은행관리원 독립 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

관련 법령 조 항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 제한)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청구)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33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시행규칙)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130   ❙

자료: 저자 작성. 

나. 공공기관 신설 심의

❍ 「공운법」 제40조(예산의 편성)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예비타당성 조사)의 3 제6항에 

따라 준정부기관은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국회예산정책처 2020b: 194). 이

와 함께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신설 절차 역시 통과해야 함. 

- 신설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 등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영역에 특화·분화된 연구·

개발 사업을 기획·관리할 때 총괄 협약 등 우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유사 기관(협회, 공

단, 사업단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임길환 2015)에서 독립기관 형태로 농지

은행관리원을 설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음.82)

관련 법령 조 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4조의 2(농지의 매입·매도 등), 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4(농지 임대 등의 
수탁),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제34조(기금의 용도)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제19조의 2(농지 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3(매입한 농지의 매도·임
대 등), 5(임대기간·임대료), 6(농지 등의 환매), 7(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매매대상농지 등)
제9조(매매가격의 결정기준)
제10조(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제13조(임대차의 대상 등)
제14조(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제19조의 5(임차기간의 연장), 7(환매대금의 분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16조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35조의 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
례) 및 해당 조문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및 관련 시행규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제6호(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시행규칙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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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관리원을 독립기관 형태로 신설하고자 할 때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음<그림 5-7>.

- (1-1단계) 농지관리는 전국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며,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증

진시킨다는 점에서 공공 기능에 부합함. 농지 시장 왜곡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

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1-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겪으면서 납세자인 국민의 개혁 요구가 크게 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유관 기관 역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기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1-3단계) 농지관리 수요는 충분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임. 경제적 타당성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편익을 줄 것이며 공공사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 (1-4단계) 그동안 농지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김홍상 외 

2011, 김미영 외 2013, 김수석 외 2016 등)을 고려하면,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농지관리

기구를 설치한 시점은 이르다고 보기 어려움. 

- (2-1단계) 농지관리가 공공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83) 

- (2-2단계) 농지관리는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2-3단계) 현재 농지은행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속되어 있음.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일부 업무를 분담할 수는 있으나, 다른 중앙정부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2-4단계) 농지은행관리원을 독립된 형태로 신설하더라도 다른 공공기관의 기능이나 역

할과 중복되지는 않을 것임. 

- (3단계) 재정 지원의 적정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독립기관을 설치할 때 예상되

는 비용(<표 5-7> 독립기관화에 따른 소요 비용 추계)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고려하면, 

82) 그동안 공공기관 중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통합해 왔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의 수용성이 낮을 수 있음(<그림 5-10>의 2-4 단계>.
83) “농지를 매개체로 하는 농지관리기금 사업은 국가 기본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이고, 국민이 실질적 수혜자이며,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사회적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

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21: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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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재원 조달이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림 5-7> 공공기관 신설 심사 흐름도

자료: 김도승 외(2013: 44). 

❍ 대부분의 단계에서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되나, 2-3단계 및 3단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2.4. 농지은행관리원 설립 방안 제안

2.4.1. 현실적 조직화 방안

❍ 당면한 현안으로서 농지은행관리원의 설립은 한국농어촌공사 내 일부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임.

- 이 설립안은 앞서 검토한 제1-1안부터 제1-3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농지은

행관리원을 전담하는 상임이사가 농지은행관리원장이 되고, 소속 조직은 농지은행처, 농

지관리처, 기금관리처의 3개 처로 구성되는 것임<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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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농지은행관리원 조직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2.4.2. 농지은행관리원 발전 방향

❍ 향후 농지은행관리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

지게 되면, 농지은행관리원을 이 연구에서 검토한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자회사 형태 혹은 

공사로부터 독립된 독립기관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조직 체계는 농지관리기금 관리까지 담당하는 제2-2안 및 제3-2안의 모형을 따

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립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관리원을 농지관리의 종합적 전담기구 역할을 담당하

게 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농지위원회의 활동까지 조직 내로 포함시키는 명실상부한 

종합적 농지관리기구를 지향하게 하는 것임.

3. 농지은행관리원 전문성 강화 방안

❍ 기존 농지은행 조직은 농지은행사업 실시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지은행사업 지침을 

숙지하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위주로 편성·관리가 이루어졌음. 

❍ 또한, 농지은행사업을 담당할 직원을 별도로 뽑지 못하고, 일반 행정직 중 일부를 농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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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해 왔음. 이로 인해 인사이동이 잦고, 보통 2~5년마다 보직 순환이 이루어져 농지은

행 업무에서 전문성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웠음.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은행사업을 비롯한 농지 제도 및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육성이 절실함. 

- 개정된 「공사법」 제5조의 2 제2항에서도 “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한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제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조직 체계와 관계없이 농지은행 및 농지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육성하는 데 목표를 둠.

-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공통적으로 적합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조직 체계별로 필요한 신규 인원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

드시 수반되어야 함. 

3.1. 전문 인력 신규 충원 방안 

❍ (1안)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농지은행관리원 업무를 담당할 인적 자원 T/O를 별도로 배정함. 

- 공사 신입 직원(5급)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농지은행관리원 소속이 되도록 별도로 배

정하고 채용함. 별도로 채용한 신입 직원은 농지은행관리원 조직(본사, 도본부, 지사 농지

은행관리원)에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함. 

- 채용 단계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업무에 필요한 채용조건을 설정함, 예를 들어, ‘농업 일반’

(농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등) 과목을 필수 시험 과목으로 포함함. 더불어 공인중개

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농지은행관리원에 특화된 인적 자원에게 유

인을 제공함. 

❍ (2안) 일반 정기 공채에서 행정직 T/O로 신입 직원을 채용하되,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농지은행관리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원을 농지은행관리

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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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및 2안에서 선발한 신입 직원은 농지은행(본사, 도본부, 지사)에서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끔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함. 

- 해당 직원은 농지은행관리원이 설치된 이후, 일선 조직에서 지역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상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일부 직원은 일선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음. 지역 사정에 밝은 직

원은 지속적으로 농지은행관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농지위원회와 협업하는 방안

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임대수탁 사업에만 지사당 평균 1.1명이 상시 투입되는 등 기

존 업무를 할당받은 직원이 많음. 따라서 농지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일선 

전문 인력 확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3.2. 현행 농지은행 종사 직원 전문성 강화와 인력 운영 방안

❍ 농지은행관리원 업무를 수행하려면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지식이 요

구됨. 

- 예를 들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 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

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농업 일반(농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에 

더해 부동산, 세금, 금융(보험) 등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함.

❍ 내부적으로는 사내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농지은행관리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

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세금, 금융 등의 관련 지식을 효율적으로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할 수 있으므로, 현장 실무 적용 사례를 함께 소개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 외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한국부동산원 등)과 협력하여 관

련 분야 전문 지식과 실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 기존 농지은행 기초 및 심화 교육은 주로 사내 강사가 지침서를 설명하는 식으로 이루어

져 전문성 강화에 한계를 드러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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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및 관리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 등 유인을 제공하여 참여 동기

를 높이도록 함. 

- 매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 및 승진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

하는 방안을 강구함. 

3.3. 농지은행관리원 종사자 해외연수 기회 부여

❍ 농지은행관리원 담당자 중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발하여 독일(공동이익토지공사), 프랑스

(SAFER), 일본(농지종합관리기구)등 해외 농지은행관리원 유사 업무 조직(기관)에서 연수

할 기회를 부여함.

- 농지은행관리원 전문 인력 계획과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연수 프로그램은 단기/장기로 구

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3.4. 농지은행관리원 근무 경력을 승진 조건으로 규정

❍ 농지은행관리원 업무를 담당할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승진 조건에 농지은행관리원 근

무 경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

- 행정직 직원이 2, 3급으로 승진하려면 4~5급 근무 기간 중 농지은행관리원 근무 경력이 

2~3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 신설을 검토하거나, 근무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음. 

3.5. 사내 자격증 제도 운영

❍ (가칭) ‘농지은행 FB(Farmland Bank) 전문상담사’(이하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전문상담사는 ‘농지은행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농지제도·정책·조세 등에 대해 상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위상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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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인사고과 등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

고, 이는 다시 농지은행 및 관리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임. 지사 등에서도 전

문상담사가 늘어나면 다양한 농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2025년까지 전문상담사 120명을 양성하여 지사·본부 단위에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목

표로 함. 

❍ 농지은행관리원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자격증 제도로 형태로 운영함. 

- 상기 교육 프로그램에 더해 인재개발원 내에 별도로 전문상담사 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함. 

- 이와 함께 ‘자격 검정 개발’ T/F를 운영하여, 자격 제도 검정 과정을 개발하도록 함. 즉, 직무 

관련 지식·기술 등 직무 분석 및 등급 체계 검정기준 설정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3.6. ‘농지은행관리’ 직군 신설·운영 검토

❍ 농지은행관리원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가칭) ‘농지은행관리직군’

을 신설하여 독자적인 운영 및 조직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행정직렬과 별도로 ‘농지은행관리직군’을 분리 신설하려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음. 예를 들어, 인원 규모, 업무량, 소요 예산, 수익성(수수료), 행정직렬 업무

와의 차별성 및 전문성, 조직 전체 운영과의 정합성,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야 함. 

- 따라서 농지은행관리원을 3~5년 정도 운영하면서 기반을 다지는 방식이 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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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 관련 3법 주요 개정 사항84)

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2021: 18-21)을 참고하였음. 

① 농지법 현행 개정안

< 공포 후 즉시 시행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법 제6조 제2항 제3호)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외 구분 없이 취득 가능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

※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

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가능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법 제8조의 3)

<신설> •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법 제11조)

• 농지 처분의무 부과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농지 처분명령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신설)

이행강제금 상향
(법 제63조)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 (부과기준) 토지가액의 20%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자(신설)
•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제60조)

<신설> •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

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법 제57조, 제61조)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 강화

(법 제8조, 제46
조 제1호)

의무
기재
사항

•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

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
서류

<신설> •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부 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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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법 현행 개정안

공유
취득

<신설>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주말
체험
취득

<신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민원
처리
기간

• (농업경영 목적) 4일

•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2일

•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7일

• (농지전용 목적) 2일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과태료 <신설> •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500만 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법 제8조의 3)

<신설> •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

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법 54조)

<신설> •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유휴농지 조사
(법 31조의 3)

<신설> •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 실시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
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
근거 명확화(법 제10조 제1

항 제4의 2, 제4의 3)

<신설> •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 명
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 37조의 3)

<신설> •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부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후 시행>

농지위원회 설치
(제44조~46조)

<신설> •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
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  제3항, 
제46조 제1호)

<신설> •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

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 49조의 2)

신고
사항

<신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

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
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과태료

<신설> •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부정 신청,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
짓으로 한 자: 500만 원

•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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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업경영체법 현행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법 제2조 제8호)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

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와 시설
의 임대·분양 가능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

설의 분양 불허

- 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금지
(법 제19조의 5)

<신설>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

을 명시적으로 금지
※ 현행법에서 부동산업은 열거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

되지 않아 영위할 수 없던 사업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법 제31조)

<신설>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법 제20조의 2)

• 실태조사 시 법인이 제출한 자

료에 근거하여 조사

• 3년 주기 조사

•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 타 기관자료 요

청 근거 마련

•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하위법령 위임

※ 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 예정

<공포 후 1년 후 시행>

사전신고제 도입
(제16조~제16조의 3, 제19

조~제19조의 3)

<신설> •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 전 시군구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

※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제20조의 4)

<신설>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 (부동산 개발업 영위):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임대업 영위)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
에서 부과

③ 농어촌공사법 현행 개정안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 마련
(법 제5조의 2)

<신설> • 공사에 농지 상시 조사·분석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

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
기관 구체화 및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법 제47조)

•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

관 및 목록이 명시되지 않음.
•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기관 및 

목록을 구체화하고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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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금융 및 경제지주(신경분리) 사례85)

❍ 농협 개혁 논의는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 때 제기되었고,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2006년 

1월 설치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위원회’가 2007년 1월 24일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방안(안)』을 건의안으로 채택하였음(박성재 외 2012: 20). 이후에도 지역

별 순회 토론회,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친 뒤, 2009년 4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지배구조 

개선 관련)과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

음(박성재 외 2012: 23). 

-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정부의 자본금 지원, 사업 분리 방식, 

상호금융연합회 신설 여부”였음(박성재 외 2012: 28). 

❍ 구체적인 합의 과정은 <부표 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농지은행관리원 설립 제2안은 농협 신경분리 안과 비교할 때 「농업협동조합법」과 「은행

법」의 충돌 및 갈등 문제(김영균·최흥은 2013) 등 쟁점 사안이 적으므로 절차가 보다 간소

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농협중앙회 구조를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사업에서 1 중앙회 + 2 지주회사(경제 및 금융) 체제로 전환하고86), 새로운 체제를 2012년 

3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농림수산식품부 2011; 박성재 외 2012: 73-74에서 재인용). 

- 신경 분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농협은행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설립할지 여부

였음. 이는 여러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칙적으로 농협은행은 농협법에 근거하여 설

립하며,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및 「은행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음(박성재 외 2012: 262). 

85) 박성재 외(2012), 황의식 외(201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86)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 4에서는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농협은행(현재 NH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하였

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법 규정을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해당 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은행법」 규정 일부

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 제14조에 추가하였음(박성재 외 2012: 76-77).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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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농협 신경분리 관련 합의 과정 요약

농협개혁위원회(농개위) 정부안 마련 국회 합의 과정

*제7차 농개위(2009.1.11.)
 - 2006년 금융연구원 보고서
 - 농협경제연구소 중간 보고
 - 2003년 농민연대 안

*제8차 농개위(2009.1.15.)
 - 선진국 협동조합은행 제도
 - 2007년 신용·경제사업 분리추진위 방안

*제9차 농개위(2009.1.29.)
 - KREI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 

방향
 - 신용·경제사업 분리 모델

*제10차 농개위(2009.2.6.)
 - 맥킨지 연구 결과 보고

*제11차 농개위(2009.2.)
 - 농협중앙회 폐지안 도출

*제12차 농개위(2009.2.17.)
 - 종합정리 및 향후 계획
 - 지주회사 방식
 - 최종 대안 3개 정리

*제13차 농개위(2009.2.28.)
 - 위원회안 채택

*제14차 농개위(2009.3.16.)
 - 중앙회 검토 의견 청취

*제15차 농개위(2009.3.28.)
 - 위원회 건의안 확정

*제16차 농개위(2009.5.30.)
 - 7.15~29 지역순회 설명회

*농식품위 전체 회의(2009.4.1.)
 - 농개위 신용·경제사업 분리안 보고

*농협중앙회 합동워크숍(2009.5.8.)

*국회 주관 정책 토론회(2009.5.14.)

*관련자 워크숍(2009.5.21.)

*농민연합 토론(2009.5.22.)

*정부 주관 전문가 토론회
  (2009.5.27.)

*제16차 농개위 보고(2009.5.30.)

*지역순회 설명회(2009.7.15.~29.)

*사업구조개편 쟁점 사항
  (2009.10.13.)

*정부안 설명(위원장) (2009.10.26.)

*입법예고(2009.10.28.)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2009.11.2.)

*법제처 심사의뢰(2009.11.23.)

*국무회의 상정(2009.12.15.)

*정부안 국회 제출(2009.12.16.)

*정부안 회부(농식품위) 
  (2009.12.17.)

*농협법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2009.12.16.)

*국회 농식품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2010.2.11.)

*농협법개정안 농식품위 상정/대체토론
(2010.2.22.)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 개최 
(2010.2.23.∼4.22.)

*농협법 등 61개 법안 상정(2010.2.23.)

*조합 선거제도 관련 개정 사항 심사 
(2010.2.24.)

*비쟁점 사안 12건 심사 및 합의 
(2010.4.14.)

*축산특례 및 사업 분리 방식 심사 
(2010.4.19.)

*사업 분리 방식 심사 및 표결 처리 
(2010.4.22.) [1연합회-2지주회사 방식 
확정]

*국회 정무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2010.4.27.)

  - 제18대 후반기 국회 원 재구성 
(2010.6.18.), 최인기(민주당) 위원장 
등 7명 교체

  - 상임위에서 농협법 개정 관련 질의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 개최 
(2010.12.6.)

*법안소위 의결 (2011.3.3.)

*농림수산식품위 농협법개정안 의결 
(2011.3.4.)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11.3.10.)

* 본회의 통과(2011.3.11.)
자료: 황의식 외(20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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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본부 조직도 개편되었음<부도 2-1>. 

<부도 2-1>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지역본부 조직 개편

<도 지역 본부: 5본부 (분사) 14부 → 3본부(분사) 7부>

<시 지역 본부: 2부 → 1부>

자료: 박성재 외(201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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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7년 5년 동안 진행되었던 경제사업 이관까지 완료된 이후 농협중앙회 조직은 <부

도 2-2>와 같이 개편되었음.

<부도 2-2> 경제사업 이관 완료 후 농협중앙회의 조직구성(2017년 2월) 

자료: 황의식 외(2017: 46). 

❍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자회사 설립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여기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그 부설기관인 농지은

행관리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설기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부설기관의 안정화 속도가 영향

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인력 기반 설계나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함. 

- 부설기관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등을 담당

한 기존 인력을 배정할 수 있음. 한전FMS(주)는 경영 지원 인력을 모두 신규 채용하였으

나, 관련 업무와 현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모회사 직원이 일정 기간 지원을 해주어야 한

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조혁진 외 2020: 61). 

- 공사와 부설기관 간 소통 구조 역시 중요함. 한국전력공사와 한전FMS(주) 사례에서도 양

사 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양 사 간 협의 진전 및 자회사의 효율화·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임(조혁진 외 202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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