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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21대 국회의원 300명
   <정기공시 및 신규 재등록 퇴직 등 반영 300명, 정기공시는(2020.3.26.기준) 21대국회 

신규, 퇴직 등(2020.8.28.기준) 반영>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정당별 면적 및 가액 

정당 면적(제곱미터) 가액(천원)
국민의힘(국) 240,705 8,671,315
더불어민주당(민) 121,342 3,841,168
무소속(무) 35,207 787,034
정의당(정) 1,359 10,347
열린민주당(열) 581 51,530

5.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

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

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요약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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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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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의원�농지소유현황�조사발표

Ⅰ. 조사배경 및 목적

  ❍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

원임. 따라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

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또한 전체 농지 158만ha 중 49%(77.6만ha)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식량

생산기지로 보전하기 위해 타용도 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이용을 금지하여야 함.

  ❍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위탁경영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 

  ❍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

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천㎡(0.1ha, 

약 300평), 상속농지는 1만㎡(1ha, 약 3,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

범해야 함.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

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지 정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 지역구와 소유 농지의 소재지, 농지 가액 및 면적 규모 등을 검토하여, 투기 의혹이 

의심될 때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취득 경위와 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을 요청하여 확

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농지법 

제3조의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에 근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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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대상 및 기준

 

  ❍ 조사대상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 

    - 해당 조사시점(재선 등 2020. 3. 26. / 신규, 재등록 등 2020. 8. 28.) 이후의 취임, 퇴

임, 매매, 가액변경,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구체적인 조사대상자는 국회의원 300명임. 

 ❍ 조사기준

   ▪ 농지 : 전, 답, 과수원

   ▪ 소유 : 본인 및 배우자

 ❍ 조사자료

  ▪국회의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는 국회의원 재산공개 데

이터, 참고자료 등은 통계청 데이터

Ⅲ. 조사결과

□1  국회의원 전체 현황

◆ 전체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전체 300명 중 76명)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 원

 ❍ 전체 공개대상자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소유하여 25.3%의 비율로서, 국회의원의 4분

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국회의원 총 소유 면적은 40ha(약 120,968평)이고, 총 소유 가액은 133억6천1백만3십9만

4천 원임.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52ha(약 1,592평) 고위공직자의 평균 

0.43ha보다 많음. 1인당 평균 가액은 약 1억7천5백만 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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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1대 국회의원 전체 농지 소유 현황

구  분
소유자 수

총면적 가액
1인당 평균

인원 비율 면적 가액

전체
(300명)

76명 25.3%
40ha

(120,968평)
134억

0.52ha
(1,592평)

1억7천5백만

[표 2] 참조 : 고위공직자 전체 농지 소유 현황

구  분
소유자 수

총면적 가액
1인당 평균

인원 비율 면적 가액
전체

(1,862명)
719명 38.6%

311ha
(942,050평)

1,360억
0.43ha

(1,310평)
1억9천

중앙부처 200명 10.7%
52.17ha

(158,076평)
268억

0.26ha
(786.5평)

1억3천

지방자치단체 519명 27.9%
259ha

(785,625평)
1,091억

0.49ha
(1,514평)

2억1천

 ❍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

유1)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회의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52ha는 결코 작

은 규모라고 할 수 없음.

 ❍ 「농지법」제7조(농지소유상한)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

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

정되어 있음.

   - 국회의원 가운데 1ha(10,000㎡) 이상 소유자는 8명임.

   - 만일 1ha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업경

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함.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는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천㎡(0.1ha, 약 300평) 이상의 농지2)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

람이라고 하고 있음.

   - 국회의원 76명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51명(67%)이 1천㎡ 이상으로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임.

   - 물론 배우자 등 세대원이 경작을 하거나, 농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고 향후 귀농 등의 목표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정

책의 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음.

   -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음.

1) 통계청, 농지통계.
2)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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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원 개별 농지소유 현황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11.5ha) ②박덕흠(3.5ha) ③임호선(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15억8백만) ②이주환(9억9천6백만) ③정동만(9억4천9백만)

※ 각 정당명을 국민의힘(국), 더불어민주당(민), 정의당(정), 열린민주당(열), 무소속(무)로 

표기, 소속 상임위원회도 일반적 축약 표기에 따름.

[표 3]  국회의원 농지소유면적 측면의 10위

순위 정당 지역구 이름 상임위 가액
(백만원)

면적(ha)
(1ha/10,000㎡)

면적(평)
(1평/3.3㎡) 농지 소재지 소유자 필지

(개)
평당가액

(원)

1 국 비례 한무경 산자 327 11.50 34,836 강원 평창 본인 35 9,380 

2 무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박덕흠 환노 787 3.52 10,669 강원 홍천 배우자 57 73,771 

3 민
충북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임호선 행안 700 2.05 6,222 충북 진천
본인 

배우자 11 112,494 

4 민
서울 

도봉구
갑

인재근 보건
복지 184 1.86 5,633 인천 강화 본인 4 32,604 

5 국 비례 윤주경 국방 335 1.26 3,803 강원 강릉 본인 8 87,994 

6 민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농해수 163 1.19 3,606 전북 김제
본인 

배우자 3 45,210 

7 국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보건
복지

1,508 1.07 3,251 경남 창원
본인 

배우자 2 464,044 

8 국 경북 
김천시 송언석 국토 177 1.04 3,148 경북 김천 본인 11 56,249 

9 민
전북 

익산시
갑

김수흥 기재 140 0.94 2,844 전북 군산
본인 

배우자 3 49,075 

10 국
부산 

부산진
구을

이헌승 국토 315 0.86 2,612 경남 밀양 본인 7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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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회의원 농지소유 가액 측면의 10위 

순위 정당 지역구 이름 상임위 가액
(백만원)

면적(ha)
(1ha/10,000㎡)

면적(평)
(1평/3.3㎡) 농지 소재지 소유자 필지

(개)
평당가액

(원)

1 국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보건
복지

1,508 1.07 3,251 경남 창원
본인 

배우자 2 464,044 

2 국 부산 
연제구

이주환 산자 997 0.10 317 부산 
해운대구

본인 10 3,146,442 

3 국 부산 
기장군 정동만 국토 949 0.69 2,097 부산 기장

본인 
배우자 7 452,515 

4 무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박덕흠 환노 787 3.52 10,669 강원 홍천 배우자 57 73,771 

5 국 비례대
표 조명희 과기 768 0.85 2,579 경북 포항 배우자 7 297,597 

6 민
충북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임호선 행안 700 2.05 6,222 충북 진천
본인 

배우자 11 112,494 

7 국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이철규 산자 683 0.49 1,500 경기 
남양주 본인 2 455,431 

8 민
광주 

광산구
갑

이용빈 운영 546 0.14 437 전남 장성
본인 

배우자 3 1,249,381 

9 국
서울 

강남구
병

유경준 기재 383 0.53 1,617 부산 강서 본인 25 236,539 

10 국 울산 
중구

박성민 국토 360 0.03  90 울산 북구 배우자 1 3,993,277 

[표 5] 평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

정당 지역구 이름 상임위 가액
(백만원)

면적(ha)
(1ha/10,000㎡)

면적(평)
(1평/3.3㎡) 농지 소재지 소유자 필지

(개)
평당가액

(원)

국 울산 
중구

박성민 국토 360 0.03 90 울산 북구 배우자 1 3,993,277 

국 부산 
연제구

이주환 산자 997 0.10 317 부산 
해운대구

본인 10 3,146,442 

민
광주 

동구남
구을

이병훈 문체 138 0.03 85 광주 서구 배우자 3 1,620,023 

민
광주 

광산구
갑

이용빈 운영 546 0.14 437 광주 
광산구

본인 
배우자 3 1,24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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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명의 국회의원이 평당가액 1백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농지의 가격

이 평당 1백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농지가격의 상승이라기 보다는 투기 목적

의 농지소유 등의 의심이 있을 수 있으며, 농지전용의 우려가 큼.

 ❍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의 내용도 상이하여 관련 상임위에 소속되

어 있는지도 공직자 이해충돌 발생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음.

 ❍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의 평균 평당 가격이 7~8만 원이고, 최대 15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2018년 벼

농사의 소득은 10a(0.1ha; 300평)당 68만3천 원으로 조사되었음. 이자율이 연 3%라면 

농업수익으로 환산한 농지 가격은 2,276만7천 원으로 평당 7만6천 원이 채 되지 않는

다고 함.3) 보도된 기사와 비교하여 보아도 농사를 짓기 위한 적정 농지가격 수준을 판

단할 수 있음.

□3  국회의원 정당별 농지 소유 현황

 ❍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면적과 가액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국회의 의석수와 비교해

도 국민의힘 농지소유 규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여당의 농지소유 규모도 

적지 않은 수준임. 농지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농지보전과 이용에 더 큰 입법적 지

원이 필요한데, 이렇듯 적지 않은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그 문제해결에 적

극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상황임.

[표 6] 국회의원 정당별 농지소유 현황 

정당 가액(백만원) 면적(ha)
(1ha/10,000㎡)

면적(평)
(1평/3.3㎡)

국민의힘 8,671 24.07 72,941 

더불어민주당 3,841 12.13 36,770 

무소속 787 3.52 10,669 

정의당 10 0.14 412 

열린민주당 52 0.06 176 

3) [기고]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에선 금지하자.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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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참조: 21대 국회 정당별 의석 현황 

정  당 의 석 수
더불어민주당 174

국민의힘 102 
정의당 6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기본소득당 1
시대전환 1
무소속 10

□4  경실련 의견

 ❍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경관 제공, 환경생

태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가 큼. 하지만 농지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

루어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통계청의 농지자료에 따르면 논과 

밭의 경지면적 2012년 173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년간 15만ha가 감소했음. 최근 

7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517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감소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

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음.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

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한 것임.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

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농업인 소유하고 있는 농지 비율

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됨. 

 ❍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

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더해지고 있음. 따라서 농지는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해야 함. 실제로 경작하지 않

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으며, 농지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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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

지 못하고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허점투성이의 「농지법」상 ‘농지의 취득과 보유 처

분 등에 관한 법령4)’의 개정 등이 필요함. 아울러 농지의 이용실태가 제대로 투명하

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비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

이 정책 의견을 개진함.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
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
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취득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
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
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끝>

4) 농지법 제6조 내지 제8조,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등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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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역구 이름 상임위 가액
(백만원)

면적
(1ha/10,000㎡)

면적
(1평/3.3㎡) 주된 소재지 소유자 필지

(개)
평당가액

(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
구

강기윤 보복 1,508 1.07 3,251 경남 창원 본인 배우자 2 464,044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주환 산자 997 0.10 317 부산 해운대구 본인 10 3,146,442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정동만 국토 949 0.69 2,097 부산 기장 본인 배우자 7 452,515 

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
군영동군괴

산군

박덕흠 환노 787 3.52 10,669 강원 홍천 배우자 57 73,771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명희 과기 768 0.85 2,579 경북 포항 배우자 7 297,597 

더불어민
주당

충북 
증평군진천
군음성군

임호선 행안 700 2.05 6,222 충북 진천 본인 배우자 11 112,494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
시삼척시정

선군

이철규
산자
정보 683 0.49 1,500 경기 남양주 본인 2 455,431 

더불어민
주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운영 546 0.14 437 광주 광산구 본인 배우자 3 1,249,381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유경준 기재 383 0.53 1,617 부산 강서 본인 25 236,539 

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성민 국토 360 0.03 90 울산 북구 배우자 1 3,993,277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주경 국방 335 1.26 3,803 강원 강릉 본인 8 87,994 

별첨1 :　21대 국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전체(가액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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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산자 327 11.50 34,836 강원 평창 본인 35 9,380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이헌승 국토 315 0.86 2,612 경남 밀양 본인 7 120,721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이채익 국방 235 0.50 1,516 경북 경주 본인 2 155,248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서병수 기재 217 0.20 596 울산 울주 본인 1 363,659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서일준 기재 197 0.15 450 경남 거제 본인 2 436,590 

더불어민
주당

서울 
도봉구갑 인재근 보복 184 1.86 5,633 인천 강화 본인 4 32,604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송언석 국토 177 1.04 3,148 경북 김천 본인 11 56,249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헌 보복 171 0.10 296 경남 양산 본인 1 579,480 

더불어민
주당

전북 
김제시부안

군
이원택

운영 
농해 
여가

163 1.19 3,606 전북 김제 본인 배우자 3 45,210 

더불어민
주당

제주 
제주시을 오영훈 행안 157 0.39 1,173 제주 서귀포 본인 1 133,650 

더불어민
주당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기재 149 0.18 551 충남 당진 본인 7 270,090 

더불어민
주당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행안 145 0.06 193 충남 천안 본인 1 752,400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전봉민 보복 143 0.12 360 부산 기장 본인 1 397,979 

더불어민
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보복 142 0.06 193 전남 광양 본인 2 738,880 

더불어민
주당

전북 
익산시갑 김수흥 기재 140 0.94 2,844 전북 군산 본인 배우자 3 4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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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
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문체 138  0.03  85 광주 서구 배우자 3 1,620,023 

더불어민
주당

경기 
군포시 이학영 산자 129 0.63 1,917 전북 순창 본인 3 67,294 

더불어민
주당

대전
대덕구 박영순 국토 128 0.15 458 충북 옥천 배우자 2 279,093 

더불어민
주당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 산자 114 0.07 215 부산 기장 배우자 1 531,300 

더불어민
주당

경기 
안양시동안

구을
이재정 외통 114 0.63 1,907 충북 단양 본인 10 59,871 

더불어민
주당

경기 
안산시상록

구갑
전해철

정보
외통 109 0.13 382 경북 김천 배우자 1 286,110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
군

이만희 농해 108 0.51 1,548 경북 영천 본인 4 69,916 

더불어민
주당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국토
운영 103 0.34 1,032 충남 예산 본인 배우자 3 99,913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
구

박완수 행안 99 0.61 1,858 경남 함안 본인 9 53,449 

더불어민
주당

경기 
안성시 이규민 산자 98 0.27 812 경기 안성 본인 2 120,326 

더불어민
주당

서울
양천구을 이용선 외통 91 0.04 111 경기 남양주 배우자 1 817,743 

더불어민
주당

경기 
수원시을 백혜련 법사 81 0.56 1,703 충북 영동 배우자 1 47,850 

더불어민
주당

서울 
중구성동구

을
박성준

국방
운영 73 0.23 684 충남 금산 본인 2 106,590 

국민의힘 경기 최춘식 행안 68 0.22 678 강원 철원 본인 5 1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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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평
군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박성중 과기 62 0.68 2,045 경남 남해 본인 4 30,503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환노 62 0.03 103 인천 옹진 배우자 1        

599,824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박수영  행안 61 0.30 924 경남 함양 본인 2 66,330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
군

김태흠 기재 60 0.45 1,362 충남 보령 본인 3 44,124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희 교육 60 0.10 303 경기 화성 배우자 3 197,374 

더불어민
주당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정무 56 0.22 659 충북 괴산 배우자 2 84,772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산자 56 0.05 148 충남 태안 배우자 3 375,361 

열린민주
당 비례대표 김진애

운영
법사 52 0.06 176 인천 강화 배우자 1 292,683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
군

김선교 농해 51 0.05 155 경기 양평 본인 5 326,359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
군

성일종 정무 49 0.25 760 충남 서산 본인 4 63,867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이종배 국토 47 0.22 660 충북 충주 본인 3 71,897 

더불어민
주당

충북 
청주시흥덕

구
도종환 문체 43 0.21 632 충북 청원 본인 4 67,645 

더불어민
주당

서울 
노원구병 김성환 산자 34 0.26 788 전남 여수 본인 3 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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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
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경협

기재
정보 34 0.08 240 인천 강화 본인 1 140,248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김희곤 정무 32 0.09 280 경남 남해 배우자 1 115,892 

더불어민
주당

전남 
해남군완도
군진도군

윤재갑 농해 31 0.06 187 전남 해남 본인 배우자 3 166,350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농해 30 0.62 1,875 전남 해남 본인 2 16,256 

더불어민
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우상호 과기 25 0.12 352 경기 포천 본인 1 72,270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송석준 국토 21 0.06 182 경기 이천 본인 3 113,859 

더불어민
주당

서울
종로구 이낙연 외통 20 0.19 566 전남 영광 본인 1 34,980 

더불어민
주당

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정무 20 0.16 492 전북 부안 본인 배우자 4 39,830 

더불어민
주당

전북 
전주시갑 김윤덕 국토 19 0.19 570 전북 정읍 본인 1 33,000 

더불어민
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행안 13 0.17 511 전남 함평 본인 4 25,897 

더불어민
주당

전북  
완주군진안
군무주군장

수군

안호영 환노 13 0.17 505 전북 진안 본인 1 25,540 

국민의힘

강원도 
속초시인제
군고성군양

양군
이양수

여가
농해 12 0.06 181 강원 원주 본인 1 67,318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 배준영 교육 11 0.10 300 충남 서산 본인 1 3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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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정무 10 0.13 398 전북 정읍 본인 1 25,409 

더불어민
주당

전남  
담양군함평
군영광군장

성군
이개호

정보
농해 9 0.04 114 광주 광산 배우자 1 79,200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
을

김도읍 운영 8 0.02 50 경남 김해 본인 1 166,660 

더불어민
주당

전남  
순천시광양
시곡성군구

례군갑
소병철 법사 8 0.00 8 전남 영수 배우자 1 926,933 

더불어민
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과기 7 0.02 67 충남 보령 배우자 1 108,571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하태경 정보/국방  5 0.07 218 경북 상주 본인 1 22,770 

더불어민
주당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외통 5 0.29 872 충남 청양 배우자 2 5,290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
군봉화군울

진군

박형수 기재 3 0.08 242 경북 울진 본인 1 13,925 

더불어민
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李秀眞)

산자 1 0.02 51 경남 하동 배우자 1 23,318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환노 0
(24만원) 0.00 14 전남 강진 배우자 1 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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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법령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

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

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離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

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

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

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

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

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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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

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

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

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

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

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

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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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

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

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

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

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

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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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상 이해충돌금지, 겸직금지 등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

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

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지방공무원법제56조)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지방공무원법시행령(제10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

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

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