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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연차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황과 200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조사연

구사업 주요 결과, 정책지원사업, 농림기술관리센터 및 농촌정보문화센터의 업무 등

을 정리․수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의 연구 기본방향은 ①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연구 ②

지역균형발전과 다원적 기능의 실현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전략 연구 ③안전 농산

물․농식품 공급시스템 연구 ④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경 의 안정화 연구 ⑤

WTO/DDA 농업협상과 FTA 체결에 대비한 협상력 강화 연구 ⑥농업부문의 국제협

력과 교류확대를 위한 연구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 기본방향과 국가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타 출연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국제기구,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구협력 확대와 교류 추진을 통해 2005년에는 134과제를 완료하 다.

연구사업 외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참여 등 정책지원 업무와 정책토론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농림정책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 으

며,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KREI 세미나․농경토론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 다.

농림기술개발투자의 사업관리 및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농림기술관리센터는 287

과제 신규선정 및 지원, 230과제 연차평가, 75과제 최종평가 등을 실시하 으며,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농림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활용

과 기술개발사업 지원활동을 하 다.

농업․농촌의 가치, 농업정책,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촌

정보문화센터는 쌀협상 비준대책 홍보, FTA협상홍보물 제작, 농업경 혁신 시리즈 

발간 등 농정현안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 다.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과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6.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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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1. 연  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명칭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약칭 

KREI)은 농림경제 및 농촌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년 

4월 1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1995년 9월 27일에는 농림분야의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농림기술관리센터 가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고, 1999년부터는 원내에 농업관측센

터를 설치하여 9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시작하 다. 같은 해 1월 29

일에는 연구원 설립 근거법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로 바뀌면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로 소속기관이 변경되었다. 2002년 2월 6일 원내에 벤처농기업창업보

육센터를 개소하고 2004년 7월 27일에는 경제사회연구회 최우수 기

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예를 안았다. 2005년 4월 

28일에는 농업․농촌의 가치 및 주요 농업정책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농촌정보문화센터 가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 임  무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수행

한다.

◦ 중장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림부문의 단기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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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업 정책의 국민 이해증진 조사연구 및 대국민 여론조사․홍보

◦ 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 농업인과 농림관련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관리

3. 기  구

  당 연구원은 공모를 통해 선출된 원장이 연구원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연구원의 기구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본원과 부

설 농림기술관리센터 및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은 4센터 1실의 연구부서와 3실의 지원부서로 조직하여 운

하고 있으며, 농림기술관리센터에는 2실 및 농촌정보문화센터에는 4

팀을 두고 있다.

< 기 구 표 >

원          장

감 사 담 당

홍보문화담당

부   원   장 농림기술관리
센터소장

농촌정보문화
센터소장

농
산
업
경
제
연
구
센
터

농
촌
발
전
연
구
센
터

농
업
관
측
정
보
센
터

농

정

연

구

센

터

산

림

정

책

연

구

실

자

료

정

보

지

원

실

기

획

조

정

실

행

정

실

기

획

평

가

실

관

리

운

실

평

가

기

획

팀

정

보

문

화

팀

홍

보

개

발

팀

관

리

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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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력

  연구원의 정원은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인력 18명 및 부설 농촌

정보문화센터 16명을 포함하여 175명이며, 2005년말 현원은 해외유학 

등 휴직자 13명을 포함한 본원 119명,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16명,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 7명 등 142명이다.

2005. 12. 31 현재

職

種
職  級

定   員 現   員 缺   員

備   考本 院
ⓐ

부설기관
計
ⓐ+ⓑ
+ⓒ

本院
ⓓ

부설기관
計
ⓓ+ⓔ+
ⓕ

本院
ⓐ-ⓓ=
ⓖ

부설기관
計
ⓖ+ⓗ+
ⓘ

ARPC
ⓑ

CRIC
ⓒ

ARPC
ⓔ

CRIC
ⓕ

ARPC
ⓑ-ⓔ=
ⓗ

CROC
ⓒ-ⓕ=
ⓘ

院    長 1 1 1 1
※ 현원중 특별휴직자
   5명 포함
  * 선임연구위원 1명
    [이동필] 
  * 연구위원 4명
    [임송수, 최경환, 
    정정길, 허 장]

※ 일반휴직자  포함
   (전문연구원 13명)

硏

究

職

先任硏究委

員

硏究委員

副硏究委員

專門硏究員

硏  究  員

107 12 5 124

12

36

13

30

2

1

1

5

3

1

2

2

13

37

14

37

7

△14 △2 △16

主任硏究助員

硏究助員
6 1 7

3

2 1

3

3
△1 △1

小  計 113 13 5 131 98 11 5 114 △15 △2 △17

專

門

職

先任專門員 2 2 △2 △2

1級 專門員 2 2 △2 △2

2級 專門員

3級 專門員
4 4 △4 △4

小  計 8 8 △8 △8

管

理

職

先任管理員 2 1 1 4 1 1 1 3 △1 △1

1級 管理員 5 1 1 7 4 1 5 △1 △1 △2

2級 管理員

3級 管理員
11 2 1 14

4

5

2 1 7

5
△2 △2

主任行政助員 (技能員)

行政助員
9 1 10

5

1

1 6

1
△3 △3

小  計 27 5 3 35 20 5 2 27 △7 △1 △8

合  計 141 18 16 175 119 16 7 142 △22 △2 △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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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사

  2005년도에는 인력보강을 위해 박사급 신규직원 및 관리직원 등 

24명을 채용한 반면 3명의 퇴직이 있었다. 또한 인력운  면에서는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의 승진이 있었으며, 12월말 기준일로 12명의 

해외유학휴직, 1명의 병가휴직 및 5명이 특별휴직 중에 있다.

< 임  용 >
2005. 12. 31 현재

소  속 직  급 성  명 일  자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서  성  천 2005.  1.  1

농촌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    생 2005.  1.  1

농촌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정  호  근 2005.  2.  1

자료정보지원실 연구원 유  정  인 2005.  2.  1

농업관측정보센터 3급관리원 유  혜  2005.  2.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연구조원 박  지  윤 2005.  2.  1

홍보문화담당 연구조원 이  경  미 2005.  2.  1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조  규  대 2005.  3. 15

농림기술관리센터 전문연구원 장  승  동 2005.  4. 15

농림기술관리센터 연구원 류    섭 2005.  4. 15

농림기술관리센터 연구원 신  완  식 2005.  4. 15

농림기술관리센터 연구원 서  형  석 2005.  4. 15

농림기술관리센터 연구조원 한  귀  덕 2005.  4. 15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진  재  학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선임관리원 이  능  완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전문연구원 연  규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전문연구원 김  상  호 2005.  7.  1

농림기술관리센터 전문연구원 이  금  선 2005.  7.  1

농림기술관리센터 전문연구원 최  양  석 2005.  7.  1

농림기술관리센터 전문연구원 황  승  재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2급관리원 허  상  성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연구원 최    운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연구원 정  한  모 2005.  7.  1

기획조정실 행정조원 강  민  혜 2005. 10.  1

계 2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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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진 >
2005. 12. 31 현재

소  속 직  급 성  명 일  자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  동  규 2005.  4.  1

농 정 연 구 센 터 선임연구위원 최  정  섭 2005.  4.  1

기 획 조 정 실 선임연구위원 박  성  재 2005.  4.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연 구 위 원 이  계  임 2005.  4.  1

농 촌 발 전 연 구 센 터 연 구 위 원 송  미  령 2005.  4.  1

농 업 관 측 정 보 센 터 연 구 위 원 정  민  국 2005.  4.  1

농 업 관 측 정 보 센 터 부 연 구 위 원 홍  승  지 2005.  4.  1

농 정 연 구 센 터 부 연 구 위 원 김  배  성 2005.  4.  1

기 획 조 정 실 부 연 구 위 원 김  동  원 2005.  4.  1

자 료 정 보 지 원 실 부 연 구 위 원 전  일  송 2005.  4.  1

농 정 연 구 센 터 전 문 연 구 원 이  병  훈 2005.  4.  1

행 정 실 선 임 관 리 원 김  광  진 2005.  4.  1

행 정 실 1 급 관 리 원 김  병  철 2005.  4.  1

농 정 연 구 센 터 연 구 위 원 권  오  복 2005. 11.  1

농 업 관 측 정 보 센 터 부 연 구 위 원 박  기  환 2005. 11.  1

계 15 명

< 퇴  직 >
2005. 12. 31 현재

소  속 직  급 성  명 일  자

조 사 역 선 임 관 리 원 조  동  렬 2005.  1.  1

농 촌 발 전 연 구 센 터 전 문 연 구 원 김  태  연 2005.  2. 26

농 산 업 경 제 연 구 센 터 전 문 연 구 원 박  재  홍 2005.  3.  1

계 3 명

< 파  견 >
2005. 12. 31 현재

소  속 직  급 성  명 기  간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부 연구 위 원 김 철 민 2005.11. 1∼2006. 8.31

계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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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직 >
2005. 12. 31 현재

직  급 성  명 사  유 기  간

연 구 위 원 김    훈 특 별 휴 직 2004. 1.15∼2005. 1.14

부 연 구 위 원 김  연  중 특 별 휴 직 2004. 8.16∼2005. 8.15

연 구 위 원 전  창  곤 특 별 휴 직 2004.11.22∼2005.11.21

연 구 위 원 성  명  환 특 별 휴 직 2004.12. 1∼2005.11.30

선임연구위원 이  동  필 특 별 휴 직 2005. 1.10∼2006. 1. 9

연 구 위 원 임  송  수 특 별 휴 직 2005. 3.21∼2006. 3.20

연 구 위 원 최  경  환 특 별 휴 직 2005. 4. 8∼2006. 4. 7

연 구 위 원 정  정  길 특 별 휴 직 2005. 8. 9∼2006. 8. 8

연 구 위 원 허      장 특 별 휴 직 2005.11.22∼2006.11.21

전 문 연 구 원 김  용  렬 해 외 유 학 2001. 7.25∼2006. 7.24

전 문 연 구 원 김  태  훈 해 외 유 학 2001. 7.25∼2006. 7.24

전 문 연 구 원 정  은  미 해 외 유 학 2002. 6.17∼2007. 6.16

전 문 연 구 원 안  병  일 해 외 유 학 2002. 8.16∼2007. 8.15

전 문 연 구 원 전  형  진 해 외 유 학 2002. 8.16∼2007. 8.15

전 문 연 구 원 전  상  곤 해 외 유 학 2003. 8. 2∼2008. 7.31

전 문 연 구 원 전  익  수 해 외 유 학 2003. 8.18∼2008. 8.17

전 문 연 구 원 김  윤  형 해 외 유 학 2004. 7.27∼2009. 7.26

전 문 연 구 원 서  대  석 해 외 유 학 2004. 8.16∼2009. 8.15

전 문 연 구 원 김  종  선 해 외 유 학 2004.10.20∼2009.10.19

전 문 연 구 원 한  석  호 해 외 유 학 2005. 8. 1∼2010. 7.31

전 문 연 구 원 김  성  우 해 외 유 학 2005. 8. 1∼2010. 7.31

전 문 연 구 원 조  성  열 병 가 휴 직 2005. 5. 1∼2006. 4.30

계 22 명

6. 분야별 담당자

  연구원은 연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분야팀제를 운 하

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1인이 2개 이상의 팀에 소속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서별, 팀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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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31 현재

부서명 부서장 팀 명 팀 장 팀  원

농산업경제

연구센터
박동규

식량경제팀 박동규 김혜 , (김태곤)

식품산업팀 최지현 이계임, 김민정, (송주호, 조명기, 조경출)

농산물유통팀 김병률
조명기, 서성천, 조경출, (김용택, 최지현, 황의식, 박문호, 

김민정)

축산팀 송주호 허  덕, 임성진, (김창길, 신용광, 김태 )

환경팀 김창길 신용광, 김태 , (허  덕, 강창용, 임성진)

기술․원예팀 강창용 박현태, 박문호, 한혜성

농촌발전

연구센터
정기환

토지수자원팀 김수석 박석두, 김홍상

사회복지팀 박대식 정명채, 마상진, 신은정, (허  장, 심재만)

지역개발팀 송미령
성주인, 박경철, 박주 , (정명채, 서종혁, 유승우, 박시현, 

김 훈, 정호근, 신은정, 고  욱)

지역경제팀 박시현 서종혁, 유승우, (오내원, 김경덕, 성주인, 박경철, 박주 )

국제농촌개발팀 김경덕
정기환, 허 장, 심재만, (김홍상, 김수석, 어명근, 송미령, 

김 생)

경 팀 정기환 김 생, 정호근, 고  욱, (박준기, 마상진)

농정연구

센터
김용택

재정금융팀 박준기 박성재, 김용택, 황의식, 문한필

정책분석팀 김태곤 김정호, 김배성, 이병훈

북한농업팀 김 훈 권태진, 지인배

동북아농업팀 어명근 이현주, (권태진)

국제협력팀 서진교 이재옥, 조규대, 김상현, 임소

국제무역팀 권오복 최세균, 강혜정, 허주녕, (조규대)

산림정책

연구실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이상민

농업관측

정보센터
김명환

농업정보화팀 이용선 김명환, 김재환, 유혜 , 심송보, 김홍원(겸무)

과채관측팀 박기환 정학균

채소관측팀 김연중 송성환, 박 구

과일관측팀 김경필 박재홍, 이원진, 박미성

축산관측팀 정민국 송우진, 이형우, 김현중

주) (  ) 부분은 복수팀 선택 연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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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  산

  200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2,748백만원, 농업관측특별회계 3,241백만

원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12,347백만원, 농업관측특별회계 3,015백만

원보다 401백만원, 226백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총 정부출연금 규모는 13,037백만원으로 2004년도 12,476백만원 대

비 561백만원(4.3%)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952백만원으로 2004

년도 2,886백만원 대비 66백만원(2.2%) 감액되었다.

  회계별 정부출연금은 2004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325백만원(3.4%) 

증가한 9,908백만원이었으며, 농업관측특별회계는 236백만원(8.2%) 

증가한 3,129백만원 이었다.

< 2005년도 예산 현황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 2005 증  감

수입

 ◦정부출연금 9,583 9,908 325

 ◦자 체 수 입 2,764 2,840 76

합  계 12,347 12,748 401

지출

 ◦인  건  비 6,144 5,986 △158

 ◦연구사업비 4,601 5,358 757

 ◦경상운 비 1,002 1,032 30

 ◦시  설  비 600 372 △228

합  계 12,347 12,748 401

<농업관측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 2005 증  감

수입

 ◦정부출연금 2,893 3,129 236

 ◦자체수입 122 112 △10

합  계 3,015 3,241 226

지출

 ◦운    비 902 1,096 194

  -인  건  비 857 1,048 191

  -경상운 비 45 48 3

 ◦사  업  비 2,113 2,145 32

합  계 3,015 3,24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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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 구 사 업

1. 기본방향

  2005년도 연구는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연구, 지역균형발

전과 다원적 기능의 실현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전략 연구, 안전 

농산물․농식품 공급시스템 연구,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경 의 안

정화 연구, WTO/DDA 농업협상과 FTA 체결에 대비한 협상력 강화 

연구, 농업부문의 국제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한 연구 등 중장기 기초

연구와 수요자 지향의 중대형 정책연구를 적절히 배합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2. 조사연구사업 총괄

  2005년도에는 모두 168과제를 수행하 다. 그 중 134개 과제를 완

료하 으며, 33개 과제는 2006년도까지 계속된다.

< 연구사업 총괄 >

연  구  부  문 총과제수 2005년 완료과제 2006년 계속과제

농산업경제연구 50 39 11

농촌발전연구 35 27 8

농업관측정보 16 12 4

농정연구 38 31 7

산림정책연구 12 12 -

농정대책특별연구 1 - 1

WTO․DDA협상대책연구 8 7 1

FTA연구 6 5 1

자료정보지원 1 1 -

계 167 13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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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업경제연구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1 기본
(일반)

우유의 수급전망과 조절 방안 2005.01.03-2005.12.31 송주호

2 기본
(일반)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 2005.01.03-2005.12.31 강창용

3 기본
(일반)

2004년도 식품수급표 2005.07.01-2005.12.31 이계임

4 기본
(일반)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5.01.03-2005.12.31 이계임

5 기본
(일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
행태 분석

2005.01.03-2005.12.31 김창길

6 기본
(일반)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분석과 전망 2005.01.03-2005.12.31 서성천

7 기본
(일반)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2005.01.03-2005.12.31 김병률

8 기본
(수시)

경제발전과 농산물 유통정책 2003.01.02-2006.06.30 허길행

9 기본
(수시)

미국 중국 간 중단립종쌀 경쟁력 비교 2004.02.01-2005.02.28 박동규

10 기본
(수시)

고랭지 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

2005.03.16-2005.12.31 신용광

11 기본
(수시)

쌀 수매제도 폐지의 파급 향과 대책 2005.04.04-2005.11.30 김명환

12 기본
(수시)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2005.10.17-2005.11.16 최지현

13 정책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2004.06.11-2005.03.10 허 덕

14 정책 농산물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2005.05.06-2005.11.05 이계임

15 정책 식량자급율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2005.05.06-2006.04.05 최지현

16 정책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2005.05.06-2006.01.05 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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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17 정책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방안 
연구

2005.05.06-2005.12.05 김창길

18 정책 농산물표준 운송규격 제정방안 연구 2005.09.27-2005.12.26 조명기

19 용역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
제도의 효율적 운 방안

2004.05.25-2005.05.24 이계임

20 용역 발아현미를 이용한 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중국시장 진출 방안

2004.05.25-2005.05.24 조명기

21 용역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traceability 체계 
구축방안

2004.05.25-2005.05.24 허 덕

22 용역 녹차 수출시장 진출전략 및 수출상품 개발
(2/2차년도)

2004.07.15-2005.07.14 박문호

23 용역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 제고 시스템 개발
(2/3차년도)

2004.07.30-2005.07.29 박동규

24 용역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 제고 시스템 개발
(3/3차년도)

2005.07.30-2006.07.29 박동규

25 용역 친환경쌀의 재배유형별 생산유통소비구조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2/2차년도)

2004.07.15-2005.07.14 오세익

26 용역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
(2차년도)

2005.01.01-2005.12.31 허 덕

27 용역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2/2차년도)

2005.01.01-2005.12.31 김창길

28 용역 농업 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1/3차년도)

2005.03.01-2006.02.28 김창길

29 용역 수출용 분화류 유통 및 국내의 시장동향
(1/2차년도)

2005.04.01-2005.12.31 박현태

30 용역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 확립(1/2차년도) 2005.04.01-2005.12.31 허 덕

31 용역 정부양곡 도정, 보관 및 RPC사업 활성화 
방안

2003.11.03-2005.01.31 박동규

32 용역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 지침

2004.10.12-2005.04.11 최지현

33 용역 태안군 농산물물류센터 설치 및 운 계획 
수립

2004.11.01-2005.04.30 조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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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34 용역 울주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수립 2004.12.16-2005.12.31 박문호

35 용역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2004.12.20-2005.07.19 강창용

36 용역 양념채소 주산단지 구조개선 방안 2004.12.29-2005.12.24 김병률

37 용역 하동군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2004.12.31-2005.12.31 박문호

38 용역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2005.01.03-2005.07.02 박현태

39 용역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방안 타당성 조사

2005.02.15-2005.08.14 조명기

40 용역 용인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2005.04.15-2005.10.14 김병률

41 용역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 2005.04.22-2005.11.30 김명환

42 용역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2005.05.02-2005.12.31 박현태

43 용역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2005.05.20-2005.11.18 김병률

44 용역 가축공제 확대 방안 2005.05.27-2006.03.27 송주호

45 용역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방안 연구

2005.06.15-2006.05.30 조명기

46 용역 체제전환 5개국 농기업 투자환경 컨설팅 2005.05.09-2005.09.30 최지현

47 용역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확대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2005.09.20-2006.03.20 김병률

48 용역 ISO 22000(식품안전경 시스템)의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2005.12.26-2006.05.25 최지현

49 용역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2005.12.29-2006.08.28 김병률

50 용역 양군 신활력사업 패 리닥터 컨설팅 2005.12.30-2006.09.01 김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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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발전연구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1 기본
(기획)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
(1/2차년도)

2005.01.03-2005.12.31 송미령

2 기본
(기획)

쌀 협상 이후의 농지 이용구조 변화전망과 
대책

2005.01.03-2005.12.31 김홍상

3 기본
(일반)

농촌관광 수요확대 방안 연구 2005.01.03-2005.12.31 유승우

4 기본
(기획)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 방안(2/3차년도)

2005.01.03-2005.12.31 박시현

5 기본
(일반)

휴경농지 실태와 정책방향 2005.01.03-2005.12.31 박석두

6 기본
(일반)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1/3차년도)

2005.01.03-2005.12.31 정기환

7 기본
(일반)

직접지불제가 농업생산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향

2005.01.03-2005.12.31 오내원

8 기본
(일반)

아세안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전략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심

2005.01.03-2005.12.31 김경덕

9 기본
(일반)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2005.01.03-2005.12.31 마상진

10 기본
(일반)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 과정 : 국 
사례를 중심으로

2005.01.03-2005.12.31 김수석

11 기본
(일반)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2005.01.03-2005.12.31 성주인

12 기본
(수시)

농어촌 복지정책 2003.10.01-2006.06.30 정명채

13 기본
(수시)

농산업의 계열화 유형별 비교분석 : 양돈
산업을 중심으로

2005.05.01-2005.10.31 정호근

14 기본
(수시)

성공적인 농업CEO의 경 전략 분석 2005.05.01-2005.09.30 김 생

15 정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2004.08.07-2005.04.06 김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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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16 정책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

2005.06.02-2005.09.04 성주인

17 정책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및 
홍보자료 도출

2005.05.19-2005.08.18 김 생

18 정책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5.06.20-2006.01.19 오내원

19 정책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2005.09.01-2005.12.31 박대식

20 용역 UNESCAP 농촌개발시범사업 자문(Replication 
of Best Practice)

2004.02.12-2005.12.31 정기환

21 용역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2004.06.23-2005.07.22 유승우

22 용역 화천군 권역별 특성화사업 계획 2004.08.23-2005.06.18 송미령

23 용역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방안 2004.10.06-2005.04.06 박석두

24 용역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0.13-2005.03.11 최경환

25 용역 농업분야 협력사업평가 2004.10.29-2005.06.30 정기환

26 용역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05.01.25-
＊ 7.27 일시중지

박시현

27 용역 제천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05.02.01-2005.10.05 박대식

28 용역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2005.02.28-2005.12.31 유승우

29 용역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2/3차년도) 2005.03.25-2005.10.24 김홍상

30 용역 농업용수관리 일원화방안 연구 2005.07.01-2005.12.31 김홍상

31 용역 서산시 농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2005.09.21-2006.10.20 유승우

32 용역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2005.10.28-2006.05.27 송미령

33 용역 장흥군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2005.11.08-2006.07.07 송미령

34 용역 산청군 신활력사업 전담자문 2005.10.24-2006.10.23 김홍상

35 용역 단양군 신활력사업 전담자문가 자문 및 
컨설팅

2005.11.22-2006.09.17 정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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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관측정보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1 기본 농업전망 2006 2005.01.03-2005.12.31 김명환

2 기본 농업·농촌경제동향 2005.01.03-2005.12.31 이용선

3 기본 농업관측월보 과채 2005.01.03-2005.12.31 박기환

4 기본 농업관측월보 과일 2005.01.03-2005.12.31 김경필

5 기본 농업관측월보 채소 2005.01.03-2005.12.31 김연중

6 기본 농업관측월보 축산 2005.01.03-2005.12.31 정민국

7 기본
(일반)

기상 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향 2005.01.03-2005.12.31 이용선

8 기본
(수시)

축산관측 분기모형 개발 2003.12.01-2005.03.31 정민국

9 기본
(수시)

2005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 및 효율화 
연구

2005.04.20-2005.12.20 이용선

10 기본
(수시)

사과 생산관측 개선방안 연구 2005.05.01-2005.10.31 김경필

11 기본
(수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퍄급 향 분석 2005.07.01-2005.09.30 정민국

12 기본
(수시)

배추 계절별 수급모형 개발 2005.09.01-2006.05.31 김연중

13 기본
(수시)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 2005.09.01-2006.03.31 이용선

14 기본
(수시)

농업관측 품목모형 KREI-COMO 2005 
개발·운용

2005.09.01-2006.01.31 이용선

15 용역 양념류 국 무역 수입 및 판매개선방안 2004.11.09-2005.04.08 홍승지

16 용역 과실 수입 파급 향 분석과 대응방안 2005.07.26-2006.02.28 김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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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정연구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1 기본
(기획)

중국의 농산물수급 중장기 전망(1/2차년도) 2005.01.03-2005.12.31 어명근

2 기본
(일반)

KREI-북한농업동향 2005.01.03-2005.12.31 권태진

3 기본
(일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5 
운용·개발연구

2005.01.03-2005.12.31 김배성

4 기본
(일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종합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2/2차년도)

2005.01.03-2005.12.31 김배성

5 기본
(일반)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5.01.03-2005.12.31 김정호

6 기본
(일반)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5 운용·
개발연구

2005.01.03-2005.12.31 김배성

7 기본
(일반)

세계농업정보 2005.01.03-2005.12.31 김태곤

8 기본
(일반)

Agriculture in Korea 2005.01.03-2005.12.31 김용택

9 기본
(수시)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한 시도, 시군별 비교

2005.02.15-2005.05.31 김정호

10 기본
(수시)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실태 2005.02.17-2005.04.16 박준기

11 기본
(수시)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 2005.05.01-2005.12.31 이재옥

12 기본
(수시)

북한의 축산현황과 남북한 축산협력 방향 2005.04.01-2005.10.31 김 훈

13 기본
(수시)

2005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 사업 2005.01.01-2005.12.31 어명근

14 기본
(수시)

DDA 농업협상 향 평가 2005.11.07-2006.01.31 서진교

15 정책
(이월)

투융자 관리계획서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12.28-2005.03.27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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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16 정책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향

2005.02.28-2005.04.27 정정길

17 정책 남북농업협력 추진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2005.03.14-2005.06.13 김 훈

18 정책 농업, 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2005.05.06-2005.09.05 김정호

19 정책 밭농업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2005.06.10-2005.11.09 김태곤

20 정책 소득안정계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5.06.20-2006.03.19 박성재

21 정책
남북 공동 시범 농단지 조성과 발전방향 
연구

2005.07.01-2005.12.30 김 훈

22 정책 통일에 대비한 농업분야 통합방안 연구 2005.07.01-2005.12.30 권태진

23 정책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5.07.07-2005.12.06 김정호

24 정책
개도국 특별품목 및 특별수입 구제조치 
관련 협상 대책

2005.07.01-2005.12.26 서진교

25 정책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05.08.26-2005.12.26 김용택

26 정책
민감품목의 시장 개방 폭 확대에 따른 
향 분석과 대응전략

2005.09.26-2005.12.26 이재옥

27 정책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사업 평가모형의 
정립 및 향후 투융자계획 조정방안 연구

2005.11.16-2006.02.15 김용택

28
용역
(이월)

농가부채문제 전망과 농가파산 및 회생프
로그램 개발(2/2차년도)

2004.07.15-2005.07.14 황의식

29
용역
(이월)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1/2차년도)

2004.05.25-2005.05.24 최세균

30
용역
(이월)

임진강 유역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1/2차년도)

2004.05.25-2005.05.24 권태진

31 용역
(이월)

농업부문 중심의 거시계량경제모형 개발과 
정책실험

2004.05.25-2005.05.25 김용택

32 용역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2/2차년도)

2005.05.25-2006.05.24 최세균

33 용역 임진강 유역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2/2차년도)

2005.05.25-2006.05.24 권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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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34 용역 담양지역 연합마케팅사업 컨설팅 2005.06.09-2005.12.10 황의식

35 용역 대외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관련 제조업 
및 농수산업 DB구축 방안

2005.08.22-2005.10.04 박준기

36 용역 한․ 중․ 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
부문 대응방안

2005.08.25-2005.10.24 김용택

37 용역 포천시 농, 특,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2005.10.11-2006.01.08 황의식

38 용역 농림투융자사업의 투명화와 농업금융의 
안정화

2005.11.02-2006.02.28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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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림정책연구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 기본
(일반)

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2005.01.03-2005.12.31 장철수

2 용역
(이월)

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과 에너지용 
산림폐재의 지속적 확보방안(3/3차년도)

2004.10.15-2005.10.14 석현덕

3 용역
(이월)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3/3차년도) 2004.08.12-2005.08.11 석현덕

4 용역 산림분야 규제순응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2005.03.24-2005.09.23 장철수

5 용역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2005.04.28-2005.12.15 석현덕

6 용역 2010 산림엑스포 개최 기초조사 2005.04.28-2005.10.27 석현덕

7 용역 임산물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전략
품목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2005.04.28-2005.10.27 민경택

8 용역 임산물 생산통계의 집계실태와 개선방안 2005.05.26-2005.11.20 이상민

9 정책 2005년 임업관측사업(밤) 2005.01.03-2005.12.31 장철수

10 정책 2005년 임업관측사업(표고버섯) 2005.01.03-2005.12.31 석현덕

11 용역 밤 표준수확량 조사 연구 2005.08.05-2005.12.10 이상민

12 용역 산림, 산촌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2005.10.10-2005.12.20 민경택

8. 농정대책특별연구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 용역 농정추진 상황의 점검 평가 2005.12.05-2006.03.04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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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쌀․DDA 농업협상대책연구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 기본
(일반)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2005.01.03-2005.12.31 서진교

2 정책
(이월)

OECD 회원국 농업, 농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유지 논리개발

2004.06.18-2005.03.17 임송수

3 정책
(이월)

쌀 협상 국민적 공감대 형성지원 2004.04.01-2005.03.31 서진교

4 정책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 쟁점분석과 
협상대책(시장접근분야 중심)

2005.03.01-2005.06.15 서진교

5 정책 DDA농업협상 보조분야 Modality 협상 
쟁점별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

2005.03.10-2005.06.09 조규대

6 정책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대응에 관한 
연구

2005.03.16-2005.07.15 서진교

7 정책 농업협상 공감대 형성지원 2005.07.01-2006.03.31 서진교

8 정책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분야 협상 전략 2005.09.26-2005.12.26 조규대

10. FTA 연구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 기본
(기획)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3/3차년도) :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
부문의 대응방안

2005.01.03-2005.12.31 어명근

2 기본
(기획))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2005.01.03-2005.12.31 권오복

3 용역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연구 및 DB구축에 
관한 연구

2005.04.25-2006.04.24 최세균

4 용역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005.07.15-2005.10.31 권오복

5 용역 시장개방에 대비한 품목별 경쟁력 분류표 
작성 연구

2005.08.05-2005.09.03 강혜정

6 정책 농업의 발전 전략과 FTA 2005.08.05-2005.09.04 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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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료정보지원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 기본

(수시)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

2004.11.1-2005.2.28 김동원

12. 특별과제

< 연구사업 내역 >

순번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 특별 일본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활동과 지방

정부의 유통정책 연구

2004.11-2005.11 전창곤

2 특별 뉴질랜드의 키위산업 동향과 전망 2004.12-2005.08 김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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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지원 및 기타 활동

1. 현황

구   분 건  수

◦ 정책지원연구

  - 정책현안해결을 위한 작업반 참여 15

  -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 및 위원회 51

  - 현안과제에 대한 자료검토 및 작성 40

◦ 협  의  회 125

◦ 자 문 회 의 107

◦ 토  론  회 7

합   계 345

2. 정책지원연구

2-1.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작업반 참여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 시군사업계획수립 평가

  2) 국가재정운용계획 농어촌분야 작업반

  3)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 작업반

  4)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실무단 실무평가위원

  5) 국무조정실 평가위원 활동

  6) 국무총리실 기후변화협약대응 평가작업팀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농림대책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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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회예산처 요청 중장기 (2006∼2035) 농업부문 예산편성을 위

한 주요지표 개발 및 보완작업

  8) 기획예산처 중장기 (2006∼2035) 농업부문예산편성을 위한 주요

지표 개발

  9) 남북농업협력TF팀 활동

 10)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지 조사

 11) 농림부 한․캐나다 FTA 3차협상 참석 및 지원 파견

 1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작업팀

 13)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활동

 1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표개발소위원회 활동

 15) 행정자치부 시행 신활력사업 계획안 평가( 남권 7개 시군) 

1-2.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 및 위원회

  1) (사)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2) 경관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 현지조사

  3)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4)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대책 관련 전문가 회의

  5)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6) 농림부 낙농산업발전협의회

  7) 농림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 평가단 회의

  8) 농림부 농림업무 평가위원회

  9) 농림부 농산물 물류혁신위원회

 11) 농림부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12)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전문가협의회 

 13) 농림부 농업정책자금혁신 전문가 회의

 14) 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15) 농림부 농지은행 전문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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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농림부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위원회 

 17) 농림부 식량자급률위원회

 18) 농림부 예산자문위원회

 19) 농림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실무위원회

 20) 농림부 주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위원회

 21) 농림부 직불제전문가위원회

 22) 농림부 향토산업 육성 전문가회의

 23) 농림부 혁신심사위원회

 24) 농림부 APEC 농업기술협력위원회(ATCWG) 개최 준비회의

 25) 농림부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26) 농림부 FTA이행지원실무위원회

 27) 농림부 RPC 경 개선위원회

 28) 농업과학기술원 친환경유기농업기술위원회

 29)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시험연구사업 계획심의회

 30)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회의

 31)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32)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3)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34)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5) 방콕협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

 36) 산림조합중앙회 대학산림분야 사회교육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37)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경 진단위원회

 38) 산림청 2005년도 상반기 임정평가위원회

 39) 산림청 2005년산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

 40) 산림청 산림통계발전연구회

 41) 산림청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42)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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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양곡정책심의위원회

 44) 양돈수급안정위원회

 4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46) 충남도 소도읍가꾸기 사업 심의회 

 47) 통일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과 협상전략

 48) 통일부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49) 통일부 민관정책협의회 농업축산분과 회의

 50) 통일부 북한경제개발에 관한 전문가 회의

 51)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 자문회의

1-3. 현안과제에 대한 자료검토 및 작성

  1) 05년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에 관한 자료 작성

  2) 2005년도 농림부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분야 업무평가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 시군사업계획수립 평가

     - 경남지역 사업계획 보완요구서 설명

  4) 국가재정운용계획 농어촌분야 작업반 자료작성

  5)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정부업무 평가 결과보고: 농진청 평

가 결과

  6)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최 공청회 의견 진술

  7)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농림대책 평가서(임업부문) 

작성

  8) 남북농업협력TF팀 참여 및 남북농업협력종합대책(초안) 작성

  9)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자료 작성

      -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

 10) 농림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준비자료 작성

 11) 농림부 농업관측사업 설명자료 작성

 12) 농림부 주최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워크숍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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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농림부 축산시책 간담회(주요 현안 업무보고)

 14) 농림부 한-미 FTA 대비 워싱턴 예비접촉 참고자료 작성

     - 미국-호주간 FTA 협정문 분석

 15) 농업관측사업 발전방안 작성

 16) 농업부문 워크아웃제 도입방안 작성

 17) 농업부문 주요지표 중장기 전망(국무총리 보고)

 18) 농지은행제도 운용 관련 회의

     - 농지은행 관련 주요 현안 검토,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방안 검토

 19) 농촌관광활성화방안 대통령 보고자료 작성

 20)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물관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보고자료 검토

     - 국토정책 관련 보고자료 검토

     - 수도사업 구조 개편과 농어촌 수도공급 미흡 문제 검토

 21)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자료 작성

     - 대통령보고자료

     - 국정과제 중간평가 자료: 농촌 사회안전망 및 기초 복지인프

라 확충 부문

 22) 방역협의회 관련 자료 작성(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파급 향 분석)

 23) 산림청 2005년도 소속기관 평가계획 심의

 24) 산림청 3/4분기 추진실적 이행상황 심의

 25) 산림청 표고관련 정책자문자료 작성

 26) 산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위원회 부의안건 서면심의

     - 2005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안

 27) 우리술산업육성법 제정 공청회 기조발표

 28) 유가동향과 시설채소 재배의 전망에 관한 정책자문 자료 작성

 29) 일본의 유사시 식량안전보장(국무조정실 보고)

 30) 자연휴양림의 시설기준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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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장기 농업부문 예산 추정

 32) 정책자문자료 작성(농림부장관 보고)

 33) 주요 농업농정지표 청와대 보고자료 작성

 3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료 작성

     - 지표개발소위원회 자료 작성: 지속가능발전지표 종합보고서 

농업부문 자료 작성

     - 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대통령 보고 자료 검토

     -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 지속가능한 국토정책 보고안 검토

 35) 청와대 농어촌 정책비서관실 자료 작성

     -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향에 대한 발표

 36) 통계청 통계수요조사표 작성 

 37) 한아세안 FTA 간담회 자료 작성

     - 민감 품목 선정안 및 농업통상 국민공감대 형성 계획

 38)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서면 심사

 39) DDA 농업협상 동향 정리 및 제출(수출보조 분야)

 40) OECD 환경성과평가보고서 권고사항(농업용수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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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회,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

3-1. 협의회 개최

건수 연 구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일시 장 소
참여자명수

주   요   내   용
원내 원외

1 농업전망 2005 오세익 01.07(금) 경연당 33 - 보고서 원내 총괄검토회의 개최

2
정부양곡 도정, 보관 및 RPC 사업 
활성화 방안

박동규 01.13(목) 대한곡물협회 3 20
RPC 운  애로 요인과 대응방안 
논의

3 농업전망 2005 오세익 01.14(금) 천개의 눈 6 7
「농업전망 2005」축산부문 원고작성을 
위한 연구협의회 개최

4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경환 01.14(금) 경연당 4 4
표본조사지역 재해복구비 지원실태 
분석 결과 검토, 부문별 재해복구비 
지원 개선방안 협의

5 2005년 임업관측 석현덕 01.18(화) 별관 회의실 2 2
사업추진 방향 협의 및 자문위원 
위촉 협의

6 농업전망 2005 오세익 01.18(화) 경연당 33 보고서 원내 최종검토회의 개최

7
산림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화 방안
(5차년도)

석현덕 01.31(월)
국립산림
과학원

2 2
연구보고서 작성 점검 및 
연구보고서 작성 역할 분담 협의

8 농업전망 2005 오세익 01.19(수)
농림부 
대회의실

34 21 농림부 검토회의 개최

9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
표시제도의 효율적 운 방안 연구

이계임 01.20(목) 새롬터 3 1
추진현황 파악 및 향후 추진일정 
수립

10
정부양곡 도정, 보관 및 RPC 사업 
활성화 방안

박동규 01.20(목) 새빛방 4 5 공공비축 및 관리방안

11
정부양곡 도정, 보관 및 RPC 사업 
활성화 방안

박동규 01.21(금) 농림부 2 6 공공비축제 도입 방안

12 울주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박문호 01.21(금) 울주군청 4 10 연구 세부 추진일정 수립

13
정부양곡 도정, 보관 및 RPC 사업 
활성화 방안

박동규 01.25(화) 새빛방 8 6 연구결과 협의

14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
한 협력 방안 연구

권태진 01.27(목) 태동관 301호 6 4
제3분기 과제 진행 검토를 위한 연구
협의

15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
방안 및 운 지침

최지현 01.31(월) 농림부 3 12 연구쟁점 점검 및 추진방향 협의

16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02.01(화)
청원군청 
소회의실

7 12
중간보고 자료 검토 및 추후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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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연 구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일시 장 소

참여자명수
주   요   내   용

원내 원외

17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
구

최경환 02.03(목) 토담실 4 4
표본조사지역 재해복구비 지원실태 
분석 결과(2차) 검토, 피해등급 설정 
방안 협의

18
태안군 농산물 물류센터 설치 및 
운 계획 수립

조명기 02.04(금)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1 15 중간보고회 내용 및 일정 토론

19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강창용 02.15(화)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2 3 연구일정 및 주요 연구내용과 협조사
항 논의

20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박시현 02.16(수) 충북도청 

농업정책과 4 15
표본조사지역 재해복구비 지원실태 분
석 결과 검토, 부문별 재해복구비 지원 
개선방안 협의

21 우유 수급의 전망 및 조절방안 송주호 02.22(화) 농림부 1 4 우리나라 낙농업의 당면과제와 향후 
개선 방향

22 제천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
개년 기본계획 수립 박대식 02.28(월) 제천시청 3 20 분야별 실무자 의견수렴 및 자료조사 

협조 요청

23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김창길 03.07(월) 새롬터 3 6 2차년도 연구수행 계획 및 역할 분담

24 태안군 농산물 물류센터 설치 및 
운 계획 수립 조명기 03.11(금)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1 18 농림사업(균특회계) 사업신청을 위한 
협의회 및 연구일정 토론

25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박현태 03.18(금) 한국수력

원자력 1 8 참여 연구기관 간 연구자료 정보 교환

26 농업관측월보 오세익 03.18(금) 한국청과(주) 
회의실 4 8 과일 출하동향 파악 및 전망을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

27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03.28(월) 청원군청 
대강당 7 16 연구추진방향 검토

28 우유 수급의 전망 및 조절방안 송주호 03.15(화) 낙농진흥회 1 4 집유 일원화 개편방향

29 축산물 생산유통의 Traceability 체계
구축 방안연구 허  덕 03.16(수)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2 9 농산물과 축산물Traceability 체계 구
축의 차이

30 녹차 수출시장 진출전략 및 상품
개발(2차년도) 박문호 03.18(금) 장원산업 1 9 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향후 연구추진 

방향

31 울주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박문호 3.24(목) 울주군청 5 10 울주군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검토

32 진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03.25(금) 진천군 5 14 진천군과 당연구원 연구진과의 연구
추진방향 협의

33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
계획 및 관리운  방안 타당성 조사 조명기 03.25(금)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1 10 현지조사를 위한 업무협조 및 일정
협의

34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제고 시스템 
개발(2차년도) 박동규 03.30(수) 경연당 7 8 연구진행 검토

35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
방안 및 운 지침 최지현 03.29(화) 농림부 3 12 연구결과보고(1차)

36 하동군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방안 박문호 04.01(금)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1 9 하동녹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관계자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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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연 구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일시 장 소
참여자명수

주   요   내   용
원내 원외

37 축산물 생산유통의 Traceability 체계
구축 방안연구 허  덕 04.06(수) 양평축협 4 6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브랜드별사업실태-양평개군한우

38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
표시제도의 효율적 운 방안 연구 이계임 04.08(금) 새빛방 3 3 연구진행 검토

39 축산물 생산유통의 Traceability 체계
구축 방안연구 허  덕 04.12(화) 안성농협 1 9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브랜

드별 사업실태조사

40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
계획 및 관리운  방안 타당성 조사 조명기 04.19(화)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1 20 입지 및 건설타당성 협의

4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 송미령 04.19(화) 과천 
정부종합청사 2 9

지역혁신체제의 주체의 하나인 지역농
업CEO 연구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42 농업분야 협력사업평가 정기환 04.20(수) 토담실 4 11
농업분야 협력사업 연구 중간결과 
검토회의

43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제고 시스템 
개발(2차년도)

박동규 04.21(목)
서울교육
문화회관

3 26
공공비축제 도입이 쌀유통에 미치는 
향

44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김창길 04.27(수) 새롬터 4 6 연구자별 관심분야 및 업무분담

45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
계획 및 관리운  방안 타당성 조사

조명기 04.29(금)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1 13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방향 
검토

46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최지현 05.11(수)
서울교육
문화회관

4 5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협의회

47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박시현 05.11(수)
충북도청 
회의실

4 7
입지선정 관련 지표 및 기업체 수요
조사표 등 협의

48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박현태 05.12(목)
한국수력
원자력

3 8 참여 연구기간 간 연구자료, 정보 교환

49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규 05.12(목) 농림부 2 8 공공비축물량 산정을 위한 협의회

50
축산물 생산유통의 Traceability 
체계구축 방안연구

허  덕 05.18(수) 새롬터 4 6
연구 결과세미나 내용 검토 및 농림
부 의견 반

51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박시현 05.20(금) 토담실 4 3 입지후보지 용수문제 관련 업무협의

52 농업관측월보 오세익 5.23(월)
농림부 
회의실

8 5 농림부 통계기획과와의 업무협의회

53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권태진 05.23(목) 태동관 301호 6 1
북한의 농업 전망과 중국을 통한 남북
농업협력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구
협의회

54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 김명환 05.24(화) 농림부 3 4 연구진행 현황 검토 및 향후 일정 협의

55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김창길 05.24(화) 새롬터 8 2
설계세미나 개최에 따른 향후 연구추진 
방향 논의

56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박현태 05.30(월) 새롬터 3 6 참여 연구기간 간 보고서 작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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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05.31(화)
청원군청 
소회의실

4 16 청원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업무협의

58
농업 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김창길 05.31(화) 새롬터 5 5
연구기관 및 관련 연구진 간 효율적인 
업무분담 방안 논의

59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규 06.02(목) aT센터 3 5 공공비축미 매입방식 검토

60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김병률 06.03(금) 경연당 5 10 협동연구팀 협의회

61
쌀 협상 이후의 농지 이용구조 
변화전망과 대책

김홍상 06.08(수) 새빛방 2 3
위탁연구 중간 점검 및 주요 검토과제 
협의

62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 김명환 06.09(목) aT센터 3 5 연구협의회

63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

성주인 06.09(목)
농림부 
회의실

3 10 연구협의회

64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 확립(1차년도) 허  덕 06.10(금)
호남농업
연구소

1 7 중간보고 겸 평가회

65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 방안

박시현 06.10(금) 토담실 14 6
농촌지역간 경제활동 차이에 관한 
분석방법 논의

66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제고 시스템 
개발(2차년도)

박동규 06.15(수) 대한곡물협회 1 9 RPC업체의 입찰 참여 방안 논의

67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
행 방안 연구

김창길 06.13(월) 새롬터 3 2
공동연구진 간 효율적인 업무분담 
방안 논의

68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김병률 06.13(월) 천개의 눈 4 6 유통비용 절감액 추정 회의

69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
에 관한 연구

박동규 06.14(화) 새롬터 2 3 공공비축미 구입방안에 관한 회의

70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방안 타당성 
조사

조명기 06.17(금)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1 15 중간보고자료 검토회의

71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도출

김 생 06.17(금) 경연당 10 - 연구 중간 점검 및 주요 사항 검토

72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규 06.18(토) 농림부 1 3 입찰방식의 타당성

73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
(1/2차년도)

송미령 06.27(월) 토담실 4 6 향후 연구 내용 협의

74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제고 시스템 
개발(2차년도)

박동규 06.30(목) 새빛방 5 6
연구진행 검토 및 3차년도 연구계획 
논의

75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 김명환 07.01(금) 농림부 3 7 제4차 실무협의회

76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 확립(1차년도) 허  덕 07.05(화) 새빛방 4 4
연구진행 검토 및 1차년도 연구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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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1/3차년도) 정기환 07.06(수) 토담실 3 1

세부과제 “농촌의 내발적 활성화 유
형 및 특질 분석”에 관한 양국 조
사계획 협의

78 바이오 장기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2차년도) 허  덕 07.06(수) 새빛방 7 - 연구진행 검토 및 2차년도 연구계

획 논의

79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규 07.06(수) 농림부 2 13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및 토론회 일

정 협의

80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규 07.09(토) 농림부 1 5 공공비축제 도입 시 예상 문제점 

검토

81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관리 연구 성주인 07.12(화) 강남 휴네스 3 16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기관

간 역할 분담 및 내용 협의

82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박현태 07.14(목) 남원시청 4 7 연구추진 업무협의

83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1차년도) 김창길 07.15(금) 새롬터 2 13 향후 연구추진 계획 설정 및 관련 

연구진 간 역할분담 방안 논의

84 가축공제 확대방안 송주호 07.22(금) 농림부 2 5
농가조사표, 조합직원조사표 내
용협의

85
농산물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계임 07.22(금) 새빛방 2 2 추진현황 검토 및 향후 일정 수립

86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및 홍보자료 도출

김 생
07.25(월)
-07.26(화)

해드림
농조합 

3 4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사례선정 및 
내용점검

87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김병률 08.04(목) 새빛방 5 7
가락시장 건축분야 기본계획 관련 
회의

88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 김정호 08.05(금) 새빛방 5 8 지역농업 전문가 협의회

89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 김명환 08.10(수) 농림부 3 13 차관보고 및 실무협의회

90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2/3차년도)

박시현 08.12(금) 토담실 3 12
농촌지역간 경제활동차이에 관한 
계량 분석 및 사례방법 협의

91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권태진 08.17(수) 태동관 301호 5 5
2차년도 연구방향 검토를 위한 제1
차 연구협의회

92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08.18(목)
청원군청 
소회의실

6 16
청원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 
결과에 대한 협의

93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및 홍보자료 도출

김 생 08.19(금) 농림부 2 22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94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 향 
분석

정민국 8.30(화) 천개의 눈 7 - 소비자 조사표 검토

95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관리 연구

성주인 09.01(목) 토담실 18 18
기업도시 추진 경과 보고 및 농촌
정책 관련 함의 논의

96 농업관측월보 오세익 09.05(월) 천개의눈 17 - 농업관측 발전방안 협의

97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 향 
분석

정민국 09.06(화) 천개의 눈 7 - 진행 상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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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농산물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계임 09.12(월) 경연당 3 9
국내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 현황 
및 법률적 검토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

99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 향 
분석

정민국 09.13(화) 천개의 눈 7 - 진행 상황 검토

100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최지현 09.29(목) 새빛방 3 3
식품류별 소비모형 결정에 관한 
논의

101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제고 시스템 
개발(3차년도)

박동규 09.26(월) 새빛방 6 6
3차년도 연구내용 협의 및 쌀 유통
부문의 IT 활용 가능성 검토

102 진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09.28(수)
진천군청 
회의실

5 20
서산시와 연구진과의 연구추진
방향 협의

103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 향 
분석

정민국 09.28(수) 천개의 눈 7 - 진행 상황 검토

104 농업전망 2006 김명환 10.12(수) 경연당 14 -
행사용역 수의계약업체 선정을 위
한 평가 협의회

105 고랭지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 신용광 10.17(월) 새롬터 7 - 보고서 내용, 설문조사 계획 논의

106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 
방안 연구 김창길 10.19(수) 농림부 2 13 세부시행 방안 및 유관기간의 

역할분담 논의

107 서산시 농업․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10.26(수) 서산시청 
중회의실 4 16 청원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업무

협의

108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구축방안 송미령 10.31(월) 토담실 4 6 연구 최종결과 검토 및 향후 보완
사항 점검

109 남북 공동 시범 농단지 조성과 활용
방안 연구 김 훈 10.31(월) 본관 301-1 4 4 공동연구 연구진행 검톨르 위한 

연구협의회

110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제고 시스템 개발
(3차년도) 박동규 11.01(화) 새빛방 2 3 IT 활용방안 원고 의뢰 

111 농업전망 2006 김명환 11.01(화) 토담실 10 - 집필주제 및 집필진 선정 협의회

112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 방안 박시현 11.02(수) 토담실 3 7 농촌지역간 경제활동차이에 관한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 검토

113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 방안 박시현 11.03(목) 토담실 3 12 농촌지역간 경제활동차이에 관한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 검토

114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 방안 박시현 11.10(목) 토담실 9 1 업무협의

115 가축공제 확대방안 송주호 11.16(수) 농림부 2 8 중간보고 협의회

116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11.16(수) 진천군청 
대회의실 5 30 진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 

결과에 대한 협의

117 UNESCAP 농촌개발시범사업 자문 정기환 11.24(목) 토담실 6 1
제6차 아시아농업경제학회 공동개최 
가능성, 제26차 세계경제학회 아시
아 패널 운 계획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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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연 구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일시 장 소

참여자명수
주   요   내   용

원내 원외

118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석현덕 11.30(수) 산림청 2 3
모니터링 조사결과의 정리 방법 
협의 및 주요 쟁점사항 협의

119
산림․산촌 클로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민경택 11.30(수) 산림청 2 5
연구추진의 배경과 기본 방향 
협의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 협의 

120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 
방안 연구

김창길 12.01(목) 새롬터 6 2
최종보고서 제출을 위한 최종검토 
및 기타 보완사항 논의

121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12.14(수)
진천군청 
중회의실

5 10
진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 
결과에 대한 협의

122
수출용 분화류 유통 및 국내외 시장
동향

박현태 12.19(월) 새롬터 4 - 전체 연구기관 회의자료 검토

123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방안

박시현 12.20(화) 토담실 10 10
경사연 대표과제 선정에 따른 
보고서 수정보완 협의

124 농업전망 2006 김명환
12.26-27
(월, 화)

다산홀 31 - 집필진 회의

125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제고 시스템 
개발(3차년도)

박동규 12.27(화) 새빛방 4 3 3차년도 4분기 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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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문회의 개최

건수 연 구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회의
일시

장  소
자문회의
참여자

주  요  내  용

1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2.14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한육우) 03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2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2.15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젖소) 03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3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2.16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산란계) 03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4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2.17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돼지) 03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5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정민국 2005.2.22 경연당
자문위원 26명,
연구진 6명

축산관측분기보 3월호 전망 안에 관한 
논의

6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이용선 2005.2.22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10명,
연구진 4명

과채관측 4월호(안)에 관한 논의

7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이용선 2005.2.23
함안군

시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10명,
연구진 4명

과채관측 4월호(안)에 관한 논의

 8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홍승지 2005.2.24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3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9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김경필 2005.3.4 경연당
자문위원 14명,
연구진 6명

과일관측월보 4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10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 이용선 2005.3.7 경연당
자문위원 13명,
연구진 6명

과채관측월보 4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11 채소관측 지역자문회의 홍승지 2005.3.8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32명,
연구진 6명

채소관측월보 4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12 임업관측(밤) 중앙자문회의 장철수 2005.3.8 토담실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밤)4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
자문회의

13 채소관측 지역자문회의 홍승지 2005.3.10
부산시 
명지농협

자문위원 13명,
연구진 6명

채소관측월보 4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14 채소관측 지역자문회의 홍승지 2005.3.15
제주도 

농업기술원
자문위원 18명,
연구진 3명

채소관측월보 4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15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3.16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3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육계) 4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16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정민국 2005.3.22 경연당
자문위원 13명,
연구진 6명

축산관측(육계) 4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17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홍승지 2005.3.28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4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18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김경필 2005.4.6 경연당
자문위원 14명,
연구진 6명

과일관측월보 5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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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연 구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회의
일시

장  소
자문회의
참여자

주  요  내  용

19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 이용선 2005.4.6 경연당
자문위원 13명,

연구진 6명

과채관측월보 5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20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회의
석현덕 2005.4.8 유치농협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표고버섯)5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21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4.13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육계) 5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22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정민국 2005.4.19 경연당
자문위원 13명,

연구진 6명

축산관측(육계) 5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23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홍승지 2005.4.26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5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24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이용선 2005.4.27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과채관측 6월호(안)에 관한 논의

25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 박기환 2005.5.6 경연당
자문위원 12명,

연구진 6명

과채관측월보 6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26 임업관측(밤) 중앙자문회의 장철수 2005.5.9
산청군 

산림6조합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밤)6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27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5.10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한육우) 06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28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5.11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젖소) 06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29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회의 석현덕 2005.5.11
동표고

농조합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표고버섯)6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30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5.12
천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돼지) 06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31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5.16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산란계) 06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32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세부시행 

방안 연구
김창길 2005.5.20 농림부

김창길, 농림부, 

농진청 업과학기술원, 

축산연구소 등 계자

양분총량제 연구용역 추진방향

33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정민국 2005.5.23 경연당
자문위원 28명,

연구진 6명

축산관측분기보 6월호 전망 안에 

관한 논의

34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홍승지 2005.5.26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6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35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

전방안 연구
김창길 2005.6.2

홍성 

환경농업교육관

연구진, 홍성군 

자문위원, 홍성군청 

관계자, 농민

사례지역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방안 논의

36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김경필 2005.6.7 경연당
자문위원 14명,

연구진 6명

과일관측월보 7월호 발간을 위한 중

앙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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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연 구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회의
일시

장  소
자문회의
참여자

주  요  내  용

37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 박기환 2005.6.7 경연당
자문위원 13명,
연구진 6명

과채관측월보 7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38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회의

석현덕 2005.6.9
태동관
경연당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표고버섯)7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39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6.15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육계) 7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40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박현태 2005.6.16 새롬터
연구진, 자문위원 

3명
연구결과 검토

41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박기환 2005.6.20 충남 제천
자문위원 8명,
연구진 4명

과채관측 8월호(안)에 관한 논의

42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정민국 2005.6.21 경연당
자문위원 12명,

연구진 6명

축산관측(육계) 7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43
친환경쌀의 재배유형별 생산․
유통․소비 구조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강창용 2005.6.22 새빛방
연구진 2명, 

단국대, 한살림 등 
자문위원 5명

친환경쌀 유통조사결과 토의 및 자문

44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

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 산업의 
발전방향

강창용 2005.6.27 한국농기계조합

연구진, 농기계조합, 

농공연구소 등 
자문위원

국내 농업기계화 정책의 문제점과 
농기계수출의 확대방안

45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홍승지 2005.6.28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7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46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김경필 2005.7.5 경연당
자문위원14명,

연구진 6명

과일관측월보 8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47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 박기환 2005.7.5 경연당
자문위원 10명,
연구진 6명

과채관측월보 8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48
소득안정계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오내원 2005.7.11
농림부

국제회의실

서울대 이태호 
교수 외  5명, 

연구진 2명

직불제 중장기 방향과 소득안정
계정

49 임업관측(밤) 중앙자문회의 장철수 2005.7.11
거창군 
신원농협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밤)8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
자문회의

50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회의

석현덕 2005.7.12 토담실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임업관측(표고버섯)8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51 채소관측 지역자문회의 홍승지 2005.7.13
대관령

원예농협

자문위원 29명,

연구진 4명

채소관측월보 8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52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박기환 2005.7.20 전북 김제
자문위원 4명,
연구진 4명

과채관측 9월호(안)에 관한 논의

53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7.21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육계) 8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5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선호 및 

구매행태 분석
김창길 2005.7.25 새롬터

연구진, 농림부 

관계자
소비자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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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홍승지 2005.7.26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8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56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회의 석현덕 2005.8.2 경연당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표고버섯)9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57 임업관측(밤) 중앙자문회의 장철수 2005.8.9 경연당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밤)9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

자문회의

58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김경필 2005.8.5 경연당
자문위원14명,

연구진 6명

과일관측월보 9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59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8.9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4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산란계) 09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60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8.10
당진군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4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돼지) 09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61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8.11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3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한우) 09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62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8.12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4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젖소) 09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63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정민국 2005.8.19 경연당
자문위원 31명,

연구진 6명

축산관분기보 9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64 과일관측 지역자문회의 김경필 2005.8.23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자문위원 19명,

연구진 3명

과일관측월보 10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65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박기환 2005.8.23 충남 부여
자문위원 8명,

연구진 4명
과채관측 10월호(안)에 관한 논의

66 과일관측 지역자문회의 김경필 2005.8.24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자문위원 13명,

연구진 3명

과일관측월보 10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67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홍승지 2005.8.25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9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68 과일관측 지역자문회의 김경필 2005.9.2
제주도 

농업기술원

자문위원 10명,

연구진 2명

과일관측월보 10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69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 박기환 2005.9.5 경연당
자문위원 12명,

연구진 6명

과채관측월보 10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70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김경필 2005.9.6 경연당
자문위원 14명,

연구진 6명

과일관측월보 10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71 임업관측(밤) 중앙자문회의 장철수 2005.9.9 정안농협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밤)10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

자문회의

72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회의 석현덕 2005.9.13 경연당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표고버섯)10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73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9.14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3명,

연구진 2명

축산관측(육계) 10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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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과일관측 지역자문회의 김경필 2005.9.14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9명,

연구진 3명

과일관측월보 11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75 과일관측 지역자문회의 김경필 2005.9.15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자문위원 19명,

연구진 3명

과일관측월보 11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76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정민국 2005.9.22 경연당
자문위원 9명,

연구진 6명

축산관측(육계) 10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77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김연중 2005.9.28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10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78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김경필 2005.10.5 경연당
자문위원14명

연구진 6명

과일관측월보 11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79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 박기환 2005.10.5 경연당
자문위원 9명,

연구진 6명

과채관측월보 11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80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오내원 2005.10.6 토담실

농림부 조백희 

사무관 외  5명, 

연구진 4명

농가등록제 도입에 대한 자문회의

81 임업관측(밤) 중앙자문회의 장철수 2005.10.11
산청군

산림조합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밤)11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

자문회의

82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회의 석현덕 2005.10.12 경연당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14명

임업관측(표고버섯)11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83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10.12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4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육계) 11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84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세부시행 

방안 연구
김창길 2005.10.19 농림부

염구진, 농림부, 

농진청, 농과원 등 

자문위원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세부시행방안 

논의 및 유관기관 역할분담 논의

85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정민국 2005.10.20 토담실
자문위원 8명,

연구진 6명

축산관측(육계) 11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86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박기환 2005.10.26 경남 진주
자문위원 8명,

연구진 4명
과채관측 12월(안)에 관한 논의

87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박기환 2005.10.27 전남 나주
자문위원 10명,

연구진 4명
과채관측 12월(안)에 관한 논의

88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김연중 2005.10.27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11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89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최지현 2005.11.4 농업기반공사

연구진, 농림부 

관계자,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90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김경필 2005.11.7 다산홀
자문위원 14명,

연구진 6명

과일관측월보 12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91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 박기환 2005.11.7 경연당
자문위원 9명,

연구진 6명

과채관측월보 12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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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임업관측(밤) 중앙자문회의 장철수 2005.11.8
공주시

정안농협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임업관측(밤)12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93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회의 석현덕 2005.11.9 이왕상사
중앙자문위원 

및 연구진

임업관측(표고버섯)12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94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11.8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3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한육우) 12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95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11.9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3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돼지) 12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96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11.10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산란계) 12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97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11.11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5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젖소) 12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98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김창길 2005.11.15 농림부

총괄 및 

세부연구책임자, 

농림부 관계자, 

자문위원

1년차 연구성과 검토 및 분야별 

농업환경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

99 채소관측 지역자문회의 김연중 2005.11.16
제주도

농업기술원

자문위원 17명,

연구진 5명

채소관측월보 12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100 채소관측 지역자문회의 김연중 2005.11.17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10명,

연구진 5명

채소관측월보 12월호(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101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김명환 2005.11.22 경연당
자문위원 33명,

연구진 6명

축산관측분기보 12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102 채소관측 중앙자문회의 김연중 2005.11.25 경연당
자문위원 25명,

연구진 8명

채소관측월보 12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103 2004 식품수급표 이계임 2005.12.6 새빛방

연구진, 

농촌생활연구소, 

보건산업진흥원 등 

식품수급표 작성 관련 논의

104
단양군 신활력사업 전담자문가 

자문 및 컨설팅
정명채 2005.12.7

단양군청

상회의실

한국식품연구원 

정문철 박사 외 

1명, 연구진 1명

단양군 신활력사업 추진 상황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105
국내외 수출용 분화류 유통 및 

시장동향(1차년도)
박현태 2005.12.13 새롬터

연구진, 

한국화훼농협 전무 

등 외부전문가 5인

1년차 연구결과 검토

106 축산관측 지역자문회의 정민국 2005. 12.15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 4명,

연구진 4명

축산관측(육계) 1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107 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정민국 2005.12.22 경연당
자문위원 11명,

연구진 6명

축산관측(육계) 06-1월호 전망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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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론회 개최

건수 토 론 회 명 일  시 장  소

1 친환경 농업발전 대토론회 2005. 3.17 농경연 다산홀

2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방안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2005. 3.29 고창군청 회의실

3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 2005. 7. 5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층 강당

4 쌀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2005 .7.19 aT센터 중회의실

5 쌀 생산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2005. 8.17 aT센터 중회의실

6 우유수급조절방안 토론회 2005. 9. 9 수안보 한화콘도

7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에 관한 토론회 2005.11.29
농업기반공사 
교육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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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보관리

1. 전  산

가. 정보시스템 개선

  인사 자료의 관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

다. 일반사용자를 위한 인사정보조회기능 개발과 인사관리시스템

의 각종 화면을 재구성하여 관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시 인력채용에 따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제공

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시스템을 개발하 다. 규격화된 양

식에 의한 응시자DB를 구축하여 인력Pool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농업관측정보센터의 관측업무 개선을 위하여 2005년에 농

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 다.

나. 홈페이지 관리․운

  1997년 3월부터 운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2005년 9월에 재개편하

다. 이를 통해 메뉴의 체계적인 그룹화, 연구보고서 온라인 판매 

기능 보강, 시작장애인을 위한 연구원 소개 페이지 구성, 로그인 없

이 각종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홈

페이지 활용을 목적으로 홈페이지 모니터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제4기 모니터요원 100명을 새로 위촉하 고, 모니터사랑방홈페이지

도 개편하 다.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를 일반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원메일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 KREI i-zi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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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하여 주간단위로 발송하고 있다. 회원메일을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총 105회에 걸쳐 농업관측정보, 신착자료 등을 발송하 다. 

KREI i-zine은 연구보고서, 관측월보, 북한농업정보, 해외출장기, 연구

실탐방 등 한 주 동안 연구원에서 생산한 정보를 묶어서 33회 발송

하 다.

  2005년도에는 KREI 포럼에 OECD에 관한 정보․지식의 공유 및 

OECD 농업분야 의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논의 내용의 국

내 전파․확산을 위한 ｢OECD 농정연구 포럼｣을 개설하 다.

  FTA에 대한 농업부문의 협상전략 및 표준협상모델, 대상국별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연구 지원을 위해 농업부문 FTA 농업 DB을 구축하

다. 여기에는 47개 국가별 통계 DB 및 참조 DB 구축, 통계 사이트 

링크, 국가별 통합 DB을 이용하여 각종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단 FTA 농업 DB는 관련기관용으로 개발되어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전산시스템 개선

  연구업무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분석용 장비로 2005년 3월에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조사하여 

MS-Office2003, LIMDEP, WinRATS, AMOS 등 9종을,  12월에 추가로 

SnagIt, Alsee, Phtoshop, SPSS 등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 다.

  또한 노후화된 서버장비 대체와 스팸메일의 증가에 대응하여 보다 

안정적인 스팸메일차단시스템 운 을 위해 서버급의 전산장비

(PrimePower450, DL-360)를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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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원 보유 주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 분 내                역 수 량

1. 하드웨어

2. 소프트웨어

◦ SUN V-480 

◦ SUN Enterprise 450 

◦ SUN BLADE 1000

◦ PrimePower 450

◦ SUN U-60

◦ HP ML570

◦ HP ML370

◦ HP DL-360

◦ Backbone Switch

◦ 라우터

◦ HUB

◦ RDBMS : ORACLE 9i

◦ Web Server : WebtoB 

◦ 미들웨어 : JEUS

◦ SAS PACKAGE(임차)

◦ 보안시스템 : 시큐어웍스, Cleanspam

◦ 웹로그분석 : WiseLog

◦ Shazam, GAMS, LIMDEP, 

   GAUSS, Eview, WinRATs

   Mathematica, ARC GIS, AMOS

   On-Front, I-Transer, SPSS 등

2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2조

1조

3대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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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자료

2-1. 자료입수 및 보유현황

  2005년 말 현재 당 연구원 자료실은 59,053권의 도서와 1,076종의 

정기간행물, 374종의 비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1년 동안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1,730권의 도서와 604종의 정기간행물을 

입수하 다.

 1) 도 서
단위: 권

구  분 
2005 말 보유 현황 2005년 수집 실적

단행본 연구자료 제본잡지 계 구  입 수  증 계

국 내 서
구 미 계
일본․기타

9,825
9,043
4,376

20,757
4,932
3,235

3,064
3,420
1,301

33,646
17,395
8,912

250
53
125

1,011
67
224

1,261
120
349

합  계 23,244 28,924 7,785 59,953 428 1,302 1,730

 2) 정기간행물
단위: 종

구    분
2005년 수집 실적 전체 간행물 수

(누적 종수)구   입 수  증 소   계

인쇄저널
국  내  서
구  미  계
일본․기타

57
79
36

314
 61
 57

371
140
 93

626
324
126

전자저널
한국학술정보
Science Direct
EBSCOHost

 1,259
 1,780
10,276

합  계 172 432 604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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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책자 / 멀티미디어 자료

구 분 마이크로폼 CD-ROM A/V 자료 신문(국내/국외) 계

종 수 26종(250점) 302종 19종(65점)
27종

(22종/5종)
337종

2-2. 자료이용현황

  2005년도에는 총1,563명의 열람자가 자료실을 방문하 고, 이 중 

원외 이용자 136명, 원내 이용자가 1,427명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

료가 늘어나서 연구자들이 자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개인 연구

실에서 직접 자료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구        분 내           용

대출/열람
대 출 자 료
열   람   자

  1,263권
  1,563명 (원내 1,427명 / 원외 136명)

전자저널
이용현황

논문다운로드
건수

  한국학술정보  : 6,643건
  Science Direct : 849 건
  EBSCOHost   : 1,058 건

자료이용
서비스

맞춤형정보검색
참고문헌검색
신착자료안내

일간해외경제정보

  목록 및 원문제공 : 45회
  자료조사 제공 117회
 「신착자료 안내」(주간) 55회 발행
  일간 144회 등록

2-3. 기타 주요 실적

 1) 정보검색서비스 개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도에 수행한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과

제에 맞는 문헌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자료실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에 만족

도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서비스는 개별이용자들로부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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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도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그 키워드에 맞는 

적합 문헌을 검색하여 제공하고, 원문요청 시 타기관에 의뢰하여 복

사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 IKIS와 전자도서관시스템과의 완전연동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를 연구원 전자도서관시스템에서 입

력하면 IKIS(Institute Knowledge Inventory System)에 실시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동기화하여 연구원 발간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3)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이용 협약체결

  2005년 11월에는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이용협약을 체결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원문데이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연구원 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도 국회도서관을 통해 인쇄 

및 전자형태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된 자료가 국

회의원들과 일반 이용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출  판

  우리 연구원은 농림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우리 연구원이 연구한 

지식과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의 결과

를 간행물로 발행, 보급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각종 보고서 134권 

12개호를 비롯하여 정기간행물 5종 73개호 등을 발행, 보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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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출판 실적 >

간행물 종류 발행 횟수

정기 

간행물

농촌경제 (계간)

Journal Rural Development (연2회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월간)

농업관측; 과일․채소․과채 (160-187호)

축산관측: 육계,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122-148호) 

 4개호

 2개호

12개호

28개호

27개호

연구

보고서

연구보고 (R)

수탁연구보고 (C)

정책연구보고 (P)

연구자료 (D)

토의용 논문 (W)

기타연구보고 (M)

25권

63권

 7권

12권

 1권

 2권

기타 

간행물

연구사업연차보고서, 2005

식품수급표, 2004

연구결과요약집(국․ 문), 2005

KREI 북한농업동향

농업․농촌 경제동향

세계농업뉴스

KREI 농정연구속보

 1권

 1권

 2권

 4권

 4권

12권

12개호

합       계
134권
85개호

  그 밖에, 우리 연구원은 출판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 다.

◦ 학술지 등록: ｢농촌경제｣가 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 학술지’로 선

정되었다(2005년 12월).

◦ 보고서 작성용 편집-교정 파일 제작

   - 보고서 작성 스타일 파일 제작: 연구보고서, 농정연구속보 등

   - PC ‘빠른 교정’ 파일 보완: 14,100개 → 16,000개

◦ ‘좋은 보고서 작성’ 모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직원들이 모여 보고서 작성 양식, 쉬운 문장 작성법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05년에는 12회 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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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벤처농기업보육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2년 2월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개소식

을 갖고, 창업보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 다. 이를 통해 KREI

의 축적된 지식과 정보,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하고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업관련(Agribusiness)분야의 창업

희망자 또는 창업초기에 있는 업체를 유치하여 창업보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주한 벤처농기업이 원활한 운

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함으로써, 벤처농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연구원 입장에서 현장 

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실질적 농업현장 연구를 강화하는 쌍방향 커

뮤니케이션의 계기가 되었다.

  2005년 벤처농기업창업보육지원 사업은, 보육 업체의 체계적 관리

와 기초 확립을 위한 경  컨설팅지원, 판로 개척 및 업체 인지도 확

립을 위한 박람회․세미나 지원을 통해 입주업체 홍보에 중점을 두

었으며, 소정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창업진행도 및 성공사례를 입주업체들에게도 소개하여 

동기부여의 기회로 활용하 으며, 2004년에 이어 “벤처농업활성화를 

위한 전문아카데미”를 지역 벤처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하 으며, 현지 벤처농업인 및 희망자들에게 벤처농업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창업 준비 과정을 적용 가능한 정보로 안내하

고, 벤처농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창업정신 고양

의 기틀을 제공하 다.



50

<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현황 >

2005. 12. 31 현재

입주업체명 주요업종 사무실 전  화 FAX

신가술마켓넷
신농업기술

마케팅, 컨설팅
101호 3295-4012 3299-4167

(주)꿈
식품가공

수출, 전통발효식품
102호 962-0280 3299-4167

도울 F&B 쌀눈이용가공 103호 3295-4056 3299-4167

소이젠(주) 생대두가공 104호 959-0386 3299-4167

부림잔디 흙 없는 잔디 105호 967-7171 962-7171

우수농특산물

네트워크
발아현미가공 106호 3295-1321 957-2991

(주)지역활성화센터 농촌마을가꾸기 107호 3295-4068 3299-4167

이파리 유기농산물생산판매 108호 3295-4082 3299-4167

봅데강 천연염색의류가공 110호 3295-2710 3295-2704

<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현황 >

2005. 12. 31 현재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사업장 졸업일자 업  종

숯초롱 이 순 010-6351-5665 인천 05.12
왕겨이용

숯가공

(주)미력 이종옥 011-252-0819 여주 05.12 발아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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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조성사업 및 학술활동

1. 현황

구  분 KREI 세미나 농경토론회 비  고

건  수 16회 5회

2. KREI 세미나

일 자 주                제 발    표    자

1.20
인본주의 한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
책과제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1.24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과 협상 전
망

Tim Groser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

1.31
미국 농산물정책의 변화요인-WTO/DDA 
협상, 예산 압력

Sumner
(미국 켈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

무역정책조정이 세계의 자포니카계 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이현옥 교수
(미국 켈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

2. 2 EU 농정개혁의 흐름과 2005 농정현안
김종철

(주 EU 농무관)

2.15 남미 농업의 현황과 전망
최양부

(주 아르헨티나 대사)

2.18 한국의 국제협력 추진형황과 전망
김상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담당이사)

3. 8 FAPRI 기본 모형에 관한 세미나
D. Scott Brown
(FAPRI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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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주                제 발    표    자

3.29 중국농업 검토보고
홍성재

(농림부 통계기획담당관)

3.30

An Attempt to Reduce Estimation in 
Determining Income and Price 
Elasticities by CohortApproach-The Case 
of Japanese Fresh Fruit

히로시 모리
(일본 센슈대학교 교수)

5. 4 농지은행과 쌀 생산조정
신희준

(농업기반공사 지은행사업본부)

8. 4 농산물 화상 직거래
오치주

(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8.30 일본의 쌀 생산조정과 생산성 변화
곤도

(일본 아사히카와대학교 교수)

10. 7 바이오매스의 순환이용과 지역경제
Sasaki Ichio

(일본 오비히로대학교 교수)

11. 7 산동농업의 현황과 과제
리슈차오

(중국 청도 래양농업대학교 교수)

11.23 한국 경제성장의 문화적 분석
권오율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교수)

12.26
소통과 상생의 시대-KREI의 새로운 비전
수립을 위한 생각의 토대

김용구
(미래경 개발연구원장)

3. 농경토론회

일자 주                  제 발  표  자

3.25 Scnning Pos Data를 활용한 수요분석 서비스 소개 서성천

5.10 기업의 경 윤리-농기업에도 기업윤리는 필요한가? 고  욱

5.31 일본의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특징과 함의) 김태곤

9. 2 AHP를 이용한 농업의사결정의 실제 신용광

10.18 최근의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 김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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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제교류

1. 현황

구  분
국제학술대회 

해외조사활동 외국인 내방 비  고
개최 참가

건  수 4건 21건 62건 17건

2. 국제학술대회 개최

2-1. 한․일 공동연구 1차 심포지움

  • 주 제 :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 일 시 : 2005. 6. 7(화) - 6. 11(토)

  • 장 소 : 일본(동경농공대학, 나가노현)

  • 주제발표

   ◦ 6월7일(화)

     16:00-16:10  개회인사

         일본측 - 호리오 마사유끼 교수(동경농공대학)

         한국측 - 정 기환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10-16:20  Work Shop일정 설명 및 공동연구 참가자 소개 

(유학렬 연구원)

     16:20-16:40  발표1  일본 농촌, 농업의 실태(발표자: 센가 교수)

     16:40-17:00  발표2  한국 농촌, 농업의 실태(발표자: 정기환 박사)

     17:00-17:20  발표3  일본의 도농교류를 통한 내발적 농촌 발전

                       (발표자: 가시와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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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17:40  발표4  한국의 도농교류를 통한 내발적 농촌 발전

                       (발표자: 송미령 박사)

     17:40-18:00  발표5  한국의 지역<집락> 농의 실태 및 사례소개  

                       (발표자: 김태곤 박사)

     18:00-18:20  발표6  일본의 지역<집락> 농의 실태 및 사례소개  

                       (발표자: 후치노 교수)

     18:20-18:40  종합 토론

     18:40-19:00  휴식

     19:00-20:30  교류회

   ◦ 6월8일(수)

     13:00-14:20  나가노현 오부세정(중식 및 견학)

     15:30-16:30  도농교류시설 모리노이에 대한 설명 청취

     18:10-19:30  석식

     20:00-21:00  일본의 도농교류에 관한 토론회 <지역주민 참가>

   ◦ 6월9일(목)

     08:00-09:00  조식

     09:30-10:20  이이야마시 견학

     12:00        나가노현 오가와무라(중식 및 농산물 직판장 견학)

     13:00       오가와무라 관청 방문

     13:10-14:00  오가와무라의 개요 및 공민협동 마을만들기 사업

에 관한 설명 청취

     14:00-15:00  오가와무라의 도농교류시설 및 지역산업 활성화 

시설의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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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0일(금)

     09:20-10:10  회의: 제1회 Work Shop마무리 및 금후의 공동연구 

방향 토의

                 장소: 동경농공대학 연합농학연구동 제1회의실

     10:10-10:20  폐회인사

                 한국측 - 정 기환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측 - 호리오 마사유끼 교수(동경농공대학)

     10:30-11:00  동경농공대학 학장과의 면담

     11:30-13:30  교류회

     16:00-18:00  도치기현 수유원 운 공사 방문 및 면담

   ◦ 6월 11일(토)

     10:30-16:00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 가무창포원 견학

2-2. ｢동북아 쌀산업의 현재와 미래｣제2회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움

  • 주 제 : 동북아 쌀산업의 현재와 미래

  • 일 시 : 2005. 9. 26(월) - 9. 29(목)

  • 장 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산홀

  • 주제발표

   ◦ 9. 26(월) 심포지움

    제1세션  동북아 쌀 시장개방의 향과 대응과제(10:20-12:20)

좌   장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주제  동북아 곡물문제와 쌀농업 과제(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주제  동북아 쌀 수급 및 전망(이태호 서울대학교)

제3주제  한국 쌀농업의 구조변화(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토론 한두봉(고려대학교), 이일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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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식(12:20-13:30)

    제2세션  동북아 쌀농업의 생산구조 변화(13:30-15:30)

좌   장  장월걸(중국 길림농업대학교)

제4주제  일본의 쌀생산조정의 변천과 과제(안도 이바라기대학교)

제5주제  중국의 구조개혁과 농민의 대응(사카이 일본 토야마대학교)

제6주제  중국 길림성 쌀농업 구조변화(姜 會明 중국 길림농업대학교)

지정토론 고재모(협성대학교), 서세욱(국회 예산정책처)

    휴   식(15:30-16:90)

    제3세션  동북아 쌀농업의 유통구조 변화와 대응(16:00-18:00)

좌   장  사카이 토미오(일본 토야마대학교)

제7주제  중국 길림성 쌀 유통개혁과 과제(장월걸 길림농업대학교)

제8주제  일본 쌀시장개방이후 쌀 유통과제(冬木勝仁 일본 북대학교)

제9주제  한국의 농협 쌀유통의 과제(전찬익 농협조사연구소)

지정토론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준순(PN라이스)

    폐   회(18:00-18:30)

    만   찬(18:30-20:30)

   ◦ 9. 27(화)  현지견학

    10:00-       安城市 古三農協

                  - 안성시 쌀농업의 개황과 과제

                  - 안성시 농업과 농협의 역할 

    12:00-13:00  점심

    13:00-15:00  현지견학(RPC, 친환경생산)

    15:00-18:00  현지주민과의 의견교환 

                  - 참가자(농협, 농가, 시, 언론 등 20인)

   ◦ 9. 28(수)  현지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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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12:00  농가조사(쌀농가 2호) 

    12:00-14:00  서일농장(견학, 중식)

    14:00       귀경, 하나로 클럽(양재점)

   ◦ 9. 29(목)  종합 및 3차 심포지움 계획

    10:00-12: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연당

    12:00-       중 식(연구원)

2-3.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제3회 한중일 국제 심포지움

  • 일 시 : 2005. 10. 25(화) - 10. 28(금)

  • 장 소 : Toranomon Pastoral(일본, 도쿄)

  • 주 제 : 세계경제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Global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North East Asia)

    - 소주제 1: 동북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blems in NEA)

    - 소주제 2: 동북아 농촌개발과 불균형문제

               (Rural Development and Disparity Problems in NEA)

    - 소주제 3: 동북아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환경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Environment in 

NEA)

  • 주제발표

   ◦ 10. 25(화)

10:00-11:00 기관장 회의(PRIMAFF Kasumigaseki 사무실)

12:30-13:00 등록(Toranomon Pastoral의 Room “Mimosa”)

13:00-13:30 환 사

IWANAGA Mineichi(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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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HIO Takeshi(PRIMAFF 소장)

13:30-14:00 기조연설

동북아 지역협력과 농업의 역할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and the Role of 

Agriculture)

(INOGUCH Kuniko, 소피아대학 법학부 교수)

14:00-18:00 제1세션: 동북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blems in NEA)

         ▸ 좌장: SHIMAMOTO Tomio(PRIMAFF 전임 소장)

         ▸ 발표:

∙일본 농촌사회의 인구 문제

(The Population Issue in Japan's Rural Communities)

(HASHIZUME Noboru, PRIMAFF)

∙도농간 교류 프로그램의 새로운 단계

(New Phase of the Exchange Program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EGAWA Akira, PRIMAFF)

∙한국농업의 구조 변화와 양극화 실태

(Structural Change and Bipolarization of Korean Agricutlure)

(Kim, Jeong-Ho, KREI 선임연구위원)

         ▸ 토론: Zheng Wang(중국투자협회 농업농촌위원회 부의장)

         <휴식>

         ▸ 발표:

∙한․중․일 농민 소득문제와 정부 정책

(Farmers' Income Issue and Government Policy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Xiande Li, IAE/C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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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농업 및 무역정책 분석을 위한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Constructing a Model and Database for Detailed Analysis 

on Agricultural and Trade Policy in China, Japan and Korea)

(Xiaohe Liu, IAE/CAAS)

         ▸ 토론: Lee Yong-Sun(KREI 연구위원)

   ◦ 10. 26(수)

09:00-12:30 제2세션: 동북아 농촌개발과 불균형문제

(Rural Development and Disparity Problems in NEA)

         ▸ 좌장: Fu Qin(IAE/CAAS 소장)

         ▸ 발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based on Resident(Agricultural Producers) 

Participation”

(YOU Gyunghee, PRIMAFF)

∙일본의 산지마을과 고령자 생활

(Mountain Villages in Japan and the Livelihood of the Elderly)

(AIKAWA Yoshihiko, PRIMAFF)

         ▸ 토론: Kim, Tae-Gon(KREI 연구위원)

         <휴식>

         ▸ 발표:

∙한국에서의 도농간 발전 격차 실태

(Urban-Rural Development Disparity in Korea)

(PARK, Si-Hyun, KREI)

∙중국의 농촌 빈곤과 빈곤 경감 정책

(Rural Poverty and Poverty Reduction Polic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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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i Wang, IAE/CAAS)

∙농촌의 불균형(Inequality in Rural Villages)

(Li Xing, IAE/CAAS)

         ▸ 토론: MIZUNO Masami(니혼대학 생물자원과학부 교수)

10:00-12:00  무역 모형 전문가 회의(PRIMAFF Kasumigaseki지점)

12:30-13:30  오찬

13:30·17:30  제3세션: 동북아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환경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Environment in NEA)

         ▸ 좌장: Eor, Myong-Keun(KREI 동북아농업팀장)

         ▸ 발표: 

∙농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Evaluation of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TAKAHASHI Yoshifumi, PRIMAFF)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정책 과제

(Debate and Policy Issues on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Japan)

(GODA Motoyuki, PRIMAFF)

         ▸ 토론: Xiande Li(IAE/CAAS, 교수)

        <휴식>

         ▸ 발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

(Economic Perspectives on 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y)

(Kim, Chang-Gil, KREI 연구위원)

∙순환경제매커니즘을 통한 농업의 삼차원적 오염 관리

(Controlling Agricultural Tridimensional Pollution Through 

Circular Economy Mechanism)

(Lizhi Zhu, IAE/C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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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개발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Zhiquan Hu, IAE/CAAS)

         ▸ 토론: KOYAMA Osamu(일본농업과학 국제연구센터 개발연구부 부장)

17:30-18:00 폐회식

   ◦ 10. 27(목)

09:30-18:00 현장견학(도쿄 근교 Chiba현)

   ◦ 10. 28(금)

09:30-12:00 현장견학

2-4. 한․일 공동연구 2차 심포지움

  • 주 제 :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 일 시 : 2005. 11. 15(화) - 11. 17(목)

  • 장 소 : 서울, 강원도(횡성군, 평창군)

  • 주제발표

   ◦ 11월15일(화)

15:30-18:00 세미나① 2005년도 성과발표

18:30-20:00 교류회

   ◦ 11월16일(수)

10:30-12:00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 견학

12:00-13:30 중 식

14:00-16:3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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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17일(목)

10:00-11:10 세미나②

                 연구과제별 앞으로의 연구계획 및 방향성 등에 관한 토론

11:20-12:20 전체회의

                 공동연구의 전체적 목표 및 방침 설정, 내년도 계획 등

12:30-13:50 중 식

14:00-      폐 회

3. 국제학술회의 참가

건수 국제학술회의 명칭 개최
장소

주최
기관

진행
언어 참가일정

학술회의 참가 내용

참가자 발표 및 토론주제 구분

1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일 본
요코하마
국립대학

일어 3.4-3.9 김태곤 한국의 쌀정책과 지불제
주제
발표

2
APO 농촌종합지역개발 리
디자인 심포지엄

대만 
타이베이시

APO 어 4.24-4.30 김 생
Social Capital in Korean 
Rural Communities

발표

3
APO 농산업 개발을 통한 농
촌지역 고용창출 연구회의

인도 APO 어 4.25-5.3 마상진
Employment Generation
through Rural Development

주제
발표

4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지
역개발 촉진자 연수

이란 
테헤란

APO 어 5.3-5.13 심재만
Community  Empowerment 
& Participatory Planning

발표

5
한․일 농업경제학회  공동
심포지움

제주도
한국농업경
제학회

어 6.23-6.24 김창길

An Evaluation of Direct 
Payments for Promo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Practices

발표

6

2005 REST-KAEA 
International Conference 
o n Agricultural Economics 
and Resources

대만
REST, 
KAEA

어 7.12-7.16 송주호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Regional Livestock Quota System 
in Korea

발표

7
2005대만-한국 농업경제
학회 

대만 어 7.12-7.16

서종혁, 
김용택, 
송주호, 
이용선, 
정정길

2005대만-한국 농업경제학회 
참가

8
2005 World Congress IUFRO 
학술대회

호주 
브리스베인

IUFRO 어 8.7-8.14
석현덕
손철호

전통과 기술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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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국제학술회의 명칭
개최
장소

주최
기관

진행
언어

참가일정
학술회의 참가 내용

참가자 발표 및 토론주제 구분

9
제5회 아시아 농업경제학회
(ASAE) 

이란 자헤단 ASAE 어 8.26-9.2 정기환
Toward a New Approach 
for community 
Development

논문
발표

10
제5회 아시아 농업경제학회
(ASAE) 

이란 자헤단 ASAE 어 8.26-9.2 정호근

Finding the Relationship of 
Strategy, Structure and 
Performance among Large 
Food Manufacturing U.S. 
Firms in 1990s

논문
발표

11
동아시아 협력과 발전에관
한 국제심포지엄

일 본

일본지역정책
학회, 

다카사키경제
대학

일어 10.14-10.17 김태곤
한국 농업구조정책의 과제
와 전망

주제
발표

12 FFTC 국제워크숍 
대만 

타이베이
FFTC 어 10.17-10.21 정기환

Agricultural Extension
Program at the Crossroad  

논문
발표

13
제3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일 본 일어 10.24-10.25 최정섭 
제3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참가

14
제3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일 본 일어 10.24-10.25
어명근, 
김태곤, 
이용선

제3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참가

좌좡
토론
토론

15
제3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일 본 일어 10.24-10.25 김정호,
Structural Change and 
Bipolarization of 
Korean Agricutlure

발표

16
제3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일 본 일어 10.24-10.25 박시현,
Urban-Rural 
Development 
Disparity in Korea

발표

17
제3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일 본 일어 10.24-10.25 김창길

Economic  
Perspectives on 
Agricultu ral
M ultifunctiona lity

발표

18
중국난징농업대학 중국농
업문명연구원 창립 8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중국 난징
중국 난징농업대학 

부설 
중국농업문명연구원

어 10.24-10.29 박석두
일제하 산미증식계획이 한
국농업에 미친 향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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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국제학술회의 명칭
개최
장소

주최
기관

진행
언어

참가일정
학술회의 참가 내용

참가자 발표 및 토론주제 구분

19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on Global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North Ease 
Asia 

일본
동경

일본농림수산정
책연구소

(PRIMAFF)
어 10.25-10.26 김창길

Economic Perspectives on 
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y

발표

20

Agricultural Policy 
Workshop on China, 
India and some selected 
Asian Economies

서울
FAO 

아태지역사무소
어 12.7 -9 송주호

Perspective on 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Lessons and Challenges

발표

21
동아시아 농업정책협력 
국제심포지엄 

중 국 중국인민대학 중국어 12.11-1214 김태곤
한국의 농업구조문제와 정
책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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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조사 활동

조  사  목  적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 사 자

호주 「Outlook 2005」참석 및 관련정보 수집 호주 2.27-3.4 이용선, 장재봉

미국 2005 농업전망대회 참관 및 관련 자료를 
수집

미국 2.22-2.27 김경필

메콩강 유역 국가의 분쟁해결 및 개발협력 
사례조사

타이, 라오스, 베트남 3.3-3.113 권태진

일본의 농산물 물류센터 운 실태 파악 일본 3.13-3.17 박현태

일본 야마나시현 포도주산업 현황과 진흥
정책 조사

일본 3.14-3.17 박경철

일본의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조사 일본 동경 3.18-3.19 김태곤

UNESCAP이 추진하는 농촌개발시범사업 
추진 상황 중간 평가 자문

타이,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3.20-4.6 정기환

한-미 FTA 사전 실무점검협의 참가 및 현지
조사

미국 워싱턴 3.26-4.3 권오복

일본의 지역복지계획 사례 및 농촌지역 복지
정책 조사

일본 4.11-4.14 신은정

일본의 JAS 운 현황과 문제점 파악 일본 4.13-4.16 이계임

일본 농업정책 관련 자료수집 일본 4.13-4.16 김민정

호주의 축산물 Traceability 체계 및 방법 
조사

호주 4.17-4.26 허  덕

한-멕시코 4차 협상 참석 및 멕시코 농산물 
시장조사

멕시코 4.26-5.1 최세균

농업분야 협력사업별 평가 및 ODA 발전 
방안 조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베트남, 라오스

5.2-5.14
5.2-5.20

정기환
김경덕, 김수석

FTA 추진 절차, 전략, 대응방안 사례조사 일본 동경 5.18-5.21 최세균

독일의 농촌 지역복지계획 및 농촌개발계획 
관련 조사 및 자료 수집

독일 5.17-5.24 박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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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목  적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 사 자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

조사

프랑스 알자스 5.22-5.29 송미령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혁신 사례조사 프랑스 알자스 5.22-5.29 박주

상해 임산물 수출가능성 조사 중국 상해 6.7-6.12 민경택

일본의 표고버섯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동경, 

군마현 다까사끼시

6.7-6.12 석현덕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공동

워크숍 참석

일본 6.7-6.12 정기환, 송미령, 

김태곤

일본의 낙농산업조사 일본 6.20-6.25 송주호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이후 농지시장 여건변화 

및 농지정책과 농업구조정책의 변화 조사

일본 6.27-7.2 김홍상

일본 양분수지산정 및 자원순환시스템 조사 일본 6.27-7.2 김태

일본에 있어서 고랭지의 토양 유실 방지대책 일본 6.27-7.2. 신용광

카자흐스탄 농기업 실태 및 투자환경 조사 카자흐스탄 7.2-7.8 최지현

한국농식품의 중국진출 현황 및 전망조사 중국 청도시, 상해시 7.18-7.23 박시현, 박경철

일본의 산지 및 소비지 농산물 유통시설 조사 일본 7.24-7.29 조명기

일본 선진지 사례조사 일본 7.25-7.30 박문호

일본의 밤 수입 및 유용실태파악조사 일본 7.25-7.30 장철수

일본의 임업부문 직접지불제 실태파악 일본 7.25-7.30 이상민

중국 축산업 현황 및 축산물의 한국 수출 가능

성 조사

중국 7.26-7.29 정민국,송우진,

김현중,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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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목  적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 사 자

일본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내용 및 추진절차 
파악

일본 8.10-8.14 최지현, 우병준

북유럽 비축제 운 방식 조사 스웨덴 8.21-8.28 박동규

중국의 과수산업 현황 조사 및 중국 농업부 
정보센터와의 업무 협의

중국 8.22-8.25 박미성, 유혜

일본 농협 및 관련기관 방문 및 토론 일본 8.23-8.26 오세익

하구관리프로그램 및 친환경 항만 운 , 갯벌
관리체제 등 선진 사례조사

네덜란드, 독일 8.30-9.6 박주

독일의 농가능록제도 및 운용실태 조사 독일 9.3-9.10 김수석

유기농산물의 소비 활성화 관련 선도국가 조사 오스트리아 비엔나  9.10-9.16 김창길

ICID 총회 참석 및 주요국 농업용수 관리실태와 
주요 쟁점 관련자료 수집

중국 베이징 9.11-9.18 김홍상

공동연구 협약체결 및 청도지역의 김치 생산
현황 및 수출에 대한 현지 상황 파악

중국 9.12-9.16 오세익, 송성환

남부유럽국가들의 지역발전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체계, 성과조사

그리스, 이태리 9.25-10.3 박시현

중국 산동성 과수산업 동향조사 중국 9.25-9.29 김경필,이원진

과채류의 일본 수출확대 가능성 조사 및 해외 
모니터 선정

일본 9.26-9.29 박기환, 김원태,
최익창

일본의 허브 이용 관광사업 사례조사 일본 9.29-9.30 박기환

유럽의 허브산업 동향 파악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0.2-10.9 박현태

공동연구기관과의 세부내용 협의 및 자료수집 미국 10.2-10.8 송주호

인도의 바이오산업 조사 인도 10.2-10.9 허  덕

한-인도 FTA에 따른 인도 농업현황 파악 및 
인도 농산물 수출입 가능성 조사

인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10.2-10.9 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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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목  적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 사 자

연합마케팅 선진사례조사 프랑스 파리 10.13-10.21 황의식

선진국의 바이오매스 활용정보 수집 프랑스, 독일 10.16-10.23 강창용

중국 농업과학원 및 농림부 FTA 담당자 
면담 및 현지조사

중국 북경, 산동성 10.16-10.19 김용택

일본의 임산물 생산통계 집계실태 및 임산물의 
함수율과 가공률의 실태파악

일본 10.17-10.21 손철호

중국 채소류 작황조사 및 모니터 선정 중국 10.18-10.21 김연중, 박 구,
전철현

일본 식료수급표 작성 체계 및 시사점 파악 일본 동경 10.19-10.22 김민정

미국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정책 현황과 
농가소득관련 자료수집

미국 워싱턴 디시, 
텍사스

11.12-11.18 정호근

일본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체계 조사 일본 동경 11.22-11.26 문한필

일본의 공공비축제 운 방식과 문제점 조사 일본 동경 11.29-12.2 박동규

일본의 분화시장 동향 파악 일본 동경 11.30-12.2 박현태

일본의 인정농업자제도와 농업과세신고제도에 
관한 조사

일본 동경, 
이바라끼현

11.22-11.26 고  욱

국 및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
체계 조사

국 런던, 뉴캐슬
프랑스 파리

12.4-12.10 박준기

UNESCAP 시범 농촌개발사업 최종평가 및 
국별 워크숍 참석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12.7-12.24 정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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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내방

내방일자 방문자 소속 및 성명 방  문  목  적

1.26
∘ OECD 미션단
  - Randall Jones 외 2인

∘ 「2005년 한국검토보고서」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담당자와의 토의

2.1
∘ 미국 국무성 한국담당관
  - Ms Nan Fife

∘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과 2005년 전망 논의

3.6
∘ FAPRI 연구진
  - D. Scott Brown 교수 등

∘ KREI 세미나 발표 및 농업관측분기모형 
시연

3.30
∘ 일본 센슈대학교
  - 히로시모리 명예교수

∘ KREI 세미나 발표 및 관련전문가와의 의견 
교환

4.7 ∘ Dr. Mark Noland, Dr. Stephan Haggard ∘ 미국의 북한전문가와의 의견 교환

4.11
∘ Ms. Candice Kay Lee
  (University of Oxford)

∘ 북한의 농업교육에 관한 국제간 비교

4.18
∘ 로이터(REUTERS)통신 한국지부장(Mr. 

Martin Nesirky) 및 정치부기자 
∘ 북한의 식량 및 농업사정, 남북농업협력 

전반에 관한 토의

5.18
∘ 미국 미주리대학교
  -  Nelson교수 일행

∘ KREI 세미나 발표

5.25
∘ 중국 고위공직자
  - 중앙정책연구실 정신립 단장 외 8인

∘ 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 등 소개

6.1 ∘ 아제르바이잔 WTO 전문가 ∘ 연구원 소개 및 WTO 협상개요 소개

7.18 ∘ 호주 축산공사(MLA) 축산관측팀
∘ 2006년도 쇠고기전망 및 한국-호주간 무역

실태 논의

8.17
∘ 아르헨티나 농업기술연구원(INTA) 원장 

및 Bocchetto 총국장
∘ 상호 협력 가능성 모색

8.30
∘ 일본 아사히카와대학교
  - 콘도 카쓰노부 교수

∘ KREI 세미나 발표

9.7

∘  陳 錫文 中國共産黨 中央財政經濟領導小
組 부주임

∘ 金 洪云 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교수

∘ 趙 陽 중국농업대학 교수

∘ 한중 농업현안에 관한 의견교환 

10.7
∘ 일본 오비히로대학교
  - 사사키 이치로 교수

∘ KREI 세미나 발표

10.18 ∘ 체코 산림자원조사 전문가 
∘ 양국 산림정책에 관한 논의 및 유관기관 

안내

12.3
∘ Dr. Hazel Smith( 국워윅대학교수) 및 

Ms. Maria Castillo Fernandez(주한 EU 
대표부 정치담당관)

∘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 및 농촌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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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농정여론 조사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농정여론 조사사업은 연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농정여론 조사사업에는 전국 각지에 분포한 현

지통신원을 관리‧운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농정건의 등 여론을 수

집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직접 여론을 수집·분석하는 것과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정리하는 것으로 나뉜다.

  교육·홍보활동은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 대중을 상대로 한 TV, 라

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의 출연과 기고, 대담 등의 활동을 포괄한다.

1. 현지통신원 운용

  농촌 현장의 여론을 직접 수집하기 위하여 1978년 개원시부터 현

지통신원을 구성·운 해 오고 있으며, 현지통신원의 노령화와 사망, 

이사 등으로 응답률이 떨어져 1997년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 각 

지역 농‧축‧임협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2,071명

의 현지통신원을 신규 위촉했다. 또 2000년 29명, 2001년에 50명의 현

지통신원을 보강 또는 정리하여 현재 1,998명의 현지 통신원을 운

하고 있다.

  현지통신원 운용은 1,998명 개개인의 농지규모와 주소득작목 등 

26개 정보를 DB로 관리하며, 조사 표본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

들의 농정 건의나 농촌 현장 여론을 수시로 접수해 현장감 있는 연

구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1월 현지통신원 사례금 온라인 입금을 위한 계좌조

사를 실시하여 이사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 예방 등의 비용절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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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었으며, 5∼6월에 현지통신원 이용 특성과 분야별로 분류하

여 DB를 관리하고 있으며, 회수율 높은 우수 통신원들의 별도 분류 

및 관리를 통해 조사 회수율을 제고하고 있다.

□ 현지통신원 일반 현황

 ◦ 도별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계

인원수(명)
구성비(%)

 251
 12.0

  163
  7.8

 168
 8.0

 309
 14.7

 205
 9.8

  374
  17.8

 283
 13.5

  295
  14.0

 36
 1.7

  16
  0.8

2,100
 100

 ◦ 학력별

구  분
국문
해독

국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
원졸

한학 계

인원수(명)
구성비(%)

2
0.1

184
8.8

549
26.1

1166
55.5

46
2.2

145
6.9

7
0.3   

1
 0.0 

2,100
 100

 ◦ 연령별

구 분 61세이상 51∼60세 41∼50세 31∼40세 30세이하 계

인원수(명)
구성비(%)

460
21.9

504
24.0

742
35.3

371
 17.7

23
1.1

2,100
100

 ◦ 경작규모별

구 분
1,500평
이하

1,501∼
3,000평  

3,001∼
6,000평

6,01∼
1만평

1만1평∼
3만평

3만평 
이상

계

인원수(명)
구성비(%)

84
4.0

266
12.7

748
35.6

608
29.0

371
17.7

23
1.1

2,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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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 경력별

구  분 21년이상 11∼20 6∼10 2∼5
1년 이하

(미기재포함)
계

인원수(명)
구성비(%)

867
41.3

707
33.7

147
7.0

60
2.9

319
15.2

2,100
100

2. 현지통신원 대상 여론조사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농

어민의 의식, 농촌경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

화 혹은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5년도에는 모두 8건의 조

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연인원은 6,945명이며 이 중 조사응답자는 3,475명으로 평균 

회수율 50.0%를 기록하 다.

□ 연구사업 관련 조사 현황

 ◦ 2005년 벼 재배면적 의향조사/1월(전화)

 ◦ 2005년 연구원 고객 의견조사/5월(우편)

 ◦ 고랭지농업의 생산현황 및 농지보전 의향조사/9월(우편)

 ◦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9월(우편)

 ◦ 농업관측사업 고객만족도 평가조사/11월(전화)

 ◦ 휴경농지 실태 조사/10월(우편)

 ◦ 농가등록제에 관한 설문조사/11월(우편)

 ◦ 2005년 농업인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12월(우편)

□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연구원은 1978년 개원시부터 전체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매년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사항과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포괄적

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차기년도 연구사업에 반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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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는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를 3월에 연구 자료로 발간하여 배포하 고, 2004년도 조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 다.

  의식구조조사는 갈수록 관심이 증가해 2005년 3월에 발표한 ‘2004

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결과’는 YTN, CBS, 청주 MBC, 중앙일보 인

터뷰 등 모두 17개 중앙언론이 이슈로 보도하 고, 이 밖에 농정연구

속보를 발간(제22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조사에서는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부분을 축소하고, 

WTO 및 FTA 협상, 농정방향 등 농정현안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

해 차기년도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3. 농정여론동향 정보 수집 및 분석

  농정여론동향분석은 중앙일간지 16종과 방송, 농업관련 전문지 등 

언론과 농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농업관련 정보와 여론을 수

집해 분석하고 자료로 작성, 연구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대민 정보서

비스도 실시하 다.

< 여론동향 정보제공 실적 >

주기 자  료  명 자 료 형 태

일일  일일 보도 동향  신문기사 요약 서비스

월간  국내농업 동향  월간 농업동향

계간  농정이슈와 여론동향  분기별 농정여론동향

연간  농업관련 오피니언  주요논단 정리 

연간  연구원 보도 자료집  연구원보도 연간정리

수시  중국산 김치파동 관련 자료집  이슈 기간동안 연구자에게 제공

수시  쌀협상 비준동의안 관련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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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언론 보도 동향

  일일 여론동향은 중앙일간지 15종과 방송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보

도를 수집하고 동향을 정리해 배포하 으며, 중국산 김치파동, 쌀협

상 비준동의안, 조류인플루엔자(AI),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등 농정

이슈를 별도로 정리하여 맞춤서비스도 제공하 다.

  특히, 2005년도에는 식품안전성, 쌀협상 관련 보도동향을 집중적으

로 분석하여 연구자료로 제공하 고, 환경농업 등 연구관련 언론정

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 다.

  이밖에, 농업관련 중앙언론의 오피니언을 별도로 수집하여 제공하

다.

□ 농정이슈 정보 제공

  이와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과 주간지 등에 보도된 농

업관련 특집기사 등을 제공하는 ‘농정이슈’는 최근 조회수가 큰 폭으

로 증가하는 등 여론동향 정보의 이용도 높아지고 있다.

4. 교육‧홍보

  신문·잡지 등에 기고 또는 대담,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출연을 

통해 농어촌 문제의 실상과 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은 연구자

들의 전문지식이나 연구 성과를 보다 알기 쉽게 대중에게 전달한다

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04년도 실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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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및 전문지 게재 기사, 기고 실적>

단위: 회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기   사

기   고

  1,022

 98

899

62

1,921

160

계 1,120       961 2,081

< TV·라디오 방송 실적 >

단위: 회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T  V 

라 디 오

54

36

39

14

93

50

계 90 5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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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농림기술관리센터

1. 일반현황

1-1. 설립배경 및 연혁

 ◦ UR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특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10년간 농

림수산특정연구사업에 4,650억원을 투자하여 농림수산특정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 및 제10

조의 2)

 ◦ 1995. 9.27: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개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기관)

 ◦ 1998. 4. 6: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농림기술관리

센터｣로 명칭 변경

 ◦ 1998. 9.18: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 명칭 변경(농림부훈령 

제961호)

 ◦ 2000. 1. 1: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시행

령 제24조에 의해 농림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추진근거 

마련

1-2. 주요업무

 ◦ 농림기술개발사업 계획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기술수요예측 및 결과분석

 ◦ 농림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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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기술개발과제의 평가․협약체결

 ◦ 농림기술개발사업 수행실태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획사업

 ◦ 기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1-3. 기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

전문위원

(비상근)

기획평가실 관리운 실

기획예산팀 성과확산팀 평가협약팀 정보지원팀 관리팀 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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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력현황

□ 인원현황

 ◦ 총괄표
2006. 12. 31 현재

    직급
 
부서

연구직 관리직
계연구

위원
부연구
위원

전문
연구원

연구원 연구
조원

선임
관리원

1급
관리원

2급
관리원

3급
관리원

기능원

소  장  실 1 1

기획평가실 4 4 2 0 0 1 0 0 11

관리운 실 1 1 1 1 1 1 1 0 1 8

합  계 1 1 5 5 3 1 1 2 0 1 20

 ◦ 인원분류

TO(명) 현재인원(명)

정규직 임시직 정규직 임시직

22 6 20 3

주) 파견활용인원(3명): 농촌진흥청 1, 산림청 1, 한국식품연구원 1 제외

1-5. 예산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예   산 항       목 예   산

Ⅰ. 정부출연금 46,146 Ⅰ. 기술개발비 46,195

  1. 기술개발출연금 44,238  1. 현장적용기술개발비 32,399

  2. 기관운 출연금 1,908  2. 핵심전략기술개발비 6,135

 3. 농산업기술개발비 5,704

Ⅱ. 기술개발잡수입 1,957  4. 기술개발반환금 1,957

Ⅲ. 자체수입 762 Ⅱ. 운 비 2,670

  1. 연구관리비수입 747  1. 인건비 914

  2. 기관운 이자수입 15  2. 연구관리비 1,259

 3. 경상운 비 497

합      계 48,865 합       계 4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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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기획

2-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WTO에 대응할 수 있는 농림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농림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으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

업인의 복지 증진

 ◦ 산․학․연 공동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농림기술의 산업화 촉진

□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성격
과 제 당
지원한도

추진방식

핵심전략

기술개발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과제 및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

5년 10억원

(장기인 경우: 

10년 20억원)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 유지

현장적용

기술개발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과제(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기술과제 

포함)와 생명공학 등 농림업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산업분

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에 접목

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 

3년 5억원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 유지

농산업

기술개발

농림업관련 벤처형 중소기업(기타 중

소기업포함)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

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기술을 개발

하기 위해 지원

3년 5억원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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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기획

□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 목적 및 주요내용

  - 농림기술 경쟁력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반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조사결과

  - 농림부 실국 수요조사: 32과제

  - 미래유망기술 수요조사: 214과제(핵심 139, 현장적용 52, 농산업 23)

 ◦ 검토실적

  - 1차 검토결과(담당과 및 ARPC전문위원): 28과제 발굴

    ▪ 실국 수요기술 검토결과: 13과제 발굴

    ▪ 미래 유망기술 검토결과: 15과제 발굴

  - 2차 검토결과(농림전문가 및 담당과): 총 18과제 발굴

 ◦ 활용계획: 발굴된 총 18과제는 2006년도 사업공고시 정부 지정과

제로 공고(핵심전략 15, 현장적용 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관련 업무

 ◦ 목적 및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 추진실적

  - 평가기간: 2005. 3. ∼ 5.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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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B (단기산업기술 분야)

  - 평가의견: 미래기술예측 및 농림기술로드맵(ATRM)에 의한 기술

개발, 중장기실천계획 수립, 사업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기술개발

완료과제의 산업화촉진 등에 중점을 둔 2004년도 추진방향에 따

라 집행된 사업내용 및 실적을 볼 때 대체적으로 잘 수행되었다

고 판단됨.

□ 2006년도 사업공고

 ◦ 목적

  - 농림업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지정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를 공고․접수 평가하여 연구개발비 지원

 ◦ 공모사업 및 분야

  - 핵심전략기술개발, 현장적용기술개발, 농산업기술개발

   - 정부지정과제 18과제, 연구사업단 1개, 자유응모과제 등

 ◦ 접수․평가 및 사업설명회 등

  - 신청자격․서식 및 평가기준 등은 사업 실시요령에 의함.

  - 접수기간: ’06년 01월 09일∼01월 16일(8일간)

  - 사업설명회: ’05년 12월 20일(광주), 21일(대구), 23일(서울)

2-3. 연구사업

□ 미래유망기술기획 및 과제화 사업

 ◦ 목 적

  - 기관 고유사업의 하나로, 기술예측ּ로드맵 및 기술수요조사 결

과를 토대로 매년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및 과제화를 위한 기획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차년도 (미래유망 핵심기술분야) 핵심전략 

과제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기획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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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연구내용

  - 미래 농업기술 개발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농업기술 로드맵을 통해 첨단 농업기술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선진국 및 해외 농업기술 개발동향 파악 

    ▪ 농업의 장기 발전방향에 부응한 기술개발 방향 설정

  - 미래수요창출형 농림기술개발 전략 연구

    ▪ 미래의 시장동향 및 신규수요에 대한 예측

    ▪ 국내 신품종, 나노응용, 천연물 분야 연구개발 현황 및 관리

체계 분석

    ▪ 해당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발굴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림기술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4. 

5. ∼ 2005. 5.)

 ◦ 주요 연구내용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모델 구축

    ▪ 농림부 지역클러스터육성정책과 병행한 기술개발지원체계 등

 ◦ 협동연구과제: 지역농업기술혁신클러스터 구축모형개발(서울대)

3. 연구과제 관리

3-1. 연구과제 개요

□ 2005년까지 총 3,606과제 선정 및 지원
단위: 개, 억원

구     분
'94∼'04 '05 합 계

과제수 금액 신규
과제

금액 계속
과제

금액 과제수 금액

합    계 3,319 4,140 287 198 371 243 3,606 4,581

핵심전략기술 87 511 10 40 11 21 97 572

현장적용기술 3,093 3,458 248 135 346 212 3,341 3,805

농산업기술 139 171 29 23 14 10 168 204

* 연도별 협약금액 중 정부출연금만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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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06년도 신규과제 선정

□ 목적 및 주요내용

 ◦ 농가소득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직결되는 실용화․산업화 가능

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신규과제 지원 추진

□ 추진실적

 ◦ 신규 자유공모과제: 171과제, 13,165백만원

   - 현장적용: 142과제, 10,840백만원, 농산업: 29과제, 2,325백만원

 ◦ 농업연구사업단: 2개, 2,000백만원(친환경농업, 포도사업단)

 ◦ 핵심전략기술개발과제: 7과제, 1,740백만원

  - 경종작물(바이오디젤관련)분야: 협약추진중(1과제)

3-3. 연구과제 연차평가

□ 목적 및 주요내용

 ◦ 계속과제에 대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받아 연차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결과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협약해약 조치

□ 추진실적

 ◦ 평가결과: 계속수행 228과제 조기완료 1과제, 중단 2과제(성실1, 

불성실1)

 ◦ 조치결과: 중단 2과제는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조치하고, 계속수

행 228과제는 차년도 연구수행

3-4. 연구과제 최종평가

□ 목적 및 주요내용

 ◦ 최종 종료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최종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결과 “불량, 매우불량”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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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 평가결과: 매우우수 4, 우수 24, 보통 45, 불량 1, 매우불량 1

 ◦ 조치결과: 향후 “불량, 매우불량”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조치

3-5. 연구비 정산

□ 연구개발비 정산실적

 ◦ 2002년 협약과제 정산회수: 172과제, 116백만원

 ◦ 2003년 협약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 정산대상: 547과제, 46,240백만원(전년도 이월금액 275백만원 

포함)

    ▪ 검토결과 회수대상: 104과제 104백만원

 ◦ 향후계획

    ▪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 정산 및 연구비카

드 사용교육

    ▪ 연구비관리 인증제 도입 및 정착

4. 연구성과 관리

4-1. 완료과제 개요

□ 연도별 완료과제 현황

구  분 ’95∼’00 ’01 ’02 '03 '04 '05 계

합  계 1,106 321 399 386 321 299 2,832

4-2. 성과활용 현황

□ 기술개발이 완료된 2,832과제에 대해 성과활용 추진

  ◦ 산업체․농가 기술이전(518건), 교육․지도활용(700건), 정책자

료 활용(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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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업체․농가
이전 활용

교육․지도 
활용 정책자료 활용 활용추진 중

2,832건 518 700 142 1,472

(100%) (18.3) (24.7) (5.0) (52.0)

 * 2005. 12. 31일 기준 추정치임.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2,332건(752건)

4-3. 성과활용 촉진

□ 제8회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시상

 ◦ 목적 및 주요내용

  - 농림업분야의 실용성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농업과학기

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실적

  - 행사내용: 농업과학기술상 시상, 우수기술 발표회 및 성과물 전

시회 병행, 보도자료 배포 등

  - 시상내용: 23점(포장 2,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3, 장관표창 15)

□ 분야별 기술설명회

 ◦ 목적 및 주요내용

  -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우수기술과 기타 우수일반기술의 

발표․전시를 통해 연구성과 확산․기술이전 및 홍보거양을 위해 

실시

 ◦ 추진실적

  - 감자분야 기술설명회 개최: 2005. 3. 17, 서울교육문화회관

  - 신선편이 농식품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과 기술개발발표회 및 

상품전시회: 2005. 7. 7, aT센터

  - 원예분야 우수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2005. 10. 13, aT센터

 ◦ 참석인원: 농업인․산업체․대학(원)생, 소비자 등 총 1,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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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활용촉진

 ◦ 목적 및 주요내용

   - 완료과제 중 우수과제 및 산업체 과제의 기술이전 등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방문

 ◦ 추진실적: 현장방문 대상 48과제 중 22과제 기술이전 계약체결

    ※ 2005년 기술이전실적

  - ’04년 기술이전 건수 (21)건, 기술료징수(359백만원)

  - ’05년 기술이전 건수 (32)건, 기술료징수(413백만원)

    ⇒ 전년대비 기술이전 건수 52% 증가, 기술료수입 약 15% 증가

□ 농림기술사이버시장 컨텐츠 개편

 ◦ 목적 및 주요내용

  - 기술정보교류 및 기술거래이전 등 연구성과 활용의 촉진을 위해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내에 ’02년도에 농림기술사이버시장

을 개설 운 중이며,

  - 컨텐츠 개편작업을 통해 사이버시장 운  효과 제고

 ◦ 추진실적

  -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현행 구조를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홈페이지로 개편

  - 사이버시장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술교류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성과관련 컨텐츠(성과자료, 이미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

  - 농림기술사이버시장 기능만으로는 활성화가 쉽지 않은 관계로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농림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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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간행물 발간

구 분 간 행 물 명

자 료 「2006 농림기술개발사업 안내」

자 료 「농림기술개발완료과제 현황(1994∼2004 완료과제)」

자 료 「’04완료과제 연구성과보고서(현장, 첨단)」각 1권

자 료 「2005 감자분야 우수기술발표회」

자 료 「2005 신선편이 농식품산업 기술발표회」

자 료 「2005년도 원예기술 설명회」

자 료 「농림기술개발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자 료 「2005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 우수사례집」(제8회 농업과학기술상)

자 료 「농림기술개발 연구과제 협약체결 설명회」

연구보고서 「지역농업 기술혁신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

소식지 농림기술정책포럼(봄, 여름, 가을, 겨울호) 총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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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농촌정보문화센터

1. 일반현황

1-1. 설립목적 및 근거

 ◦ 농업․농촌의 가치, 농업정책,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등을 전문

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경제사회연구회정관 제19조

에 의거 2005. 4.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

 ◦ 2006.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개소

 ◦ 2006. 7. 6: 농촌정보문화센터현판식

1-2. 주요업무

 ◦ 당면한 농정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기법 개발 및 수행

 ◦ 농업․농촌의 가치, 농업정책,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전반적인 

홍보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및 전략 수립

 ◦ 농정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및 동향분석 

 ◦ 홍보와 연계한 교육 교재․자료, 모델개발 및 교육연수 프로그

램 운

 ◦ 농림정책 정보자료, 농업정책해설자료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농업․농촌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수탁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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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  구

1-4. 인력현황

직    종 정원 현원 증감

소    장 1 1 -

연 구 직 4 4 -

전 문 직 8 7 △1

관 리 직 3 3 -

계 16 15 △1

주 1) 위촉조원: 4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촌정보문화센터소장

혁신기획팀 정보문화팀 관리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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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  산

단위: 백만원

2. 기본사업

2-1. 쌀 협상 비준대책 홍보

 ◦ 목적

  -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및 쌀 협상 국회비준의 필

요성 홍보

 ◦ 추진기간: 2005. 8월

 ◦ 추진내용

  - “쌀협상의 이해” e-book 초안작성

  - 쌀협상 관련 언론보도분석

  - 13개 전문지 광고

  - 쌀산업대책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8.8)

  - 언론보도 모음집제작: 1,000부

구     분 2005 예산 비     고

수  입

정부출연금 1,000,000

민간출연금 2,000,000 * 마사회적립금

수탁용역사업수입 130,425

계 3,130,425

지  출

인건비 375,827

기본사업비 450,421

수탁사업비 125,692

경상운 비 1,060,658

차기이월금 1,117,827 * 마사회적립금 
  결산기준일: 3.31

계 3,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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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협상비준 대책 설명자료 제작: 50,000부

  - 쌀산업대책관련 농정서포터즈

2-2. FTA협상 홍보물 제작․배포

 ◦ 목적

  - FTA농업협상에 대한 국민 및 농업인의 이해 증진

 ◦ 제작 및 배포기간: 2005. 9 ∼ 11월 (3개월)

 ◦ 제작부수: 12,000부

2-3. 농정홍보에 대한 평가․분석

 ◦ 목적

  - 05년 시행한 농업정책 중 비중이 큰 정책을 선정하여 정책수요

자, 정책고객 및 전문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효과

적 농정홍보방안 모색

 ◦ 대상정책: 쌀 협상 관련 홍보사업

 ◦ 조사기간: 2005. 9 ∼ 11월(3개월)

2-4.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확산을 위한 YTN기획보도 

 ◦ 목적

  - 쌀값 하락에 따라 쌀 산업의 생존 조건과 전략 제시 필요성 급

증에 따라 해외사례를 통한 위기 극복 방안 모색

 ◦ 프로그램 구성

  - 제1편: 세계는 식탁전쟁

  - 제2편: 8%의 벽을 넘어라 

  - 제3편: 저온저장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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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민과 농업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분석

 ◦ 목적

  -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국민 및 농업인의 인식을 분석․평가하

여 농업․농촌 홍보사업 방향 및 중장기 추진전략 모색

 ◦ 조사기간: 2005. 9 ∼ 10월(2개월)

2-6.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 목적

  -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분석하여 소비자 

지향적 홍보방안 모색

 ◦ 조사기간: 2005. 9 ∼ 10월(2개월)

2-7. 현장수첩 제작․기획

 ◦ 목적

  - 농업정책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농림공

직자용 현장 수첩으로 제작하여 현장농정홍보 실현

 ◦ 제작부수: 3,000부

2-8. 농정홍보포털 사이트 및 네트워크 구축

 ◦ 목적

  - 홍보 포털 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농정홍보 및 쌍방향 네트워크

를 통한 농정 Opinion Leader 육성

 ◦ 구축기간: 2005. 9월 ∼ 2006. 12월(1년 4개월)

 ◦ 2005년도는 홈페이지 구축 및 주요 농업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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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소년 농업교육 및 농촌체험학습 실태조사

 ◦ 목적

  - 농업의 미래를 담당하고 농업․농촌에 우호적인 인적자원 육성

을 위한 효과적인 청소년 농업교육프로그램 개발

 ◦ 조사기간: 2005. 9 ∼ 11월(3개월)

3. 농림부 홍보지원 및 자문사업

3-1. “고객감동의 현장농정” 추진사업 홍보

 ◦ 목적

  - 신뢰․현장․참여 농정 등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 등의 농정참여 유도

 ◦ 지원내용

  - 고객감동 현장농정 세부내용 홍보물 기획 : 2005. 8.22∼30일

  - 홍보물 제작 배포(5만부): 2005. 9. 1 ∼ 12일

3-2. 하반기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공모전” 주관

 ◦ 목적

  -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농정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시

책에 반 하고자 함.

 ◦ 공모기간: 2005.9. 9 ∼ 10월

 ◦ 공모내용

  - 농정신뢰회복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 시상식: 2005. 12월(대상 외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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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경 혁신 시리즈 ꊱ, ꊲ 제작

 ◦ 목적

  - 농업경 체 활성화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담은 책자 제작

 ◦ 제작기간: 2005. 10∼12월

 ◦ 시리즈 ꊱ 농자천하지대박

  - 우수 농경 사례(10개)

 ◦ 시리즈 ꊲ 또하나의 성공전략 농업경 컨설팅 

  - 컨설팅사례(10개)

3-4. “지역농업교육협력 워크숍개최”

 ◦ 목적

  - 지자체 농업교육 담당자에게 농업교육의 필요성 제공 및 지역간 

협의에 의한 농업교육 활성화

 ◦ 개최시기: 2005. 11월

3-5. 2005년 농업인 교육 강사 Pool 및 전문 실습교육장 조사

 ◦ 목적

  - 농업인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성공적인 정착유도

 ◦ 조사대상

  - 교육강사: 1,500여명

  - 교육실습장: 175곳

 ◦ 조사시기: 200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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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업벤처 투자설명회 주관

 ◦ 목적

  - 우수농업벤처와 투자자간 투자의 장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기법 

교육 및 기술 전파

 ◦ 개최시기: 2005. 12월

4. 대외협력업무

4-1.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실무자 간담회

 ◦ 일시: 2005년 8월 10일

 ◦ 간담회내용: 센터 방향성 정립에 관한 토론

4-2.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 논설․해설위원 간담회

 ◦ 일시: 2005년 8월 17일

 ◦ 간담회내용: 쌀협상 비준의 필요성 설명 및 간담

4-3.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 간담회

 ◦ 일시: 2005년 9월 27 ∼ 28일

 ◦ 간담회내용: 센터 방향성 정립 및 농정현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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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2005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간  행  물  명 집  필  자

연구보고서(R)

R494 기상 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향 이용선, 정학균, 심송보

R495 우유의 수급전망과 조절 방안 송주호, 정민국, 김현중

R496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서진교, 임소

R497 아세안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전략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심 김경덕, 심재만

R498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1/3차년도) 정기환, 송미령, 김태곤

R499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 방안(2/3차년도) 박시현, 성주인, 신은정

R500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김창길, 서성천, 김태

R501 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장철수, 석현덕, 이상민

R502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김병률, 박성재

R50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권오복, 최세균, 허주녕

송주호, 김경필, 홍승지

김배성, 강혜정

R504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김정호, 마상진

R505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1/2차년도) 송미령, 김 생, 정호근

박주

R506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상진, 김 생

R507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 강창용, 김연중, 민경택

R508 휴경농지의 실태와 정책방향 박석두, 김수석

R509 직접지불제가 농업생산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향 오내원, 김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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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물  명 집  필  자

R510 중국의 농산물수급 중장기 전망(1/2차년도) 어명근, 김배성, 이현주 
정정길

R511 할인점의 농산물 구매행태 분석과 전망 서성천, 김병률

R512 쌀 협상 이후의 농지 이용구조 변화전망과 대책 김홍상, 김배성

R513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계임, 김민정

R514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3/3차년도) : 동북아경제
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어명근, 정정길, 강혜정
허주녕

R515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성주인

R516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 과정 : 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석

R517 고랭지 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 신용광, 김창길, 김태

R518 농촌관광 수요확대 방안 연구 유승우

수탁연구보고서(C)

C2005-1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허  덕, 송주호, 김창길 
임성진

C2005-2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경환, 정명채, 박대식

C2005-3 양념류 국 무역 수입 및 판매개선방안 홍승지

C2005-4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방안 박석두, 김태연, 박경철

C2005-5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향 정정길, 이재옥, 이현주

C2005-7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 지침 연구 최지현, 박준기, 박재홍

C2005-8 태안군 농산물물류센터 설치 및 운 계획 수립 조명기, 박현태

C2005-9 남북농업협력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김 훈, 권태진, 지인배

C2005-6 투융자 관리계획서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택, 황의식, 박준기
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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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물  명 집  필  자

C2005-10 DDA 농업협상 보조분야 modality 협상 쟁점별 대응방향 연구 조규대, 서진교, 김상현
임소

C2005-11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 쟁점분석과 협상대책(시장접근분야 중심) 서진교, 이재옥, 조규대

김상현, 임소

C2005-12 화천군 권역별 특성화사업 계획 송미령, 박석두, 박시현

최지현

C2005-13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traceability 체계 구축방안 허  덕, 송주호, 박문호

정민국,  임성진

C2005-14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서진교, 이재옥, 조규대

김상현, 임소

C2005-15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운 방안 연구 이계임, 김민정

C2005-16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박현태, 강창용

C2005-17 농업부문 중심의 거시계량경제모형 개발과 정책실험 김용택, 김배성, 문한필

C2005-18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

방안

강창용, 박현태

C2005-19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 석현덕, 민경택

C2005-20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방안 타당성 조사 조명기, 김용택, 서성천

C2005-21 농업, 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김정호, 김태곤, 이병훈

C2005-2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김경덕, 심재만

C2005-23 대외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관련 제조업 및 농수산업 DB구축 방안 박준기, 문한필

C2005-24 농업분야 협력사업평가 정기환, 김경덕, 김수석

심재만

C2005-25 산림분야 규제순응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장철수, 이상민

C2005-26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 유승우, 조명기, 허  덕

김수석, 성주인, 박경철

C2005-27 농가부채문제 전망과 농가파산 및 회생프로그램 개발 황의식, 박준기, 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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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물  명 집  필  자

C2005-28 친환경쌀의 재배유형별 생산유통소비구조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오세익, 강창용, 고  욱

C2005-29 발아현미를 이용한 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중국시장 진출 방안 조명기

C2005-30 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과 에너지용 산림폐재의 지속적 확보방안

(3/3차년도)

석현덕, 민경택

C2005-31 녹차 수출시장 진출 전략과 수출상품 개발 박문호, 박현태, 임송수

고  욱, 한혜성, 박 구

C2005-32 제천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박대식, 송미령, 마상진 

신은정

C2005-33 임산물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전략품목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민경택, 석현덕

C2005-34 2010 산림엑스포 개최 기초조사 석현덕

C2005-35 OECD 회원국 농업, 농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유지 논리개발

임송수, 김상현, 임소

C2005-36 정부양곡 도정, 보관 및 RPC사업 활성화 방안 박동규, 김혜

C2005-37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 성주인, 박경철

C2005-38 농산물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계임, 최지현, 김민정

C2005-39 용인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김병률, 조명기, 조경출

서성천

C2005-40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김병률, 조명기, 조경출 

한석호, 송성환

C2005-41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호, 박준기, 김 생

이병훈

C2005-42 통일에 대비한 농업분야 통합방안 연구 권태진, 지인배

C2005-43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박대식, 마상진, 신은정

C2005-44 밭농업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김태곤, 김배성, 이병훈

C2005-45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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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물  명 집  필  자

C2005-46 남북 공동 시범 농단지 조성과 활용방안 연구 김 훈, 지인배

C2005-47 담양지역 연합마케팅사업 컨설팅 황의식, 박준기, 문한필

C2005-48 DDA 농업분야 국내보조분야 협상전략 조규대, 서진교, 이재옥
김상현, 임소

C2005-49 산림, 산촌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민경택, 석현덕, 김정호

C2005-50 밤 재해보험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조사 연구 이상민, 석현덕, 장철수

C2005-51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유승우, 허 덕, 김병률
박주 ,

C2005-52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세부시행방안 김창길, 김태 , 신용광

C2005-53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연구 김창길, 김태 , 신용광
허  장

C2005-54 개도국 특별품목 및 특별수입 구제조치 관련 협상 대책 서진교, 이재옥, 조규대
김상현, 임소

C2005-55 울주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수립 박문호, 박시현, 송주호
신은정, 한혜성

C2005-56 하동군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박문호, 한혜성

C2005-57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박현태, 강창용, 박기환

C2005-58 농업용수관리 일원화방안 연구 김홍상, 심재만

C2005-59 농산물표준 운송규격 제정방안 연구 조명기, 허길행

C2005-60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 김명환, 김태곤, 김배성 
김혜

C2005-61 민감품목의 시장 개방 폭 확대에 따른 향 분석과 대응전략 이재옥, 서진교. 조규대
김상현, 임소

C2005-62 양념채소 주산단지 구조개선 방안 김병률, 서성천, 한석호

C2005-63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택, 황의식, 박준기
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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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물  명 집  필  자

정책연구보고서(P)

P76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박준기, 황의식, 문한필

P77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한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김정호, 이병훈

P78 중국의 중단립종 쌀 생산 및 수출 잠재력 정정길

P79 일본 쌀 시장개방 시나리오 분석 김태곤

P80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 향 분석 정민국, 송주호, 이형우
김현중

P81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최지현, 송성환

P82 쌀 수매제도 폐지의 파급 향과 대책 김명환, 박동규, 김배성
김혜

연구자료(D)

D195 1990,1995,2000 농업총조사로 본 시,군 농업통계표 김정호, 이병훈

D196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D197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김창길, 김태 , 신용광

D198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1/3차년도) 1차 
워크숍

송미령

D199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김 훈

D200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및 홍보자료 도출 김 생, 정호근, 고  욱

D201 뉴질랜드의 키위산업 동향과 전망 김연중

D202 임업관측사업 - 2005년 사업결과와 2006년 추진계획(안) 장철수

D203 일본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활동과 지방정부의 유통정책 연구 전창곤

D204 성공적인 농업CEO의 경 전략 김 생, 고  욱

D205 2004년도 식품수급표 이계임, 김민정

D206 바이오 장기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2차년도) 허  덕, 정민국, 신용광
임성진, 김현중, 송우진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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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물  명 집  필  자

기타연구보고서(M)

M60 농업전망 2005 오세익 등

M64 Comparison of production cost and world market adjustments to 

changes in trade policy for Japonica rice

박동규

M65 Quarterly Livestock Model 정민국, 송우진

M66 북한의 축산현황과 남북한 축산협력 방향 김 훈, 지인배

M67 사과 생산관측 개선방안 연구 김경필, 이원진

M68 2005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 및 효율화 연구 이용선, 김재환, 김홍원

원지연, 박재홍, 송성환

송우진, 김원태

M69 Agriculture in Korea 김용택, 강혜정

M70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종합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2/2차

년도)

김배성, 이병훈, 이용호

M71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5 운용·개발연구 김배성, 이용호

M72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5 운용·개발연구 김배성, 문한필, 이용호

M73 2005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 사업 어명근, 이현주, 한근수

김태곤, 정정길

토의용 논문(W)

W26 농산업의 계열화 유형별 비교분석 : 양돈산업을 사례로 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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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임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명단

1.  임 원

2005. 12. 31 현재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이사 및 원장 최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감        사 최 홍 배 삼덕회계법인 비 상 근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2005. 12. 31 현재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이 사 장 최 송 화 서울대학교 교  수 -

이    사 김  주 국무조정실 실  장 당 연 직

권 태 신 재정경제부 차  관 〃

장 병 완 기획예산처 차  관 〃

이 종 서 교육인정자원부 차  관 〃

박  일 과학기술부 차  관 〃

신 언 상 통일부 차  관 〃

유 명 환 외교통상부 차  관 〃

권 오 룡 법무부 차  관 〃

권 용 우 성신여대 교  수 선 임 직

김 용 구 미래경 개발연구원 원  장 〃

김 종 의 숙명여대 교  수 〃

김 형 기 경북대학교 교  수 〃

김 호 기 연세대학교 교  수 〃

박 은 정 서울대학교 교  수 〃

신 정 식 건국대학교 교  수 〃

이 수 훈 경남대학교 교  수 〃

이 태 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  장 〃

임  숙 서울신문 논설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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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직 원 명 단

2005. 12. 31 현재

부 서 명 직 급 성 명 비 고

원    장    실 원      장

주임기능원

주임연구조원

최 정 섭

정 예 환

김 명 숙

부  원  장  실 부  원  장 오 세 익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 동 규

연 구 위 원

〃

〃

〃

〃

〃

〃

〃

〃

〃

강 창 용

김 병 률

박 현 태

성 명 환

전 창 곤

조 명 기

송 주 호

최 지 현

허    덕

김 창 길

이 계 임

부연구위원

〃

박 문 호

김 철 민

전문연구원

〃

신 용 광

서 성 천

연 구 조 원 박 지 윤

농촌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정 명 채

서 종 혁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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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31 현재

부 서 명 직 급 성 명 비 고

농촌발전연구센터 연 구 위 원

〃

〃

〃

〃

〃

〃

〃

〃

〃

김 경 덕

김 홍 상

유 승 우

정 기 환

박 시 현

최 경 환

박 대 식

박 석 두

송 미 령

허    장

부연구위원 김 수 석

전문연구원

〃

〃

〃

성 주 인

김  생

마 상 진

정 호 근

주임연구조원 김 선 경

농업관측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 김 명 환

연 구 위 원

〃

이 용 선

정 민 국

부연구위원

〃

〃

김 연 중

김 경 필

박 기 환

전문연구원 정 학 균

3급관리원 유 혜 

농정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

〃

이 재 옥

김 정 호

박 성 재

권 태 진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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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31 현재

부 서 명 직 급 성 명 비 고

농정연구센터 연 구 위 원
〃
〃
〃
〃
〃
〃
〃
〃

권 오 복
김  훈
김 용 택
김 태 곤
서 진 교
어 명 근
임 송 수
정 정 길
황 의 식

부연구위원
〃

김 배 성
박 준 기

전문연구원
〃
〃
〃
〃
〃

지 인 배
허 주 녕
이 병 훈
강 혜 정
조 규 대
김 윤 식

주임연구조원 노  숙

산림정책연구실 연 구 위 원
〃

석 현 덕
장 철 수

전문연구원
〃

민 경 택
이 상 민

기획조정실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
〃

1급 관리원
2급 관리원
3급 관리원
〃

행 정 조 원

오 내 원
이 성 복
김 동 원
홍 승 지
심 긍 섭
한 우 석
강 명 환
이 정 현
강 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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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31 현재

부 서 명 직 급 성 명 비 고

자료정보지원실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2급 관리원
연  구  원

〃

정 인 걸
전 일 송
한 근 수
성 진 석
김 홍 원
유 정 인

행  정  실 선임관리원
1급 관리원
〃

2급 관리원
〃

3급 관리원
〃

주임기능원
〃
〃

주임행정조원

김 광 진
옥 치 목
김 병 철
김  섭
한 천 희
서 정 필
맹 자 경
주 흥 진
류 남 렬
박 현 준
김 은 정

홍보문화담당 부연구위원
연 구 조 원

조 태 희
이 경 미

감 사 담 당 1급 관리원 송 진 철

조  사  역 선임연구위원 허 길 행

노 동 조 합 전문연구원 허  구

농림기술관리센터 소      장
선임관리원
부연구위원
1급 관리원

이 규 천
유 규 종
김 형 모
박 형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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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31 현재

부 서 명 직 급 성 명 비 고

농림기술관리센터 전문연구원
〃
〃
〃
〃

2급 관리원
〃

연  구  원
〃
〃

주임기능원
연 구 조 원

신 봉 철
장 승 동
이 금 선
최 양 석
황 승 재
박    을
유  찬
류  섭
신 완 식
서 형 석
윤 여 흥
한 귀 덕

농촌정보문화센터 소      장
선임관리원
전문연구원

〃
2급관리원
연  구  원

〃

진 재 학
이 능 완
연 규 
김 상 호
허 상 성
최  운
정 한 모

해 외 유 학 자

병 가 휴 직 자

전문연구원
〃
〃
〃
〃
〃
〃
〃
〃
〃
〃
〃
〃

김 태 훈
김 용 렬
정 은 미
안 병 일
전 형 진
전 상 곤
전 익 수
김 윤 형
서 대 석
김 종 선
한 석 호
김 성 우
조 성 열

계 14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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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2005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1.  3  2005년 시무식

 신규직원 직무교육 

1.  4  KREI CI 보고서 표지디자인 회의

1.  5  농업관측정보센터 중앙자문위원 공로패 증정

1.  6 「농업전망 2005」보고서 원내 총괄검토회의

 지출업무개선에 따른 일반사용자시스템 사용자 교육

1.  7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방안 연구」설계세미나

1. 10  2005년도 제1차 인사위원회 개최

 2005년도 제1차 경 개선협의회 개최

1. 11 「2005년 신규 자유공모과제사업 및 분야 재분류」전문위원회의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렵 방안 연구」업무협의회

1. 12  2005년도 제1차 기획조정위원회

1. 13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 지침」설계세미나

1. 14 「농업전망 2005 축산부문 전망치 검토」연구협의회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관련기관 실무자 및 1차 업무협의회

1. 17 「울주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현지업무협의회

1. 18  신규 입주업체 사업설명회 및 입주심의 개최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친환경축산직불제 협의회

 2005년 임업관측 관련 업무협의회

1. 19 「농업전망 2005」보고서 농림부 검토회의

 2005년 제1회 동북아농정포럼 초청세미나(한광수 인천대학교 학장)
  - 주제: 중국경제의 부상이 한반도에 미치는 향

1. 20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제도 운  방안」업무협의회

1. 24  2005년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2005년 제2회 KREI 세미나 (Tim Groser,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
  - 주제: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과 전망

1. 26 「양념류 국 무역 수입 및 판매개선 방안」설계세미나

 OECD 미션단 연구원 내방 (Randall Jones 외 2명)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1월 업무협의회

1. 27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분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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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 (주제 :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

1. 31  2005년 제3회 KREI 세미나(2건)
  - Sumner교수: 미국 농산물정책의 변화요인(WTO변화분쟁, WTO/DDA협상, 예산압력)
  - 이현옥교수 : 무역정책조정이 세계의 자포니카계 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효과

「산림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화방안(5차년도)」산림농업 총괄 연구진 협의회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최적배치방안 및 운 지침」업무협의회

2.  1 「2005 평가지침」작성을 위한 평가위원회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청원군 농정실무진과의 업무협의회

2.  2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2005년 제4회 KREI 세미나 (김종철 주EU대표부 농무관)
  - 주제: EU 농정개혁의 흐름과 2005 농정현안

2.  4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관련부처 실무협의회

 2005 농촌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례간담회

2. 14  신규직원 채용 시험위원회(서류심사 실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중간보고

 2005년 2월 경 개선협의회

2. 15 「농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업무협의회

 2005년 제2차 평가위원회

2. 16  2004년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 실사(경  분야, 연구 분야)

2. 21 〔2005 업무보고〕농림기술관리센터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설계세미나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농진청 산학연 과제수행 연구진과의 간담회

2. 22  신규직원 채용(전문연구원) 논문발표 및 면접

 과채분과 지역자문회의(충남지역자문회의)

 축산관측분기보 2005년 3월호 관련 중앙자문회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현지설명회

〔2005 업무보고〕연구지원부서-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홍보문화담당, 감사담당

2. 23  과채분과 지역자문회의( 남지역자문회의)

 새국토연구협의회 2005년도 제1차 운 위원회

〔2005 업무보고〕연구지원부서-기획조정실, 행정실, 자료정보지원실

2. 24  KREI 연구성과 발표대회

 2005년 제3차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현지설명회

 채소월보 3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태안군 농산물물류센터 설치 및 운 계획 수립」중간보고회

2. 25 〔2005 업무보고〕연구부서-농산업경제연구, 농업관측정보, 농정연구, 산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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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방안」중간보고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2월 업무협의회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농업분야)」연구내용 조정협의

3.  2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세미나

3.  3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5 운용․개발연구」설계세미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결과보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설계세미나

3.  4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설계세미나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조사」설계세미나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세미나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울주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설계세미나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방안」설계세미나

3.  7  과채관측월보(4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축산관측 분기 모형 개발 결과보고 세미나

「농촌관광 수요확대방안 연구(1/2차)」설계세미나

3.  8  2005년 제7회 KREI 세미나 (D. Scott Brown 교수, FAPRI)

  - 주제: FAPRI 기본모형에 관한 세미나

「신규 취농 및 창업농의 실태와 정책과제」설계세미나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1/3차년도)」설계세미나

「직접지불제가 농업생산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향」설계세미나

 채소월보 4월호 발간을 위한 지역자문회의(전남)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 최종보고 겸 관련부처 실무자 협의회

「휴경농지 실태와 정책방향」설계세미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운용․개발 연구」설계세미나

3.  9 「Agriculture in Korea」설계세미나

3. 10 「중국의 농산물수급 중장기 전망(1/2차)」설계세미나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2/3차)」설계세미나

 채소월보 4월호 발간을 위한 지역자문회의(경남)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1/2차)」설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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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쌀 협상 이후의 농지이용구조 변화전망과 대책」설계세미나

「아세안지역의 농업․농촌실태와 발전전략: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중심으로」설계세미나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 대응방안」설계세미나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방안」중간보고

3. 15 「제천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설계세미나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분석과 성장전망」설계세미나

「기상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향」설계세미나

「축산물생산 및 유통의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연구진 회의

 채소월보 4월호 발간을 위한 지역자문회의

「외식소비 관련 통계수요 및 조사방안」설계세미나

3. 16  농어업특위 위원장 내원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과정: 국사례를 중심으로」설계세미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평가 및 효율적 전망체계 개방연구」설계세미나

 밤 재해보험 관련 업무회의

「화천군 권역별 특성화사업 계획」전문가 회의

「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설계세미나

3. 17 「우유의 수급전망과 조절방안」설계세미나

 감자분야 농림기술개발 설명회

 친환경농업 발전 대토론회

3. 18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설계세미나

「녹차 수출시장 진출전략 및 수출상품 개발」협동연구자 및 참여기업 업무협의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설계세미나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설계세미나

「원전 온배수이 상업적 이용타당성 분석」참여 연구기관간 업무협의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설계세미나

3. 21  ARPC 직원채용 시험위원회

3. 22  KREI 교양․문화강좌 (윤호진교수, 뮤지컬 명성황후 연출자)

  - 주제: 열정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들

「앙념류 국 무역 수입 및 판매개선 방안」결과세미나

「양념채소 주산단지 구조개선 방안」설계세미나

 축산관측(육계, 2005년 4월호) 관련 중앙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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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지역혁신 세미나

3. 25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설계세미나

 2005년 제1회 농경토론회 (서성천)

  - 주제: SCANNING POS DATA를 활용한 수요분석 서비스 소개

3 .28  2005년 제4차 인사위원회

 채소월보 4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중간보고회

3. 29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방안」최종보고회

 2005년 제8회 KREI 세미나(홍성재 농림부 농계기획담당관)

  - 주제: 중국농업 검토보고

3. 30 「쌀 유통부문 경쟁력 제고 시스템 개발」연구결과 보고세미나

 2005년 제9회 KREI 세미나(히로시모리 센슈대학교 명예교수)

  - 주제: An Attempt to Reduce Estimation in Determining lncome and Price

          Elasticities by Chort Approach The Case of Japanese Fresh Fruit

「축산물생산 및 유통의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쇠고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시연회

 KREI 개원기념 및 신가치 선포식 기념음악회

「하동군 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현지업무협의회

3. 31  개원기념식 및 연우회 총회, KREI 신가치 선포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관련 사업설명회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 지침」결과세미나

4.  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1/2차)」전문가 초청 워크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결과세미나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방안」결과세미나

4.  6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

 과채관측 5월호를 위한 중앙자문회의(과채분과)

4.  7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설계세미나

4.  8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제도 운 방안」연구협의회

 2005 임업관측사업(표고) 중앙자문회의

4. 11  전산운 위원회

 2005년 제2차 기획조정위원회

4. 12  CI-VI 설명회

4. 13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방안 타당성조사」설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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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Agriculture in Korea」집필위원회

4. 15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공동연구진 워크숍 관련 연구책임자 회의

4. 18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공동과제연구진 협의회

4. 19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 연장업체 평가 설명회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향」연구결과보고

 축산관측(육계 5월호) 관련 중앙자문회의

4. 20 「농촌연구자문단」자문회의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제18차 창업보육지원사업 운 위원회

 2005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추가공모 및 사업설명회

4. 21  2005년 창업보육센터 평가 실사(평가기관-중소기업청)

 2005년도 제3차 기획조정위원회

4. 25  제253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태안군 농산물물류센터 설치 및 운 계획」결과세미나

4. 26  2005년 KREI 아카데미(조직문화 혁신과정)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분석과 성장전망」연구진 협의회

 채소월보 5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4. 27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워크숍 개최 원내연구진 협의회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실무위원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협의회

 2005년 KREI 아카데미(서비스 플러스 과정)

 AGRE 시스템 운  개선사항 정리 및 관련 회의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4월 입주업체 업무협의회

4. 28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1차년)」연구진 협의회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2차년)」설계세미나

 2005년 KREI 아카데미(관리자 능력향상 과정)

「울주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현지 자문위원회

 경제사회연구회 제107차 임시 이사회

4. 29  2005년 FANEA 기관장 회의 (의제: 제3차 국제심포지엄 관련 세부 내용)

 2005년 제10회 KREI 세미나(와타나베 야수오 교수, PRIMAFF)

  - 주제: 일본의 식품, 농업, 농촌기본계획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에 대한 brain-storming」전문가 간담회

 2005년도 농업관측 정보화사업(DW, GIS, PDA) 업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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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2005년 KREI 아카데미(공공부문의 경 학)

 2005년 KREI 아카데미(공공부문의 실천학 윤리경 )

5.  3  2005년 KREI 아카데미(공공부문의 경 혁신 및 가치경 )

 2005년 KREI 아카데미(경 혁신의 이해)

5.  4  2005년 KREI 아카데미(디지털경제와 경 전략)

 2005년 KREI 아카데미(경 정보시스템의 발전 동향)

 2005년 KREI 아카데미(경 과 뉴리더쉽)

 200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심의

5.  6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삭품표시제도 운 방안」결과세미나

「울주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현지 자문위원회

「2005년도 농업관측 정보화사업(DW, GIS, PDA)」설계세미나

 과채관측 6월호를 위한 중앙자문회의(과채분과)

 2005년 제11회 KREI 세미나(신희준 박사, 농업기반공사 농지은행사업본부)

  - 주제: 농지은행과 쌀 생산조정

5. 10  2005년 제2회 농경토론회 (고욱)

  - 주제: 기업의 경 윤리(농기업에도 기업윤리는 가능한가?)

5. 12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연구자문회의

5.13∼5.14    2005년 춘계 부서별 수련회

5. 16  2005년 KREI 아카데미 수료증 수여 및 간담회

 200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심의

「고랭지 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방안」설계세미나

「바이오 농산성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지후보지평가를 위한 업무협의회

 함수율 관련 연구추진 협의회

 ARPC 직원 채용(서류전형결과 심의 시험위원회)

5. 17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Traceability 체계 구축 방안」결과세미나

5. 18  제9대 이정환 원장 이임식

5. 19 「화천군 권역별 특성화사업 계획」중간보고회

 가족 초청 문화행사

5. 20  농어업특위 분과위원회(안건: 2005년도 운 계획)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농업분야)」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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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 「발아현미를 이용한 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중국시장 진출방안」결과세미나

 초청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회

 축산관측분기보 6월호 관련 중앙자문회의

5. 24 「농업부문 중심의 거시계량경제모형 개발과 정책실험」결과세미나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3/3차년도)」설계세미나

「농업 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협의회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전문가 초청간담회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2/2차년도)」설계세미나

5. 25  중국 고위공직자 방문(중국 중앙정책연구실 정신립 단장 외 8명)

  - 방문목적: 농경연의 기능 및 역할 등 소개

5. 26  ARPC 직원 채용 시험(논문발표 및 면접-기술경제, 정책분야)

 채소월보 6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설계세미나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에 관한 연구」설계세미나

5. 27  ARPC 직원 채용 시험(논문발표 및 면접-기술심사분야)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설계세미나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전문가 토론회

5. 30  초청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심의 시험위원회

 ARPC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심의 시험위원회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 타당성 분석」업무협의회

5. 31 「농업 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원내 연구진 협의회

「식량자급율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자문회의 및 연구계획 발표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2/3차)」업무협의회

 벤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5월 협의회

 2005년 제3회 농경토론회 (김태곤)

  - 주제: 일본의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특징과 함의)

6.  1  아제르바이잔 WTO 전문가 방문

  - 방문목적: 연구원 소개 및 WTO 협상개요 소개

6.  7  ARPC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심의 인사위원회(6차)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채용」직무수행 소견발표 및 면접

 과채관측 7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제1회 한․일 공동워크숍

 과일관측 7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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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쌀 협상이후의 농지이용구조 변화전망과 대책」외부 위탁연구진과의 연구협의회

6.  9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2차 실무자회의

6. 10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위탁 연구기관 합동 간담회

「양념채소 주산단지 구조개선 방안」중간보고회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설계세미나

6. 13  KREI 교양․문화강좌 (이민규 교수)

  - 주제: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2005년 제7차 인사위원회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설계세미나

 확대간부회의 :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및 직원채용 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방안 연구」설계세미나

6. 14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공동연구진 책임자 회의

「농산물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설계세미나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설계세미나

6. 15 「화천군 권역별 특성화사업 계획」결과세미나

6. 16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타당성 분석」연구자문회의

 연구원 홈페이지 재구축 TFT 3차 회의

6. 17  ARPC 항생제 대체제 개발 관련 연찬회

6. 20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밭농업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업무협의회

6. 21  농촌정보문화센터 직원 채용(석사급 논술시험 및 면접, 박사급 논문발표 및 면접)

 축산관측(육계 7월호) 관련 중앙자문회의

6. 22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 타당성 분석」결과세미나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설계세미나

「친환경 쌀 재배유형별 경쟁력 제고방안」연구자문회의

 2005년도 제9차 인사위원회

6. 24 「농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연구자문회의

6. 27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설계세미나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1/2차년도)」협동연구기관과의 연구협의회

 연구원 홈페이지 재구축 TFT 4차 회의

「농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연구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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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  채소월보 7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사업설명회

 품목별 농업통상자문위원회 창립총회

6. 29 「농업분야 협력사업평가」결과세미나

「밭 농업직불제 도입방안 연구」설계세미나

6. 30 「쌀 유통부문 경쟁력 제고시스템 개발」연구협의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설계세미나

「용인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설계세미나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도입 세부시행방안 연구」전문가 간담회

7.  4 「친환경쌀의 재배유형별 생산유통소비구조 분석과 경쟁력제고 방안」결과세미나

 연구원 고객 통합 DB 구축 관리방안 의견수렴 회의

 KREI 북한농업동향 편집회의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연구협의회

「수출용 분화류 유통 및 국내외 시장동향」연구기관간 업무협의회

7.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범 행사

 KREI 농어업특위 공동주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

 과일관측․과채관측 8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 확립」연구진 협의회

7.  6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일본측 공동연구자와의 협의회

「농촌정보문화센터」개소식

 KREI 마케팅 구체화를 위한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회의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분석」연구진 협의회

「녹차 수출시장 진출전략 및 수출상품 개발(2/2차년)」결과세미나

7.  7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업체 제안서 설명회

「가축공제 확대 방안」설계세미나

 2005 신선편이 농식품분야 기술발표회 및 심포지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결과세미나

7. 11 「농가부채문제 전망과 농가파산 및 회생프로그램 개발」결과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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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체계화방안」설문지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FTA DB 구축관련 1차 회의

 2005년도 지역농업연구사업단 사업계획서 전문가 검토회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기업도시 평가지원단 업무협의회

7. 13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1/2)」연구진 워크숍

 2005년도 핵심전략기술개발과제(추가)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회의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및 작황파악을 위한 지역자문회의

7. 15 「농업 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1/3차)」설계세미나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결과세미나

7. 18  호주축산공사(MLA) 축산관측팀 방문

  - 방문목적: 2006년도 쇠고기전망 및 한국 호주간 무역실태 논의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방안 타당성조사」중간보고회

7. 19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연구 및 DB구축에 관한 연구」DB시스템구축 2차회의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공공비축제 도입 중앙토론회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방안 연구」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전문가 협의회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방안 연구(창원)」현지 사업설명회

7. 20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설계세미나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7. 21 「제천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연구중간보고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지역토론회(경기)

 축산관측(육계 8월호) 관련 중앙자문회의

7. 22 「농산물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업무협의회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방안 연구」설계세미나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지역토론회(충남)

7. 25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형태 분석」중간검토회의

7. 26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3/3차년도)」결과세미나

 채소관측월보 8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민감품목 선정 논의를 위한 품목별 농업통상자문위원회

7. 27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5 운용․개발연구」중간검토회의

「쌀 협상 이후의 농지 이용구조 변화전망과 대책」중간검토회의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지역토론회(전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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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 「휴경농지 실태와 정택방향」중간검토회의

「기상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향」중간검토회의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7월 업무협의회

7. 28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종합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중간검토회의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중간검토회의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중간검토회의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1/2차년도)」중간검토회의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1/3차년도)」중간검토회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5 운용․개발 연구」중간검토회의

「신규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중간검토회의

「아세안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전략: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중심」중간검토회의

7. 29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2/3차년도)」중간검토회의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자문회의

8.  2  2005 임업관측사업(표고) 중앙자문회의

8.  3 「농업용수관리 일원화방안 연구」설계세미나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지역토론회

 민감 품목 선정논의를 위한 품목별 농업통상자문위원회

8.  4 「급변통일에 대비한 농업 분야 통합방안 연구」설계세미나

「제천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결과세미나

8.  5  과일관측 9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8.  9 「고랭지 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방안」농업전문가 간담회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분석과 성장전망」중간검토회의

8. 10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방안 타당성 조사」결과세미나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중간검토회의

「하동군 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중간검토회의

「양념채소 주산단지 구조개선 방안」중간검토회의

8. 11  고도화사업 1차 정기업무협의

8. 12 「농촌관광 수요확대 방안 연구」중간검토회의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2/3차)」업무추진협의회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2차년도)」설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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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 과정: 국사례를 중심으로」중간검토회의

「우유의 수급전망과 조절방안」중간검토회의

8. 16 「소득안정계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설계세미나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설계세미나

「울주군 농업․농촌 발전 계획 수립」중간검토회의

「직접지불제가 농업생산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향」중간검토회의

8. 17  아르헨티나 국립농업연구원(INTA) 원장 및 Bocchetto 총국장 내원

  - 방문목적: 협력 가능성 모색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정책토론회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2차 연도 연구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연구협의회

8. 18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사례지역 현지 자문회의

 통합구축사업 2차 정기업무협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결과세미나

8. 19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농업분야)」중간보고회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사례지역 현지 자문회의

 축산관측분기보 9월호 관련 중앙자문회의

8. 22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예결․결산특별위원회)

 청사이전 관련 노사협의회

 한여름 밤의 KREI 가족음악회

8. 23  과채관측 지역자문회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곡물분야 생산목표 설정 전문가 간담회

 과일관측 10월호를 위한 지역자문회의(경북)

「남북 공동 시범 농단지 조성과 활용 방안 연구」설계세미나

8. 24  과일관측 10월호를 위한 지역자문회의(전남)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자문위원회 보고

8. 25  채소관측 9월호를 위한 중앙자문회의

 통합구축사업 2차 정기업무협의

8. 29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8월 입주업체 업무협의회

8. 30 「산림분야 규제순응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중간보고

「용인시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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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  2005년 제12회 KREI 세미나(Katsunobu Kondo 일본 아사히카와대학교 교수)

  - 주제: 일본의 쌀 생산조정과 생산성 변화

 DDA 농업통상 동향 설명회

「울주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현지 전문가 간담회

8. 31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방안 연구」정책협의회

9.  1 「과실 수입 파급 향분석과 대응방안」설계세미나

 통합구축사업 3차 정기업무협의

 농촌정보문화센터 신규위촉직원 교육

9.  2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예결․결산특별위원회)

 과일관측 10월호 발간을 위한 지역자문회의(제주)

9.  6  과채관측 10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남북 공동 시범 농단지 조성과 활용방안 연구」외부위탁연구과제 중간보고

 과일관측 10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9.  7 「2010 산림엑스포 개최 기초조사」중간보고 실시

「쌀 협상 이후의 농지 이용구조 변과전망과 대책」외부 위탁연구 중간검토를 위한 연구협의회

9.  8  통합구축사업 3차 정기업무협의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중간보고 실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 구축(1/2차 연도)」위탁연구기관과 연구진 협의회

 농어업특위 농업농촌기본법 소위원회 개최

9.  9  농축산물 품목별 생산목표 설정 회의

「우유의 수급전망과 조절방안」낙농현안 전문가 토론회

9. 12 「농산물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전문가 협의회

9. 13 「2005 임업관측사업(표고)」중앙자문위원회

9. 13∼9. 14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 워크숍」: 지역농업클러스터 조기정착 및 지방농정 활성화방안 모색

9. 1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자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설계세미나

9. 15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 구축(1/2차)」3개 연구기관간 공동 워크숍

 통합구축사업 4차 정기업무협의

9. 22  KREI 교양․문화강좌(김만식 엑스퍼트컨설팅 고문)

  -주제: 인간관계와 조직활성화

 통합구축사업 5차 정기업무협의

 축산관측 육계 10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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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3  2005 통합구축사업 1차 데모시연(OLAP 및 GIS 1차 데모시연)

 2005년 제11차 인사위원회

 9월 입주업체 업무협의회

 농어업특위 농업․농촌기본법 소위원회

9. 26  제2회「동북아농업․농촌발전」국제심포지엄

  - 주제: 동북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향과 향후 전망

9. 27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 향 분석 수시과제 수시업무협의회

9. 28  채소월보 10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9. 29  제10대 최정섭 원장 취임

 통합구축사업 6차 정기업무협의

「지역경  심포지엄」(주제: 지역경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9. 30 「용인시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원내 결과보고

 농업전망 2006 업체간담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원내 최종보고

 고랭지 농업과 관련한 내부 연구진 협의회

10. 5  과일관측 11월호 중앙자문회의

 과채관측 11월호 중앙자문회의

 농어업특위 농업․농촌기본법 소위원회

10. 6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농민단체와 연구협의회

 통합구축사업 7차 정기업무협의

「하동군 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최종보고회

10. 7  국정감사 수감

 2005년 제13회 KREI 세미나(Sasaki Ichio 일본 오비히로대학 교수)

  - 주제: 바이오매스의 순환이용과 지역경제

10.10 〔업무보고〕연구부서-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촌발전연구센터

〔업무보고〕연구부서-농업관측정보센터, 농정연구센터, 산림정책연구실

10.11 「하동군 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결과세미나

〔업무보고〕농림기술관리센터

〔업무보고〕연구지원부서-기획조정실, 행정실, 감사담당, 자료정보지원실

                          홍보문화담당,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2005 임업관측사업(밤)」중앙자문회의

10.12 「2005 임업관측사업(표고)」중앙자문회의

 농업전망 2006 행사업체 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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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밭농업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중간보고

 통합구축사업 8차 정기 업무협의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설계세미나

「농산물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세미나

10.13∼10.14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2005년 졸업․입주업체 만남의 장 행사

10.14∼10.15    2005년 KREI 가족수련회(경기도 양평 미리내 캠프)

10.17  제5차 기획조정위원회

「고랭지 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방안」연구진 협의회

10.18
 2005년 제5회 농경토론회(김경덕)

  - 주제: 최근의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

10.19 「농업 환경자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국립환경연구원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방안 연구」정책협의회

10.20 「진천군 농업 농촌발전계획 수립」중간보고회

 축산관측(육계) 11월호 중앙자문위원회의

 통합구축사업 9차 정기업무협의 및 시연회

10.24∼10.28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및 기관장회의(발표자 : 김정호, 김창길, 박시현)

10.25 「임산물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전략품목개발을 위한 시장조사」최종보고회

10.26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결과세미나

「용인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결과세미나

「서산시 농업․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착수보고회

 과채관측 11월호 발간을 위한 지역자문회의(경남)

10.27  2005년 제12차 인사위원회

 과채관측 11월호 발간을 위한 지역자문회의(전남)

 채소관측 11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

10.31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중간보고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10월 입주업체 협의회 및 원장님과 입주업체의 간담회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 구축」연구진 업무협의회

「남북 공동 시범 농단지 조성과 활용 방안 연구」연구협의회

11. 1 「쌀 유통 부문 경쟁력 제고 시스템 개발」외부원고 위탁 의뢰 관련 업무협의회

11. 2 「농업전망 2006」1차 집필진 회의

「DDA 농업협상 국민적 공감대 사업」논설위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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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벤처농업활성화 전문아카데미(전남농업기술원)

11. 4  농촌정보문화센터 직원 워크숍(경기도 화성 하내수련원)

「고랭지 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결과세미나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결과세미나

「DDA 농업협상 국민적 공감대 사업」농업통상대책연구협의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형태 분석」소비자 분석결과 전문가 협의회

11. 7 「밭농업직불제 도입방안 연구」결과세미나

 과일관측 12월호 중앙자문회의

 과채관측 12월호 중앙자문회의

「울주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결과세미나

 2005년 제14회 KREI 세미나(리슈차오 중국 청도 래양농업대학 교수)

  - 주제: 산동농업의 현황과 과제

11. 8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2/2차)」결과세미나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결과세미나

「2005 임업관측사업(밤)」중앙자문회의

「기상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향」결과세미나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결과세미나

11. 9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결과세미나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1/2차)」결과세미나

 2005년도 노사임금협약 체결

11.10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2/3차)」결과세미나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3/3차)」결과세미나

「우유의 수급전망과 조절 방안」결과세미나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결과세미나

 통합구축사업 DB부문 시연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형태 분석」결과세미나

11.11 「급변 통일에 대비한 농업분야 통합방안 연구」결과세미나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결과세미나

11.14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2/2차)」결과세미나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분석과 전망」결과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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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결과세미나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결과세미나

11.15 「중국(산동성) 김치․당근의 생산․유통․수출과 국내 향」설계세미나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1/3차)」결과세미나

 전국 도매시장 전산담당자 협의회

「남북 공동 시범 농단지 조성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세미나

11.16 「쌀 협상 이후의 농지 이용구조 변화전망과 대책」결과세미나

「농업용수관리 일원화방안 연구」결과세미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결과세미나

 채소관측 12월호 지역자문회의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연구중간보고회

 농어업특위 농업농촌기본법 소위원회

11.17 「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결과세미나

「휴경농지 실태와 정책방향」결과세미나

 채소관측 12월호 지역자문회의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결과세미나

11.18 「아세안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전략: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심」결과세미나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방안 연구」결과세미나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세미나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 과정 : 국 사례를 중심으로」결과세미나

「양념채소 주산단지 구조개선 방안」결과세미나

11.22  축산관측 12월호 중앙자문회의

「남북 공동 시범 농단지 조성과 활용방안 연구」연구보고회 및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급변통일에 대비한 농업 분야 통합방안 연구」연구결과 보고

「임산물 생산통계의 집계실태와 개선방안」중간보고회의

 2006 농림과학기술대전 준비기획단 회의

「농촌관광 수요확대 방안 연구」결과세미나

11.23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결과세미나

 2005년 제15회 KREI 세미나(권오율 호주 그리피스대학 교수)

  - 주제: 한국 경제성장의 문화적 분석

 농촌정보문화센터 직원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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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결과세미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5 운용․개발연구」결과세미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종합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2/2차)」결과세미나

 2006년도 핵심전략기술개발과제(현장적용 포함) RFP 검토 협의회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5 운용․개발연구」결과세미나

11.25  채소관측 12월호 중앙자문회의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결과세미나

11.29 「지역농업클러스터,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정책토론회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 결과발표회

11.29∼11.30   「울주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현지 주민 공청회

11.30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연구협의회

「밤 표준수확량 조사 연구」최종보고회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업무협의회

 쌀 협상 비준관련 홍보평가관련 전문가 협의회

12. 1  12월 월례조회 및 제1회 KREI 초청강연회(정운천 한국참다래사업단 회장)

  - 주제: 한국 농업의 현장 해법론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시행방안 연구」농림부 축산정책과 보고

 새국토연구협의회 2005년도 성과발표회(주제: 균형발전시대, 도시와 농촌)

12. 2 「식품수급표」자문회의

「DDA 농업협상 국민적 공감대 사업」농업통상대책연구협의회 : DDA 농업협상 최근동향 등

「서산시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설계세미나

12. 7  2005년 제2차 벤처농업전문아카데미(주제: 친환경 벤처농기업의 경쟁력 제고)

 쌀 협상 비준관련 홍보평가관련 전문가 협의회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중국농업 국내전문가 세미나

12. 9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확대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진행경과 보고

12.13  2005년도 농림부 농업관측위원회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최종보고회

12.14  신규입주업체선정 사업설명회

12.15  축산관측 2006년 1월호 지역자문회의

12.19 「수출용 분화류 유통 및 국내외 시장동향」참여 연구기관 업무협의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진 업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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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농림기술개발사업 성과홍보를 위한 전문지 기자간담회

「농업 부문 FTA 추진 전략연구 및 DB 구축에 관한 연구」중간보고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세미나

「중국의 농산물수급 중장기 전망(1/2차)」결과세미나

12.22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2005년 제13차 인사위원회

 축산관측 2006년 1월호 중앙자문회의

12.23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세미나

12.26  2005년 제16회 KREI 세미나(김용구 미래경 개발연구원 원장)

  - 주제: 소통과 상생의 시대

12.26∼12.27   「농업전망 2006」집필진 회의

12.27 「쌀 유통 부문 경쟁력 제고 시스템 개발」연구진 업무협의회

 전국 도매시장 반입량 정보화사업 결과세미나

 2005년도 평가결과 강평회

「농업 부문 FTA추진 전략연구 및 DB구축에 관한 연구」중간보고

12.29  2005년 제14차 인사위원회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토론회

12.30  2005년 종무식 및 송년다과회



2005년도 연차보고서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6. 3.

발  행 2006. 3.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 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4 munwonsa@chollian.net


	표지
	머리말
	목차
	I. 일 반 현 황 

	1. 연  혁

	2. 임  무

	3. 기  구

	4. 인  력

	5. 인  사

	6. 분야별 담당자

	7. 예  산


	II. 연 구 사 업 

	1. 기본방향

	2. 조사연구사업 총괄

	3. 농산업경제연구

	4. 농촌발전연구

	5. 농업관측정보

	6. 농정연구

	7. 산림정책연구

	8. 농정대책특별연구

	9. 쌀·DDA협상대책연구 

	10. FTA연구

	11. 자료정보지원

	12. 특별과제


	III. 정책지원 및 기타 활동 

	1. 현황

	2. 정책지원연구

	3. 협의회,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


	IV. 정보관리 

	1. 전  산

	2. 도서자료

	3. 출  판

	4. 벤처농기업보육사업


	V. 연구조성사업 및 학술활동 

	1. 현황

	2. KREI 세미나

	3. 농경토론회


	VI. 국제교류 

	1. 현황

	2. 국제학술대회 개최

	3. 국제학술회의 참가

	4. 해외조사 활동

	5. 외국인 내방


	VII. 농정여론 조사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1. 현지통신원 운용

	2. 현지통신원 대상 여론조사

	3. 농정여론동향 정보수집 및 분석

	4. 교육·홍보 


	VIII. 농림기술관리센터 

	1. 일반현황

	2. 사업기획

	3. 연구과제 관리

	4. 연구성과 관리


	IX. 농촌정보문화센터 

	1. 일반현황

	2. 기본사업

	3. 농림부 홍보지원 및 자문사업

	4. 대외협력업무


	X. 2005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XI. 임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명단
	XII. 직원명단
	XIII. 2005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