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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농지유동화(農地流轉, Farmland Transfer)는 농업 규모화의 전

제 조건이다. 농업 규모화는 농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농

업생산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농가가 토지승포경영권(土地承

包經營權,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s)을 기타 농가 또

는 경제조직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지의 유동현상을 말한다.

1980년대 초에 중국 농촌지역에 도입한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

庭联产承包责任制,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는 농업생산성

을 크게 제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농지 영세화문제를 낳았다. 또

한 도시화와 공업화의 발전으로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

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황폐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농지영

세화로 인해 곡물의 생산효율성이 기타 작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도 이농의 주원인으로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정부는 농지

유동화를 추진하여 농업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세워 농지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중국공산당 제17기 3중 전회에서는

‘제3차 토지개혁’으로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한 농지유

동화정책을 발표하였다. 2008년 이후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급속히

추진되어 2014년 6월까지 농지유동면적이 약 3억 8천만 무(畝)에

달해 전체 농지승포면적의 28.8%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큰 성과를 거두었

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체제전환기에 처해 있어 토지이용제도가

미흡하며 특히 농지유동화에 관한 법제도의 발전이 더디다. 이러

한 배경 하에 중국의 농지유동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농가가 농

지유동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유입주체가 다양하지 못 하거나,

무질서한 거래가 확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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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출주체, 유입주체, 유동가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유출주체인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을, 유입주

체인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인을, 농지유동가격의 결

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출주체인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 분석은 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청년농가들은 전포(轉包, Zhuanbao)와 출조(出

租, Chuzu)를 선호한 반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중장년 농가

들은 입고(入股, Rugu)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농업

종사자비중이 높을수록 전포와 출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전포와 출조를 선택한 농가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욕과 도시생

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토지승포경영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

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고가격이 전포와 출조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농가가 위험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인 분석은 로버스트회귀모형

(Robust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설결과, 총

자산, 생산금액, 회원수, 이사장의 연령과 학력, 활동영역, 유동기

간, 유동가격, 입고여부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농민전업합작

사의 농지유입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금문제이다. 입고는 농

업이익을 배당하는 방법이므로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동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농민전업합작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농업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 분석은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근교여부, 토질, 단

위생산금액, 계약기간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의하

면 톄링시 도시근교에서 곡물 생산 농지는 농촌지역보다 유동가격

이 낮은 반면, 곡물 이외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는 농촌지역보다

유동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톄링시는 농업중심지역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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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도시근교에 곡물 생산 농지가 상당히 남아 있으며 경제

성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와 병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농지의

단위생산금액은 작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농가들은

단위생산량(금액)에 따라 농지유동가격을 결정한다. 농지유동화에

서 곡물은 경제성 작물보다 규모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작물별로

농지유동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지유동가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

리하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와 결부하여 농지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농가들의 유동유형 선택이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문제

를 해결하는 중요한 돌파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농지유

동화 정책은 유입주체 육성을 중심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

한 유입주체육성정책은 농지유동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유동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가의

농지유출 행위를 고려한 농지유동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농지유동화, 토지승포경영권, 유동가격, 이항로짓모형, 로버

스트회귀모형, 헤도닉가격모형

학 번 : 2007-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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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80년대 초에 중국은 가정연산승포책임제1)(家庭联产承包责任制,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를 도입하게 되면서 농지제도의 역사

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다. 농지의 평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가정연

산승포책임제는 농업생산성을 크게 제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농지의 영

세화문제를 낳았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과 FTA 체결의 가속화로

인해 소규모 농업경영이 농업의 글로벌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으며 농

업 규모화로의 체제 전환이 시급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여러 가지 농

지유동화정책을 마련하여 농업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중국공산당 제17기 3중 전회에서 ‘제3차 토지개혁’으로 불릴 정도로 혁신

적인 내용을 포함한 농지유동화 촉진정책이 발표된 후, 농지유동화의 발

전은 급물살을 탔다. 2014년 6월까지 중국의 농지유동면적은 약 3억 8천

만 무2)(畝)에 달해 전체 농지승포면적의 28.8%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

의 약 30%의 농지가 규모화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토지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토지에 대해

서는 집체소유제(集體所有制)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의

도입으로 농가는 토지승포경영권을 획득함으로써 동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으로 대량의 농촌노동력이 도

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농지유동화가 더욱 활발해졌다. 농지유동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포, 출조, 전양, 호환, 입고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나타났

다. 그러나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관련 정

책과 제도가 미흡하여 농가가 농지유동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유입

1)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가족단위로 농지를 배분하고 농업 생산하는 제도이다.

2) 1무는 667㎡이고 15분의 1㏊이다.(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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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다양하지 못 하거나, 무질서한 거래가 확산되는 등 여러 가지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1>은 농지유동화의 구조를 표시하였다. 농지유동화는 농지의

유출, 유입, 유동가격으로 구성된다. 우선 유출 측면에서 보면 농지를 소

유하고 있는 농가가 농지를 유출할 경우, 어떠한 유동유형과 유동대상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유동가격이 달라지므로 농지유동화의 구조가 달라진

다. 따라서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 선택요인을 분석해야만 농지유

동화의 구조 변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유입 측면에서 보면 주로 농

가, 기업, 농민전업합작사 등이 농지를 유입한다. 그러나 농가는 개인이

경영하는 것이므로 유입규모가 제한적이고, 농업기업은 대규모로 농지를

유입할 수 있지만 기업이익이 우선이므로 농가이익을 무시하게 된다. 반

면, 농민전업합작사는 농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지

유동가격은 농지유동화과정에서 유출주체와 유입주체가 협상하여 형성한

다. 하지만 농지유동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명확한 거래규정

이 없다.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 분석은 토지승포경영권의 거래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중국의 농지유동화를 분석함에 있어 유출주체, 유입주체, 유동

가격에 대해 분석하여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출주체일 경우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 선택요인

을, 유입주체일 경우 농지유입의 영향요인을, 유동가격일 경우 가격결정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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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전포․출조․전양․

호환․입고

농지유동가격 형성

농 가 합작사기업

<그림 1-1> 중국의 농지유동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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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농지유동화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농지유

동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농지유동화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농지유동화의 활성

화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유출주체인 농가의 유동유

형 선택요인을 분석하여 농지유동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

다. 다음은 유입주체인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인에 대한 분

석을 통해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지유동가격은 농지의 특성변수를 사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지유동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심층 분석함으로써 사용한 연구방법론과 설명변수

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저자가 직접 중국 현지에 가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농지유동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농지유동화를 계획

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 방향의 구체적

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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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농지유동화의 전반적인 현황과 정책을 정리한 후, 조사지역

인 톄링시의 농지유동화 현황과 정책을 분석한다. 이는 후반부에서 도출

된 분석결과와 연결할 수 있도록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장에서는 농지유출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 선택요인을 분석한

다. 총 396가구 농가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한다.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에서는 전포, 출조, 입고 등 세 가지 유동유형에 대

해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농가의 유동대상 선택에서는 농민전업합작사

유출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4장에서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총 37개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요인분석

을 실시한다.

5장에서는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에 대해 농지 특성변수를 이용하

여 분석한다. 총 107개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중로그

함수형태로 분석한다.

6장에서는 농지유동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이를 위해 3장에서

분석한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 선택요인 분석결과, 4장에서 분석한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인 분석결과, 5장에서 도출한 농지유

동가격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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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례지역 선정이유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유동화정책도 매우 상이하다. 특히 계량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국 전 지역에 대한 농가조사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역차이로

인해 영향요인을 유형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농지유

동화를 연구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지역단위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경

제발전지역의 농지유동화에 대한 분석이 많으며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

한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가 적은 편이다. 경제발전지역은 2차․3차 산업

이 발달하여 농가들의 이농현상이 상대적으로 많아 낙후지역에 비해 농

지유동화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특히 낙후지역은 농가의 농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농지유동화를 추진하는 데 해결해야 할 문제

가 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지역의 랴오닝(遼寧)성에서 농지유동이 가장 많

은 지역인 톄링(鐵嶺)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톄링시는 경제낙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동시에 농업생산중심지이기도 하다. 톄링시의 이러

한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경제발전지역의 농지유동화와 다른 양상

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톄링시의 농지유동화에 대

한 실증분석은 중국의 농지유동화의 현실을 대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 선택 요인분석에서 본 연구는 농가

특성, 비농업 특성, 유동특성, 토지승포경영권인식도 등 설명변수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가령 톄링시가 아닌 기타 경제발전지역의 농가에 대해

같은 변수를 사용하여 같은 분석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비슷하

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가의 선택 행위에 있어 농가와 농지를

연결하는 토지승포경영권이 이 모든 특성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분석결과에서 부호가 다르게 나왔더라도 토지승포

경영권이라는 연결고리로 농가의 선택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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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입주체인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요인분석에서는 농민전

업합작사의 자산특성, 구조특성, 이사장 특성, 경영상황, 유동특성을 설명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농민전업합작사는 농

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지유동규모를 확대하는 행위

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달라도 분석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셋째,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도시근교 여부, 토질, 단위

생산금액, 계약기간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도시근교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변수이다. 그러나 톄링시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도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

명하면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톄링시 한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하였지만, 중국의 농

지유동화의 대체적인 현상을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본 연구 또한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이는 향후 연구과제

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 1-2> 톄링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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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용어정리

본 연구에 사용한 농지유동화에 관한 용어는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거

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인 농촌토지승포경영권(農村土

地承包經營權, 이하 토지승포경영권이라고 함)은 농가가 집체조직으로부

터 분배받은 토지를 점유․사용․수익․처분하는 권리를 일컫는다. 토지

승포경영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농지유동을 농지유전(農地流轉)이라고 표현한다. 엄밀히

말해서 토지승포경영권유전(土地承包經營權流轉)이다. 농촌토지승포법(農

村土地承包法)에 따르면 농지유전은 농가가 토지승포경영권을 기타 농가

또는 경제조직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지의 유동현상을 말한다. 한

국에서는 농지의 소유권과 경영권(경작권, 이용권)이 이전됨으로써 발생

한 농지유동을 농지유동화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수석 외, 2007). 중국의

농지유전과 한국의 농지유동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모두 농지권리가 이

전됨으로써 농지유동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식 표현

인 농지유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농지의 유출(流出)과 유입(流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농지유출은 토지승포경영권의 이전에 따라 농가가 ‘농지

를 내보내다’는 의미이고, 농지유입은 농지유입주체가 ‘농지를 들여보내

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유출주체는 농가이고 유입주체

는 농가, 기업, 농민전업합작사 등을 포함한다. 한편 유입주체는 농가입

장에서 유동대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농지유동유형은 토지승포경영권의 유동유형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주로 전포, 출조, 전양, 호환, 입고 등 5가지가 있다. 다음 각 유형의 정

의는 ‘농촌토지승포경영권유전관리방법’ 제35조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

였다.

전포(转包: 좐파우)는 농가가 부분 혹은 전부의 토지승포경영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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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간 동일 집체경제조직의 기타 농가에게 이전하여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게 하는 유형이라고 정의한다. 전포 후, 기존의 토지승포관계가 변

하지 않으며 전포농가는 기존의 토지승포계약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다. 전포 받은 농가는 계약 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전포농가에게 책임을

이행한다.

출조(出租: 추주)는 농가가 부분 혹은 전부의 토지승포경영권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게 하는 유형이라고 정의

한다. 출조 후, 기존의 토지승포관계가 변하지 않으며 출조농가는 기존의

토지승포계약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출조 받은 농가는 계약 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출조농가에게 책임을 이행한다. 여기서 출조 받은

농가를 타인이라고 규정하였지만 실제로 집체경제조직 외의 농가로 구분

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전포와 출조가 같은 유형인지에 대해 두 가지 상반

된 주장이 있다. 전포와 출조가 같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두 유형은 유

동대상이 본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실제로 전포나 출조를 통해 얻은 토지권리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쮠(王俊), 2010). 두 유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행 법률규

정에서 모두 전포와 출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유형은 서로 다르

다고 주장하고 있다(딩관량(丁关良), 2010). 저자의 실제 현장조사에 의

하면 전포와 출조는 유동대상이 다를 뿐 유동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현행 법률규정에서 전포와 출조로 구분하

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호환(互换: 후환)은 농가 간 각자의 농업생산 수요로 동일 집체경제조

직의 토지를 교환하는 동시에 관련 토지승포경영권도 교환한다. 중국에

서 대부분 농지는 1가구당 2～5개 필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10개 이상의 필지로도 나누어져 있다. 농가들은 농지를 교환하

여 집중시킨 후, 대규모 생산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농지 교환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양(转让: 좐랑)는 농가가 안정적인 비농업소득이 있고 집체경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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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촌민위원회의 동의하에 부분 혹은 전부의 토지승포경영권을 기타

농가에게 양도하는 유형이라고 정의한다. 전양 후, 기존의 토지승포관계

는 자동으로 종결되며, 전양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은 부분 또는 전부 소

멸된다. 반면, 전양 받은 농가는 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와 새로운

토지승포계약을 맺으며 이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현행 법률에

는 전양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토지승포경영권의 전

양으로 인해 일부 개인에 너무 많은 토지가 집중되어 다시 새로운 ‘지주

(地主)’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순중화(孙中华), 2015).

입고(入股: 루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가정승포

방식의 농가들이 농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지승포경영권을 지분

화하여 자율적으로 연합하여 농업합작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기타 승포방식의 농가가 토지승포경영권을 지분화하여 주식

회사 또는 농민전업합작사 등을 설립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는 승포방식이 다르지만 모두 토지승포경영권을 입고하여 농

업생산을 종사하는 것이다.

한편 토지승포경영권이 승포권과 경영권으로 분리한다고 가정하면, 전

포․출조․입고는 승포권을 보류하고 경영권을 이전하였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호환과 전양은 토지승포경영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기존 승포

농가는 농지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

중국의 유동유형을 한국식 용어로 표시하면, 전포와 출조는 임대, 호

환은 교환, 전양은 양도, 입고는 출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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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유형
내용

한국식

용어

전포

(转包:

좐파우)

유동대상: 동일 집체경제조직의 기타 농가

유동특징: 승포권을 보류하고 경영권을 유출함

임대
출조

(出租:

추주)

유동대상: 동일 집체경제조직 이외의 기타 농가

유동특징: 승포권을 보류하고 경영권을 유출함

호환

(互换:

후환)

유동대상: 동일 집체경제조직의 농가 간

유동특징: 집체경제조직․촌민위원회가 동의해야 함

기존 농지의 토지승포경영권은 소멸되고

호환한 농지의 토지승포경영권을 획득함

교환

전양

(转让:

좐랑)

유동대상: 기타 농가

유동특징: 전양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은 소멸되고

전양 받은 농가가 새로운 토지승포경영

권을 획득함

양도

입고

(入股:

루구)

유동대상: 주식회사, 농민전업합작사

유동특징: 승포권을 보류하고 경영권을 유출함
출자

<표 1-1> 중국의 농지유동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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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농지유동화 개요

제1절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해석

농지유동화는 토지승포경영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토

지승포경영권의 정의를 규명하고 토지승포경영권이 승포권과 경영권으로

분리될 경우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문제 나아가 토지사유화문제가 농지유동

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은 우선

토지승포경영권의 정의를 규명한 후,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문제와 토지

사유화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1 토지승포경영권의 정의

토지승포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은 중국의 사회주의 농업생산경영체제

하에 탄생한 중국 특유의 토지권리이다. 한국의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경

영권과 다른 개념이다. 토지승포경영권은 집체토지소유권을 전제로 설립

한 용익물권으로 농가가 집체구성원의 자격으로 토지를 승포하는 권리이

며, 승포한 토지에 대해 점유․사용․처분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현행 법

률규정에 의해 토지승포경영권은 주로 승포권, 경영권, 수익권, 보상권,

유전(流轉)권, 퇴출권을 포함한다(순중화, 2015).

현재 중국의 관련 부처에서는 토지승포경영권을 승포권(承包權)과 경

영권(經營權)으로 분리할 경우, 그 법적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쥔(潘俊)(2014)은 두 권리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판쥔은 승포권의 권한에는 승포지위유지권,

농지대가청구권, 징수보상획득권, 상속권, 퇴출권이 포함되고, 경영권의

권한에는 자율생산경영권, 자유처분권, 수익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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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판쥔은 토지승포경영권에 상속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토지승포경영권에 상속권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농지유

동화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 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토지승포

경영권의 상속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분 권한 권한 내용

승포권

승포지위유지권
농지유동 후 기존의 승포관계를 유지하

는 권리

농지대가청구권
농민이 농지를 유출하여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징수보상획득권
국가가 농지를 징수할 경우 농민은 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

상속권
농민의 후손이 토지를 상속 받을 수 있

는 권리

퇴출권
농민이 승포권을 포기하여 토지승포경영

권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

경영권

생산경영권
경영권을 획득한 주체가 생산품목․생산

방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

처분권

경영권을 획득한 주체가 경영권으로 담

보․대출하는 등 경영권을 처분할 수 있

는 권리

수익권
경영권을 획득한 주체가 농업생산에서

얻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표 2-1> 판쥔의 승포권과 경영권에 관한 정리

자료: 판쥔(2014)를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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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문제

1995년에 중국정부는 ‘인구가 증가해도 토지는 증가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해도 토지는 감소하지 않으며 30년 불변의 토지연산승포제(增人不增

地，减人不减地，三十年不便的土地联产承包制)’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

책배경 하에 농가의 ‘내부 소화’방법으로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는 본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이면

계속 승포할 수 있으며 토지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왕양(汪洋), 2014).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문제는 농촌경제 및 농지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에 관한 법률규정은 상속법과 농촌토지승포

법이 있으며 주로 가정승포한 농지, 가정승포한 임지, 기타 승포방법의

스황(四荒)토지3) 등 세 가지 토지유형에 따라 관련 제도를 규정하였다.

스황토지와 임지는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지만,

농지에 대해서는 ‘승포수익은 상속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토지승포경

영권의 상속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호한 제도

(制度模糊)’로 인해 지방법규, 입법해석, 사법재판 등 방법으로 농지의 토

지승포경영권 상속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왕양, 2014). <표 2-2>은 상기

세 가지 토지유형에 따라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

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우선 공통점을 보면 첫째, 승포수익은 상속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내

용은 토지승포법과 상속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둘째, 승포기간 내

에 상속자는 계속 승포할 수 있다. 임지와 스황토지는 토지승포법에서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농지는 각 지방정부가 규정한 농촌집체경

제승포계약관리조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농가의 일부 구

성원이 사망해도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승포지는 기타 가족구성원이

계속 승포한다. 세 번째 항목은 입법해석 시 포함된 내용이며, 관련 규정

은 농지와 임지에만 해당하고 스황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상속자의 신분문제이다. 농지는 상속자를 집

3) 스황토지는 황폐한 산, 개울, 언덕, 간석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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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경제조직 구성원으로 제한하였지만, 임지는 상속자의 신분을 제한하지

않았다. 둘째, 농가의 구성원이 전부 사망하면 토지승포경영권은 소멸하

며 발포자4)가 승포지를 회수하여 재분배한다. 이는 농지에만 해당된다.

구분 토지유형 관련 내용

공통점

농지 ① 승포수익은 상속할 수 있음

② 승포기간 내에 상속자는 계속 승포할 수

있음

③ 농가의 일부 구성원이 사망해도 상속문제

가 발생하지 않고 승포지는 기타 가족구성원

이 계속 승포경영함

(※ 스황토지는 ③를 포함하지 않음)

임지

스황토지

차이점

임지
① 상속자는 본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에 한하

지 않음

농지

① 상속자는 본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에 한함

② 농가의 구성원이 전부 사망하면 토지승포

경영권은 소멸하며 발포자가 승포지를 회수하

여 재분배함

<표 2-2> 토지유형별 토지승포경영권 상속에 관한 내용

자료: 왕양(2014)를 재정리함.

이처럼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문제는 토지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

다. 특히 농지의 토지승포경영권 상속에 관한 내용은 명확한 법률 조항

이 없어 대부분 입법해석과 사법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는

수익성이 높은 농지의 토지승포경영권 상속문제가 그만큼 민감하고 복잡

한 문제인 것을 시사한다.

4) 농촌토지승포법의 제12조에 따르면 농지 발포자는 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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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모화 경제하에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권 인정 여부가 농지유

동화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녀는 승포인이 살아 있는 동안 해당 농

지에 대해 ‘약탈농업(exploitive farming, 掠奪農業)’5)을 할 수도 있다. 반

면 상속권을 인정하면 농가들이 농지에 대한 장기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농지유동화도 촉진할 수 있

다. 그러나 상속권을 인정함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권을 인정함으로써 농지의 영세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은 다자녀 가정이 많은데, 모든 상속자가 토지승포경영권을 상

속 받을 경우 농지는 매우 영세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농지유동화와 농

업 규모화에 불리하며 농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세화문

제에 대해 왕양(2014)은 ‘최소경작단위6)’와 ‘단독상속제7)’를 결합하여 ‘최

소경작단위’의 ‘단독상속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기 두 단어는

각각 이탈리아의 민법과 독일의 농지상속법에서 유래하였다. ‘최소경작단

위’의 ‘단독상속제’는 한 명의 상속자가 한 개의 ‘최소경작단위’를 상속받

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소경작단위’는 승포인이 사망한 후 토지

승포경영권을 상속하게 될 경우 최소경작단위를 토대로 실행하며 더 이

상 분할할 수 없는 원칙을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경작단위’는 집체

경제조직이 최초 분배 시 집체조직의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한 승포

5) 약탈농업은 경작 토지에 대하여 지력의 배양에 필요한 시비 등 아무런 조치

도 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방법이다.

6) 이탈리아민법 제846조에서 농지소유권을 이전, 농지를 처분, 농지에 대해 물

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경우 반드시 최소경작단위를 토대로 실시해야 하며

농지를 분할하여 상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료: 왕양(2014)를 재

인용함)

7) 독일의 농지상속법인 호프법 제4조에서 상속재산의 한 부분으로서 농장은

법에 의해 단지 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농지상속

법은 농지분할방지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정되

었으며 농장의 단독상속과 상속에서 제외된 공동상속인에 대한 금전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자료: 김수석(2001)을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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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말한다. 이러한 ‘최소경작단위’의 ‘단독상속제’는 상속권의 인정으

로 발생한 농지 영세화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속권의 인정은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키지만, 한편으로는 농가

의 토지승포경영권 퇴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재 중국에는 약 2

억 3,400만 명의 농민이 도시에 살면서 승포지를 소유하고 있다(순중화,

2015).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 농가들은 부모가 사망하면 대

부분 자연히 토지승포경영권에서 퇴출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권이 인정

되면 이들 농가들은 도시에 살면서 토지승포경영권을 보유하고 농지를

임대할 것이다. 이러면 비농업인이 농지의 토지승포경영권을 보유하게

될 것인데, 이는 가정연산승포책임제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즉, 가

정연산승포책임제는 농가들이 생산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농지를 평등하

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시이주 농가들은 농지에 대한 생산 의

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농지를 계속 승포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로 이주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토지승포경영권의 퇴출

을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약 상속권을 인정한다면 이들 농가들은

농지에 대한 소유욕이 증가하여 토지승포경영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도시에 정착한 농가와 정착하지 못한 농가로 구분

하여 토지승포경영권의 퇴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상속자의 범위를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으로 제한하는 문제이다.

현재 농지의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자는 본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으로 제

한하고 있으며 집체경제조직 이외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

서 아직 50～60대의 농가들이 생산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농가들이 연로해지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하였다

면 누가 농업을 책임질 것인가? 즉 10～20년 이후이면 중국에서도 농가

고령화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고령화 대응책으로 신규 진입을 허락할 경우 상속자를 본 집체경제

조직 구성원으로 제한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상속자

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신규 진입을 허락해야 농지유동화의 발전에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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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사유화 문제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권을 인정하면 토지가 사유화로 되는 것이 아

닌가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문제는 현행 토지제

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토지사유화는 토지소유권을 농가에게 부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 절은 토지사

유화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내외 일부 학자들은 토지사유화에 대해 지속

적으로 주장해 왔다. 국내의 주요 학술지 또는 신문․잡지 등 간행물에

서 공개적으로 토지사유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지만, 각 종 학

술세미나 또는 관련 사이트, 특히 해외 학자들의 연구논문에서 중국의

토지공유제에 대해 많이 비판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에 토지사유

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토지사유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등장했

다.

토지사유화를 찬성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해외파이며 대표적으로 원관

중(文貫中)과 천즈우(陳志武)이다. 원관중(2006)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

은 농지사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가 농지사유화를 선택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인류의 반복적인 실험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그리고 지혜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3농문제의 근원은 토지공유제에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토지사

유화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즈우(2008)는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공유제에서 부유해진 적이 없다. 또한 그 어느 나라도 토지

사용권이 엄격하게 제한된 전제에서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

리고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還産於民), 권리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還權於民)”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국내 학자에서 토지사유화의 찬

성론자는 양쇼우카이(楊小凱)와 성다린(盛大林)이 가장 대표적이다. 양쇼

우카이(2007)는 “중국의 토지공유제는 농업기계화의 장애물이며 토지공

유제는 공평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다. 중국의 농업이 발전하려

면 토지사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다린(2006)은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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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면 농업현대화를 실현한 국가는 모두 토지공유제를 실시하지 않

았다. 반면, 토지사유화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농업은

상당히 낙후하다”고 지적하였다. 상기 학자들은 토지사유화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

다.

한편 토지사유화에 대해 대부분의 중국내 학자들은 반기를 들고 있으

며, 원톄쥔(溫鐵軍)과 허쉐펑(賀雪峰)이 대표적이다. 원톄쥔(2009)은 ‘토

지사유화를 실시하면 곤경에 처한 농가들은 부득이 하게 토지를 팔아 대

량의 토지를 잃은 인구(失地人口)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농업

쇠퇴, 소농경제 파산, 농지 상실 등 현상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모두 도시로 몰려 취업난 현상이 나타나 무시무시

한 빈민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허쉐펑(2010)은 ‘중국은 1인

당 농지면적이 1.3무이고, 호당 농지면적이 10무를 초과하지 않아 소농경

제의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농업수입에 의해 기초생활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0～50년에 소농경제의 농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사유화를 반대하는 학자들

은 중국의 농업 실정을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

하고 있다. 한편 2011년에 개최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에서 우방궈(吳邦國)위원장은 토지사유화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

확히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일정한 기간 중국은 토지사유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문제는 중국의 농촌 그리고 경제발전의 각 분야와 연관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민감

하고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적 효율성만 고려하면 토지사유화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지만, 중국의 농지개혁은 절대 효율성 하나

만 보고 실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현행 토지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

다. 그러나 토지공유제의 배경 하에 중국이 이룩한 경제적․사회적인 거

대성과를 부인할 수 없다. 토지사유화는 중국의 현재 실정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여 모든 농가들의 소득 또는



- 20 -

생활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게 되면 그 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행 토지제도 하에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농가들의 소득을 높

일 수 있는가가 더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유동화의 측

면에서 중국 현행 토지제도의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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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의 농지유동화 현황 및 정책

2.1 농지유동화 현황

2.1.1 농지유동면적

중국의 농지유동면적은 2002년 5,385만 무에서 2010년 1억 8,700만 무,

2014년 6월까지 3억 8천만 무로 증가하여 12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

였다. 또한 농지유동면적이 가정승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의

4.4%에서 2014년 6월에 28.8%로 24.4%P 상승하였다(<그림 2-1> 참조).

이처럼 농지유동면적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다양한 농지유동정책의 뒷

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제17기 3중

전회에서 발표한 농지유동화정책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농지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2>는 지역별 농지유동면적이 가정승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위 10개 지역은 상하이(60.1%), 쟝수(48.2%),

베이징(48.2%), 저쟝(42.9%), 충칭(36.1%), 헤이룽쟝(35.7%), 광둥(28.9%),

허난(26.9%), 안후이(25.7%), 후난(25.7%) 등으로 모두 전국 평균 비중인

21.2%(2012년)를 상회하였다. 상하이․베이징․충칭은 직할시로 도시화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농지

유동화가 이루어졌다. 동부 연안지역에 위치한 쟝수․저쟝․광둥은 2

차․3차 산업의 발전으로 농촌 노동력이 대부분 도시로 이동하여 농지유

동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헤이룽쟝․허난․안후이․후난은

식량 주산지로 농지유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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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의 농지유동면적 추이

자료: ① 田欧南 (2012)，「吉林省农村土地流转问题研究」，吉林农业大学 博士学位论

文，pp.31-32; ② 新華网(http://www.xinhu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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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국의 지역별 농지유동면적 비중(2012년)

주: 농지유동면적 비중은 가정승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자료: 中國农业部 农村经济体制与经营管理司(http://www.mo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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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유동유형을 살펴보면 2002년에 전포 면적이 전체 농지유동면적의

54.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2012년에

는 49.3%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포에 비해 다른 유형의 유동면적이 급속

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조 면적의 비중은 2002년의 12.2%에

서 2012년에 28.9%로 증가하여 16.7%P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

는 농촌토지승포법에 의해 집체경제조직 이외의 주체가 농지를 출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농가 외에 기업 등 비집체경제조직이 농지

유동에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입고 면적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들이 더욱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입고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환 면적의 비중은 2006년에 4.8%에서 2012년에 6.5%

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각 지방정부에서 농업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 호환을 통해 농지를 집중시킨 것이다. 전양 면적의 비중은 2002년

에 12.4%에서 4.0%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양이 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복잡하여 농가들은 절차가 상대적으

로 간단한 기타 유동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농지유동은 전포와 출조를 위주로 하고 전양, 호환, 입고 등 유형이 병존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2002년 2006년 2010년 2012년

전포 54.6 53.7 51.6 49.3

전양 12.4 8.8 5.0 4.0

호환 5.7 4.8 5.1 6.5

출조 12.2 21.9 26.4 28.9

입고 5.2 4.6 6.0 5.9

기타 10.0 7.4 5.9 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표 2-3> 유동유형별 농지유동면적 비중

단위: %

자료: ① 田欧南 (2012)，Op. cit., pp.33; ②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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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유동대상은 주로 농가, 농민전업합작사, 기업 등으로 대별된다. 전

체 농지유동면적에서 농가의 유동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중국의 농지유동은 아직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못하여 농가 간 거래가

위주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비중은 2010년에 69.2%에서 2012년

에 64.7%로 감소하였다. 반면,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동면적은 2010년

의 11.9%에서 2012년에 15.8%로 약 4%P 증가하였다. 이는 농가 개인이

생산 규모화를 추진하려면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농가들은 연합하

여 농민전업합작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생산 경영함으로써 농지유동규

모를 확대하고 있어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동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농지유동면적은 2012년에 9.2%로 2010년에

비해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농가
농민전업

합작사
기업 기타 합계

2010년 69.2 11.9 8.1 10.9 100.0

2011년 67.2 13.4 8.4 10.6 100.0

2012년 64.7 15.8 9.2 10.3 100.0

<표 2-4> 유동대상별 농지유동면적 비중

단위: %

자료: ① 田欧南 (2012)，Op. cit., pp.34; ② Ibid.

2.1.2 농지유동가격

중국의 농지유동가격은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큰 농지유동종합정보서비스사이트인 투려우망(土流罔)의 자료를 사

용하였다. 가격자료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시장(西藏)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의 총 198개 관측치를 선정하였다. 유동유형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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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와 출조, 농지유형은 논과 밭을 선정하였다.

<표 2-5>은 구역별 농지유동가격의 분포를 표시하였다. 중국의 농지

유동가격은 지역 차이가 크며 전체 평균가격이 1무당 1,109위안이다. 각

구역별로 보면 동북지역은 주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루쟝성을 포함하

며, 농지유동가격이 1무당 500～1,000위안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동부지

역은 주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상하이시, 쟝수성, 저쟝성, 푸젠

성, 산둥성, 광둥성, 하이난성을 포함하는데, 농지유동가격이 대부분 1무

당 1,000～2,000위안 구간에 있다. 중부지역은 산시성, 안후이성, 쟝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으로 농지유동가격이 대부분 1무당 500～1,000

위안 구간에 있다. 서부지역은 네이멍구자치구, 광시쫭주자치구, 충칭시,

스촨성, 귀이저우성, 산시성, 간수성, 칭하이성, 닝샤후이주자치구, 신쟝위

글족자치구를 포함하며 농지유동가격은 1무당 500～2,000위안의 가격범

위에 있다. 한편 최저 농지유동가격은 네이멍구지역의 1무당 190위안으

로 출조한 밭에서 식량작물을 재배한 것이다. 최고 농지유동가격은 베이

징과 윈난지역의 1무당 3,500위안으로 주로 출조한 농지에서 관광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각 구역별 평균 농지유동가격을 보면 동북지역이 가장 낮고 동

부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유동가격은 각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그리고 농지시장의 발전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설명한다. 동부지역은 농지유동이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하여 농지유동시

장이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유동가격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

다. 유동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서부지역으로 주로 경제발전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촨성, 충칭시, 광시쫭주자치구, 윈난성에서 농지유

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타 산간지역은 농지유동현상이 적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 중부지역은 대부분 식량생산지역으로 농지유동 이후에도

대부분 식량을 재배한다. 동북지역의 평균 유동가격이 가장 낮은 것은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그리고 경작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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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
유동가격

(위안/무)

관측치

(개)

비중

(%)

누적비중

(%)

동북 733

500이하 7 30.4 30.4

500～1,000 11 47.8 78.3

1,000이상 5 21.7 100.0

동부 1,474

500이하 4 5.9 5.9

500～1,000 12 17.6 23.5

1,000～2,000 34 50.0 73.5

2,000이상 18 26.5 100.0

중부 772

500이하 8 18.6 18.6

500～1,000 22 51.2 69.8

1,000이상 13 30.2 100.0

서부 1,081

500이하 10 15.6 15.6

500～1,000 20 31.3 46.9

1,000～2,000 26 40.6 87.5

2,000이상 8 12.5 100.0

전국 1,109 - 198 - -

<표 2-5> 중국의 구역별 농지유동가격

주: 가격자료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임.

자료: 土流罔(http://www.tuliu.com)

유동유형별로 보면 전포와 출조의 평균가격이 각각 1무 당 936위안과

1,234위안으로 약 300위안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농지유동화정책이 완화

되면서 본 지역 외의 기업 또는 농가들이 농지유동에 개입이 증가하여

출조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지유형별로 보면 기타 농경지의

유동가격이 1무당 1,486위안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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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서 주로 경제성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이다. 논과 밭의 유동가격

은 각각 1무당 778위안, 635위안으로, 1무당 100위안 이상의 격차를 보였

다. 한편 유동 후에 어떤 작물을 경영하는 가에 따라서 농지유동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실제로 농지유동 후 계속 식량작물을 경영하면 유동가

격이 가장 낮다. 이는 식량작물의 생산이익이 기타 작물에 비해 낮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기타 작물은 모두 경제성 작물로 이 중 농지유동가격

이 가장 높은 것은 관광농업 또는 농업단지를 경영하는 토지이고, 다음

은 양식업․과일․묘목,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은 야채를 재배하는 토지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농지유동 후에 경영품목의 생산수익이 높을

수록 농지유동가격도 높은 편이다.

유동유형
전포 936

출조 1,234

농지유형

논 778

밭 635

기타농경지 1,486

경영품목

식량 700

야채 1,150

과일 1,290

묘목 1,228

양식업 1,608

관광농업․농업단지 2,347

<표 2-6> 중국의 유형별 농지유동가격

(단위: 위안/무)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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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지유동화 정책

2.2.1 농지유동화 관련 법률

중국의 농지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헌법, 토지관리법, 농촌토지승포법,

농촌토지승포경영권유전관리방법, 물권법 등이 있다.

1982년에 제정한 신헌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1988년에 토지사용권의 이전을 허가하여 최초로 농지유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1986년에 제정한 토지관리법은 1988년에 수정하여 토지사용권의 이전

을 허가하였다. 2004년에는 집체경제조직 외의 주체가 농지를 유입할 경

우 촌민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구성원 또는 촌민대표가 동의한 후 지방

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농지유동대상

을 확대하였으나 외부인의 농지유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농지유동 후 비농업건설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2002년에 제정한 농촌토지승포법은 농지유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다. 농가는 토지승포경영권을 전포, 출조, 호환, 전양, 입고 등 방법

으로 유동할 수 있으며, 유동가격은 당사자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하고

유동수익금은 농가가 소유한다. 그 외에 토지승포경영권 유동에 관한 원

칙, 계약, 분쟁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2005년에 제정한 농촌토지승포경영권유전관리방법은 농촌토지승법을

토대로 농지유동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로 유동당사자,

유동유형, 유동계약서, 농지유동관리 등 내용을 포함하였다.

2007년에 제정한 물권법은 농가가 토지승포경영권을 전포, 출조, 호환,

전양, 입고 등 방법으로 유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 법은 농촌토지

승포경영권을 용익물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지사용에 대해

장기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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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연도 주요 내용

헌법 1982년

토지의 매매와 기타 불법양도를 금지

하고 토지사용권을 규정에 따라 이전

할 수 있음

토지관리법 1986년

농지를 본 집체경제조직 이외의 주체

가 경영하게 될 경우 촌민회의에서 3

분의 2이상 구성원 또는 촌민대표가

동의한 후 지방정부에 보고하여 허가

를 받아야 함

농지사용권을 임대 또는 이전하여 비

농업건설에 사용해서는 안됨

농촌토지승포법 2002년

농가는 토지승포경영권을 전포․출

조․호환․전양․입고 등 방법으로

유동할 수 있으며, 유동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하고 유동수익

금은 농가가 소유함

그 외에 토지승포경영권 유동의 원칙,

의무, 계약, 분쟁 등에 대해 규정함

농촌토지승포경영

권유전관리방법
2005년

유동당사자, 유동유형, 유동계약서, 농

지유동관리 등 내용을 규정함

물권법 2007년

농가는 토지승포경영권을 전포․출

조․호환․전양․입고 등 방법으로

유동할 수 있음

<표 2-7> 중국의 농지유동화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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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농지유동화 관련 정책

중앙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농지유동정책은 1984년의 중앙1호문건8)으

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문건에는 농가가 전포의 방법으로 집체경제

조직의 기타 농가에게 농지를 유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시기는

농지유동화의 초기단계이므로 전포 외에 기타 유동유형을 제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농지유동화정책은 점차 체계화되었다. 1993년에 농

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97년에는 농지사

용권을 집체경제조직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규모화 생산을 추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규모생산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농지유동화정책은 내용이 더욱 다양해졌다. 2001년

에 발표한 18호문건에는 농지유동은 주로 농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고 규정하였다. 기업이 농업에 투자하려면 주로 생산전․생산후 서비

스와 스황토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기업의 농업 진

입을 제한하였다.

2005년의 중앙1호문건에는 맹목적인 토지집중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농지유동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방에

서 실적을 위해 맹목적으로 농지유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

정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006년의 중앙1호문건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규모경영을 추진하고

2007년에는 농지유동에 대해 규범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2008년의 중국공산당 제17기 3중 전회에서 발표한 ‘농촌개혁발전에 관

한 중대 문제 결정’은 ‘제3차토지개혁’으로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농민들의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8) 중앙1호문건은 중공중앙이 매년 발행하는 제1호문건으로 국가 전체 업무에

서 지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문건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를 다루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농(농업․농촌․농민)”문

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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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토지승포관계가 ‘장구불변(長久不變)’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한 토지승포경영권유동시장을 구축하여 농지유동을 촉진하고 농업규모화

를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농가는 전포, 출조, 전양, 호환, 입고 등 방

법으로 토지승포경영권을 유동할 수 있다. 각 지방에서는 전업대농(專業

大戶), 가족농장(家庭農場), 농민전업합작사 등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육

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2009년의 중앙1호문건에는 농지유동 후 토지의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토지집체소유권의 변경을 금지하며 농가의 이익에 손해를 줘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였다. 2011년에 국토부는 기업이 농지를 출조하여 비농업건설

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2012년의 중앙1호문건에는 농

지유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승포경영권의 분쟁중재제도를 마련

할 것을 규정하였다.

2013년의 중앙1호문건에는 토지승포관계의 ‘장구불변’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여 관련 법제도를 보완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농지유동절차를

규범화하여 현․향․촌(縣․響․村)의 3등급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계약체결, 가격평가 등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리고 전업대농, 가족농장,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동을 격려하며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농가의 경우 보조금제도와

인재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전업대농과 가족농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

다.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우 모범농민전업합작사를 위주로 장려금제도, 세

금우대정책, 보조금제도, 담보대출제도, 인재육성프로그램 등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농지유동을 촉진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그룹화와 클러스터화

를 촉진하고 농가와 이익연합체계를 구축하여 농가가 더욱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14년의 중앙1호문건에는 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에 점유․사용․수

익․유동 등 권리 외에 저당권과 담보권을 부여하였으며, 토지경영권을

담보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토지승포경영권등기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유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농가 간 협상을 통하여 해

결하도록 하였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특히 농민전업합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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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국가사업자금을 농민전업합작사

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조금으로 형성한 자산을 농민전업합

작사가 보유․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민전업합작사가 가공유통업을

경영할 경우 세금우대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5년의 중앙1호문건은 적정규모의 가족농장을 발전시키고 농가들이

토지승포경영권으로 농민전업합작사와 기업에 입고하도록 지도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농지유동화정책은 2008년 이전에는 주로 농가들의 자

발적인 농지유출에 의해 농지유동이 발생하여 정부 개입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2008년의 제17기 3중 전회 이후 중국정부는 농지유입주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농지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출주체인 농가에 대해서는 토지승포관계의 ‘장구불변’정책과 토지승포

경영권등기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지유동화를 도모하고 있다.



- 33 -

연도 문건 관련 내용

1984년 중앙1호문건
농가는 집체조직의 기타 농가에게 농지를

전포할 수 있음

1993년 중앙11호문건
농가는 승포기간 내에 농지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음

2001년 중앙18호문건 농지유동은 농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

2005년 중앙1호문건 맹목적인 토지집중을 방지해야 함

2006년 중앙1호문건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규모생산을 추진함

2007년 중앙1호문건 농지유동에 대해 규범화해야 함

2008년
중공제17기

3중전회문건

농가에게 더욱 충분하고 보장 있는 토지승

포경영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의 토지승

포관계를 ‘장구불변(長久不變)’할 것임

2009년 중앙1호문건

농지유동 후 토지의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토지집체소유권의 변경을 금지하며 농가의

이익에 손해를 줘서는 안됨

2012년 중앙1호문건
농지유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승포

경영권의 분쟁중재제도를 마련해야 함

2013년 중앙1호문건

전업대농․가족농장․농민전업합작사의 농

지유동을 격려하며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육

성해야 함

2014년 중앙1호문건

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에 저당권과 담보권

을 부여하고 토지경영권을 담보로 융자할

수 있음; 토지승포경영권등기제도를 도입함;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2015년 중앙1호문건

적정규모의 가족농장을 발전시키고 농가들

이 토지승포경영권으로 농민전업합작사와

기업에 입고하도록 지도함

<표 2-8> 중국의 농지유동화 관련 정책



- 34 -

제3절 사례지역의 농지유동화 현황 및 정책

3.1 톄링시 개요

톄링시는 랴오닝성의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식량주산지로 ‘랴오베

이(遼北)식량창고’로 불리고 있다. 행정구역은 인저우(银州)구, 칭허(清

河)구, 댜오빙산(调兵山)시, 카이웬(开原)시, 톄링현, 시펑(西丰)현, 창투

(昌图)현 등 7개 지역을 포함한다. 2013년에 톄링시의 농업생산금액은

459억 위안으로 전체 생산금액의 44.5%를 차치하였고 농업인구는 1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6.0%를 차지하였다. 농가의 1인당 소득은 10,985위

안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 수준인 8,896위안보다

약 2,000위안 높다. 식량․야채․과일의 생산량은 각각 369만 톤․370만

톤․35만 톤에 달하였다.

<그림 2-3> 톄링시 행정구역도

자료: 铁岭市人民政府(http://www.tieling.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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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톄링시 농지유동화 현황

톄링시의 농지면적은 820만 무이며 이 중 가정승포면적이 681만 무이

다. 최근 도시화와 공업화의 발전으로 톄링시의 농지유동면적이 급증하

였다. 톄링시의 농지유동면적은 2009년의 약 49만 3천 무에서 2014년의

240만 무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가정승포면적의 35.2%를 차지하였다.

0

50

100

150

200

250

300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만 무)

<그림 2-4> 톄링시 농지유동면적 추이

자료: 톄링시 관련부처 내부자료

지역별로 보면 창투현은 농지유동면적이 116만 무로 톄링시 농지유동

면적의 64.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투현은 농지면

적이 420만 무로 톄링시 전체 농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농민전업합작사와 대농이 농지유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톄링현 17.3%, 카이웬시 9.1%, 시펑현 6.4%, 댜오빙산시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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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톄링시 지역별 농지유동면적(2014년)

자료: 톄링시 관련부처 내부자료

유동유형별로 보면 전포방법이 80.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

로 출조 8.5%, 전양 3.6%, 입고 3.0%, 호환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테링시의 농지유동화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집체경제조직 내에서 농지유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기업의 개입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입고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원인 역시 농민전업합작사의 설립

기간이 짧아 운영체계와 조직화 수준이 낮아 회원들의 입고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톄링시 지역의 농지 호환 비중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2000년대 초에 농지를 2차 승포할 때, 일부 지역에서 농지정리하면서 1

농가당 1필지로 구분하여 승포하였기 때문이다. 농지 전양은 과거에 대

부분 친척에게 무상 또는 매우 적은 대금을 받아 전양하였으나, 최근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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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톄링시 유동유형별 농지유동면적 비중(2014년)

자료: 톄링시 관련부처 내부자료

유동대상별로 보면 농가의 농지유동면적이 149만 무로 전체 농지유동

면적의 57.3%를 차지하였다. 농민전업합작사와 기업의 농지유동면적은

각각 94만 무, 17만 무로 전체 농지유동면적의 36.0%와 6.7%를 차지하

였다. 톄링시정부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비중도 전국 평균의 약

2배이다. 반면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거의 없어 기업의 농지유동면적

이 가장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농가가 농지유동할 경우 자금․기술 등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농가들이 연합하여 농민전업합작

사를 설립하여 농지유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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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톄링시 유동대상별 농지유동면적(2014년)

자료: 톄링시 관련부처 내부자료

3.3 톄링시 농지유동화 정책

3.3.1 토지승포경영권등기제도

톄링시는 2014년에 각 행정구역별로 1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토지

승포경영권등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5년에 전 지역에서 추진

하고 있다. 토지승포경영권등기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는 농가

단위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1인 당 농지면적이 최초 농

지 분배 시의 1인당 농지면적보다 많을 경우, 농지면적의 5%를 초과한

부분은 농가의 가정승포토지에 포함시키고, 5% 미만인 부분은 집체경제

조직이 회수한다.

토지승포경영권등기제도는 농지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동시에 농가들이 농지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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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안심하게 농지를 유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3.3.2 신형 농업경영주체 육성정책

톄링시는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형 농업경영주체9)의 육성

에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사업지원정책이다. 식량을 생산하는 전업대농, 가족농장, 농민전

업합작사 등 경영주체에 대해 사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전업합

작사는 농지유동면적이 2,000무 이상이고 한 곳에서 500무 이상 집중시

킬 경우, 가족농장과 전업대농은 농지유동면적이 500무 이상이고 한 곳

에서 100무 이상 집중시킬 경우, 사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동시에 상기 농

업경영주체가 추진하는 식량건조시설, 창고, 농업용수로, 토지정리 등 사

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둘째, 직불금제도이다. 신설한 식량직불금, 농자재종합보조금을 농업경

영주체에 지급하며 경영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불한다. 창투현은 농민

전업합작사가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30%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외에 현에서 20%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장려제도이다. 농지유동을 많이 추진한 지역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특히 토지주식농민전업합작사를 설립한 마을에 대해 중점적으

로 장려한다.

넷째, 금융지원정책이다. 우선 토지승포경영권담보대출제도이다. 창투

현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최근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

다. 토지승포경영권담보대출제도는 농가 또는 농민전업합작사가 토지승

포경영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대출 최대금액

은 농지유동비용의 50%이며 대출기간은 1～3년이다. 다음은 대출우대정

책이다. 2,000무 이상 농지를 유동한 농민전업합작사에게 생산비용과 창

9) 순중화(2012)에 의하면 신형 농업경영주체는 전업대농, 가족농장, 농민전업합

작사, 농업기업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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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조장 등 건설자금에 대해 대출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세금우대정책이다. 톄링시는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해 기업소득

세와 영업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우대정책으로 농민전업합작사

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여섯째, 농민전업합작사관리규정이다. 톄링시는 2007년에 ‘우수농민전

업합작사평가기준’과 ‘모범농민전업합작사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여 농민

전업합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매년 모범농민전업합작

사를 선정하여 약 1,0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곱째, 가족농장관리규정이다. 톄링시는 2014년에 ‘가족농장관리방법’

을 제정하여 가족농장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있다. 방법에는 주로

가족농장의 조건, 기준, 설립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3.3 토지승포경영권거래시장 건설

톄링시는 농촌종합산권거래서비스센터(农村综合产权交易服务中心)을

건설하여 토지승포경영권거래시장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

는 토지승포경영권뿐만 아니라 스황토지사용권, 집체임지사용권, 임지소

유권, 양식수면경영권, 농업 관련 지적소유권, 농기계소유권, 농업생산시

설사용권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센터는 2015년부터 가동하여 아직 거래

량이 많지 않지만 점차 정착하게 되면 농지유동 쌍방에게 정확하고 신속

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지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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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가의 농지유출 사례 및 요인분석

제1절 선행연구

농가의 농지유출은 전포, 출조, 전양, 호환, 입고 등 다양한 유동유형

이 있다. 대량의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유동유형은 농가

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유동유형에

서 농가가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농지유동화의 구조가 달라진

다. 따라서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을 분석해야만 농지유동화 구조의

변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가의 농지유출 영향요인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농가의 농지유출 여부 또는 농지를 유출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농가의 농지유출 영향요인을 분석

하였다. 설명변수는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농지 관련 변수,

노후보장 관련 변수, 농가의 농지권리에 대한 인식도 등의 변수를 사용

하였다. 실제로 려우커춘(刘克春)(2008)은 농가의 연령, 학력, 가족구성원

수, 직업과 농지거래비용을 설명변수로 하고, 웨장(樂章)(2010)은 이러한

농가의 개인특성 외에 토지의존도, 지리조건, 경제조건, 경제구역 등 변

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쉬헝저우(许恒周) 외(2011)은 농가의 직업변

수를 세분화한 동시에 노후보장 관련 변수와 농지권리에 대한 인식도를

추가하였고, 뤄피량(罗必良) 외(2012)는 농가의 인식도와 농지거래비용을

세분화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옌쇼우환(闫小欢) 외(2013)은 농지승

포면적과 유동가격을 포함하는 등 설명변수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유일하게

린웨펀(林樂芬) 외(2012)의 연구에서 입고와 출조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

을 시도하였다. 린웨펀은 농가가 농지를 입고할 경우 농지를 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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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더욱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의 분석

은 이론적인 분석에 그쳤으며 농가 특성변수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

는 단점이 있다. 그 외에 출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조금 이루어졌

다. 농지 출조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농지 출조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는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농지권리, 신뢰도, 비농업

교육, 출조가격, 농지 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중타이양(钟太洋) 외

(2005)는 농가의 사회경제적특성 외에 농지권리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

고, 훙밍융(洪名勇)(2007)은 신뢰도를 추가하여 농가의 출조행위를 분석

하였다. 리칭하이(李庆海) 외(2011)은 이상의 변수에 더하여 비농업교육,

출조가격, 농지면적과 위치 등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농가의 유동대상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로 쿵샹즈(孔祥智) 외

(2010)의 연구와 궈빈(郭斌) 외(2013)의 연구가 있다. 쿵샹즈는 농가와

유동대상의 친척 또는 지인관계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농가의 연

령, 학력, 비농업기술, 농지등급, 출조비중, 신뢰도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궈빈은 농지유출농가가 토지에 대해 지속가능한 투자

를 하는 유동대상을 선택하였는지 아닌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설

명변수는 유입주체의 경제력, 기술수준, 토지이용강도, 신뢰도, 유입주체

에 대한 인식도, 유입주체가 지속가능한 투자를 하여 얻은 효과에 대한

인식도, 유동기간, 유동가격의 차액 등 변수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농가의 농지유출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이며, 농가의 유동유형 또는 유동대상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농지유동화를 본격적으로 추

진하기 시작한 시기가 2008년이며, 초기에는 농지유동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도 농가들의 농지유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위주였다. 그나마 린웨펀 외(2012)와 쿵샹즈 외

(2010)의 연구에서 농가의 유동유형 또는 유동대상 선택요인에 대해 분

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린웨펀은 유동유형을 입고와 출조에 한해 논의

하였으며 이론적인 분석에 그쳤다. 쿵샹즈는 농가와 유동대상의 친척 또

는 지인관계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유동대상을 명확히 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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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농지유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

으며 유동유형을 전포, 출조, 입고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농가들의 선택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유동대상은 농가, 농민전업합작사, 기업

등으로 조사되었지만, 기업의 관측치가 상대적으로 적어 농가의 농민전

업합작사 유출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제4장에서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연구이므로 이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 함이다. 설명변수는 농가의 개인특성, 비농업특성 외에 농지유동화 특

성(유동면적, 유동가격)과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를 추가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과 선행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속

변수의 설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선행연구는 농지유동화의

양적 증가에 대한 연구이고, 본 연구는 농지유동화의 질적 증가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호환은 농가 간의 토지 호환이므로 유동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유동목적과 유동방법에서 기타 유동유형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전양은 대부분 친척 또는 지인에게 전양하는 경우가

많아 유동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설사 유동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시장가격으로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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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가의 농지유출 조사자료

농가의 농지유출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저자가 2015년 3월

에 중국 랴오닝성 톄링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랜덤

샘플링 방법으로 표본농가를 정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420개 조사표

를 얻었다. 샘플선정방식으로는 톄링시에서 농지유동이 존재하는 20개

마을에서 임의로 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하

기 전에 마을이사장의 협조를 받아 유동유형별로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수한 420개 설문지에 대해 검토한

후, 정보가 부족하고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거하여 최종 396개의 유

효 설문지를 획득하였다.

<표 3-1>은 조사한 농가의 기본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41.2%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0대가 24.5%를

차지하여 50～60대가 전체의 65.7%를 차지하였다. 조사한 농가의 학력은

대부분 낮은 편이며 초졸이 58.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중졸이 34.3%

를 차지하였으며 고졸과 대졸은 많지 않았다. 이는 조사한 농가가 대부

분 50～60대로 이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농가의 가족구

성원에서 비농업종사자의 비중은 21～40% 구간이 가장 많아 약 40%를

차지하였고, 41～60% 구간이 35.4%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았다. 비농

업종사자비중의 평균수준은 47.9%로 비농업소득비중의 평균수준인

64.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비농업소득 비중에서 41～60%

구간이 36.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80% 구간, 81～

100% 구간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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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측치

(개)

비중

(%)

누적비중

(%)

연령

30대 53 13.4 13.4

40대 68 17.2 30.6

50대 163 41.2 71.7

60대 97 24.5 96.2

70대 15 3.8 100.0

학력

문맹 7 1.8 1.8

초졸 231 58.3 60.1

중졸 136 34.3 94.4

고졸 18 4.5 99.0

대졸 4 1.0 100.0

비농업종사

자 비중

0～20% 23 5.8 5.8

21～40% 157 39.6 45.5

41～60% 140 35.4 80.8

61～80% 55 13.9 94.7

81～100% 21 5.3 100.0

비농업소득

자 비중

0～20% 11 2.8 2.8

21～40% 30 7.6 10.4

41～60% 146 36.9 47.2

61～80% 120 30.3 77.5

81～100% 89 22.5 100.0

<표 3-1> 농가 기본현황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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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는 농지유출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의 비중을 표시하

였다. 유동유형에서 전포가 44.2%로 가장 많고 입고와 출조가 각각

32.3%, 23.5%를 차지하였다. 유동대상은 농민전업합작사가 50.8%를 차지

하여 가장 많으며 농가가 45.5%, 기업이 3.8%를 차지하였다. 톄링시지역

은 기업이 농지를 유동하는 사례가 매우 적어 기업의 관측치가 상대적으

로 적다. 이는 톄링시정부가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동에 대한 지원정

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농민전업

합작사를 설립하여 농지유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 분　
관측치

(개)

비중

(%)

누적비중

(%)

유동유형

전포 175 44.2 44.2

출조 93 23.5 67.7

입고 128 32.3 100

소계 396 100 -

유동대상

농가 180 45.5 45.5

기업 15 3.8 49.3

농민전업합

작사
201 50.8 100

소계 396 100 -

<표 3-2> 농가의 유동유형 및 유동대상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그림 3-1>은 조사한 농가의 가구당 유동면적과 승포면적을 표시하

였다. 조사농가의 한 가구당 농지유동면적은 11.7무로 승포면적(12.6무)

의 92.9%를 차지하였다. 조사농가의 한 가구당 농지유동면적은 톄링시

평균 한 가구당 농지유동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농

가에서 도시근교 농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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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농가 중 도시근교의 농가 1인당 농지 승포면적이 1무인 것

에 비해 농촌지역의 농가 1인당 농지 승포면적이 4～5무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

5

10

15

20

유동면적 승포면적 유동면적 승포면적

조사농가 톄링시평균

(무/가구)

<그림 3-1> 농가의 가구당 농지유동면적 및 승포면적

자료: 설문조사자료와 톄링시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그림 3-2>은 농가의 농지유출 원인을 표시하였다. 조사한 농가에서

농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높기 때문에 농지를 유출한다고 답한 농가가

73.7%로 가장 많았다. 이는 도농소득 격차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나가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노

동력이 없다고 답한 농가가 2.8%에 불과하여 농가의 농지유출 원인은

노동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조건

이 좋아서 농사일을 안해도 된다고 답한 농가가 23.5%를 차지였다. 이

부류의 농가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이미 농지를 유출하고 도시지역에 나

가 노후자금을 벌어서 저축한 후 다시 고향에 돌아와 거주하는 농가들이

다.



- 48 -

노동력없음
2.8%

경제조건좋음
23.5%

농외수입높음
73.7%

<그림 3-2> 농가의 농지유출 원인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그림 3-3>은 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를 연령대별로

표시하였다. 30대에서 전혀 모름과 잘 모름을 답한 농가가 약 절반을 차

지하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농가가 43.4%를 차지하였으며 어느 정도 알

고 있음과 매우 잘 알고 있음을 답한 농가가 7.5%에 불과하였다. 40대에

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전혀 모름과 잘 모름을 답

한 농가가 39.9% 차지하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농가가 19.0%를 차지하였

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음과 매우 잘 알고 있음을 답한 농가가 41.1%를

차지하였다. 60대는 50대와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70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음과 매우 잘 알고 있음을 답한 농가가 80.0%나 차지하였

다. 전반적으로 보면 30～40대의 젊은 농가들은 농업을 잠깐 종사하거나

거의 종사하지 않아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50대 이상의 중장년 농가들은 영농기간이 길어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편이다. 단, 중장년 농가에서 일부 농가들은 젊었을

때 도시에 나가 일한 농가들은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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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인식도

주: 1-전혀 모름, 2-잘 모름, 3-보통, 4-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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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농가의 농지유출 사례분석

3.1 사례분석

3.1.1 시산쟈즈마을(전포 위주)

시산쟈즈(西三家子)마을은 톄링현 신타이즈(新臺子)진에 위치해 있으

며, 총 245가구(852명)가 거주하고 있다. 농지면적은 3,560무이며 전부 논

이다. 시산쟈즈마을은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어 토양이 비옥하고 수자원

이 풍부하여 벼 재배에 적합하다.

시산쟈즈마을은 촌민위원회의 협력 하에 선진 농가가 주도하여 농민

전업합작사를 설립하고 농지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마을

전체 245가구의 농가는 3,560무의 농지를 전부 농민전업합작사에 전포방

법으로 유출하였다. 농지를 유출한 후 대부분 농가들은 도시로 나가 구

직하거나, 일부 농가들은 고향에 남아 농민전업합작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번다.

농지유출방법: 각 농가는 전포방법으로 농지를 농민전업합작사에 유

출하는 동시에 농민전업합작사와 농지유동계약서를 체결한다. 농지유동

기간은 5년이고, 유동대금은 매년 초에 받으며 매년 재협상한다. 2015년

에 농가들은 1무당 800위안의 유동대금을 받았다.

3.1.2 여우이마을(전포+출조)

여우이(友誼)마을은 톄링현 야오푸(腰堡)진에 위치해 있으며, 총 560가

구(2,023명)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톄링시에서 가장 큰 조선족마을

로서 농지면적이 8,550무이며 농지가 전부 논이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한국에 나가 일하고 노인과 어린이들이 마을에 남아 있다.

여우이마을의 농지유동화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도 초부터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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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부분 개인별로 친지 또는 지인에게 농지를 맡겨 비용을 조금씩

받는 형태로 시작하였다. 그 후 더욱 많은 사람들의 한국행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촌민위원회는

농민전업합작사를 설립하여 2,700무의 농지를 유동하여 농업생산을 경영

하였다.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남은 농지를 인근 마을의 농민전업합작사

또는 농가에게 출조의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현재 230가구 농가는 2,700

무의 농지를 본 마을의 농민전업합작사에 전포방법으로 유출하고, 330가

구 농가는 5,850무의 농지를 인근 마을의 농민전업합작사 또는 농가에게

출조의 방법으로 유출하고 있다.

농지유출방법: 전포농가는 본 마을의 농민전업합작사와 농지유동계약

서를 체결한다. 농지유동기간은 1년이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연장

하여 유동가격을 재협상한다. 2015년에 전포농가는 1무당 600위안의 유

동대금을 받았다. 출조농가는 인근 마을의 농민전업합작사와 농지유동계

약서를 체결한다. 유동기간은 5년이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유동가격을 재협상한다. 2015년에 출조농가들은 1무당 800위

안의 유동대금을 받았다. 한편 일부 농가는 인근 마을의 농가에게 농지

를 출조 방법으로 유출하였는데, 대부분 구두계약이고 유동기간은 1년이

며 유동가격은 600～800위안 수준이다.

3.1.3 차이쟈마을(전포+입고)

차이쟈(蔡家)마을은 톄링현 차이녀우(蔡牛)진에 위치해 있으며, 총 270

가구(810명)가 거주하고 있다. 농지면적은 4,200무로 2,000무는 논이고

2,200무는 밭이다. 차이쟈마을의 농지유동면적은 2007년에 510무에서 현

재 3,000무로 확대하였다. 이 중 전포면적은 1,800무이고 입고면적은

1,200무이다. 농지를 유출한 농가는 약 200가구로 전포농가가 110가구,

입고농가가 90가구이다. 이 중 전포농가는 대부분 연령이 낮은 청년농가

들로 이들은 농지유동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찾

는다. 반면 입고농가들은 대부분 연령이 높은 중장년농가로 이들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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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직하기 어려워 고향에 남아 가족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옥수수

밭을 유출하고 벼농사를 짓거나, 일부 농가들은 농민전업합작사에서 일

용직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한다.

농지유출방법: 전포농가는 농민전업합작사와 농지유동계약서를 체결

한다. 농지유동기간은 5년이고 유동대금은 매년 초에 지불하며 계약기간

은 3～5년이다. 2015년에 전포농가는 1무당 800위안의 유동대금을 받았

다. 입고농가는 농민전업합작사와 농지유동계약서를 체결하며 계약기간

은 3～5년이다. 유동대금은 매년 연말에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받고

있으며, 2014년에 1무당 1,050위안 받았다. 한편 입고농가에 대해 최저금

액배당제도를 실시하여 불경기에도 1무당 800위안씩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1.4 스황디마을(입고)

스황디(施荒地)마을은 댜오빙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농지면적이 3,800

무이다. 마을은 총 476가구(2,100명)가 거주하고 있다. 과거에 마을의 농

지는 전부 옥수수밭이었다. 마을은 탄광개발로 인해 지반침하지역에 위

치하여 홍수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경우 농가들은 속수무책이었다. 2009

년에 탄광개발지반침하지역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을 이용하여 옥수수밭을

전부 논으로 변경하였다.

논으로 변경하기 전에 농가의 연간 소득은 1무 당 450위안이었다. 자

연재해는 물론이고 풍년일 경우에도 판매처를 찾지 못하거나 옥수수 값

이 오를 때에도 정보가 없어 유통업자들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다반사

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촌민위원회는 농민전업합작사를

설립하여 농지유동화를 추진하였다. 촌민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

으로 2009년에 222가구가 1,350무의 농지를 농민전업합작사에 입고방법

으로 유출하였다. 현재 마을의 476가구 농가는 3,800무의 농지를 전부 농

민전업합작사에 입고하였다. 농지를 유출한 농가들은 약 90%가 도시에

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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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유출방법: 각 농가는 농지를 입고방법으로 농민전업합작사에 유

출하는 동시에 농민전업합작사와 농지유동계약서를 체결한다. 유동기간

은 20년이다. 매년 연말에 토지면적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받으며, 농민전

업합작사에서 최저금액배당제도를 실시하여 불경기에도 1무당 800위안

보장받을 수 있다. 2014년도의 배당금은 2015년 2월 초에 1무당 800위안

씩 1차 지급하였으며, 2차 배당은 10월 1일 전에 약 1무당 240위안씩 지

급할 예정이다.

3.2 소결

상기 사례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시

산쟈즈마을과 여우이마을의 농가들은 전포와 출조방법으로 농지를 유출

하여 유동대금만 받고 농업이익을 전혀 획득할 수 없다. 특히 여우이마

을은 유동대상이 여러 개로 농가들이 농지를 유출할 때 협상하거나 유동

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챠이쟈마을은 농가들이 한 농민전업

합작사에서 전포와 입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가격정보가 상대적으로

투명하여 협상에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입고농가들이 농업이익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 스황디마을의 농가들은 농지를 전부 입고하였

기 때문에 농업이익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입고방법이 농

가입장에서 이익을 최대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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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산쟈즈마을 여우이마을 차이쟈마을 스황디마을

유동유형 전포 전포+출조 전포+입고 입고

농지유형 논 논 논/밭 논

유동면적

(유동비중)

3,560

(100%)

8,550

(100%)

3,200

(71.4%)

3,800

(100%)

유동가격

(위안/무)
800 600～800 800/1,050 1,040

유동기간

(년)
5 1～5 5/3～5 20

유동대상
농민전업합

작사

농민전업합

작사, 농가

농민전업합

작사

농민전업합

작사

농가이익 없음 없음 일부 최대

<표 3-3> 농가의 농지유출 사례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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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농가의 농지유출 요인분석

4.1 연구방법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은 종속변수가 이항(Binary)인 경우

에 사용되며 이항변수끼리는 통계학적으로 배반사건(Mutually Exclusive

Event)이고 확률적 선택 하에 놓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이성우 외,

2005).

이항로짓모형에서는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Prob(y=1))과 일어

나지 않을 확률(Prob(y=0)) 두 가지가 있으므로 두 경우만을 고려하면

된다. 이항로짓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 선택은 농가의 선택문제이다. 이는 농가

가 임의의 유동유형 또는 유동대상을 선택하는 확률적인 문제이기도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의 선택요인을 분석하

는 데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위 식의  는 농가가 유동유형 선택 또는 유동대상을 선택할 확률

이다. 여기서 ∈  은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 선택 여부 i(j)와

관련된 관측 가능한 변수들의 벡터이고, ∈  는 관련된 관측 불가능한

오차항이며, 는 변수들의 계수벡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최우추정법

을 이용하여 계수 값을 추정한다.

한편 이항로짓모형의 종속변수가 선형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오즈비

(Odds Ratio)를 적용해야만 결과해석이 가능하다. 오즈는 사건 A가 일어

날 확률을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누어 준 것을 의미한다. 로짓모델에

서 자연로그를 취하고 있는 오즈의 형태, 즉 로짓 형태는 비선형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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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하는 선형 결합의 형태를 포함하게 되어 계량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오즈비는 두 오즈 간의 비율로 두 사건의 확률을 직접 비

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정치와 오즈비를 모두 구하여 분석결

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4.2 사용한 변수

본 연구는 농가의 유동유형 또는 유동대상 선택요인을 분석하기 때문

에 종속변수가 두 가지이다.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에서 전포, 출조, 입고 등 세 가지 유형을 선택

하는 것으로 종속변수를 전포/입고, 출조/입고, 전포/출조로 설정하여 세

가지 유동유형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전포/입고일 경우 농가가

입고를 선택하였으면 1이고 전포를 선택하였으면 0이다. 마찬가지로 출

조/입고일 경우 농가가 입고를 선택하였으면 1이고 출조를 선택하였으면

0이다. 전포/출조일 경우도 농가가 출조를 선택하였으면 1이고 전포를

선택하였으면 0이다.

농가가 유동대상을 선택에서 농가가 농민전업합작사를 선택하였으면

1이고 농가와 기업을 선택하였으면 0이다.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사용한 농가특성, 비농업특성, 농

지유동특성,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 등 관련 요소들을 사용하고

자 한다.

농가특성에서 연령과 학력은 농가의 개인특성으로 농가가 유동유형

또는 유동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는 변수이

다. 농가가 연령이 많을 수 록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유동

유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농지유동화에 대

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 유동유형 또는 유동대상을 선택할 때, 본인

에 이로운 유형을 선택할 것이다.

농가의 비농업특성에서 비농업종사자수비중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비

농업특성이 높을수록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유동유형와 유동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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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서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비농업특성이 농가가 유동유형

또는 유동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가가 농지를 유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유동가격이므로 유동

가격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유동면적은 각 농가의 농지면적이 큰 차

이가 없어 유동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가 높으면 유동유형 또는 유동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는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구분 변수명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관측치

유동

유형

전포/입고(y1) 0.422 0.495 0 1 303

출조/입고(y2) 0.579 0.495 0 1 221

전포/출조(y3) 0.347 0.477 0 1 268

유동

대상

농민전업합작사

유출여부(y4)
0.545 0.499 0 1 396

농가

특성

연령(x1) 53.424 10.149 30 78 396

학력(x2) 7.278 2.095 0 14 396

비농업

특성

비농업종사자

비중(x3)
0.550 0.237 0 1 396

유동

특성

유동면적(x4) 11.670 6.612 1 34.2 396

유동가격(x5) 709.343 179.882 300 1,200 396

인식도
토지승포경영권

인식도(x6)
2.944 1.064 1 5 396

<표 3-4>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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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x1 x2 x3 x4 x5 x6

x1 1.00 　 　 　 　 　

x2 -0.48 1.00 　 　 　 　

x3 -0.22 0.30 1.00 　 　 　

x4 0.11 0.01 -0.12 1.00 　 　

x5 0.24 -0.19 -0.20 0.05 1.00 　

x6 0.21 -0.22 -0.16 0.08 0.32 1.00

<표 3-5> 설명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4.3 분석결과

4.3.1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분석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분석은 STATA 12.0을 이용하여 396명 농

가의 횡단면자료로 이항로짓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사례분석에서도 보

았듯이 한 마을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 유동유형이 병존하는 경우가 많

으며 세 가지 유동유형이 동시에 병존하는 마을이 적다. 따라서 이항로

짓모형을 이용하여 세 가지 유동유형에 대해 각각 두 가지씩 비교분석하

고자 한다.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전포/입고를 모델Ⅰ, 출조/입고를 모델

Ⅱ, 전포/출조를 모델Ⅲ으로 설정하였다.

모델Ⅰ과 모델Ⅱ의 분석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포와 출

조의 유동방법이 유사한 반면, 입고의 유동방법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모델의 추정치와 오즈비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령의 경우 모델Ⅰ과 모델Ⅱ에서 추정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

농가의 연령이 많을수록 입고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모델Ⅰ과 모델Ⅱ의

오즈비는 각각 1.070과 1.145이다. 이는 연령이 한 살 증가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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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와 출조에서 입고를 선택할 확률이 각각 1.070배와 1.145배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농가들은 도시로 나가 구직해야 하기 때

문에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전포와 출조를 선호한다. 반면, 연령이

높은 농가들은 도시에 나가 구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짓거나 농민전업합작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따라서 연령이

높은 농가들은 현금이 급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여 보다 높은 유동대금을 받으려고 한다. 모델Ⅲ에서는 추정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출조를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 나가 일하는 농가에서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가들은 보수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 마을주민에게 농지를 유출하

는 전포방법을 선호한다. 연령이 낮은 농가들은 유동대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조를 선호한다.

학력의 경우 모델Ⅰ과 모델Ⅱ의 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학

력이 높을수록 입고를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는

각각 0.485와 0.450으로 학력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전포와 출조에

서 입고를 선택할 확률이 각각 0.485배와 0.450배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은 농가들은 도시로 나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유

동대금을 현금화하는 전포와 출조를 선호한다. 학력이 낮은 농가들은 도

시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관계로 유동대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입고를 선

호한다. 모델Ⅲ에서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가들이 유동대금이 높

은 출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종사자비중의 경우 모델Ⅰ과 모델Ⅱ의 추정치도 음(-)의 값으

로 나타나 비농업종사자비중이 높을수록 입고를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는 각각 0.055와 0.025로 비농업종사자비중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전포와 출조에서 입고를 선택할 확률이 각각

0.055배와 0.025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종사자비중이 높을

수록 도시로 나가 구직하는 사람이 많아 전포와 출조를 선호한다. 반면

비농업종사자비중이 낮으면 입고를 선호한다. 모델Ⅲ의 추정치가 양(+)

의 값으로 나타나 비농업종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가가 출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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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특성에서 유동가격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유동면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의 가구당 농지면적이 넓지 않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의 유동유형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중타이양 외(2005)의 연구에서도 실증

한 바가 있다. 중타이양은 농지면적이 농가의 임대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임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면적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의 농지유출도 임대와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농지면적이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동가격의 추정치는 모든 모델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모델Ⅰ

과 모델Ⅱ의 오즈비는 각각 1.025와 1.009로 유동가격이 한 단위 상승할

경우 전포와 출조에서 입고를 선택할 확률이 각각 1.025배와 1.009배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고가격이 전포와 출조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모델Ⅲ에서는 출조가격이 전포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추정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에서도 세 모델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모델Ⅰ과 모델Ⅱ의 오즈비는 각각 3.833과 2.527로 토지승포경

영권에 대한 인식도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전포와 출조에서 입고를 선

택할 확률이 각각 3.833배와 2.5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

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가 높으면 각 유동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 위험부담이 있지만 농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입고를 선호하기 때

문이다. 모델Ⅲ에서는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출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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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연령
0.068*

(0.032)

1.070*

(0.034)

0.135***

(0.036)

1.145***

(0.041)

-0.047*

(0.019)

0.954**

(0.018)

학력
-0.723***

(0.196)

0.485***

(0.095)

-0.798***

(0.165)

0.450***

(0.074)

0.400***

(0.099)

1.492***

(0.147)

비농업종

사자비중

-2.892*

(1.315)

0.055*

(0.073)

-3.689*

(1.438)

0.025**

(0.036)

3.706***

(0.773)

40.672***

(31.455)

유동면적
0.012

(0.038)

1.012

(0.039)

0.102

(0.048)

1.107

(0.054)

-0.033

(0.027)

0.967

(0.026)

유동가격
0.024***

(0.005)

1.025***

(0.005)

0.009**

(0.003)

1.009*

(0.003)

0.004***

(0.001)

1.004***

(0.001)

토지승포경

영권인식도

1.344***

(0.232)

3.833***

(0.889)

0.927**

(0.304)

2.527**

(0.768)

0.948***

(0.186)

2.581***

(0.481)

상수
-20.178***

(4.357)

0.000***

(0.000)

-10.288**

(3.801)

0.000**

(0.000)

-8.838***

(1.803)

0.000***

(0.000)

<표 3-6>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 분석결과

주1: ***은 0.1%에서, **은 1%에서, *은 5%에서 유의함.

주2: ( ) 안은 표준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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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농가의 농민전업합작사 유출 요인분석

농가의 농민전업합작사 유출 요인분석은 STATA 12.0을 이용하여

396명 농가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

변수는 농가가 농민전업합작사에 농지를 유출하면 1이고 아니면 0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가의 연령이 많을수록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유출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농가들은 경험이 풍부하여 농민

전업합작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농민전업합작사에 농지를 유출

하게 된다. 또한 연령이 높은 농가들은 업종 전환이 어려운 관계로 농지

를 농민전업합작사에 유출하여 다시 농민전업합작사에 재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쿵샹즈 외(2010)의 연구에서 실증한 바가

있다. 쿵샹즈는 연령이 낮을수록 농지를 친척 또는 지인에게 유출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나이가 높을수록 친척 또는 지인이 아

닌 농민전업합작사에 농지를 유출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가의 학력이 높을수록 농민전업합작사에 농지를 유출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농가들은 장기적으로 도시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농지를 친지 또는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상기 쿵샹즈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농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친지 또는 지인에게 농지를 유출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또 역으로 말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농지를 친지 또는 지인에게 유출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농가들의 유동유형 선택 요인분석에서 학

력이 높은 농가들이 대부분 전포와 출조를 선호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비농업종사자비중이 높을수록 농지를 농민전업합작사로 유출하는 확

률이 낮다. 비농업종사자가 많을수록 도시에 나가 구직해야 하기 때문에

친지 또는 지인에게 농지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농업종사자 수

가 적을수록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유출하게 되는데, 이는 농지를 농

민전업합작사에 유출하여 다시 농민전업합작사에 취직할 기회가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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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면적은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 요인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농민전업합작사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

면적이 넓을수록 농민전업합작사에 유출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농가입장에서 해석하기보다 농민전업합작사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즉 농민전합작사가 농지를 유입할 때 면적이 넓은

농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동가격의 경우 농가가 높은 유동가격을 원할수록 농민전업합작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는 농민전업합작사가 제시한 유동가격은 대부분

친지 또는 지인이 제시한 유동대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상기 쿵샹즈의

연구에서도 토지시장의 출조 가격이 지인으로부터 받는 유동대금보다 높

을 경우, 농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토지를 유출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는 토지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이기 때

문에 농가가 유동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변수명 추정치 표준편차 t P>|t|

연령 0.053*** 0.015 3.41 0.001

학력 -0.261** 0.084 -3.11 0.002

비농업종사자비중 -3.471*** 0.683 -5.09 0.000

유동면적 0.089*** 0.022 4.00 0.000

유동가격 0.008*** 0.001 7.06 0.000

토지승포경영권인식도 0.042 0.136 0.31 0.755

상수 -5.863*** 1.430 -4.10 0.000

<표 3-7> 농가의 농민전업합작사 유출 영향요인 분석결과

주: ***은 0.1%에서, **은 1%에서, *은 5%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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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시사점

본 장은 농가의 사회경제적특성, 유동화특성, 토지승포경영권인식도를

고려하여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 선택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농

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 분석에서는 세 가지 유동유형에 대해 각각 두

가지씩 비교분석하였다. 유동대상 선택요인 분석에서는 기업의 관측치가

상대적으로 적어 농가의 농민전업합작사 유출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하

였다.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농가특성에서 연령과 학력이 모두 유동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청년농가들이 도시로 나가 구직

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전포와 출조를 선

호한다. 반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중장년 농가들은 도시에서 취직

이 어려운 관계로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한다. 비농업특성에서 비농

업종사자비중이 높으면 도시로 나가 일하는 사람이 많아 유동대금을 현

금으로 받아 가야 하기 때문에 전포와 출조를 선호한다. 유동특성에서

유동가격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유동면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입고가격이 전포와 출조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동가격 면에서는 입고를 선호한다. 한편 토지승포경영권인식도가 높을

수록 입고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농민전업합작사 유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농가들은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유출

한다. 또한 비농업종사비중이 낮은 농가일수록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유출하여 농민전업합작사에 다시 취직하려고 한다. 유동면적이 넓을수록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유출하게 되는데, 이는 농민전업합작사가 유동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넓은 농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농가가

높은 유동가격을 원할수록 농민전업합작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는

농민전업합작사가 제시한 유동가격은 대부분 친지 또는 지인이 제시한

유동대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토지승포경영권인식도는 농가가 유동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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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상 선택 요인분석에서 연령과 학력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과 학력에 따라 농가들을 그룹화

하여 농지유동화를 추진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농민전

업합작사의 경우 어떤 유형의 농가들이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할 것

인지를 미리 파악하면 보다 쉽게 농지유동화를 추진할 수 있다.

둘째, 비농업종사자비중이 높은 농가는 전포와 출조를 선호하는 것은

겉으로는 현금을 받고 싶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 농가들

이 도시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농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끈이 바로 토지승포경영권이다. 앞

서 현황분석에서 전포와 출조의 비중이 약 80%에 달한 것도 농가가 토

지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 토지승포경영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농업인이 토지승포경영권을 보유하고 농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며, 농지유동화

정책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유동가격은 입고가 전포와 출조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농가들

이 농지를 입고의 방법으로 유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친척 또는

지인보다 지인관계가 없는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유출하면 더욱 높은

유동대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현지조사를 통해 농가들의 토지승포경영권인식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가들이 농지유동과정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

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농가들의 토지권리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가 스스로 농지유동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 66 -

제4장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사례 및

요인분석

제1절 선행연구

농민전업합작사는 새로 나타난 농업경영체로 중국의 농지유동화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농민

전업합작사의 농지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

하에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동화가 급속히 발전하여 각 지역에서 토지

주식합작사가 속출하고 있다.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토지주식합작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토지주식합작

사의 개념, 현황, 문제점 등에 관한 연구가 위주이다. 장쇼우한(张笑寒)

(2009)는 토지주식합작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식의 집중도가 낮고

입고 요소가 단일하며 수익분배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순중화

(孙中华) 외(2010)은 토지주식합작사는 농민전업합작사에 속하고 농업생

산을 하지 않는 토지주식합작사의 설립을 허가하지만, 전국 범위에서 추

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토지승포경영권의 입

고에 대해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고 입고에 대한 법적 연

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위푸(季玉福)(2012)의 연구에 따르

면 토지유동합작사는 농민전업합작조직의 한 종류로 토지 입고와 농민전

업합작경제조직이 결합한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러우둥(楼栋) 외(2013)

은 토지를 농민전업합작사에 유동하는 것은 농가들의 이성적인 선택이고

이사장이 토지유동합작사의 발생과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정부가 토지유동합작사에 대해 지도를 해야 하지만 적정 수준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런휘이(任輝) 외(2012)는 토지주식합작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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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농업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윈화(張云

華) 외(2013)은 토지주식합작은 농가들이 토지승포경영권으로 입고하여

토지주식합작사를 설립한 후 승포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토지를 지분화

하여 주식배당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주퍼이신(诸培新)

외(2014)는 토지주식합작사의 발전은 지역차이가 있으며 수익배당제도는

주식제도의 장점을 구현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쿵샹즈(孔祥智) 외

(2015)는 토지주식합작은 농민조직의 한 가지 방식으로 농민이 농민전업

합작사에 농지를 입고하거나, 토지주식합작사를 설립하여 농지를 입고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 장쇼우한(张笑寒) (2008)은 토지주식합작

사에 대한 농가의 가입의향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

다. 비슷한 연구로 린웨펀(林乐芬) 외(2010), 세치차오(谢启超) 외(2011),

친궈화(钦国华)(2014), 쉬젠춘(徐建春) 외(2014) 등이 있다.

이상 선행연구는 주로 토지주식합작사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 위주

이며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선행연구는

경제발전지역의 토지주식합작사에 대한 연구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토지주식합작사가 보편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일반 농민전업

합작사의 농지유동화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는 농

민전업합작사의 입장에서 자체 특성이 농지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요인은 선행연구

가 전무한 관계로 관련 부처 담당자와 농민전업합작사 이사장에 대해 사

전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요인분석을 통해 농민전업합작

사의 농지유동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

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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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조사자료

2.1 톄링시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현황

2014년에 톄링시의 농민전업합작사 수는 총 4,585개이다. 이 중 농지

를 유입한 농민전업합작사가 1,666개이고 2,000무 이상 유입한 농민전업

합작사가 125개이며 이들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이 총 59만 2천

무이다. 지역별로 보면 창투현이 60.2%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톄링현 29.6%, 카이웬시 4.5%, 댜오빙산시 3.1%, 시펑현이 2.2%를 차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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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지역별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비중(2014년)

자료: 톄링시 관련부처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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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조사자료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관련 통계자료가 없는 관계로 본 장에 필

요한 통계자료는 저자가 직접 농민전업합작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설문조사는 톄링시 농업경제위원회의 도움으로 농민전업합작사

의 리스트를 받아 총 37개 농민전업합작사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자료

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요인분석에 필요한 농지유입현황, 자산현

황, 구조특징, 이사장특징, 경영특징 등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톄링시 각 지역의 농민전업합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농민전업합작사가 협조하지 않은 관계로 지

역별 표본 수가 다르다. 세부적으로 보면 창투현 14개, 톄링현 13개, 카

이웬시 4개, 댜오빙산시 4개, 시펑현 2개이다. 농민전업합작사의 유형은

주로 재배업과 농기계업 관련 농민전업합작사로 각각 28개, 9개 조사하

였다. 이 두 부류의 농민전업합작사가 주로 농지를 유입하기 때문에 조

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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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농민전업합작사의 지역별 조사표본 비중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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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을 살펴보면 5,000무 미만인 농민전업

합작사가 25개로 전체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5,000～10,000

무의 구간에는 농민전업합작사가 5개로 전체의 13.5%를 차지하였다. 1만

무이상 농지를 유입한 농민전업합작사는 7개이며 이 중 2만 무이상 유입

한 농민전업합작사는 1개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보면 톄링시에서 농민

전업합작사의 농지유동화가 아직 초기단계에 처해 있어 유입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전업합작사의 자산규모를 보면 소규모 농민전업합작사가 대부분

이다. 조사대상 농민전업합작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899만 위안이었으며

1,000만 위안 미만인 농민전업합작사가 약 65%를 차지하였고 이 중 500

만 위안 미만 농민전업합작사가 절반정도 차지하였다. 농민전업합작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생산금액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농민전업합작사

의 평균 생산금액은 1,525만 위안이지만 평균이하인 농민전업합작사가

64.9%를 차지하였다. 농민전업합작사는 농지를 유입할 경우, 농가에게

유동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규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유입면적 농민전업합작사수(개) 비중(%)

5,000무 미만 25 67.6

5,000～10,000무 5 13.5

10,000～15,000무 3 8.1

15,000～20,000무 3 8.1

20,000무 이상 1 2.7

<표 4-1>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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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농민전업합작

사수(개)
비중(%) 누적비중(%)

100만 위안 미만 6 13.5 16.2

100만～500만 위안 6 16.2 32.4

500만～1,000만 위안 12 32.4 64.9

1,000만～1,500만 위안 7 18.9 83.8

1,500만～2,000만 위안 2 5.4 89.2

2,000만 위안 이상 4 10.8 100.0

생산금액
농민전업합작

사수(개)
비중(%) 누적비중(%)

100만 위안 미만 3 8.1 8.1

100만～500만 위안 6 16.2 24.3

500만～1,000만 위안 11 29.7 54.1

1,000만～1,500만 위안 4 10.8 64.9

1,500만～2,000만 위안 2 5.4 70.3

2,000만 위안 이상 11 29.7 100.0

<표 4-2> 농민전업합작사의 총자산과 생산금액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그림 4-3>은 농민전업합작사의 회원 수를 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1,000명 이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농민전업합작사의 평균 회원 수는

542명으로 500명 미만인 농민전업합작사가 83.8%를 차지하였다. 농민전

업합작사는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은 다시 주변 농가들의 농지유출

을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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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농민전업합작사의 회원 수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농민전업합작사의 활동역역을 보면 향 영역에서 활동하는 농민전업합

작사가 약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전업합작사의 활동영역

이 좁을수록 농지유입면적도 감소된다. 한편 활동영역이 타성까지 미친

농민전업합작사는 7개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였다.

이사장의 인적사항을 보면 연령대가 40, 5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민전업합작사의 이사장으로 선출되려면 능력이 있어

야 하는 것 외에 영농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마을주민의 신임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중 40대와 50대를 합치면 과반수인 78.4%를 차

지하였다. 한편 이사장의 학력수준을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문대 졸업이 약 60%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고졸이 24.3%, 중졸이

10.8%, 중졸미만이 5.4%를 차지하였다. 이사장이 농민전업합작사를 이끌

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인적자본은 농지유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 73 -

0

2

4

6

8

10

12

14

촌 향 현 시 성 타성

(개)

<그림 4-4> 농민전업합작사의 활동영역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연령 관측치 비중 학력 관측치 비중

30대 3 8.1% 중졸미만 2 5.4%

40대 17 45.9% 중졸 4 10.8%

50대 12 32.4% 고졸 9 24.3%

60대 5 13.5% 전문대졸 22 59.5%

소계 37 100.0% 소계 37 100.0%

<표 4-3> 농민전업합작사 이사장의 연령 및 학력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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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사례분석

3.1 사례분석

3.1.1 푸눙벼생산농민전업합작사

푸눙(富農)벼생산농민전업합작사는 댜오빙산시 우수(兀术)대로 스황디

마을에 위치해 있다. 2009년에 마을위원회가 농민전업합작사를 설립하였

다. 초기에 농민전업합작사는 222가구 농가의 1,350무 농지를 입고방법으

로 유입하여 벼를 생산하였다. 현재 본 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은 1만

9,500무로 확대하여 인근 12개 마을까지 확대하였다.

현재 본 합작사는 회원이 3,600명에 달하고 관리인원이 9명이며 영농

지도자가 1명 있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연간 최소 5～6회 회의를

개최하여 중대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농민전업합작사에 관한 관리제

도와 회계제도를 규정하였다.

본 합작사는 농지를 대규모로 유입하여 규모화 생산경영체제를 도입

하였다. 종묘육성에서 농지정리, 모내기, 수확 등 전 생산과정에 대해 기

계화작업을 실시하여 과거에 100여 명의 노동력이 하는 일을 현재는 20

여 명이 할 수 있게 되어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약하였다.

또한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1년에 가공공장을 세워 쌀을 가공하여 판매하였으며 ‘빙산(兵山)쌀’이

라는 상표까지 등록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합작사의 연간 생산금액이

2011년의 441만 위안에서 2014년에는 3,510만 위안으로 약 7배나 증가하

였다.

본 합작사는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입한 후 연말에 배당금을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년이고 배당금은 2010년에 1무당 750

위안, 2011년에 800위안, 2012년에 900위안, 2013년에 950위안, 2014년에

800위안(추가로 240위안 지급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입고방법은 연말에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전포나 출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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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초에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문제가

없어 생산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

3.1.2 차이녀우장좡옥수수신품목보급농민전업합작사

차이녀우장좡(蔡牛张庄)옥수수신품목보급농민전업합작사는 톄링현 차

이녀우(蔡牛)진 차이쟈마을에 위치해 있다. 본 합작사는 2007년에 선진

농가 31명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이사장은 종자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

다가 옥수수 등 신 품목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민전업합작사를 설립하였

다.

본 합작사의 회원은 3,060명이며 관리인원과 영농지도자가 각각 10명,

32명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토지유동경영부, 농자재판매부, 농기계작업

부, 식량생산회수가공부를 설립하여 생산, 가공,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생산경영에 있어서 ‘10가지 통일’원칙을 규정하였다. 즉 교육,

재배방법, 품종, 비료, 파종, 방충, 수확, 회수, 판매, 이익배분 등을 통일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 기계화작업을

실현하여 생산비용을 절약하였다.

본 합작사는 입고, 전포, 출조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농지를 유입하고

있다. 이는 농가들이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14년에

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은 16,980무로 차이녀우진 주변의 24개 마을까지

확대하여 유동농가 수가 1,138가구에 달하였다. 이 중 입고한 농가는 516

가구, 면적이 7,680무이다. 입고한 농가에 대해 1무당 800위안의 최저금

액배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 배당금을 1무당 1,050위안 지급

하였다. 농지를 전포․출조한 농가 수는 622가구로 면적이 9,300무이며

유동기간은 5년이고 2014년에는 1무당 750위안 지불하였다.

본 합작사는 농지유입 외에 위탁관리사업도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면

적이 13,220무로 1무당 430위안의 수수료를 받는다. 2014년에 합작사의

연간 생산금액은 3,650만 위안, 순이익은 1,800만 위안에 달하였다.

본 합작사는 전포와 출조방법으로 농지유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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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규모를 확대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

라서 향후 입고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3～5년 사이에 농지유

입면적을 5만 무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3.1.3 신더농기계업농민전업합작사

신더(信德)농기계업농민전업합작사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창투(昌

圖)현 바오리(寶力)진 인쟈(尹家)마을에 위치해 있다. 합작사의 총자산은

800만 위안이고 이 중 고정자산이 580만 위안이다. 회원은 31명이며 관

리인원과 영농지도자가 각각 5명과 2명 있다.

바오리진은 토양이 비옥하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오래전부터 농업지역

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이농현상이 많지 않아 농지유입하는 데 어려

움이 많았다. 2008년에 합작사는 설립 초기에 농지유동면적이 500무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유입규모가 확대되면서 2014년에 3,200무에 달하였다.

이 중 논 1,200무를 전포방법으로 유입하고 옥수수밭 2,000무 중 1,600무

는 전포, 400무는 입고방법으로 유입하였다. 전포의 계약기간은 5년이고

2014년에 유동대금을 논의 경우에는 1무당 800위안, 옥수수밭의 경우에

는 1무당 600위안씩 지급하였다. 입고의 계약기간은 3년이고 2014년에 1

무당 760위안씩 지급하였다. 또한 1무 당 400㎏ 옥수수 시장가격으로 환

산하여 유동대금을 지급하는 최저금액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합작사도 위탁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위탁관리면적이

8,000무에 달하였다. 활동지역은 랴오닝성뿐만 아니라 헤룽쟝성, 너이멍

구지역까지 가서 작업하고 있다. 수수료는 논일 경우, 1무당 80～100위안

이고 옥수수밭은 1무당 50～60위안 받는다.

2014년에 합작사의 생산금액은 약 800만 위안이었는데, 90%가 3,200

무 유입한 농지에서 생산한 금액이고 10%가 8,000무 위탁관리한 기계작

업 수수료이다.

본 합작사도 전포방법으로 농지유입한 면적이 많아 자금난 문제를 겪

고 있다. 합작사는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승포경영권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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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금액은 농지유입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어

2015년에는 120만 위안을 대출 받았다.

3.1.4 탕팡채소농민전업합작사

탕팡(塘坊)채소농민전업합작사는 창투현 산쟝커우(三江口)진 려우탕팡

(劉塘坊)마을에 위치해 있다. 려우탕팡마을은 과거에 홍수피해로 농지면

적이 7,492무에서 3,977무로 감소하였다. 2007년에 마을위원회는 농민전

업합작사를 설립하여 채소를 재배하였다.

현재 회원이 560명이며 관리인원과 기술인원이 각각 8명, 15명 있다.

총자산은 1,100만 위안으로 경영면적이 약 1만 무이고 이중 농지유입면

적이 3,000무이다. 전포와 출조 면적은 각각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유동기간은 10년이고 비용은 1무당 900위안이다.

합작사의 주요 생산품목은 오이와 토마토이다. 또한 ‘탕팡’채소로 상표

를 등록하여 매출액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연간 채소생산량은 4만

6,000톤으로 생산금액이 5,800만 위안에 달하였다. 2014년에 러시아로 토

마토를 2,000톤, 600만 위안 수출하였다.

합작사는 설립 초기에 농지유입대금을 지급할 때 자금난문제를 겪었

다. 그러나 경영이 안정되면서 경영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동대금을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3.1.5 윈칭묘목화훼농민전업합작사

윈칭(雲淸)묘목화훼농민전업합작사는 2009년에 5명의 묘목생산농가가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회원은 120명이며 관리인원이 22명, 기술인원이 10

명 있다. 경영면적은 4,000무로 100여 가지 묘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연간 판매금액이 3,500만 위안에 달한

다. 합작사는 출조방법으로 농지를 4,000무를 유입하였으며 유동기간은 5

년이고 유동비용은 1무 당 1,000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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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는 모든 농지에 대해 통일적으로 경영하고 재배품목을 일괄적

으로 계획․생산하고 있다. 또한 종묘생산․관리를 통일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통일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으며 판매가격을 통일하고 있다. 또

한 수익배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매년 이윤의 5%를 적립금으로

배정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거나 손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 둘째는

매년 이윤의 2%를 적립금으로 추출하여 직원 교육과 복지사업에 사용하

고 있다. 셋째는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60% 이상을 회원에게 지급하

고 있다.

본 합작사도 설립 초기에 자금난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유동대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3.2 소결

이상 사례분석을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입고

는 전포와 출조에 비해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는 입고는 연말에 농가에게 배당금을 지급

하는 반면, 전포와 출조는 연 초에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

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한 합작사에서 푸눙은 자금문제가

없는 반면, 장좡과 신더는 자금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식량작물을 생

산하는 농민전업합작사는 대규모로 농지를 유입하는데 있어 전포․출조

보다 입고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채소와 묘목 등 경제성작물은 식량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관련 농민전업합작사는 농지유입에 있어

자금문제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장좡, 신더, 탕팡, 윈칭 네 합작사는 전

포와 출조방법으로 농지를 유입하여 유동대금을 연 초에 현금으로 지급

하고 있다. 이 중 탕팡과 윈칭은 자금문제가 없고 장좡과 신더는 농지유

입에 있어 자금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재배작물은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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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푸눙 장좡 신더 탕팡 윈칭

재배작물 벼
벼

옥수수

벼

옥수수
채소 묘목

유동유형 입고

전포

출조

입고

전포

출조

입고

전포

출조
출조

유동비용

연말에

배당금

지급

전포․출조

는 연초에

현금 지급,

입고는

연말에

배당금

지급

전포․출조

는 연초에

현금 지급,

입고는

연말에

배당금

지급

연초에

현금

지급

연초에

현금

지급

자금문제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유동규모

확대
쉬움 어려움 어려움 쉬움 쉬움

<표 4-4>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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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요인분석

4.1 연구방법

로버스트회귀(Robust Regression)모형은 이상치들에 의해 왜곡된 데

이터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회귀추정방정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 OLS

추정량이 이상치들에 지나치게 민감(Sensitive)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소표본의 회귀분석에서는 영향진단(influential

diagnostics)을 시행하여 소수의 이상치를 찾아서 제외한 후 나머지 관측

치들로 회귀적합을 하는 분석이다. 본 연구의 관측치가 37개로 소표본에

속하므로 로버스트회귀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모집단의 로버스트회귀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 식과 같이 표시한다.

모형에서 Y는 종속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민전업합작

사의 농지유입면적이 되며 각 관찰개체가 K(≥2)개의 변수  ,  , …,

로 측정되어 K개의 원소를 가진 각각의 다변량 설명변수벡터 X를 형

성한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로는 총자산, 생산금액, 회원수, 관리인원, 활

동영역, 경영품목, 이사장의 연령, 학력, 유동기간, 유동가격, 입고여부 등

11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는 회귀계수이고, 는 오차항을 표시한다.

   ⋯ 

4.2 변수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자료는 37개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을 사용하고자 한다. 설문

대상은 무작위추출표본이기 때문에 농지유입면적의 격차가 크다. 예를

들면 눙쟈러(农家乐)채소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이 45무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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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완신(万鑫)벼생산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동면적이 21,000무로 눙

쟈러의 467배에 달한다.

설명변수로는 자산특성, 구조특성, 이사장특성, 경영상황, 유동특성 등

농민전업합작사의 관련 요소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농민전업합작사는 경제력이 있어야 농지유동을 많이 할 수 있다. 앞서

사례분석에서도 일부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지유입과정에서 자금문제를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제력의 척도로 총

자산과 생산금액 등 자산특성 변수를 선정하였다.

농민전업합작사의 조직구조가 체계적이면 농지유입면적을 확대하여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민전업합작사의 구조특성인 회

원수와 관리인원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사장의 연령이 많을수록 마을주민들의 신임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농지유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력은 이사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농민전업합작사의 활동영역이 넓을수록 경영품목이 많을수록 농지유

입면적을 확대하게 되므로 농민전업합작사의 활동영역과 경영품목을 변

수로 선정하였다.

유동특성에서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

기간, 유동가격, 입고여부를 선정하였다. 유동기간이 길면 장기적으로 농

지를 사용할 수 있어 농민전업합작사는 농지유입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동가격은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과 음(-)의 관계

를 가질 것이다. 입고여부는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양(+)의 관계를 가

질 것이다.

<표 4-6>는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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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종속

변수
유입면적 5,207.000 6,044.167 45 21,000 37

자산

특성

총자산(x1) 899.000 958.683 20 5,000 37

생산금액(x2) 1,525.324 1,643.298 50 7,000 37

구조

특성

회원수(x3) 542.243 1,275.497 5 6,700 37

관리인원(x4) 8.081 6.508 1 32 37

이사

장

연령(x5) 44.000 6.272 35 55 37

학력(x6) 12.541 2.268 6 14 37

경영

상황

활동영역(x7) 2.757 1.877 1 6 37

경영품목(x8) 1.784 1.272 1 7 37

유동

특성

유동기간(x9) 3.919 4.119 1 20 37

유동가격(x10) 707.649 181.361 350 1,200 37

입고여부(x11) 0.270 0.450 0 1 37

<표 4-5>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 1.00 　 　 　 　 　 　 　 　 　 　

X2 0.42 1.00 　 　 　 　 　 　 　 　 　

X3 0.23 0.33 1.00 　 　 　 　 　 　 　 　

X4 0.36 0.34 0.59 1.00 　 　 　 　 　 　 　

X5 0.65 0.55 0.41 0.36 1.00 　 　 　 　 　 　

X6 0.04 0.20 0.09 0.12 -0.02 1.00 　 　 　 　 　

X7 0.58 0.62 0.50 0.38 0.30 0.01 1.00 　 　 　 　

X8 0.11 -0.12 -0.05 -0.17 -0.06 0.15 -0.07 1.00 　 　 　

X9 0.50 0.59 0.62 0.35 0.28 0.05 0.58 -0.04 1.00 　 　

X10 0.31 0.15 0.06 0.33 -0.02 0.40 0.03 -0.08 -0.15 1.00 　

X11 0.65 0.51 0.47 0.36 0.66 -0.09 0.47 -0.04 0.46 -0.07 1.00

<표 4-6> 설명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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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결과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요인분석은 STATA 12.0을 이용하여 37

개 농민전업합작사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로버스트회귀분석을 진행하

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산특징에서 총자산과 생산금액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지를 유입하려면 농가들에게 유동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총자산과 생산금액은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제력을 대표하므로 농지

유입면적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민전업합작사

가 유동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농지유입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런휘이 외(2012)의 연구에서 토지주식합작제는

농업이익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토지주식합작사는 농

업이익이 있어야 농지유입을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사용한 생산금액 변수를 생산이익으로 대체해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전업합작사의 구조특징에서 회원 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관리인원 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회원 수는 농민전업합작사

의 농지유입면적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회원은

대부분 농지를 유출한 농가이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을수록 농지유입면

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민전업합작사는 농지유입규모를

확대하려면 회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사장의 연령과 학력 모두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과 양(+)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이시장의 연령이 많을수록

마을 주민들의 신임을 많이 얻어 농가의 농지유출을 설득하는 데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사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농민전업합작사를 경영하

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높아 농지를 더 많이 유입하여 농업생산을 종사하

게 된다. 쿵샹즈 외(2015)는 농민전업합작사는 기업특성을 가진 농민조

직으로 인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쿵샹즈의

인재 이론을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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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전업합작사의 활동영역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경영품목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은 농민전업합작사의 농

지유입면적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민전업합작

사는 활동영역에 따라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때문에 농지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동일한 면적에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품목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유동특징에서 유동기간은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유동기간이 길어야 농민전업합

작사가 장기적으로 농지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쿵샹즈 외(2015)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전포와 출조가 많아 대부

분 유동기간이 짧아 농민전업합작사가 매년 농가들과 협상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동가격은 농민전업합작

사의 농지유입면적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민전

업합작사의 자산규모가 일정하기 때문에 유동가격이 상승하면 유입면적

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가격이론에도 부합된다. 입고여부도 농민전업합

작사의 농지유입면적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입고

는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지유입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입고의 유동기간이 대

부분 전포와 출조에 비해 길어 농민전업합작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절은 앞서 사례분석의 결론을 계량학적으로 실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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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추정치 표준편차 t P>|t|

총자산 1.006*** 0.213 4.72 0.000

생산금액 0.245* 0.097 2.53 0.018

회원수 1.099*** 0.274 4.00 0.001

관리인원수 13.624 26.195 0.52 0.608

이사장 연령 84.929* 35.752 2.38 0.026

이사장 학력 150.534* 60.056 2.51 0.019

활동영역 688.022*** 153.728 4.48 0.000

경영품목수 0.321 99.445 0.00 0.997

유동기간 170.899* 78.151 2.19 0.039

유동가격 -3.433** 0.941 -3.65 0.001

입고여부 4,589.168*** 562.826 8.15 0.000

상수 -3,517.000* 1,579.79 -2.23 0.036

<표 4-7>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인 분석결과

주: ***은 0.1%에서, **은 1%에서, *은 5%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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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시사점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은 토지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농민전업합작사

는 농지를 유입하여 규모화생산을 추진함으로써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영이익 증가로 연결돼 궁극적으로 농가

가 더욱 많은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전업합작사는 농지유

입과정에서 자금문제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 사례분석을 통해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지유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계량분석을 통해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업정책 수립에 있어 적지 않은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사례분석에서는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지유

입할 경우, 입고방법이 전포와 출조보다 유리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포와 출조방법은 유동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반면, 입고

방법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고방법은 농민

전업합작사가 농지유입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농지유

입규모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다음은 로버스트회귀분석을 통해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자산, 생산금액, 회원수, 이사장의 연령과 학력,

활동영역, 유동기간, 유동가격, 입고여부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농민

전업합작사의 자산규모와 생산금액은 농지유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지를 유입하려면 농가에게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원은 대부분 농지를 유

동한 농가이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을수록 농지유입면적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시장의 연령과 학력은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

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동기간이 길수록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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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이 증가하고 유동가격이 상승하면 유입면적이

감소하며 입고는 농지유입면적에 정의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과정에서 자금문제가 가장 크다. 입

고는 수익을 배당하는 방법이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민전

업합작사는 자체적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여 더욱 많은 농업이익을 창출하

면 자금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그 외에 대출우대 조건 완화 등 관

련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사장은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가 농가와 협상할 경우, 유동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농민전업합작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농업이익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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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농지유동가격의 이론적 고찰

1.1 선행연구

현재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지리적 위치, 자연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농지유동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다. 중국의 농지유동시장

은 아직 초기단계에 처해 있어 가격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농지유동화체

계를 구축하고 농지유동화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농지유동가격은 농가가 농지를 유동하여 받는 대가로 농가가 농지를

유동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농

지유동가격이 어떤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농지유동가격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농가들은 농

지유동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

을 분석하여 농지유동가격이 낮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가가

농지유동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농지유동가격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였다. 줘쩬워이(卓建伟) 외

(2005)는 농지 출조 균형가격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식량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정책을 출조농가와 출조 받는 농가에게 각각

보조금을 주는 ‘쌍방향보조금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지유동농가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도시로 이주하게 하는 ‘도시화정책’을 제

시하였다. 쟈오제(焦洁) 외(2009)는 수요공급이론을 이용하여 농지 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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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장, 정부, 풍습 등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궈빈(郭斌) 외(2010)은 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을 이

용하여 농지의 최적출조가격을 도출하였다. 실제 출조가격이 이론적으로

도출한 최적출조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출조인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출조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임차인의 적극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지 이용

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다차이(郑大才)(2007)은 농지유동의

거래비용이 낮은 관계로 농지유동가격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농지유동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하였다.

농지유동가격에 관한 선행연구는 초기에는 이론적인 분석이 위주였으

나 최근에는 영향요인에 관한 계량분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우쩐

쥔(伍振军) 외(2011)의 연구는 농가의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토질, 작물,

토지주식회사 입고 여부 등 토지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농지유동가

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뤄둥치(骆东奇) 외(2011)은 농가의 사회경

제적 요인 외에서 농가의 거주지와 중심지와의 거리를 추가하여 농지유

동가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선윈(申云) 외(2012)는 토양비옥도, 농

지위치, 유동 후 작물 변경 여부 등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외국의 경우 농지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선행되어 있다.

Miranowski and Hammes(1984)의 연구는 표토의 깊이, 산성도, 침식가

능성 등 토양성분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농지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

였다. Roka and Palmquist(1997)은 토양특성 외에 인구밀도 등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Vitaliano and Hill(1994)는 농업진흥지역 등 정책

변수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addison(2000), Snyder

et al.(2007) 등은 이상의 변수에 더하여 시설물과 기후변수까지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Bell and Bockstael(2000)의 연구는 농지와 인근 도시의

거리와 같은 공간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한국의 경우 김정부 외(1990)은 중심지와의 거리, 생산등급, 수리시설

여부, 경지정리 여부, 절대농지인지 여부 등과 같은 개별 필지의 특성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외의 연구는 주로 농지가격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주로 농지가격과 농업수익 간의 인과성을 분석



- 90 -

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이정환 외(1996), 채광석 외(2005), 채광석(2007)

등이 있다. 그 외에 권오상(2008)은 지역특성변수가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의 선행연구는 농가특성을 주

요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농지 관련 특성에는 토질, 작물, 입고 여부 등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농지 관련 입지특성과 수익특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농지 특성변수를 사용하는

동시에 입지특성인 도시근교 여부, 수익특성인 단위생산금액, 유동특성인

유동기간 등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농지 관련 특성변수만 사용하여 유동

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

한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

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이론적 고찰

1.2.1 재산권이론

재산권은 재산에 대한 권리의 총합으로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

권 등을 포함한다. 재산권은 희소자원으로서 배타성, 거래성, 분리성을

지니고 있다. 배타성을 띈 재산권의 거래를 통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

성할 수 있다(루센샹(卢现祥) 외, 2007).

토지승포경영권은 농가의 농지에 대한 재산권으로서 사용권, 수익권과

처분권을 포함한다. 즉 농가는 본인의 농지에서 농업생산을 한 후 얻은

수익을 소유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승포경영권을 부분 또는 전부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권이론은 토지승포경영권을 거래대

상으로 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농지유동화 과정에

서 농가는 재산권인 토지승포경영권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재산권의 분리성은 토지승포경영권을 승포권과 경영권으

로 분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 91 -

농지의 거래가 아닌 농지의 토지승토경영권에 대한 거래이다. 따라서 토

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재산권이론은 농지유동가격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

이다.

1.2.2 지대이론

지대는 토지를 임대하여 받는 경제적 보수이다. 지대의 경제적 속성으

로부터 보면 지대는 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창조한 토지이용자에게 점유

된 잉여가치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의 지대이론을 종합하면 차액지

대이론, 입지교차지대이론, 절대지대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카도

(Ricardo)의 차액지대이론에서는 “차액지대는 토지의 노동생산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이며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비옥도가 다르

며 비옥도가 높은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

다. 튀넨(Thüne)의 입지교차지대이론은 “작물의 시장가격이 같고 생산비

가 동일하면 지대는 시장까지의 운송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시하였다.

마르크스(Marx)의 절대지대이론은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을 가지

고 있다는 이유로 지대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비보우더(毕宝德),

2006).

이러한 지대이론은 농지유동가격의 형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차액지대이론과 입지교차지대이론에 따르면 토질과 위치는 토

지승포경영권의 거래에 의해 형성된 농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가정할 수 있다.

1.2.3 농업수익지가이론

농업수익지가이론은 농지가격이 농업수익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

이다. 장쩐화(張振華)(2013)은 현재가치이론으로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

인을 분석하였는데 농지유동가격이 농업수익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

하였다. 장쩐화의 현재가치이론을 통한 농지유동가격은 아래 같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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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농지유동가격, 는 t기의 농업수익, n은 계약기간, 는

할인율을 나타낸다. 할인율은 동기 대출이자율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톄링시는 중소도시로 투기자본이 아직 토지시

장에 진입하지 않아 농업수익지가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단위생산금액을 토지의 농업수익으로 표시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

고자 한다. 그 외에 위 식에서 계약기간 또한 농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1.2.4 소결

상기 이론을 종합하면 <그림 5-1>로 표시할 수 있다. 우선 재산권이

론은 토지승포경영권을 거래대상으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지대이

론에 의해 토질과 위치는 농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농업수익지가이론에 의하면 농지유동가격은 단위생산금액과 계

약기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유동가격의 결정

요인은 토질, 위치, 단위생산금액, 계약기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93 -

토지승포경영권 거래

재산권이론

거래대상의 이론적 기초

농지유동가격 결정

지

대

이

론

농업

수익

지가

이론

토질

위치

농업수익

계약기간

<그림 5-1> 농지유동가격의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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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지유동가격의 조사자료

상기 농가 조사와 농민전업합작사 조사를 진행하면서 농지유동가격

조사를 병행하였다. 농지유동가격은 유동유형 또는 작물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1～3개 가격표본을 수집하여 총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107개 유효 가격자료를 획득하였다.

<표 5-1>은 톄링시에서 조사한 107개 관측치의 가격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600～800위안 구간의 관측치가 58개로 전체의 54.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800위안이상이 26개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였으며 600위안 미만이 23개로 21.5%를 차지하였다.

농지유동가격 관측치(개) 비중(%) 누적비중(%)

600위안 미만 23 21.5 21.5

600～800위안 58 54.2 75.7

800위안 이상 26 24.3 100.0

합계 107 100.0 -

<표 5-1> 농지유동가격 관측치 분포

주: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그림 5-2>는 도시근교와 농촌지역의 농지유동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톄링시는 농업중심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도시근교에 채소․과일․화

훼․낙농 등 근교산업 외에 벼와 옥수수 등 곡물도 재배하고 있다. 그러

나 도시근교지역의 곡물 생산 농지는 유동가격이 1무 당 300～600위안으

로 매우 낮은 반면, 곡물 이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유동가격은 1

무 당 800～1,200위안 수준으로 가격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농지유동가격은 1무당 500～800위안 수준이었다. 본 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농지유동가격은 1무당 718위안, 도시근교지역의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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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곡물이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유동가격은 각각 1무당 524위안,

1,017위안으로 나타났다.

0 

200 

400 

600 

800 

1,000 

1,200 

농촌 근교_곡물 근교_곡물이외

(위안/무)

<그림 5-2> 도시근교와 농촌지역 농지유동가격(2014년)

주: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그림 5-3>는 작물별 농지유동가격과 단위생산금액을 나타낸 그림이

다. 우선 유동가격을 보면 묘목을 재배한 농지의 유동가격이 1무당 1,050

위안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과일을 재배한 농지의 유동가격이 1,020위

안, 채소가 900위안, 밭작물이 693위안, 벼가 663위안 순이었다. 한편 단

위생산금액을 보면 묘목의 단위생산금액은 1무당 5,200위안으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과일이 1무당 4,500위안, 채소가 3,436위

안, 벼가 1,704위안, 밭작물이 1,520위안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작물별 농

지유동가격은 단위생산금액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지

유동가격이 작물의 단위생산금액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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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작물별 농지유동가격과 단위생산금액(2014년)

주: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유동유형별 유동가격을 보면 입고가 1무당 1,009위안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조가 778위안, 전포가 655위안으로 나타났다. 입고는 농가가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출자하여 받는 유동가격이므로 상대적으로 높

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포와 출조는 농가가 농지를 대부분 친

지 또는 지인에게 농지를 유출한 것이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유동대상별로 보면 농민전업합작사의 유동가격이 1무당 768위안으로

농가의 유동가격보다 215위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는 가족

단위로 경영하므로 농민전업합작사에 비해 경제력이 낮아 유동가격을 협

상할 때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의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민전업

합작사는 일정한 유동규모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주더

라도 농지를 유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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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유동유형별 농지유동가격(2014년)

주: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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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유동대상별 농지유동가격(2014년)

주: 설문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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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 분석

3.1 연구방법

헤도닉가격모형은 특정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전통적인 경제학 방법

론으로 해당 재화가 시장에서 현시되는 화폐 금액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헤도닉가격모형은 그릴리케스(Griliches)에 의해 자동차의 품질 차이가

초래하는 자동차가격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환경재나 기타 비시장재의 수준이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권오상, 2013).

헤도닉가격모형은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어떤 요인이 특정 재

화의 가격결정에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재화를 모든 속성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속성에 대해 가치를 추정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을 농지

가치를 평가한다면 현실적으로 농지 가치의 총합을 개별적인 농지특성에

근거한 가격으로 분해하여 추정하기란 불합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이러한 개별적인 농지특성들이 가진 가치인 잠재가격을 추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이 바로 헤도닉가격모형이다. 헤도닉가격모형은 농지유

동화에 있어 농지에 내재된 개별 특성의 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지불의사

를 지닌 가격에 근거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헤도닉가격함수의 모형으로는 선형함수(Linear Function), 이중로그함

수(Double-log Function), 준로그함수(Semi-log Function)를 주로 사용

하고 있다.

선형함수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관계가 선형이라는 가정 하에

함수화한 것으로 아래의 모형으로 도출할 수 있다(이용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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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관찰된 표본

Y는 종속변수

 는 설명변수로서 특성 변수

 는 설명변수인 과 의 계수

선형함수는 추정결과에 대한 해석이 단순하고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설명변수가 증가할 경우에 농지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변화한

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단점이 있다.

준로그함수는 종속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는 것인데 그 형태는 아래

의 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log     

이중로그함수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모두에 자연로그를 취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중로그함수에서 추정계수는 각 변수에 대한 가

격 탄력성을 나타낸다.

log   loglog 

본 연구는 이중로그함수를 사용하여 헤도닉가격모형에 적용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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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

3.2.1 설명변수 설정10)

농지유동가격 즉 농지유동대금은 농가소득의 구성부분이다. 농가가 합

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자작농지면적과 출조농지면적을 최적배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농가의 소득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max             



      

    

     

여기서

 : 농가의 노동 총량

 : 농가의 농지 총면적

: 자작농지면적

 : 임대농지면적

: 농업노동

 : 농업 이외에 투입되는 노동

: 농업노동임금

 : 농업 이외에 투입되는 노동임금

r : 임대 수입(rent)

 : 단위면적 경작하는데 필요한 노동량

10) 농지유동가격의 설명변수 설정은 이태호(2000)의 쌀 재배면적에 관한 함수

식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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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면적이 클수록 단위면적을 경작하는데 필

요한 노동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으로 표현하였다. 농지

유동가격의 결정요인을 농지수요함수로 유도하려면 식(1)을 다음과 같은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농지수요함수와 농지공급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위 식에 의해 적정한 농지유동가격 ∗를 구한다면, ∗는 다음과 같은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즉 적정농지유동가격은 농가의 소득과 농지면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지특성과 농지유동가격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하고자 한다.

가설1:

농지의 토질에 따라 생산성이 다르므로 농업노동임금도 다르다고 가

정한다. 즉 토질이 좋으면 생산성이 높아 단위시간 농업노동임금이 증가

한다. 따라서 농업노동임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농업노동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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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의 평균 임금

 : 토질에 따른 농업노동임금의 증감율

가설2:

도시근교 여부에 따라 농가의 농업이외에 투입되는 노동의 임금이 다

르다고 가정한다. 즉 도시근교 농가는 농촌지역 농가에 비해 도시에서

취직하는 기회가 많아 농업이외에 투입되는 노동의 임금이 높다. 따라서

농업이외에 투입되는 노동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농업이외에 투입되는 노동의 임금

 : 농가의 평균 임금

 : 도시근교 여부에 따른 농가의 농업이외에 투입되는 노동 임금의

증감율

가설3:

계약기간에 따라 노동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노동임금이 다르다고 가

정한다. 계약기간이 길면 노동시간이 길어져 노동임금이 높아지며, 이는

농업노동임금과 농업이외에 투입되는 노동의 임금에 모두 적용된다. 따

라서 가설1과 가설2를 가설3에 적용하면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계약기간

가설4:

자작농지와 임대농지의 토질이 같은 조건에서 자작농가와 임대농가의

생산성이 같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자작농지의 단위면적 생산량과 출조

농지의 단위면적 생산량이 같다. 이를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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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작농지의 단위면적 생산량

 : 임대농지의 단위면적 생산량

한편 농가 농지의 생산량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농가 농지의 총생산량

: 자작농지의 생산량

 : 임대농지의 생산량

  



  



      


 




  


  
 



마지막으로  ,  ,
를 식(3)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

할 수 있다.

 ∗       

        




      




즉 적정농지유동가격은 농지특성과 관련된 변수인 토질, 도시근교 여

부, 단위면적생산량, 계약기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 상기 네 변수가 농지유동가격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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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변수 설명

농지유동가격자료는 57개 마을을 조사하여 107개 관측치를 획득하였

다. <표 5-2>는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표이다.

종속변수는 1무 당 농지유동가격을 사용하였다. 농지유동가격의 최대

값은 1무당 1,200위안이고, 최소값은 300위안으로 가격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는 유동가격의 특성변수들로 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들이며, 주로 입지특성, 농지특성, 수익특성, 계약특성 등 관련 요

소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입지특성 변수는 도시근교 여부를 사용하였는데, 도시근교와 농촌지역

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도시근교의 농지는 곡물 생산 농지와 곡물

이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농지, 도

시근교의 곡물 생산 농지, 도시근교의 곡물 이외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

등 세 가지 유동가격에 대해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농지특성 변수는 토질을 사용하였는데, 토질이 나쁘다가 1, 보통이 2,

좋다가 3으로 설정되었다. 토질은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지유동가격에 양(+)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특성 변수는 단위생산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작물이 달라 직접 물

량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관계로 단위생산금액을 사용하였다. 단위생산금

액이 높을수록 농지유동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특성 변수는 계약기간을 사용하였다. 농업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따라 농지유동가격도 다르다. 유

입주체는 농지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유동가격을 높게 매겨 계약기간

을 길게 확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동대금을 많이 주려 하지 않

는다. 따라서 계약기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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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x1 x2 x3 x4 x5

x1 1.000 　 　 　 　

x2 -0.287 1.000 　 　 　

x3 -0.459 0.287 1.000 　 　

x4 -0.384 0.480 0.456 1.000 　

x5 -0.331 0.552 0.392 0.546 1.000

<표 5-3> 설명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종속

변수
유동가격 727.523 214.259 300 1,200 107

입지

특성

도시근교

(x1, x2)
1.645 0.792 1 3 107

농지

특성

토질

(x3)
2.000 0.659 1 3 107

수익

특성

단위생산

금액(x4)
2,214.321 1,184.329 1,000 6,500 107

계약

특성

계약기간

(x5)
5.374 7.711 1 50 107

<표 5-2>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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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결과

본 연구는 STATA 12.0을 활용하여 농지유동가격에 대해 특성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54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집한 107개 표본을 사

용하여 종속변수를 농지유동가격으로, 설명변수를 4가지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모형에 이중로그함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추정계수는 각 변수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근교 여부는 농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시근교의 곡물 생산 농지의 추정치는 –0.162로, 도시근교의 곡물 생산

농지이면 농촌지역보다 농지유동가격이 1무당 16.2% 낮을 것으로 풀이

된다. 반면, 도시근교지역 곡물 이외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이면 농촌보다

농지유동가격이 1무당 13.2%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톄링시는 농업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근교지역에 곡물 이외의 작물을 생산하

는 농지와 곡물 생산 농지가 병존하고 있다. 도시근교지역의 곡물 생산

농지는 규모가 작아 농지유동화에 불리한 동시에 생산수익성이 낮기 때

문에 유동가격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시근교에 수익성이 높은

채소․과일․화훼․낙농 등 경제성 작물을 생산할 경우, 농지유동가격이

농촌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농지유동가격은 한국의 임

대료와 비슷한 개념이므로 토지수익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결

과는 이정환 외(1996)의 연구에서 실증된 바가 있다. 이정환의 연구에는

농지임대차료는 지가수준과 관계없이 토지수익성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지가가 낮지만 수익성이 높은 평야지 논의 임

대차료가, 지가는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도시근교 논의 임대차료보다 높

다는 사실과,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임대차료가 그렇지

아니한 농지의 임대차료보다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톄링시

도시근교와 농촌지역의 농지유동가격 격차의 현상을 이정환의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도시인 톄링시의 도시근교에는 곡물 생산

농지가 상당히 남아 있으며, 경제성 작물 생산 농지와 병존하고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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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있다. 그러나 베이징이나 상이하이 등 대도시의 근교지역에는 곡물

생산 농지가 없으며 대부분 관광농업에 사용되고, 채소․과일․화훼․낙

농 등 산업은 원교지역에서 생산한다. 한편 톄링시가 위치해 있는 랴오

닝성의 성 소재지인 선양시일 경우 도시근교지역에는 관광농업, 근교농

업, 곡물농업 등이 모두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근교농업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톄링시지역

에 한하여 분석한 것으로 정의한다.

토질도 농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지의 토

질이 좋아야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5%의 유의수준에서 토질이 좋은 농지는 토질이 나

쁜 농지에 비해 1무당 20.8%(151위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우쩐쥔 외(2011)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우쩐쥔의 연구에는

토질이 농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토질이 좋은 농지는 나쁜 농지보

다 1무당 146위안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생산금액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단위생산금액이 높을수록 농

지유동가격이 높다. 농지의 단위생산금액은 재배작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농가들은 단위생산량(금액)에 따라 농지유동가격을 결정

한다. 단위생산금액의 추정계수가 0.171로 단위생산금액이 1,000위안씩

차이가 날 경우 유동가격이 171위안 차이가 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실제 톄링시에서 곡물과 경제성작물의 단위생산금액은 약 1,000～

3,000위안의 차이가 났으며, 농지유동가격은 약 200～400위안씩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정계수를 톄링시 식량작물과 경제성작물의 단

위생산금액 차이와 곱하면 농지유동가격 차이는 1무당 171～513위안으

로 계산된다. 이는 실제조사가격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는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작물의 농지유동가격이 식량

작물보다 높으며 재배작물에 따라 농지유동가격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를 보면 우쩐쥔 외(2011)의 연구에서는 수산양식

의 농지유동가격이 식량작물보다 1무당 200위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쩐쥔의 연구에서도 작물과 농지유동가격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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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달라 본 연구와 직접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간접비교는 가능하다.

우쩐쥔의 연구는 작물을 생산수익에 따라 순번을 매겨 농지유동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작물의 단위생산금액을 직접 사

용하였다. 두 연구에서 변수의 내용이 다르지만 연구 맥락에서 보면 비

슷하다. 그러나 우쩐줜의 연구는 작물 변수를 순번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엄밀한 분석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작물 순번

을 더미변수로 전환한 후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연구는 작물별로

단위생산금액을 조사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환 외(1996)의 연구에서 실증된 바가 있

다. 이정환의 연구에서 농지임대차료는 토지순수익 수준에 따라 결정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임대차료가 높아지는 것

은 아니며, 농지가격의 상승에 관계없이 토지수익성이 저하되면 농지 임

대차료는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계약기간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추정치는 0.075로 0.1% 유의수준

에서 계약기간이 1년 증가하면 유동가격이 1무당 7.5%씩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길수록 농지유동가격이 높을 것으로 분석

되었다. 유입주체가 농지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유동가격을 높게 매

겨 계약기간을 길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전포 또는 임대

의 방법으로 농지를 친지 또는 지인에게 유출 할 경우, 계약기간이 짧고

유동가격이 낮다. 반면, 농민전업합작사나 기업에게 유출할 경우에는 임

대 또는 출자의 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므로 계약기간이 길고 유동가격

도 높은 편이다. 상기 우쩐쥔의 연구에서도 계약기간이 농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쩐쥔의 연구에는 1% 유의수준에서

계약기간이 1년 증가하면 유동가격이 1무당 5.6위안씩 오를 것으로 분석

되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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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추정치 표준편차 t P>|t|

도시근교_곡물 -0.162*** 0.041 -3.97 0.000

도시근교_곡물이외 0.132* 0.051 2.57 0.012

토질 0.104* 0.050 2.1 0.038

단위생산금액 0.171** 0.059 2.92 0.004

계약기간 0.075*** 0.020 3.82 0.000

상수 5.126*** 0.429 11.96 0.000

<표 5-4>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주: ***은 0.1%에서, **은 1%에서, *은 5%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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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중국의 농지유동시장은 초기단계에 처해 있으며 농지유동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지유동과정에서 농가들은 가장 먼저 농지유동가

격을 보고 농지유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농지유동가격

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

여 농지유동가격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

다.

본 장에서는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근교 여부는 농

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의하면 도시근

교의 곡물 생산 농지는 규모가 작아 농지유동화에 불리한 동시에 생산수

익성이 낮기 때문에 유동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근교에

수익성이 높은 채소․과일․화훼․낙농 등 경제성 작물을 생산할 경우,

농지유동가격이 농촌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질도 농지유동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지의 토질이 좋아야 생산성

이 높기 때문에 유동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단위생산금액은 재배작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단위생산금액이

높을수록 농지유동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농

지유동가격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조사에 의하면 도시근교에서 곡물 생산 농지는 농촌지역보다

유동가격이 낮고, 곡물 이외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는 농촌지역보다 유동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톄링시는 농업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근교에는 곡물 생산 농지가 상당히 남아 있으며 경제성 작물을 생산

하는 농지와 병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도시근교의 곡물 생산 농

지의 유동가격이 현저히 낮아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토질이 좋아야 생산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토질은 유동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또는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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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원회는 토질을 개선하기 위해 농약사용량 제한, 유기비료 사용 등

다양한 토질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지의 단위생산금액은 재배작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농가

들은 단위생산량(금액)에 따라 농지유동가격을 결정한다. 농지수익성이

농지유동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지의 단위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재배작물에 따라 규모화 효과가 다르므로

작물별로 농지유동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계약기간이 길수록 농지유동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농지유동유형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짧은 전포와 출조이기 때문에

농지유동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농가들은 농지유동가

격의 정보를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단기간 유출하고 시세

를 보고 다시 재계약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가들의 농지유동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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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전국의 농지유동화율은 30%에 육박하

였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체제전환기에 처해 있어 토지이용 관련 제도

가 미흡하며, 특히 농지유동화에 관한 법제도가 더욱 미흡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의 농지유동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유출주체, 유입주체, 유동가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농지유

동화 구조에 대해 심층 분석한 후, 농지유동화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하여 관련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유출주체인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에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청년농가들은 전포와 출조를 선호한 반면, 나이가 높고 학력이 낮은 중

장년 농가들은 입고를 선호한다. 이는 청년농가들은 도시로 나가 구직해

야 하므로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장년 농가들은

도시에서 취직이 어려워 유동대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입고를 선호한다.

그리고 비농업종사자비중이 높을수록 전포와 출조를 선호한다. 이는 비

농업종사자비중이 높으면 도시로 나가 일하는 사람이 많아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겉으로 전포와 출조를 선호하는

농가가 현금을 받고 싶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농가들이

도시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토지승포경영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동가격 면에서는 입고가 전포와 출조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입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토지

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입고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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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입고는 위험부담이 있으며 새로운 유동유형으로 어느

정도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선택하기 때문이다.

농가의 농민전업합작사유출에서는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농가들이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유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 농가

들이 도시에서 취직이 어려워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유출하여 농민전

업합작사에 다시 취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농업종사자비중이

낮을수록 농민전업합작사로 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종사자비

중이 높은 농가는 도시로 나가 일해야 하기 때문에 친지 또는 지인에게

농지를 맡긴다. 한편 유동면적이 넓을수록 농민전업합작사로 농지를 유

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민전업합작사가 유동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넓은 농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농민전업합작

사가 제시한 유동가격이 대부분 친지 또는 지인이 제시한 유동대금보다

높기 때문에 높은 유동가격을 원할수록 농민전업합작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인식도는 농가의 유동

대상 선택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에서는 자산규모와 생산금액이 많을수록

농지유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지

를 유입하려면 농가에게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은 대부분 농지를 유동한 농가이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을수록

농지유입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농지유입면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사장의 연

령이 많을수록 주민들의 신임을 많이 얻어 농가의 농지유출을 설득하는

데 보다 용이하고 이사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농민전업합작사를 경영하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높아 농지를 더 많이 유입하여 농업생산을 종사하기

때문이다. 유동기간이 길수록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면적이 증가하

고 유동가격이 높을수록 유입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

동기간이 길어야 농민전업합작사가 장기적으로 농지에 대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전업합작사의 자산규모가 일정하기 때문에 유동가격

이 상승하면 유입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입고는 유동대금을 현금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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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지유입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에 농지유입면적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도시근교 여부는 농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의하면 도시근교의 곡물 생

산 농지는 농촌지역보다 유동가격이 낮고 도시근교의 곡물 이외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는 농촌지역보다 유동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톄링

시는 농업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근교에는 곡물 생산 농지가 상

당히 남아 있으며 근교산업을 생산하는 농지와 병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

다. 그러나 도시근교지역의 곡물 생산 농지는 규모가 작아 규모화 생산

에 불리한 동시에 생산수익성이 농촌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유동가격이

매우 낮다. 농지의 토질이 좋아야 생산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위생산금액이 높을

수록 농지유동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지의 단위생산금액은

작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농가들은 단위생산량(금액)에 따

라 농지유동가격을 결정한다. 농지유동화에서 곡물은 규모화 효과가 크

지만 채소나 과일 등 경제성 작물은 규모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

이다. 따라서 작물별로 농지유동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계약기간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계약기간이 길수록 유동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은 농지유동가격의 정보를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단기간 유출하고 시세를 보고 다시 재계약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농가들의 농지유동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

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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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농촌지역의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농지영세

화문제이다. 그 외에 도시화와 공업화의 발전으로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황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

히 농지영세화로 인해 곡물생산이 기타 작물에 비해 생산효율성이 현저

히 낮은 점도 이농의 주원인으로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정부는 농

지유동화를 추진하여 농업규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농업규모화는 농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유동화의 현황과 문제

점을 분석하여 농지유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승포경영권을 승포권과 경영권으로 분리하여 관련 법적 내

용을 조속히 정의해야 한다. 현재 실정을 보면 농지유동화 과정에서 이

미 승포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승포권은 유출주체가, 경영권은 유입주

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포권과 경영권에 대해

법적 정의가 없으므로 유출주체인 농가는 승포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토지를 장기적으로 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가들의 농

지유동기간이 짧은 것도 이러한 원인에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

입주체는 경영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장이 없어 장기적인 투자를 꺼려

한다. 따라서 승포권과 경영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조속히 규정하여 농

가가 안심하게 농지를 유출하는 동시에 유입주체가 안심하게 농지를 유

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토지승포경영권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 상속권을 인정하면

농가들이 농지에 대한 장기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 농지유동화를 촉

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권을 인정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농지영세화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왕양(2014)은 ‘최소경작

단위’의 ‘단독상속제’를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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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을 지분화하여 ‘최소경작단위’를 1주로 표시한다.

승포인이 사망할 경우 농지의 토지승포경영권이 여러 개의 주식을 포함

하면 여러 명의 자녀가 각각 상속받을 수 있다. 여기서 1개의 주식이 하

나의 ‘최소경작단위’로 상속자 한 명만 상속 받을 수 있으며 분할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러 명의 상속자 중 한 명만 1주의 토지승포경영권을 상

속받을 수 있다면 기타 상속자는 기타 유산을 상속 받는다. 그러나 경제

낙후지역의 농가들은 대부분 농지 외에 기타 유산이 거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 유산의 가치가 토지승포경영권의 가치보다 적으면 토지승

포경영권 상속자는 기타 상속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다음은 비농

업인의 토지승포경영권 퇴출문제이다. 농가들은 농지에 대한 소유욕으로

토지승포경영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에 완전히 정착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하여 토지승포경영권 퇴출을 적극

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도시에 정착하지 못한 농가들은 일정한 유예기간

을 두고 천천히 퇴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퇴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로 농지유동대금에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이 수수료는 정착한 농가의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렇게 되면 정착하지 않은 농가들은 더욱 노력하여 도시에 정착할 수 있

으며 도시에 완전 정착하면 보조금을 받고 토지승포경영권을 포기하게

된다. 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 퇴출에 관한 보조금과 유예기간은 각 지방

예산과 농가의 실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이다. 중국도 10～20년 후이면 농가 고령화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고령화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 진입을 허락해야 하며 상속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중국정부는 농촌마을의 신규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물론 이는 기존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

서 추진하는 조치이지만 중국이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 농촌마을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상속자의 범위를 제

한하지 않고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신규 진입은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고령화시대

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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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가들이 농지를 입고방법으로 유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전체 농지유동면적에서 전포와 출조가 약 80%를 차지한 반면,

입고는 6%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입고가격이 전포와 출조보다 높

은 편이다. 입고는 농가가 농민전업합작사나 기업에 농지를 지분화하여

유출한 후, 농민전업합작사나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받

는 방법이다. 따라서 입고는 농민전업합작사나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가가 경영

실적이 좋은 유입주체에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면 훨씬 많은 이익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농가들은 입고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동시에 이러한 위험부담 때문에 입고방법을 회피하기도 한다. 따라

서 농가가 유동유형과 유동대상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농가 스스로 입고방법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넷째, 계약기간을 장기화해야 한다. 농가가 장기적으로 농지를 유출해

야 농지유동가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보다 안정적인 유동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농지유출 농가에서 약 80%가 전포 또는 출조방법으로 단

기간 농지를 유출하고 있다. 이는 농가들이 도시생활에 대한 불확실성과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애착이 강해 전포와 출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

이된다. 또한 농지유동가격의 불확실성으로 농가들은 장기적으로 농지를

유출하는 것을 꺼려한다. 농업생산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그 효과가 나

타난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해야 농가가 더욱 많은 이익

을 획득할 수 있다. 농가들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려면 우선 농촌지역의

양로보험과 농민공의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쉬전웬

(徐珍源) 외, 2010). 농촌지역의 사회보장제도는 농가들이 농지를 유출한

후에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농지의 장기적인 유출을 촉

진할 수 있다. 다음은 농지유동가격을 높여 장기계약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장기간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면 기타 유동유형보다 높은

유동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가가 장기적으로 농지를 유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농가의 토지승포경영권을 장기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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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유출 농가에 대해 사후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현

재 농지유출한 농가에서 연령이 낮은 농가들은 대부분 도시에 나가 일하

고 연령이 높은 농가들은 고향에 남아 농사일을 하고 있다. 도시에 간

농가들은 기술이 있으면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지만, 대부

분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에 가면 일용직으로 고용돼 앞날을 전전긍

긍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을 중국에서는 ‘농민공’이라고 한다. 농민공

은 중국에서 최하위계층으로 임금이 최하위이면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농민공문제는 중국정부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이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농민공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농가에 대

해 기술지도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농가들이 특정 기술을 보유하면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가 쉬워진다. 따라서 정부는 농지유동화

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지를 유출하거나 유출할 의사가 있는 농가들에게

기술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업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창업하려는 농가들에 대해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농지유출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이 있으면 농가들

은 농지유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여섯째, 다양한 유입주체를 육성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농지유입주

체에서 농가가 약 65%를 차지하여 기타 유입주체가 상당히 적다. 사례

지역인 톄링시에서도 전포를 위주로 한 농가 외에 대부분 농민전업합작

사가 농지를 유입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 유입주체는 자칫 하면 농지유

동시장을 독점하여 농가들이 협상할 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입주체를 육성하여 농가들이 유동대상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농가들이 입고방법으로 토지주식합작사에 농지를 유출하는 것이 가장 유

리하지만 실제로 토지주식회사가 매우 적다. 따라서 토지주식합작사의

육성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농지유동가격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농지유

동유형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짧은 전포와 출조이기 때문에 농지유동가격

이 전반적으로 낮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농가들이 토지승포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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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고방법으로 농민전업합작사에 유출하는 편이 가장 유리하다. 그리

고 토질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토질을 개선하기

위해 농약사용량 제한, 유기비료 사용 등 다양한 토질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수익성 또한 농지유동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

지의 단위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지

유동시장을 설립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대부분 농가와 유

입주체가 직접 협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지유동가격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농지유동시장을 건설하여 토지승포경영권의 거래체계를 정비하여

농지유동 쌍방이 공평한 환경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

다.

여덟째, 작물별 농지유동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유동화에서

곡물은 규모화 효과가 크지만 곡물 이외 작물은 규모화 효과가 상대적으

로 작은 편이다. 따라서 작물별로 농지유동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곡물은 기계화작업이 편리한 농지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 톄링시의 경우, 도시근교지역의 일부 농지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농지의 유동가격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이러

한 도시근교지역의 곡물 생산을 중지하고 수익성이 높은 경제성 작물 또

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곡물 이외 작물인 채

소․과일․화훼․묘목․낙농 등 경제성 작물은 규모화 생산의 효과가 크

지 않기 때문에 도시근교에서 작물별 집중재배단지를 건설하여 생산하도

록 한다. 작물별 생산단지를 건설하면 생산비용, 유통비용, 판매비용 등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 도시근교의 농지와 농

업생산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근교산업을 추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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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중국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특

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농가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승포경영권을 거래할 수 있

기 때문에 중국 특유의 농지유동화 구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

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농지유동화 정책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농지유동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유출주체, 유입주체, 농지유동가격 등 다 각도로 농지유동

화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유출주체인 농가의 유동유형과 유동대

상 선택요인을 분석하고, 유입주체인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

인을 분석하였으며,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을 농지 특성변수를 사용하

여 분석한 것은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농지유동화의

현황과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

다. 이를 토대로 향후 농지유동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자 한다.

중국의 농지유동화와 관련한 본 연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금번 조사

는 경제낙후지역의 중소도시 한 지역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중국 전체 지

역의 농지유동화를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특히 도시근교지역의

농지유동가격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비교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근교농업, 그리고 평야지역과 도시근

교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비교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통계자료가 횡단면자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기

법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한국의 선행연구에서 농지가격 관

련 연구는 대부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농지

가격이 농업수익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에서 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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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자본의 투기요인을 추가하여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중소도시이므로 농지시장에

아직 투기자본이 진입하지 않았지만, 대도시나 경제발전지역의 중소도시

에는 자본이 어느 정도 진입하였다. 따라서 대도시나 경제발전지역 중소

도시의 근교농업을 연구할 때 자본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지난 10여년의 성장으로 일정한 규모에 달하였

다. 과거의 농지유동화는 도시로 나가는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유

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농지유동화는 농촌에 남아 있는 농

가들의 농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생산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

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의

농지를 어떻게 유동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농

지유동화 정책은 유입주체 육성을 중심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입주체육성정책은 농지유동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 중심의 농지유동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지유동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표

를 마련하여 관련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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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China’s Farmland

Transfer

- in the Case of Centralized Agricultural

Area: Tieling City -

Li, Yin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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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armland Transfer is the precondition of large scale agriculture.

Large scale agriculture, by the means of distributing the farmlands

efficiently and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is ultimately aimed

at raising the income of farmers. The main farmland transfer form in

China is converting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s from one

family to another or to an economic organization.

The household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in China has enlarged

agricultural production significantly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to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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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in the early 1980s. However, it also led to the problem of

farmland dispersion. At the same tim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ome of the farmlands are

abandoned. This phenomenon is mainly caused by the shift of labor

forces from rural to urban areas. In particular, the low income of

grain production comparing to other crops, which is caused by the

scattered farmlands, could be the main reason for this change. Given

this backdrop,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promote the large

scale agriculture by accelerating the farmland transfer policy.

Nowadays the Chinese government is boosting farmland transfer

through various new policies. They push forward an innovative

Farmland Transfer Policy on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CPC

17 in 2008, which is called as the “third land reform” in China, which

shows remarkable effect. Until June 2014, there has been almost

380,000,000 Mu transferred farmlands, which occupies 28.8% of the

total farmlands.

The Farmland Transfer in China has made great achievement.

However, the Land Use System, especially the Land Transfer

Legislation, is not yet perfectly-developed as Chinese System is in

transition period. So many problems surface with the rapid expansion

of the Farmland Transfer, such as economic loss of some farmers,

low diversity in inflow subjects and wide spread of disorderly deal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the Farmland Transfer in Structure level.

Both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Farmland

Transfer in structural level was done in this research, including

analyzing the preference of farmers who is the main outflow subject

and the key factors which affect the inflow of Farmer specialized

cooperative. Also, we analyzed the decisive variables of Farm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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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e as wel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nd a conclusion

was got as below:

Firstly, the outflow subjects were analyzed by the Binary Logit

Model. As the result shows, the better educated young farmers prefer

Zhuanbao and Chuzu, while the less educated old farmers prefer to

Rugu. Besides, as the percentage of non- agriculture worker

increases, Chuzu is becoming more popular than any other form. This

phenomenon can be attributed to the farmer’s dependence on the

farmlands. Since they are not used to city life, they don’t tend to

give up the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 As to the transfer price,

farmers can gain more profit from Rugu compared to Zhuanbao,

which is the main reason why Rugu is preferred. The income of

Rugu is usually higher than that of Zhuanbao where the farmers

have to share the risk.

Secondly, a Robust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main factors on the inflow farmlands of the farmer specialized

cooperative. The result is that factors such as capital asset,

production amount, membership number, age and education of the

leader, management scope, transfer period, transfer price, whether

Rugu or not, altogether effect the land transfer of farmer specialized

cooperative. The biggest problem during the process of land transfer

is capital lack. As one of the important transfer methods, Rugu acts

as a good way to allocate management profits, therefore will reduce

the burden of farmer specialized cooperative. Besides, the longer the

transfer period is, the more long-term investment farmer specialized

cooperative can make, which helps increase the farming profits.

Finally, as to the farmland transfer price, Hedonic Price Model was

introduced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s that factors such as

whether rural areas or not, quality of farmland, uni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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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contract period tend to influence the transfer price. A Case

of Tieling City was taken for instance. The price of grain lands in

closer area is higher than that in faraway area. But when it comes

to other economic crop land, the situation is reversed. Tieling City is

located in the central of farmlands, so grain farmlands and economic

crop lands are mixed with each other here. Since unit production

amount differs according to different plants, most farmers decide the

transfer price based on unit production amount. In the process of land

transfer, the scale effect of crop plants is relatively bigger comparing

to economic plants such as vegetable and fruits. There the transfer

policy should be made according to different plants. Besides, a long

period of contract should be made in order to eliminate the

uncertainty of transfer price.

This research proposed an energetic policy under the analysis,

expect that this serving as a breakpoint to handle the structural

problem in the Farmland Transfer. So far, the Farmland Transfer

Policy in China paid lots of attention to search and establish inflow

subjects. However, these policies cannot deal with the fundamental

problems of Farmland Transfer properly. In order to get through the

bottleneck, some new policies taking farmers’ transfer behavior into

consideration are timely necessary.

keywords : Farmland Transfer,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s, Transfer price, Binary Logit Model, Robust

Regression Model, Hedonic Price Model

Student Number : 2007-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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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 摘 要

中国农地流转问题研究
-农业中心地区案例分析：以铁岭市为中心-

农地流转是农业实现规模化经营的前提条件。农业规模化经营通过有效

分配资源和提高农业效率，最终实现农民收入增加。农地流转是指农户将土

地承包经营权转让给其他农户或经济组织，从而发生的农地流转现象。

八十年代初期中国农村地区实行的家庭联产承包责任制实现了农业生产

量的增加，但同时也出现了农地零碎化问题。随着城市化与工业化的发展，

农村劳动力不断涌入城市，一些地区出现了农地抛荒现象，同时由于粮食的

生产效率低于其他作物，使得农民纷纷离开农村寻找生计。在这样的背景

下，中国政府开始推行农地流转政策，从而达到农业生产适度规模化经营。

中国政府相继出台了诸多相关政策，以积极推行农地流转。2008年中共

十七届三中全会上发表的农地流转政策，被称为“第三次土地改革”，包含

了“长久不变”的重大决策。2008年以后，中国的农地流转快速发展，截止

到2014年6月, 农地流转面积达到3.8亿亩，占家庭承包面积的28.8%。

农地流转经过十几年的发展，取得了巨大收获。由于中国正处于转型

期，土地利用制度并不健全，其中农地流转制度的发展尤为缓慢。在农地流

转过程中，出现了农户利益受到侵害，缺乏流入主体以及无秩序交易等问

题。为解决这些问题，需要具体分析农地流转的结构从而探索改良方案。

本文从流入主体、流出主体、流转价格三个方面，对农地流转的结构问

题，进行了定性与定量分析。并且分析了流出主体农户选择流转方式的影响

因素、流入主体农民专业合作社流入农地的影响因素、农地流转价格的决定

因素。得出研究结果如下：

首先采用二元Logit模型，分析农户选择流转方式的影响因素。研究结

果显示，年纪较轻学历较高的农户倾向于选择转包和出租的方式，年纪较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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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历较低的农户倾向于选择入股的方式。非农业人口比重较高的农户倾向于

选择转包和出租的方式。原因归结为农户对土地的所有欲比较强，并且在城

市生活中没有基本保障，所以不愿意放弃与生计相关的土地承包经营权。入

股价格比转包和出租的价格高，是因为农户需要承担经营风险。

其次采用Robust回归模型，分析农民专业合作社流入农地的影响因素。

研究结果表明，资产、生产金额、会员数、理事长的年龄与学历、活动领

域、流转期限、流转价格、是否入股等因素，影响农民专业合作社流入农

地。农民专业合作社在流入农地过程中，最大的问题是资金问题。入股是分

配经营利益的流转方式，可以减少农民专业合作社的经济负担。此外，流转

期限越长，农民专业合作社可以进行长期投资，有利于提高农业收益。

最后采用Hedonic价格模型，分析农地流转价格的决定因素。研究结果，

城市近郊与否、土地质量、单位生产金额、合约期限等因素，影响农地流转

价格。本次调查发现铁岭市近郊农地中，粮食产区的农地流转价格比农村地

区低，而生产经济作物的农地流转价格则偏高。铁岭市处于农业中心地区，

城市近郊还残留着粮食生产用地，与经济作物生产用地并存，所以出现了近

郊农地流转价格差距大的现象。作物不同，单位生产金额也有所差距。多数

农户根据单位生产量（金额），决定农地流转价格。在农地流转过程中，粮

食作物比经济作物的规模经营效果大一些，所以需要分作物制定农地流转政

策。此外，为了消除农地流转价格的不确定性，需要设定较长的合约期限。

本文结合以上研究结果，对完善和建设农地流转制度提出政策建议。本

文分析得出的一个重要启示是，分析农户选择流转方式的行为是解决农地流

转问题的突破口。现今的农地流转政策主要是以培养流入主体为中心，而这

样的政策无法解决农地流转的根本问题。因此要解决农地流转的根本问题，

必须考虑农户的农地流出行为，从而制定妥当的农地流转政策。

关键词: 农地流转，土地承包经营权，流转价格，二元Logit模型，Robust回归模

型，Hedonic价格模型

作者: 李银花

指导教师: 金汉镐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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