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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연구원은 곧 다가올 것으로 상되는 농산물 시장의 완 개방에 응

하고 선진국 단계의 농정 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해 2년 과제로 「선진

국형 농정으로의 환을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첫해인 2007

년에는 실인식과 미래방향 선택에 을 두었으며 2년 차인 2008년에는 국

내외의 범 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

습니다.

미국은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하나로서 통상 농산업 부문의 경쟁력이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부환경과 정책 안이 바뀔 때 마다 농정이 보호와 

자유무역의 양극 사이를 이동해 왔습니다. 최근 제정된 2008년 농업법에서는 

농가소득안정을 해  융자단가, 고정직불, 가격보 직불 이외에 소득보 직불

(ACRE)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가로 하여  목표가격과 일정소득의 보장  하

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 습니다. 

미국의 과거 농정경험과 재의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미래 농정

을 설계하는데 참고하고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학(UC Davis)의 이 옥 교

수에게 탁연구를 실시하 습니다.

탁연구 결과를 토 로 우리 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번역 자료

집을 요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앞으로 진행될 련 연구나 정

책 수립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합니다.

2008. 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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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지에 

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 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비정부 기 들을 

포함한 제도  틀이 보고서에서 다루어 진다.

1장에서는 재의 정책과 이슈를 설명하 다. 재 이슈에 한 논의는 자연

스럽게 2008년 농업법과 국제교역까지 확 되고 이와 련한 구체 인 정책들

이 언 되었다. 2장에서는 주로 1장에서 다룬 이슈들을 해결하기 한 정책 형

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 들을 심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 다. 여

기에는 입법부, 국회, 농무부 등의 행정부, 정책 집행청, 비정부조직이 모두 포

함되어 있다. 3장은 농업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심  역할을 하는 농무부를 

으로 다루었다. 농무부의 역할은 정책 집행에 그치지 않고, 사 인 정

책에 한 토의나 정책제안까지 이어진다. 농무부와 산하기 이 어떻게 구성되

어 있고, 행 이슈들이 바 어 가면서 어떻게 변천되어 갔는지에 해 서도 

설명하 다. 4장에서는 정책집행에 참여하는 산하기 들이 구체 으로 다루어

졌다. 많은 농업정책들이 더 이상 농무부만의 고유과제로 국한되지 않고 범 정

부부처 차원에서 력 하에 추진되고 있다. 여러 정부부처가 동하여 추진되

는 분야는 에 지, 식품안 , 환경, 수자원 등으로 효과 인 리와 추진을 

해 여러 부처와 산하기 들이 참여한다. 

이 보고서는 정책입안에서 집행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부분

들이 자세히 다루어 지지는 못하 다. 다만 제도 으로 미국 농업정책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독자에게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한 개론서

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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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port provides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process of 
agricultural policymaking in the United States.  The report 
describ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volved in the enactment and 
execution of the policy as well as the basic structure of current 
agricultural policy.  

Chapter 1 reviews of current policy issues.  Many issues drive the policy 
agenda of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current policy issues leads the 
discussion with the 2008 Farm Bill, and then extends to international trade 
and to specific policy areas.  Chapter 2 describes the policy process to deal 
with the issues reviewed in Chapter 1.  The second chapter highlight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framework that are involved in policymaking.  
The relevant government/non-government organizations are introduced and 
their involvement is described.  Much of discussion here is devoted to the 
nation's legislative branch, Congress, and then extends to executive branches 
and non-government groups.  Chapter 3 explores institutional details abou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which is the lead agency for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In addition to USDA's role in pre-policy 
discussion and the formation of policy proposals, USDA implements and 
executes agricultural policies.  In this chapter, we present in detail how the 
USDA is organized to execute various policies and how the department has 
been restructured 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in respond to changing policy 
focuses.  Finally, Chapter 4 describes how many agencies are involved in 
agricultural policymaking execution.  Many farm policies involve institutional 
frames beyond USDA.  It is typical that farm policies involve multi agencies 
across departments or other independent agencies in their formulation or 
execution process.  In this final chapter, we describe how the policies that are 
prominent in agriculture, but contain crossover issues such as energy, food 
safety, air and water, involve other agencies in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This chapter provides useful examples of cross-agency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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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port, coverage under each topic is not, of course, exhaustive.  Our 
modest goal is to provide guidance through this report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institutional aspect of agricultural policy making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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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농업정책 주요이슈

이 요약에서는 미국의 농업정책과 련한 안들을 살펴본다.  주안 은 정책 

결과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정책집행과 제도  장치에 있다. 2008년 농업법

과 그 용에 해 정리하고, 기타 정책 안과 로그램을 살펴본다. 

1.1. 2008년 농업법과 그 시행

1.1.1. 2008년 농업법의 제정

미국에서의 주요 농업정책의 변경과 도입으로는 단연 2008년 식품, 보 , 에

지법(http://www.ers.usda.gov/FarmBill/2008/)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부시 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결국 통과

되었다. 5월에 의회는 식품, 보 , 에 지 법안(H.R. 2419) 의총보고서를 승인

하 다. 이 법안이 백악 으로 송부되었을 시 그 법안의 15개 조항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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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식문서에서 부주의하게도 락되어 있었다.  의회

는 H.R. 2419 법안에 한 통령의 거부결정을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안 15개 

조항들  14개를 제정하게 되었다. 

15개 조항들이 제 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원은 재차 식품, 보 , 에 지 법

안 (H.R. 6124)을 백악 으로 송부하 으며 거듭된 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

효화 하 다. (http://agriculture.house.gov/list/press/agriculture_dem/po_06182008

_FBvote.html)

농업법은 주제에 따라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수가 농업정

책과는 간 으로만 련되어 있다.  

제 1 장: 상품

제 2 장: 보

제 3 장: 무역

제 4 장: 양

제 5 장: 신용

제 6 장: 농 개발

제 7 장: 연구

제 8 장: 산림

제 9 장: 에 지

제 10 장: 원 와 유기농

제 11 장: 축산

제 12 장: 작물보험

제 13 장: 상품선물

제 14 장: 기타

제 15 장: 무역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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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은 하원농업 원회와 상원 농업․ 양․임업 원회의 입법 할 하에 

있다.  주요 입법 법안으로서 농업법은 여타 상하원의 여러 원회와도 련되

어 있다. 그 에서도 가장 요한 것으로는 상원의 산 원회와 재정 원회, 

그리고 하원의 세출 원회가 있다.  

농업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출목 에 필요한 자 을 정부가 산에 실제로 

계상하지 않고도 산의 지출을 승인할 수 있는 입법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경

우로는 두 형태의 정부 로그램이 있다. 의무지출 로그램은 어떤 로그램

이 자 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

다면 지출은 액의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를 들면 가격보 직 지불제 

(CCP)는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보다 낮은 경우 지불을 승인한다. 이 로그램의 

수혜품목에 있어서 한 작목년도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지출은 자동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환경개선장려 로그램(EQIP)과 같은 다른 로그램들은 지

출조건을 명시하고 상한액까지만 지출을 승인하고 있으며, 세출 원회와 농업

소 원회를 통한 산편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1.1.2. 작물프로그램과 2008년 농업법 

작물 로그램(commodity program)들은 미국의 농업정책과 농업법의 핵심

을 이룬다. 2008년 식품, 보 , 에 지법의 상품조항은 주요 농업 로그램을 비

교  큰 수정 없이 재승인하 다. 이 법안 이  법안과 어떻게 다른지,  그 

법안에 해 가장 히 요약 설명한 자료는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에서 최

근에 펴낸 출 물과 홈페이지 게시물을 들 수 있다. (http://www.ers.usda.gov/ 

FarmBill/2008/).

가격보 직 지불제는 지불단가는 조  조정되었으나 해당 상품에 해 계

속 추진된다. 시장 출 로그램은 출 리의 은 변동과 함께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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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로그램과 련하여 약간의 지불상한액의 조정은 참여농가와 이들이 받

게 될 총 지불  액수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소득정책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2009년부터 시행될 수입보 직불제

(ACRE)의 도입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경기조정지불제의 안으로 도입된 것

으로서 참여자들은 보다 낮은 이율의 출과 함께 직 지불 액의 삭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ACRE 로그램은 본질 으로 농업인의 수입액이 

2006년 ~ 2008년 기간 의 수입액을 하회하는 경우 지불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입보증계획이다. 시 에서는 2009년에 시행될 ACRE 로그램의 지

불액수 산정근거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과 는 2007년부터 2008년

까지의 기간 양자  어떤 것으로 정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ACRE 로그램은 

CCP가 필요 없는 높은 상품가격을 기 함과 동시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기록한 최고가격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하

는 생산자들에게는 매력 인 로그램이다.  

설탕가격지원 로그램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어떠한 설탕도 국내가격을 지지

하는데 향을 미치게 되면 바이오연료로 환될 것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낙농 로그램은 생산단계에서의 우유 신에 버터, 무지방 분유 그리

고 치즈의 세 가공제품을 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격지지 로그램을 

조정한다.  이러한 행정  조정은 WTO 보고를 한 합산된 총 지원 정도를 

일 수도 있다. 

그 이외의 작물 로그램들은 비교  약간의 조정만 있을 뿐 본질 으로 이

 법규에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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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정책집행

농업법은 매우 복잡한 계로 그 어떤 법규도 이들 로그램들이 구체 으

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명시할 수 없다. 이들 로그램들의 해석과 용은 미국

농무부 (특히 농업 로그램의 경우 농업지원청 (Farm Service Agency)의 주요 

역할이다. 농업지원청은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의 정의, 지불일시, 자격규

정  기타 요사항에 해 규정한다. 를 들어 농업지원청은 농무부장 실

과 함께 농장의 수혜자격조건이 어떻게 정해지고 큰 규모의 농장에 지불제한

규정이 어떻게 용되는지 결정한다. 농무부는 제도의 용에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을 갖고 있으나 의회가 의도하는 로 법률을 용하여야만 한다. 의회

가 주요 정당에 의한 장악되고 있고 통령은 다른 당 소속이라면 법률 용과 

련한 사안들은 의원들이 농무부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

하게 되어 매우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된다. 

2008년 식품, 보 , 에 지법의 제정은 매우 지체되었다. 2008년도 종시기

를 훨씬 지나서 그 해 겨울  수확시기에 어들어 완성되었다. 그 결과 이 

법의 시행은 제한 이었으며 2008년도 작물에 하여 일부 사안에 있어서 

용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새로운 로그램인 ACRE의 시행은 이러한 이유로 

2009년까지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농무부는 이 직불제가 매우 복잡하여 새

로운 자료를 필요로 하고 실행지침이력이 없는 계로 이 제도 가입여부를 결

정지을 필요가 있는 생산자들을 해 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식품, 보 , 에 지법의 다른 부문의 용은 여러 환경 로그램을 

상으로 하는 자연자원보 국 (NRCS)과 같은 농무부 소속 다른 기 들(식량지

원과 통상 련 로그램들의 경우 해외농업국) 의 할 하에 있다. 농무부의 농

업정책과 련된 기 들에 해서는 제3장 농무부 련 과 제4장에서 구체

으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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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하 상

WTO 도하개발아젠다 상은 2001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2008년 완성을 

목 에 두는 듯 하 다.  2008년 8월의 교착상태는 상을 어도 2009년도 까

지는 지연시킨 듯 하다. 

미국에서는 WTO사안들이 매우 요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농업정책결정에 심

인 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실로 미국측 상자들이 처한 어려움 의 

하나는 2008년 농업법이 WTO 상에서의 미국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같이 보

여 무역상 국들이 미국의 공약이행능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통상 상은 통령 직속(http://www.ustr.gov/Trade_Agreements/Section_Index.html) 

의 무역 표부 책임아래 있다. 무역 표부는 모든 통상 상을 이끌고 있으나 

농업과 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농무부가 무역 표부에 분석자료와 조언을 제

공하거나 농업단체  이해당사자들과 의체제를 갖추는데 있어서 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농무부 경제자문 실의 조셉 로버는 WTO 상에 오랜 기간 

참여해온 경제학자로서 농업분야의 도하 상을 이끌 목 으로 2007년 무역

표부로 발탁되었다. 2008년에는 WTO 도하 상에서의 농업분야 수석 표와 

농무부 수석 경제학자라는 두 개의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최종 인 무역 정과 련해서는 무역 정이 미국의 반 인 외교정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면 재무부, 국무부, 그리고 안 보장이사회 모두 

다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상을 마친 무역 정이 미국에서 효력이 발하기 해서는 의회의 비 을 

받아야만 하며 통령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요성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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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상과정에 간 으로 참여한다는데 있다. 상 담당자들은 체결된 

정이 의회의 상당한 지지를 보장받기 해 의원들과의 업무공조체제를 구축하

기 해 노력한다.

1.3. 양자간 상

양자간 무역 상은 2008년도의 주요 정책사안으로서 농무부, 무역 표부, 그

리고 기타 기 들과의 력을 필요로 한다.  한미자유무역 정은 체결되었으나 

미 의회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 아직 보류상태에 있는 정

들이 있다. 민주당은 무역 정을 지지하는데 체로 소극 이었으며 이들의 의

회장악은 새로 선출된 통령이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2009년 이 에는 찬

성표를 기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실행 가능해 보이지 

않으나 재 상을 필요로 할 수 있다. 

1.4. 바이오연료

1.4.1. 바이오연료 보조금

여기서 바이오 연료란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어진 운송연료를 의미하는 데 

미국의 정책은 수요  공  양 측면에서 바이오연료의 사용에 해 우호 이

다. 바이오연료에 한 수요는 합성연료 생산자를 한 소비세공제와 같은 연

방정부정책과 주정부의 사용자보조 에 의존한다.  연료의 합성 시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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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에탄올과 다른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강요하는 강제명령 한 용된다. 

수요측면에서는 환경정책이 연료산화첨가물로서 에탄올의 사용을 사실상 강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이기 해 마련된 정책에 따라 새로 도입된 

규제들은 에탄올의 수요를 진시킬 수도 있다. 끝으로 수입 세는 수입 바이

오연료의 비용을 올리며 그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생산된 바이오연료에 한 

수요를 진하게 된다.  

미국에서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진하는 공 측면에서의 주요 정책으로는 

옥수수보조 과 에탄올시설의 건축비용을 감하기 해 마련된 소규모의 여

러 지원 로그램들, 그리고 응용연구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바이

오연료의 공  지원을 한 지출액은 세 환 과 강제규정에 따른 수요 진으

로 기존의 지출에 비해 상 으로 다. 

1.4.2. 바이오연료 정책의 경제적 시사점

미국에서의 바이어연료 사용을 한 공 자 측면에서의 지원들은 재의 에

탄올 생산비용을 이며, 자본보조 과 연구보조 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생산

비용을 인다. 재 생산에 투입되거나 앞으로 사용될 에탄올의 상당부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  자치단체의 정책  유인들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

다. 그 규모는 매년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00억 갤런 정도의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는 1갤런당 0.1달러 정도의 보조  는 시장가격의 4%에 해당

하는 보조 이 필요하게 된다. 에탄올과 그 이외의 다른 바이오연료에 한 투

자를 진하기 해서 보다 더 요하게 작용하 던 요인으로는 바이오연료에 

한 수요는 세 공제 수요정책이나 강제규정에 의해 창출되는 수요는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는 정부의 묵시 인 지원을 들 수 있다.  공 자  측면에서의 

지원 은 비용을 이고 생산을 약간 증가시켰으며(신용보증, 이율, 기술지

원  R&D 등을 통해) 수요정책들은 산업을 발생시키고 경제  성공을 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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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연료합성 생산자에 한 소비세공제와 수입된 에탄올에 부과되는 추가 세

가 없었다면 미국의 에탄올산업은 보잘것없었으리라는 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산화첨가물의 사용을 강제하는 기오염방지규정에 의한 수요측면에서

의 유인책은 아마도 20억 갤런에 달하는 에탄올의 수요를 창출하 다. 세 공

제  세와 비싼 유가는 에탄올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끝으로 2007에 채택된 강제규정은 바이오 연료 생산시설에 투자한 투

자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옥수수 가격의 하락을 막아주었다. 

‘합성연료 생산자는 에탄올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연료 증량제로서 에탄올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강제 할당된 분량에서는 완  비탄력 으로 된다. 따라서 강제

규정은 시장의 최소수요를 보장하고 세 공제액을 포함하더라도 첨가제 함유 

가솔린의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끝으로 1갤런 당 0.5달러이라는 

거의 시장억압 인 수입 세는 국내 생산자들로 하여  정부 주도로 발생한 

부분의 수요로부터 수혜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갤런 당 0.45달러의 소비세공제는 도매가의 15에서 20퍼센트 정도의 보조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100억 갤런인 경우에는 에탄올산업에 45억달러의 보조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이  은 부분은 갤런당 0.54달러의 수입 세를 지

불한 수입에탄올로부터 징수된다.  

최근의 에탄올을 둘러싼 시장상황은 수입 세와 세 공제를 감안할 때 옥수

수가 주인 고가의 사료, 비싼 유가, 그리고 임박한 강제규정의 확 간의 상호작

용에 의해 결정돼오고 있다.  다시 말해 만일 옥수수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유가

가 하락하면 강제명령은 강제 할당된 물량을 발생시키기 해 에탄올가격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한하는 유일의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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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정으로 인해 국내 에탄올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다면 규모의 수입은 

수입 세를 감안하더라도 경제 일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연료 

첨가제로서의 에탄올에 한 수요증가가 에탄올가격을 상승시킨 2006년 여름

에 발생하 다. 

1.4.3. 2008년 농업법과 바이오연료

2008년 식품, 보 , 에 지법 (P.L. 110-246, 2008년 농업법)은 수입량을 포

함한 미국의 에탄올생산량이 75억 갤런을 과하는 다음 해에는 에탄올 합성

업체에 한 세 공제를 재인가하도록 하 으나 세 공제액은 갤런당 0.54달

러에서 0.45달러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제한치는 2008년에 달성될 것이므로 

2009년에는 세 공제가 축소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셀룰로오스 기술로의 이 을 진하기 해 합성업체에 용된 

갤런당 1.01달러의 세 공제는 합한 셀룰로오스 사료를 원료로 생산된 에탄

올에도 용된다. (참조: Tom Capehart,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e 2008 

Farm Bill CRS Report RL34130 Updated August 1, 2008).

2007년 에 지 독립  안보법은 재생연료기 을 2022년 360억 갤런으로 확

하 다. 여기에는 10억 갤런의 바이오디젤 (2012년), 150억 갤런의 일반 에탄

올(2015년), 그리고 셀룰로오스 에탄올 등 160억 갤런의 최신 바이오연료(2022

년) 를 포함한다. (참조: CRS Report RL34294,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A Summary of Major Provisions, coordinated by Fred 

Sissine and for further background on earlier programs see, Yacobucci, Brent 

D. Biofuels Incentives: A Summary of Federal Programs, CRS Report 

RL33572).

농업법은 한 수입에탄올에 한 갤런당 0.54달러의 특별 세를 2010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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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부과되도록 추가로 2년 연장하 다. 이와 함께 농업법은 부분의 다른 

수입품에 용되는 세환 에 한 (즉 세지 이 에탄올 련 상품의 수

출액에 해당하는 만큼 환 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2008

년 10월 1일부로 정지시켰다. 

카리 해 개발 진계획하에서는 카리 지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에탄올은 미

국에 무 세로 수입된다. 국내규정은 용이한 환 을  배제하고 있고 무 세물

량은 미국시장의  7퍼센트를 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비용으로 

인해 CBI구가들로부터의 운송량은 무 세 허용 상한물량에 비해 매우 으며 

그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인 함수에탄올은 라질로부터 운반되어 CBI 

규정에 맞도록CBI지역에서 탈수된 후 미국으로 보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

생하는 비용은 많이 들고 그 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에탄올이 CBI지역보다는 

라질로부터 직  운반된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선두로 한 각개의 주들은 바이오연료의 이용과 온실가스

의 배출을 이기 한 장치를 상정한 법률과 규제책을 마련하 다. 캘리포니

아에서는 AB32와 그외 련 조치들이 어떤 연료가 주정부의 배출감축 의무규

정에 부합하는지를 별하는 탄소 연료기 을 명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기자원국(CARB) 과 그외 련 기 들은 연료의 탄소 도를 2020년까지 10

퍼센트 감소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제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송연료의 생명순환탄소 도(life-cycle carbon intensity)를 결정하여야만 한

다. 이와 련된 주요 이슈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히 탄소 도에 근하냐

는 것이다.  한 일반  지속성기 (general sustainability standards)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명순환분석에 따르면 옥수수추출 에탄올보다는 

사탕수수로부터 추출된 에탄올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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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바이오연료 관련 무역문제

수입품에 한 잠재  차별은 캘리포니아와 연방정부 차원의 연료 표  모

두에 있어서 이슈로 되고 있다. WTO 정들은 환경표 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

나 일반 으로 차규정은 수입된 제품에 한 차별을 목 으로 사용이 용이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제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밖에도 WTO의 고려사안으로 바이오연료와 련한 여러 가지 다른 통상이

슈들이 있다.  를 들어 2007년 캐나다와 라질은 부분 으로는 에탄올 보조 이 

히 계상되지 않은 것과 같은 연유로 해서 미국이 허용 가능한 농업지원 상한

선을 과하 다고 지 하 다. 미국은 2007년 보조 내역을 통보함에 있어서 

에탄올합성사업자에 한 세 공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보다 많은 양의 에탄올

이 사용됨에 따라 그 총액은 30억 달러 는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와 라질은 한 미국의 AMS(aggregate measure of support)가 191억 

달러를 과하 다고 주장하 다. 직 지불 을 문제 삼는 것 이외에도 라질

은 합성사업자를 상으로 한 에탄올에 붙는 51센트 세 공제에 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뀛  (인용출처: WTO-Tinged Farm Bill Unlikely Chris Clayton, 

DTN Sep 28, 2007). 

이와 함께 2008년 농업법, 2007 에 지법, 그리고 주정부정책 모두는 WTO

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에탄올보조 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라질은  

다른 건과 련하여 WT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라질은 에

탄올에 한 미국의 세와 보조 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시하

다 (Brazil sees WTO ethanol case against U.S. soon Tue Sep 2, 2008 RIO DE 

JANEIRO,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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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식품안

1.5.1.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기업들은 안 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평 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동기의 강도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식품안  

수 과 소비자들이 제품의 매자를 추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제품의 매자를 찾는 일은 돌연한 조사에 의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염된 식품의 이력 리는 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력 리가 가능

하다 하더라도 오염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3-5일 정도 걸릴 

수 있고,  그 기간 에 다른 식품을 섭취하 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선식

품의 안 도에 한 최근의 우려는 이 이슈에 한 심을 높 다. 미국 식품의

약품안 청은 문제의 근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것은 문제의 발단

이 한 공 자에 제한된 것이라도  산업에 경제  해악을 끼치는 아주 범

한 식품환수조치를 의미한다. 의무의 부여라는 측면에서 본 식품이력제 이슈는 

농장과 기업으로 하여  안 한 식품을 생산코자 하는 동기의 부재를 낳는다.

1.5.2. 국제무역과 식품안전

수입식품의 안 에 한 우려는 최근 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의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는 캐나다산 불량 애완동물사료나 국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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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된 재료가 포함된다.  국토안보부 역시 의도  식품오염에 해 심을 갖고 

있다. 미국정부가 자국에서의 식품공 을 해 식품안 표 을 개발할 때는 동

일표 이 수입식품에도 용된다.  

어떤 식품안 정책들은 국제무역의 한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경쟁으로부

터 자국 생산자들을 보호하려는 보호막으로 여타 국가들에게 비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정책당국자와 무역 트  사이에 마찰을 불러일으킨다. 기술  

무역장벽에 한 최근의 한 조사에 나타난 농무부 소속 재외 표자들의 증언

에 따르면 식품안 장벽은 기존 장벽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가공된 식품과 육

류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를 종종 제한하기 때문에 수출입  손실 추

정치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1.6. 외래해충과 침입종 

1.6.1. 외래해충과 침입종의 정의  

1999년 미국 통령행정명령13112는 침입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 다.

 ∙ 토종이 아닌 외래종 는 해당 생태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종

 ∙ 종의 도입이 경제나 환경 는 인체건강에 피해를 끼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종

침입종에 련된 이슈들로는 동식물과 생태계의 건강 그리고 식품안 을 포

함한다. 해충과 질병의 로는 경제  는 환경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 해 

과일 리 (Medfly), 감귤궤양병, 유리알락하늘소, 구제역,  깜부기병 (karnal 

bunt wheat fungus), 가 류에 한 뉴 슬질병(exotic Newcastle disease), 큰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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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풀 등을 들 수 있다. 축산업에서는 구제역과 우병과 같은 질병들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들이다. 식물계에서는 밝은갈색 사과나방 (잎말이나방 일종)이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이슈이다. 

침입종들은 더욱 더 미국 농업에 잠재 이며 실제 인 경제 이 되고 있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물품과 여행객의 증 는 침입종이 미국으로 진입하

는데 주요한 경로로 되고 있다. 통  화학통제방식에 한 규제강화는 침입

종을 제어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가 시키고 있다.    

어떤 외래종은 미국 내 가격, 소비자, 그리고 무역에 한 충격과 함께 농작

물과 축산물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수출잠재력을 함으로써 미국농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어떤 종들은 미국에 일단 진입하게 되면 천 이 없을뿐더

러 박멸하기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드는 수 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아주 크다.

1.6.2. 외래해충과 침입종의 관리

외래해충과 침입종의 리에 있어서 가장 요한 이슈로 되는 것은 모니터

링, 박멸, 쇄 는 장기간의 지역  리 로그램 등과 같이 그 어떤 제거나 

통제 는 방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해충이 발생하는 경

우 그 해충을 박멸(무 용의 원칙: zero tolerance)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통제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가장 요한 결정사항들 에 하나다. 이와 련

해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긴 히 연 을 갖는 것은 배제, 찰, 통제 그리고 

복원활동간에 자원의 배분문제이다. 이러한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해충의 진입가능성과 피해를 입히는 개체군의 정착(방지의 경우에 있어서), 개

체군의 증식속도, 먼 곳으로의 이동능력, 그리고 농업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 정도와 같은 주요 변수들의 불확실성 는 지식의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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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내  세계 식품지원

농무부는 식품과 상품의 가격과 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미래가격을 측

할 책임이 있다. 최근의 가 른 상품가격 상승은 미국내 식품가격의 완만한 상

승을 래하 다. 이는 한 가난한 자들에게 식품보조 로그램의 비용을 상승

시킨다. 농무부 경제연구소(ERS)와 최고경제자문 실(OCE: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두 기  모두다 식품가격 망치와 련된 정보와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ERS는 가격 망에 필요한 기 선을 제공하고 세계농업 망 원회

(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는 미국과 세계의 농업에 한 경제정보와 

상품 망에 있어서 농무부의 구심체  역할을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4

장의 ERS와 OCE 련 단락 참조). 농무부는 빈곤층이 양분이 풍부한 음식

을 섭취하는데 경제  도움을  목 으로 마련한 식품 로그램을 시행한다.  

농무부 양지원사업의 기본인 푸드스탬 제도와 학교 식 로그램은 농무

부 식품 양국(FNS)에 의해 시행된다.  식품 양국은 모든 자체 로그램을 주

정부들과 함께 력하여 추진한다. 주정부들은 식품지원의 배분과 수혜자의 자

격과 련한 부분의 행정  세부사항들을 결정하고 식품 양국은 주정부들

의 행정  비용 부분에 해 재정 으로 지원한다. 

2008년 세계의 상품가격이란 주요 이슈는 농업상품보조 의 재비용과 

요성을 감소시켰고, 세계 식품지원에 한 우려를 높 다. 농무부와 국제개발

처는 식품지원문제에 공동으로 처하고 있다. 높은 국제가격이 불러온 주된 

정책  충격은 상품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바이오연료정책에 한 압

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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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경보존과 보

농업환경정책은 4개의 정책도구들을 사용한다: 1) 규제정책, 2) 보 순응, 3) 

토지은퇴, 4) 경작지 로그램. 규제  근방법은 부분 환경보호청 할아래 

축산업에 용되고 있다. 그 외 세 개의 다른 정책수단들은 연방정부의 농업정

책과 연계되어 있고 농업법의 상품  보  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들 정책수단들은 2008 식품, 보 , 에 지법에 인용 는 재인용되어 그 법  

지 를 인정받았다. (참조: Cowan, Tadlock and Rene Johnson. Conservation 

Provisions of the 2008 Farm Bi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rder 

Code RL34557, July 2, 2008.)

1.8.1. 규제정책 

규제정책은 허가된 차를 통해 농업행태에 한 규칙을 제정하고 행을 

제지하거나 생산을 제한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제 차는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용되는 것과 매우 흡사하며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규모 낙

농농장, 소 사육장, 그리고 비육돈 사육과 같은 집가축사육을 해 용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오염원 폐수를 방출하는 축산업자들에 한 리감독권을 

갖는다. 주정부와 지방규칙은 한 지역 체를 상으로 가축 도와 농장 운

행의 제한을 통해 허가 차에서 요한 규제역할을 담당한다. 주정부와 지방

정부 환경정책담당자들은 볏짚 이나 나무의 소각, 가지치기, 그리고 살충제 살

포와 같은 작물농업 행을 제한한다. 살충제의 경우 규제 차의 첫 단계는 국

가 차원의 등록제를 통해 살충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규

칙은 가 언제 어떻게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 주정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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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운용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사

용되고 있다.  

1.8.2. 보전순응

보 순응규칙은 농가들로 하여  품목별 직불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를 들어 직불 상 토지가 경작되지 않았다면 보 목

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1985년 농업법에 따라서 직불 을 받기를 원하는 

목 지, 방목장 는 습지는 농경지로의 용이 불허된다. 이러한 환경  조치

는 품목직불에 등록된 농지에 향을 미치는데 이는 목 지용 건 와 농경지를 

제외한 가장 큰 규모의 농경지의 이용과 3억 에이커의 농지를 포함하고 있다.

미 농무부의 보 로그램은 농업자원문제를 근함에 있어서 통 으로 

자발  근방법을 사용하여왔다. 이러한 근방법은 공해의 비 원 오염을 규

제하는데 겪는 내재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농민들이 자진하여 

작업 행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통  근과는 달리 성공 으로 토지의 침식을 이고 습지

를 보호한 보 순응조치는 지속되었다. 

1.8.3. 토지휴경

정보 휴경 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Program)과 습지휴경 로그램

(Wetlands Reserve Program) 등 로그램들은 환경 으로 민감한3,600만 에이

커 이상의 토지를 휴경화하기 해 직불 을 집행한다. 지주들은 토지가 활발

히 경작되었다면 생각할 수 없는 토지의 생태계  순기능을 제공하기 해 이

를 내용으로 하는 장기계약( 개의 겨우 10~15년)을 체결한다. 농무부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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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에이커 당 임 율과 환경  쾌 함의 가치에 근거하여 지주들의 토지 등재

용 입찰을 받는다. 휴경하는 토지에 해 생산자는 임 료 는 지역권료를 받

는다. 이러한 로그램들은 지주들로 하여  구 인 피복작물의 조성과 유지

와 같은 민감토지의 보호증진을 한 비용분담노력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하  로그램들을 포함한다. 

토지휴경은 1985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연방농업보 지출비용의 

부분을 차지하 으며 지 껏 농업보 지출의 최  단일 구성 요소로 되고 있

다. 2000년 회계연도에는 생산자에게 직  지 된 보 직불 의 90퍼센트

가 농지은퇴와 련된 것이었다. 2002년 농업법은 정보 휴경 로그램의 

상농지를 총 3,600만 에이커에서 3,900만에 이커로 상향조정하 다. 습지휴경

로그램의 상농지 상한선은 107.5만 에이커에서227.5만 에이커로 2배 이상 

증가되었다.

1.8.4. 경작지 프로그램

 다른 하나의 로그램군은 민감토지를 휴경 신에 농경지로 보존하고 

극 으로 경작되는 농지의 이 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강하는데 목 을 둔다. 

이 범주에는 여러 개의 주요 로그램들이 있다.  

(1) 환경개선장려 로그램 (EQIP)

EQIP는 를 들어 허용토양유실량 이하로 침식을 막는 것과 같은 통 인 

토지보 계획이다. 승인된 자 은 2002년 농업법과 함께 5배나 증하여 2002

년 ～2007년 기간 동안 총 58억 달러에 근 하 으며 그  33억 달러는 2002

년～2005년 기간을 해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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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IP는 운 인 농장의 환경개선증진용 사업의 비용분담과 기술  지원을 

해 연방자 을 지원한다. 이 계획을 통해 작물과 축산물 생산자들은 그들 토

지 보 을 한 행동양식(구조  리 는 토지의 리)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물사육에 한 

새로운 수질오염방지법 (2003)과 병행하여 EQIP는 축산물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동기를 재 부여하고 있다. 이 계획은 총기 의 60퍼센

트를 가축 사육자들을 해 집  투입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으며 규제요건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 환경개선장려 로그램 EQIP는 

한 수자원보 에 보다 많은 비 을 둘 것이다. 지하수와 지표수 보 활동을 

해 차별화된 새로운 기 과 함께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에 걸쳐있는 클래머스 

분지지역의 수자원보 을 한 특별기 이 환경개선장려 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2) 환경보 지킴이계획(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는 2002년에 시작된 환경보 안 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을 수정 재명명한 2008년도  환경보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생산자들이 청지

기 수 을 뛰어넘는 행동양식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해 기술  지원과 지원

을 제공한다. 이 모든 지원 과 기술  지원 로그램들은 환경개선을 한 

농부들의 농행동양식의 유지 는 개선 목 으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연방기

을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 의의) 생태계의 계측된 환경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 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축산 련 농방식들이 환경보 안 계획의 지원 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로그램은 토지에 기 한 농방식에 을 둔다. 특히 축산폐수 련 구

조물과 조종장비는 엄 히 제외된다. 

야생서식지개선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는 지주

와 생산자로 하여  야생서식지의 개발  개선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 다.



21

경작 인 토지의 보 노력 확 가 한편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는 여러 과제들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은 특히 덜 가시

이며 경운재배 (tillage cropping) 는 등고선경작 (contour cropping) 의 변화 

보다 더 찰이 어려운 작물양분 리와 같은 일부 보 리방식의 경우에 있

어서 더욱 그러하다.  

1.8.5. 농지보존 

농지와 목 지 보존계획 (Farm and Ranch Land Protection Program)은 농장

들이 농지를 도회지용으로 용하고자 하는 경제  동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장기의 지역권(easement) 취득용 연방자 을 제공한다. 농지와 목 지 보존

계획은 개발권을 확보하고 생산 인 농지를 농업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기 하여 

주정부와 부족 는 지역정부 그리고 사설기 들에게 자 을 제공한다. 2002

년 농업법은 2002년 ～ 2007년 회기 년도 기간을 해 5.97억 달러의 자 지원

을 승인하 다. 

1.8.7. 기타 농업환경보전계획

지보 계획(GRP)은 10년에서부터 30년까지의 장기임 계약을 통해 토종

식물로 구성된 목 지를 개선하고 보 할 것을 목 으로 한다. 통상 인 건

작업과 방목활동 (비작물재배)이 지보 계획 아래 허용되는 가운데 생산자와 

지주는 참여토지를 일정한 보 기 에 따라 유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긴 보

계획 (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은 천재지변에 의해 훼손된 농지를 

복구하기 해 농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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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무부의 주요 농업환경보 로그램을 한 자 조달

로그램 종류와 로그램명 2002 2005*

백만＄

토지휴경

정보 휴경 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1,785 1,937

습지휴경 로그램(Wetlands Reserve Program) 284 268

경작지

환경개선장려 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390 995

지하수와 지표수 25 54

클래머스분지 2 9

야생서식지개선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15 47

환경보 안 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202

농지보

농지와 목 지 보 계획(Farm and Ranch Land 
Protection Program) 51 112

기타

지보 계획(Grassland Reserve Program) 128

긴 보 계획(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32 80

보 기술지원 679 720

총 로그램 수, 주요 보 로그램 수 3,263 4,552

* 상치

http://www.ers.usda.gov/Briefing/ConservationPolicy/backgroun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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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미국 정책결정과정의 제도  틀

개요

이 장에서는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을 농업정책을 심으로 살펴본다. 이 장의 

주안 은 농업정책에 있어서 특히 요한 모든 정부  비정부기구들을 소개

하는데 있다. 이들 기구들은 본 장 뒷부분에 홈페이지 링크와 함께 소개된다. 

미국의 농업정책은 의회를 통과하고 통령에 의해 서명된 법률에 기 한

다. 의회는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요 책무를 띄고 있으나 통령

과 행정부는 근방법과 나아가서 입법언어를 제안하는데도 항상 극 이

다. 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일반

으로 농업법안이 어도 통령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수 에서 농업법안

을 작성한다. 

농업법안의 입법을 해서 상원과 하원의 농업 원회들은 입법과정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하원 농업 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20명 이상의 



24

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주로 농업분야에 상당한 이해 계를 갖는 농 지

역 출신들이다. 이 원회는 농무부를 감독하나 주요 활동으로는 농업정책에 

용되는 정기 인 농업법안의 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인 상원 

농업 원회는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 법안은 통령에게 제출되기 에 의회 

양원을 통과하여야만 하므로 상하 양원 원회는 입법취지에 해 의견을 교환

한다. 그러나 두 원회는 통상 주요 법안을 개별 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하나

의 법안이 통령에게 제출되기 해서는 두 의 버 을 조정하기 한 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 차는 복잡하고 종종 이론이 분분하게 된다. 를 들

어 상하 양원 공히 새로운 농업법의 버 을 각기 마련하여 하원은 2007년 8월 

그리고 상원은 2007년 11월에 각자의 버 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원이 상충

된 의견을 조정하는 데는 여러 달이 걸렸고, 2008년 5월 최종 버 에 해 의견

의 일치를 보았다. 이 법안은 마침내 2008년 6월 법률로 제정되었다.

상하원의 농업 원회들 이외에도 하원의 산 원회와 세입 원회 그리고 

상원의 재무 원회는 재정을 통제하는 계로 이러한 과정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다. 주요 농업보조가 아닌 어떤 농업 로그램의 경우에는 로그램이 승

인된 후라도 로그램을 운용하기 해서 기 을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 의회

가 한 로그램의 총 지출액에 상한선을 두고 실제 그보다 은 액수가 산에 

편성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러한 입법기구에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다른 기 들도 있다.  이들

은 주로 행정부와 그 산하 기 들이며 그 외 수백 개에 이르는 이해집단들이 

있다. 그 어떤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해서는 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통령의 정책 결정을 돕기 해 정보를 제공하고 통령 비서실장에 의해 직  

지휘되고 있는 부서들이 있다. 여기에는 행정 리 산국, 무역 표부, 경제자

문 원회 등이 있다. 이들 기구들은 법안형성 는 상과정을 포함한 다른 법

률제정단계에서도 향력을 행사한다. 경제자문 원회는 여타 백악  참모들

에게 경제분석을 제공하고 백악  내 농업정책심의에 참여한다. 한 백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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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 의회와 상하고 무엇을 승인하고 거부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종종 주요한 보좌역할을 수행하는 농업문제 문 경제수석자문 원을 두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농무부가 농업정책을 만드는데 주도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

부서 내에서와 의회와의 농업법 련 토론은 농무부 장 이 선도한다. 재의 

농무부차 은 농업법의 주요 상자로 되어있다. 한 수석경제 문가는 농업

정책과 련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를 들어 농무부 

험 리청(Risk Management Agency)은 작물보험과 련된 문제를 심의하고,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은 정책에 한 입장을 형성하고 국제

무역정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다. 

미국에서는 수백여 개의 이익단체들이 농업정책에 향을 미친다. 그들은 경

제활동의 부문과 생산자, 소비자, 무역인, 농산업, 환경론자들을 변한다. 

한 이 단체들은 국  는 지역  기반을 가질 수 있고, 농업 반의 문제와 

특정 상품 는 문제들을 집 으로 다룰 수도 있다. 이들은  특정 정책 

는 로그램에 향력을 행사할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한다. 

이 개요에서는 1) 의회, 2)행정부 산하 기 과 각 부서, 3)비연방 정부기 을 

포함하는 주요 조직의 농업정책 형성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농

무부는 별도의 장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한다.  

2.1. 의회

의회는 상원과 하원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양 의회의 구성원들은 

직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하원의 각 구성원은 출신주의 지역구를 표하고 

2년의 임기를 갖는다. 두 명의 상원의원들은 출신 주를 표하여 6년 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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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수행한다. 미 헌법은 양 의회의 동의 없이 그 어떤 법률도 제정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의회는 워싱턴D.C.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며 주요 기

능은 법률의 제정에 있다. 

제 110  미의회의 소집을 해 열린 2006년 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1994년 

선거에서 33석의 하원의석과 6석의 상원의석을 획득함으로써 하원의 다수의석

을 잃은 이래로 처음으로 양원을 재장악하 다. 하원은 234명의 민주당의원과 

201명의 공화당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상원은 49명의 민주당의원과 동수의 

공화당 의원 그리고 2명의 무소속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명의 무소속의원

들은 민주당과 공조할 계획임을 표함으로써 51  49의 의석비율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회득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2.1.1. 의회입법과정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법률이 되기 해서는 필요한 차가 있다. 

1) 법한 차에 따라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야만 한다.   

2) 법안이 본 원회로 이송되기  합한 소 원회에서 심의된다.

3) 본 원회는 법안의 의결을 해 본회의로의 이송을 결정한다. 

4) 양원에서의 법안통과 후 통령은 법안에 서명 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상기 차에 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2.1.1.1. 발의

의회의 활동은 제안의 제출로 시작된다. 의회에서의 제안은 법안, 합동결의

안, 동일결의안, 그리고 단일결의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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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의 입법제안들은 부분 법안의 형태로 제출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결의안으로 제출된다. 하원에서 고안된 제안은 하원을 뜻하는 H.R. 이란 

자구와 함께 번호로 나타내며 합동결의안은  H.J.Res. 이란 자구와 함께 고유번

호로 나타낸다. 합동결의안은 법안과 달리 문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이 양자간에는 실제  차이는 다. 합동결의안은 헌법의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쟁을 선언할 경우 사용되는 통상 인 방법이다. 그 반면에 (양원에서 통과된) 

동일결의안과 (한 의원에서만 통과된) 단일결의안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신에 이들 결의안들은 의회의 의견을 변하거나 차를 규제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Library of Congress THOMAS http://Thomas,loc.gov/home/ 

lawsmade.toc.html) 

의회 의원들은 종종 로비스트의 요청에 따라 법안을 도입하기도 한다. 로비

스트들은 특정 집단의 이해에 향을 미치는 법안의 통과( 는 폐기)를 주장한

다. 의회 로비스트들은 법 으로 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정치단체, 기업, 주정부, 외국정부,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기 에 의해 고용된다. 

법안은 상하 양원 소속 의원  아무나 발의할 수 있으나 상원은 연방기 의 

지출을 승인하는 법안(세출 산법안)이나 세 부과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  

상원은 세출 산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나 이를 개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

한을 보유한다. 

2.1.1.2. 법안의 발의와 원회로의 회부 

발의된 법안은 그 법안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해 할권을 갖는 원회

로 회부된다. 부분의 하원 원회들은 다시 소 원회들로 세분화된다. 법안

은 우선 공청회와 증언이 이루어지고 법안이 수정되는 소 원회에 의해 심의

된다. 소 원회 구성원은 개정된 법안에 해 투표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은 본 원회에서 심의를 받기에 합하게 된다. 이어서 원회 구성원

들은 그 법안의 수정여부나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본 원회가 그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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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다면 하원 본회의의 심의 상이 된다. 매년 발의되는 법안들  극히 

일부만이 소 원회에서 논의되며 그  일부만이 하원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2.1.1.3. 의회 본회의에서의 논의 

만일 원회가 법안을 상정하면 그 법안은 상원 는 하원의 체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상원과 하원은 그 법안을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상

세한 차는 상원과 하원이 다르다. 만일 최종 표결에서 법안이 양원  한쪽의 

승인을 받으면 법안은 타 합의체에 송부되어 승인, 거부, 는 수정될 수 있다. 

법안이 법률이 되기 해서는 상하원에 송부된 법안의 버 이 동일해야 하므

로 그 어떠한 차이도 의 원회에서 충안을 찾아야만 한다. 

2.1.1.4. 통령의 조치

법안은 양원에서 통과된 후 최종단계로서 통령에게 회부된다. 통령은 법

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제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령이 거

부권을 행사할 시에는 표결을 해 의회로 이송되며 재결의를 해선 상하원 

공히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1.2. 의회 위원회제도 

의회의 실제  업무는 상하원 공히 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네 종류의 원회들이 있다: 1) 상임 원회, 2) 특별 원회, 3) 합동 원회, 4) 

의 원회. 상임 원회들은 일반 으로 입법권을 갖는다. 모든 법안은 상임

원회에 제출되며 하원 는 상원에서 가결되기 에 상임 원회를 통과하여야

만 한다. 특별 원회와 합동 원회는 일반 으로 리 는 감독의 임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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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특별 원회는 상임 원회에서 통상 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최근의 이

슈나 문제를 조사하려는 특별한 목 으로 설립된다. 의 원회는 상원과 하원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 원회는 법안이 상원이나 하원에 의해 상이한 

버 이 통과될 때마다 설치된다. 따라서 이들 원회들은 공동 원회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한 합의 이 도출될 때까지만 기능하게 된다. 각 

원회 원장과 원들의 다수는 다수당을 표한다.  

원회나 소 원회가 어떤 제안을 선호하는 경우 보통 다음의 네 가지 조치

를 취한다. 

첫째, 련 행정기 들에게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것을 요청한다.   

둘째, 정보를 수집하고 외부 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원회 청문회에서는 이들 증인(참고인)들이 제출된 의견서를 토 로 진술하고 

원회 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셋째, 원회는 수정을 통해 제안을 완벽히 다듬고 비 원회 구성원은 가끔 제

안내용에 향을 미치고자 시도한다.    

넷째, 제안서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회는 이를 보통 제안목 과 규정

을 기술한 서면 보고서와 함께 상원 체회의에 회부한다. 

의회 의원들은 여러 원회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각 원회는 특정 

이슈를 다루고 이와 련한 입법내용을 검토한다. 부분의 하원 원회들은 

세분화하여 소 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에는 22개의 원회와 106개의 

소 원회, 그리고 2개의 합동 원회가 있다. 상원은 20개의 원회와 68개의 

소 원회, 그리고 4개의 합동 원회들이 업무를 나 어서 장하고 있다. 농업

과 련한 법안의 입법화에는 상원과 하원의 농업 원회가 그 주요 역할을 수

행한다.  

(http://www.visi.com/juan/congress/cgi-bin/committee_list.cgi?site=ctc. 

http://www.house.gov/house/CommitteeWWW.shtml, http://www.senate.gov/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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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l/common/generic/about_committees.htm, The Committee System in the U.S.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August 29, 

1994, revised by the Senate Historical Office, September 2002)

2.1.3. 하원 농업위원회 

하원 농업 원회는 45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린 피터슨 (Colin 

Peterson: D-MN) 의원이 그 표로 있다 ( 원회 의장은 언제나 다수당 출신이

어야 한다.). 농업 원회 산하에는 6개의 소 원회와 44명의 멤버들( 원장 제

외)로 구성되어있다. 본 원회의 할사항으로는 농업과 련한 모든 주제를 

포함한다.

(http://agriculture.house.gov/inside/hist.html)

하원 농업 원회 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하원 농업 원회

다수당 (민주당)소수당  (공화당)

Collin C. Peterson, 미네소타, 의장

Tim Holden, 펜실바니아, 부의장 Bob Goodlatte, 버지니아, 소수당 고 원

Mike McIntyre, 노스 캐롤라이나 Terry Everett, 앨라바마

Bob Etheridge, 노스 캐롤라이나 Frank D. Lucas, 오클라호마

Leonard L. Boswell, 아이오와 Jerry Moran, 캔사스

Joe Baca, 캘리포니아 Robin Hayes, 노스 캐롤라이나

Dennis A. Cardoza, 캘리포니아 Timothy V. Johnson, 일리노이

David Scott, 조지아 Sam Graves, 미주리

Jim Marshall, 조지아 Mike Rogers, 알라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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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ie Herseth Sandlin, 사우스 다코타   Steve King, 아이오와

Henry Cuellar, 텍사스 Marilyn N. Musgrave, 콜로라도

Jim Costa, 캘리포니아 Randy Neugebauer, 텍사스

John T. Salazar, 콜로라도 Charles W. Boustany, Jr., 루이지아나

Brad Ellsworth, 일리노이 John R. Randy Kuhl, 뉴욕

Nancy E. Boyda, 캔사스 Virginia Foxx, 노스 캐롤라이나 

Sachary T. Space, 오하이오 K. Michael Conaway, 텍사스

Timothy J. Walz, 미네소타 Jeff Fortenberry, 네 라스카 

Kirsten E. Gillibrand, 뉴욕 Jean Schmidt, 오하이오 

Steve Kagen, 스콘신 Adrian Smith, 네 라스카 

Earl Pomeroy, 노스 다코타 Tim Walberg, 미시간

John Barrow, 조지아 Robert E. Latta, 오하이오

Nick Lampson, 텍사스 

Joe Donnelly, 인디아나 

Tim Mahoney, 로리다

Travis W. Childers, 미시시피

(http://agriculture.house.gov/inside/members.html)

2.1.3.1. 하원 농업 소 원회 

하원에는 분야별로 지정된 여섯 개의 소 원회가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보 , 신용, 에 지  연구 소 원회 

Tim Holden, (민주당-펜실베니아) 의장

할권: 토양, 물, 그리고 자원 보 ;  소유역 로그램; 에 지와 바이오에 지 

생산;  농  력화; 농업신용; 농업연구, 교육  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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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업무, 감독, 양  산림 소 원회 

Joe Baca, (민주당-캘리포니아) 의장

할권: 기  감독, 검토  분석; 특별조사; 식품권; 양  소비자 로그램; 

산림업 일반; 그리고 공공산림 이외의 숲 보  

3) 일반농산물  기 리 소 원회

Bob Etheridge, (민주당-노스 캐롤라이나) 의장

할권: 목화, 목화씨, , 사료용 곡물, 콩, 지방종자, , 마른 콩, 완두콩, 즈

콩 련 로그램  시장;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작

물보험; 농산물 교환

4) 원   유기농 소 원회

Dennis A. Cardoza, (민주당-캘리포니아) 의장

할권: 과일과 채소; 꿀과 벌; 마 과 시장장려명령, 식물살충제, 검역, 씨 

섞음질, 해충, 유기농업

5) 축산, 낙농  가 업 소 원회 

Leonard L. Boswell, (민주당-아이오와) 의장

할권: 축산; 낙농; 가 업; 육류; 수산물  수산품; 이러한 농수산물의 감독, 

마   시장장려; 수산양식; 동물복지; 방목.  

6) 특수작물, 농 개발  해외농업 소 원회

마이크 메킨타이어 (민주당-노스 캐롤라이나) 의장

할권: 땅콩; 설탕; 담배; 이들 농산품에 한 유통명령; 바이오기술; 농 개발; 

농업안정  가족농 련 문제; 해외농업지원; 그리고 일반무역진흥 로그램.

(http://agriculture.house.gov/inside/subcom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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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 

상원 농업 원회는 11명의 다수당 원과 10명의 소수당 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상원 농업 원회는 하원농업 원회보다 보다 

범 한 할권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해외의 임업, 양, 기근과 련한 추가

인 문제들을 다룬다. 

(http://agriculture.senate.gov/,        

http://www.access.gpo.gov/congress/senate/sen_agriculture/gjurisdi.html)

상원 원회 소속 의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원농업 원회 

다수당 원 소수당 원

Harkin, Tom (아이오와), 의장

Leahy, Patrick J. (버몬트)

Conrad, Kent (노스 다코타)

Baucus, Max (몬타나)

Lincoln, Blanche L. (아칸소)

Stabenow, Debbie (미시간)

Nelson, E. Benjamin (네 라스카)

Salazar, Ken (콜로라도)

Brown, Sherrod (오하이오)

Casey, Robert P. (펜실베니아)

Klobuchar, Amy (미네소타)

Chambliss, Saxby (조지아), 고 원

Lugar, Richard G. (인디아나)

Cochran, Thad (미시시피)

McConnell, Mitch (캔사스)

Roberts, Pat (캔사스)

Graham, Lindsey (사우스 캐롤라이나)

Coleman, Norm (미네소타)

Crapo, Mike (아이다호)

Thune, John (사우스 다코타)

Grassley, Chuck (아이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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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상원 농업소 원회들 

상원 농업․ 양․임업 원회 산하에는 5개의 소 원회가 있다. 

1. 양과 식품지원,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일반규정 소 원회

   Patrick Leahy상원 원, 의장

   할권: 국내외 양과 식품지원 그리고 기아방지와 련한 입법  감독; 

농업의 활력; 지속 가능한 유기농 식품의 생산; 선물, 옵션  융 생상품

의 거래, 살충제, 일반입법

2. 에 지과학기술 소 원회

   Kent Conrad 상원의원, 의장

   할권: 농장과 목장을 포함한 농 에서의 재생에 지 생산과 에 지 효율

성 개선과 련한 입법과 감독; 식품과 농업연구, 교육, 경제와 보 ; 농산

물과 재료의 이용방법개

3. 국내외 마 , 감독, 동식물안  소 원회

   Max Baucus 상원의원, 의장 

   할권: 농업무역 련 감독업무와 입법; 해외시장개발; 국내마 과 제품

소비 진; 농산물시장과 동물복지 련 마 지침과 규제; 동식물과 제품

의 감독과 인증; 동식물 질병과 보건 

4. 생산, 소득보 장  가격지지 소 원회

   Blanche L. Lincoln 상원의원, 의장

   할권: 농작물  농산품의 생산, 제조와 련한 입법과 감독; 농장  목

장의 소득보장과 지원; 상품가격지지 로그램; 보험과 험 리; 신선한 음

용수와 식품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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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 활성화, 보 , 임업과 신용 소 원회

   Debbie Stabenow 상원의원, 의장

   할권: 농 의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과 련한 입법  감독; 농 지역의 

일거리  경제성장 진; 농 의 력화, 통신  공공설비; 자연자원의 보

, 보호와 리; 주정부와 지역 그리고 개인 소유의 산림  일반임업; 농

업  농 신용

각 소 원회 소속 원들의 명단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http://agriculture.senate.gov/ 

2.1.5. 의회 세출위원회

상하원 세출 원회들은 연간세출 산의 편성과 집행에 한 할권을 갖는

다. 이 원회들은 한 회계연도 총연방지출의 40%정도를 통제하며, 상하원 입

법 원회들은 나머지 산지출액에 해 통제권을 갖는다. 

산지출법안에는 세 종류가 있다. 보통 세출법안은 한 회계연도의 지출 산

(10월 1일까지 제정되어야 함)의 부분을 차지한다. 향후 고려되는 산편성과 

추경법안은 추가지출기 을 조성한다 (http://appropriations.house.gov/pdf/app-

facts.pdf).

매년 의회는 다가오는 회계연도 산의 지출한도를 일부 설정하는 산결의

안을 고려한다. 의회는 한 두 종류의 별도 조치(인가  산편성조치)를 염

두에 둔 인가  편성 차를 마련하 다.  이 조치들은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며 

차례로 고려된다. 우선 인가조치가 고려되고 그 다음에 산편성조치가 고려된

다. 인가조치들은 입법 원회의 할아래 있으며 부분의 의회 원회들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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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능을 가진다 (Streeter 2006). 각주번호 삽입

하원 세출 원회는 12개의 소 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 역시 동수의 

소 원회를 두고 있다. 하원 세출 원회 산하 소 원회의 할권은 상원 세출

소 원회의 할권과 짝을 이루고 있다. 상하원 농업세출소 원회들은 미 농무

부와 식품의약국 (보건후생부) 그리고 약간의 련 기 들 부분에 해 할

권을 갖고 있다. 

2.1.5.1. 의회 산편성 일정표 (2008년 ～2009년 회계연도)

2007년 9월 30일은 2007연방회계연도 마지막 날이다. 그 날까지 모든 2008 회

계연도 세출법안은 법률화를 해 통령이 서명하게끔 되어있다. 

2008년 2월  2008년 2월 첫째 월요일에는 통령의 2009년도 연방지출에 한 

청사진이 ( 는 산요청서가) 미 국회의사당에 달되게끔 되어있다.  

2008년 3월/4월  상하 양원 산 원회들은 4월 15일까지 재량연방지출의 총 

규모를 나타내는 산편성안 302(a)를 통과시킨다.  

 

2008년 3월/4월/5월  여러 지역구에서 보낸 산배정요청서를 검토한 후 원

들과 상원의원들은 세출소 원회에 우선배정요청서를 제출한다. 

2008년 5월  상하원 세출 원회는 302(a) 산편성안을 302(b) 산편성안으로 

세분화하여 산이 상하원 12개 소 원회들에게 배정될 수 있게 한다. 

2008년 2월~6월  소 원회는 산심의청문회를 연다.

2008년 5월~7월  원회들은 국가  로그램과 별도사업(earmarks)의 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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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액을 정하는 이른바 수정 차(mark-up process)를 개시한다. 

2008년 가을  회의보고서는 2009 회계연도 세출사업과 통령에 의해 최종 마

무리되어 서명된 국가  로젝트에 한 재정지출계획 (funding outcomes) 과 

함께 논의를 거쳐 통과되어 법제화된다. 

(http://www.suny.edu/GovtRelations/federal/Approps%20Timeline%20FY09%20- 

2%20columns.pdf)

2.1.5.2. 하원 농업세출 원회  

하원 농업세출 원회는 의장을 포함37명의 민주당의원과 공화당의원 29명 

총 66명의 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으로는 데이비드 오베이 의원 (David 

R. Obey, 스콘신)이 제리 루이스 (Jerry Lewis 캘리포니아) 고 원과 함

께 원회를 이끌고 있다. 세출 원회 소속 원들의 명단은 이곳에 싣지는 않

았으나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appropriations.house.gov/mem-

bers110th.shtml).  

하원 세출 원회 산하 12개 소 원회들 가운데 농업, 농 개발, 식품의약국 

 련 기  소 원회는 농업세출업무를 다룬다. 이 소 원회는 로사 델라로 

(Rosa DeLauro, 코네티컷) 의원이 의장으로 있고 고  원직은 잭 킹스톤 

의원 (Jack Kingston, 조지아주)이 맡아보고 있다. 

이 소 원회의 할아래 있는 기 들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농무부(산림청 

제외), 농업신용청, 농업신용제도재정지원공사, 상품선물거래 원회, 식품의약

국 (H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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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 개발, 식품의약국  련 기  하원 세출 소 원회

다수당 소수당

Rosa DeLauro (코네티컷), 의장

Maurice D. Hinchey (뉴욕)

Sam Farr (캘리포니아)

Allen Boyd ( 로리다)

Sanford Bishop (조지아)

Marcy Kaptur (오하이오)

Jesse L. Jackson, Jr. (일리노이)

Steven R. Rothman (뉴 지)

Dave Obey ( 스콘신), 당연직

Jack Kingston (조지아), 고 원

Tom Latham (아이오와)

Jo Ann Emerson (미주리)

Ray LaHood (일리노이)

Rodney Alexander (루이지아나)

Jerry Lewis (캘리포니아), 당연직

http://appropriations.house.gov/Subcommittees/sub_ardf.shtml

2.1.5.3.  상원 세출위원회 

상원세출 원회는 로버트 버드 의원(Robert C. Byrd 민주당-웨스트 버지니아)

이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타드 코크란 의원(Thad Cochran 공화당-미시시피)이 

고 원으로 있다. 상원세출 원회는 미 의회 내에서 가장 큰 원회이며 총 

29명(다수당 원 15명과 소수당 원 14명)의 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배

정은 상원 산 원회가 기안한 산결의안의 배정한도를 과하지 못한다. 

12개의 소 원회들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정부기 에 한 기 의 배정을 

목 으로 하는 법안의 기안 임무를 띠고 있다.  이들 소 원회들은 통령의 

산배정요청을 검토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료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하

고 도래할 회계연도의 지출계획을 기안하여야 한다. 이들 소 원회들의 업무는 

법안을 검토하거나 수정하여 상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세출본 원회로 

넘어간다. 

상원 세출 원회에는 12개의 소 원회가 있으며 농업과 련된 산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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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 개발, 식품의약국  련 기  소 원회에서 다루어진다.(http://agri-

culture. senate.gov/,http://appropriations.senate.gov/)

농업, 농 개발, 식품의약국  련 기  상원 세출소 원회

다수당 원들 소수당 원들

상원의원 Herb Kohl ( 스콘신), 의장

Tom Harkin (아이오와)

Byron Dorgan(노스 다코다)

Dianne Feinstein (캘리포니아)

Richard Durbin (일리노이)

Tim Johnson (사우스 다코다)

Ben Nelson (네 라스카)

Jack Reed (로드 아일랜드)

Robert Bennett (유타), 고 원

Thad Cochran (미시시피)

Arlen Specter (펜실베니아)

Christopher Bond (펜실베니아)

Mitch McConnell ( 터키)

Larry Craig (아이다호)

Sam Brownback (캔사스)

http://appropriations.senate.gov/agriculture.cfm

본 소 원회의 할 아래 있는 기 으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농무부 (산림청 제외)

농업신용청

농업신용제도재정지원공사

농장노동자주택지원 로그램

식품의약국 (보건후생부)

(http://appropriations.senate.gov/agricultureJurisdictions.cfm)

2.1.6. 의회 농업코커스 

의원들은 공동의 입법목표를 추구하기 하여 의회회원기  CMO 

(Congressional Member Organization)을 설립할 수 있다. 의회 코커스는 입법 이

슈나 아젠다를 한 포럼을 제공하기 해 의원들에 의해 창설된다. 하원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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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코커스가 존재하며 그들의 주 기능은 요한 이슈들을 회원들에게 알

리는데 있다. 

http://www.house.gov/capuano/issues/committees.shtml

http://cha.house.gov/member_orgs.aspx 

농업과 련된 코커스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농 코커스 (http://www.ncfc.org/congressional-farmers-cooperative-caucus- 

members.html)

  ∙의회유기농업코커스: 유기농업생산과 마 의 발 을 도모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http//ofrf.org/policy/organic_caucus/caucus_mission.html) 

  ∙의회식품안 코커스: 본 코커스는 식품기인성 질환, 바이오 테러에 응한 

식품공 , 바이오식품, 리스크 심 식품안 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련한 문제를 다룬다. 

    (http://www.house.gov/delauro/press/2003/food_safety_caucus.htm)

  ∙4-H 코커스:  상하 양원에서의 4-H 코커스는 4-H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어

떻게 기능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정치과정에 정통한 

지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http://www.fourhcouncil.edu/4HCaucus.aspx)

  ∙동북농업코커스: 동북농업코커스는 본래1986년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제109  의회를 맞이하여 재편되었다. 동북지역 주 출신 의원들에게 그 지

역 농부들의 안과 련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http://www.nesawg.org/2006/11/navigating_the_farm_bill_lan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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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농업코커스 

  의회기후변화코커스

  의회낙농생산자코커스

  의회땅콩코커스

  의회조개코커스

  의회토양코커스

  하원감자코커스

  하원 세양조업자코커스

  하원감미료코커스

  국토보 코커스

  국토경 보 제도코커스

  서북에 지코커스

  고신뢰도에 지코커스

  재생가능에 지  에 지효율코커스

  수자원코커스

    (http://cha.house.gov/member_orgs110th.aspx)

2.1.7. 의회 지원부서 

의회에는 총 11개의 의회 지원기 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정보를 의원들에

게 제공함에 있어 매우 요한 의회 산처(CBO)와 의회조사국 (CRS), 그리고 

회계감사원(GAO) 3개 기 들에 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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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의회 산처

의회 산처는 의회의 산편성과정을 돕고자 객 이고 당 이며 시의 

한 분석정보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 권을 임 받아1974년 7월 12일 

설립되었다. 의회 산처는 재 3,730만 달러의 산(2008회계연도)으로 운

되고 있으며, 23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 기 은 주로 경제학자와 공공정책

분석가들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 문가  약 70퍼센트가 경제학 는 공공정

책 분야의 고학력 소유자들이다. 

(http://www.cbo.gov/aboutcbo/factsheet.shtml)

의회 산처는 분석보고서를 비하여 하원과 상원의 산 원회들과 체

으론 의회를 지원한다. 그러나 산처 보고서에는 객 성과 공명정 함을 유

지하기 해 정책 건의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산처는 산편성작업을 돕기 

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http://www.cbo.gov/aboutCBO/budg-

etprocess.shtml)

산과 경제 망: 산처는 매년 1월말 행 법률하에서의 향후 10년간의 세

입  지출규모와 함께 경제  산 망에 해 보고한다. 이러한 작업은 산

의 기 치를 제공하고 의원들로 하여  제안된 법안이 산에 어떤 향을 미

칠지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역할을 한다. 매년 여름 산처는 새로운 경제 망

과 함께 재까지 제정된 법률의 효과를 반 한 기 선 망치(baseline projec-

tions)를 갱신하다. 

통령의 산제안서 분석: 산처는 통령의 산제안서에 해 독립 인 

재평가작업을 매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은 의회로 하여  일 된 경제  기

술  추정치를 사용하여 통령의 지출 는 세입안을 산처 기 망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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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제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용추계와 권한명령:  산처는 의회 원회로부터 제출된 모든 법안에 

해 소요비용의 추계와 권한명령을 제공함으로써 산 원회와 의회를 지원한

다. 산처는 한 입법과정의 다른 단계에서 법안 마련을 해 요청에 따라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산처는 회계기록시

스템에 따라 입법의 진 사항을 체크하고 어떻게 개별 법안들이 행 법률하

에서 지출 는 세입수 을 변경시키는지 보여 다. 이것은 산의 효과가 최

근의 의회 산결의안 목표치에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단하는데 도움을 

다. 산처의 비용추계는 1995년 산미조치명령개 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법

안의 연방명령 포함여부에 한 평가와 주정부와 지역정부 그리고 부족정부와 

민간부문에 내려진 권한명령에 의해 부과된 비용추계를 제공한다.  

산 안: 산처는 지출과 세입의 변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 안을 다

룬 간행물을 펴낸다. 이 간행물은 재 새 의회의 출범에 맞춰 홀수 해 2월이나 

3월에 출 된다. 

 

장기 산 망: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지출과 세입에 해 실례가 되는 시

나리오들을 제시하고 경제 련 시사 들을 도출한다. 를 들면 산처는 

1996년 이래 베이비 붐 세 의 노령화에 따른 장기 산압박에 한 보고서를 

정기 으로 펴내고 있다. 홀수 해 12월에 출 되는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승인 세출과 만료가 임박한 승인: 이 연례보고서는 다가올 회계연도에 반

돼야 할 13개 정규 세출에 필요한 승인법안을 도입하는데 의회에 도움을 

다. 이 보고서는 효력이 종료된 로그램들을 해 의회가 제공한 세출 의 총

액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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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  경제 망 xx xxx xxx 　

통령 산안 분석 xxxxx 　

미승인 세출과 만료가 
임박한 승인 

xxx 　

산 안 (홀수해) xxx xxx 　

장기 산 (홀수해) xx xxxxx

비용추계와 권한명령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연간세출 회계기록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월간 산리뷰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각종 보고서의 분석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추계와 망보고서 　

산미조치명령개 법하의 
활동조사

xx xxxxx xxxxx 　

산 망의 불확실성 xxxxx xxxxx xxxxx 　

정 하게 조율되고 
표 화된 산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산처의 경제 망기록 　 　 　 　 　 　 　 　 xxxxx xxxxx xxxxx 　

산미조치명령개 법(UMRA) 하에 수행된 산처 활동리뷰:  이 연례보고

서는 산미조치명령개 법 표제1 아래 펼쳐진 산처의 한 해 활동을 요약하

고 그 법을 다룬 이  보고서에 실린 자료를 최신의 것으로 갱신시킨다. 이 보

고서는 어떤 법률이 의회에 앞서서 연방명령을 지방정부 는 민간부문에 

용하 는지 규명한다. 이 보고서는 한 1995년 법 제정 이후 의회가 고려한 

연방명령들의 변화를 보여 다. 

 

분석연구:  산처는 산과 련된 일정한 정책과 로그램 이슈들을 분석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요한 산  경제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며 련 원

회 는 소 원회의 요청에 따라 연구에 착수한다.  

산처 분석연구 일정표

http://www.cbo.gov/aboutcbo/timeline.shtml

2007년 회계연도에 산처는 연구보고서46종, 요약문 7편, 월간 산리뷰12

권, 서신32편, 배경보고서8종 그리고 6종의 기타 간행물과 무수한 보충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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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 고 2번의 설명회도 실시하 다. 산처는 한 다양한 문제들에 

해 29번에 걸쳐 의회에서 증언하 다. 2007년에는 750건의 공식 인 연방비용

추계와 산미조치명령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향력에 한 략 

700건의 추정치와 민간부문에 미치는 향력과 련한700건 정도의 추정치에 

한 조사를 마친바 있다.  

2.1.7.1. 회계감사원(GAO)

회계감사원은 2004년 일반회계감사원에서 재의 기 명으로 변경되었다 

(http://www.gao.gov/about/index.html).  회계감사원은 의회를 해 일하는 당

인 독립기 이다. 종종 의회의 수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회계감사원은 연

방정부가 국민의 세 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의회에 다양한 법률서비

스를 제공한다. 회계감사원의 기 장 즉 회계감사원장은 의회가 추천하는 후보

자들 가운데 한 명을 15년 임기로 통령이 임명한다. 회계감사원의 업무는 법

률의 규정이나 의회 원회 는 소 원회의 요청, 는 감사원장의 직권아래 

이루어진다. 회계감사원은 3,120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4억 8,860만 달러의 

산으로 운 된다.  

회계감사원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감시업

무를 지원한다. 

  ∙연방기 이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사용되었는지 단하기 해 기 업무

에 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의회의 표결  법안의 안작성과 검토작업을 돕는다.

  ∙불법 이며 부 합한 활동의 의를 조사한다. 

  ∙정부 로그램과 정책이 목표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보고한다. 

  ∙정책을 분석하고 의회의 검토를 해 안을 정리하고 제시한다. 

  ∙입찰이의신청에 한 결정문이나 기 규정보고서와 같은 법  결정문과 

의견서를 간행한다.



46

2.1.7.3. 의회조사국

1914년 의회는 입법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의회도서 (당시 입법참고국: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 내에 별도의 부서를 설립하 다. 1970년 의회는 

이 기 을 의회조사국으로 개명하고 기능을 크게 확 하 다. 

(http://www.loc.gov/crsinfo/whatscrs.html)

의회조사국은 의회도서 내 조사 심의 입법부 산하 기 이다. 의회조사국

의 임무는 입법과 련한 모든 문제들에 해 당 이며 객  분석과 조사

활동을 통해 의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의회도서 내 입법부 산하 기 으로서 

의회조사국은 오로지 직  의원들과, 원회 그리고 그 직원들을 해 업무 목

외 설 지의 원칙아래 당 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의회조사국은 매년 8,000만 달러의 산으로 약 3,000종의 요약문, 보고서 

그리고 장단편 논문을 발행한다. 의회조사국은 450명 이상의 정책분석가, 변호

사, 정보처리기능사  다양한 분야(법학, 경제학, 외교, 국방과 국토안보, 공공

행정, 교육, 보건, 이민, 에 지, 환경보호, 과학과 기술)의 문가 등 약7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학제 인 에서 공공정책을 분석한다. 주

목할만한 은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http://www.sourcewatch.org/index.php?title=Congressional_Research_Service)

2.2. 행정부 소속 기구  부처 

행정부 수반으로서 통령은 행정부 내의 많은 기 들을 맡아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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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기 들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 통령실과 백악 내의 각종 기구

  ∙행정부 부처, 독립기 , 각종 원회 

이 은 다음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통령실과 백악 내의 각종 

기구, 2) 연방정부 부처, 3) 독립 연방 기 . 다음 항목들은 모든 기 을 다루지

는 않았으며, 다만 농업정책과 련이 있는 요 기 을 선정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 다. 

2.2.1. 대통령 직속 기구

통령 직속 기구들은 백악 과 통령실(백악 과는 별도의 장소에 치함) 

건물 두 곳에 치하고 있다. 통령실 산하에는 10개의 기구가 있으며, 백악

에는 11개의 기구가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통령실 산하 기구

  ∙경제자문 원회(회의)

  ∙환경 원회

  ∙행정실

  ∙ 산 리처

  ∙마약통제정책처

  ∙ 통령실 홍보처

  ∙과학기술정책처

  ∙ 통령 해외정보 자문단

  ∙미국무역 표부

  ∙백악  행정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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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 내 기구

  ∙미 국가안 보장 원회 

  ∙미 국내정책 원회

  ∙국토안보 원회

  ∙국가경제 원회

  ∙신뢰에 바탕을 둔 커뮤니티 이니셔티

  ∙백악  부인실

  ∙ 국에이즈정책사무처

  ∙인권감시 원회

  ∙ 미자유 사단

  ∙백악  특별회원

  ∙백악 군사실

이 기구들 가운데 이 장에서는 산 리처와 경제자문 원회, 그리고 미 무

역 표부 세 기구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외 여타 기 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의회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loc.gov/rr/news/fedg-

ov.html)

2.2.1.1. 산 리처

산 리처는 비록 행정부처는 아니나 각료  기구(6개의 각료  부처  하

나)로 간주되고 있다. 산 리처의 주 임무는 행정부 기 들의 운 과 연방

산의 편성을 감독하는데 있어서 통령을 돕는 것이다. 통령의 지출계획 수

립을 돕는데 있어서 산 리처는 기 로그램, 정책, 차의 효율성을 평가

하고 기 들의 경합되는 재정지원요구를 평가하여 우선순 를 정한다. 한 

산 리처는 행정부의 조달업무, 재무 리, 정보  규제정책들을 조율, 감독함

으로써 통령을 신하여 행정 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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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itehouse.gov/omb/organization/mission.html)

산 리처는 7,900 만 달러에 가까운 산(2008회계연도)으로 운 되며 

500명 가량의 문가들  행정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http://www.whitehouse.gov/omb/organization/fy2008_omb_budget.pdf)

2.2.1.2. 경제자문 원회(회의)

경제자문 원회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로 통령에 의해 임명된 3명의 원

들을 포함한다. 통령은 이들 한 명을 의장으로 지명한다. 경제자문 원회 

원장(의장)은 Edward P. Lazear이며 Donald B. Marron이 원으로 있다. 재 

한 명의 원직이 공석으로 있다. (http://www.whitehouse.gov/cea/)

경제자문 원회는 원장과 두 명의 원들 이외에 문가들로 구성된 작지

만 독특한 참모진을 두고 있다. 일반 으로 1년 는 2년간의 휴가 에 있는 

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약 10명의 경제 문가들이 원로 경제 문가로서 역할

을 수행한다. 이들은 다시 경제자문 원회에서 1년 내지 2년을 보내는 10명의 

은 경제학자들(보통 학원 학생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4명의 종신 경제

통계학자들이 경기지표를 확인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들 경제학자들을 돕

는다. 본 원회의 역  원장들로는 Martin Feldstein, Joseph Stiglitz, Janet 

Yellen, Harvey Rosen과 최근에는 Ben Bernanke와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포함한다

경제자문 원회의 주된 기능으로는 범 한 국내외 경제정책이슈들과 련

하여 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자문 원회는 한 연간 경제보고서 통령

의 경제보고서 (The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의 발행과 련하여 

통령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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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무역 표부 

무역 표부는 통령실에 속한다. 무역 표부가 비록 행정부처는 아니나 각

료  기구로 간주되고 있다. 무역 표부는 무역문제와 세계 각지의 정세에 밝

은 200여명의 문가들로 구성된 기 이다. 무역 표부의 기 장은 미국 무역

표이고 통령의 주 무역자문 이자 상가 그리고 무역문제에 한 변인

의 역할을 맡아보는 각료이다.  재 무역 표는 Susan C. Schwab이고 무역

표부의 많은 고 료들이 무역법에 조 가 깊은 변호사이거나 경제학자이다. 

(http://www.ustr.gov/)

이 기 은 1962년에 설립되었고 워싱턴과 제네바 그리고 뤼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 무역 표부는 미국의 국제무역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할 임무를 

띤다. 그들은 무역 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해소하며 세계무역기구들에 참여하

기 해 외국정부들과 직  상한다. 미 무역 표부는 미국의 국제무역정책의 

개발과 조율  집행이란 주된 임무를 띠고 있으며 국제무역정책과 련하여 

통령의 주된 자문기 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미 무역 표부 워싱턴 사무소

는 다음과 같은5가지 주된 업무에 따라 조직이 편성되었다:  1) 지역  구분에 

따른 양자간 상,2) 세계무역기구 (WTO)와 여타 다자간 문제와 련된 다자

간 상, 3) 산업별 활동 (농업도 그  하나), 4) 분석, 법률문제, 그리고 정책, 

5) 국민 활동.

무역 표부는 한 외부 자문 들과도 함께 일한다. 의회는 미국의 무역정책

과 무역 상목표가 미국의 상업 , 경제  이해 계를 히 반 할 수 있도

록 1974년 민간자문 원회제도를 수립하 다. 무역정책자문 원회제도는 26

개의 자문 원회와 약 700명에 달하는 자문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 의원

들과 무역정책에 조 가 깊은 개인들도 원회 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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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문제도는 3개 층 로 조직되어 있다: 1) 통령 직속 무역정책  

상 자문 원회(ACTPN), 2) 4개의 정책자문 원회,3) 22개의 기술  부문별 자

문 원회. 통령은 45명의 무역정책  상자문 원회 원들을 2년 임기로 

임명한다. 정책자문 원회 원들은 미 무역 표에 의해 단독으로 임명되거나 

내각각료와 함께 임명된다. 22개의 기술  부문별 자문 원회들은 공업과 농업

2개의 산업 역으로 조직된다. 의원( 표)들은 미 무역 표와 상무부  농

무부 장 들에 의해 공동으로 임명된다. 각 부문별 는 기술  원회는 특정

한 부문 는 섬유나 낙농제품과 같은 상품군을 변하고 무역정책결정이 해

당 부문에 미치는 향과 련하여 일정한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2.2.2. 연방정부 부처들

미 연방정부에는 15개의 행정부처들이 있다. 각 부처의 장은 장 (Secretary) 

는 각료라 불린다.

- 농무부(USDA)

농무부는 제3장에서 별도로 다룬다.

- 상무부 (DOC) http://www.commerce.gov/

- 국방부 (DOD) http://www.defenselink.mil/

- 교육부 (ED) http://www.ed.gov/index.jhtml

- 에 지부 (DOE) http://www.doe.gov/

에 지부의 주요 임무는 미국의 경제와 에 지 차원의 국가  안 도를 높

이는 것이며 핵안 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의 신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 보건후생부(HHS) http://www.hhs.gov/

이 부처는 300개 이상의 로그램들을 운 하고 있으며 보건문제와 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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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후생부는 모든 연방지출총액의 4분의 1에 가

까운 경비를 사용한다. 를 들어 노인의료보험  국민의료보조 서비스 

(Medicare and Medicaid)는 미국인 4명  1명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 보건후생부는 64,750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2008회계연도 산은 7천77억

불에 달한다. 미 식품의약국은 보건후생부 산하기 이다. 

- 국토안보부 (DHS) http://www.dhs.gov/xabout/strategicplan/

이 부처는 최근에 설립되었다. 2002 년에 제정된 국토안보법은 반 인 국

토안보임무의 주된 권한을 국토안보부에 부여한다. 국토안보부는 테러리스트

의 공격을 방지하고 지할 책임을 진다. 

- 주택도시개발부 (HUD)

http://www.hud.gov/library/bookshelf12/hudmission.cfm

- 법무부 (DOJ) http://www.usdoj.gov/02organizations/

- 노동부 (DOL) http://www.usdoj.gov/02organizations/

- 국무부 (DOS)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6839.pdf

국무부는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외국인들과 미국과의 계를 장하

는 업무를 맡아본다.   

- 내무부 (DOI) http://www.doi.gov/index.html

내무부(DOI)는 미국의 국토보 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처로서 에 지와 

물자원, 토지와 수자원, 그리고 어류  야생동물의 건 한 이용을 도모한다. 

내무부는 67,000명의 직원과 236,000명의 자원 사자를 거느리고 있는 분권

화된 규모의 기 이다. 약 2,400 개의 사무소들이 미국 역에 산재해 있고 

158억 달러의 산으로 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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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미 국토 면 의 약 5분의 1, 는 5억 에이커의 토지를 리한다.  

그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토지 리국에 리되는 26,170만 에이커의 국토 

   - 어류  야생동물 리국에 의해 리되는 9,640만 에이커의 국토

   - 국립공원 리청에 의해 리되는 8,460만 에이커의 국토

   - 개척국 (Bureau of Reclamation) 에 의해 리되는 870만 에이커의 국토

   - 인디언업무국에 의해 리되는 6,600만 에이커의 국토

  내무부는 다양한 수자원과 수 자원을 리할 책임을 갖는다. 개척국은 479

개의 과 서부지역 농민 5명당 1인에게 개용수를 공 하고 3,100만 국민

들에게 물을 공 하는 348개의 수지를 리한다. 

- 재무부 ((http://www.ustreas.gov/education/duties/)

재무부는 미국의 경제  번 을 증진하고 재무안 의 보장책임을 진다. 

  재무부는 부처 소속 기 들과 운 국들이 두 개의 주요 축을 이루며 조직되

어 있다. 부처 소속 기 들은 주로 정책의 수립과 부처 체를 리할 책임

을 지며 운 국들은 부처에 주어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운 국들은 재

무부 인력의 98%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알코올 담배세  무역국과 같

은 기구들을 포함한다. 

- 교통부 (DOT) (http://www.dot.gov/about_dot.html)

교통부의 임무는 신속, 안 하고 효율 이며 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교통시

스템을 보장함으로써 미국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미 농무

부와 교통부는 농업운송과 련한 문제를 다루기 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OT and the USDA, 

1998,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website  

  http://www.fhwa.dot.gov/agreements/documents/hflm1ag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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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부 (VA) http://www.va.gov/about_va/

재향군인부는 재향군인의 이익을 도모한다.

2.2.3. 연방독립기관 

연방독립기 들은 행정부 부처들 밖에 존재하는 기 들을 일컫는다. 여기에

는 20개 이상의 연방독립기 들이 있다. 그 로는 앙정보국, 사회보장청, 미 

환경보호국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는 농업과 련된 경제 역에 한해서만 

선택하여 다루고자 한다. 

2.2.3.1.  연방공정거래 원회(FTC)

연방공정거래 원회는 연방공정거래 원회법에 의거하여 1914년 설립된 미 

정부의 독립기 이다. 주요 임무로는 소비자 권익보호의 증진과 당국자에 의해 

비경쟁 이라 여겨지는 업 행의 제거와 방지에 있다. 연방공정거래 원회

는 개인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의 고발로 제기된 문제 들을 조사함으로써 임무

를 수행한다. 이 원회는 7년 임기로 임명된 5명의 원들이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상원에 의해 인 된다. 통령은 의장의 역할

을 맡아볼 수 있도록 1명의 원을 선정하며 동일 정당 소속 원의 수는 3명

을 과할 수 없다 (http://www.ftc.gov/ftc/about.shtm).

2.2.3.2. 상품선물거래 원회(CFTC)

상품선물거래 원회는 미국내 상품선물과 옵션시장을 규제한다. 의회는 

1974년 미국내 상품선물과 옵션시장의 규제권한을 부여받은 독립기 으로 상

품선물거래 원회를 설립하 다. 이 원회는 상원의 동의와 권고로 통령에 

의해 임명된 5명의 비동기 원들로 구성되며 통령은 이  1인을 원장으로 



55

지명한다. 동일 정당 소속의 원수는 항시3명을 과할 수 없다. 

(http://www.cftc.gov/aboutthecftc/index.htm)

2.2.3.3. 환경보호국 (EPA)

환경보호국의 임무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데 있다. 환경보호국은 미

국의 환경과학과 연구  교육과 평가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환경보호국은 의회가 제정한 환경 련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세

우고 집행한다. 환경보호국은 한 다양한 환경 로그램들을 해 연구하고 국

가표 을 세우며 허가증을 발행하고 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주정부나 

종족들에게 이행한다. 국가표 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보호국은 제재를 가

할 수 있고 소기의 친환경수 을 달성하려는 주정부나 종족들을 돕기 해 다

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보호국의 기능들 가운데 가장 요한 기능은 규제

법규를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다. (http://www.epa.gov/epahome/aboutepa.htm)

환경보호국은 17,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다. 

환경보호국은 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각료  행정 의 지휘 아래 업무를 추

진한다.

2.2.3.4. 무역개발청 

무역개발청은 미국정부의 독립 인 외국원조기 으로 미의회의 자 지원으

로 운 된다. 이 기 의 설립목 은 개발도상에 있는 간소득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상품  서비스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미국내 고용을 창출하는데 있다. (http://www.ustda.gov/about/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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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미국국제무역 원회 (USITC)

미국국제무역 원회는 무역 련 문제들에 해 범 한 조사책무를 띠고 

있는 사법  연방기 이다. 이 기 은 출 수입과 보조 과 연계된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세계  세이 가드조사도 실시한다. 국

제무역 원회는 한 지 재산권 수입에 따른 권리침해사건에 해서도 그 

의를 심사 재정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차를 통해 국제무역 원회는 규율에 

입각한 국제무역체제를 강화시킨다. (http://www.usitc.gov/)

보다 구체 으로는 (1) 원회 권한 내에서 미국의 무역구제법률을 시행하고 

(2) 세, 국제무역  미국의 경쟁력 련 문제들에 해 통령과 무역 표부 

그리고 의회에게 독립  분석결과와 정보  력을 제공하며 (3) 미국의 HTS

세양허제도를 유지한다. 

국제무역 원회는 불공정한 수입 행을 조사하고 수입이 무역 련 법률에 

되어 미국 산업에 이 되거나 해를 입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

무역 원회의 무역구제 련 조사활동으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http://www.usitc.gov/trade_remedy/index.htm):

반덤핑  상계 세 조사: 미국 산업계는 정부에 해 미국의 수입물품이 공

정한 가격 아래에서 매되거나 (dumped) 외국 정부의 보조  지원 로그램 

(subsidized)으로부터 혜택을 으로써 상계 세의 상이 되는 경우 이에 한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덤핑과 일정한 보조 지원은 불공정한 무역 행으로 

간주된다. 국제무역 원회와 미 상무부는 이러한 조사활동에 있어서 담당해야 

할 특정 역할을 보유하며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 지원의 사실 여부를 단하

고 만일 사실인 경우 덤핑마진과 보조 액을 산정한다. 국제무역 원회는 미국

산업이 조사선상에 있는 수입에 의해 물질  피해를 받거나 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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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만일 상무부와 국제무역 원회가 공히 그들 개별 사안들에 해 최

종 으로 정 정( 의 있음)을 내리면 상무부는 덤핑 는 보조 지원을 상

쇄하고자 반덤핑 세나 상계 세를 부과할 것이다.   

5년 재심 (일몰 재심): 상무부는 5년 후 반덤핑 세 는 상계 세명령을 무

효화시키거나 반덤핑 세 부과유보를 종료하여야만 한다. 

지 재산권침해와 기타 불공정 행 (제337항 조사): 이 조항과 련한 부

분의 클 임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침해를 수반한다.

국제  특별 세이 가드 조사: 수입물량의 격한 증가로 인해 심각한 피해

를 입거나 기에 빠진 국내 산업은 국제무역 원회에 수입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  세이 가드 조사는 불공정 무역 행의 발견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이 법률에 따라 단행되는 구제조치는 국내산업이 수입품과의 경쟁에 

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시 이다. 

국 세이 가드 조사: 국제 세이 가드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국제무역 원

회가 증 된 국산 제품의 수입이 시장교란을 래하거나 래 험이 있다고 

단하는 경우 국내 생산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2.3.6. 농업신용청(FCA)

농업신용청은 은행, 조합 그리고 연방농업담보 출공사(Farmer Mac)를 포함

하는 부분의 농업 부조합을 규제하고 심사하는 독립 인 연방기 이다 

(http://www.fca.gov/about/index.html). 연방농업담보 출공사(Farmer Mac)는 

농 지역의 부동산  주택담보 출을 한 제2의 시장을 제공하는 정부보증

업체이다. 1980년  많은 농민들이 농산물의 과잉생산, 농장과 토지의 가격하

락 그리고 속한 인 이션으로 인해 1970년  호황기에 빌린 출 을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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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 산하게 되었고 이에 응하여 미 의회는 1987 농업신용법에 기 하

여 화머 맥(Farmer Mac)을 설립하 다. 이러한 농업의 기는 많은 농민들의 

출창구 던 연방농업담보 출공사의 유용성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혹

독하 다 (http://www.fca.gov/info/farmer_mac.html). 연방농업담보 출공사는 

1933년 농민, 목장주, 농 과 기타 격의 출자들에게 신용과 련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 인 출기 으로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최  농민 출기

이다. 

2.3. 기타 비연방 정부조직

2.3.1. 주정부 

주정부는 새로 입안될 정책이 자신에게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면 정책

수립과정에 향력을 행사한다. 상 로 가장 강력한 로비는 하원의원들(인구

비례)과 의회에서 출신 주를 표하는 상원의원들(주당 2명)로부터 나온다. 

2.3.2. 농업이익집단 

가장 향력이 큰 이익집단들로는 출신지역 상하원 의원들에게 입김이 센 

지  지역 는 주를 변하는 이익집단들이다. 를 들어 서부캘리포니아 

낙농인 연합(California Western United Dairymen)과 캘리포니아  생산자단체

는 공히 캘리포니아 출신 의원들에게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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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단 의 미국농업연합회와 국농민연맹 두 개의 일반 농업조직들

과 소수의 작물조합과 같은 농조직  기타 단체들은 의원들과 행정당국에 

그들의 이해에 향을 미치는 농업정책문제들과 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로

비를 펼치는데 있어서 심에 서있다. 

2.3.2.1, 미국농민연  (AFBP)

범 한 농업정책 이슈들과 련하여 향력이 가장 큰 기 은 미국농업연

합회이다. 미국농업연합회는 이민정책에서부터 세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공식 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문가  분석력으로 이들 

문제를 헤치고 동 기 의 입장이 채택되도록 의회  행정부와 함께 긴 히 

일한다. 

미국농업연합회는 그 기 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주 단  농민연합회들의 

집합체이다. 미국의 50개 주 모두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농민엽합회를 보유하

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군단  주요 농업지역의 농민연합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연합회는 낮은 세 과 은 규제를 포함해 체로 시장 심 인 입장을 

취하나 통 인 농업보조 에 해선 강한 지지를 보낸다. 그들의 입장은 각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국 인 규모로 열리는 농민 회의 결의안과 투표결

과를 반 한 것이다.  각 주의 농민 회 지도자들은 지방 정치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그 지도력과 직원들은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향력이 큰 세력들 

 하나이다. (http://www.fb.org/index.php)

2.3.2.2. 국농민연맹 (NFU)

국농민연맹은 지역사안에 보다 더 큰 심을 보이는 국  단체이다. 

국농민연맹은 미 서부 북부지역과 넓은 평야를 보유한 주들에서 강한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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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시한다. 이 단체는 1902년 미국이 산업 명기에 어들었을 때 수익성문

제와 매 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농을 돕고자 텍사스주 포인트에 설립되

었다. 오늘날 국농민연맹은 국에 250,000명의 농부와 목장주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32개 주에 지부가 있다. 

이 단체는 시장에 해 미국농민연 보다 더 회의 이며 정부의 총체 인 

시장개입에 해 보다 더 력 이다. 국농민여 는 의회 민주당의원들에게 

커다란 향력을 행사하며 다코타주와 몬타나, 미네소타 그리고 이들과 인 한 

주들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한다. (http://nfu.org/)

2.3.2.3. 주요 농산물 단체들 

이들 단체들은 일정한 농업이익을 도모한다. 이들 단체들 일부는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지원 로그램의 조정을 주장하나 모두는 통 인 농산물 로그

램을 통한 재정  지원을 지지한다. 를 들면, 미국 두 회는 농업지원 로

그램의 혜택이 두생산자들에게 보다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로그램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국옥수수생산자 회는 옥수수가격이 무 올라 옥수수생

산자들이 농업보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며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높더라도 

지원을 더 받을 것을 상하여 새 농업법의 수입보장 로그램을 지지하 다. 

미국원면 회와 같은 일부 단체들은 생산자만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다른 단

체들과 달리 가공산업분야 종사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개별 조합들도 농

산물 정책 는 기타 이슈들이 그들의 이해 계에 향을 미치면 일정한 역할

을 수행한다. 미국 낙농업자 회 (Dairy Farmers of America) 라는 단체는 국

우유생산자연합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과 공조하에 특히 향력

이 강하다. 농업정책수립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주요 식품가공업단체

는 식품가공 회(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다. 아래 표는 그 실례의 

일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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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품 는 이해 계 역할/입장

농업기  ( 국 ) 　 　

  미국농민연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농업 체 모든 이슈들에 해 입장을 취함

  농민조합 국 원회 (National Council of 
Farmer Cooperatives)

농산물, 조합 
심이슈

낙농과 일부 비 로그램 작물에 
향을 받음

  국농민연맹 (National Farmers Union) 농업 체 상 으로 친정부

농산물단체 　

  American Soybean Association 콩 　

  National Association of Wheat Growers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소와 소고기 생산자와 가공업자 포함

  Nation Corn Growers Association 옥수수 　

  (통합된 단일조직이 없음) 다수의 생산자단체

  National Milk Producers 낙농 　

  Western Growers 신선 과일  야채
지역단체, 최근에 국 으로 주목 
받는 단체가 됨

  National Cotton Council of America 면
조면공, 창고경 자, 상인, 가공업자, 
제조업자

  Cotton Council International 면 면의 수출  마 의 증진을 도모

  North American Millers' Association 제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제분소

  The Fertilizer Institute 비료 비료업계를 변

  American coalition for Ethanol 에타놀 미국내에서의 에타놀 생산과 사용

  Governors' Ethanol Coalition 에타놀
회원은 에타놀생산 주의 지사( 재 
36개 주)와 외국 표

조합 ( ) 　

  Sunkist 생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Blue Diamond 알몬드 캘리포니아 

  Dairy Farmers of America 우유 국

  Riceland Foods 아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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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품 는 이해 계 역할/입장

환경단체 　 　

 미국 농지보존 회 (American Farmland Trust)
모든 이슈, 특히 
농지 지역권 

새 농업법에 해 더욱 
활동 으로 됨

 환경실무그룹 (Environmental Working Group) 환경  소농문제
개인별 직불 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Environmental Defense Fund 일반 환경 　

    National Audubon Society 야생생물문제 　

기타 단체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일반 인 이슈들
시장 심, 연구  리핑 
지원

    Cato Institute 일반 인 이슈들 자유시장 싱크탱크

    Oxfam 국제  효과  소농 연구  리핑 지원

가공단체 　

    Grocery Manufactures Association
모든 이슈, 특히 
식품안 과 무역

　

2.3.3. 환경단체 및 기타

그 외 향력이 큰 기 들로는 환경단체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미국 농지보

존 회(American Farmland Trust)와 환경실무그룹(Environmental Working 

Group)은 농업정책이슈들과 련하여 최근에 특히 활발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야생동물보호 회 (Audubon Society)를 포함한 그 밖의 단체들은 야생생물 

는 제한된 다른 이슈들에 심을 갖고 활동한다.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

와 같은 싱크탱크들은 자유시장 는 제한된 정부개입의 에서 농업정책을 

개선하는데 오랜 기간 심을 가져왔다. 미국 내 학들은 보다 많은 연구비의 

지원과 직 지원을 극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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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의 역할은 별도의 논의 상이다. 경제학

자들을 심으로 한 학술단체는 공식  입장을 표시하거나 주창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연구와 외 발행물을 통해 상당한 향력을 행

사한다. 특히 미 서부지역의 학계구성원들은 의회직원들 는 농산물단체들

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과 긴 히 력한다. 이들 정책결정

자들이 택하는 결정은 종종 경제학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향력은 요하다. 를 들어 노스 다코타 학의 경제학자는 요한 연구결과와 

정보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 캔사스주립 학의 경제학자들도 

캔사스주 의원들에게 상당량의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미주리 학과 아이오와

주립 학 그리고 텍사스 A&M 학의 경제학자들은 직  는 식품  농업정

책연구소 (FAPRI: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를 통해 상당

한 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식품  농업정책연구소(FAPRI)는 농무부  의

회 산처의 공식 망치와의 비교를 해 측 기 선을 제공한다.

FAPRI는 입법안의 시의 한 분석을 해 미의회와 약을 맺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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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농무부

이 장은  농무부의 조직에 해 상술하고 있으며, 농무부 주요 기 의 기

능에 해서도 다룬다. 각 기 에 한 내용에는 개 과 역사  기능이 약술되

어 있다. 각 기 의 역사에 해서는 농업 련 주요 이슈와 정치 변화를 맥락

으로 한 조직 구조  측면과 기능의 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농무가 변화

한 과정을 설명한다. 요도가 낮은 기 이나 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

에 해서는 상술하지 않았다. 

3.1. 농무부 조직구조  

미국 경제는 건국 기 주로 농업에 기반을 두었다. 1862년 5월 15일 아 라

함 링컨 통령은 커미셔 (Commissioner)를 수장으로 하는 독자 인 농무부

를 창설했는데, 창설 당시 정부 부처  기 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889년 2월 

9일 그로버 클리 랜드 통령 시 에 법안 통과를 거쳐 정부 부처로 승격 되

었다. 설립 기에는 연구와 연구 결과의 보 이 농무부의 주요 기능이었다. 

1887년 해치 법 (Hatch Act)의 발효로 각 주의 농업 실험연구소에 정부 기 이 

출연되었다. 그 후 1914년 스미스 버 법 (Smith-Lever Act of 1914)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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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 주마다 농업 동 지역조합에 정부기 을 출연하여 농업과 가정 경제

학  련 주제를 일반 국민에게 교육하 다. 이처럼 농무부는 이들 법과, 이

와 유사한 다른 법들을 통해 모든 주의 모든 카운티에 다가간다.   

농무부는 장 과 부장  에 일곱 명의 차 (Under Secretaries)과 세 명의 

차 보(Assistant Secretaries) 그리고 여러 명의 행정 들이17개 국(agency)과 

11 개 실(office)을 이끈다. 농무부의 미션은 7개 미션 역으로 나뉘고, 각 미

션은 로그램으로서 조직이 되며 일 명의 차 이 수장을 맡고 있다. (조직도 

참조). 농무부의 7개 로그램 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 참조) 

  ∙농업  외국 농산물 서비스  

  ∙식품, 양  소비자 서비스  

  ∙식품 안  

  ∙마   규제 로그램 

  ∙천연 자원  환경 

  ∙연구, 교육, 경제

  ∙농 지역 개발

농무부는 다음과 같이 17개 국과 11 개 실로 구성된다. 

국

  ∙마 지원청 (AMS) 

  ∙농업연구소 (ARS) 

  ∙동식물 검역소 (APHIS)

  ∙ 양증진정책센터 (CNPP)

  ∙ 력국가연구교육지도청 (CSREES)

  ∙경제연구소 (ERS)

  ∙농업서비스 (FSA)

  ∙식품 양국 (F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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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 검사청 (FSIS)

  ∙해외농업국(FAS)

  ∙산림청 (FS)

  ∙곡물검사청(GIPSA)

  ∙국립농업도서  (NAL)

  ∙국립농업통계국 (NASS)

  ∙자연자원보 국 (NRCS)

  ∙ 험 리청 (RMA)

  ∙농 개발청 (RD)

실(Office)

  ∙행정 디 트먼트 (DA)

  ∙국가 항소 디비  (NAD)

  ∙민권 담당 차 보실 (OASCR)

  ∙ 산  로그램 분석실 (OBPA)

  ∙수석 경제학자실 (OCE)

  ∙수석재무 실 (OCFO)

  ∙수석정보 실실 (OCIC)

  ∙홍보실 (OC)

  ∙국회 계실 (OCR)

  ∙감사 실 (OIG)

  ∙수석법률고문실 (OGC)

농무부의 미션은 상기 17개 국과 일부 실에 그 업무가 배분되어 있다. 다음

의 표는 농무부에서 진행하는 로그램을 요약한 내용이며, 해당 로그램을 

담당하는 국 명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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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야 미션의 내용 담당 국 

농업  외국 농업 서비스
주요1차농산품, 신용, 보 , 재해  

긴 사태 지원 로그램의 이행 

FSA,

FAS,

RMA

식품, 양, 소비자 서비스
기아의 종식과 보건 개선, 양과 

련된 교육의 제공 

CNPP,

FNS

식품 안
육류, 가 류, 계란류 제품의 안 한 

공 과 정한 라벨  포장의 장려
FSIS

마   규제 로그램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  국외 마 의 

진과 동식물의 건강 살핌  

AMS,

APHIS,

GIPSA

천연 자원  자연 환경
지속가능한 리를 통한 농지의 양호한 

상태 확보 

FS,

NRCS

연구, 교육  경제학 경쟁력 증진  
ARS, CSREES,

ERS, NAL, NASS

농 지역 개발 농 지역의 경제 개발 증진  RD

 장관

 부장관

　 　 　 　 　 　 　 　 　 　

수석정보관  
CIO

수석재무관 
CFO 감사관

Executive 
Operations 홍보 담당 수석법률고문

　 　 　 　 　 　 　 　 　 　 　 　

천연 자원 및 
자연 환경 
담당 차관 

농업 및 외국 
농업 서비스 
담당 차관

농촌 지역 개발
담당 차관 

식품, 영양 및 
소비자 서비스  

담당 차관 

식품 안전 담당
차관

연구, 교육, 경제학 
담당 차관 

마케팅 및 규제
프로그램 담당 

차관 
　 　 　 　 　 　 　

-산림국
-천연 자원 보호 국

-농업 서비스 국,
-외국 농업서비스 국 
-위기 관리국

-농촌 지역 개발 -식품 및 영양국 
-영양 정책 및 증진 
센터  

-식품 안전 및 검사국 -농업 연구국,
-협력적인 주 연구, 교육, 
익스텐션 국 

-경제 연구국
-국립 농업 도서관, 
-국립 농업 통계국

-농업 마케팅국,
-동식물 보건 검사 국, 
-곡물 검사, 포장, 
스톡야드 청

　 　 　 　

　 　 　 　

의회 관련 업무
담당  차관보 

행정 담당 
차관보 

민권 담당 
차관보 

분야 별 미션  각 태스크 담당 국

http://www.usda.gov/wps/portal/!ut/p/_s.7_0_A/7_0_1OB?navid=USDA_MISSION_AREAS&parentnav=

AGENCIES_OFFICES&navtype=RT

농무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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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무부 각 국 

3.2.1.  농산물 마케팅 서비스 (AMS) 

(1) 개요

AMS는 농무부의 마   규제 로그램(MRP) 미션 역에 포함된다. 

MRP 소속 국들은 마  서비스의 개발과 이행을 통한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

외 마  홍보와 동식물의 보건을  책임진다. 

AMS는 다양한 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AMS는 상기 생산품에 한 표

화, 등  매김, 시장 소식과 련한 업무를 한다. AMS는 부패성 농산품 법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과 연방 종자 법(Federal Seed Act)와 

같은 연방 법을 시행한다. AMS 농산품 로그램은 마  약 명령을 감독하

고 연구  홍보 로그램을 운 하며, 연방 식품 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AMS의 과학  기술 로그램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은 

실험실 분석과 실험실 품질 보증, 타 국에서 AMS를 신해 실시한 과학  연

구의 조정과, 통계 서비스를 포함하여, AMS에 통합  형태의 과학  지원을 

제공한다. AMS의 운송  마  로그램 (Transportation and Marketing 

Program)에는 미국과 세계 농산품 운송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며 소형 농가의 시장 근성을 개선하고 지

역 경제 개발을 진하고자 교통 리 담당자, 엔지니어, 농  정책 분석가, 국

제 교역 문가  농산물 마  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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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AMS는 재 사용 인 농업마 국의 명칭으로 1939년 창설되었다. 농업 

경제학 뷰로(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 동물 산업 뷰로 (Bureau of 

Animal Industry), 식물 산업 뷰로(Bureau of Plant Industry), 낙농업 뷰로

(Bureau of Dairy Industry)  식품의약청의 마  서비스, 연구, 규제 기능이 

1939년 7월 새로 설립된 농업마  서비스로 이 되었다. 그 지만 AMS의 

신은 1900년  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기에 농무부는 주로 농산물에 

심이 있었다. 하지만 1900년  에 농무부는 차 축산물의 마 에 여하

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 은 축산물  종자 로그램으로 알려진 업무가 축

산물, 육류, 울 로그램으로 Bureau of Markets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1922년 Bureau of Markets은 다른 bureau와 통합되어 농업경제학 뷰로

(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가 되었다. 1939년 농업경제학 뷰로는 AMS

로 통합되었다. (http://www.archives.gov/research/guide-fed-records/groups/136. 

html#136.3)

(3) 기능

농산품 마  업무에는 목화, 유제품, 과일, 야채, 축산물, 종자, 가 류, 담

배 등 6가지 상품이 포함된다. AMS는 이들 6 가지 범 한 상품 군에 해 

다양한 역에서 여러 로그램과 서비스를 운 한다. AMS의 요한 업무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시황 보고서

  ∙국가 유기농 로그램 

  ∙등  기  

  ∙식품 구매 

  ∙마  약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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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라벨링

  ∙축산물과 종자 

  ∙농산물 운송 

AMS가 담당하는 업무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시황 보고서

AMS는 90여 년 간 주요1차 농산물의 마 과 유통을 지원하기 해 가격

과 매 정보를 제공해왔다. AMS는 구체 인 시장과 마  역에서의 농산

물에 한 가격, 물량, 품질, 상태  기타 데이터에 한 정보를 비롯한 정기 

보고서를 만든다. 보고서는 국내  해외 시장 모두를 상으로 한다.

② 국가 유기농 로그램

국가 유기농 로그램은 (NOP)은 유기농산물에 한 기 을 리하고 라벨 

분류하여, 국내 생산과정을 발 , 이행  리한다. NOP는  유기농 생산물

을 검사하는 인증 기  (해외  국내)에 해 인증서를 발 하고, 미국 농무부

의 제반 기 을 수하는 유기농산물 거래 업체에 해서도 인증을 해 다. 

③ 등 기

미 농무부의 품질 기 은 상품의 가치와 활용도를 나타내는 측정 가능한 특

성에 근거한다. 를 들어, 쇠고기의 등 별 품질 기 은 마블링 (육류에 지방

이 분포된 양), 색깔, 단단하기, 육질  소의 나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한다. 각 

상품의 기 은 해당 상품의 체 품질등  범 를 나타내고 체 등  수는 상

품마다 다르다. 쇠고기는 8등 으로 나뉘고 닭고기, 계란, 칠면조 고기는 각각 

3등 으로 나뉜다. 한편 면화는 38등 , 과일, 야채  특수 상품은 312 여 등

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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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품 구입

AMS는 국 학교 식 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과 기타 

연방 식 로그램 (Federal Feeding programs)을 지원하기 해 여러 다양한 

식품을 구입한다. 이러한 식품 구입은 수 의 균형을 통한 농산품 시장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다. 본 로그램 하에 일반 으로 구매되는 신선식품  가

공식품에는 과일과 채소,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 류와 계란류,  생선이 포함

된다. 

⑤ 마  약과 명령

AMS는 상기 로그램의 연구, 홍보, 마  활동이 연방 마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연방 마  명령  약을 감독한다. 

⑥ 원산지 표시 라벨분류

2002년 축산물 법안(2002 Farm Bill)은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생선, 부패

하기 쉬운 농산품  땅콩에 한 원산지 라벨링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 법률에 명시된 로 로그램 시행은 농무부 

AMS의 업무에 해당한다. 최근 제정된 2008년 식품, 보존, 에 지 법(2008 

Farm Bill)은 원산지 라벨링 의무화 상을 확 하여 닭고기, 염소고기, 생강, 

피칸, 마카데미아를 포함시킨다. 

⑦ 농산물의 운송

운송서비스부(Transportation Services Division)는 농산품의 시장 운송을 지

원하기 해 농산물 운송 정보와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농무부에 소속되어, 

시황 보고서, 규제 련 문건, 경기 분석, 기술지원을 통하여 농산품의 하주와 

정부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운송과 련한 시장 보고서에는 

곡물 운송 보고서와 곡물 운송을 담당하는 바지 선, 철로, 트럭, 선박에 한 

최근 물량  가격 동향 데이터에 한 주간 보고서와, 45여 개 무역항로 ( 개 

아시아 항로인데, 일부는 유럽  남미 행 항로임)에서 18개 농산품의 해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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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운송요율을 추 하는 분기별로 발간되는 해상 운송료 벌루틴 (Ocean Rate 

Bulletin)과, 미국 지역별 냉장 트럭 운송상황을 보여주고 미국의 주요 신선 과

일  야채 시장의 물량과 가격을 추 하는 분기별 보고서인 Agricultural 

Refrigerated Truck Quarterly (AgRTQ)가 포함된다.

AMS의 일부 로그램의 재원은 주로 업계 사용자의 사용료로 충당된다. 해

당 로그램을 로 들자면, 농산물의 마  약  마  명령에 한 

AMS의 감독이나 가축  종자 로그램의 운 이 해당된다. 가축  종자 

로그램의 주요 기능 세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육류 등   인증 서비스 (2) 

가축, 육류, 곡물 시장에 한 새로운 소식 련 서비스 (3) 종자 련 규제  

시험 활동. 본 로그램은  연방 식 로그램을 한 육류  생선 구입과, 

연구  홍보 로그램의 감독, 가축  육류 제품에 한 기   구입 명세서 

개발과 같은 유  업무도 수행한다. 

3.2.2. 농업 연구국 (ARS) 

(1) 개요

ARS는 미 농무부 내 주요한 과학 연구 기 이다. ARS의 직원은 6,000명으

로 2,100명의 과학자가 여하고 있는 1,200 개 연구 로젝트가 22개 국가 

로그램 하에 진행 에 있다. ARS는 농업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연구기 으로 

2007년 회계연도 연간 산이 11억 달러에 이른다. 

ARS는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  보호, 인체 양, 농업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과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http://www.ars.usda.gov/AboutUs/AboutUs.htm) ARS의 연구는 제반 국가 로

그램으로 조직이 된다. 이들 국가 로그램은 ARS에서 진행하는 약 1,000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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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로젝트에 조정과 의사소통  권한 부여(empowerment)의 역할을 한다. 

(2) 역사

ARS는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Administration)과 독자 인 기 이

었던 농업  산업화학 뷰로들 (동물, 낙농업, 곤충학, 식물검역, 인체 양  

가정 경제학, 식물업, 토양  농업 경제학)이 폐지되고 나서, 1953년 11월 농

무부 내에 설립되었다. (곤충학과 식물 검역 뷰로  식물업, 토양  농업엔지

니어링 뷰로의 산림 질병  곤충학 연구 기능은 산림국으로 이 되었다). 

ARS는 이와 더불어 1961년 Cooperative State Experiment Station Service (후에 

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 CSRS가 됨)으로 분리될 때까지 Office of 

Experiment Stations에 한 감독권을 행사했다. 1978년에는 CSRS, Extension 

Service,  국립농업도서 과 통합되어Science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EA)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ARS의 기능은 Federal Research Staff에 할당되었고 

1979년에 다시 Agricultural Research Staff에 재할당되었다. 그 후 SEA는 폐지

되고 1981년 ARS와 기타 다른 기능과 합쳐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설립되었다. 

ARS는 1953년 창설된 이래로 여러 차례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수 차례 

새로이 설립되었지만, ARS의 신은 농화학  엔지니어링, 동물업, 낙농업, 

곤충학  식물검역, 가정경제학 그리고 식물업 뷰로들과 Office of Experiment 

Stations의 연구기능을 조정하여1942년 2월 설립된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Administration)이다. 각 뷰로는 독자 인 치를 유지했으며 ARS는 

행정  기능을 주 업무로 담당했다. 

(3) 기능

ARS 연구는 주제 분야별 국가 로그램으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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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식품 안   품질

    o 인체 양 

    o 식품 안  (동식물 제품)

    o 농산품의 품질과 이용

  ∙동물 생산 (animal production)  보호 

    o 식용 동물 생산 (food animal production)

    o 동물 건강

    o 수의, 의료, 도시 곤충학

    o 양식 

  ∙천연 자원과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o 토양 자원 리

    o 기 품질 

    o 로벌 체인지 

    o 거름  부산물 이용

    o 통합된 농업체계 

    o 수자원 가용성  하천 유역 리 

    o 목 지, 사료, 방목지 체계

    o 농업체계의 경쟁성과 지속가능성

    o 바이오에 지와 에 지 체원 

  ∙농작물 생산  보호 

    o 식물 유 자 자원, 유 자학, 유 자 개발 

    o 식물 생물학  분자학 과정 

    o 식물 질병

    o 농작물 보호  검역

    o 농작물 보호 

    o 메틸 로마이드 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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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동식물 보건 검사국 (APHIS) 

(1) 개요

APHIS는 다각 인 업무 역을 가지고 있다. APHIS의 미션 역은 미국 농

업의 견실성 보존  진과, 유 자 변형 생물 련 규제, 동물 복지법의 시행 

 야생동식물 손상 리 활동의 수행 등 범 한 분야를 다룬다. 이러한 노력

은 식품, 농업, 천연 자원  련 문제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한 미 농무부의 

반 인 미션을 지원한다. 

우려되는 해충이나 질병 발생시, APHIS는 비상 계획 로토콜을 실행하고 

향을 받은 주와 력하여 해당 사태를 신속하게 리, 해결한다. 를 들어, 

두 가지 주요한 농산물 해충에 해당하는 지 해 과일 리와 아시아 긴뿔 풍뎅

이들 그 로 방치할 경우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생산  마  손실이 

발생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인 구제역과 강한 병원성 균인 조류 독감 바이러스 

역시 심각한 우려거리이다.  

세계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그 동안 APHIS의 역할도 확 되어, 염성 해충

과 병원균에 취약한 천연 자원을 비롯하여 야생동식물 손상  질병 리, 유

자 변형 농작물의 규제, 그리고 공  보건  안 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2) 역사

APHIS은 1972년에 설립된 비교  신생 기 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 

APHIS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많은 부분이 100여 년 간 농무부가 수행해온 

일이었다. 20세기의 부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무부 내 동식물 보건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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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기 뷰로들은 각각 독립 으로 업무를 수행했었다. 그러다가 APHIS의 

창설로 이들 기능이 통합되었다. 

APHIS의 기반이 놓인 시기는 1883년 농무부의 커미셔 (Commissioner)가 

농무부 내 첫 규제 련 로그램인 수의부서(Veterinary Division)을 설립하면

서 다. 그 후 일 년 뒤, Veterinary Division은 가축 질병 연구의 증진과 동물 

수입규제의 시행  동물의 주에서 주로의 이동 (interstate movement of ani-

mals)에 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업 뷰로(Bureau of Animal Industry, 

BAI)가 되었다. 그 이후, BAI는 미국 입국항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30

년 후 1912 식물 검역법의 통과와 이 법을 시행하기 해 연방원 원회(Federal 

Horticultural Board)가 설립되면서 미국 농작물을 보호하기 한 규제 활동이 시

작되었다. 연방원 원회는 1928년 여러 식물 보건소들로 분리되었다. 

1953년 BAI와 여러 식물 보건 뷰로들의 기능이 농무부의 농업연구국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으로 통합된다. ARS의 구조 틀 안에서 식

물과 축산 업무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 는 규제 디비 (divisions)으로 

흡수되었다. 

의회는 1966년, 연구에 사용되거나 상업  매를 목 으로 사육되거나 일

반국민에게 시되거나 상업  목 으로 운송되는 온  동물에 한 규제를 

해 동물복지법 (AWA) 을 통과시켰다. 본 법은 동물 복지에 한 최소한의 

기 이 수립  시행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늘날 APHIS의 Animal Care 

program에서는 AWA와, 1970년 의회가 통과한 말 보호 법(Horse Protection 

Act)이 시행된다. 

1971년 동식물 규제기능이 ARS에서 분리되어 APHS로 알려진 기 이 되었

다. 1972년 소비자  마 국 (후에 농업마 국이 됨)의 육류  가 류 검

사 부서가 APHS에 추가 으로 통합됨으로써 APHIS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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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재조정은 유사한 분야에 기반하는 기능을 묶어서 하나의 국 안에 두기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7년 식품안   품질국(Food Safety and Quality 

Service)이 설립되어 육류  가 류의 검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 국

은 농무부의 식품  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이라는 기  

명으로 불린다. APHIS는 입국 항에서의 동물 검역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

나 2002년 이래로 다수의 항만 검사 활동은 새로 설립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세   국경보호부서(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

로 이 되었다. APHIS는 1985년 생물공학 시 로 어들면서, 동식물의 보건

에 향을 미치는 바이오 기술에 기반한 상품 련 업무를 책임지게 되었다. 

1985년은 한 의회에서 Animal Damage Control (ADC) program을 내무부

(Department of the Interior)의 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APHIS로 이 했

다. 후에 Fish and Wildlife Service는 야생동식물국(Wildlife Services)으로 명칭

이 바 었다. 본 업무의 이 으로 인해 APHIS의 업무 역이 커졌다. 1987년 

APHIS의 국제 로그램 스탭에게 외국국(Foreign Service) 지 가 주어졌다. 

국제 로그램 스탭은 종국 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APHIS 내에서 국제국

(International Services) (IS) 로그램이 되었다. 오늘날 IS는 국제 무역의 진

과 국제 긴 수입제한조치(safeguarding)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PHIS의 역할은 창립 당시부터 기본 으로는 같지만 본 기 이 감독하는 

농업 련 문제의 역은 기하 수 으로 커졌다.  

연 기 으로 본 APHIS의 역사 

  1883 Veterinary Division (VD) 설립

  1984 VD가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로 바뀜  

  1912 Federal Horticultural Board (FHB) 설립

  1928 FHB가 여러 뷰로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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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BAI와 FHB의 기능이 통합되어 ARS로 편입

  1966 동물 어 로그램이 동식물보건 기능에 통합됨

  1971 APHS 설립

  1972 육류  가 류 검사 디비 (divisions)이 추가됨 

  1977 APHIS 그 로 유지, 단 육류  가 류 검사 기능은 분리되어 나감

(http://www.aphis.usda.gov/)

(3) 기능

APHIS는 동식물 련 문제에 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다양한 규제 활

동을 시행한다.  

① 동물 보건

APHIS는 자국의 동물, 동물 상품, 수의 약제의 보건, 품질  시장성을 보호

하고 개선하기 해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분야는 재 동물이 

직면하는 많은 질병과 이들 질병을 방, 통제, 제거하기 해 APHIS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건과 동물 질병에 한 통제 활동은 

다루고 있지만 동물복지법의 시행과 련된 활동은 다루고 있지 않다.

② 동물 복지

APHIS는 인도주의 인 동물복지와 치료에 한 기 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APHIS는 이러한 기 을 이행하고 검사, 교육, 

력 노력을 통해 본 기 을 수한다.   

③ 생물공학

APHIS가 사용하는 생물공학이라는 용어는 살아 있는 생물체를 조작하기 

한 재조합 DNA기술이나 유 공학 (GE)의 사용을 의미한다. APHIS는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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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물의 건강에 험요소가 될 수 있는 유 으로 조작된(GE) 특정 생물체

를 규제한다. 한 APHIS는 동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물(pest)을 악하고 통

제하기 하여 생물공학을 사용하는 로그램에 참여한다. 아래의 내용은 유

으로 조작한 생물체와 설비에 한 규제요건의 목록이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PHIS 는 식물의 건강에 험을 끼칠 수 있는 유 으로 조작된 생물체

의 유입을 규제한다. (수입, 한 주에서 다른 주로의 이동, 자연 환경으로의 

유입)  

  ∙APHIS는 모든 동물과 동물 제품( . 조직, 액, 정액)의 수출입과 다른 주

로의 이동을 규제한다. 유 으로 조작된 동물과 동물 제품도 포함된다. 

  ∙APHIS는 수의 약제 ( . 백신과 진단 키트)를 규제한다. 유 으로 조작

된 생물체를 이용한 수의 약제도 포함된다. 

  ∙APHIS는 해당 척추동물에 사용되는 연구 설비를 규제한다. 유 으로 

조작된 척추동물도 포함된다. 

④ 긴  응  방제

APHIS의 임무는 미국의 농업자원과 천연 자원  기타 자원의 견실성과 가

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Emergency Preparedness Staff 과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와 력하여 Emergency 

Management Leadership Council에서 시행한다. 를 들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

하면 APHIS는 외래 유해물과 질병의 통제나 제거에 있어 주도 인 역할을 담

당한다. 

⑤ 수입과 수출

APHIS는 국제무역을 진하고, 동물의 건강을 감시 는 국경으로부터의 

유해물 유입으로부터 보호하며, 동물과 식물, 동식물 제품  생물학  약제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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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제 긴 수입제한조치

APHIS는 농업 자원과 천연 자원의 건강과 가치를 보호하기 해 노력한다. 

APHIS 국제국 (IS)은 다음의 내용을 통해 국제 환경에서 이러한 임무를 지원

한다. (1) 미국 내 동물과 식물  생태계의 건강을 지킨다. (2) 안 한 농산물 

거래를 진한다. (3) 국제 으로 진행되는 로그램의 효과 이고 효율 인 

리를 책임진다. (4) 기술 , 행정 , 외교  기술  능력을 배양하기 하여 

해외 교육 로그램을 통한 국제 인 역량 구축 노력에 투자한다. APHIS의 

외  임무는 국제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식물 건강 련 문지식을 통하

여 미국 농업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⑦ 허가서

APHIS는 동식물의 다른 주로의 이동과 수입 시 요구되는 다양한 허가서를 

발 한다. 이러한 허가서에는 동물 건강 허가서, 수의 약제 허가서, 생물공학 

허가서  식물 건강 허가서가 포함된다.

⑧ 식물 건강

식물보호  검역(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PPQ)은 동식물건강검사국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에서 운 하는 로그램이

다. PPQ는 양질의 다양한 식품의 풍부한 공 을 해 동식물 유해물과 유해 종자

의 유입, 정착, 와 련된 험으로부터 농업 자원과 천연 자원을 보호한다.

⑨ 야생 동식물 련 서비스

APHIS는 야생 동식물과 련된 문제(conflicts)를 해결하고 인류와 야생동식

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들기 해 문지식을 제공한다. 

국가 야생동식물 연구센터는 야생 동물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실재 인 방법의 개발과 련한 과학 인 문지식을 

제공한다.   

(http://www.aphis.usda.gov/about_ap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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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영양 정책 및 증진 센터 (CNPP) 

CNPP는 양에 한 소비자의 요구에 과학  연구결과를 연계한 식이법 지

침을 개발, 홍보한다. CNPP는 1994년 12월 1일 농무부 내에 설립되었으며 식

품, 양, 소비자국 담당 차 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for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에 보고한다.   

CNPP 직원은 주로 양사, 양과학자, 양학자, 경제학자, 정책 문가로 

구성된다. CNPP은 농무부 내 양 교육 정책을 정의하고 조정하며, 양 련 

연구를 일반 을 한 정보  자료로 만드는 업무를 한다. 

(http://www.cnpp.usda.gov/AboutUs.htm)

3.2.5. 협력적인 주 연구, 교육 및 보급국(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 

(1) 개요

CSREES는 토지공여 학교(land-grant universities)들과 기타 공립  사립 

기 과 력하여 식품  농업 과학 분야의 연구, 확   고등 교육을 진한

다. CSREES의 목 은 토지공여 학교 체제 내에서와 기타 력 기 에서의 

연구  교육과 지역 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과 환경, 인체 건강과 복지 

 지역사회에 한 지식을 발 시키는 것이다. 주지할 요한 사항은 

CSREES가 연구  교육과 지역 로그램을 직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와 지역 사회 수 의 재원 조달을 돕고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로그램 리더십

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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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미 의회는 1994 정부부처 개편법을 통해 농무부의 력 인 주 연구국

(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 CSRS)과 보 국(Extension Service, ES)을 

하나의 기 으로 통합하여 CSREES를 설립했다. 이러한 조치로 양 기 의 연

구, 교육  지역 로그램을 하나로 묶고 양 기 이 가지고 있는 문지식과 

자원이 하나의 리더십 아래에 통합되었다. CSREES는 ARS, ERS, and NASS와 

더불어 연구, 교육, 경제학 (REE) 미션 분야를 구성하는 농무부의 네 기   

하나이다. 이들 네 기 은 농업 연구, 경제 분석, 통계, 지역 로그램 

(extension), 고등 교육과 련된 생물학, 물리학, 사회 과학을 아우르는 지식을 

창조하고 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리더십을 제공한다. 

(3) 기능

CSREES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 로그램 리더십: CSREES는 각 주 (states) 별로, 농산품과 소규모 사

업체 소유자  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기타 인간 생활에 향을 미치는 

공공 심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확 와 교육 우선순 를 악하고 실

행에 옮기도록 지원한다. 

  ∙연방 보조: CSREES는 토지공여 학에 매년 일정 보조 과 토지공여 학 

 기타 학교의 연구원들에게 선발을 거쳐 연구 보조 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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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경제연구국 (ERS) 

(1) 개요

ERS는 농무부의 주요한 사회 과학 연구 기 이다. ERS는 미 농무부 내 경제 

정보  연구의 주요 출처이다. 직원 450명으로 구성된 ERS는 식품, 농업, 천

연 자원, 농  지역 개발을 포함한 경제  정책 이슈에 한 공공  민간의 

의사결정 시 정보 제공을 목 으로 연구 로그램을 실시한다. ERS의 경제학

자와 사회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식품  상품 시장을 분석하며 정책 련 연

구논문을 발간하고, 경기, 통계 지표를 개발한다. ERS는 리핑을 통해 연구결

과와 사회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정책입안자를 해 시장 분석 업데이트와 주

요 보고서를 분석한다. 

(http://www.ers.usda.gov/AboutERS/Overview.htm)

(2) 역사

ERS와 그 신

주요 역사는 아래와 같다.   

1905―농무부는 농무부의 식물업 뷰로(Bureau of Plant Industry) 내에 Office 

of Farm Management를 설립한다. 1919년 이 기 은 Office of Farm 

Management and Farm Economics로 새로이 명명된다. 농업조직(farm organ-

ization)과 생산 비용, 농업노동, 농업재정, 토지 경제학, 농업 역사  농  생

활 연구에 한 연구 분야가 수립된다. 루스벨트 통령 당시 Country Life 

Commission은 농무부가 농가의 문제에 한 농업 경제 연구를 확 할 것을 권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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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정부 지도자들은 경제 연구와 분석이 농민들이 당면한 가격  소득 문

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Henry C. Taylor를 수장으로 

하는 농업경제학 뷰로(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 BAE)를 설립한다. 

1923―BAE 는 농민들의 시황 정보에 한 근을 개선하기 한 노력으로 제

1차 연례 USDA Outlook Conference를 개최한다. 회의 결과물로서 시황 망 

보고서를 정기 으로 발간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는 재까지 ERS 연구 산출

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귀 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1930년 ―의회에서 농업과 련한 다양한 뉴딜 로그램에 한 법안을 통과

시킨다. 에이커 할당과 쿼타, 가격 지원 출, 농민들을 한 연방 농작물 보험, 

지역별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토양 보존과 식량 지원을 한 첫 로그램이 만

들어졌으며 농  지역 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기 한 로그램들도 실시되었다. 

농무부는 BAE에 부처 정책에 한 앙 기획 기 의 역할과, 동 기간 정책 

향을 분석하는 책임을 맡겼다. 

1953―농무부는 농업 정책 기획 기능을 자체 행정실에 앙 집 화하고 BAE의 

경제 연구  서비스 기능을 두 개의 신생 기 인 농업마 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과 농업연구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에 재 할당한다. 

1961―USDA농무부는 경제 연구 기능을 단일 기 에 집 시키기 해 경제연

구국(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를 설립한다. 이듬해에, ERS는  연

구분야를 확 하여 경제 개발, 농  지역 활성화, 강 유역과 하천 유역 로그

램,  자원 정책을 포함시킨다. 

1977―ERS는 잠시 농무부의 통계국(statistical agency)과 합쳐져서 Economics, 

Statistics and Cooperatives Service (ESCS)으로 불리다가 1981년 agency 지

로 다시 복귀했다. 



85

재―지난 40년 간 신 기술과, 국내 정책  무역규정의 변화로 세계 시장이 

계속 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ERS는 농민들과 소비자, 정책입안자들에게 문

인 경제 분석과 경제 데이터를 제공해왔다. 이후 ERS의 업무 역이 넓 져, 

식품  농업체제의 변화된 환경을 반 하게 되었고 재는 식품 안 과 양, 

천연 자원, 보존  환경과 같은 주제에 한 연구를 포함한다.   

(http://www.ers.usda.gov/AboutERS/ERSHistory/)

(2) 기능

ERS의 업무는 네 부서(Divisions) 즉 1) 식품 경제학  2) 정보 서비스  3) 시장

과 무역 경제학 그리고 4) 자원과 농 지역 경제학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ERS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농업 련 통계자료를 모아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 

  ∙ERS는 거의 모든 주요 농산물에 한 시황  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ERS는 국내  국제 농업분야에 한 기본 망을 제공한다. 

  ∙ERS는 모든 주요 농업 이슈에 한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부처 내 

연구 보고서 시리즈 물이나 외부 학술 에 발표한다. 

  ∙ERS는 일 년에 다섯 차례 Amber Waves를 발간한다. ( 신은 Agricultural 

Outlook 음). 

  ∙ERS은 미국 농업 무역을 한 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ERS는 농업자원 리조사(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를 통해 자료를 산출한다. 

ARMS는 통합 인 농  농가 계정의 개발을 가능  하는 통합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다. ARMS 데이터는 농지와, 농가의 재무상태  실 , 그리고 

생산 행에 한 정보를 수록한다. ARMS 데이터는 15 여 개 농산품에 해 

Income for U.S. farm operator households와 cost-of-production estimates(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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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번 발간됨)를 비롯한 다양한 통계 시리즈로 요약, 발간된다.

3.2.7. 농업서비스국 (FSA) 

(1) 개요

FSA는 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외상  부 로그램을 집행하며 국 지부 

네트워크를 통해 보 , 주요 농산물, 재난  농업 마  로그램을 리한

다. 주요 농산물과 보 ,  농민과 목축업자에 한 긴  지원과 련한 많은 

농업 로그램은 모두 FAS에서 시행한다. 

(2) 역사

FSA의 시발 은 미국이 공황의 한 가운데에 있던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증가하는 실업률과 농업정책 실패로 발된 불만은 미국인들에게 뉴딜 

정책을 약속한 랭클린 루즈벨트를 통령으로 선택하기에 이른다.  

1935년, 농업안보청(Farm Security Administration)을 의미하는 낯익은 이니

셜로 시작되는 농무부의 FSA가 설립되었다. FSA의 원래의 미션은 보다 효율

으로(profitably)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곳으로 농 사회 체를 이주

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에 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으며 그 결과도 확실치 않은 것이었다. 곧이어, 이 외의 다른 역할이 더 

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기 농 갱생 출 로그램(Standard Rural 

Rehabilitation Loan Program)이 그 이다. 이 출 로그램은 출과, 농  

농가 리 기획, 기술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로그램은 농가정청

(Farmers Home Administration)이 시행하는 농 출 로그램의 신에 해당

한다. 



87

다른 연 된 로그램으로 부채조정  토지보유권 개선 로그램(Debt 

Adjustment and Tenure Improvement)이 있었다. FSA 카운티 수퍼바이 는, 때

로 지역 농민 원회에 소속된 자원 사 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경매집행을 

막기 하여 농민들과 채권자 사이의 합의를 재했다. 본 로그램의 취지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함으로써 은행이 강제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액 

정도 혹은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성사시키자는 것이었다. 

1946년 농가정청법(Farmers Home Administration Act)을 통해 농가정청을 

농업 출청(Farm Credit Administration)의 긴 농작물  사료 출 부서

(Emergency Crop and Feed Loan Division)와 통합하 다. 농업 출청은 재까

지 존재하는  정부 기 이다. 이 법은 신설된 농가정청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 는데, 그  한 를 들면 타 출기 이 빌려  출에 한 보증이 

이에 해당한다. 이후 농  지역 주택 출, 농기업, 농 지역 폐수  폐기물 처

리를 담당하는 정부기 의 설립을 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한편,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이 제정되어 

농업조정청(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여서 AAA)이 설립되었

다. AAA의 목 은 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수 으로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AAA 원회라고 불리는 각 주  카운티의 농민 

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들 원회는 농작물 생산량을 낮추기 해 농민에게 

가격지원 출을 제공하는 연방농업 로그램을 처음으로 감시했다. 이 AAA는 

두 가지 주요 로그램 디비 (division) 즉, 생산 디비 (division)과 가공  마

 디비 (division)을 토 로 하고 있다. 이들 두 디비 (divisions)은 유제품, 

, 담배, 설탕, , 목화, 옥수수, 돼지고기를 포함한 주요농산물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다.    

후 기간에 평화 시의 생산 수 으로 맞추기란 쟁 비를 하는 것 만큼이

나 어렵다. 우선순 를 새롭게 정해야 했고 동시에 특정 상품의 과다 생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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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소득수 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었다. 쟁의 참화를 겪은 국가들의 수요 

증가는 과잉생산량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과도한 생산은 농민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골치거리가 되었다.   

In 1953년 농무부의 조직 개편으로 주요농산물안정국(Commodity 

Stabilization Service)이 설립되었다. 후 잉여 생산과 농민 소득의 하락으로 

인하여, 농가 소득을 보 하는 것이 우선 인 과제 다. 토지은행(Soil Bank)과 

같은 보  로그램이 도입되어 최  10년까지 토지의 생산을 쉬게 했다. 지역

사회, 카운티, 주 원회들이 처음으로 농업안   보 원회(Agricultural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committees)로서 공식 인정되었다. 

주요농산물안 국은 1961년 농업안정  보 국(Agricultural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Service, ASCS)이 되었는데, 이처럼 새롭게 바  명칭은 본 

기 이 담당하는 안정화  자원 보 의 임무를 반 한다. 농업 로그램과 연계

된 장 활동이 각 주  카운티 장 사무소들을 통해 지속 으로 수행되었다. 

1994년, 농무부의 조직 개편으로 통합농업서비스국(Consolidated Farm 

Service Agency)이 설립되었다. 이는 1995년 11월 농업서비스국(Farm Service 

Agency)으로 새롭게 명명되었다. 이 게 새롭게 명명된 FSA는 농업안   보

국과 연방농작물보험공사 (FCIC)와 농가정청(Farmers Home Administration)

의 농가 출 부분을 아우르게 되었다. 1996년 5월 FCIC는 기 리국(Risk 

Management Agency)이 되었다. 

(3) 기능

FSA의 가장 요한 기능은 다양한 농업 로그램의 집행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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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A는 각종 주요1차농산물 로그램의 시행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안 망

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 하에서 많은 소득 지원 로그램이 시행되었다.  

  ∙FSA는  특별 재난 로그램을 시행한다.  

  ∙FSA는 천연 자원을 보존하기 해 여러 로그램을 시행한다. 일례로 보

지역 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주요 토양 보존 

로그램이다.

  ∙FSA는 민간  상업 출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 생산자에게 출을 제공

한다. FSA는 보 농민, 소수집단, 여성 농민과 목장민에 한 출제공에 

특별한 강조 을 둔다.   

  ∙FSA의 주요농산물 운용 비디 (Commodity Operations division)은 국내외

에서 인도주의  목 으로 사용하기 한 주요농산물의 구매와 인도를 담

당한다. 

  ∙FSA 로그램들은 학령 아동과 세계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한다.  

FSA의 주  카운티 사무소는 FSA 로그램을 직  시행한다. 이들 사무소

들은 농업 로그램의 자격이 되는 농민들을 인증하고 농업보조 과 재해보조

을 지 한다. 재, 미국 륙 주 체에 2,346개의  FSA 카운티 사무소가 

있다. FSA는  하와이와 푸에르토 리코에도 사무소가 있다. 이들 주  카운

티 사무소는 48개 륙 주에서 실시되는 FSA 로그램의 주요한 배 처이다.  

8,000 여 명의 카운티 원회 농민 원들이 국 FSA 카운티 사무소에서 종

사하고 있다. 이들 원들은 선출이 되며, 이들은 해당 지역의 문제해결을 책임

지는 지역 당국자들이다. 원회 원들은 해당 카운티 체에 어떤 로그램

을 시행할 것인지에 한 사항과, 할당  수확, 상품 가격 지원 출  보조, 

보  로그램, 인센티 , 배상책임, 주요농산물에 한 재난보조  기타 농업

재해지원에 향을 미치는 사안에 해 의사결정을 한다. 

(http://www.fsa.usda.gov/FSA/webapp?area=about&subject=landing&topic=landing)



90

FSA 로그램 

다음 내용은 FSA 로그램  일부에 한 내용이다. (세부 리스트가 아님) 

① 농  출 로그램

정부 기 으로 FSA에 의해 직  농  출이 이루어진다. 농장소유자를 

한 출, 농 출, 긴   청소년 출이 본 직 출 로그램에 해당되는 

주요 출형태이다. FSA 출은,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존 출에는 

자격이 미달되는 보농민에게도 종종 제공된다. FSA는  기존의 농민이라 

하더라도 자연 재해로 인한 재정 인 손실을 입은 경우나, 소유하고 있는 자원

이 무 어서 농업을 통한 이윤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도움을 제공한다. 

FSA 출 은 토지, 가축, 설비, 사료, 종자  제공품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출 으로 건물 건축이나 농장 개선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다. 직  

출 기 은  소수자(minority) 신청자와 보 농민에게 출할 목 으로 일

정 액을 매년 따로 떼어놓는다.    

② 재난지원

농업서비스국은 가뭄과 홍수, 화재, 한 , 돌풍, 페스트 창궐  기타 재난으

로 인한 자연 재해 손실에 해 지원을 제공한다. 

  ∙가축, 꿀벌  양식어를 한 긴 지원 (ELAP)

  ∙가축사료 재난 로그램 (LFP) 

  ∙가축 배상책임 로그램 (LIP) 로그램 

  ∙추가소득지원 보조 (SURE) 로그램 

  ∙수목(tree)지원 로그램 (TAP) 로그램 

③ 보  로그램  

보 지역 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이 로그램(CRP)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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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침식되기 쉬운 유휴 농지에 구 식물을 심는 경우에 하여 매년 임 보조

를 받는다. 

 

보 지역향상 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 이 특별

한 CREP 주, 연방 트 십을 통해, 환경 으로 민감한 토지를 보호하고 침식

작용을 감소시키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회복시키고 지하수  표층수를 보

호하는 구체 인 보존 활동을 시행하는 경우에 인센티 를 받는다.

긴 보 로그램: 농업서비스국(FSA)의 긴 보 로그램 (ECP)은 자연 재

해로 손상된 농지를 회복하기 해 그리고 심각한 가뭄 기간 동안 긴  물 

약 조치를 실행하기 해 농민과 목장민 들에게 긴  자   기술 원조를 제

공한다. 

경작가능한 습지 로그램(Farmable Wetlands Program): 경작가능한 습지 로

그램은(FWP) 은 습지를 회복시킴으로써 강 하류의 홍수 피해를 이고 표층수 

 지하수의 품질을 개선하고 지하수 공 능력을 회복시킨다.

원지 보 로그램(Grassland Reserve Program): 목 지 보 로그램은

(GRP)은 토지 소유자가 원지, 방목지, 목 지 등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원지의 회복을 한 도움을 제공한다.  

원천수 보호 로그램(Source Water Protection Program): 원천수는 농  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표층수  지하수를 말한다. 원천수 보호 로그램은 지역 차

원의 생산자자 마련한 자발 인 실천을 통하여 원천수의 오염을 막고자 고안

되었다.  

바이오매스 농작물 지원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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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   반주기  로그램

직   반주기  로그램은 (DCP)은 2008년에서 2012년 농작물년도에 등

록한 해당 자격을 갖춘 농장의 생산자에 해 지 을 제공한다. DCP 보조는 

직  보조와 반 주기  보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둘 모두 해당 농장에 

해 수립된 기본 에이커와 보조  수익율(payment yields)을 이용하여 산출된

다. DCP는 2008년 식품, 보   에 지법 (2008년 농업법)에 의해 승인되어, 

농무부의 농업서비스국 (FSA)에서 시행된다.

⑤ 융자제도(Commodity loans)

융자제도는 생산자에게 추수 시 간 재원조달을 해주어 일반 으로 시가가 

낮은 추수 시에 추수한 상품을 팔지 않고도  흐름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해 다.

⑥ 융자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

해당 주요농산물이 마  지원 출이나 융자부족불 (LDP)을 신청할 수 있

는 자격을 갖추려면, 생산자는 기타 자격요건 이외에 본 상품에 한 혜택 이해

계가 있어야만 한다. LDP 로그램이 모든 농작물에 해 용되지는 않는

다. LDP 로그램 ( 는 마  지원 출 )에 용되는 상품은 보리, 크램비

(crambe),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corn silage), 건 완두콩, 아마인, 수수와 꿀이 

해당된다. 

⑦ 시장 손실 지원 보조 로그램 

무역조정지원 로그램(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우유 수입 손실 계약 (Milk Income Loss Contract Program)

⑧시설 출 로그램(Facility loan programs): 주요농산물신용법인 (CCC) 설

립허가법에 따라 농무부는 장고(farm storage)와 처리시설을 신축하거나 업

그 이드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출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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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 

(1) 개요

FNS은 아동  임  가족에 식품과 건강한 먹거리, 양 련 교육의 제공

을 통해 미국의 농업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확신을 고취시키고자 제 력 기

과 함께 식품 안 성을 높이고 기아를 이기 한 노력을 기울인다. 과거 식품 

 소비자국(Food and Consumer Service)로 알려졌던 식품 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는 미 농무부의 양 지원 로그램을 집행하는 기 이다.  

(2) 역사

FNS는 1969년 8월 8일 설립되었다. 하지만 FNS가 설립되기 오래 에 많은 

식품 로그램이 별도의 기  안에 존재했다. 재 미국 양 지원에 있어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는Food Stamp Program은 1961년 오늘날의 식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그 기원은 1930년 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해 존재했던 

Food Stamp Pla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 학교 식 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역시 공황 시  임  가정의 아동을 돕기 한 취

지로 시작되었다. 후에 인디언보호구역에 한 식품배 로그램(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으로 발 한 빈곤가정 로그램

(Needy Family Program)은 공황 시기에 식품 지원의 주요한 수단이었다. 

(3) 기능

FNS의 미션은 각종 식품 지원 로그램과 포 인 양 교육 노력을 통해 

아동과, 도움이 빈곤한 가정에 식품  바른 먹거리에 한 근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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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FNS은 양과 양에 한 교육을 최고 우선순 에 둔다. FNS은 한 

양가 높은 식품에 한 근성을 높이기 한 노력 외에도 로그램 참가자

에게 양 련 교육을 제공한다. 

FNS은 다음의 식품 지원 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충 양 지원 로그램  

    (이 에는 푸드 스탬  로그램이었음) 

  ∙여성, 유아, 아동   

    - 농민 시장 양 로그램(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시니어 

농민 시장 양 로그램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학교 식 

    - 국 학교 심 식 로그램 -- 학교 아침 식 로그램 -- 특별 

우유 로그램 --  양 

  ∙여름 식품 서비스 로그램 

  ∙아동  성인 어 식품 로그램 

  ∙재난 구조를 한 식품 지원 

  ∙식품 분배

    - 학교/아동 양 농산물 로그램

    - 인디언 보호구역에 한 식품 분배 로그램

    - 양 서비스 인센티  로그램 

    - 주요농산물 양보충 식품 로그램 

    - 긴  식품 지원 로그램 

FNS에서 시행하는 식품 지원 로그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로그램은 

보충 양지원 로그램이다 (이 에는 푸드 스탬  로그램이었음).  보충 

양 지원 로그램은 임  가정이 필요한 식품을 구입하도록 지원했다. 로

그램에 참여하려면 각 주 별로 신청양식의 기입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본 로그램의 수혜자는 ATM 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카드를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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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부분의 식료품 에서 사용 가능하다. (http://www.fns.usda.gov/fns/)

FNS이 시행하는 모든 로그램은 각 주와 력하여 진행된다. 각 주는 식품 

혜택의 분배와 수혜자의 자격에 한 부분의 행정 인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FNS는 각 주의 행정비용의 부분을 지불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한다. 

이들 식품 지원 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상당히 크다. 의회는 FY 2006년도에 

330억 달러(수혜 과 행정비용), FY 2007에는 340 억 달러의(추산치) 연방 지

출을 승인했다. 이는 FNS가 운 된 지 만 일 년이 지난 시 인 1970년에 16억 

달러의 비용이 든 것과 비교된다. 

3.2.9.  식품 안전 및 검사국 (FSIS) 

(1) 개요

식품 안   검사국은 (FSIS) 미 농무부의 공 보건 규제 기 이다. FSIS는 

연방육류검사법과 가 류제품검사법  계란류 제품검사법에서 요구하는 로 

미국의 육류, 가 류, 계란 제품의 상업  공 이 안 하고 생 이며 라벨작

업과 포장이 제 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FSIS는  육류와 가

류  계란 제품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역사

FSIS는 1981년 6월 설립되었다. 하지만 FSIS의 기능은 농무부의 여러 다른 

기 에서 담당해 왔다. 진정한 의미의 FSIS의 신은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이다. 1884년 5월29일 체스터 아더 통령의 서명으로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이 설립되었다. 이 후 요한 검사 기능  신설된 검사 

기능이 농무부의 여러 다양한 기  내에서 배분, 이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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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0년 8월 30일 수출 용으로 소 간을 한 돼지고기와 베이컨에 한 첫 

육류 검사 법이 승인되었다.

  ∙1891년 본 법을 수정하여, 도살할 소와 수출 용 육류뿐 아니라 수출을 목

으로 하는 모든 살아있는 소의 검사와 인증(cerfitifcation)이 본 법의 

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71년 10월 28일, 농업연구국의 모든 규제 기능을 집행하기 해 동식물 

건강국 (Animal and Plant Health Service)이 설립되었다. 

  ∙육류  가 류에 한 검사 업무가 소비자마 국(Consumer Marketing 

Service)으로 이 되어 왔으며, 1972년 본 기 의 명칭이 동식물건강검사

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으로 바 었다.  

  ∙1977년 3월 14일 식품안   품질국(Food Safety and Quality Service)이 

설립되어 APHIS로부터 육류  가 류 제품의 검사 업무를 할당 받았다.  

  ∙1981년 6월 17일 식품안   품질국(Food Safety and Quality Service, 

FSQS)이 식품안 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로 재 

명명되었다. 

(http://www.fsis.usda.gov/About_FSIS/Agency_History/index.asp)

(3) 기능

FSIS의 가장 요한 임무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육류검사

법과 가 류제품검사법에 의거해서 FSIS는 수입 제품을 포함하여, 한 주와 다

른 주 사이에서(interstate) 그리고 외국과의 통상 시 매되는 모든 날(raw) 육

류와 가 류를 검사한다. FSIS는 연방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공장을 떠난 

육류와 가 류에 해 모니터 한다. FSIS는 연방 단계, 주 단계, 국제 단계에 

해당하는 세 단계의 검사를 실시한다.  

의무 인 연방 검사 (Mandatory Federal Inspection)

연방 차원의 검사를 거쳐 안 성이 인정된 육류에는 자주색 둥근 마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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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 육류 사체의 등 과 검사 표시를 하는 데 사용되는 염색은 식품 등 의 

야채에서 추출한 색소로, 유해하지 않다. 본 표시는 육류 사체와 육류의 큰 덩

어리에 는다. 육류를 다듬어, 구이용, 스테이크 용 등의 소매 매용으로 자

른 덩어리에는 이 표시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를 시행한 시설에

서 포장한 육류는 라벨에 해당 시설을 표시하는 검사마크가 히게 된다.   

새로운 세기로 어들면서 연방 검사 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육류  가

류 업계는 크게 성장했고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00년  , 부분의 육류는 

지역 도살장에서 공 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되었다. 육류의 가공은 소시지와 

같은 단순한 제품으로 국한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육류와 가 류 제품

이 시 되고 있다. 제반 설비를 갖춘 규모의 시설에서 동물을 도살하여 육류

를 가공한다. 이러한 육류는 해외로도 수출된다. 그러다가 업계가 변화함에 따

라 FSIS의 검사에도 변화가 일었다. 에는 검사자의 주요한 심이 동물의 

질병이었고, 동물과 상품, 시설 운 에 해서 육안 검사에 거의 으로 의존

했었다. 그러나 동물생산과정이 개선이 되어 질병이 어 들었고, 동물 개체군

은 보다 균질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검사자의 우려는 보다 

범 한 상에 해 우려하게 되었고 미생물학 , 화학  오염과 같은 에 

보이지 않는 해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모든 시설은 어도 매년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자체 계획이 정한 지 재평가해

야 할 의무가 갖는다. 한 험 분석에 향을 미칠 수 있거나 HACCP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시에도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한다. 이들 시설은 

연간 재평가 요구를 이행하기 해 년  어느 때나 자체 HACCP 계획을 재평

가 할 수 있다.   

강제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즉 버팔로, 토끼, 순록, 엘크 사슴, 사슴, 

양)에 한 자발 인 연방 검사는 농업마 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이 법

은 해당 제품이 시장성을 갖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농무

부 장 에게 부여한다. FSIS 검사자는 해당 종에 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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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체는 시설에 있는 설비로 다루기에 합해야 한다. 자발 인 검사를 요청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본 서비스에 한 시간 당 요 을 지 해야 하는 한편 

의무  검사의 경우는 세 으로 충당된다.

더불어, FSIS는 주 (State) 검사 로그램을 감시하는데, 주 검사 로그램은 

생산한 주에서만 매하는 육류  가 류 제품에 한 검사를 실시하는 로

그램이다. 1967년 안 한육류법(wholesome Meat Act)과 1968년 안 한 가

류제품법(Wholesome Poultry Products Act)은 주 검사 로그램이 연방 검사 

로그램에 최소한 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주에서 자체 검사 로그램을 종

료하거나 상기 기 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FSIS는 해당 주의 검사에 한 책

임을 진다. 

주 검사 로그램  (State inspection program) 

각 시설은 연방 검사나 주 검사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약정에 따라 

주 검사 로그램은 연방육류  가 류제품 검사법(Federal Meat and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s)에서 요구하는 로 연방 검사 로그램에 최소한 

하라는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주 검사 로그램에 의거하여 검사된 제

품은 주 간(interstate) 거래로 국한된다. FSIS는 해당 주에 운 비의 최고 50%

까지, 그리고 교육  기타 지원 을 제공한다

국제업무

FSIS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육류, 가 류, 계란 제품의 검사기 이 미국의 검

사기 에 하도록 하며, 수출제품의 인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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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해외농업 서비스 (FAS) 

(1) 개요

FAS는 미국제품의 외국시장 근을 개선하기 해 노력한다. FAS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의 경쟁  치를 개선하기 한 

목 으로 마련된 로그램을 운 한다. FAS는  세계 수요와 공 , 무역동향, 

시장기회에 한 정보를 수집, 분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FAS는 워싱턴 

DC에 있는 경제분석가, 상가, 시장 문가와 개발 문가로 구성된 이 지

원하는 해외직원을 통해 본 임무를 달성한다. FAS는 미국의 농업 련 이해

계를 지원하기 해 90여개국에 직원을 견하고 있다. FAS는 미국제품의 시

장 근성을 개선하기 해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산출한다. 한 수출 재원

조달과 시장개척 로그램을 집행하며 식량지원과 시장 련 기술지원 로그램

을 시행하고 세계 자원과 국제기구에 한 연계고리를 제공한다. FAS가 제공

하는 정보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무역뉴스, 무역정책, 수출업자지원, 주요농

산물정보, 국가정보, 수출 로그램, 식량지원 로그램, 수입 로그램, 농무 보

고서, 주요농산물 교역보고서, 수출 매  보고서, 북미자유무역 정 정보  미

국- 남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 정 (CAFTA-DR).

(2) 역사

FAS는 시장정보, 시장 근, 시장개척활동을 통하여 미국 농민, 목장민, 무역

종사자,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해 1953년에 설립되었다. 

FAS의 신은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회에서 외국시장 섹션

(Section of Foreign markets) 을 설립하고 농업정보를 수집, 하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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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했다. 그 후 1930년 에 허버트 후버 통령의 법안 서명을 거쳐 그 동안 

농업경제 뷰로 (Bureau of Agriculture Economics) 의 할 하에 있었던 외국농

업서비스 디비 (Division of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을 창설하기에 이른

다. FAS는 2차  뒤 여러 요한 변화를 거친 후 1953년에 설립되었다. 

1954년에 농업교역개발  지원법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P.L.480이라 불림) 이 제정되었다. 본 법의 Title I을 통해 미국

정부는 우방국 (friendly) 외국시장에 미국의 주요 농산물의 매를 한 재원

을 조달했고, Title II를 통해 기아와 양실조를 완화하기 한 식량 기증에 승

인했다. Title III를 통해서는 CCC가 보유하고 있던 주요농산물 잉여분을 개도

국에 배포했다. FAS는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http://www.fas.usda.gov/info/50th/index.htm)

1953- FAS 설립됨.

1954- 농업교역개발  지원법(P.L.480라 불림)이 제정됨.  본 법의 Title I을 

통해 미국정부는 미국상품을  본 법의 Title I을 통해 미국정부는 우방국

(friendly) 외국시장에 미국의 주요 농산물 매를 한 재원을 조달했고, 

Title II를 통해 기아와 양실조를 완화하기 한 식량 기증에 승인했다. 

Title III를 통해서는 CCC가 보유하고 있던 주요농산물 잉여분을 개도국

에 배분했다. FAS는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1969- 수출장려 로그램이 (EIP) 수립됨

1978- 농산물 수출  무역확 법으로 (Agricultural Export and Trade Expansion 

Act of 1978)으로 주요 시장에 농산품무역사무소가 설립됨. 본 법은 

한 해외에 나가 있는 어도 10명의 농업 표들에게 외교  신분과 

counselor 직 를 수여함.

1980- USDA는 농무부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사 에 견근무토록 함(농무 ) 

1985-1985년 식품안 법으로 상수출지원 로그램을 만듬. (후에 시장 진

로그램 Market Promotion Program 으로 바 었다가 재는 시장 근

로그램 Market Access Program 이 됨)을 만듬.



101

1985- 수출장려 로그램도(EEP) 수립됨.

1987- 농무부가 유제품수출장려 로그램(DEIP)을 발표

1989- 미국-캐나다 FTA 발효.

1990- 식품, 농산물, 보   무역법을(FACT) 통해 이머징 마켓 로그램이 승

인됨. 

1994- 북미자유무역 정(NAFTA)이 발효되기 시작함.

1995- 세계무역기구 (WTO) 가 설립됨.

1999- 미국 농산물무역단체들이 이머징 마켓의 잠재  수입업자들에게 상품샘

을 제공하도록 하기 한 품질샘 로그램이 발표됨. 

(http://www.fas.usda.gov/info/agexporter/2003/March/pgs12-15.pdf)

(3) 기능

FAS는 농산물 수출에 있어 단히 요한 역할을 한다. FAS는 시장개척, 무

역 정과 상, 통계  시장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 농무부의 국제활동에 일차

인 책임을 가진다. FAS는  농무부의 수출 신용 보증과 식량지원 로그램

을 집행하여, 농업주도의 경제성장을 한 문지식을 한곳에 모음으로써 개도

국의 수입(income)과 식량 가용성이 증가하도록 돕는다. FAS에 한 보다 자

세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미국 농업을 표

FAS는 농업경제학자, 마  문가, 상가, 기타 문가로 구성되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세계 90여 국가에 견된 

농무 counselors와 농무 , 무역 담당 직원  지에서 고용된  FAS 직원들이 

미국의 농업 련 이해 계를 지원한다. 

각국 미 사  내 농무 실(agricultural affairs offices) 이외에 많은 주요 시

장에도 농업무역사무소(agricultural trade offices)가 설립되어 있다. 미국수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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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시장 정보를 구하는 바이어를 한 서비스 센터로서 FAS의 해외 사무소

는 국제이슈를 모니터하는 농무부의 ' 과 귀의'의 역할을 한다. FAS counse-

lors와 농무 들은 해당국가의 사와 기타 원들과 력하여 일한다. 이들은 

농업시장 근, 식량지원, 역량구축, BT, 정보수집에 있어 최첨단이 되기 해 

노력한다. 수출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 수출업자들에게 즉각 인 지원을 하

는 과정에서 counselors와 농무 이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 무역 정책

FAS는 미 무역 표부와 긴 한 조 하에 국제 무역 상 시 농무부의 업무

를 조정, 지휘한다. FAS의 무역 정책 문가는 외국 무역 장벽  기타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해하는 행과 정책을 악해서 이를 일 수 있도록 한다.  

FAS 해외 견 직원이 워싱턴 DC 에 보낸 무역 정보는 시장 근성을 높이

고 무역 정을 모니터하며 미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로그램과 정책

을 개선하기 한 략을 개발, 향상시키는 데 사용된다. 

데이터 수집

해외 사무소에서 만든 보고서는 정책 변화와 미국 농산물 수출에 향을  

수 있는 기타 추이를 다룬다. 각국의 미 사 에 견된 FAS 직원은 미국 수

출품의 마  기회를 평가하고, 미국의 식품  농업 정책과 로그램의 개발, 

착수, 모니터, 평가에 필요한 매일의 정보를 제공한다.  

생산  무역 분석

워싱턴 DC에 있는 분석가들은 생산 망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출품의 마

 기회를 평가하며 미국 농산물의 수출과 수입에 향을 미치는 정책 상의 변

화를 추 한다. 정책 입안가들과 로그램 집행자, 농민, 수출업자 등은 활동을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들 분석결과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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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의 증진과 지원 

FAS는 각 로그램을 통해 미국 수출입자들이 벌크 제품에서 랜드 제품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의 식품  농산물에 한 시장을 개척, 유지하도록 지원

한다. 

FAS의 최  홍보 로그램은 시장 근 로그램 (MAP)과 외국시장개발 력

로그램 (FMD)이다. 이 들 두 로그램에 따른 홍보활동은 주로 이들 노력을 

지원하기 한 목 으로 인력 자원과 재원을 계획, 리, 제공하는 농산물 무역 

조합들과 주-지역 무역 단체 (State-regional trade groups), 소기업, 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FAS는  수출업자가 바이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

하고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움을 다.   

품질샘 로그램(QSP)은 미국 농산물에 한 심과 수요를 진작시킨다. 

이는 무역에 종사하는 단체들이 떠오르는 해외 시장의 잠재 수입업자들에게 

자그마한 농산물 샘 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2002년 농업안보  농 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은 특수작물에 한 기술지원 로그램(TASC)을 만들고 이머징 마켓 

로그램(EMP)을 재승인했다. TASC는 미국산 특수 농작물의 수출을 막거나 

하는 생  식물 생, 그리고 기술  장벽을 다루는 로젝트에 자 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단체들을 지원한다. EMP는 미국의 공공  민간 단

체들이 시장 심의 경제를 이미 발 시킨 상태이거나 재 발  에 있는 

 임  국가를 상으로 미국의 수출품을 개발하고 유지, 향상시키도록 돕는

다. 이들 시장은 장기 으로 성장, 발 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USDA는 정부 보조 을 받는 타국 제품으로 인하여 미국 유제품의 경쟁력이 

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매를 진하기 해 유제품수출장

려 로그램(DEIP)을 활용한다. 이 로그램에 따라 농무부는 수출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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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스로 제공하여, 수출업자가 유제품을 획득하는 데 든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유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한다. 

수출에 한 상업 인 재원조달 (Commercial Export Financing) 

FAS는 주요농산물신용법인(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 수출 신용 

보증 로그램을 통해 미국 농산품 수출업자들에게 단기 재원조달 지원

(commercial)을 제공한다. 수출신용보증 로그램 (GSM-102)은 수입업자가 거

래하는 외국 은행이 을 지 하지 않은 경우에 미국 수출업자나 미국 융 

기 이 겪게 될 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로그램은 미국 농산품을 수입하

는 외국 시장 수를 늘리고 유지시키기 해 고안되었으며, 본 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이 특별 우(concessional finaning)를 받던 것을  구매로 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시설보증 로그램(Facility Guarantee Program, FGP)은 신흥 시장에 농업 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설치할 목 으로, 미국산 재화와 용역 수출에 한 재원조

달을 원활히 하기 하여 지 보증을 제공한다. 

기증  특별할인 매 (Donations and Concessional Sales) 

미 농무부는 국제개발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과 력

하여 미국 식품 지원 로그램을 집행한다. 농무부는 세계의 빈곤층을 돕기 

하여 다음의 네 가지 로그램을 통해 식품 지원을 제공한다.  

  ∙Food for Progress Program은 자유기업가 정신을 도모하는 경제  농업 

개 을 장려하기 한 목 으로 빈곤 국가들에 한 농산물의 기부를 내

용으로 한다.  

  ∙Section 416(b) programs은 국내 로그램 요건을 충족시키고 남은 잉여분

의 CCC가 보유한 주요농산물을 개도국과 우방국(friendly countries)에 기

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아동 양을 한 McGovern-Dole 국제식량 로그램은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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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교육을 추구하는 임 , 식량부족 국가에서 진행되는 학교 

식과 산모와 아동  양 로젝트에 해 미국 농산물의 기부, 재원  기

술 원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법(Public Law) 480의 Title I (Food for Peace)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

가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해 미국산 농산품의 장기 인 특별할인 매

를(concessional sales)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 얻기

FAS는 약 100개의 농산품에 한 생산, 소비, 무역 흐름, 시장 기회를 분석

하는 수 백 건의 문건을 매년 만든다.   

FAS 정보 문건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기 보고서 는 최근 무역정책 추이와 수출시장 정보뿐 아니라 많은 상품에 

한 미국  세계의 생산, 수요와 공 , 무역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FAS Worldwide 는 온라인 계간지로서 ( 신은 AgExporter) 세계 농산품 

시장, 무역 정책, 국제  링키지(linkages)  식량지원에 한 뉴스를 다룬다. 

  ∙ 로벌 농업정보 네트워크(GAINS report)는 FAS의 해외 사무소에서 만드

는 보고서로서 상품 생산, 외국 시장 상황, 국제 농산물 무역에 향을 미

치는 규칙을 비롯한 범 한 역의 국제 농산물 련 주제를 다룬다.

  ∙시장  주요농산물 별 보고서

  ∙무역 리드, 외국 바이어, 미국 공 업자 목록  기타 실제 인 정보 

 

FAS 로그램과 정책에 한 보도문과 로그램 발표와 련한 내용. 

(http://www.fa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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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산림국 (FS) 

산림국 (FS)은 국립 산림지와(national forests)와 국립 원지(national grass-

lands)와 같은 천연 자원을 보존, 활용하기 한 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이는 

주(state)  개인 토지 소유주와의 력을 통하여 모든 산림지의 보존, 활용을 

장려하고 범 한 산림  산맥 연구를 하기 한 목 을 갖는다.  

 

FS는 1905년에 설립된 미 농무부 소속 기 으로 국립 산림지와 원지의 공

공 토지를 리한다. 국립산림지와 원지는 1억 9천 3백만 에어커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우르고 있는데, 이는 텍사스에 해당하는 면 이다. 

3.2.12. 곡물 검사, 포장 및 스톡야드 청(GIPSA) 

(1) 개요

GIPSA는 가축, 가 류, 육류, 시리얼, 지방종자와 련 농산물의 마 을 

진하다. 한 소비자와 미국 농업 반의 혜택을 하여 공정하고 경쟁력 있

는 무역 행을 증진한다. GIPSA는 업계 무역 행을 조사하고 추 함으로써 

가축, 가 류와 육류 시장이 개방 이고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GIPSA의 연방곡물검사국(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 FGIS)은 품질

리 기 을 수립하고 처리 행을 규제하며, 그리고 사용자 요 으로 재원조달

을 하는 비편 인 검사  계량(weigh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주, 민간 

실험실 네트워크를 리함으로써 미국산 곡물과 련 농산물의 마 을 

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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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SA의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 (P&SP)은 가축, 육류, 가 류의 

마 을 하여 공정 거래 행과 경쟁력 있는 환경을 증진한다. 모니터링 

로그램과 재검, 조사를 비롯한 감독 활동을 통하여 P&SP는 공정경쟁을 장려하

고 지 을 보호하며 육류 제공 동물과 그 생산물의 이동과 가격에 향을 

미치는 사기성 무역 행으로부터 보호한다. P&SP의 내용은 소비자와 가축, 

육류, 가 류 업계의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고안되었다. 

(2) 역사

GIPSA는 미 농무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GIPSA의 설

립은 기존에 독립 인 기 이었던 두 기  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와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이 통합되어 이루어졌다. 재, GIPSA는 

마 과 규제 로그램의 일부이다. 본 로그램은 미국산 농산물에 해 생

산 이고 경쟁 인 세계 시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목 이 있다.

연방곡물검사국(FGIS)은 국가 곡물 검사 시스템을 리하고 국가 곡물 측정 

로그램을 제도화하기 해 1976년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래는 1916년

에 처음 설립됨). 단일 연방 곡물 검사 기 을 창설한 목 은 미국의 단일 기

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국내  수출용 곡물에 한 검사와 측정 차를 개발하

고 곡물 마 을 진하기 한 것이었다. 

재의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 (P&S)은 1921년 Packers and 

Stockyards Act에 의거하여 설립된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의 후신

이다. 본 기 은 공공 스톡야드에서의 가축 마  활동을 규제하고 육류 포장

업자와 살아있는 가 류 거래업자의 비즈니스를 규제하기 해 제도화되었다. 

(http://www.gipsa.usda.gov/GIPSA/webapp?area=about&subject=land-

ing&topic=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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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국립 농업 도서관 (NAL) 

국립농업도서 (NAL)은 과학자, 교육자, 농민들에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를 통해 농업 연구와 련 주제에 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공여 학교

와 도서 의 국 네트워크를 조정하며, 그 네트워트의 일차 인 출처가 된다. 

한 국제 농업 정보 시스템에서 미국의 센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http://www.nal.usda.gov/

3.2.14. 국립 농업 통계국 (NASS) 

(1) 개요

NASS는 농무부의 통계 기 으로서 국내 농업 련 통계를 수집하고 산출하

는 업무를 담당한다. NASS는 매월 그리고 해마다 조사(survey)를 실시하고 농

무부 공식 테이터와 생산, 공 , 가격  기타 정보 추정치를 마련한다. NASS 

는  매 5년 마다 농업 인구조사(census)를 실시한다.

농무부의 국립농업 통계국 (NASS)은 매년 수백 건의 조사(surveys)를 실시

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미국 농업의 사실상 모든 측면을 다루는 보고서를 

비한다.   

  ∙식품  섬유소(fiber)의 생산과 공 , 

  ∙농민이 지   수 한 가격 

  ∙농업 노동력  임  

  ∙농가 재정 

  ∙화학제품의 사용 



109

  ∙미국 생산자의 인구통계학 상 변화 

NASS는 수 백 건의 보고서를 발행하여 이들 부분의 데이터를 온라인 상

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NASS는 미국 내56개의 장 지부를 두고 있다.  

이 기 은 원래 일반 생산 정보를 제공할 목 으로 1863년에 설립되었다. 

(2) 역사

1863년, 농무부는 NASS의 원조라 할 수 있는 Division of Statistics를 설립했

다. 농무부가 1905년에 농작물보고 원회(Crop Reporting Board) ( 재는 농업

통계 원회(Agricultural Statistics Board)로 불림)를 창설한 것은 국 인 농업

통계 서비스의 발 에 있어  다른 이정표 되었다. 1961년 농무부의 조직개편

을 통해 오늘날 NASS (Agricultural Statistics Board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음)

로 알려진 통계보고국(Statistical Reporting Service)을 창설하기에 이른다. 

NASS는 구직인 의장과 간사  특정 주제에 한 상세 지식에 기반하여 세

부 보고서를 마련할 목 으로 구성된 직원으로 이루어져있다. 

(http://www.nass.usda.gov/About_NASS/index.asp) 

3.2.15.  천연자원보전국 (NRCS) 

(1) 개요

천연자원보 국 (NRCS)는 민간 토지소유주들이 자신의 천연 자원을 보 , 

유지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일차  연방 기 이다. 본 기 은 자발 인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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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보 과 기술지원, 력 계(partnership), 인센티 에 근거한 로그

램,  지역사회 수 의 문제 공동 해결을 강조한다. 

http://www.nrcs.usda.gov/about/

(2) 역사

농무부의 조직개편 법 (Reorganization Act of 1994)의 일환으로 토지 보  

국(Soil Conservation Service (SCS))이 그 후 천연 자원 보 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으로 명칭이 바 었다.  

이 기 의 신인 SCS는 공법 46 (74차 의회)에 의거하여1935년 4월 27일 

설립되었다. 공법 46은 토지 부식이 국가 복지를 한다고 보고 새로 설립된 

본 기 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 (1994년 농무

부 조직개편법으로 1994년 10월 20일에 본 명칭이 천연자원 보 국으로 바

었다. 

이 기 의 명칭이 토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업무 역은 토지와 수자원의 

상호작용을 아우른다. 홍수 통제법 (Flood Control Act of 1936)은 SCS가 선별

한 해당 하천 유역지역에서의 토지 부식 통제, 범람  물 흐름의 지연에 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수자원 오염에 한 일반 의 우려도 

다루어졌다. 원래의 업무 이 해당 도시  산업 오염원에 한 것이었지만 

nonpoint sources라고도 불렸던 농업에 따른 오염원이 1970년 에 심 분야가 

되었다. 본 기 은 이들 퇴 물을 이고 농경지와 목 지에서 기인한 기타 오

염원을 이기 해 농민과 력한다. 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퇴비 만들기, 

거름 보  시설  오염된 수자원의 하천 유입을 이고 통제하는 기타 활동에 

해 가축  가 류 목축 농민과 력한다. 더불어 수자원 보 과 개 일정, 

그리고 토양과 표층수, 지하수에 축 된 가용성 소 을 제거하기 한 조치와 

련하여 서부의 건조   건조 지역 농민과 력한다. 그리고 토지가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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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을 유지하고 부식을 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목장주들을 돕기 

해 목장  목 지 리 기법을 개발한다. 더불어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야생

동식물 거주지를 늘리도록 하기 해, 목재 리  농지 보  계획과 련하여 

이들 민간 토지 소유자들과 력한다. 

1994년 본 기 의 보  임무가 토양 이외에도 수자원, 기,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다는 을 강조하기 해 명칭을 토양보 국(Soil Conservation Service)

에서 천연자원보 국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한 많은 재정 지원 

로그램이 NRCS로 이 해왔다. 1990년 의 반 인 동향은 농민의 보 노

력을 재정지원과 긴 하게 연계하는 것이었다. 1996년 농업 법안에 의해 승인

된 환경품질장려 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은 여러 

재정지원 로그램을 한 지붕 아래로 모았다. 한 의회는 2002년 농업법안을 

통해 용도변경을 잘 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보 보안 로그램(Conservation 

Security Program)을 만들었다. 

NRCS 에는 다양한 주제분야에 해 11곳의 국 센터가 있으며 각 주마다 

주 사무소가 있다. 11곳의 국 센터는 아래와 같다.

  ∙농업 련 야생동식물 (Agricultural Wildlife) 보  센터 

  ∙국립 지도제작  지공간 센터

  ∙국립 식물 데이터 센터

  ∙국립 토양 조사 센터 

  ∙국립 수자원  기후 센터

  ∙국립 수자원 리 센터 

  ∙국립 설계, 건축  토지 역학 센터 

  ∙국립 정보 기술 센터

  ∙국립 고용 개발 센터

  ∙국립 지공간 개발 센터 

  ∙국립 농림업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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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NRCS는 아래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수많은 천연자원 보  로그램을 시

행한다. 

  ∙일반 이 토양 부식을 이도록 하기 해 

  ∙수자원 공 을 개선하고 수자원의 질을 개선하기 해  

  ∙야생동식물 거주지역을 늘리기 해  

  ∙홍수와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이기 해

2008년 농업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NRCS 보  로그램 (NRCS Conservation 

programs)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농업 리 지원 로그램

  ∙체사피그 만 하천 유역 로그램 

  ∙ 력 인 보  트 쉽 이니셔티  

  ∙민간 방목지 보  로그램 

  ∙보 지역 (Conservation Reserve) 로그램 (농업서비스국에서 집행)

  ∙보  청지기(Conservation Stewardship) 로그램 

  ∙환경 품질 인센티  로그램 

  ∙농업수 개선 로그램 (EQIP)

  ∙보  신 보조  (EQIP) 

  ∙농지  목지 보호 로그램 

  ∙방목지 보호구역 로그램 

  ∙건강한 삼림 보호구역 로그램 

  ∙소규모 하천 유역 회복 로그램 

  ∙습지 보호구역 로그램 

  ∙야생동식물 서식지 장려 로그램 

이들 로그램은 모두 자발 으로 운 되는 로그램으로서 기술 지원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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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수 의 비용분담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

조하라.  

http://www.nrcs.usda.gov/programs/farmbill/2008/index.html or 

http://www.nrcs.usda.gov/programs/farmbill/2008/ataglance.html

3.2.16.  위험 관리국 (RMA) 

(1) 개요

RMA는 생산자들이 비즈니스 리스크를 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임무의 

일환으로 RMA는 연방농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 을 운 , 리하며 FCIC를 통하여 연방 농작물 보험(Federal crop in-

surance)을 제공한다. 16개의 민간분야 보험사들이 본 보험의 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RMA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요율을 결정하며, 보험료를 집행

하고 보조 을 경비로 청구하며, 상품을 승인, 지원하고, 보험사에 해 재보험

을 제공한다. RMA 는 10개의 지역 사무소와 6개의 지역 검사소(regional com-

pliance offices)를 두고 있다. 

RMA는 보험서비스, 상품 리, 리스크 검사의 세 부서로 나뉜다. 보험 서비

스는 로그램 이행 업무를 담당하고 상품 리는 상품 개발의 감독 업무를 담

당하며, 리스크 검사는 생산자와, 보험을 팔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가 로그램 내용을 수하는지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RMA의 직원은 국 으로 530명이며, RMA의 FY 2007년 행정 산은 7천 

7백만 달러이며, 670억 달러 이상의 달하는 보험 을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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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RMA는FCIC (1938년 설립)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해 1996년 설립되

었다. 의회는 1930년 에 농업분야가 공황과 황진 지 (Dust Bowl)라는 이

고의 향에서 회복되도록 돕기 해서 다른 여러 이니셔티 와 더불어 연

방 농작물 보험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연방 농작물 보험 공사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가 이 로그램을 이행하기 해 1938년에 창설

되었다. 처음에, 이 로그램은 주요 생산지역의 주요 농작물에 체로 국한되

었다.  

1980년 법에 의거, 본 농작물 보험 로그램을 확 하여 여러 많은 농작물과  

지역을 포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험 로그램의 확 는 무료 연방재해 지원 

(농민의 재배  수확 손실의 방에 한 보상 )을 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 된 농작물 보험 로그램에의 참여를 장려하기 해, 1980년 법을 통해 농

작물 보험료의 30%에 해당하는 보조  (달러 액으로 65% 보장에 한함)이 승

인되었다.

하지만 1980년도와 1990년  에도, 상당한 액의 연방 기 이 특별 재난 

지 으로 할당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에는 1994년 법을 통해 가격 지원 

로그램과 특정 출  기타 혜택에 따라 정부보조 을 받을 자격을 가진 농

민을 상으로 기본 수 의 농작물 보험 로그램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천

재지변 보장 보험을 (CAT coverage) 만들었다. CAT 보장 보험에 가입할 경우 

평년 수확의 50%를 과하는 손실에 해, 당해 년도 농작물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CAT 보험의 보험료는 모두 보조 으로 처리된다. 

본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가입된 해당 카운티의 농작물 당 50달러 ( 재는 100

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가입된 다수의 농작물과 카운티 수에 한 최  

액은 정해져 있었다. 액이 더 큰 보장보험에 한 보조 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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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의회는 상기 보험가입 의무를 폐지했다. 하지만 기타 다른 혜택을 받

는 농민은 농작물 보험을 구매할 의무가 있었다. 농작물 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당 수확년도에 받을 수 있는 재난 혜택을 받을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이

러한 의무는 아직도 유효하다. 

같은 해에 FCIC 로그램과, 기타 보험과 련되지 않은 기 리  교육 

로그램(미국농업을 지원하는)을 집행하기 한 목 으로 기 리 기 리

국(RMA)이 설립되었다. 

연방 농작물 보험 

개의 경우 보험은 공제 액을 과하는 수확물 손실을 보장한다. 손실은 

농민의 통제를 넘어서는 불가피한 재난이어야 한다. 지난 2, 3년간 수확 보장과 

가격 보장을 통합하는 상품이 도입되었다. 이 상품은 표  수확손실 보장으로 

커버되는 험에 추가하여, 보험기간 동안에 시가(market price)의 변화로 발생

한 가치의 손실을 보장한다. 농작물 보험 역시 일반 으로 날씨의 향으로 재

배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품질 손실과 같은 기타 불운한 사태에 해 피보험

자에게 보상을 한다. 

동 농작물 보험 로그램에 공공  민간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계가 결과 으로 수반된다. 피보험자인 농민과 보험사 간에 보험 계약이 존

재하고, FCIC가 개발한 보험상품이나 보험사가 개발하고 FCIC가 승인한 상품

에 해서는 FCIC가 보험료와 보험 약 을 정한다. ( 력 인 재정 지원 약정) 

수확물에 기반한 보험 보장 (Yield-based (APH) Insurance Coverage)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실제 생산 력 (Actual Production History, APH)보험은 가뭄이나 과도한 습

도, 우박, 바람, 서리, 해충  질병과 같은 자연  원인에 의해 수확손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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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농민은 보장을 원하는 평균 수확량을 결정하

는데, 50-75% 범 에서 선택한다. (일부 지역에선 85%까지 가능). 한 보장받

기 원하는 상 가격에 한 퍼센트도 선택하는데, RMA가 해마다 정하는 농

작물 가격의 55-100% 사이에서 선택한다. 수확물량이 보험에 가입한 것보다 

은 경우, 농민은 그 차이에 근거한 보상 액을 지 받는다. 보상 액은 이러

한 차이에 농작물 보험 구매시 선택한 보험가격 퍼센티지를 곱해서 산출한다. 

그룹 험 계획 (Group Risk Plan) 보험은 해당 카운티 지수(county index)를 

기 으로 손해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에 한 해당 카운티의 

수확량이 (국가농업통계국 (NASS)에서 결정), 농민이 선택한 트리거 벨보다 

낮을 때 보상 이 지 된다. 보상  지 은 개별 농민의 손실 기록에 기 하지 

않는다. 용되는 수확량 수 은 상되는 카운티 수확량의 최  90%까지 가

능하다. GRP 보장은 상기 언 된 개별 농민에 한 보장에 비해 서류작업이나 

비용이 게 든다. 하지만 개별 농작물 손실이 있다 하더라고 해당 카운티의 

수확량이 그와 유사한 정도의 손해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농작물 손실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농작물 손실유형이 체로 카운티 손실 유형을 따

르는 경우에 많이 선택되는 보험이다. 

달러 랜(Dollar Plan) 은 손해의 발생으로 수확량 부족 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농작물 가치가 하락되는 경우를 비한 보장 보험이다. 보험 액은 특정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 로 산출한다. 년간 농작물의 

가치가 보험 액보다 을 때 손해가 발생한다. 최  보험 액이 계리 문건에 

기재된다. 가입자는 CAT (천재지변 수 의 보장) 는 추가 인 보장 수

(additional coverage levels)과 동일한 정도의 최  액에 한 해당 퍼센트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 보험 계획 (Revenue Insurance Plans)은 다음을 포함한다.  

(소득에 기 한 모든 옵션은 소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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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조정 (Adjusted Gross Revenue, AGR) 보험은 가축에서 발생되는 소액의 

소득을 포함하여 개별 농가의 평균 총 소득에 한 일정 퍼센트를 보장함으로써 

개별 농작물이 아닌 개별 농가 체의 소득을 보장한다. 본 보험은 해당 생산자

의 Schedule F 세무신고 양식과 당해 년도 상 농가소득 정보를 사용한다. 

작물수입보장 (Crop Revenue Coverage, CRC) 보험은 가격  수확 측치에 

기 한 소득 보장 보험이다. 보장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손해의 발생시 조생 

수확 (early season) 가격이나 수확철 가격보다 높은 수 으로 보장한다. 

그룹 리스크 수입보장 (Group Risk Income Protection, GROP) 보험은 보험 가

입된 해당 농작물에 한 카운티 평균 소득이 농민이 선택한 소득보다 낮은 경

우에만 보상 이 지 되는 보험이다. 

수입 보장 (Income Protection, IP) 보험은 농작물의 가격이나 수확량이, 조생 

수확(early season) 측치에 비해 떨어질 때, 총 수입의 감소를 보장하기 해 

고안된 보험이다. 보장내용의 결정에 해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을 참

조하라. 

소득 보장 (Revenue Assurance, RA) 보험- 생산자가 상 소득의 65-75%에 해

당하는 목표소득을 달러 액으로 선택하는 달러화 보장 보험이다.  보장내용

의 결정에 해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라. 

증권 배서 (Policy Endorsements): 

천재지변 보장 (Catastrophic Coverage, CAT) 보험은 농작물 손실이 50%를 

과할 경우, 해당 손실에 하여 기존 상품 가격의 55%를 지 한다. CAT 보장 

보험료는 연방정부가 지 하지만 보험에 가입된 카운티 별 각 농작물에 한 

행정처리 비용 100달러는 생산자가 지불해야 한다. 재원이 부족한 농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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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비용을 철회할(waiver) 수 있다. CAT 보장이 모든 형태의 증권에 다 

용되지는 않는다. 

3.2.17. 농촌 개발국 (RD) 

농 개발국은 연방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농 지역이 개

발되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RD는 어려운 지역사회를 상으로, 재정  기술 

자원을 제공한다. 

농 개발 업무는 다음의 역에 그 이 있으며, 이러한 역들에 해서

는 농 개발 담당 차 에게 보고한다. 

  ∙ 력  개발과 기술 지원  기타 비즈니스 발  로그램을 포함한 비즈

니스 로그램 

  ∙농 지역 사회 출 로그램뿐 아니라 농 지역 주택 로그램을 포함하

는 주택공  로그램

  ∙수도  하수구 로그램과 더불어 화  기 로그램을 포함하는 유

틸리티 로그램 

  ∙효과 인 지역사회 발  기법을 보여주고 해당 지역사회에 독특한 긴  

경제발  이슈를 다루기 한 특별 이니셔티 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발  

로그램 

농 개발국의 임무는 농  지역의 개인, 지역사회  기업이 재정 ,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출  보조  로그

램의 몇 가지를 소개한다.  

  - 기업 출  보조  

  - 조합 보조   기타 로그램 

  - 일 인 가족 주택 출  보조  

  - 이 인 이상 가족 주택 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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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시설 출  보조

  - 기 련 출  기타 로그램 

  - 통신 련 출  보조  

  - 수자원 련 출  보조  

  - 지역사회 발  로그램 

3.2.18.  농무부사무국 

농무부는 12개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들은 부분 부처 내 활동을 리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이들 실국의 기능을 여기에 따로 설명하지 않

겠다. 다만 수석경제 실은 경제  정책 이슈에 해 다른 국들(agengcies)과 

긴 히 력하여 일하므로 OCE에 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아래에 OCE의 기

능과 조직에 해 설명하고 있다. 

수석경제 실 (OCE)은 미국 식품, 섬유소 시스템과 농 지역에 향을 미치

는 정책, 로그램이 갖는 경제  의미에 해 농무부 장 에게 조언한다. 

OCE는 해당 제안(proposals)의 향을 분석하고 농무부 내 여러 기 의 반응

을 조정함으로써 농무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 농무부 로그램이나 정책의 

변경 제안에 한 분석요청은 장 과 기타 행정 료(Administration officials) 

 미의회 의원에게서 나온다.

재 수석 경제  Joseph W. Glauber가 수장을 맡은 OCE는 다음의 일곱 유

닛으로 조직되어 있다. 1) 세계 농업 망 이사회 (Board)  2) 험 평가  비용 

혜택 분석실, 3) 로벌 체인지 로그램실, 4) 지속가능한 개발, 5) 농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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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6) 에 지 정책  신규 용도, 7) 날씨와 기후  

OCE가 일반 으로 담당하는 기능 가운데, 요하고도 가장 두드러지는 기

능은 다음과 같다. 

  ∙OCE는 월간 보고서인 세계 농산물 수  망치(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를 발간한다. 본 보고서는 국제 농산물 측

치에 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OCE 는 농작물과 련된 세계 기상 상황을 요약하는 주간 날씨와 농작물 

망(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을 발간한다. 

  ∙OCE는  192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해마다 열리는 농무부의 농업 망 

포럼(Agricultural Outlook Forum)을 조직한다.   



121

제4 장

기  간 조

많은 농업 정책이 농무부 이상의 제도  조직과 련 된다. 일반 으로 농업 

정책 을 고안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내 여러 기 과 기타 독자 인 기

들이 계한다. 행정부에서 농업 정책 고안을 고려할 시, 농무부가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리  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the Budget) 

(OMB)과 무역 표부실(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과 같

은 기 도 여된다. 경제자문 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는 

백악 의 다른 자문 들에게 경제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농업정책에 한 내부 

심의 시 참여한다. 한 백악 에는 농업문제를 담당하는 고  자문 이 있어 

통령이 의회와 상 시, 그리고 통령이 무엇에 서명하고 무엇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개 비정부 단체를 포함한 많은 개체들이 정부 정책 고안 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여 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본 장에서는 정책 고안

보다 정책 집행에 을 두고자 한다. 이는 각 정부 조직 간 할권이 분명하

다는 을 고려해볼 때 정책 고안 시 각 기 의 역할보다 정책 집행 시의 각 

기 의 역할이 더 규명이 잘 되며 이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농업

분야의 요 정책 집행과정에 다른 기 들이 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 설명된 내용은 모든 사항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며 일부 주요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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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기술하고 있다.  

4.1. 국제 무역 

열 두 곳 이상의 정부 기  (government agencies), 커미션(commissions)  

국제 재 소가 국제 무역의 일부 측면에 한 할권을 가지고 있다. USTR은 

국제무역 련 문제에 해 주도 인 입장을 가지며, 이들 여러 정부기  

(agencies)이 USTR과 긴 하게 력한다. 농산물 무역과 련해서는 농무부의 

FAS가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FAS는 시장 개척과, 국제무역 정  상, 통

계  시장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 농무부의 해외 활동에 한 주요 업무를 책임

진다. FAS는  농무부가 수출 신용 보증과 식량 지원 로그램을 집행한다.  

농산물 무역정책을 고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다른 기 들

이 직간 으로 여된다.  

  ∙상무부의 Bureau of Census는 외국 무역 통계치를 작성, 업데이트 한다. 이 

통계치는 미국 수출업자를 주, 상품  국가 별로 추 , 분류한다. 

 

  ∙보건･인  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식품의

약청 (FDA)은 농산물 무역의 견실성과 안 을 수호한다. 일례로, FDA는 

미국의 BSE 발생시 요한 역할을 했다.  

 

  ∙교통부 역시 무역에서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공해 (high wa-

ters) 상에서의 통상의 흐름이 아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 을 설정하는 

데 있어 주요한 이해당사자이다. 미국의 수출입 물량  95% 이상이 선박

으로 수송되며 이들 선박의 다수는 외국 선박이다. 해안경비 가 세계 

선박에 용되는 동일한 국제 기 의 개발에 주도 인 역할을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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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방 고속도로 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역시 고속도로

와 기타 연방 도로를 유지, 리하며 고속도로 규제를 집행한다. 이들 규제

는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국경 무역 시 고려의 상이 된다.

  ∙연방 무역 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국내  외국 기업의 시

장 왜곡 가능성과 불공정 행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EPA의 Office of Pesticides Programs은 각 해외 정이 화학물질 리와 

련된 미국의 국내 기 에 부합하도록 하기 해 다른 정부 기 들과 

력한다.

  ∙미국 국제 무역 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정부 입법 

련 기 과 집행 련 기  모두에 무역 련 문지식을 제공하고 수입

이 미국 업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며 특허, 상표권  권 침해와 같

은 불공정 무역 행에 한 조치를 결정한다.  

  ∙APHIS는 안 한 국제 무역을 진하고 동물의 건강을 모니터하거나 국경

에서 발되는 유해물의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식물과 동식물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안보부(DHS)의 세   국경 보호 부서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는 2002년부터 입국항에서의 동물 검역 검사활동 업무를 담당해왔다.

4.2. 식품 안  

미국의 식품안  규제  시행은 농무부와 식품의약청의 업무이다. 농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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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의 보건규제기 인 식품 안  검사 서비스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통하여 육류 검사를 리하고, FDA는 과일과 야채에 한 검사를 

할한다. 수입 식품의 경우, DHS에서 국경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APHIS도 동식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함으로써 식품 안  문제에 여한다. 

4.2.1.  육류 및 가금류 제품  

농무부의 식품안 검사국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FSIS)은 한 세기 

이상을 육류  가 류의 가공을 규제해왔다. 미국 육류, 가 류 식품 안  규

제의 핵심은 1996년 병원체 감소/유해 분석 요 리 포인트 (HACCP) 규제

이다. 본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육류  가 류 시설은 서면으로 된 생 기  운  차를 개발, 이

행하도록 의무화한다.

  ∙도살 식물(slaughter plants)를 통한 일반 E. coli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살모넬라 균에 한 병원균 감소 이행 기 을 수립한다. 본 기 은 도살 

시설과 갈은 날(raw) 육류 생산자가 반드시 수해야 한다 

  ∙모든 육류  가 류 시설이 HACCP 로그램을 개발, 이행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 규제의 목 은 생산자가 자체 HACCP 로그램을 이행, 유지하고 이행에 

기 한 기 (식물과 련하여 반드시 수해야 하는 기 )을 도입할 것을 의무

화하며, 날(raw) 제품 생산자가 자체 식품 안  과정 리 시스템을 검증할 목

으로 제품을 테스트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식품 안 에 한 책임을 민간 시

장에 이 시키는 것이었다. 육류  가 류의 식품 안  이행 기 은 병원균 

허용치에 기 한다. 규제집행자들은 이행을 감시하지, 생산자가 이들 허용치를 

어떻게 수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이행은 생산자가 본 기 을 만족시켰는

지 여부에만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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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주 정부의 역할 

육류  가 류 시설은 연방 검사나 주 정부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주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검사에 하는 것으로 

본다. APHIS는 주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해 부분 인 재원을 조달한다.   

4.2.3. 신선 과일과 야채 

미국 식품의약청 (FDA)은 신선 과일과 야채에 한 식품 안 을 감독한다. 

FDA는 농장에서의 신선 제품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에 을 두기 시작했다. 

1998년 FDA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이기 한 목 으로 우수 농산물 리

(GAP)에 한 자발 인 지침을 발간했다. FDA는 재의 기술로 미생물 오염 

험을 일 수는 있어도 완 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을 인정한다. 본 지침은 

많은 미국 생산자와 미국 시장을 상으로 생산하는 외국 생산자에 의해 이용

되고 있다. GAP은 모든 신선 과일이나 야채에 용될 수 있는 일반 지침이다. 

신선 과일이나 야채 재배자가 GAP을 선택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 미생물 오염 발생이 특정 상품에 기인한 경우에, 본 오

염발생에 책임이 없더라도 모든 재배업자는 소비자 수요감소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GAP을 채택한 농민은 그런 경우에 손해를 일 수 있다. 

GAP을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재배자가 GAP을 수할 

것을 재 많은 소매  식품서비스 바이어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바이어들은 GAP 지침을 능가하는 식품안  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재배자

는  GAP을 채택함으로써 폭넓은 시장 근성을 가질 수 있다. 비용측면에서 

볼 때, GAP의 채택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이 그것도 단 시일 내에 투자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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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소규모 재배자가 GAP을 채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는데, 이는 결과 으로 업계에 구조 인 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시 치 식품에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진 한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재배하는 모든 재배자에게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다. 미국 시 치 생산자들은 2006년 가을 E coli 오염의 규모 발생 

이후 FDA에서 소비자들에게 지에 든 신선 시 치를 사먹지 말 것을 권고했

을 때 엄청난 매손실을 겪었다.

부 상품 재배자 그룹은 식품 안 에 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재배자들로부

터 업계를 보호하고자 특정 식품안  행을 강제화하는 계획을 고려 에 있

다. 2006년 캘리포니아 시 치와 련된 식품 질병의 발생 이후, 재배자들은 

캘리포니아 녹색 잎 야채 상품 취 자 마  약을 (California Leafy Green 

Products Handler Marketing Agreement) 발족시켰다.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녹

색 잎 야채 취 자들이 캘리포니아 산 상품과 련하여 새로운 식품안  기

인 최 행 (Best Practices)을 수하는 재배자들에게서 구입한 상품만 팔겠

다고 자발 으로 동의했다. 재배자들은 본 기 의 수여부를 장 감사를 통

해 인증 받는다. (http://www.ers.usda.gov/briefing/foodsafety/private.htm) 

4.3. 해외에서 유입된 유해물(pest)과 침입 종 

4.3.1.  연방 정부 

연방정부의 페스트 통제 책임과 권한은 국제 무역과 해외 여행  한 주와 

다른 주 간의(interstate) 무역에 한 연방 정부의 할권에서 비롯된다. 연방 

기  사이의 할권 차이는 외국의 페스트가 미국에 유입되었는지 여부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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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페스트가 리 퍼졌는지, 그리고 유입된 페스트가 농산물 생산 / 는 인

체 건강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수많은 연방 정부 부처와 기 이 침입 종을 다룬다. 1999년 통령령 13112

을 통해 국가침입종 원회(National Invasive Species Council)가 창설되었는데, 

이 원회에는 EPA,  국제발  에이 시(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 무역 표부, 국립 우주항공국 (NASA) 뿐 아니라, 농무부, 상

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내무부, 국무부, 교통부와 재무부가 포함된다.  

농무부 내 APHIS가 농작물과 동물 자원 보호에 주요책임을 지고 있다. 

APHIS는 동식물 건강에 련된 문제에 해 많은 규제 활동을 한다. APHIS 

안의 식품 보호  검역 (PPQ), 수의 서비스 (VS)  국제 서비스 (IS) 유닛은 

동식물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연방정부는 입국항만 검사 집

행 책임을 APHIS에서 DHS로 이 했다.  

http://www.ers.usda.gov/Briefing/InvasiveSpecies/institutions.htm

APHIS는 DHS 내의 세   국경 보호(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부서와 력하여 미국에 유입되는 외국 동식물 페스트를 방하고 이기 

한 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다. 역사 으로 볼 때, APHIS와 그 신 기 들은 

입국항만 검사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APHIS는 재 

“safeguarding” 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해안 감시  통제 로그램, 

입국항 로그램, 미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질병의 검출, 검역, 근  는 

리를 한 로그램을 포함한다. 

APHIS는 수업품에 해 동물건강  식물 생 기 을 정하며, WTO와 

NAFTA의 동물의 건강과 식물보호 문제에 있어 미국 측 상기 이다. DHS 

하에서, 농업검역검사(Agricultural Quarantine Inspection, AQI) 로그램을 시

행하는 직원들은 페스트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유입이 지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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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기 해 입국항 검사를 실시하고 페스트의 유입을 막기 한 조치를 결

정한다. 국제 항공 승객과 상업용 비행기, 선박, 철도차량, 트럭에서 나오는 이

용자 요 은 본 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한다. APHIS는  세 통과  검사, 

상품의 처리 / 는 검증을 실시하고 승객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에 본 승객

과 화물을 검사한다. 국외 으로 오 쇼어 로그램에서, APHIS는 외국과 력

하여 이들 국가에 존재하고 미국에 유입이 우려되는 페스트를 감시, 리한다. 

더불어, APHIS는 페스트나 질병 유발미생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품을 상으로 한 수 지 로그램을 운 한다. APHIS는 다량의 수품 통

로의 역할을 하는 캘리포니아 주와 로리다 주와 특별 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BSE 의 경우처럼 인체 건강에 련된 사안은 규제  조사 과정에 

식품의약청이 여한다.  

4.3.2. 주 정부

APHIS는 주 정부와 력하여 미국에 유입된 페스트를 탐색, 감시하고 일부 

페스트를 근  는 리하기 한 로그램을 운 한다. 각 주에는 해당 주만

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페스트 문제와 제도  체계  규제 당국이 있다. 50개 

모든 주에는 (그리고 푸에르토 리코) 묘목, 종자  기타 번식물을 실은 선 물

을 규제하는 식물 건강 기 이 있다. 일부 주는 유해성 잡 를 규제하고 다른 

주에서 들어오는 상품과 페스트의 유입을 규제하거나, 근  는 리 로그

램을 시행한다. 50개 모든 주(그리고 , 푸에르토 리코와 버진 군도)에 주 수

의사와 (a State veterinarian) 동물과 동물 제품의 유입을 규제하고 동물 건강 

문제를 다루는 기 이 있다.

각 주에는 규제 당국이 있지만, 외국과의 무역이나 주와 주끼리(interstat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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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에는 없다. APHIS는 력 로그램이나 특별 긴  차를 통해 해당 주 

내의 페스트를 처리한다. 주 정부 기 은 동식물 페스트의 감시, 검역, 교육, 

리 로그램 운 에 있어서 자주 APHIS와 력한다. 

http://www.ers.usda.gov/Briefing/InvasiveSpecies/institutions.htm

4.4.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 정책은 주로 농무부, 에 지부, 교통부와 환경보호청(US EPA)

이 담당한다. 재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 련 정책은 2008년 농업법과  

2007년 에 지 자립  보안 법의 일환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바이오 연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바이오 연료의 양 인 측면

에서 사용 명령(mandate)을 명시하고 있다. 본 법은  연구  처리에 한 보

조  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008 년 농업법안에는 제한  공  보조뿐 

아니라 에탄올 수입에 한 특별세의 확 와, 에탄올 혼합 세액공제를 포함하

고 있다. 농무부의 에 지  신규 이용 (Office of Energy and New Uses)담당 

부서는 바이오 연료 문제에 한 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로그램의 시행 책임은 여러 기 에 나뉘어져 있는데, 수입 세의 경

우 세 뷰로(Customs Bureau)에, 소비세 공제의 경우 재무부에 있다. 재 

요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2007년 에 지법의 명령(mandate)을 수하기 

한 재생연료 기 을 결정하는 것이다. EPA가 이 기 을 설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재 규정을 만들고 있다. 고려 사항 에는 온실가스 감소에 한 재생

연료의 기여가 포함된다.  

바이오 연료 정책은  미국 내 주 차원에서도 시행된다. 많은 주가 보조 , 

세  혜택, 기타 바이오 연료를 지원하기 한 정책을 시행한다. 재 각 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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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인 가장 요한 이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개발 인  탄소 연료

의 기 이다.  캘리포니아 기자원 원회와 에 지 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and Energy Commission)는 재 캘리포니아에서 사용 가능한 

연료의 기 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료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연료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주에서 채택되는 기 을 설정하기도 한다.

4.5. 환경 보  

수많은 연방 정부 부처와 기 이 환경  보  문제를 다루고 여하고 있지

만 농업 련 보 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기 은 세 기 , 즉 농무부, 내무부, 

EPA이다.

농무부  천연자원  보 국(NRCS)이 이러한 노력을 주도한다. NRCS는 농

경지와 깨끗한 물과 기를 보 하기 해 환경품질개선 로그램 (EQIP)과 같

은 많은 로그램을 운 한다. (제3장의 NRCS 부분을 참조하라) 최 의 토지 

퇴역(retirement) 로그램인 보 지역 로그램(CRP)은 농업서비스국(FAS)과 

력 하에 운 된다. (본 로그램의 운 은 FAS가 하지만 NRCS는 부식가능한 

토지 등과 같이 본 로그램을 운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 지원을 제공한다).  

EPA는 가축 생산자의 오염원(point-source) 리 업무를 담당한다. EPA는 농

지 행에 한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 규제자의 역할을 한다. EPA의 규제는 

체로 규모 낙농 농장과 가축 비육장  돼지의 finishing operations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의(confined) 동물 사육에 용된다. 더욱이, 최근에 에탄올이 가

솔린과 혼합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EPA의 역할이 단히 요

해졌다. 에탄올의 휘발성 때문에 기 품질이 문제가 되고 있어 EPA는 연료 

혼합물로서의 에탄올 사용에 한 규제 개발에도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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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허용과정에서 주  지역 규정은 해당 지역 체의 동물 집도를 제한

하고 농업 행을 제한함으로써 주요한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  지역 환경

규제당국은  환경의 품질에 향을  수 있는 농작 행도 제한한다. 캘리포

니아의 경우 벼짚이나 나무를 태우거나,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행 는 주 

규제당국에 의해 지되고 있다. 더욱이, 농민들이 살충제를 구입하려면 주 규

제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살충제의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 

내무부는(DOI)는 5억 에이커, 즉 미국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토지면

(surface land)을 리한다. DOI는  다양한 수자원  지하수 자원 리도 담

당하고 있다. 토지개간뷰로(Bureau of Reclamation)는 479개의 과 348개의 

수지를 리하는데, 이들 과 수지는 서부 지역의 농민이 사용하는 개

수의 상당 부분을 공 한다. 많은 농업 보  로그램들이 토지와 련이 있으

며, 늪지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 에 한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농민들도 일부 있다.   

4.6. 식량 지원 

4.6.1. 국내 식량 지원

농무부 내에서 국내 식량원조는 개 식품․ 양국(FNS)에서 담당하고 있다. 

FNS의 주요 임무는 식량 안보를 증진하고, 아동과 임 층이 식량과 건강한 먹

거리에 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아를 이는 것이다. FNS는 보충 양식지

원 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Food Assistance Program, Food Stamp 

Program) 과 학교 식을 비롯한 많은 식량지원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FNS는 식량지원 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는 다른 기 들과 력하여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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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농무부의 농업마 국 (AMS) 은 국학교 식 로그램과 기타 연

방 식 로그램을 지원하기 해 다양한 식품을 구입한다. 본 로그램에 따

라 주로 구입되는 신선  가공 식품에는 과일과 야채,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

류와 계란 제품  생선이 포함된다. 

4.6.2.  국제식량지원

농무부는 국제식량지원에도 기여한다. 농무부는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와 함께 미국식량지원 로그램

의 행정업무를 분담한다. 농무부는 세계 식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해 몇 개의 로그램을 통해 식량지원을 제공한다. FAS가 농무부의 국제식

량지원 노력을 주도한다. 잘 알려진 PL480에 의해 승인된 미국의 식량지원은 

FAS의 신 기 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FAS가 운 하는 국제식량지원은 

FSA 산하에 있는 CCC의 지원을 받는다. CCC는 기타 정부기 과 외국정부에 

한 주요농산물의 매와, 국내, 외국 는 국제구제기 에 한 식량 기증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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