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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

∙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작년 경제 규모 축소의 기저효과와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책으로 전년 대비 8.8%p 높은 4.6%로 전망된다.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적절한 방역 조치 시행으로 경기충격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3.1%p 

하락한 -1.1%로 추정된다. 2021년 한국 경제는 2020년 역성장의 기저효과, 글로벌 경기

와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효과로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회복과 OPEC+ 국가의 감산이행률 준수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6.4% 상승한 배럴당 약 48달러로 전망된다. 2020년 초반 달러화는 강세였으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연장,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등으로 환율 상승폭을 상쇄하여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1.2% 상승하였다.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로 

돌아섰으며, 2021년에도 달러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원/달러 환율은 

4.8% 하락한 1,125원/달러로 전망된다.

2)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 2020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1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생산

액은 작황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30조 9,460억 원, 

축잠업 생산액은 한육우·돼지·계란 가격 상승 영향으로 3.7% 증가한 20조 5,530억 원으로 

추정된다. 

∙ 2021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52조 5,03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생산

액은 20년산 쌀 가격 상승과 20년산 과실 가격 상승 및 21년산 과실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잠업 생산액은 닭, 오리, 계란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28조 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22조 1,880억 원, 축산업은 5조 8,52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1년 농업 부가

가치는 중간재비 증가폭이 생산액 증가폭보다 커 전년 대비 0.4% 감소한 27조 9,29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1.3% 증가하고, 축산업은 사료비 인상 영향으로 

6.9% 감소할 전망이다.

∙ 2021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나, 수입액 2.7% 증가하여 무역수지적자

는 전년 대비 2.0% 늘어난 215.5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 축소에 따른 

해외공급망 회복과 수입가격 하락 영향으로 축산물 수입량은 5.7% 증가, 곡물·채소·과일

은 각각 1.2%, 7.1%,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적으로 곡물, 채소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입과일, 육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곡물은 연평균 0.8%, 채소는 0.5% 감소하나, 수입과일은 1.7%, 육류는 1.0% 

증가할 전망이다.

∙ 2021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55.5만 ha,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58ha,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1.0% 증가한 71.9a 수준으로 전망된다. 

∙ 2021년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187.8백만 마리로 전망된다. 2020년 

가임암소 증가의 영향으로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0.3% 증가하고, 2020년 말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류는 2.8% 감소할 전망이다.

3)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2021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국제유가와 국제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원유가격 상승으로 영농광열비가 5.5% 상승하고, 20/21년

산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비는 3.5% 인상될 전망이다.

∙ 202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곡물은 쌀·콩·감자 

가격 상승 주도로 전년 대비 7.6% 상승하고, 청과물은 조미채소류·과채류·엽채류와 과수의 

가격 하락으로 3.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한육우 국내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3.0% 하락할 전망이다.

∙ 2021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고,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되어, 농업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9% 악화될 전망이다.



∙ 2020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7% 증가한 

4,310만 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소득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총수입 증가와 18년, 

19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175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

전소득은 공익직불제 도입과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한 1,319만 원

으로 추정된다. 

∙ 2021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이전소득이 감소하나 농외소득·비경상소득 회복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4,373만 원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은 경영비 증가로 2.3% 감소, 이전

소득은 코로나19 지원금 축소로 2.7% 감소하나,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코로나19 영향

에서 회복하여 전년 대비 각각 7.1%,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216만 명, 농가호수는 1.0% 감소한 98.5만 

호가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49.2%로 전망되며, 농림어업취업자수는 

2.5% 증가한 148만 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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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0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1)

1.1.1. 세계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와 대내외 경제

활동 위축의 결과로 2019년 성장률에 비해 6.8%p 낮은 –4.2%로 추정된다.

∙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0년 경제 규모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각국의 적극

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와 투자가 회복돼 2020년 성장률 추정치 대비 8.8%p 

높은 4.6%로 전망된다.

- 2021년 글로벌 경기의 회복력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국들의 재정 악화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남아있다. 

∙ (미국) 2021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연준위의 저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어 2020년 추정치 대비 7.4%p 높은 3.6%로 전망된다.

-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력한 양적 

완화에 따른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 미·중 무역갈등, 코로나19의 재확산, 신정

부 출범에 따른 사회·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경제회복의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다.

∙ (유로존) 2020년 유로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및 영업 제한 조치에 따라 

전년 대비 7.7%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나, 2021년 성장률은 재정지출 확대와 수출 

회복으로 전년 대비 11.8%p 높은 4.1%로 전망된다.

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세계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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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합의로 인한 불확실성의 해소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EU의 경제회복기금 지원 등의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가 회복될 전망이다.

∙ (중국)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어, 2021년 경제성장률은 2020년 추정치 대비 5.9%p 

높은 7.9%로 전망된다.

-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

하겠다는 ‘쌍순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 기조 변화와 중국 내부의 구조개혁 지연 

등이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 표 1－1 ]  세계 경제성장률 동향과 전망

단위: %, 실질GDP

구 분
2018
(GI)

2019
(GI)

2020(추정) 2021(전망)

IMF WB GI 평균 IMF WB GI 평균

전 세계 3.2 2.6 -4.4 -4.3 -4.0 -4.2 5.2 4.0 4.5 4.6

 선진국 2.3 1.6 -5.8 -5.4 -5.0 -5.4 3.9 3.3 3.7 3.6

   미국 3.0 2.2 -4.3 -3.6 -3.4 -3.8 3.1 3.5 4.3 3.6

   일본 0.6 0.3 -5.3 -5.3 -5.4 -5.3 2.3 2.5 2.6 2.5

   유로지역 1.9 1.3 -8.3 -7.4 -7.4 -7.7 5.2 3.6 3.6 4.1

 개도국 4.5 3.8 -3.3 -2.6 -2.7 -2.9 6.0 5.0 5.6 5.5

   아프리카1) 3.0 2.8 -3.0 -3.7 -3.5 -3.4 3.1 2.7 2.3 2.7

   아시아2) 4.9 4.3 -1.7 -2.9 -1.4 -2.0 8.0 5.4 5.9 6.4

    중국 6.7 6.1 1.9 2.0 2.1 2.0 8.2 7.9 7.5 7.9

  중동&북아프리카 1.1 1.1 -5.0 -5.0 -7.0 -5.7 3.2 2.1 5.2 3.5

   중남미 1.4 1.2 -8.1 -6.9 -6.5 -7.2 3.6 3.7 3.9 3.7

주 1) Sub－Saharan Africa(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장률임.

2) WB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평균임.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World Bank(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0), Global Insight(World Overview,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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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 개선과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소비 증진으로 2021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대비 7.8%p 증가한 2.5%로 전망된다.

- 2020년의 수출개선 흐름이 2021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도쿄 올림픽 개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지원 등으로 인해 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와 규모, 코로나19 확산 등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1.1.2. 국제유가 및 환율

가. 국제유가

∙ 2020년 국제유가는 전년(배럴당 약 64달러) 대비 35.5% 하락한 배럴당 약 41달러

로 추정된다. 

- 초반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와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 감소로 급락하였다. 

산유국의 원유 감산 및 수급여건 개선으로 일정 부분 회복되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 표 1－2 ]  국제 원유 가격 동향과 전망(Brent 기준)

단위: 달러/배럴

기 관 2020
2021(전망)

1/4 2/4 3/4 4/4 평균

GI 41 43 44 48 52 47

OXFORD 42 46 48 50 53 49

CERA 41 43 44 48 52 47

EIA 41 47 48 49 50 49

평균 41 45 46 49 52 48

주: Global Insight(2020년 12월) 전망치, CERA(2020년 11월) 전망치, EIA(2020년 12월) 전망치, OX-

FORD(2020년 12월)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World Overview, December 2020),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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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수요 회복과 OPEC+ 국가의 감산이행률 준수 등의 요인으로 2021년 국제유가

는 전년 대비 16.4% 상승한 배럴당 약 48달러로 전망된다.

- (원유 수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원유 수요가 2022년경 정상 수준으

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

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 (원유 공급) OPEC+ 국가들의 원유감산 정책은 지속되지만, 비OPEC 산유국의 

원유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회복되면 OPEC+ 국가의 감산

이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

나. 환율

∙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로 돌아섰다.

∙ 2021년 미국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약세는 완화될 수 있다. 

- 달러/유로 환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과 브렉시트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도쿄올림픽 개최와 수출개선 등에 따른 경제

회복으로 달러 대비 엔화는 강세로 전망된다.

- 중국 경제의 상대적인 호조세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어 위안화 강세가 유지

될 전망이나, 미·중 무역갈등과 홍콩, 대만의 독립 등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 

[ 표 1－3 ]  환율 동향과 전망

구 분 2018 2019 2020 2021(전망)

환율

엔/달러 110.5 109.0 106.8 105.7

달러/유로 1.2 1.1 1.1 1.2

위안/달러 6.62 6.91 6.91 6.58

주: 2021년 전망치는 KIEP 「2021년 세계경제 전망」(2020년 11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Global Insight(World Overview, December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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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2)

1.2.1. 2020년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경제 위축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적절한 방역 조치 시행으로 경기충격이 완화

되어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3.1%p 하락한 –1.1%로 추정된다.

∙ (민간소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소비 지원정책에 힘입어 재화소비가 회복되면서 

2020년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투자)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운송장비 투자는 감소하였

지만, 반도체 업황의 회복을 바탕으로 IT부문 투자가 확대되어 2020년 설비투자

는 5.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설 부진이 완화

되었지만, 코로나19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비거주용 건설이 위축되어 0.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표 1－4 ]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연 도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2020 -1.1 -4.3 5.7 -0.7 -1.6 -0.6

주: 경제지표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년 11월)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물가) 기상여건 악화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낮은 국제유가와 

통신비 지원,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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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물가 동향

단위: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구 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소비자 1.5 0.4 1.2 -0.1 0.6 0.4 0.5

농축수산물 3.7 -1.7 2.0 3.2 10.3 11.4 6.7

생산자 1.9 0.0 0.4 -1.5 -0.5 -0.5 -0.5

주: 2020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2020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생산자물가조사」

∙ (노동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감소로 실업자가 

증가하였으나, 구직활동 인구도 감소하여 2020년 실업률은 4.0%로 상승하였다. 

-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용직 근로

자의 증가폭도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청·장년층의 취업자수는 신규채용 위축

으로 감소하였지만 고령층은 증가하였다.

[ 표 1－6 ]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구 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실업자 1,073 1,063 1,162 1,226 1,001 1,043 1,108

실업률(%) 3.8 3.8 4.2 4.4 3.6 3.7 4.0

취업자 26,822 27,123 26,749 26,849 27,068 26,952 26,9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환율) 2020년 초반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금융 경제의 불안 증가로 달러 강세

였으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연장,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등으로 환율 상승폭

을 상쇄하여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1.2%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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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환율 동향

단위: 원/달러,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구 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원/달러 1,100 1,166 1,194 1,220 1,188 1,118 1,180

(변화율) (-2.7) (5.9) (6.1) (4.7) (-0.5) (-4.9) (1.2)

원/위안 166 169 171 172 172 169 171

(변화율) (-0.6) (1.3) (2.6) (0.7) (0.9) (1.30 (1.30

자료: 한국은행

∙ (무역수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어 2020년 상반기 수입과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이 회복되면서 교역 규모가 증가하여 

2020년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7.3% 개선된 456.2억 달러로 추정된다.

- (수출)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와 국내 상황의 빠른 회복으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석유,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은 

부진하였다.

- (수입) 국제유가 하락과 소비 부진 등으로 원자재, 소비재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신산업의 자본재 수입은 증가하였다. 

[ 표 1－8 ]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구 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수출액(A) 6,048.6 5,422.3 1,302.3 1,103.5 1,301.4 1,421.3 5,128.5

변화율 (5.4) (-10.4) (-1.8) (-20.3) (-3.4) (4.2) (-5.4)

수입액(B) 5,352.0 5,033.4 1,215.1 1,167.2 1,143.7 1,234.8 4,672.3

변화율 (11.9) (-6.0) (-1.8) (-5.6) (-12.5) (-1.9) (-7.2)

무역수지(A-B) 696.6 388.9 87.2 67.0 29.7 186.5 456.2

주: 2020년 수출입 지표는 관세청 「20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현황」(2021년 1월)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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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21년 경제 전망3)

∙ (경제성장률) 2020년 역성장의 기저효과,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효과로 2021년 국내경제는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소비) 고용 및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저축 증가,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 등이 소비 여력

을 개선시키고, 정부의 소비 지원정책으로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IT 부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

차, 가전 등의 전방산업 업황 개선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부문 등의 투자도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어 설비투자는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건설의 수주 및 착공 면적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따른 수도권 분양물량 확대로 주거용 건물의 건설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생활 SOC 투자 확대와 설비투자 호조에 따른 

공장 증설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자영업 부진에 따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회복세를 제약하여 건설투자는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품수출) 5G 도입의 본격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등으로 IT 

수출이 증가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여 자동차 수출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회복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상품 수출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 내수 경제의 회복과 석유류 가격의 완만한 상승세로 소비자물가는 

상승하나, 소비 지원정책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시장)  코로나19의 지속과 고용유지지원 종료 등이 고용 회복을 제한하나, 내수 

경기 개선과 정부의 일자리 관련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3.9%로 전망된다.

3)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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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주요국의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으로 수출 대비 수입의 증가폭이 커져,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교역 확대에 따른 운송수지는 개선되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15달러로 전망된다. 

[ 표 1－9 ]  2020년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

단위: %

구 분 2020(추정)1)
2021(전망)

한국은행2) 기획재정부3) 평균4)

경제성장 -1.1 3.0 3.2 3.1

민간소비 -4.3 3.1 3.1 3.1

설비투자 5.7 4.3 4.8 4.6

건설투자 -0.7 0.5 1.0 0.8

상품수출 -1.6 5.3 8.6 7.0

고용(실업률) 4.0 3.8 4.0 3.9

소비자물가 0.5 1.0 1.1 1.1

경상수지(억 달러) 650 600 630 615

주 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년 11월) 추정치임.

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년 11월) 전망치임.

3)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전망」(2020년 12월) 전망치임.

4)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전망치의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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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0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농업 생산 동향과 전망

2.1.1. 재배업 생산 동향과 전망

∙ 2020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56.7만 ha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2021년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8% 줄어든 155.5만 ha로 전망된다. 

- 2021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2% 증가한 1.58ha이고, 농가인구 1인

당 경지면적은 1.0% 증가한 71.9a가 될 전망이다.

∙ (중장기 전망) 농촌의 고령화, 농지 전용 수요 증가 등으로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151.7만 ha, 2030년 148.9만 ha로 전망된다.

- 농가인구 감소폭이 경지면적 감소폭보다 커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2025년 

75.6a, 2030년 79.5a로 연평균 1.1% 확대될 전망이다.

- 2021년 경지이용률은 전년 대비 0.5%p 상승한 107.3%로 전망되나, 이후 연

평균 0.2%p 하락하여 2030년에는 105.4%로 전망된다.

[ 표 1－10 ]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동향과 전망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경지면적(천 ha) 1,889 1,581 1,567 1,555 1,517 1,489 -0.9 -0.9 -0.8 -0.5

농가호당 경지면적(ha) 1.36 1.57 1.57 1.58 1.62 1.65 0.7 0.3 0.2 0.5

농가인구당 경지면적(a) 46.9 70.4 71.2 71.9 75.6 79.5 2.2 1.1 1.0 1.1

경작가능면적(천 ha) 1,899 1,533 1,519 1,507 1,471 1,443 -1.1 -0.9 -0.8 -0.5

재배면적(천 ha) 2,098 1,643 1,624 1,618 1,573 1,521 -1.3 -1.2 -0.4 -0.6

경지이용률(%) 110.5 107.2 106.9 107.3 107.0 105.4 -0.2%p -0.4%p 0.5%p -0.1%p

주: 경지이용률은 (재배면적 / 경작가능면적 × 100)으로 산출됨.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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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62.4만 ha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과채류와 특용·약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의 재배면적이 감소할 

전망이다. 

- 쌀, 콩 등을 포함한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90.5만 ha로 

전망된다.

- 채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25.9만 ha로 전망된다. 과채류는 참외

를 제외한 대부분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이다. 양파와 고추 

재배면적은 각각 2.3%, 2.2% 증가하나, 마늘의 큰 폭 감소(△5.7%)로 조미채소

는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엽채류와 근채류는 배추와 무 재배면적 감소

(각각 △9.4%, △3.1%)로 각각 7.2%,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수 재배면적은 포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감소하여 0.8% 감소할 전망이다. 

- 특용·약용작물 재배면적은 2.0% 증가하나, 기타작물은 1.3% 감소할 전망이다.

∙ (중장기 전망) 특용·약용작물과 기타작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의 재배면적이 감소

하여 2030년 전체 재배면적은 연평균 0.6% 감소한 152.1만 ha로 전망된다.

- 식량작물, 채소, 과수 재배면적은 연평균 각각 1.1%, 0.6%, 0.6% 감소할 전망이다.

[ 표 1－11 ]  부류별 재배면적 동향과 전망
단위: 천 ha, %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전체 재배면적 2,098 1,643 1,624 1,618 1,573 1,521 -1.3 -1.2 -0.4 -0.6

식량작물 1,318 924 906 905 863 811 -1.9 -2.0 -0.2 -1.1

채소 386 266 260 259 252 245 -1.9 -2.1 -0.7 -0.6

엽채류 76 42 47 43 42 40 -3.1 11.7 -7.2 -1.4

근채류 45 22 23 22 22 21 -3.8 6.5 -3.1 -0.7

조미채소 168 105 94 94 91 86 -2.4 -10.2 -0.3 -0.8

과채류 69 43 41 42 41 40 -2.5 -4.6 2.2 -0.1

과수 173 161 157 156 152 148 -0.4 -2.4 -0.8 -0.6

특용·약용작물 92 80 78 79 79 80 -0.7 -3.2 2.0 0.3

기타작물 129 212 223 220 227 237 2.7 5.0 -1.3 0.6

사료작물 24 101 112 109 112 116 7.9 11.1 -2.9 0.4

주: 통계청의 농산물 부류별 재배면적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함.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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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축산업 생산 동향과 전망

∙ 2020년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192.8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 (우제류) 소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으나 돼지, 젖소가 각각 

1.6%, 0.4% 감소하여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15.0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 (가금류) 육계와 오리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각각 1.9%, 4.6% 감소하여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177.8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187.8백만 마리로 

전망된다.

- (우제류) 돼지 사육마릿수는 모돈 감소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는 반면, 2020

년 가임암소의 증가 영향으로 소 사육마릿수가 2.5% 증가하여 2021년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0.3% 증가할 전망이다. 

- (가금류) 육계, 오리,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2020년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생으로 각각 전년 대비 1.5%, 

7.0%, 4.0% 감소하여 가금류는 2.8% 감소한 172.8백만 마리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육류 및 계란 소비 증가로 젖소를 제외한 모든 가축의 사육마릿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우제류) 젖소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0.3% 감소하는 반면, 소와 돼지는 각각 

0.8%, 0.7% 증가하여 2030년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0.7% 증가한 16.0

백만 마리에 이를 전망이다.

- (가금류) 2030년 오리 사육마릿수는 2021년 큰 폭 감소한 후 완만하게 회복하여 

2020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육계와 산란계는 각각 연평균 0.9%, 0.6% 증가하여 

2030년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0.7% 증가한 190.4백만 마리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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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2 ]  사육마릿수 동향과 전망

단위: 백만 마릿수, %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총 사육마릿수 112.9 193.4 192.8 187.8 193.1 206.4 2.9 -0.3 -2.5 0.7

우제류 10.3 15.0 15.0 15.0 15.5 16.0 2.0 -0.4 0.3 0.7

소 1.6 3.2 3.4 3.4 3.6 3.6 3.8 4.0 2.5 0.8

젖소 0.54 0.41 0.41 0.41 0.40 0.39 -1.5 -0.4 -0.4 -0.3

돼지 8.1 11.4 11.2 11.1 11.5 11.9 1.8 -1.6 -0.4 0.7

가금류 102.6 178.3 177.8 172.8 177.6 190.4 3.0 -0.3 -2.8 0.7

육계 46.9 98.1 96.3 94.8 96.6 104.8 4.0 -1.9 -1.5 0.9

오리 5.1 8.9 8.5 7.9 8.1 8.5 3.0 -4.6 -7.0 -0.1

산란계 50.5 71.3 73.0 70.1 72.8 77.2 1.8 2.4 -4.0 0.6

주: 가축통계 공표를 위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한육우, 젖소는 2017년 3/4분기부터 이력제 자료로 대체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1.3. 농산물 자급률 동향과 전망

∙ FTA 체결 등으로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 자급률은 하락

하고 있다. 2020년 곡물류 자급률은 국내 곡물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류 자급률은 ASF 가축 질병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국 현지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0%p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사료용을 제외한 농산물 자급률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한 71.3%

로 전망된다.

- (곡물류)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쌀, 콩 등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1%p 상승한 44.4%로 전망된다.

- (육류) 육류 자급률은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가금류 사육마릿수 감소와 수입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지면적 감소 영향으로 농산물 자급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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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70.3% 수준으로 전망된다. 2030년 

곡물류 자급률은 2021년 대비 연평균 0.2%p 하락하여 2020년 수준인 4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육류 자급률은 2020년 대비 연평균 0.1%p 하락한 66.2% 

로 전망된다. 밀, 콩 등 곡물 생산 확대 정책의 영향 수준에 따라 곡물 자급률은 

전망치 대비 상승할 수 있다.

[ 표 1－13 ]  자급률 동향과 전망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p)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산물 자급률(%) 85.9 72.4 70.9 71.3 71.3 70.3 -0.7 -1.5 0.4 -0.1

곡물류 자급률(%) 55.6 45.8 42.3 44.4 44.1 42.3 -0.5 -3.5 2.1 0.0

육류 자급률(%) 78.8 65.5 67.5 66.4 67.1 66.2 -0.7 2.0 -1.1 -0.1

주: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 소비량 × 100)으로 산출되며, 곡물류와 농산물 자급률은 사료용이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1－1.  농축산물 자급률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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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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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

∙ 90년대부터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7대 곡물과 6대 과일의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와 수입과일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 (곡물) 쌀 등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1.2% 감소하였다.

- (과일) 6대 과일 소비량은 2000년 1인당 47.5kg에서 2019년 36.0kg으로 연평균 

1.5% 감소하였으나, 오렌지와 열대과일 소비량은 동기간 3.9% 증가하였다. 

- (육류)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32.0kg에서 2019년 54.9kg으로 

연평균 2.9% 증가하였다. 

∙ (전망) 곡물, 채소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입과일과 육류 소비량은 증가

할 전망이다.

- (곡물) 2030년 1인당 소비량은 2020년 대비 10.4kg 감소한 124.0kg으로 전망

된다.

- (채소) 2020년 생산량은 기상악화에 따른 양념 채소의 작황 불황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대파, 양파, 마늘 중심으로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0.5% 

감소하여 2030년은 108.4kg으로 전망된다. 

- (과일) 2020년 장마, 태풍,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6대 과일 소비는 

전년 대비 4.2kg 감소하였으며, 수입과일 소비량은 해외 주산지의 저조한 작황

으로 수입량이 줄어 0.4kg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6대 과일은 

2021년 34.7kg으로 증가한 후 연평균 0.1% 감소하며, 수입과일은 2020년 이후 

연평균 1.7% 증가하여 2030년 전체 과일 소비량은 연평균 1.0% 증가한 50.3kg

으로 전망된다.

- (육류) 3대 육류 소비는 연평균 1.0% 증가하여 2030년 1인당 소비량은 60.0kg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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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4 ]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1)

단위: kg/인, %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7대 곡물2) 174.8 138.2 134.4 133.0 127.9 124.0 -1.2 -2.7 -1.0 -0.8

5대 채소3) 137.7 112.2 113.8 106.3 107.6 108.4 -1.1 1.5 -6.6 -0.5

6대 과일4) 47.5 36.0 31.8 34.7 34.1 33.8 -1.5 -11.6 9.3 0.6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

6.9 14.2 13.8 14.0 14.9 16.5 3.9 -2.6 0.8 1.7

3대 육류5) 32.0 54.9 54.3 54.6 56.3 60.0 2.9 -1.2 0.7 1.0

주 1) 7대 곡물, 5대 채소, 6대 과일 및 오렌지·열대과일 1인당 소비량은 유통연도 기준, 3대 육류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1인당 소비량은 총 국내 공급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재고 변화량)으로부터 도출

된 1인당 공급량을 의미함. 

2) 7대 곡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3) 5대 채소: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4) 6대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 3대 육류: 소, 돼지, 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3. 농식품 교역 동향과 전망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28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고, 수출액은 

71.7억 달러로 8.5%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전년과 비슷한 211.2억 달러 적자로 

추정된다.

- (수입) 2020년 7대 곡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고, 5대 채소 수입량은 

마늘, 고추, 양파의 작황 불황으로 7.1% 증가하였다. 과일 수입량은 오렌지, 바나

나, 포도 등 수입과일의 주산지 이상기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2.3% 감소한 것

으로 추정된다. 2020년 5대 축산물 수입량은 ASF 영향에 따른 가격 상승과 코로나 

영향에 따른 해외 주산지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수출) 농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김치, 인삼, 라면 등 국산 농식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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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망)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수입액은 2.7% 증가

하나, 수입액 증가폭(7.8억 달러)이 수출액 증가폭(3.5억 달러)보다 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2.0% 늘어난 215.5억 달러로 전망된다.

- (수입) 축산물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으로 해외 공급망이 회복되고, 수입가격의 

하락 영향4) 등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채소, 열대과일 

등의 수입량도 증가하여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할 전망이다.

- (수출)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 기조

가 이어져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75.2억 달러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2030년 농식품 수입액은 기 체결 FTA 등 시장개방 확대의 누적

효과로 연평균 2.0% 증가하여 344.0억 달러로 전망된다. 수출액도 연평균 

2.3% 증가하여 2030년 90.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무역수지적자는 연평균 

1.8% 확대되어 2030년 253.5억 달러로 전망된다.

[ 표 1－15 ]  농식품 교역 동향과 전망

단위: 억 달러, 천 톤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총 수입액(A) 67.8 276.6 282.9 290.7 308.6 344.0 7.7 2.3 2.7 2.0

수입량 23,886 37,188 37,473 37,991 39,225 42,409 2.4 0.8 1.4 1.2

7대 곡물 13,563 17,561 17,802 18,013 18,446 19,048 1.4 1.4 1.2 0.7

5대 채소 95 222 237 254 252 269 4.6 7.1 7.1 1.2

과일 335 798 780 786 839 924 4.7 -2.3 0.8 1.7

6대 과일 7.6 61.4 62.1 62.4 64.9 69.2 11.6 1.2 0.5 1.1

오렌지·열대과일 327 737 718 724 774 855 4.4 -2.6 0.8 1.8

5대 축산물 203 1,170 1,068 1,129 1,163 1,278 9.7 -8.7 5.7 1.8

총 수출액(B) 12.7 66.1 71.7 75.2 83.4 90.4 9.1 8.5 4.8 2.3

수출량 1,129 3,399 3,296 3,352 3,724 3,981 6.0 -3.0 1.7 1.9

무역수지적자(A－B) 55.1 210.5 211.2 215.5 225.2 253.5 7.3 0.3 2.0 1.8

주: 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제외한 농식품 교역 자료임. 7대 곡물은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5대 채소는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6대 과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대 축산물은 소, 

돼지, 닭, 계란, 낙농품임.

자료: GTI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 국제 축산물의 수입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미, 한·호주 FTA 양허안의 관세인하로 쇠고기 수입가격은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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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 총량 동향과 전망

2.4.1. 농업생산액 동향과 전망

∙ 2020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1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30조 9,460억 원, 축잠업은 3.7% 증가한 20조 

5,530억 원으로 추정된다.

- (재배업) 식량작물 생산액은 2020년산 쌀 생산량 감소하였으나 수확기 가격의 

큰 폭 상승에 따른 미곡 생산액의 2.9% 증가 주도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조 

7,190억 원으로 추정된다. 채소 생산액은 양념채소, 과채류 등의 재배면적 감소

와 기상악화에 따른 건고추, 양파, 대파 등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의 상승폭이 커 

전년 대비 7.9% 증가한 12조 3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실 생산액은 개화기 이상

저온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0.3% 감소한 4조 5,140억 원으로 추정

된다.

- (축잠업) 한육우와 돼지는 생산량이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가정식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도 상승하여 생산액은 각각 전년 대비 2.9%, 11.7%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닭은 재고량 과잉 지속과 생산성 향상으로 상반기 가격이 

큰 폭 하락하여 전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하며, 우유는 젖소 마리당 원유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란 생산액은 사육마릿수 

증가와 함께 가정 내 수요 증가로 가격도 상승하여 전년 대비 14.1%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된다.

∙ 2021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52조 5,03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1조 7,060억 원, 축잠업은 1.2% 증가한 20조 

7,97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2021년산 쌀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

산 쌀 가격 상승과 콩, 감자 등의 생산액 증가로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1조 2,630억 원으로 전망된다. 채소 생산액은 전년도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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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11조 5,440억 원으로 전망된다. 과실 

생산액은 20년산 과일의 가격 상승과 21년산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한 4조 9,77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축잠업) 한육우 생산액은 암소 도축 증가로 가격이 하락(△7.9%)하여 전년 대비 

3.6% 감소할 전망이다. 돼지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수입량 증가로 

제한되어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닭 생산액은 종계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12.4% 증가할 전망이다. 오리와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육마릿수 감소로 가격이 각각 

전년대비 12.9%, 4.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각 6.4%, 2.0% 증가할 전망

이다.

∙ (중장기 전망) 농업생산액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연평균 0.9% 증가하고, 축잠업 생산액은 연평균 2.3% 증가할 전망

이다. 

- (재배업) 식량작물 생산액은 재배면적 감소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연평균 0.4% 

감소하나 채소, 과실, 특용·약용작물 등의 생산액은 증가하여 2030년 재배업 

생산액은 연평균 0.9% 증가한 33조 6,9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축잠업) 축잠업 생산액은 국내 육류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2.3% 

증가하여 2030년 25조 8,39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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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6 ]  농업 부문 생산액 동향과 전망(명목)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업 총생산액 31,968 49,680 51,500 52,503 54,650 59,538 2.3 3.7 1.9 1.5

재배업 23,885 29,859 30,946 31,706 32,366 33,699 1.2 3.6 2.5 0.9

식량작물 11,436 10,492 10,719 11,263 10,898 10,258 -0.5 2.2 5.1 -0.4

채소 6,739 11,127 12,003 11,544 12,277 13,549 2.7 7.9 -3.8 1.2

과실 2,581 4,527 4,514 4,977 5,081 5,456 3.0 -0.3 10.3 1.9

특용·약용작물 654 1,651 1,750 1,943 2,016 2,211 5.0 6.0 11.0 2.4

축잠업 8,082 19,821 20,553 20,797 22,284 25,839 4.8 3.7 1.2 2.3

한육우 1,879 5,364 5,519 5,319 5,369 7,611 5.7 2.9 -3.6 3.3

돼지 2,372 6,392 7,139 7,085 7,708 8,194 5.4 11.7 -0.8 1.4

닭 821 2,103 1,859 2,090 2,413 2,780 5.1 -11.6 12.4 4.1

계란 651 1,411 1,609 1,642 1,846 2,109 4.2 14.1 2.0 2.7

우유 1,352 2,215 2,258 2,368 2,479 2,508 2.6 1.9 4.9 1.1

오리 474 1,392 1,290 1,373 1,488 1,594 5.8 -7.3 6.4 2.1

기타 534 944 880 920 980 1,043 3.0 -6.8 4.6 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표 1－17 ]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변화(명목)

단위: 십억 원, %

순위
2019 2020(추정) 2021(전망) 2030(전망)

품목 생산액 비중 품목 생산액 비중 품목 생산액 비중 품목 생산액 비중

1 쌀 8,351 16.8 쌀 8,593 16.7 쌀 8,961 17.1 돼지 8,194 13.8 

2 돼지 6,392 12.9 돼지 7,139 13.9 돼지 7,085 13.5 쌀 7,771 13.1 

3 한육우 5,364 10.8 한육우 5,519 10.7 한육우 5,319 10.1 한육우 7,611 12.8 

4 우유 2,215 4.5 우유 2,258 4.4 우유 2,368 4.5 닭 2,780 4.7 

5 닭 2,103 4.2 닭 1,860 3.6 닭 2,090 4.0 우유 2,508 4.2 

6 딸기 1,509 3.0 계란 1,609 3.1 계란 1,642 3.1 계란 2,109 3.5 

7 계란 1,411 2.8 딸기 1,382 2.7 오리 1,373 2.6 딸기 1,949 3.3 

8 오리 1,392 2.8 오리 1,290 2.5 사과 1,370 2.6 오리 1,594 2.7 

9 고추 1,081 2.2 배추 1,096 2.1 딸기 1,331 2.5 사과 1,218 2.0 

10 사과 1,077 2.2 고추 1,092 2.1 고추 1,146 2.2 감귤 1,196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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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품목 변화 전망) 2020년과 2021년 생산액 상위 5개 품목의 순위는 2019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육류 수요가 증가하여 2028년부터 돼지가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2.4.2. 농업 부가가치 동향과 전망

∙ 2020년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28조 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 (재배업) 중간재비는 증가하나 판매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증가폭이 더 커 부가

가치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22조 1,880억 원으로 추정된다. 

- (축산업) 사료비와 가축구입비 등 중간재비는 증가하나,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증가폭이 더 커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5조 8,520억 원으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농업생산액은 증가하나 중간재비 증가폭이 더 커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27조 9,29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영농광열가격 상승 등으로 중간재비가 증가하나, 

생산액 증가폭이 더 커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22조 4,79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축산업) 가축구입가격은 3.1% 하락하나, 20/21년산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으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6.9% 감소한 5조 4,500억 원

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0.8% 증가하여 2030년

에는 30조 5,11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중간재비 증가하나 생산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부가가치는 연

평균 0.8% 증가할 전망이다.

- (축산업) 가축과 사료를 포함한 중간재비는 증가하나, 생산액이 연평균 2.3% 

증가하여 부가가치는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다. 

∙ 2020년 농업부문 부가가치율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54.4%로 추정된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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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생산액 증가폭 대비 부가가치 증가폭이 작아 부가가치율은 점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51.2% 수준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과 축산업 부가가치율은 각각 연평균 0.1%p, 0.3%p 감소하여 2030년에

는 각각 71.1%, 25.3%로 전망된다.

[ 표 1－18 ]  농업 부가가치 동향과 전망(명목)1)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업
20,455 25,891 28,040 27,929 28,650 30,511 1.2 8.3 -0.4 0.8

(64.0)2) (52.1) (54.4) (53.2) (52.4) (51.2) -0.6%p 2.3%p -1.3%p -0.3%p

재배업
18,223 20,767 22,188 22,479 22,863 23,972 0.7 6.8 1.3 0.8

(76.3) (69.5) (71.7) (70.9) (70.6) (71.1) -0.4%p 2.1%p -0.8%p -0.1%p

축산업
2,232 5,124 5,852 5,450 5,787 6,539 4.5 14.2 -6.9 1.1

(27.6) (25.9) (28.5) (26.2) (26.0) (25.3) -0.1%p 2.6%p -2.3%p -0.3%pp

주 1) 부가가치는 명목 기준이며, 부대서비스는 제외됨.

2) ( )는 부가가치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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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 동향과 전망0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농업교역조건 동향과 전망

3.1.1. 농업구입가격 동향과 전망

∙ 2020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영농광열비는 하락하였으나, 그 외 농업용품 구입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한 105.8로 

추정된다.

- (투입재) 투입재비는 전년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경상재) 경상재비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영농광열비가 전년보다 13.6% 하락하

였으나 농약비, 비료비, 영농자재비, 종자·종묘비가 각각 22.8%, 7.3%, 5.0%, 

2.9% 상승하여 전년 대비 4.0% 상승한 99.9로 추정된다.

- (노임·임차) 노임과 임차료는 전년보다 각각 3.2%, 2.6%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료·가축구입) 2020년 사료가격은 19/20년산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전년

보다 3.9% 상승하고, 가축구입비는 축산물 산지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2.4%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국제유가와 국제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축구입비를 제외한 농업용품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0% 상승한 107.9로 전망된다.

- (투입재) 종자·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영농광열비 등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1.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노임·임차) 노임과 임차료는 각각 전년 대비 2.2%, 3.0% 상승할 전망이다.

- (사료·가축구입) 20/21년 국제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료비는 전년 대비 3.5% 상승

하나, 가축구입비는 3.1% 하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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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전망) 2030년 투입재 가격지수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영농광

열비가 연평균 1.8% 상승하여 114.2로 전망된다. 노임·임차료·가축구입비는 각

각 연평균 1.1%, 0.9%,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사료 가격지수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1.1% 상승한 114.1로 전망된다.

[ 표 1－19 ]  농업구입가격지수 동향과 전망 (2015=100)

구 분 2000 2019
20202)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업구입가격지수 62.9 102.1 105.8 107.9 112.8 117.9 2.6 3.6 2.0 1.1

투입재 65.6 98.3 101.1 102.6 107.9 114.2 2.2 1.0 1.5 1.2

경상재 66.3 96.0 99.9 101.6 107.4 112.1 2.0 4.0 1.7 1.2

종자·종묘 69.2 112.6 115.9 116.9 120.6 125.0 2.6 2.9 0.9 0.8

비료 45.9 72.6 77.9 78.8 85.3 89.4 2.4 7.3 1.1 1.4

농약 67.9 96.8 118.9 119.6 123.1 126.1 1.9 22.8 0.6 0.6

영농광열 66.5 107.7 93.0 98.2 106.2 111.7 2.6 -13.6 5.5 1.8

영농자재 63.6 97.7 102.6 103.1 109.5 116.3 2.3 5.0 0.5 1.3

농기구 65.9 104.6 104.5 105.5 109.4 120.0 2.5 -0.1 1.0 1.4

노임 47.8 119.6 123.4 126.1 132.3 138.0 4.9 3.2 2.2 1.1

임차료 76.4 109.8 112.6 116.0 118.2 123.4 1.9 2.6 3.0 0.9

사료 - 98.2 102.0 105.5 110.6 114.1 -　 3.9 3.5 1.1

가축구입 - 126.9 129.9 125.9 125.5 138.8 - 2.4 -3.1 0.7

주: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1.2. 농가판매가격 동향과 전망

∙ 2020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6.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곡물) 이상기상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여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보다 1.9% 높은 124.8로 추정된다. 

- (청과물) 개화기 이상저온, 태풍, 잦은 장마 등에 따른 작황 불황으로 생산량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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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2.6% 상승한 131.8로 추정된다.

- (축산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가정 내 소비 증가로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한 100.9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202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20년산 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육우, 건고추, 딸기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된다. 

- (곡물) 2020년산 쌀 가격 상승과 콩, 감자가격 상승 주도로 전년 대비 7.6% 상승

할 전망이다. 

- (청과) 채소류는 근채류를 제외한 조미채소류, 과채류, 엽채류의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6.9% 하락하고, 과수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0.4% 하락하여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3.9% 하락할 전망이다. 

- (축산물) 한육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축산물 가격은 상승하나, 한육우 국내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영향이 커 전년 대비 3.0% 하락할 전망이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연평균 0.8%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된다. 곡물류, 청과류, 축산물 판매가격지수는 각각 연평균 0.1%, 1.0%, 

0.7% 상승할 전망이다.

[ 표 1－20 ]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과 전망 (2015＝100)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전체 농산물 72.8 109.1 115.6 115.6 116.3 124.8 2.2 6.0 0.0 0.8

곡물 101.7 122.4 124.8 134.2 126.3 125.5 1.0 1.9 7.6 0.1

청과물 68.7 117.0 131.8 126.6 133.9 146.2 2.8 12.6 -3.9 1.0

 채소 71.9 101.6 118.0 109.9 115.3 126.2 1.8 16.1 -6.9 0.7

 과수 68.0 142.5 154.3 153.6 163.9 178.5 4.0 8.3 -0.4 1.5

축산물 56.3 97.4 100.9 97.8 97.0 108.7 2.9 3.6 -3.0 0.7

기타 농산물 58.7 102.3 103.0 110.0 111.8 116.9 3.0 0.7 6.8 1.3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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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농업교역조건 동향과 전망

∙ 2020년 가계용품을 제외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하나 농가판매

가격지수가 6.0% 상승하여 농업교역조건지수는 2.2%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농업교역조건지수는 농업구입가격지수의 2.0% 상승과 농가판매

가격지수의 정체로 전년보다 1.9% 악화될 전망이다.

∙ (중장기 전망) 사료를 포함한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연평균 

1.1% 상승하고,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연평균 0.8% 상승하여 농업교역조건은 연평균 

0.3% 수준 악화될 전망이다.

[ 표 1－21 ]  농업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과 전망 (2015=100)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가판매가격지수(A) 72.8 109.1 115.6 115.6 116.3 124.8 2.2 6.0 0.0 0.8

농업구입가격지수(B) 62.9 102.1 105.8 107.9 112.8 117.9 2.6 3.6 2.0 1.1

농업교역조건지수
(A/B×100)

115.7 106.8 109.2 107.1 103.1 105.9 -0.4 2.2 -1.9 -0.3

주: 농업교역조건지수는 농업구입가격지수 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로 산출되는 농업부문 패리티지수임.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2.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3.2.1.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 1990년대 중반부터 호당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비중은 경영비 증가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호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70.2%로 2000년 

44.2%와 비교하여 크게(연평균 1.4%p) 증가하였다.

- 2020년은 영농광열비를 제외한 대부분 경영비의 증가로 호당 농업경영비는 증가

하였으나, 농업생산액 증가에 따른 농업총수입 증가폭(4.9%)이 더 커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 대비 2.7%p 감소한 67.5%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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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중간투입재 비용(영농광열비, 비료비 등)이 상승하고, 위탁영농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전망)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3,722만 원으로 전망되며, 

농업경영비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2,574만 원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2021년부터 농업총수입 증가율과 농업경영비 증가율이 비슷하여 

농업경영비 비중은 69.2% ~ 69.5% 수준으로 정체될 전망이다.

그림 1－2.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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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표 1－22 ]  호당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단위: 천 원, %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업총수입 19,514 34,436 36,128 37,217 40,819 46,075 3.0 4.9 3.0 2.5

농업경영비 8,617 24,175 24,376 25,738 28,323 32,017 5.6 0.8 5.6 2.8

농업경영비
비중(%)

(44.2) (70.2) (67.5) (69.2) (69.4) (69.5) 1.4%p -2.7%p 1.7%p 0.2%p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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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가소득 동향과 전망

∙ (호당 농가소득) 2005년 농가소득이 3천만 원을 넘어섰고 13년 후인 2018년부터 

농가소득 4천만 원대에 진입하였다.

- (2020년) 농가소득은 2019년 대비 4.7% 증가한 4,310만 원으로 추정된다. 농업

소득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하고, 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도입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영향으로 각각  

7.9%, 7.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농가소득은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의 증가폭이 농업소득과 이전

소득 감소폭보다 커 전년대비 1.5% 증가한 4,373만 원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고, 이전소득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금 규모가 축소되어 전년 대비 2.7% 감소할 전망이다.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하여  각각 전년 대비 7.1%, 6.1% 증가할 전망이다. 

- (중장기 전망) 농가소득은 연평균 1.8% 증가하여 2029년에 5천만 원대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 규모화로 농업소득은 연평균 1.8% 증가하며 농외소득과 

이전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호당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2000년부터 20년간 1000~1,2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 (2020년) 농업총수입 증가폭이 농업경영비 증가폭보다 컸고, 2020년 초 18년·19년

산 쌀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1년 전망) 농업총수입이 증가(3.0%)하나 농업경영비 증가폭(5.6%)이 더 커 

2021년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3% 감소한 1,148만 원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축산업 생산액 증가에 힘입어 농업소득은 연평균 1.8% 증가하여 

2030년 1,406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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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3 ]  호당 농가소득 동향과 전망(명목)

단위: 천 원, %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가소득 23,072 41,182 43,098 43,729 47,364 51,334 3.1 4.7 1.5 1.8

농업소득 10,897 10,261 11,752 11,478 12,497 14,058 -0.3 14.5 -2.3 1.8

농외소득 7,432 17,327 15,963 17,094 18,785 20,007 4.6 -7.9 7.1 2.3

이전소득 4,743 11,230 13,194 12,835 13,614 14,715 4.6 17.5 -2.7 1.1

비경상소득 - 2,364 2,189 2,322 2,468 2,555 - -7.4 6.1 1.6

주: 비경상소득은 통계청에서 2003년부터 조사를 시작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4. 농가인구 동향과 전망

∙ (농가인구)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 농산물 수입 증가, 농업교역조건 악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의 농업 여건 악화로 농가인구는 2000년 403.1만 명에서 2019

년 약 224.5만 명으로 연평균 약 3.0%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2.0% 

감소한 2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6% 감소하여 2030년 농가인구는 187.4만 

명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통계청  장래추계인구는 

2028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20년 

4.2%에서 2030년에는 3.6%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고령화) 1990년대부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19년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00년 대비 연평균 1.3%p 증가한 

46.6%였다. 2020년은 1.5%p 증가한 48.1%, 2025년과 2030년은 각각 54.4%, 

59.7%로 추정된다.

∙ (농가호수) 2000년 138.4만 호에서 2019년 100.7만 호로 연간 1.7%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99.5만 호로 추정된다.

- 2020년~203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 감소하여 농가호수는 90.2만 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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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림어업취업자수) 2020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44.5만 명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하였다. 2026년까지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생산연령인

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약 152.6만 

명으로 전망된다.

[ 표 1－24 ]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어업취업자 동향과 전망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가호수(만 호) 138.4 100.7 99.5 98.5 93.5 90.2 -1.7 -1.2 -1.0 -1.0

농가인구(만 명) 403.1 224.5 220.0 216.2 200.6 187.4 -3.0 -2.0 -1.8 -1.6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21.7 46.6 48.1 49.2 54.4 59.7 1.3%p 1.5%p 1.2%p 1.2%p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8.6 4.3 4.2 4.2 3.9 3.6 -0.2%p-0.1%p-0.1%p-0.1%p

농림어업취업자
(만 명)

224.3 139.5 144.5 148.0 154.9 152.6 -2.5 3.5 2.5 0.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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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농업부문 전망을 위한 전제

∙ (모형)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08년 개발하고, 

현실 설명력과 전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한 

KREI-K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였다. 

- KREI-KASMO는 국내 농업부문에 한정된 부분균형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된다. 국내 농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으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으며, 가격은 수급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 KREI-KASMO는 재배업 65개, 축산업 9개 등 총 74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품목 기준으로 116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품목 중 감자는 봄, 여름, 

가을로 배추와 무는 봄, 여름, 가을, 시설로 구분하였으며, 파는 대파, 쪽파, 낙농품은 

치즈, 버터, 발효유, 연유, 분유(조제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의 7개로 세분

하였다. 이들 품목들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의 2019년 생산액 기준으로 

재배업의 98.6%, 축산업의 98.7% 등 전체 농업의 98.7%를 포함한다. 

∙ (거시지표) 2021~30년 농업부문 전망을 위하여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이 발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전망치는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결과」(2019.03.28)를 

이용하였다.

- 실질 GDP, 소비자 물가(CPI), GDP 디플레이터의 2021년과 2022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이용하였고, 중장기 전망치는 Global 

Insight Inc.전망치를 준용하여 각각 연평균 1.9%, 1.5%, 1.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원/달러 환율은 Global Insight Inc. 전망치를 준용하여 2020년 1,181.4원/

달러, 2021년 1,125원/달러, 2025년 1,172원/달러, 2030년 1,158.1원/달러로 

가정하였다. 국제유가는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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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Outlook 2020」자료를 준용하여 WTI 기준 2021년 45.8달러/배럴에

서 2030년 56.1달러/배럴로 연평균 2.3%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20/21, 21/22년 국제곡물가격은 미국 농림부 경제연구소(USDA-ERS)에서 

2020년 12월 31일에 발표한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중장기 전망치는 2020년 

8월 미국 미주리 농식품정책연구소(FAPRI)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준용하였다.

∙ (농업보조금)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를 반영하였다. 

- 2020년 공익직불금 지급규모인 2조 3,564억 원을 2020년 농업보조금에 반영하

였고, 2021년부터는 전체 지급 규모를 2020년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 후 농가

호수로 나누어 산출된 호당 지급금액을 농업보조금 전망치에 적용하였다. 

∙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기 발효된 FTA를 상품양허(관세율 및 TRQ)에 집중

하여 반영하였다. 쌀은 2015년에 관세화를 이행하였으나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량

을 제외하고 국내에 도입된 수입쌀은 소량이며 수급에 미치는 수준의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물량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과실류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조치는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식물성고기와 배양육으로 구성된 대체육 시장은 국제육류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육은 전통육에 비해 환경 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사료전환

효율이 높아 곡물 사용이 현저히 적으며, 가축 전염병 위험에서 벗어나는 등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대체육에 대한 선호도와 

유전공학기술 발전 속도의 불확실성이 커 「농업전망 2021」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참고 2] 농가소득과 부가가치 산출방법

∙ (총량 통계) 농업부문 총량인 생산액, 부가가치, 소득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각기 다르다. 생산액은 농림축산식품부, 부가가치는 한국은행, 농가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공식 통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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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부가가치 산출 방법과 유사하게 품목별 생산액과 중간재비(경상재비, 

사료비 등)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농업부문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 한국은행 기준 품목별 경영비는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201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생산

액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한국은행 기준의 품목별 생산액을 재산출하였다. 품목별 

생산액에서 중간재비를 차감한 품목별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농업부문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 (농업소득) 통계청에서 농업 총소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호당 농업

소득과 농가호수를 이용하여 통계청 기준의 농업 총소득을 임의로 산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으로 산출한 생산액에서 중간재비와 노임 및 임차료를 합한 경영비를 

차감하여 재배업과 축산업 부문의 총소득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한국은행 기준 농업 

총소득의 전망치 연간 변화율을 통계청 기준 농업 총소득에 반영한 후, 농가호수 

전망치로 나누어 호당 농업소득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 (농업경영비) 호당 농업조수입에서 호당 농업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 (농업소득) 호당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에 쌀 변동

직불금 지급액을 더하여 산출하였다. 

- (농업외소득) 농업외소득을 구성하는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은 각각의 추정방정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이전소득) 일반적인 이전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농업소득 간 관계를 고려

한 행태방정식을 도입하여 추정하였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금과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공적 지원금은 별도로 추가 고려하여 이전소득 추정치 

및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 (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의 추정치 및 전망치는 전년도 비경상소득과 최근 GDP 

디플레이터의 3년 이동평균값을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산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