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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시기 농림어업 부문은 상공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력 공급처였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농업 노동의 감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겪게 된다. 우리나라도 1970년
대 이후로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와 농림어업의 축소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
는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1976년 551.4만 명에 이르던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6년
127.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연평균 3.7% 감소).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는 농업생
산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농업생산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농림어업 취업자 관련하여 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90년대 말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이 2021년 초에 발표한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농림어업 취업
자수는 144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한 해에만
아닌 최근 4년간 지속된 추세였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지난 1976년 551만명으로 최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 석유파동시기와
1990년대 말 IMF위기 시 한해 반짝 상승(1997년 228만 5천 명에서 1998년 239만
7천 명으로 증가)한 이후 20년 넘게 감소하여 왔다. 이후 20년간 감소해오던 농림어
업 취업자는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를 종사상 지
위별로 보면 경영주가 91.9만 명(63.6%)(고용 6.0만 명, 무고용 85.9만 명), 임금근
로자가 12.6만 명(8.7%)(상용 3.8만 명, 임시 3.9만 명, 일용 4.8만 명), 가족종사자
가 40.0만 명(27.7%)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20년 기준 30대 이하 9.7만 명
(6.7%), 40~50대 39.6만 명(27.4%), 60대 이상 95.2만 명(65.9%)이었다. 모든 연령
대에서 최근 증가 또는 감소세 둔화가 관찰되는데,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최근 3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의 87.6%는 60대 이
상 연령층 증가, 11.6%는 30대 이하 연령층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문은 농림어업 분야 청년 세대 증가세이다. 모든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대비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를 세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경우

1.1%, 40~50대 3.1%, 60대 이상이 18.8%로 언뜻 보면 청년세대의 농림어업 종사
비중이 가장 낮다. 하지만, 30대 이하는 2016년 이후 농림어업 종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40~50대는 정체). 30대 이하 청년세
대의 농림어업 종사비율은 2016년 0.78%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하여 2018년
0.94%, 2020년에는 1.07%에 이른다. 불과 4년 사이에 청년세대 중에 1000명중에 4
명꼴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60대 이
상은 그동안 계속 낮아져 2005년 41.6%에서, 2010년 32.4%, 2015년 22.4%, 2020
년 18.8%였다. 이는 일각에서는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농업노동시장의 탈노령
화의 전조로 해석하기도 한다. 청년세대는 경영주뿐 아니라 고용 인력 또는 가족종
사자 형태로 농림어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농업종사 이유을 보면, 타
세대에 비해 농업의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실태조사의 귀농자의 귀농 이유를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
대가 높을수록 자연환경적 요인이 큰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업발전가능성을 봤
다는 비율이 높았다(30대 이하 69.0%, 40대 62.1%, 50대 48.2%, 60대 이상
31.0%). 최근의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추세,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농림어업 종사 증
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정책
요인의 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취농 이후
3년간 최대 월 1백만원 지급)을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4800여명이 정책
수혜를 보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워라밸 추구 성향과 맞물려 청년
층의 농림어업 분야 진출의 물고를 트이게 한 효과가 있었다. 이미 프랑스, 일본에서
정책효과를 보았던 이 정책은, 정부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치냐에 따라 수십년
진행되어온 탈농, 농림어업 고령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청년
창업농 지원 제도의 확대 발전 외에 후계자 없는 고령농 경영 기반의 사회적 승계
정책의 추진, 그리고 영농 기반이 없는 이들의 창농이 아닌 (법인) 취업 형태의 농
업 분야 진출 등을 돕는 관련 사업이 보다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농림어업 분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질
의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