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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농업진흥지역 영농형 태양광 설치 법률안 발의 규탄 (총 2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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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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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
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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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

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

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

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

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
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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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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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
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
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
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
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
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
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
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영농형태양광이 발전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농지의
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91%

가량이 우리나라의 진흥지역

년 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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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을 방지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 중

58%

가 비진흥지역이

고 현재 농지법에서도 비진흥지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어 있다. 지금 농지법으로도
비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도 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일시에 진행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실련은 공동으로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에게
당장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
식량자급이 사료포함

21.7%

고 밀자급은

0.7%

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가에

서 농지를 훼손하자는 법을 대표입법 발의한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뻔이다. 농민소득
증대를 운운하는 것도 농지소유 구조문제로 농민들에겐 별 소득증대 효과도 없을 것임
에도 농지만 훼손할 이런 법률안을 냈다는 것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기본 철학도 없는
무지에서 나왔다고 본다.
강진,고흥,보성,장흥 농민들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김승남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벌려놓
은 이번 일이 향후 농민 소득 증대가 아니라 비농민이 마치 농민인 척 거짓행세하고
국가지원금과 태양광 발전 소득을 챙겨가는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을 만들 수 있다. 유
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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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농민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주길 호소한다.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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