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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성무용 丨 천안시장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산업화와 압축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농업정 책과 농촌살리기 운동에 

수십조원을 투자하여 도 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살기좋은 농촌이 될 것으로 기 대했지만 농촌몰락과 

농업붕괴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물질적으로 살기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지만 과거와 비교해 현재의 농촌이 더 살 

기 좋고 풍요롭다고 평 가하기에는 아직 이 르다.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05 보고서 에 따르면 도시가구 소득대 비 농촌가구 소득비 율 

은 1994년 99.5%로 대등한 수준이 었으나 2000년 80.6%, 2003년 72.6%로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 

고 있다.

농촌 내부에서도 부농과 영세농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 20%의 농가소득을 

하위 20%의 농가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비율은 1998년 7.2배에서 2003년 12.0배로 확대되어 

농촌내 소득불균형 심화현상은 갈수록 커져 심각한수준이며 소득하위 계층의 탈농현상이 매우급 

속하게 진행되 고 있음을 지 표를 통해서 알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에 향후 10년 동안 119조원을투입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농 

림어업인삶의질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농업-농촌-농민의 복잡한 문제를 

속 시 원하게 해 결해 줄 솔로몬의 해법이 될지는 좀더 지 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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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통계청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농촌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두배로 늘어 전체 농촌인구 

의 29.4%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농촌지 역에서 젊은층의 지속적 인 도 

시이동, 평균수명 연장, 영농후계인력 감소, 출산율 저하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노벨 경 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으나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라고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역 설 

한바 있다.

도시에서는 사오정 , 오륙도 등 조기퇴직이 문제지만 농촌에서는 아직도 70세 이 상의 농가 경 영 

주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노인이 절반이나 되는 저소득과 열악한 복 

지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므로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전략을 지금까지 시설이나자금지원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사람과 지 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와 농 

촌이 더불어 잘사는 농업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농정의 획 기적 인 방향전환 없이는 농촌의 위기를 타파하지 못하며 농업은 상업농과 규모농을 지 

향하고 구조조정해 나가되 농정을 농업 그 자체보다는 농촌과 농민을 중요시하는 지 역개발적 이고 

인본주의적 인 농업정 책으로 정 책방향의 대 전환이 요구되 기 때문이 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세 계화 • 개방화에 대 비하여 국가정 책을 도시중 

심 국가정책에서 농촌중심 국가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다음은 농촌경제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 켜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을 불문하고 수입개방 압력에 적극 대처해야하며 미시적으로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농촌을 보호하는 정 책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농촌,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문제는 지 방화 시 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 결해야 할 핵 심과제로서 국가차 

원의 다양한 도농균형발전 정 책을 지 속적 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더 불어 잘사는 농 

촌이 될 수 있기를 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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