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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농업·농  선진화의 일환으로 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선진화된 농정 거버 스의 한 유형으로 농업회의소에 한 심이 

증 하고 있다. 농정 거버 스는 농정추진체계와 히 결부되어 있기 때

문에 거버 스의 선진화는 농정추진체계의 개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농정추진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지방농정조직이다. 이것은 지방농정

조직이 농업‧농 정책을 농 장에서 실행하게 하는 기능과 농 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앙농정에 반 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 과제를 농정추진체계의 개편에

서 시작하여 지방농정 거버 스의 개선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략으로 해

결하고자 하 다. 이 과정에서 농정추진체계 개편방안과 농업회의소 도입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그동안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연구가 지방농

정 추진의 제도개선과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를 한 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2010.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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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지방농정 추진실태  농정 거버 스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

제 을 도출하고, 지방농정 추진의 합리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추진체계

의 개편방안과 실질  정책참여에 이르는 농정 거버 스 선진화 방안을 제

시함에 그 목 이 있다. 

  연구내용은 크게 거버 스 이론, 지방농정 추진  농정 거버 스 운용

실태, 외국의 련 제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버 스 이론에서는 거버 스에 한 이론  근거로 그람시의 시민사

회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 역이론을 분석하고, 역사 이고 실  근거로

서 조합주의 이론을 고찰하 다. 그리고 거버 스의 정책  개념화와 유형

별 단계를 제시하는 정책참여이론을 검토하고, 국가행정 차원의 선택 안

의 하나로 등장한  뉴거버 스 이론을 고찰하 다.

  지방농정 추진실태에서는 행 농정추진체계  집행실태의 문제 을 

분석했다. 이를 보면 지방농정의 주체인 시‧군청은 해당 지역에 투융자되

는 농림수산사업  농업정책 융 모를 완 히 악하지 못하고 보조와 

융자를 상호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이 리하는 산사업

(보조  자체사업)은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 상자의 우선순 를 정하는 

형식 인 차를 거치지만, 농 이 심이 되는 융자사업에는 그러한 심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과 시‧군의 자체사업, 

한 농정 련 경상업무를 추진하는 시‧군의 농정조직은 과 한 업무 부

담으로 주어진 과업을 완 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농정 거버 스 운용실태에서는 농정심의회의 운용 황과 지역에 따

라 자발 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업‧농  거버 스 사례를 조사‧분석하

다. 농정심의회는 농정의 합법  거버 스로서 지역단 별로 제도화되어 

있고,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군 농정심의회가 운용되고 있지만, 실

제로 시‧군 농정심의회는 제도의 입법취지 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그나



iv

마 운용되는 제도 한 형식 인 수 에 머물고 있다. 

  지방농정  농정 거버 스와 련한 외국 사례로는 일본의 지방농정국  

유럽 3개국의 농업회의소, 랑스의 도농업지도 원회, EU의 LEADER 

로그램을 조사‧분석하 다. 일본의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이 수립한 정

책을 지방 실정에 맞게 실시하는 농림수산성의 외청이다. 일본은 기본 으

로 지방에서 기획·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앙정부가 직  담당할 수 있

게 하는 앙사무의 지방집행조직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오스트리아· 랑스 3개국 농업회의소는 모두 공법에 의해 설립된

다는 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농림업 종사자의 자치조직이라는 

, 그리고 기 의 고유업무가 농기술  경 지도와 직업교육 같은 

농민 서비스라는 도 공통된다. 동시에 이 기구들은 조직구성체계에서 차

이가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력하는 거버 스의 유형에 상당한 차이

를 갖고 있다. 독일식 거버 스 형태는 농정집행업무의 민 화로, 오스트

리아는 정책자 (직불 ) 리업무의 행으로, 랑스는 지방농정 심의기

구로의 특성을 보여 다. 

  랑스의 도농업지도 원회가 주는 제도  시사 은 무엇보다 지역의 

발 계획 수립과 지역농업의 투융자 우선순  결정이 앙정부나 시장기

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논의를 통해 자율 이고 민

주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도농업지도 원회는 외형상 우리나라

의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실

질 인 심의기구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거버 스로 기능하고 있다. 

  EU의 LEADER 로그램은 농 지역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해 신

인 소규모 개발 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특

히 지역의 농업‧농  련 거버 스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농 공동체로 하여  자발 으로 지역개발 로그램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거버 스 체제 구축을 한 주체  역량을 양성할 수 

있다. 

  지방농정 거버 스를 선진화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지방농정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과 거버 스 제도를 신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지방농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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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은 재 사업지원방식 주로 되어 있는 농림수산

사업의 추진체계를 사업의 성격  효과를 고려한 농정사무 구분 주

의 추진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별로 리

하던 농정추진체계를 앙사무와 지방사무별로 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그리고 앙사무를 효율 으로 리‧집행하기 하여 시·군 단  조직을 

갖는 가칭 ‘지방농업청’을 설치한다. 농림수산사업의 지방사무 추진에 있

어서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재량권을 폭 확 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세부

사업에 한 산배분, 집행  리‧감독을 담당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

업을 선정‧시행토록 하고, 농식품부는 사업에 한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

를 통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게 한다. 한 지방사무에 한 민주 이고 

공정한 추진을 해 농정심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 , 상설 으로 참여

하는 지방농정 거버 스를 신설 는 개편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지방농정 거버 스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먼  농정심의회의 제

도  운용을 개선하는 것과 지역에 따라 자발 으로 운 되는 농업‧농  

거버 스를 지원‧육성하는 정책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다. 지방농정 

거버 스를 선진화하는 보다 궁극 인 방안은 지방농정의 집행과 련한 

지역 단  거버 스를 농어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농어업인들의 의기구, 즉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통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자발  농정 거버 스를 한 토 를 마련

하고, 설립되는 농업회의소의 농정 거버 스 활동(형태)에 한 의견수렴

을 통해 실질  정책참여 거버 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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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es and Tasks for Improving the Local 
Governance of Agricultural Policy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making the local gover-
nance of agricultural policy more rational and effective. To do so, the 
problem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are 
analyzed.

The policy measures for restructur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agricultural policy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agricultural policy are 
classified into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operations ac-
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a system of 
managing the administrative work will be established.  

Secon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central affairs, a new ad-
ministrative agency, tentatively named as “Local Administration of 
Agriculture,” should be set up. The study finds that it is desirable to re-
structure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nd re-establish it as the new agency.

Third, a great deal of discretion is given to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localized affair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Local gov-
ernments are in charge of budget allocation and implementation and super-
vision of detailed projects, wherea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termines the continuity and nullification of proj-
ects through monitoring and evaluation.

Lastly, the governance system of local agricultural policy is either 
replaced with a new system or restructured so that the administrative work 
at the local level can be carried out in a democratic and fair manner.  
Th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of agricultural policy at 
the local level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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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Agricultural Policy Commission should be reformed 
institutionally. The main issues for deliberation should be set on agricul-
tural/rural development plans. Operational guidelines should be established 
to secure regular meetings and real discussions. Detailed plans should also 
be made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substantive deliberation of rural 
development plans, and way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at are needed 
to implement the rural development plans should be drawn up in a plan. 
Second, policy programs that either support voluntary governance in tune 
with local characteristics or strengthen governance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 Although providing support for the governance is important, the 
more important thing here is to promote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ird, introducing a “Chamber of Agriculture” that fits our situation 
should be carried forward as a way of improving the governance of agri-
cultural policy. The key to launching the new entity is how to organize a 
working group whose basic function is to provide services to farmers. 
Basically, the Chamber of Agriculture has the intrinsic function of provid-
ing guidance (consulting) and vocational education to farmers. And this 
function is tied to the question of how to match it with other institutions 
that already provide such services to farmers. In regard to the organization 
of a working group, we suggest three policy options: First, restructure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nto a working group. Second, restructure 
the guidance division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nto a working group. Third, let the Chamber of Agriculture reshape the 
working group on its own. 

Researchers: Soo-Suk Kim, Gyu-Cheon Lee, Kwang-Soo Kim
E-mail address: soosuk@krei.re.kr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내용과 방법 ··················································································6

제2장  거버 스 개념과 이론 

1. 거버 스의 개념  이론화 과정 ························································9

2. 거버 스의 이론  근거 ·····································································15

제3장  지방농정 추진  농정 거버 스 운용 실태 

1. 지방농정 추진 실태 ············································································29

2. 지방농정 거버 스 운용실태 ·····························································60

제4장  외국의 지방농정 추진  거버 스 운용 제도

1 일본의 지방농정국 ···············································································73

2. 농업회의소 ·························································································77

3. 랑스의 도농업지도 원회(CDOA) ·················································88

4. EU의 LEADER 로그램 ································································90

제5장  지방농정 추진체계  농정 거버 스 개선방안

1. 지방농정 추진체계 개선 ·····································································93

2. 지방농정 거버 스 선진화 방안 ······················································107



x

제6장  요약  결론

1. 요약 ·····································································································117

2. 결론 ·····································································································128

부록1: 양시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 ················································130

부록2: 지방농정 추진  농정심의회 운용 황에 한 설문조사 

집계표 ·····························································································133

참고 문헌 ····································································································141



xi

표 차례 

제2장

표 2- 1.  거버 스 개념·이론의 변화과정 ···········································14

제3장

표 3- 1.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내역 ················································30

표 3- 2.  농업정책 융 규모의 변화 ····················································37

표 3- 3.  농업정책 융 출창구별 구성(잔액 기 ) ·························37

표 3- 4.  농업정책 융 출  규모(연도별 잔액) ·····························38

표 3- 5.  농정조직과 지도조직 통합 시·군 황 ································45

표 3- 6.  지자체 농정의 핵심 인 주체 ··············································46

표 3- 7.  시·군 농정조직의 농정업무 부담 정도 ································47

표 3- 8.  지역의 농정조직 간 력 정도 ·············································49

표 3- 9.  2010년도 양시 농정사업 내역 ··········································52

표 3-10.  양시 농정 련 경상업무 내역 ···········································55

표 3-11.  농정심의회 회의방식 ·····························································61

표 3-12.  행 농정심의회에 한 평가 ··············································62

표 3-13.  부여군 농정심의회 운용 사례(2010년도) ····························63

제4장

표 4- 1.  독일의 농업청  농업회의소 비교 ·····································78

표 4- 2.  오스트리아 주별 농업회의소 선거결과(2003～2006) ·········81

표 4- 3.  니데르외스터라이히 주(州)농업회의소 선거결과(2010) ·····82

표 4- 4.  유럽의 농업회의소 비교 ························································87



xii

제5장

표 5- 1.  농림수산사업의 앙·지방사무 분류 ····································99

표 5- 2.  농정심의회를 체하는 농민단체 심의 의기구 설립 ··· 113



xii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거번먼트와 거버 스의 차이 ·············································11

그림 2- 2.  그람시의 사회모델 ······························································16

그림 2- 3.  하버마스의 사회모델 ··························································18

그림 2- 4.  정책참여의 형태 ·································································23

그림 2- 5.  체계이론의 흐름도 ····························································25

제3장

그림 3- 1.  농림수산사업 추진체계 ······················································34

그림 3- 2.  농축산경 자  출 차 ··················································39

그림 3- 3.  벼 매입자 지원사업 추진체계 ·········································42

그림 3- 4.  보조사업 추진 방식 ····························································48

그림 3- 5.  농정 련 조직들 간 계 정도 ·········································49

그림 3- 6.  양시농업기술센터의 조직도 ···········································51

그림 3- 7.  양시 보조사업 추진조직 계도 ···································56

그림 3- 8.  양시 융자사업 추진조직 계도 ···································57

그림 3- 9.  양시 농정 경상업무 추진조직 계도 ··························58

그림 3-10.  진안군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68

제4장

그림 4- 1.  일본 지방농정국의 조직 체계 ···········································74





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1.1.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농정에의 주민 참여의 확  등 행정행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주민 스스로 지방의 발 을 도모한다는 정신과 

참여제도 면에서 많은 진 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실질 인 정책참여 형태

의 거버 스로까지 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지방농정이 여

히 자율 인 추진체계를 갖지 못하고 앙농정의 집행기능 주에 머물고 

있어 지방농정의 집행에 거버 스 공간이 들어갈 여지가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제도화되어 있는 지방농정의 거버 스가 

제 로 기능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 지방농정 거버 스

의 문제를 종합 으로 악하기 해서는 지방농정 추진실태를 악해야 

하는데, 지방농정 추진의 문제는 농정추진체계 체의 문제와 련되어 있

는 것이다.

  행 농정추진체계는 상 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산하 조직을 통해 

농림수산사업을 직  시행하는 사무( 앙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을 

임하는 사무(지방사무)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

한 분류가 농정시행의 주요 원리가 되는지, 사무 구분은 합리  원칙에 따

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앙사무의 주체는 농정집행의 효율성을 극 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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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한 지방농

정에서도 지방농정의 주체가 되는 시‧군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실시되

는 농림수산사업을 융자사업까지 포함하여 총 으로 악‧ 리하고 있

는지, 경상업무를 포함한 농정의 지방사무를 주어진 인력으로 온 하게 수

행하고 있는지, 지방농정 추진에서 시‧군 자치단체와 여타 조직들과는 어

떠한 력 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지방농정의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거버

스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어떠한 정책참여 수 에 이르고 있는지에 

한 구체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한마디로 지방농정의 추진을 둘러싼 구

체  실태와 계성 분석이 요구되고, 지방농정 거버 스의 운용실태 한 

이러한 계성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업‧농  분야의 거버 스 활동은 최근 들어 지역에 따라 선진  형태

를 보여주는 곳이 있고, 이에 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농

정의 추진  실시와 련한 거버 스는 정책참여 수  면에서 아직 형식

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농정은 여 히 (官)주

도로 운 되고, 농 장의 목소리를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하향식 농정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 주도의 하향식 농정집행은 정책 상자의 참여를 

이끌지 못해 농정추진의 동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추진한 정책사업에 

한 피드백을 갖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농정 거버 스의 선진

화가 개선과제의 하나로 두하고 있다. 농정 거버 스는 농업인  농민단

체가 농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치를 한다는 면에서 지향해야 할 

제도에 속한다. 이에 행 농정 거버 스의 운용실태와 한계 을 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외국의 선진 인 제도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형태로 도입을 검토하는 분석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지방농정 추진실태  농정 거버 스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

제 을 도출하고, 지방농정 추진의 합리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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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안과 실질  정책참여에 이르는 농정 거버 스 선진화 방안을 제시

함에 그 목 이 있다. 구체 으로 지방농정 추진체계의 개편은 행 농림

수산사업에 한 앙·지방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사무 분장에 

입각한 추진주체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 

방안은 지방사무의 추진과 련하여 농업인들이 농정의 의사결정에 실질

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  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거버 스는 시민사회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시

민의 자주  참여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거버 스 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 지방농정 거버 스에 한 연구는 앙정부 심의 농정체제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다. 그동안 지방농정이 단순히 앙농정의 집

행기능 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농정에 한 연구도 그 역

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지방자치시 의 도래와 함께 지방농정이 자치농정

으로의 방향 환이 요청되었다. 지방농정의 방향성과 투융자 사업에 한 

연구, 지방농정조직  기능에 한 연구와 농민단체를 포함한 농업 련 

NGO에 한 연구가 자치농정  지방농정 거버 스에 한 논의와 련

이 깊다 하겠다.

  서종  등(1995)은 지방자치시 의 농정 발 방향에서 앙정부가 담당

해오던 역할과 기능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인 지역농업

의 발 이나 농어민의 복지증 와 직결되는 분야에 해 자치단체의 기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치단체의 자율

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제시하 다. 자치단체 농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투융자사업의 집행에 있어 추진주체의 면 인 재조정이 필요하

며, 유사사업의 통폐합, 포  사업지침으로의 환과 사무배분의 법제화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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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농정조직에 한 논의에서 정기환 등(1998)은 지역농업의 발 을 

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정을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수행하여야 하

며, 지역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앙정부에 의한 획일 인 농정운 방식

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을 지 하 다.

  지 도 많은 지방농정이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자율농정이 확 되면서 평가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여 히 평가기능은 미약하다. 김용택 등(1995)은 농어  

투융자사업의 개선에 한 연구에서 통합실시요령과 평가실시요령에 의해 

수립된 농림수산사업 평가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평가시기

와 방식, 앙정부의 평가, 집계편의의 문제에 련된 평가 차상의 문제

와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부 한 평가항목과 배 , 연계성이 깊은 평

가기 , 성과평가보다는 실  심의 평가와 련된 평가기 과 평가항목

에 련한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규천 등(2001)은 기 자치단체의 농정기능에 한 연구에서 효율  농

정을 달성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효율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농정

집행을 한 종합조정체제의 부재, 앙농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는 제도  장치의 불비, 단체장의 권력화, 평가기능의 미약, 주민자

치의 불비 등을 시하 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참여확

와 자율  산편성 범 의 확 , 포 보조 제도의 확 , 주민자치의 활성

화 등을 제시하 고, 이는 지방농정 거버 스의 필요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김수석 등(2002)은 농업 련 민간단체의 농정참여 유형상의 변화과정에 

한 분석을 통해 민간단체가 농정에 극 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  

당 성과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민간단체가 농정에 참여함으

로써 장 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 력

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을 지 하 으며, 농정당국과 NGO가 농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기본방향과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

고 실질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석·박 태(2004)는 독일· 랑스·뉴질랜드 농민단체들의 농정참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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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농민단체들의 농정참여에 한 시사 을 제시하

고, 이 국가들의 농정 거버 스 체제에 한 구성과 운용방식 등의 메커

니즘을 분석하 다. 

  장원석(2005)은 세계화·지방화 시  발 략의 하나로 거버 스를 지

하면서, 거버 스에 한 정의를 내리고 유형분류를 하 으며, 농정분야 

거버 스 구축방안으로서의 지역단  우리농회의소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

하 다. 

  박 범 등(2007)는 한국형 농정 거버 스의 필요성과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여기서는 네덜란드의 거버 스를 모델로 제시하 는

데, 이 거버 스의 특징은 문제 해결을 해 사회  연결망에 크게 의존하

며, 목표 달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원과 역량이 얼마나 잘 연결되

고 효율 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 스의 구체화

는 농업‧농 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책의 목표와 상에 따

라 다양한 유형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탁명구(2008)는 거버 스 정착의 해요인과 정착을 한 제조건을 

분석하여 제시하 다. 해요인은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역량 부족, 거버

스에 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농업인과 농민단체 간 갈등, 그리고 정부주

도의 개방농정이라 주장하고, 제조건으로는 농민의견을 수렴하기 한 

법·제도  수단 확보, 개방화에 한 농민단체의 시  흐름 인식, 농업분

야 지원에 한 사회  합의,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인 자원· 문성 확보

를 지 하 다. 우리나라 농정 거버 스의 최종 단계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하 다. 

  안 훈(2009)은 지역 거버 스가 제 로 작동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

고, 이에 한 개선방안으로 로컬 거버 스의 활용과 자치단체 간 력을 

심으로 하는 역경제권 통치기구의 제도화를 행정학  시각에서 제시하

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와 갖는 차이 은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 방안

을 (지방)농정추진체계의 개선방안과 연 지어 분석한 이다. 즉, 이 연구

는 먼  농정추진의 합리성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농정 거버 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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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도 이러한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 이 연구는 

농업‧농  련 거버 스  농정(집행) 거버 스에 을 두었고 이와 

련한 지방농정 추진실태를 구체 으로 분석하며 련 농정 거버 스인 농

정심의회의 운용실태를 정 히 조사‧분석하 다. 그리고 바람직한 농정 거

버 스의 한 모형으로 농업회의소 도입방안을 구체 으로 검토하 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기 가 되는 거버 스의 개념과 이론에 해 기

술하 다. 거버 스 이론에서는 거버 스의 정당성과 련한 학문  이론, 

거버 스의 역사  존재 형태와 련한 실  이론, 그리고 정책참여와 

련한 정책이론을 분석하 다.

  제3장은 지방농정 추진실태와 거버 스 운용실태의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지방농정 추진실태에서는 반 인 농정추진체계와 농정사무 

 농림수산사업 추진실태, 양시의 사례조사, 지방농정 조직 간의 계

를 분석하 다. 농정 거버 스 운용실태에서는 농정심의회의 운용실태, 선

진  농업‧농  련 거버 스 운용 사례를 조사‧분석하 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지방농정 추진  거버 스 운용 사례를 조사하

다. 일본의 지방농정국, 독일‧오스트리아‧ 랑스의 농업회의소, 랑스의 

도농업지도 원회, EU의 LEADER 로그램을 검토하여 시사 을 도출하

다.

  제5장에서는 먼  지방농정 추진체계에 한 개선방안을 분석 으로 제

시하고, 다음으로 지방농정 거버 스 선진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 다. 

여기에는 농업회의소 설립에 한 안이 포함된다.



서 론 7

3.2.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농업‧농  련 거버 스  지방농정의 의사결정  집행과 

련한 거버 스에 을 두었다. 지방농정 추진의 범 를 넘어서는 지역

개발과 련한 지역 신 거버 스는 주된 연구 상에 포함하지 않고 선진

 사례의 한 형태로 제한 으로 분석하 다.

3.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 국내 지조사와 해외 출장조사, 공무원 상 설문

조사, 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국내 지조사를 

통해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농정 운용 실태와 거버 스 형태의 

제도 인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자치단체에서 자율 으로 

조직해 운용하는 지방농정 거버 스 조직  운용실태를 조사하 다. 해외

조사를 통해서 외국의 농정 거버 스 제도와 운용실태를 악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지방농정 거버 스 구축을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한 지방

농정 추진상의 제도  문제 과 운용실태를 악하기 하여 기 자치단

체 공무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1 거버 스 제도와 련된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해 문가 간담회를 개최하 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농정조직 개편방안과 거버 스 구축시안에 한 의견을 수렴

하기 해 정책토론회를 실시하 다.

1 설문 상은 역시를 제외한 161개 시·군의 농정담당 공무원으로 시·군 각 2명

에게 우편으로 총 322부의 설문을 발송하여 90명의 응답을 회수하 다. 응답자

는 시지역이 35명으로 체 응답자의 38.9%, 군지역이 55명으로 체의 61.1%

를 차지했고, 낙후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낙후지역이 47명으로 

52.2%, 기타 지역이 43명으로 47.8%를 차지했다. 여기서 낙후지역이란 ｢국가균

형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 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 진지역 70개 

시·군을 말한다.





거버 스 개념과 이론  제2장

1. 거버 스의 개념  이론화 과정

1.1. 거버넌스 개념

  ‘공치’ 혹은 ‘ 치’로 번역되는 거버 스(governance)의 개념은 ‘국가의 

독자 인 처리능력을 넘어서는 사회·정치  이슈들을 해결하기 해 좀 더 

질서 있고 신뢰할 만한 처를 하려는 노력’으로 정의된다(Tuijl 1999). 다

시 말해 통 으로 공공정책 결정은 정부의 독  역으로 간주되어 왔

지만, 이제는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의 NGO들이 동참하는 공치 역이 되

고 있다는 것이다(Manor 1999).2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실질 인 트 십이다.

  이 거버 스의 개념은 학문분야와 심 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다.

  ① 거버 스는 최소국가(the minimal state)의 의미로 사용된다. 최소국

가론은 기존 국가의 역할, 기능, 구조상의 큰 변화, 즉 축소를 요구하

는 거버 스의 한 유형이다.

  ② 거버 스는 신공공 리(NPM: New Public Management)의 한 형태를 

2  세계화 시 에 정치의 일반  특징이 통치(government)에서 치(governance)

로 바 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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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1990년  이후 정부기능의 민 화와 함께 정부활동방식의 

변화가 야기되었으며, 시장의 효율성을 공공부문 리에 도입하고자 

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③ 거버 스는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에 한 지원과 련하여 사용

한 ‘좋은 거버 스(good governance)’로서의 의미가 있다. 좋은 거버

스란 효율 인 공공서비스, 독립 인 사법기구와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인 틀, 공공자 에 한 책임성 있는 집행, 독립 인 회계

감사와 법, 인권존 , 언론의 자유, 제도의 다원화를 포함한다.

  ④ 사회  사이버네틱 체계(socio-cybernetic system)로서 거버 스 의미

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부(government)가 공식  권 에 

의해 지원을 받는 활동을 의미한다면, 거버 스(governance)는 공유

된 목표에 의해 지원을 받는 활동이며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 

내지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포함하는 포 인 활동이 된다.

  ⑤ 자기조직  네트워크(self-organizing network)로서의 거버 스 의미

가 있다. 여기서 거버 스는 수직  계조직이 아닌 수평  연계조

직을 통한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을 의미한다. 

  ⑥ 거버 스는 민  트 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의미한다. 민

 트 십이란 공공과 민간 간의 권력배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일

하면서 생기는 시 지효과, 그리고 공공정책과정을 시민사회에 개방

하고 시민사회에 한 권한부여(empowerment) 등을 통한 새로운 정

부-시민사회 간의 계 형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거버 스 개념은 다의 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기서 공통되는 

을 추출하여 요약해 본다면, 거버 스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 해

결에 료제 단독으로 응하거나 시장에 방임하는 것보다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유연하게 응하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이라는 기 하에 료제

의 응능력 부족과 시장의 무책임성 모두를 부정하고 정부, 시장, 시민사

회가 상호의존 이고 자율 으로 연결된 력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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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거번먼트와 거버 스 차이

government

⇨

governance

-국가

-공공부문

-제도(institution)

-조직구조

-노젓기(rowing), 제공하는 것

-명령, 통제, 지시

- 계  권

-국가와 시민사회

-공공, 민간, 자원조직 부문

-과정(process)

-정책, 산출, 산물

-방향잡기(steering), 가능하게 하는 것

-리더십, 진, 력, 상

-네트워크, 트 십

1.2. 거버넌스 등장 배경 및 진화과정

1.2.1. 이론  배경

  거버 스 개념이 나타난 이론  배경으로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들 수 있다.

  먼 , 참여주의는 내  참여로서 부하직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와 외  참여로서 시민참여를 시하는 이념이다. 참여주의에 따르면 부

하직원과 시민의 참여는 화와 토론과정을 통해 차  합리성을 제고하

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석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거버 스 개념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보다는 연민, 정의 등의 

공동체  덕목을 시하는 공동체주의를 이론  기반으로 한다. 공동체주

의에서 시민참여는 자신과는 직  이해 계가 없는 정책문제에 하여 

제3자인 시민이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국정운 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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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실  배경

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자유주의 국가 시 에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 삼았던 시장주의는 1929

년 공황에서의 시장실패에 의해 끝을 맺고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한 

반면, 1970년 의 오일 동을 기 으로 나타난 정부실패는 사회문제 해결

의 기제로 정부 역시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 다. 이러한 시장실패와 정

부실패는 이제 시장 아니면 정부라는 이분법  사고를 지양하고 정부, 시

장, 시민사회의 력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나.  세계화와 지방화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상인 세계화는 국제기구( 컨  

IMF, WTO, OECD 등)와 국  NGO의 활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정책 역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 을 한 지방분권화의 경향 역시 국가의 정

책능력을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응하여 국

가는 다양한 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  시민사회화

  1980년  후반 이후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붕괴되고, 한국을 포

함한 제3세계 국가들의 권 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민주화 물결이  세

계 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화는 과거 권 주의와 사회주의 체

제하에서 억 렸던 시민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과 

시장과 시민사회의 력 없이 국가 단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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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식정보화

  지식정보화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앙정부가 과거처럼 정보 

독 에 의한 배타  권한을 유지할 수 없게 하 다. 민주화라는 시  환

경하에서 국가권한이 바깥(시민사회)으로 이동하고(moving out), 지방화라

는 흐름아래 앙정부의 권한은 아래(지방정부)로 이동하고(moving down) 

있다. 그리고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권한을 (국제기구)로 이양시키고

(moving up) 지식정보화는 이러한 이동을 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1.2.3. 진화과정

  거버 스 개념과 련지어 볼 때, 거버 스의 이론  과 심 역은 

시 별로 변해왔다. 1970년 의 거버 스는 국민국가 차원의 정부(거번먼

트)와 동일한 의미 다. 이 시기의 거버 스 논의는 경제사회  발 을 

한 공공서비스의 공   집합  행동을 진하는 공식 이고 제도 인 체

계 구축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국가활동의 재정립과 련이 있었다. 이 시

기의 국가 리체계 정립은 행정이나 정부의 리능력 제고에 이 주어

졌다.

  1980년 는 세계은행과 UN 등 국제기구가 심이 되어 제3세계 국가

들의 발 리  국가 리 능력 강화를 해 좋은 거버 스(good 

governance)를 구축하는 데 심이 높은 시기 다. 앙정부 심의 계

구조 는 조정양식의 문제   한계가 노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작동방

식이 요구되었다. 이에 국가차원의 사회통합을 리하는 능력에 을 두

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민  트 십이 강조되고 정부 이외의 

NGO 주체에 한 심이 고조되었다. 이 시기의 거버 스 연구는 짐이

론, 지배연합이론, 네트워크 리이론과 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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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거버 스 개념·이론의 변화과정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이후

개념
 

-정부와 동일한 의미

-국가수 에서 

리능력에 한 심

-경제사회 발 의 동력으

로서 공공서비스 공 체

계에 심

-정부내부, 국가수  시

-거버 스에 한 

국제사회의 심증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발  리 능력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민 트 십 강조

-거버 스의 참여민주 

주의  특성 강조

-NGO의 역할 시

-새로운 제도와 기능  

과정의 개발 필요성 

인식

련 
이론

-국가 심이론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 스”

-국가 심이론

- 짐이론

-성장연합이론

-네트워크 리이론

-시민사회  시장 심 

이론 두

-Internet governance

  1990년 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거버 스 개념이 시

민사회 역으로 그 용범 를 확 하는 시기 다. 여기서 거버 스는 정

부주도와 시장주도의 틀을 뛰어넘는 안 인 리체제로서 부각되었다. 

세계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 NGO 역할에 한 새로운 인식

이 생겨나고, 이를 수용하는 새로운 거버 스 개발의 필요성이 확산되었다.

1.3. 거버넌스 유형

  거버 스 유형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거버 스 상

의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즉, 거버 스는 로벌 거버 스, 리

 거버 스, 내셔  거버 스, 로컬 거버 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3

  ① 로벌 거버 스(global governance)는 국가가 외 으로 다양한 국

제기구, 다른 국가와 다국  기업  비정부조직과 같은 민간조직과 

계를 맺으면서 국제사회의 변화와 도 에 응하는 유형이다.

3 이를 제도  에서 다층  거버 스 는 다층  네트워크 체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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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리  거버 스(regional governance)는 EU, NAFTA 등 인 국가 간 

지역공동체를 심으로 력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이는 세계화에 

한 지역단 에서의 응 략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③ 내셔  거버 스(national governance)는 개별 국가차원의 거버 스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력을 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④ 로컬 거버 스(local governance)는 지방화의 진 에 따라 지방자치가 

확산‧심화되면서 지역공동체를 심으로 하는 모형으로 지방차원에

서 구성된 자치단체‧지방기업‧시민사회의 력체계를 의미한다.

2. 거버 스의 이론  근거

2.1. 그람시의 시민사회이론

  거버 스 이론은 시민사회이론에 그 기 를 두고 있는데, 시민사회이론

의 표  주창자로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를 들 수 있다. 그

람시(Gramsci 1994)가 그의 시민사회이론에서 사용하는 ‘시민사회(società 

civile)’는 의의 국가에 속하는 상부구조이고, 특정한 역사  시기에만 한

정되지 않는 이념형(Idealtypus)에 해당하는 개념이다.4 그람시 이론의 방법

론  기 는 헤겔(Hegel)의 변증법을 비 한 크로체(Croce)의 ‘차이의 변

증법’에 있다(김수석 등 2002, 8).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그람시는 상

4  반면에 동일한 시민사회 의미를 갖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부르주아 사회

는 부르주아 계 이 지배하는 특정한 역사  시기와 계되는 개념이다. 마르

크스의 부르주아 사회는 사회의 지배계 으로 부르주아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이해를 반 하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

체 상으로 상부구조라기보다 토 에 가까운 개념이다. “부르주아 사회는 생산

력의 특정한 단계 내에서 인간들의 총체  물질교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Marx 195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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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조에서 의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한 사회구

성체는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토 와 그에 기반한 상부구조로 되어 있고, 

상부구조는 정치  사회와 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 국가를 의미

하는 정치  사회와 별도로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의 발 과 함께 성장하는 

역으로서 학교, 언론기 , 교회, 노동조합과 같은 민간기구와 이데올로기

와 문화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Gramsci 1994).

  그람시는 정치  사회와 시민사회가 합쳐져 통합  국가를 구성한다고 

본다. 의의 국가를 의미하는 통합  국가 개념은 ‘국가=정치  사회+시

민사회, 즉 강제력으로 무장한 헤게모니’라는 정식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

해 자본주의 국가는 군 와 경찰 등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만 동시에 

시민사회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이 인 형태를 갖게 된다.5 여기

서 그람시는 정치  사회의 주된 의사 철방법이 강제에 의한 것이고, 시

민사회는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림 2-2.  그람시의 사회모델

( 의의) 국가

시민사회

토

  그람시의 이론에서 시민사회는 통합  국가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시민사회가 국가의 일부분으로서 체제안정화의 수단으로만 기능하

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시민사회는 기본 으로 헤게모니 쟁탈이 가능한 

곳이고, 기존의 지배집단이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경우, 이것이 

체제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사회변 집단이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5  이러한 통합  국가 개념과 연 해서 그람시 연구자들은 일반 으로 이를 ‘국

가 개념의 확 ’로 해석하고 있다(Buci-Glucksmann 1981). 그런데 이에 해 

이해 (1992)은 그람시가 확 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지식인 개념이며, 지식인

의 활동 역으로서 시민사회를 국가 개념에 포함시킨 결과로 국가 개념의 확

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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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체제의 변 이 가능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 할수록 

시민사회의 요성이 증 되고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획득하려는 노력들

이 강화되는데, 이는 시민사회에 한 헤게모니 장악이 체제유지 혹은 체

제변 의 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람시는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해서는 운동의 방법이 통 인 ‘돌격 ’이 아니라 ‘진지 (陣

地戰)’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단기간의 과격한 무장 기 등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환시켜 동의를 얻는 장기 이고 문화운

동 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람시 이론의 에서 볼 때, 거버 스는 의의 국가가 시민사회 

역까지 국가 범 를 확 하는 것인데, 사회가 발 할수록 일반 국민의 동

의를 얻기 해서는 시민사회와 치가 더 크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국

가가 아닌 NGO 차원에서 보면, 거버 스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

하기 해 국가와의 력체계 방식으로 장기 인 문화운동을 개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2.2. 하버마스의 공론영역이론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사회 기의 핵심은 ‘정당성’의 기

라고 본다.6 모든 사회공동체는 최소한의 존립을 해서 일정 수 의 정당

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구성원들이 기존 질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

하여 정당성의 기가 래되면 사회 갈등은 심화된다. 기 문명사회에서

는 지배 가문의 시조신화와 같은 신화  서사가 정당성의 기 으며, 고

 문명사회에서는 윤리, 종교, 철학이 정당성을 제공하 다. 근 국가의 

정당성은 이 과는 근본 으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세속화가 진행되고 형

이상학  근거들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면서 근 에서는 사

회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성

6  르겐 하버마스(1995).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장은주 역). pp. 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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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합의 도달의 차와 제’ 그 자체가 정당성의 구조를 규정하게 되었다. 

즉, 합리  소통의 확보가 사회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소통의 합리  차가 훼손될 경우 정당성에 한 철회와 사

회  갈등이 발생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회에서 다양한 논리와 이해 계에 따르는 사

회집단과 사회 역의 분화는 당연하다. 다양한 집단들이 이성  의사소통

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차가 보장되면 집단 간의 갈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이러한 합리  합의 도달의 차  정당성

을 확보하는 공간이 바로 공론 역이다.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 역을 의미

하는 공론 역은 사 인 개인들이 군 으로 모이는 곳인데, 여기서 국가와 

사회가 개된다. 따라서 공론 역은 사  역에도, 국가 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공론 역의 담당자는 이성 으로 담화하는 공 이다. 여기서 담화

(토론)하는 공 들은 단지 의사소통행 에 의해 생성된 합리성을 지향한다

는 이 암묵 으로 제된다. 공론 역의 주요한 임무는 담화를 통해 의

견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론 역은 사회에서 비 인 자기성찰  

기능을 담당한다.

  하버마스는  기에 합리  소통이 보장되었던 공론 역은  후

기로 오면서 괴되기 시작한다고 본다. 이는 ‘생활세계의 식민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사회의 정당성 기란 한편으로는 합리  소통의 공간인 

공론 역의 기를 말한다. 사회의 정당성 기를 래한  다른 문

제는 다양한 사회분야의 다양한 논리가 공존할 수 없도록 만든, 체제에 의

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이다. 즉, 체제 논리가 일방 으로 생활세계의 논리 

속으로 침투하여 잠식한 것이 갈등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체제 생활세계

정치체제(국가) 공론 역

경제체제(자본) 사  역

그림 2-3.  하버마스의 사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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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는 돈과 조직권력을 매개로 경제 , 도구  합리성이 지배하는 

체제 역과 의사소통  합리성이 지배하는 생활세계 역으로 나뉘어 있

다. 그런데  후기로 오면서 체제의 논리가 생활세계 속으로 침입해 의

사소통 인 삶의 역을 물화(物化)시키고 편향 인 합리화가 진행된다. 

즉, 도구  합리성이 과도하게 확 하여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받게 되

는 상황에서 사회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정당성의 기가 

발생한다(Kim 1995).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사회의 정당성 기란 ‘공

론 역의 재 건화’와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인해 권력의 의사

소통 , 차  정당성이 훼손되고, 시민들의 자율성 기가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 기에 한 하버마스의 안은 공론장을 재활성화하는 

것이다. 체제의 합리성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해 체제와 생활세계 사이

에 방어벽을 세우고 센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센서와 방어벽의 역

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합리  소통의 공간인 공론장이다. 이러한 공론장에

서는 ‘이상  담화 상황’(ideale Sprechsituation)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공

평한 토론과 이를 통한 합리  합의 도달이 가능해야 한다. 즉, 모든 참여

자가 공평한 토론의 기회를 갖고 논증을 통한 상호이해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하버마스 이론의 시각에서, 갈등 리란 합리  합의

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고 합의의 차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

이다.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으로 돌아가 인권과 국민주권, 사

 자율성과 공  자율성을 균형있게 보장하는 일이다.

  하버마스의 공론 역이론은 거버 스 활동이 공론장을 재활성화하는 것

에 기단계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거버 스 활동이 체제

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이용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하버

머스 이론은 거버 스라는 형태가 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으로 거버

스가 합리 이고 공정하며 열려 있는 의사소통 공간으로 제 로 활용되고 

있느냐가 건임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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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합주의 이론

  민  력체계를 의미하는 거버 스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주의

(corporatism)가 있다. 조합주의란 국가와 압력단체가 상호 력하여 이해

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재하는 정치형태 혹은 정치이념을 말한다.7 조합

주의 이 서구에서 1970년 에 두된 것은 서구 산업사회에서 압력단

체가 집단의 이익을 실 하고 재하는 과정은 특정한 이익실 에 해서

만 심을 갖는 압력단체들의 경쟁과 타 의 결과가 아니라는 분석에 근거

한다. 즉, 압력단체들은 사회의 범 한 계망 속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

러한 계망은 흔히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되어 있

다는 것이다.

  조합주의 에 따르면 국가는 극 으로 압력단체를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한 사회 각 집단

원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압력단체 한 정부와

의 조 인 동조체제를 이루면서 효율 으로 집단의 이익을 실 할 수 있

게 되는 -원 게임이 실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압력단체와 국가

가 각자의 입장과 정보  문제해결 략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상호 교환함

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실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는 특히 1970년 의 ‘오일 쇼크’ 와 같이 사회의 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조합주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압력단체의 정치

참여에 해 더 이상 ‘이익집단의 부당한 지배’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

게 되었으며, 이를 사회정치 인 조정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조합주의 입장의 표  학자인 렘 루흐(Lehmbruch)가 지 하는 조합

주의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Czada 1994, 48).

  ①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 하기 해 상부연합체(Dachverbände)

7  조합주의의 개념을 역사 으로 살펴보면 3단계를 거쳐 발 되어 왔다. 역기서 

논의되는 조합주의는 정확히 말해 제2차  이후 두된 신조합주의

(neo-corporatism)를 일컫는다. 홍득표(1999) p. 30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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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조직된다.

  ② 정당과 압력단체 조직 간의 연계망이 구성된다.

  ③ 정부와 압력단체 간의 제도  상과정이 나타난다.

  ④ 정부가 상결과에 해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⑤ 상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주요한 지 를 차지한다.

  조합주의하에서 압력단체가 국가와의 긴 한 련성 속에서 조와 동

조체제를 갖추기 해서는 압력단체가 일정한 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압력단체가 독 인 표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단체가 구성원들

에 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와 상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주의에 한 비 은 이론 자체에 한 비 보다 조합주의  사회  

계에 한 비 에 집 되어 있다. 즉, 조합주의  계는 단체와 국가, 

혹은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의 조 계에 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 계가 갖는 부작용 내지 험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를 들

어 노사 간의 조주의는 많은 장 들이 있지만, 동시에 단체의 지도부 간

의 야합으로 회원들의 의사가 제 로 반 되지 않거나, 국가가 체주의

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유럽의 시즘은 조합주의  

토양에서 배양되었던 역사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서 조합주의와 거버 스와의 계를 보면, 조합주의가 실제로 거버

스의 한 형태로 기능할 수 있지만, 조합주의가 심을 갖는 것은 거버

스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단체의 입장에서 국가와 어떠한 ( 력) 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조합주의 입장에서 보면 거버 스는 략  선택

사항  하나가 된다.8 결국 조합주의는 신사회운동과 같은 NGO의 활동과 

연계된 거버 스 운동의 일환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 으로 형성된 

민 력체계의 통에서 구축된 것으로서 조합주의가  거버 스의 

한 모형으로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

8 혹은 조합주의가 거버 스와 무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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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책참여이론

  앞서 서술한 그람시의 이론과 하버마스 이론은 거버 스가 등장하게 되

는 이론 이고 논리 인 근거에 한 것이었고, 조합주의는 역사  기원과 

실  근거에 련된 것이었다. 반면 여기서 서술하는 정책참여이론은 거

버 스가 정책형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성과 거버 스로 기능

하기 해 요구되는 제조건  정책참여방법에 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

이다. 

  NGO를 포함한 민간기구의 정책참여는 정책결정에로의 직 인 근

 공유가 기본 제가 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정 즉, 정책의 문제제기, 

정책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에 향력을 행사함으로

써 주민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한 근활동이다.

  정책참여의 형태는 정형이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론 으로 기 참여와 자주 리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기 참여는 기

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그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실질  기 참여와 형식  기 참여가 있다. 실질  기 참여는 주민의 

향력이 행사되고, 창의  제안  요청사항들이 행정에 반 되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형식  기 참여는 정책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하여 형

식 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리는 행정기 이 

일정범 의 권한을 지역단  단체나 조직에 부여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표기 이 수권의 범  안에서 자주 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책참여의 제도화는 행정기 과 NGO를 포함한 민간기구가 정보를 공

유함으로써 정책을 둘러싼 많은 갈등을 해소하는 극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 논의되고 있는 농정 거버 스 선진화 방안 한 농업 련 민

간단체들이 농정의 실질 인 트 로서 극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버 스 개념과 이론  23

그림 2-4.  정책참여의 형태

자주관리
(Citizen Control)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파트너십
(Partenership)

회유
(Placation)

상담
(Consultation)

정보제공
(Informing)

치료
(Therapy)

조작
(Manipulation)

시민권력 단계
(Degree of Citizen Power)

형식적 참여단계
(Degree of Tokenism)

비참여단계
(Nonparticipation)

자료: Arnstein(1969),  p. 217.

  아른스테인(Arnstein 1969)에 따르면, 정책참여 형태는 ①비참여단계, ②

형식  참여단계, ③시민권력단계로 구분된다. 비참여단계는 다시 조작, 치

료, 정보제공으로 세분되고, 형식  참여단계는 상담, 회유, 트 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트 십이 형식 인 참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트 십이 형식  참여의 마지막 단계이자 실질  참여의 출발 이 된다. 

이것은 트 십의 실제 계  내용에 따라 그것이 형식  참여 혹은 실

질  참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질 인 참여가 구 된 시민

권력단계는 권한 임과 자주 리가 이루어진다<그림 2-4>.

  정책참여 형태상으로 볼 때, 거버 스는 트 십 이상의 단계가 된다. 

즉, 트 십, 권한 임, 자주 리가 엄 한 의미에서의 거버 스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정참여에 한 실태 분석에서 거버 스 활동에 한 것

은 민간단체가 동참한 정책참여활동 에서 특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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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으로 실질 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2.5. 뉴거버넌스 이론

  행정학  거버 스 이론은 앞서 언 한 정책참여이론과 한 련이 

있다. 행정학에서의 거버 스는 행정국가의 기에 한 논의와 함께 진행

되어왔다.  국가는 행정국가 는 복지국가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역할이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국가는 재정 기, 세계화

와 지방화  정보화의 심화, 정부실패, 정책결정의 문성 강화 등으로 인

해 기과정을 겪게 되고, 이 기를 극복하기 해 1980년  이후 행정학 

차원의 거버 스 논의가 나타났다. 즉, 공공부문의 개 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등이 새로운 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두하

고, 이에 한 이론  개념으로 거버 스가 주목받게 되었다. 거버 스에 

한 이론은 크게 정부개 을 추진하는 신공공 리론과 외부의 행 자들의 

정책참여를 강조하여 트 십을 시하는 뉴거버 스(new governance)로 

나타났다.

  거의 동일한 시 에 나온 두 이론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

이가 있다. 

  ① 신공공 리론은 결과에 이 있지만, 뉴거버 스는 과정에 이 

있다. 

  ② 신공공 리론은 조직내의 계에 심이 많지만, 뉴거버 스는 조직

간의 계에 심이 많다. 

  ③ 신공공 리론은 경쟁에 역 을 두는 반면, 뉴거버 스는 부문간의 

력에 을 두고 있다. 

  ④ 신공공 리론에서는 결과에 해 책임을 지지만, 네트워크를 과정을 

시하는 뉴거버 스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⑤ 신거버 스론에서 국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간주된다. 즉, 신

공공 리론과 같은 고객 심  근(customer-centered orient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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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수동 인 존재로 국한시키는 반면, 주인 심  근(owner- 

centered orientation)인 뉴거버 스 이론은 국민을 정부의 의제와 정

책을 결정하는 능동 인 존재로 인정한다.

  뉴거버 스 개념은 기존의 ‘정책집행=행정부’라는 등식에 변화를 래

했다. 이는 데이비드 이스튼(David Easton)이 제시한 ‘체계이론(system 

theory)'의 흐름에서 거버 스가 기존의 환경변수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터 정책결정과정인 변환과정에 직  참여하는 방식으로 환되는 것을 

의미한다(Kingdon 1984). 통 인 체계이론에서 주민집단의 참여는 주로 

요구와 지원을 통한 투입에 참여하고 변환과정을 거쳐 정책이나 제도, 법

으로 나타나는 정책결정과정을 갖는다. 이 과정은 주로 국가기 에 의해 

결정되며, 주민들의 요구가 고려되어 수용될 수도 있지만 무시될 수도 있

다. 하지만 결정된 법, 제도, 정책이 집행되고 난 뒤 평가를 통해 환류의 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주민집단이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 상

자로서의 평가를 통해 반 나 개선 을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림 2-5>.

  뉴거버 스는 이러한 환류(피드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넘어서 투입 

 변환과정에 직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으로 

볼 수 있는 NGO단체 혹은 생산자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형식

으로 참여하는 단계를 넘어서 정책의 운 주체가 되어 정책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림 2-5.  체계이론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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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거버 스에 한 이론은 시민사회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세력 간의 헤게

모니 쟁탈 에서 그 근거를 찾는 그람시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국가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 함에 따라 물리  강

제에 기반을 둔 의의 국가로만 통치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국민의 동의

를 구하는 차  제도 구축이 필요한데, 이것은 시민사회 역을 의의 

국가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시민단체  운동단체들

은 시민사회가 국가( 는 정권)의 일부로 완 히 포섭되는 것을 반 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여기서 국가와 

민간조직 간의 갈등은 분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호불가침으로 서

로 외면하기도 하지만, 타  형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거버

스는 시민사회를 둘러싼 국가와 민간조직 간의 갈등이 타  형태로 제

도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 역은 그람시의 시민사회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하버

마스 이론이 갖는 근본 인 차이 은 체제와 생활세계의 양분법  모순

계에 기 해 있고 공론 역이 생활세계에 속해 있는 이다. 이에 따라 공

론 역은 국가 는 자본의 식민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리 인 의사소

통의 장을 지향한다. 공론 역에 한 국가의 침투 내지 지배가 가능하고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것을 거버 스란 에서 정 으로 보는 것이 아

니라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서 사회의 병리 상으로 악

한다. 따라서 거버 스 이론에서 보면 거버 스의 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하버마스 이론보다 그람시 이론이 근거이론에 더 합한 것으로 단된다.

  조합주의는 실 속에 존재하는 거버 스의 모형 내지 역사  원형으로 

기능한다. 즉, 조합주의가  거버 스와 완 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론이 아니라 실 속에 뿌리내린 민 력체계가 어떻게 생성‧발 ‧유

지되고 있는지 보여 으로써 거버 스의 도입  발 에 가이드라인 는 

시사 을 제공한다. 그리고 조합주의는 민 력 계에 있어서 특정한 국

가의 역사 ·문화  통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의 거버 스 사례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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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도 그 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9

  정책참여이론은 주민정책참여의 다양한 유형 에서 참여의 성숙도에 

한 지표를 보여주고 거버 스로 규정할 수 있는 참여와 그 지 못한 참

여를 분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농정참여에 한 실태분석에 도움을 주

고 거버 스의 방향 설정에도 시사 을 제공한다.

  뉴거버 스 이론은  행정국가가 기에 직면하여 이에 한 해결방

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뉴거버 스는 결과보다 과정을, 경쟁보다 력

을, 조직 내의 계보다 조직 간의 계를 시하고, 시민을 수동  고객인 

아닌 능동  주인으로 인정한다. 이는 국가가 민간단체에 해 갖는 기본  

태도에서 하나의 선택 안이 되고 있다. 즉, 기에 처한 행정국가는 신공

공 리론과 뉴거버 스  하나를 해결방안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9  민 력체계에 있어서 조합주의를 택하지 않는 국가들은 통상 다원주의에 입

각해 있는데, 조합주의와 다원주의에 한 비교분석은 김수석(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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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농정 추진실태

1.1. 농정 추진체계

1.1.1. 개요

  농업정책의 집행과 련된 농정추진의 체계  내용을 보면, 앙정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산하조직을 통해 직  수행하는 앙사무와 지방자치단

체에게 임하여 수행하는 지방사무로 이루어진다.10 지방사무는 다시 재

정투융자와 결부된 산사업과 일반 경상비로 추진하는 경상사업으로 구

분된다. 재 수행하는 농정사무 구성을 보면, 시‧군의 농 을 통해 집행하

는 융자사업을 제외할 경우 앙사무보다 지방사무 심으로 집행체계가 

구성되어 있다<표 3-1>.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앙정부(농식품

부)로부터 임받은 사무 이외에 자체 으로 추진하는 농정사업이 있다.

10  그런데 이러한 사무 구분은 사업의 주 기   시행주체를 심으로 분류해 

본 것이며 명시 인 사무 구분에 의한 것은 아니다. 행 농림수산사업을 원

칙에 따라 앙사무와 지방사무로 분류를 시도한 결과는 <표 5-1>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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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내역

　 사업명 주 기
지원비율(%) 산규모

(백만 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융자

1 농규모화사업 농식품부 　 　 100 211,760

2 경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식품부 　 　 　 100 230,000

3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식품부 　 　 　 100 75,000

4 배수개선사업 시·도 100 　 　 　 210,118

5 방조제개보수사업 시·군 등 70 30 　 　 90,257

6 한발 비 용수개발사업 시·군 등 80 20 　 　 25,875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어 공사 100 　 　 　 380,000

8 다목  농 용수개발사업 농어 공사 100 　 　 　 182,500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농어 공사 100 　 　 　 20,628

10 품종심사  재배시험사업 국립종자원 50 　 50 　 275

11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국립종자원 50 50 　 　 7,000

12 우수품종 증식보 사업 국립종자원 50 50 　 　 7,350

13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농어 공사 　 　 30 70 21,000

14 농기계 임 사업 농식품부 50 50 　 　 50,000

15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 시·군 40 20 20 　 24,400

16 고품질  최 경 체 육성사업 시·군 50 40 10 　 3,000

17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시·도, 시·군 40 40 20 　 7,126

18 농산물 물류표 화사업 농 시·군지부 40 　 60 　 50,266

19 농산물 표 규격공동출하사업 농 원 10-60 　 　 40-90 115,937

20 품목별 표조직 육성사업 농식품부 100 　 　 　 3,000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유통공사 등 　 　 20 80 544,164

22 원 농산물 온유통체계구축사업 농식품부 40 　 30 30 7,203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농 앙회 80 　 　 20 49,034

24 인삼생산·유통시설 화사업 농식품부 40 40 20 　 1,680

25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유통공사 　 　 　 100 791

2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 력사업 　 　 　 　 　 　

①　소비지산지 력사업 농식품부 　 　 　 100 6,994

②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농식품부 　 　 　 100 57,100

③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농식품부 　 　 20 80 59,219

27 농산물 랜드육성지원사업 시·군 40 40 20 　 83,930

28 시설원 품질개선사업 시·군 20 　 20 60 61,348

29 시설원  에 지이용 효율화사업 시·군 60 20 20 　 265,500

30 농축산물 매 진사업 유통공사 15 　 85 　 41,535

31 농산물수출업체 운 활성화 지원사업 유통공사 등 　 　 　 100 360,200

32 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유통공사 　 　 20 80 10,500

33 농식품시설 화사업 유통공사 등 　 　 20 80 51,500

34 생산자융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 유통공사 　 　 20 8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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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명 주 기
지원비율(%) 산규모

(백만 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융자

35 농산물우수 리(GAP)제도 운 사업 시·군 30 20 50 　 8,006

36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시·군 40 30 30 　 5,400

② 염 생산시설 개선 시·군 　 　 30 70 3,000

③ 염 바닥재 개선 시·군 30 30 40 　 30,000

④ 천일염 포장재 지원 시·군 30 30 40 　 666

37 과수생산시설 화사업 시·도, 시·군 25 25 20 30 159,756

38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도, 시·군 80 20 　 　 16,451

39 거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시·도, 시·군 40 30 30 　 16,998

40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 농식품부 등 40 30 30 　 3,482

41 과원 농규모화사업 농식품부 　 　 　 100 32,260

42 과수소득보 직 지불제 시·군 100 　 　 　 5,070

43 생물학  병해충방제사업 시·군 20 30 50 　 22,450

44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 농식품부 50 50 　 　 30,076

45 친환경비료지원사업 　 　 　 　 　 　

①　유기질비료지원 시·군 등 정액 　 　 　 145,000

② 토양개량제지원 시·군 등 80 20 　 　 110,141

46 농업자 이차보 사업 　 　 　 　 　

①　농축산경 자 지원 농 앙회 　 　 　 100 230,000

② 농기계구입지원사업 융기 　 　 30 70 75,000

③ 농기계 생산  사후 리지원사업 농 앙회 등 　 　 　 100 210,118

④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  지원사업 농식품부 　 　 　 100 90,257

⑤ 농업종합자 지원 농 앙회 　 　 　 100 25,875

⑥ 농어 주택개량사업 시·군 　 　 　 100 380,000

⑦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시·도 　 　 30 70 182,500

⑧ 농업경 회생자 지원 농 앙회 　 　 10 90 20,628

47 농림기술개발사업 농식품부 50 　 50 　 275

48 신기술보 사업 농업기술센터 50 50 　 　 7,000

49 농 출신 학생학자  융자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 100 　 　 　 7,350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농 앙회 70 　 30 　 21,000

51 소득등보 직 지불제 시·군 　 　 　 50,000

52 경 이양 직 지불제 농어 공사 100 　 　 　 24,400

53 친환경농업 직 지불제 　 　 　 　 　

①　친환경농업직 지불 시·군 100 　 　 　 7,126

② 친환경안 축산물직 지불제 농식품부 100 　 　 　 50,266

54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제 농식품부 등 70 30 　 　 115,937

55 경 보  직 지불제 시·군 70 30 　 　 3,000



지방농정 추진  농정 거버 스 운용 실태32

(계속)

　 사업명 주 기
지원비율(%) 산규모

(백만 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융자

56 농업인재해공제사업 농식품부 등 50 　 50 　 544,164

57 농어업재해보험사업 　 　 　 　 　

①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농 앙회 50 　 50 　 49,034

② 가축재해보험사업 농 앙회 등 50 　 50 　 1,680

③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 앙회 50 　 50 　 791

58 농어업인 건강연 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사업 건강보험공단 28 　 72 　 6,994

② 농어업인 연 보험료지원사업 국민연 공단 정액 　 　 　 57,100

59 농어업인 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시·군 50 50 　 　 59,219

60 농어 휴양자원개발사업 시·군 　 　 　 100 83,930

61 한계농지정비사업 시·군 　 　 　 　 61,348

62 농어 뉴타운조성사업 시·군 70 30 　 　 265,500

63 산림경 계획사업 시·군 50 50 　 　 41,535

64 산림사업종합자 지원사업 시·군 등 　 　 　 100 360,200

65 산림소득증 사업 시·도 등 50 20 30 　 10,500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산림청 30 40 30 　 51,500

67 사립수목원지원사업 사립수목원 50 50 　 　 10,000

68 백두 간주민소득지원사업 시·군 70 30 　 　 8,006

69 문임업인 맞춤형 경 지원사업 시·군 50 20 30 　 　

70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산림조합 등 50-100 　 　 　 5,400

71 조림·숲가꾸기사업 시·군 70 20 10 　 3,000

7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군 등 60 40 　 　 30,000

73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시·군 등 30 70 　 　 666

74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도 등 　 　 30 70 159,756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도,시·군 50 30 　 20 16,451

76 마필산업육성사업 시·도,시·군 50 50 　 　 16,998

7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농 앙회 등 　 　 　 　 3,482

78 양 산업육성사업 시·도 등 80 20 　 　 32,260

79 낙농체험 사업 시·도 　 　 　 100 5,070

80 랜드육 타운조성사업 농식품부 40 　 60 　 22,450

81 가축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시·도 　 　 50 50 30,076

82 축사시설 화사업 　 　 　 　 　 　

①　축사시설 화 지원 시·도 30 　 20 50 145,000

②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시·도 20 20 20 40 110,141

83 랜드경 체지원사업 　 　 　 　 　 　
①　가축계열화사업 시·도 　 　 50 50 20,000

② 랜드경 체지원사업 시·도 　 　 20 80 142,134

③ 축산물 랜드컨설 지원사업 시·도 30 30 4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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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명 주 기
지원비율(%) 산규모

(백만 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융자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시·도 30 30 40 　 3,200

85 자율 리 어업육성지원사업 시·도 50 40 10 　 23,690

86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시·도 50 50 　 　 17,000

8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시·도 100 　 　 　 6,800

88 친환경어구 보 지원사업 시·도, 시·군 70 30 　 　 14,707

89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시·도 70 30 　 　 13,399

90 고효율 어선유류 감 장비지원사업 시·도 30 30 40 　 3,912

91 수산장비 임 사업 　 　 　 　 　 　

①　양식장비 임 농식품부 50 50 　 　 3,000

②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 농식품부 100 　 　 　 900

92 어업인교육훈련  기술지원사업 농식품부 100 　 　 　 300

93 수산부문 소득보  직 지불제 농식품부 100 　 　 　 1,500

94 수산인 안 공제지원사업 농식품부 50 　 50 　 1,221

95 어선원  어선보험사업 농식품부 20-70　 　 　 　 62,921

96 농어 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도, 시·군 50 　 50 　 628,179

97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시·도 80 20 　 　 350,155

98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시·군 70 30 　 　 1,390,927

99 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①　 역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시·도, 복수 시·군 50 50 　 　 64,600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시·군 50 50 　 　 58,240

100 수산식품거 단지조성사업 농식품부 50 50 　 　 17,518

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농식품부 30 30 40 　 83,132

102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시·군 40 30 30 　 54,334

10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농식품부 50 50 　 　 7,000

10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시·도 40 30 30 　 31,948

  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정리했지만, 지침서의 주 기  구분이 불명확한 

들이 있음. 농식품부가 주 기 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 산하 직속기   공사

에서 수행되고 있음.

자료: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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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체계

  농림수산사업의 집행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교부신청을 하면 농식품부가 보조 을 

교부하고 지자체가 보조 을 집행하는 방식이 보다 일반 이지만, 지자체

를 통하지 않고 농식품부 산하 기 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도 있다. 보조사

업의 지원 상자 선정은 행정기 (시‧군, 도, 농식품부)이 담당하고 농 은 

자 창구로서 집행을 담당한다. 축산발 기 , 농산물가격안정기 , 소

득보 직 지불 등 정부 지원자 은 사업 상자, 자 규모 등이 확정되어 

내려오고 농  등 융기 이 자 창구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부 보조사업

은 사업자가 회원농 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고 농  계통조직을 통해 보조

이 교부되기도 한다.

그림 3-1.  농림수산사업 추진체계

농어민 / 농어업법인 / 작목반·어촌계 / 농어민단체 / 품목단체

시·군

시·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외청, 공사

농업기술센터공사 시군지부

농(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지역개발

교부금

교부금

농정예산

지방비 사업비

정책자금

정책자금

사업비

중앙행정부서

  융자사업은 사업자 리기  는 농 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어 농

업정책 융 출취 기 (농 앙회  융기 )을 통해 출되는 방식

으로 실시된다. 융자사업에서 농특회계의 사업자 리자는 농업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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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단, 농지 리기 은 한국농어 공사, 농안기   FTA기 은 농수산

물유통공사 등이다. 일부 융자사업은 지자체나 다른 기 에서 사업자를 확

정하기도 한다.

1.1.3. 농업정책 융

가.  농업정책 융 개요

  농업정책 융은 정부가 농업정책 수행을 해 농업인에게 직  자 을 

공 하거나, 농업 출에 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융기 의 농업 출

에 한 손실을 보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정책 융은 농업 융

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체 인 후생증

가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정책 융은 특정분야의 육성이

나 특정품목의 생산유도, 소농체제의 신용보완, 세빈농에 한 소득보  

등 다양한 목 을 해 시행되고 있다. 농업부문은 비농업부문에 비해 수익

성이 낮고,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농업생산의 공공재  특성 등으로 인

하여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융연구원 2004).

  농업정책 융은 정부의 특별회계, 기 , 농   시 은행의 융자  

등 모두 10개의 재원에서 조달되어 6개 기 을 통해 공 된다. 농업정책

융의 재원이 재정특별회계 심에서 1968년 농안기 , 1974년 축발기 , 

1981년 농지기 , 2004년 FTA이행기 으로 확 되고, 1970년부터 농

앙회 자 , 1999년부터 조합의 상호 융자 , 그리고 2004년부터는 시 은

행 자 이 이차보  방식으로 정책 융자 에 투입되었다. 농업정책 융의 

재원은 농 앙회 자 , 농  상호 융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농

특회계), 공자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재특회계), 축산발 기 , 산림조합

자 , FTA기 , 농수산물가격안정기 , 농지 리기 , 시 은행 자  등 

10가지이다.11 이 게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조달된 농업정책 융은 각각 

11 10가지 재원 이외에도 차 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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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이 다르고, 농 앙회, 회원조합, 산림조합, 시 은행, 유통공사, 

농어 공사 등 6개 출기 을 통하여 공 된다(이정환 2010).12

  재원과 리기 , 출기 이 확 됨에 따라 자 의 달경로가 서로 교

차되어 매우 복잡한 달체계를 갖고 있다. 를 들어, 농수산물유통공사

는 농안기 을 리하면서 2008년 기 으로 모두 3조 830억원을 출하고 

있는데, 그  81%는 농 앙회를 통하여 출하고 19%인 5,522억원은 

직  출한다. 농 앙회는 자체 은행계정, 축발기 , 농특회계  공자

기 , 유통공사가 리하는 FTA 기 과 농안기 , 농어 공사가 리하는 

농지기 , 그리고 차 자  등을 통해 2008년에 모두 14조 1,237억원 자

을 조달한 후, 그  84%는 조합을 통해 출하고 16%는 직  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농업정책 융의 부분은 농 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공 되고 농 이 출채권의 회수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정책 융사업이 농림수산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한 수단으로 인

식되어 새로운 정책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이와 연계된 정책 융사업이 도

입되어 사업수가 지속 으로 늘어났다.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출

리 차가 복잡하여 행정기   출기 의 리비용이 증가하 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1999년부터 농업종합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총 정책자  출 잔액(부채 책 제외)의 16.8%에 머물고 있다(이

정환 2010).

나.  농업정책 융의 규모  구성

  농업정책 융 총 출 규모는 2008년 기  27조 원에 이르고 신규 공

액은 2008년 기  연간 9조 원 규모이다<표 3-2>.

  농업정책 융 에서 민간자 은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

12 이정환(2010)에서는 농업정책자 리단을 별도의 출기 으로 분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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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 거의 부분은 농 앙회  상호 융 자 이 차지하고 있다. 농업

정책 융의 출경로도 농  계통에 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농업정

책 융의 출경로를 보면, 2008년 총 출  잔액의 84.3%가 농 계통을 

경유하여 출된 반면 산림조합이 2.2%, 유통공사가 2.2%, 농어 공사가 

10.7%, 시 은행이 0.6%를 담당하는 것에 그쳤다(이정환 2010)<표 3-3>.

표 3-2.  농업정책 융 규모의 변화

단 : 억 원

구 분
잔 액 신규 공

부채 책 포함 부채 책 제외 부채 책 포함 부채 책 제외

2001 319,088 218,445 106,481 98,602

2005 308,615 180,082 74,031 58,327

2006 283,220 174,045 73,233 72,900

2007 262,017 173,566 72,275 72,108

2008 267,557 194,036 90,880 90,759

평균 296,132 192,812 82,239 76,31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 실  농업 융정책과

표 3-3.  농업정책 융 출창구별 구성(잔액 기 )

단 : 억 원, %

합계 농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어 공사 시 은행

2004
310,004

(100)

273,031

(88.1)

7,489

(2.4)

6,531

(2.1)

22,896

(7.4)

57

(0.0)

2005
297,683

(100)

260,280

(87.4)

7,289

(2.4)

5,534

(1.9)

24,086

(8.1)

494

(0.2)

2006
282,248

(100)

243,683

(86.3)

6,580

(2.3)

5,501

(1.9)

25,319

(9.0)

1,165

(0.4)

2007
258,359

(100)

218,220

(84.5)

7,156

(2.8)

6,001

(2.3)

25,535

(9.9)

1,447

(0.6

2008
263,707

(100)

222,392

(84.3)

5,750

(2.2)

5,778

(2.2)

28,119

(10.7)

1,668

(0.6)

  주: 출기 별 출잔액 기 으로 작성되어 재원별 출잔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 실  농업 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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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 융의 용도별 구성은 농축산경 자 , 농어 구조개선자 , 농

업기계화자 , 농안기 , 축산발 기  등으로 되어 있다<표 3-4>. 농업정

책 융 외에도 농 주택자  등 일반정책자 이 농업인을 해 지원되고 

있다. 농업정책 융의 출용도는 시설자 , 개보수자 , 운용자  등이며, 

사업별로 용도와 출조건이 정해져 있다.

  농 의 농업정책 융  일반정책자  취 에 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취 수수료율은 0.5%~2.0%로 자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농 을 통한 

농업정책 융 출은 앙회 직  출(시‧군지부를 거쳐서 출)과 회원

조합 출로 구분되며, 주로 회원조합을 통해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액 기 으로 회원조합이 약 80%, 앙회(시·군지부)가 약 20%를 취 하고, 

건수 기 으로는 회원조합이 95%, 앙회(시‧군지부)가 5%를 취 한다. 

표 3-4.  농업정책 융 출  규모(연도별 잔액)

단 : 억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축산경 자 29,906 29,276 28,980 27,646 26,684 24,973 

농어 구조개선자 36,662 31,063 25,786 22,623 20,768 17,760 

축산발 기 17,042 16,110 16,437 15,053 14,928 14,238 

융농업 기자 42,534 43,855 45,315 48,372 61,127 66,594 

농 환경개선자 21,209 20,968 21,007 20,776 20,971 20,924 

기타재정자 14,937 15,991 16,311 15,134 16,622 21,881 

재정농업 기자 3,321 3,076 2,783 2,798 2,709 2,798 

기타운 자 (학자 ) 1,669 1,287 918 613 383 2,263 

특수사업자 171 767 451 380 342 283 

상호 융특별장기자 29,679 29,309 28,187 27,625 31,888 30,385 

상호 융 리 체자 96,443 87,912 67,976 51,876 38,874 24,426 

학생학자 ( 앙회) 7,300 8,135 6,440 5,957 7,101 2,410 

기타자 5,203 3,488 3,047 2,578 2,246 1,885 

잔액합계(원장기 ) 306,076 291,237 263,638 241,431 244,643 230,820 

  주: 농업정책자   일반정책자 을 포함하고 출원장 기 으로 작성한 자료임.

자료: 농 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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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회는 출건수에 비해 액이 크므로 주로 규모가 큰 출을 취 함을 

알 수 있다.

다.  주요 융자사업 내용

(1) 농축산경 자

  농축산경 자 은 농업경 을 원활하게 하고 재해 농가의 경 비 부담

을 덜어주기 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 비를 리로 지원하는 자

으로 농업경 자 , 축산경 자 , 재해 책경 자 으로 나뉜다. 농축산

경 자 의 재원은 공공자 리기 과 농  자체자 이며 액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농축산경 자 의 사업비는 2조 8천억 원으로 그 

규모가 계속 고 있다. 출 리는 연 3.0%, 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출한도는 농가당 1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경종과 축산분야에 상이한 

한도를 용하고 있다.

그림 3-2.  농축산경 자  출 차

지역농협

농업경영제

영농회 영농회임원회

융자협의회

자금신청

자금대출

개별신청
내역통보

개별산정내역
상정심의

자금배정안
통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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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경 자 의 출 차13는 농업인이 농회  작목반을 통하여 지

역농 과 품목조합에 신청하면 조합융자심의회에서 농조건 등을 감안하

여 선정한다. 이때 조합융자 의회 구성  지원 상자 선정방법 등에 

한 세부 인 방침은 농 앙회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2)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은 농업경 체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

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하여 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농업종합자  6,500억 원, 농기계구입자  600억 

원 등 총 7,100억 원이다.

  출 차는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농기계구입자  융자신청서

를 작성하고 지역농  등에 제출한다. 농 은 융자심사 결과 농가의 신청

내용이 정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단되면 농기계 구입자  출심사 

결과통보서를 교부한다. 

(3) 농업종합자

  농업종합자 은 출 융기 이 사업타당성 검토와 사업 상자 선정 등

에 해 책임지는 시장원리에 의한 출제도로서(1990년  42조 원 농업

투융자사업의 성과가 기 수 에 미흡하여) 1999년에 도입되었다. 농업종

합자 의 상자 선정  사업타당성 검토에 한 책임은 행정기 에서 농

으로 이 되었으며, 지원자 을 개별사업자 에서 농업종합자 으로 통

합하 다.

  농업종합자 은 지원방식을 농업경 체 심으로 환하고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하 으며 세부사업별로 복잡하게 지원되던 자 을 통합하여 시

설자 , 개보수자 , 운 자 으로 단순화하고, 자 출 후 농가경 진단

을 통한 극 인 사후 리로 부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종합자 취 사무

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 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 평가와 

13 재해 책지원자 은 별도 차를 거친다.



지방농정 추진  농정 거버 스 운용 실태  41

장실사를 통하여 자 지원을 결정한다. 운 자   개보수자 을 제외

한 시설자 은 출취 기 으로부터 지원 격여부 의뢰가 있는 경우 지

자체는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 체의 평 ·신망 

등에 하여 출취 기 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종합자 제도의 도입으로 농업정책 추진의 권한과 책임이 농 에게 

부여되고 농업정책 융의 문성이 강화되었다. 농업종합자 은 1999년 

도입 이후 2001년까지는 주로 국고에 의해 지원되었으나, 2002년 이후에

는 농  등 출 융기 의 자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출취 기 은 

정부로부터 차입한 농특자 과 농 앙회자 을 활용하여 출한다.

라.  출체계

  농업정책 융의 재원은 정부의 특별회계, 각종 기 , 농 의 앙회  

상호 융 자  등으로 다양하고 출기  역시 농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 공사 등으로 다양하다. 농업정책 융에서 농 의 역할은 매우 

크다. 농업정책 융의 출액 에서 민간자본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의 부분이 농 자 이다. 즉, 농업정책 융 출액의 반을 농

자 에서 융통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 여러 기 이 출기 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 이나 회계의 부 는 일부가 농  

계통조직을 통해 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  계통조직은 농 자  외에 

다른 재원의 자 까지 출을 하고 있다. 구체 으로 농  계통조직은 

2008년 총 출  잔액의 84.3%를 담당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재원과 출기 이 다양하고, 지원조건 등도 상이하여 추진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표 인 사업 몇 가지를 통해 그 추진체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축산경 자 은 회원조합의 조합융자 의회에서 심의하고 사업

상자에게 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회원조합이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벼 매입자 지원사업은 농산물품질 리원에서 사업 상자별로 배정

을 하면 농 앙회(시·군지부)가 규정에 따라 출하는 방식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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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기 때문에 농 은 결정권한이 없는 사업에 해당한다<그림 3-3>.

  ③ 농업종합자 은 농 앙회 시·군지부나 종합자 취 사무소로 지정

된 일부 회원조합에서 경 평가와 장실사를 하고 시·군청과 의

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④ 농어 주택개량사업은 시·군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회원농 에 

통보하여 사업 상자에게 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

업이다. 이 사업은 융자사업 에서 지자체가 사업 상자를 선정하

는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⑤ 농업경 회생자 은 지원자의 자 신청 규모에 따라 농 앙회, 지

역본부, 시·군지부의 경 평가 원회가 심사를 하고 사업 상자를 선

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융자사업은 농  계통조직이 직  심사하고 사업 상

자를 선정하여 출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앙정부(농식품부) 등

에서 사업 상자를 선정하고 농 에 통보를 하면 농 이 여신 차에 따른 

출만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림 3-3.  벼 매입자 지원사업 추진체계

중앙회·협회

회계법인

농식품부

품관원

R P C

자금배정

벼매입실적보고

벼매입실적보고
벼매입실적

확인 및 점검

경영평가 및
벼매입실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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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농정추진체계 평가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3-1>과 같이 도면화할 수 있지만, 사

업집행체계가 복잡하고 뚜렷한 원칙없이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방법  차로 정책자 이 투융자되기 때문에 사업

을 체 으로 조망하기 어렵고 체계 으로 리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에 실시되는 농림수산사업 체를 악하지 

못하고 있고,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융자사업은 회계  기 리기 별로 리되고, 다시 융기

에 의해 출되는 층구조로 운용되기 때문에 추진체계가 분산 이고 

복 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농정추진체계를 원칙에 따라 체계

이고 간소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표 3-1>에 나타난 농림수산사업을 보면, 농식품부가 직  리할 필요

성이 있는 사업을 지자체에 임하여 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 로 지

자체에 임하는 것이 나은 사업을 농식품부가 직  리하는 경우도 있

다. 를 들어 소득보 직 지불사업은 농식품부가 직  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자체에 집행을 임하고 있고, 품목별 표조직육성사업은 

지자체에 선정  집행을 임하는 것이 나은 사업이지만, 농식품부가 산

하조직을 통해 리하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원칙없이 편의성 주로 구

성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의 사무 분장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앙사무와 지방사무로 재분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14 앙정부가 직

 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직 지불사업과 같이 지역별 특성을 고

려할 필요가 없는 국  사업이나 범 한 지역에 걸쳐 실시되는 사업으

로 하고, 지방정부 리사업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가 

사업 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한다.

14 재에도 앙·지방사무의 구분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의 주 기  

심으로 분류해 본 것에 불과하고 명시 인 사무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융자시업의 경우에는 주 기 에 의한 앙·지방사무 구분이 어려운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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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농정 추진 실태

1.2.1. 역자치단체의 농정 추진 황

  역자치단체 농정조직의 주된 기능은 농림수산사업의 시행과 련하여 

농식품부와 기 자치단체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림수

산사업의 행정  가교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에 

사업비(도비)를 부담하는 것이 포함된다.

  역자치단체는 이러한 매개 기능 이외에 농림수산사업을 직  수행하

기도 한다. 특회계에 속하는 농어업기반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 개발사

업이 이에 속한다.

  역자치단체는 기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 응하는 농업기술원을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지만,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가 연구개발과 기술보

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집행조직으로서 한계가 있다.

1.2.2. 기 자치단체의 농정 추진 황

가.  지방농정조직 구성

  시·군 지자체의 지방농정조직은 농식품부로부터 임받은 지방사무를 

집행하는 ‘농정조직’과 농업기술센터로 표되는 ‘지도조직’의 이원체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조직 간의 (연계) 계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7월 재 농업기술센터를 보유한 국 158개 기

자치단체  67개 시·군이 ‘농정조직’과 ‘지도조직’을 통합하거나 지도업

무를 이 하여 운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분리된 채로 있다<표 3-5>. 

지역별로는 경남과 강원도에서 조직통합 시·군이 많다.15

15 경남은 17개 시·군 에서 16개 지자체가 통합되어 있고 1개 군(의령군)만 통

합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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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농정조직과 지도조직 통합 시·군 황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북 남 경북 경남 인천 구 계

완 통합 4 9 1 4 6 6 15 - 1 46

부분통합 4 - - - - 2 1 1 - 8

지도업무 이 3 5 - - 3 2 - - - 13

계 11 14 1 4 9 10 16 1 1 67

자료: 농 진흥청, 지방농 진흥기  조직  인력 황, 2010

  지방농정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의 농정조직과 지도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조직통합의 형태로는 농정과, 농업 련 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합하여 시·군청 내에 농업국을 두도록 하는 안을 제안

할 수 있으나, 농업기술센터가 ｢농 진흥법｣의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국 내에 두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 군 단  지자체

에는 국이 없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안은 농정조직과 지도조

직을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도 실 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양 조직이 통합을 꺼리기 때문이다. ‘농정조직’은 농업기술센

터로 통합되면 행정력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지도

조직’은 통합이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일반 행정기 화 되어 ( )농민 서

비스에 념할 수 없고 기 의 고유 업무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시‧군 내에서 ‘농정조직’과 ‘지도조직’의 유기  통합이 어려워 

지방농정조직 통합의 시 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군청 농정 담당자를 상으로 농정조직과 지도조직의 통합에 해 설

문을 하 는데,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4.4%,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1.1%로 통합에 반 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 양 조직이 통합을 꺼

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군지역이나 낙후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

정조직과 지도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시·군청 내 농업국

을 신설해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하 고(68.8%), 그 다음으로는 농업국 신

설이 불가능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방안, 곧바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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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합하는 방안 순으로 응답했다.

  지방농정의 핵심주체에 한 설문에서는 시·군청 농정조직을 핵심 주체

로 평가했다.16 2순  응답자  과반수는 2순 로 농 을 꼽았으며, 1순

와 2순 를 가 평균한 결과 시·군청 농정조직이 약 69.4%, 농 이 16.3%, 

농민단체가 8.1%로 나타났다<표 3-6>. 

표 3-6.  지자체 농정의 핵심 인 주체

단 : 명, %

구분
1순 2순

가 평균
응답자수 응답비율 응답자수 응답비율

시·군청 농정조직 89 98.9 1 1.3 69.4

농 0 0.0 42 53.9 16.3

한국농어 공사 0 0.0 9 11.5 3.5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0 0.0 4 5.1 1.5

농업기술센터 0 0.0 3 3.8 1.2

농민단체 1 1.1 19 24.4 8.1

합 계 90 100.0 78 100.0 100.0

 주: 1순 와 2순 에 각각 2:1로 가 치를 주어 가 평균을 구함.

나.  지방농정 추진방식

  시‧군의 농정사무는 농림수산사업에서 지방사무로 분류된 산사업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기 임사무인 경상사업으로 구성된다. 산사업  

보조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받고, 사업에 선정된 경우 보조  교부신청을 하고 농식품부가 교부한 

보조 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융자사업은 농 이 담당하고 있고, 

시‧군청은 거의 여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집행은 출취 기 (농  

 융기 )이 여 신청을 하면 여를 받아 사업자에게 출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16 설문 상자가 시‧군 농정공무원인 것도 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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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련 경상사업으로는 농업‧농 발 계획이나 품목별 종합계획 수

립, 식품안 과 련한 생산이력·표시 련 업무, 각종 의회 운 · 리, 

농지사무, 통계조사 등의 업무가 있다. 경상사업 추진과 련해서 지자체 

내의 제한된 농정담당 인력으로는 부여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내기에 한

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가장 표 인 것이 농지사무인데, 「농

지법」상 농업경 을 목 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간 사후 리 상으로 

되어 있고 이들 농지에 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어야 하지만, 

시‧군(읍‧면)의 인력 부족과 과 한 여타 업무로 농지업무로 제 로 처리

하지 못하고 있다(김수석 등 2009, 40).

  실제 시·군청 농정 담당자들이 경상업무, 산업무 등 농림수산 련 사

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부담 정도를 조사하 다. 인력에 비해 업무가 많

다거나, 업무가 많아 규정에 따른 완 한 처리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87.8%이고, 인력에 비해 사무가 당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 

지나지 않았다. 농림수산 련 사무 목록만큼이나 담당자들이 느끼는 업무 

과 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이나 낙후지역은 시지역이

나 낙후지역외 지역에 비해 업무가 무 많아 규정에 따른 완 한 처리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군지역이나 낙후

지역의 경우 농림어업 비 이 높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7.  시·군 농정조직의 농정업무 부담 정도

단 : 명, %

구 분
시군 구분 낙후지역 구분

체
시지역 군지역 낙후지역 외 낙후지역

조 도 부담스럽지 않다 2.9 0.0 2.3 0.0 1.1

인력에 비해 업무가 당한 편이다 8.6 12.7 9.3 12.8 11.1

인력에 비해 업무가 많은 편이다 62.9 49.1 62.8 46.8 54.5

업무가 무 많아 규정에 따른

완 한 처리가 어렵다
25.7 38.2 25.6 40.4 33.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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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정사무 추진조직 간의 계

  시‧군청을 심으로 하는 농정사무 추진조직 간의 계는 주로 보조사

업에서 형성되고 융자사업에서는 상호 련성이 낮게 나타난다. 보조사업

에서 시‧군의 농정조직은 사업신청을 받고 교부 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농정심의회17 분과 원회에서 사업신청자의 우선순 를 정하고 있

으나 체로 시‧군 담당부서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한국농어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련된 사업에서 시‧군 자체사업

이나 매칭펀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군과 계를 맺고 있다. 국립농산물

품질 리원은 농업경 체 등록과 련하여 시‧군과 업무 조를 하고 있다. 

농 은 보조사업의 시‧군 고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고, 융자사업과 련

하여 부분 으로 시‧군과 력 계를 맺고 있다.

  시·군 농정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지역의 여러 농정조직이 서로 의하

고 력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나타났

고, 력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8.9%를 차지해 비교  력이 

이루어지는 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표 3-8>. 농정조직 간 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의· 력하는 시스템의 부재(44.4%), 농정조직

의 역량이나 성숙도 부족, 농정조직 간 힘의 불균형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

았다.

그림 3-4.  보조사업 추진 방식

사업대상자 도
(우선순위 결정)

시·군

(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사업신청

결과통보

보조금신청

보조금교부

검토 및 제출

결과통보

보조금신청

보조금교부

검토 및 제출

결과통보

보조금신청

보조금교부

17 공식명칭은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인데, 이에 한 자세한 내용

은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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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지역의 농정조직 간 력 정도

단 : 명, %

구  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력하지 않는다 2 2.2

별로 력하지 않는 편이다 15 16.7

보통이다 25 27.8

꽤 력하는 편이다 37 41.1

력이 매우 잘 이루어진다 11 12.2

합 계 90 100.0

그림 3-5.  농정 련 조직들 간 계 정도

3.49 

3.15 

3.20 

2.34 

3.90 

2.36 

2.50 

2.55 

3.36 

2.48 

2.42 

2.59 

2.55 

2.63 

2.29 

0  1  2  3  4  5 

시군농정 ‐농협

시군농정 ‐농어촌공사

시군농정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농정 ‐유통공사

시군농정 ‐농민단체

농협 ‐농어촌공사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유통공사

농협 ‐농민단체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민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민단체

유통공사 ‐농민단체

  한 지방농정이 추진 시 지역 농정 련 조직들 사이의 계를 5  척도

로 설문한 결과, 시‧군 농정조직과 농민단체가 가장 높은 3.9 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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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군 농정조직과 농 , 농 과 농민단체가 각각 3.49 , 3.36 을 나

타내었다. 특히 지역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다른 농정조직과 실질 으로 

계를 맺고 있지 않아서 응답을 하지 않은 담당자가 많았고, 실제로 계 

정도에서도 낮은 수를 보이고 있다<그림 3-5>.

1.2.3. 지방농정 추진 실태 사례조사: 양시

  기 자치단체 차원의 지방농정 추진 실태를 보다 구체 으로 악하기 

해서 사례지역으로 1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농정 련 실시내역을 분석

하 다. 여기서 사례지역으로는 인구규모로 간 크기의 도시이자 농업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양시를 선정하 다.

가.  양시 농정조직 체계

  양시의 농정조직은 1998년 농 지도소가 지방직으로 환되면서 시청

의 농정과  농산물유통과와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하 다. 이후 

직제 정비를 거쳐 재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재 농업기술

센터는 4개 과(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와 13개 담

당을 두고 있다<그림 3-6>.

나.  농정 련 산 운용 황

  양시의 농정 련 산은 2010년도 양시농업기술센터의 농정 산

이 주된 상이고, 부분 으로 건설과의 농업생산기반정비 련 산이 분

석 상에 포함된다.18

18 양시는 건설과에서 농업생산기반조성과 련된 사업, 즉 수리시설개보수, 밭

기반정비, 농 마을종합개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수리시설 리 등을 담당하

고 있어 건설과 산  이와 련된 산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사업 산  

행정운 경비 등 제반 경비는 제외하고 실제 사업비만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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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양시농업기술센터의 조직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농업행정담당

친환경농업담당

농수산담당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수출담당

과수화훼담당

농업지원담당

생활개선담당

경영지도담당

기술보급담당

기술개발담당

축산진흥담당

가축위생담당

  양시 농정사업 산은 총 298억 원인데, 이  보조사업 산이 약 

198억 원, 자체사업 산액이 약 100억 원이다. 보조사업은 매칭펀드가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 산을 다시 재원별로 분류하면, 국비가 약 126억 

원으로 42.4%, 도비가 약 23억 원으로 7.7%, 시비가 약 149억 원으로 

49.9%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비가 농정 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칭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사업 비 은 체 산의 1/3 수 이다. 자

체사업은 교육이나 행사지원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양시의 농정을 

이끌어 갈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은 농산물 수출을 한 비닐하우스 보강

사업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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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2010년도 양시 농정사업 내역

단 : 천 원

부서 세부사업명 보조 국비 도비 시비 산합계

농

정

과

농업경 컨설 보조 12,000 2,400 2,400 16,800 

농 정보화육성 보조 6,550 2,175 4,375 13,100 

최고농업경 자과정지원 보조 0 57,500 42,750 100,250 

농정기획 자체 0 0 263,618 263,618 

농업경 인육성 자체 0 0 90,865 90,865 

친환경비료공 보조 1,062,955 117,266 470,089 1,650,310 

녹비작물종자 지원 보조 34,083 10,225 23,897 68,205 

친환경지구조성사업 보조 105,000 70,000 105,000 280,000 

친환경농업육성 자체 0 0 166,060 166,060 

농업기계지원 보조 0 82,925 154,918 237,843 

농기계임 자체 0 0 65,890 65,890 

농기계순회수리 자체 0 0 87,659 87,659 

소득등고정직불제 보조 5,732,891 0 0 5,732,89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 207,203 0 88,801 296,004 

농산 리 자체 0 0 645,479 645,479 

경 직불제 보조 9,435 0 4,044 13,479 

양곡 리 자체 0 0 279,170 279,170 

식량작물수매 자체 0 0 209,772 209,772 

내수면인공산란장설치 보조 42,500 3,187 7,438 53,125 

어자원조성 자체 0 0 8,228 8,228 

농

산

물

유

통

과

농산물축제지원 보조 0 18,000 30,000 48,000

원 작물 랜드육성지원 보조 1,065,000 361,000 844,000 2,270,000

농산물 로확보 자체 0 0 220,396 220,396

농산물수출기반 보조 2,174 181,560 139,000 322,734

시설원 에 지이용효율화 보조 330,556 92,776 237,780 661,112

농산물수출 자체 0 0 1,911,939 1,911,939

FTA기 생산시설 화 보조 98,000 29,607 68,393 196,000

농작물재해 보조 0 271,575 405,972 677,547

FTA자율계획수립지원 보조 3,004 0 0 3,004

향토산업육성 보조 600,000 60,000 140,000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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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부서 세부사업명 보조 국비 도비 시비 산합계

농

업

지

원

과

농산어 체험마을 보조 12,360 3,720 9,840 25,920

학습단체육성 보조 0 2,700 3,630 6,330

농업인자녀학자 보조 151,495 0 579,405 730,900

농업인재해안 공제료 보조 0 48,933 69,900 118,833

농 지도 자체 0 0 45,110 45,110

농업인학습단체 자체 0 0 47,900 47,900

푸른농 희망찾기운동추진 자체 0 0 19,340 19,340

농 마을조성 자체 0 0 380,000 380,000

농외소득활동 자체 0 0 10,100 10,100

생활과학기술교육 자체 0 0 19,365 19,365

여성농업인육성 자체 0 0 76,800 76,800

친환경농산물생산장비 보조 0 3,024 2,976 6,000

농 정보인 라 보조 1,618 0 6,262 7,880

농가경 정보 자체 0 0 296,500 296,500

농업 장민원 자체 0 0 1,623 1,623

축

산

기

술

과

특화작목실증포 자체 0 0 122,104 122,104

고품질농산물생산 자체 0 0 50,136 50,136

연꽃단지조성 자체 0 0 175,764 175,764

꽃생산 자체 0 0 380,768 380,768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 88,500 53,580 125,020 267,100

축사시설 화 보조 202,830 0 24,000 226,830

축산경 안정화 보조 0 55,319 121,291 176,610

축산안정화 자체 0 0 851,505 851,505

가축방역약품 보조 171,177 74,734 144,711 390,622

소독시설설치 보조 35,000 21,000 22,750 78,750

구제역방역 보조 0 121,073 121,073

가축방역 자체 0 0 147,868 147,868

루셀라방역 자체 0 0 17,150 17,150

소규모축산농가소독지원 보조 20,460 10,230 10,230 40,920

건
설
과

수리시설개보수 보조 33,326 277,500 87,674 398,500

밭기반정비 보조 0 0 0 0

농 마을종합개발 보조 2,124,000 280,000 628,000 3,032,00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조 500,000 0 215,000 715,000

수리시설 리 자체 0 0 3,493,130 3,493,130

계 12,652,117 2,312,009 14,903,785 29,867,911 



지방농정 추진  농정 거버 스 운용 실태54

다.  정책사업 추진방식

  양시 농정 산의 2/3를 차지하는 보조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양시가 사업 상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취합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게 된다. 이 때 농정심의회가 신청자의 우선순 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농정심의회는 체회의를 분과 원회 회의로 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심의회 체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고 분과 원회 심으

로 심의가 이루어진다. 신청한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 양시가 보조  교

부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보조 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융자사업은 농 이 담당하고 있고, 시청은 거의 여하지 않고 있다. 

출취 기 (농 앙회  융기 )이 여 신청을 하면 여를 받아 직

 출하거나 농 앙회 시‧군지부  회원조합에 재 여하여 사업자에

게 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에 한 사후평가나 실 평가는 반 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에 한 사후평가시

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농림수산사업의 경우 농식품부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수 에서 사후평가나 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지속 여부에 한 결정은 평가가 아니

라 사업수요 크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평가시스템 상의 문제를 넘어

서 과 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평가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과 

련이 있다.

라.  지방농정 경상업무 추진 황

  산사업을 제외한 지방농정 경상업무로는 <표 3-10>과 같은 업무가 있

다. 즉, 농업‧농  련 각종 발 계획 수립, 농지 리, 식품안 과 련한 

원산지 표시  생산이력 리, 각종 기술지도  경 상담, 통계조사 등 

수많은 업무가 경상업무로 주어져 있다. 농업기술센터 내의 제한된 인력으

로 부여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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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농업기술센터의 직원 수는 58명으로 담당(계)별로 4～5명이 배치되

지만, 직원당 담당 업무(혹은 사업) 수는 게는 3～4개, 많게는 9～10개에 

이른다<부록 1 참조>. 이런 상황에서 지속 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상업무

를 규정에 맞게 완 히 처리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표 3-10.  양시 농정 련 경상업무 내역

부서 업무

농정과 

농어 발 계획수립, 농정심의회 운   리, 농법인 

리, 친환경농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

후 리, 친환경농업인단체  농가 리, 농약 매업 리, 고

품질 생산 종합계획수립, 농작물 수확량 조사, 농작물 재해

책, 농 일손돕기 추진, 어선과 련된 업무, 내수면 어업과 

련된 지도단속 업무, 미곡종합처리장  양곡보 창고 리, 

보리  공공비축미 매입 리, 양아리랑 ·친환경  생산

리, 양곡재고조사, 농지 리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종합계획 수립, 농산물원산지 표시 리, 농산물 

고탑 리, 농산물 공동 랜드 상표사용  사후 리, 원 수

출농가 신기술교육  연찬회, 수출 책  수출 의회운 , 

농산물안 성조사

농업지원과

농 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평가, 농업산학 동심의

회 운 , 푸른농  희망찾기, 연구회 조직  육성지도, 농업

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 농축산물 표 소득조사 분석, 농업

소득 분석, 기술지도 업무

축산기술과

병해충 찰  발생정보 리, 작물 생육상황조사, 종합검

정실 운 계획수립, 토양검정, 수질 분석  잔류농약 검사, 

시범포  증식포 운 , 농업연구사업 실증시험, 축산 경 정

책 종합기획  수립, 축산물 생산이력에 한 업무, 축산 경

지표 산출  소득분석, 가축 통계조사, 가축 생  가축방

역 정책 종합기획,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가축질병 방역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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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농정 추진조직 간의 계

  보조사업의 추진에서 양시농업기술센터는 사업신청을 받고 교부 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정심의회 분과 원회에서 사업신청자의 우선

순 를 정하고 있으나 농정부서의 의견을 체로 따르고 있다. 농정심의회

에는 농민단체  지역농 의 표자가 원으로 참여하여 민 력 계

를 갖는다. 한국농어 공사는 생산기반정비사업과 경 이양직불사업을 독

자 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분 으로 시비를 보조받아 생산

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양시와 력 계를 맺고 있다.19 국립농

산물품질 리원은 친환경안 축산물직불사업 등 품질 리 련 사업을 독

자 으로 수행하며 품질인증과 련하여 양시와 업무 의 계에 있다.

그림 3-7.  양시 보조사업 추진조직 계도

농식품부

경상남도

밀양시

농어촌공사

공사 지사

품관원

품관원출장소지역농협 및 농민단체

농업경영체 / 사업자

농정심의회 농지관련 사업
품질관리

신청   전달 전달   선정 전달   선정

전달   선정 보고   승인 보고   승인

신청   집행 신청   집행

19 2010년도 농어 공사의 행사업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산이 약 7억 

원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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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양시 융자사업 추진조직 계도

중앙정부(농식품부)

금융기관(지역농협)

농업경영체 / 사업체

농협중앙회

밀양시

정책자금관리단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사업자금 관리기관>

심사   선정

신청   대출

보고   관리

업무협조

  융자사업은 거의 으로 농 이 담당하고 있는데, 양시와는 력사

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비와 농 자 을 합하여 비료 지원과 감자   생

산에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 농 은 정책자  출 신청을 받아 1차 심사

한 후 사업자 리기 의 승인을 받아 신청자에게 출한다.

  농정 련 경상업무는 주로 양시의 농정조직  읍‧면의 산업계 등에

서 담당하는데, 농업경 체 등록과 련해서는 양시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출장소)과 업무 조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 리와 수리시설 리 등

의 경상업무는 시청이 한국농어 공사와 상호 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반면 농민단체와 양시가 실질 으로 의하는 부분은 농정심의회 참

여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20 시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농민회 등 일부 농민단체는 자체 회의를 하지 

않은 채로 산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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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양시 농정 경상업무 추진조직 계도

농식품부

경상남도

밀양시농어촌공사 품관원

농업경영체 / 사업자

신청
실시

수리시설관리
농지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위임

사무위임

  요컨  양시 농정추진 사례에서 보조사업은 시청의 주  부서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 사업에서 시청이 한국농어 공사  국립농산

물품질 리원과 력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거의 으로 지역농 이 담

당하며 부분 으로 시청과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업무는 양

시의 농정조직이 담하는 편이고 부분 으로 한국농어 공사  국립농

산물품질 리원과 업무 조하고 있다.

1.2.4. 지방농정 추진실태 평가

  행 지방농정 추진실태를 보면, 농정추진의 주체가 시‧군청이 되고 있

다.21 하지만 이것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한정되는 것이다. 융자사업은 

21 이러한 사실은 지방농정 추진주체에 한 설문에서도 확인된다. 지자체 농정

담당 공무원은 시·군청 농정조직을 지방농정의 핵심 주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응답자의 약 68%가 시·군청 농정조직, 약 16%가 농 , 약 10%가 국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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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이 사업집행의 주체라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연 계

가 약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 투융자되는 농업정책자  모

를 해당 시‧군이 완 히 악하지 못하고 보조와 융자를 상호 연계시키지

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이 리하는 산사업(보조  자체사업)은 

비록 미약한 수 이긴 하지만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 상자의 우선순

를 정하는 형식 인 차를 거치지만,22 농 이 심이 되는 융자사업에는 

그러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과 시‧군의 자체사업, 그리고 농정 련 경상업

무를 추진하는 시‧군의 농정조직은 과 한 업무 부담으로 주어진 과업을 

완 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 내의 지도조직과 의의 ‘농

정조직’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농

정조직으로서의 시 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농정 추진에 직 ‧간 으로 여하는 농업

련 조직  단체들과의 련성을 살펴보면, 조직(단체)들 간의 수평  

력 계가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먼  융자사업에서는 시‧군청과 농  

간에 업무 조 계가 있지만, 다른 조직들과는 어떠한 계를 갖지 않고 

있다. 산사업에서는 일차 으로 농정심의회라는 거버 스를 통해 시‧군 

단  농업조직  단체들 간에 수평  력 계가 이루어진다. 다음 개별 

조직들과의 계에서는 시‧군청과 한국농어 공사(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련된 산사업에서 력 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상업무에서는 

시‧군청이 수리시설 리  유지‧보수와 련해서 한국농어 공사와, 농

업경 체 등록과 련해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와 상호 력하고 있다. 

시‧군청이 농민단체들과 력 계를 갖는 것은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아직 일반 이지 않다.23 

산물품질 리원으로 나타났다.

22 농정심의회 운용방식  제도  한계 은 후술한다.

23 산사업에서 시‧군청과 농민단체가 우호  력 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례는 

음성군의 농축산물가격안정기  마련을 한 조례 제정운동에서 볼 수 있는

데,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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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농정 거버 스 운용실태

2.1.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2.1.1. 일반 황

  법령에 근거한 공식 인 농정 거버 스로는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약칭 농정심의회)가 있다.「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앙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정책심

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각  농정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그 밖

에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의 발 계획을 심의하게 한다.

  각  농정심의회의 구성은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지방농정 

추진과 련이 가장 많은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구성을 보면, 원장은 

기 자치단체장이 되고, 총 35명의 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임기 

2년의 원으로 한다(시행령 15조).

  ① 계 행정기 의 장 3명 이내

  ②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식품산업 련 단체장 11

명 이내

  ③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련 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던 사람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련 단체·행정기 ·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

고 있거나 종사하 던 사람 6명 이내

  ④ 지역농어업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식품산업 종사자 

표 13명 이내

  시·군·구 농정심의회는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심의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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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품목별 는 기능별 분과 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상 구비요건

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형식 인 심의기구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의 기 자치단체에서 농정심의회는 1년에 

2～3차례 회의를 갖는데,24 이는 체회의와 분과 원회 회의를 포함한 횟

수이다.

  설문조사에서 농정심의회 회의방식은 체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약 66.7%로 가장 많았으며, 체회의만 하는 경우나 분과회의만 하

는 경우는 각각 12.2%, 21.1%를 차지했다. 군지역이나 낙후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체회의 없이 분과회의만 갖는 비율이 10% 이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25

표 3-11.  농정심의회 회의방식

단 : 명, %

구  분
시군 구분 낙후지역 구분

체
시지역 군지역 낙후지역 외 낙후지역

체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77.1 60.0 72.1 61.7 66.7

체회의 없이 분과회의만 갖는다 11.4 27.3 14.0 27.7 21.1

체회의만 있다 11.4 12.7 14.0 10.6 12.2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4 설문조사에서 농정심의회 개최 빈도는 1년에 2~3차례가 55.6%로 가장 많았고, 

4~5차례가 20%, 1차례가 13.3%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는 군지역 는 낙후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농정심의회를 매우 게(1년에 1차례) 개최하는 비

율이 낮고 많이 개최하는 비율이 높았다.

25 이는 군지역이나 낙후지역의 경우 농림수산사업 상자 우선순  결정 등 심

의해야 할 안건의 분야가 넓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분과 원회별로 처리하는 

방식이 효과 이기 때문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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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심의회의 주된 업무는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서 제안한 몇 가지 

산사업에 해 사업 상자의 우선순 를 정하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농어

업‧농어 발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농정심의회 운용에 

한 평가는 농정심의회가 형식 이기는 하지만 농정의 의사결정에 부분

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표 3-12>.

표 3-12.  행 농정심의회에 한 평가

단 : 명, %

구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형식 이고 의례 인 기구로 농정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지 못한다
9 10.0

형식 인 기구이지만 농정의 의사결정에 부분 인 도움을 

주고 있다
54 60.0

실질 인 농정심의를 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25 27.8

잘 모르겠다 2 2.2

합 계 90 100.0

2.1.2. 농정심의회 운 사례: 부여군

  시‧군 농정심의회 운용실태를 조사하기 하여 부여군을 사례 상으로 

하여 2010년에 실시한 농정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분석하 다.

  부여군농정심의회의 원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 까지 체 

원을 상으로 하는 농정심의회는 갖지 않았다. 이는 농정심의회의 업무

가 주로 신청사업에 한 심의에 국한되어 있는데 신청사업의 다양성과 신

청자의 과다로 인해 체회의를 통한 심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정심

의회 분과 원회는 농정분과(6인), 유통특작분과(5인), 축산분과(5인), 친환

경농산분과(5인), 산림분과(5인)의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 원회

26 시‧군 도시기본계획  리계획 심의에는 낮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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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상 연 1회 개최된다.27

  농정심의회 분과 원회는 군청에서 발의한 안건에 따라 사업 상자의 

우선순 를 정하고, 군의 사업 산 범  내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심의한

다. 심의회 업무와 련해서 지 까지 군의 농정 방향이나 농정핵심사업 

발굴과 같은 정책개발 련 심의는 없었다.

  2010년도 부여군의 농정심의회 유통특작분과 원회 심의안건은 2011년 

녹색농 체험마을조성사업과 201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

가지이다. 녹색농 체험마을조성사업은 농어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그 재원이 특회계이고 특성상 지자체 농정심의회에

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분과 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사

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역시 재원이 특

회계이므로 사업신청자의 우선순 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

다. 분과 원회에서는 신청자가 복수이므로 우선순 를 정하고, 정하다

고 단되는 경우 상자로 선정하며 사업비에 해 조정을 한다.

표 3-13.  부여군 농정심의회 운용 사례 (2010년도)

분과 사업 신청 내역 심의조정 결과

유통

특작분과

녹색농 체험마을조성사업 1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건

원안 심의

상자 선정  사업비 조정 심의

축산분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다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다수

우선순   사업비 조정 후 도 제출

원안 심의, 사업 추가하여 도 제출

친환경

농산분과

천 활용 원 작물 병충해방제사업 다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3건

농약안 사용장비 지원사업 업체선정 2건

우선순  결정 후 사업 상자 선정통보

원안 심의 후 도 제출

업체 선정 후 사업 상자 선정통보

자료: 부여군(2010), 부여군 농정심의회 분과심의 원회별 심의의결서 

27 농정심의회 분과 원장은 농정분과(부여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친환경농산분

과(부여농  조합장), 유통특작분과(농  군지부장), 축산분과(부여축  조합

장), 산림분과(부여군산림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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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과 원회 심의내용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2가지이다. 이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자의 우선순 를 

정하여 시·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배정하여 내려

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지자체 농정심의회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우선순 를 정하고 사업량을 조정하여 시·도에 제출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분과 원회 심의안건은 천 활용 원 작물 병충해방제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농약안 사용장비 지원사업 업체선정 등 3가지

이다. 천 활용 원 작물 병충해방제사업(생물학  병해충방제사업)은 지

자체에서 사업신청자를 평가하여 시·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사업비가 

결정되어 내려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지방비 확보를 감안하여 국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

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되는 셈이다. 따라서 분과 원회에서는 우선순 를 

결정하여 사업 상자를 통보하게 된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사업신

청자를 평가하여 시·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방식

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분과 원회는 사업신청자를 상으로 평가한 결과

를 도에 제출한다.

  2010년 농정심의회 분과 원회의 심의결과를 요약하면 <표 3-1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2.2. 농협의 농정 거버넌스 기능

  농업 동조합은 앙회  회원조합 차원에서 ( )농민 서비스 업무와 

농정 거버 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민 서비스 업무는 소  비사업 분

야라 말하는 농 의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는 ①농업인 지도·교육사업, ②귀농·귀 지원사업, ③농정 자문회의 운 , 

④농   팜스테이 육성, ⑤농 희망가꾸기운동, ⑥여성농업인 육성, 

⑦다문화가정 지원, ⑧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사후 리 지원 등이다.

  농 의 거버 스 역할은 민간조직인 농 이 농림수산사업을 행하는 



지방농정 추진  농정 거버 스 운용 실태  65

것에 있다. 재 농 이 수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은 ①농산물 물류 표 화사

업, ②산지유통활성화사업, ③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④농산물수출업체 

운 활성화지원사업, ⑤농식품시설 화사업, ⑥농업자 이차보 사업(농

축산경 자 지원사업 등), ⑦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⑧농업인재해공제사

업, ⑨농어업재해보험사업, ⑩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⑪쇠고기생산성향

상지원사업, ⑫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이다.

  이처럼 농 이 이미 이러한 농민 서비스 활동과 정책지원 활동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에 농 에 거버 스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따

라서 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경우 농 의 거버 스 

기능을 발 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지역의 농정 거버넌스 운용 사례

2.3.1. 안성마춤 클러스터

  안성시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정 거버 스를 구성하

는데, 이것이 안성마춤 클러스터이다. 안성마춤 클러스터는 농민단체, 

문가집단, 시청, 농 의 4주체가 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시청 주

도로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했지만, 기본 으로 여러 주체가 함께 한다는 

제를 바탕으로 하 고 시청 측이 료의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

다. 주체들의 의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바 거나 농  조합

장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의식이 충돌하게 되면 거버 스에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그러나 안성에서는 정치의식이 다른 경우에도 화합하여 거버 스

를 잘 운 하 다.

  안성마춤 클러스터는 랜드마   연합마 을 추진해왔고, 품목

( , 한우)별 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다. 안성마춤 랜드마 은 1997년 

처음 시작하 고, 연합마 도 안성에서 최 로 시작하 다. 안성마춤 

랜드로 출하되는 물량은 체 생산물량의 20%에 해당하는데, 안성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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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만족시켜야 랜드로 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비 이 높지 않았

다. 안성마춤 랜드로 출하하기 해서는 로그램을 수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 다. 생산에 한 규정인 품목별 

로그램은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 고, 품질 리는 기본 으

로 농업인들이 자체 으로 이행하 다. 안은 안성시청(마 담당 )에

서 만들었지만, 출하규정  품질 리기  등은 농업인, 농 , 교수단, 임

원 등이 함께 결정하 다.

  안성마춤 클러스터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은 교육이었다. 농

축산물은 생산, 유통, 매에 걸쳐 모든 계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랜드 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

하는 교육이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버 스 주체라는 측면

에서 농업인단체, 농  조합장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식 제고를 

한 교육을 진행하 다.

  안성에서 농정 거버 스를 조례로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

하지 못했다.28 그 지만 상표사용에 한 조례는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재 안성마춤 클러스터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안성마춤 클러스터는 지역 단 의 거버 스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퇴색되

고, 단순히 산을 확보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안으로 지역농

의 이사·감사와 품목단체 표 등을 포함한 원회  분과 원회를 만드

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거버 스의 지속성 차원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

제도 다. 농 은 을 싸게 구입하려 하고, 농업인은 비싸게 매하려 하

므로 이해 계가 상충되어 서로 화를 회피하게 되었다. 클러스터에 농업

인단체가 포함되어 함께 결정하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이 없

고 결과에 해 수 할 수 있게 된다. 안성마춤 클러스터는 이런 에 한

계를 갖고 있었다 할 수 있다.

28 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만들었던 안성농업발 에 한 조례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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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진안군 마을만들기 

  진안군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민 이 력

하는 거버 스를 구축하고 있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단  

사업을 단계화하고 통합하여 추진하는 데 특징이 있다. 사업추진과정을 보

면, 진안군이 각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는 마을단  사업을 단계화하여 통

합하 고, 최근에 마을만들기의 민 력 체계를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로 

제도화하 다. 이는 기존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 력 추진체

계를 제도화하기 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마을은 소규모 사업 경험

을 거치고 해당사업의 우수마을로 선정된 후에 다음 단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러 단계의 마을사업을 거쳐 비된 마을만이 산 생태마을이나 

마을종합개발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행정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측가

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민간의 다양한 단체와 행정이 크게 두 축을 담당하

면서 지역 문가가 자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주민, 자치단체(행정), 

지역 문가 사이의 삼자 력 계 구축을 통해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농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즉, 자치단체가 사업을 매개로 하여 인재

를 육성하고 지역 력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진안군 행정은 마을만들기 담 을 신설하고 TF 을 구성하여 력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담 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도

농교류, 귀농귀  업무를 담당한다. 담 뿐만 아니라 8개 담당이 참여하

는 행정TF 은 마을만들기와 련한 사업에 해 력하고 민간그룹에 

한 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진안군은 행정과 민간이 등하고 긴장감 있는 력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고 할 정도로 민간의 역량이 성숙되어 있다. 마을단 사업, 귀농귀 , 도

농교류 등의 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민간단체가 있으며 설립 정으로 있

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심으로 민간 역과의 사업 연계가 보다 강

화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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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진안군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자료: 진안군(2010), 농 발 과 거버 스

  한 면단  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공간  통합을 추진하고,  

마을과 마을의 네트워크, 면소재지 심기능 강화, 행정과 민간의 력 등

을 추구하고 있다. 군의 행정 차원에서 력이 어려운 부분은 주민자치

원회가 통합을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3.3.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 운용심의 원회

  음성군은 2010년 주민의 힘으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농산물가격보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조례가 부

분 의원발의 형태로 되고 조례제정과정에서 주민(농민)들이 배제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제 로 반 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심이 떨어지면서 조

례가 사문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이러한 문제에 한 

안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거버 스 구성으로 지역(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 조례를 통해 구성되는 ‘음성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 운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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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음성군 값보장 책 원회(약칭 책 )가 심이 되고 음성군

이장단 의회, 음성군농민회, 음성군농업경 인연합회, 음성군 업농연

합회, 음성군농 지도자연합회가 구성원으로 참가한다.

  2010년 연내에 제정하고자 하는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  설치와 

운용에 한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 설치의 목 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 가격 이하로 하

락했을 경우, 최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 안정  

농의욕을 고취하는 것이다.

  ② 지원 상 농축산물은 음성의 주작목인 ,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으로 하는데, 이는 음성군 거주 농가의 품목별 농가 수를 반 하

여 결정한 것이다.

  ③ 최 가격은 지난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 진흥청에서 산정한 생산

비  지 생산비를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음성군농축산물가격안정

기 운용심의 원회에서 결정하고, 군수가 결정된 최 가격을 해마

다 공보로 고시한다.

  ④ 기  조성을 하여 음성군이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 계상하

여 50억 원 이상을 출연 으로 조성하고, 농 도 출연 을 조성한다. 

한 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을 기 의 재원으로 한다.

  ⑤ 기 을 운용하는 음성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 운용심의 원회(약칭 기

운용심의 )는 군수를 원장으로 하고 11인 이내의 원( 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원은 군수, 군청 기획감사실장, 농정과

장, 군의원 2명, 농 음성군지부장으로 하고, 직으로 군이장단

의회장, 군농민회장, 군농업경 인연합회장, 군 업농회장, 군농

지도자연합회장으로 한다.

  기 운용심의  설치를 한 추진계획을 보면, 토론회 등 지역여론화 과

정을 거쳐 조례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에 한 주민서명을 2010년 9월 15

일까지 완료할 정이다. 주민발의의 법  요건은 19세 이상 주민 1/40의 

찬성으로, 이에 해당하는 음성군의 주민발의 요건은 약 1,500명의 주민 서

명이다. 그런데 책 는 5,000～10,000명의 서명 확보를 주민운동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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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2.4. 지방농정 거버넌스 운용실태 평가

  농정의 합법  거버 스로 농정심의회가 지역단 별로 제도화되어 있고,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군농정심의회가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군농정심의회는 지방농정의 공식  거버 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데 실제 으로 시‧군농정심의회는 제도의 입법취지 로 운용되지 않고 있

으며 그나마 운용되는 제도 한 형식 인 수 에 머물고 있다. 농정심의

회는 기본 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리계획과 련한 토

지이용계획 심의가 주된 업무이고, 부수 으로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의 발 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즉, 농정심의회의 실제업무는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 일부에 해 사업

상자 우선순 를 심의하는 것이 되고 있다. 결국 농정심의회가 수행해야 

하는 주된 과업은 방기되고 부차 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차

인 업무 한 체계 , 지속 으로 실시되지 않고 단편 , 형식 으로 처

리되고 있다. 1년에 2～3차례 하는 회의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농

림수산사업  자체사업에 해 반 인 심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제로 심의하는 것은 농림수산사업  일부 보조사업에 한정되게 된다. 

그리고 농정심의회의 심의과정도 안건에 한 심도 있는 타당성  합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군 농정조직이 제안한 안을 승인하는 형태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농정심의회가 주도로 운용되고 있어 

거버 스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정심의회라는 공식 인 거버 스와는 별도로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특

성에 맞는 농업‧농  련 거버 스를 선진 으로 운 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거버 스 발 의 기 를 제공함은 물론 거버 스 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 아직 이러한 거버 스를 갖지 못한 지역에서는 선진

 농업‧농  거버 스를 벤치마킹하여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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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스 설치를 모색하게 한다. 하지만 지역농업‧농 의 발 방향과 농정의 

지방사무와 련한 거버 스, 즉 지역의 발 계획과 지방농정의 집행에 

한 의사결정에 해 상설 으로 의하는 거버 스는 아직 선진  형태가 

사례상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분야는 행 농정심의회 수 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지방농정 추진  거버 스 운용 제도  제4장

1 일본의 지방농정국

1.1. 일본의 농정조직

  일본 농림수산성은 수산청과 임야청 등 2개의 외청(外廳)과 6개의 내국(內

局), 7개의 외국(外局)을 두고 있다. 외국(外局)은 지방농정국을 지칭하며 

국을 7개 권역으로 나 어서 권역별로 하나의 지방농정국을 두고 있다.

  지방농정국은 기획조정실, 총무부, 소비·안 부, 식량부, 생산경 유통

부, 농 계획부, 정비부, 통계부로 구성되며, 그 외에 지방농정사무소와 통

계·정보센터를 두고 있다. 지방농정사무소는 2003년 식량청 폐지에 따라 

종 의 식량사무소가 개편된 조직으로 지방농정국이 설치되지 않은 국 

39개 에 소재하고 있다. 지방농정국은 정원이 13,210명(2010년 4월 

재)으로 약 4천 명에 이르는 농림수산성 정원의 4배 이상이며, 지방농정사

무소 39개소, 지역과 132개소,29 통계정보센터 176개소 등 347개소에 이르

는 지역 거 을 두고 있다.30

29 지방농정국과 지방농정사무소에는 지역과(地域課)를 두어 할 지역의 소비안

업무와 식량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지방농정국에 속하는 지역과는 25

개소, 지방농정사무소에 속하는 지역과는 107개소로 총 132개소이다.

30 지방농정국은 직원 수가 2천 명 정도로 규모가 작았으나 2003년 식량사무소가 

지방농정사무소로 개편되면서 2003년 말 정원이 19,226명으로 규모가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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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본 지방농정국의 조직 체계

지방농정국 지방농정사무소

통계정보센터

사무소 및 사업소

통계정보센터

기획조정실

생산경영유통부

총무부

농촌계획부

소비안전부

정비부

식량부

통계부

1.2. 지방농정국 설립 및 변천과정

  1960년  농림수산성이 지방의 실정을 제 로 악하지 못한 채 직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한 비 이 일어나자, 지방 실정에 맞게 정책을 집

행할 수 있는 기 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63년 지방농정국이 도입되었

다. 지방농정국이 도입되기 이 에는 농림수산성의 농지과, 식료과, 통계

과, 어업임업과 등 각 과가 개별 으로 농업정책을 실시하 다. 도입 기

에는 농지과만을 상으로 지방농정국을 설치하 다가 나 에 식료과, 통

계과, 어업임업과 등이 지방농정국에 편입되었다.

  2001년 일본의 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수산성과 그 산하 지방농

정국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당시 조직개편으로 지방농정국 내에 기획

조정실, 총무부, 생산경 부, 농 계획부, 정비부, 통계정보부 등을 두고, 

그 외 통계정보사무소, 사업소 등을 두게 되었다.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우병) 발생을 계기로 식품안 에 한 요성이 증 되어 2003년에 농

림수산성에 소비·안 국이 설치되었다. 농림수산성 내 소비·안 국 설치로 

졌다. 최근 꾸 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 수를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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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인 식량청이 폐지되면서 지방농정국에 소비·안 부와 식량부가 설치

되었다. 한 도도부 에 설치되어 있던 식량사무소는 지방농정사무소로 

개편되었다. 2006년에는 지방농정국 내 별도로 존재하던 지방농정사무소

와 통계정보센터를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재와 같은 조직체계

가 갖추어졌다.

1.3. 지방농정국의 주요 업무

  지방농정국의 주요 업무는 표시·일본규격(JAS)·이력추  등 식품의 안

안심업무, 장 검사업무, 생산조정을 포함한  수 계획 작성, 농산물 

검사 확인,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토지개량사업 실시, 통계 련 업무 등

이다. 다만 권역별로 농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농정국에 따라 을 두

고 있는 업무가 다를 수 있다. 를 들어 동농정국은 도시인 도쿄 인

근에 치해 있기 때문에 식품표시 문제, 동북 지역은 낙농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낙농에 을 맞추고 있다.

  지방농정사무소는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장성이 강한 식량 업무, 소비·

안  업무, 농림통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경 안정 책과 

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에서 소비·안  업무와 호별 소득보장과 

련한 업무 비 이 높은 편이다.

  지방농정사무소 내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와 통계정보센터는 지

역에 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과는 각 할 지역의 소비·안  

업무와 식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계정보센터는 각종 농림수산통계조

사, 농림수산업에 한 정보 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4. 지방농정국에 대한 평가

  농림수산성은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농정국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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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지

방농정국은 도입 필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조

직개편에 따라 업무 역이 농림통계, 식량, 소비·안 , 소득보  등으로 확

되었고, 최근에도 농림수산성 개편에 따른 지방농정국의 조직 개편이 논

의되고 있어 지속 이고 일 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

  지방농정국과 청(縣廳)과의 계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계로서 

과는 법률 으로 업무 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식품표시 

업무, 농  감독 업무, 토지개량구 감독 업무 등에서는 업무 복이 있다. 

청에서 농림수산성으로 직  업무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

방농정국의 해당 부서와 업무 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농정국은 

청에 비해 할 구역의 범 가 넓기 때문에 복수 이나 국 단 에서 

일어나는 식품안  는 생산조정 문제에 있어서 보다 나은 응이 가능하

다는 장 이 있다.

1.5. 시사점

  일본은 지방농정국을 슬림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지만, 기본 으로는 

(생산이력제와 같이) 지방에서 기획·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앙정부가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앙사무의 지방집행조직을 인정하고 있다. 농정추진

의 역할 측면에서 지방농정국과 같은 앙사무의 집행기 이 우리나라에

도 필요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지방농정국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이 에 

우선 으로 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한 기

이 설정되어야 한다. 구분의 기 은 정책  사업의 규모,  향 등

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지방농정국 도입은 새로 기 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기 에 앙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

의 지방농정국은 기 농지사무소를 개편한 조직이고 이후에도 조직 개편

을 통해 업무가 재조정되었다. 이럴 경우, 업무조정을 통해 기존 기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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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취지에 맞게 앙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기 과 업무 복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농업회의소

2.1. 독일

  독일의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는 주(州)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인 자치기구로서 직업교육과 농업경  지도상담을 고유업무로 하고, 

주 정부로부터 임받은 농림사업의 집행을 수탁업무로 하고 있다.31 농업

회의소는 농업인들이 임의로 창설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주 정부에 의

해 설치법이 제정되어야만 창설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면에서 반 반

민 성격의 민간자치기구라 할 수 있다. 이런 기구가 주 정부로부터 농정업

무를 임받아 행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농업회의소이다.

  독일의 지방농정은 농업청(Landwirtschaftsamt)과 농업회의소라는 이원

화된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의 지방농정은 리주체인 주 

정부가 산하 행정기 인 농업청(Landwirtschaftsamt)32을 통해 직  농정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주 정부가 민간기구인 농업회의소에 농정업무를 임

하여 간 으로 리하는 2가지 형태를 선택 으로 운 하고 있다. 개별 

주 정부는 지방농정의 집행을 해 이러한 두 가지 형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독일 최 의 농업회의소는 1894년 로이센에서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하

31 독일은 오스트리아에 비해 고유업무와 수탁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32 독일의 농업청 체제는 주 정부 산하 직속기구가 지방농정을 직  담당하는 형

태이다. 즉 기 자치단체와는 독립 으로 지방농정이 수행되고 있는데, 담당하

고 있는 업무로는 농업경 체의 경 지원, 생산기술에 한 상담  지원 그리

고 농업인 양성을 한 직업교육 등이 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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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립하 고, 이후 독일연방 내의 다른 연방국가들에서도 농업회의소를 

설립하 다. 그런데 1933년 나치정권하에서 농업회의소는 부 제국식량

청(Reichsnährstand)으로 흡수통합하게 된다. 1945년 종  이후 서독의 

부분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다시 주(州)법에 의해 재설립되는 과정을 겪

게 된다. 하지만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설립하지 않았고, 헤

센 주에서도 1971년 농업회의소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주농무성으로 이

시켰다.

  재 독일에서 농업회의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서독지역 7개 주인데, 

이들 주는 슐 스비히-홀슈타인, 니데르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 , 라인

란트-팔츠, 자알란트, 함부르크, 멘이다.

표 4-1.  독일의 농업청  농업회의소 비교

구분 농업청 농업회의소

조직의 성격 행정조직 농업인 자치조직

조직의 규모 군(郡)단  조직 주(州)단  조직

고유업무 역 농정집행  농지원 직업교육  농업상담

수 탁업무 직업교육 일반농정 집행

군 단  지방농정 담당 농업청 농업회의소 군지부

시·군 지자체와의 계 독립기 독립기

주 정부와의 계 하부기 수 탁 계

자료: 김수석 등(2002), p.78

  농업회의소 의원 선출은 농림업 종사자와 그 가족(배우자)의 직  투

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의원 구성은 농림업 경작(자경)자  노동자의 

비율을 2:1로 하고 있다. 여기서 경작자 기 은 경종농업 경작지 2ha, 임업 

산지 10ha, 원 농업 0.5ha 이상을 농하는 자로 한다. 의원은 직능별 

그룹별로 세분되어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농업회의소 조직은 총회, 이사회, 분과 원회,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총

회는 선출된 의원 이외에 농업분야 문가와 직능별 표자(품목단체, 

농후계자, 여성농업인)를 회원으로 한다. 총회는 각종 원회와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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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출하고 ·결산을 의결‧승인한다. 농업회의소의 상설 이사회라 할 수 

있는 주무 원회(Hauptausschuss)는 1명의 회장과 2명의 부 원장, 15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되고, 회장  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

다. 농업회의소의 실무책임자인 소장(Direktor)은 주무 원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다.33 농업회의소의 감독기 은 주농무성이 된다.

  농업회의소는 군(Kreis) 단  지자체의 업무를 추진하기 하여 군지소

를 두고 있는데, 조직의 심이 군지소보다는 주(州) 차원의 농업회의소 본

부에 있다. 사업의 기획과 의사결정이 농업회의소 본부 심으로 이루어지

고, 군지소는 이를 군 차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소 역할을 수행한다. 군지소 

조직도 농업회의소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표를 구성한다.

  농업회의소의 업무는 직업교육과 농업인 컨설  등 농민 서비스 업무

와 주정부로부터 임받은 농정사무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 생산물의 수익성 제고  환경친화  개선

  ◦ 직업교육 실시

  ◦ 농업경 , 생산기술  유통 문제 등에 한 상담·지도

  ◦ 시장상황에 한 정보 제공

  ◦ 환경보호 문제와 농 공간 정비 문제에 극 동참

  ◦ 농림업 문제에 한 행정기 의 업무 지원

  농업회의소 재정은 주정부의 지원과 자체수입으로 조달되는데, 농업회

의소는 자체수입 수단  하나로 일종의 조세에 해당하는 부담 을 농업경

체에 부과할 권리를 갖고 있다. 농업회의소 재정에서 주정부의 보조부분

이 크기 때문에, 농업회의소는 산집행에 해 주 정부의 감사와 통제를 

받고 있다.

33 니데르작센에서는 농업회의소 소장이 총회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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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스트리아

2.2.1. 농민단체 조직  구성

  오스트리아 농민단체는 기본 으로 정당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농민단체도 독립 으로 조직되어 있다. 즉, 오스트리

아 국민당(die Österreichische Volkspatei, ÖVP)에 속한 오스트리아 농민연

맹(der Österreichische Bauernbund, ÖBB), 사회민주당에 속한 오스트리아 

사민당 농민연합(die SPÖ-Bauern), 자유민주당에 속한 자유농민연합(die 

Freiheitliche Bauernschaft, FB), 녹색당 농민연합(die Grünen Bauern)과 무

소속의 독립농민연맹(der Unabhängige Bauernverband, UBV)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의 농민단체  최 의 농민단체는 오스트리아 농민

연맹(ÖBB)인데, ÖBB의 향력은 독일의 독일농민총연맹(der Deutsche 

Bauernverband, DBV)과 견 만하다.34

  오스트리아 농민연맹(ÖBB)은 원래 19세기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농민

운동과 더불어 조직되었다가, 제2차 세계  후인 1945년 보수성향인 오

스트리아 국민당(ÖVP)의 산하조직으로 편입되었다. 2010년 재 ÖBB의 

회원은 약 30만 명이고, 회원에 속한 농림업경 체 수는 약 18만 개소이

다.35 ÖBB의 정치  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는 2009년 기 으

로 기 자치단체(게마인데) 시장의 약 40%, 주의회 의원의 8.2%, 연방국회

의원의 8.1%가 ÖBB 소속이고, 재 국민당(ÖVP) 당수와 사무총장 그리

고 2명의 장 이 ÖBB 소속이다. 한마디로 오스트리아 농정의 주요 의사결

정은 ÖBB가 좌지우지한다 할 수 있다.36

34 독일농민총연맹(DBV)에 한 분석은 김수석‧박 태(2004)  김수석(2005) 

참조.

35 이는 오스트리아 체 농림업경 체 수는 18만7천 개소임을 감안할 때, 부

분의 농업경 체가 ÖBB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이러한 지배구조에 항하여 농업인의 직 인 이해 계를 변하는 안  

농민단체로 무소속의 독립농민연맹(UBV)이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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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의소 선거일자 투표수 ÖBB SPÖ FB 기타

Burgerland 2003.3.9 33,388
23,105 

(69.2)

8,957 

(26.8)

1,326 

(4.0)
-

Kärnten 2006.11.5 27,828
14,531 

(52.2)

4,370 

(15.7)

4,874 

(17.5)

4,053 

(14.6)

Nieder-

österreich
2005.2.27 106,666

97,311 

(91.2)

5,527 

(5.2)

3,102 

(2.9)

726 

(0.7)

2.2.2. 농업회의소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는 독일처럼 주(州)별로 주법에 의해 설립되는

데, 재 국 9개 주 모두에 설립되어 있다. 앙에 각 농업회의소의 연합

체가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 Österreich, LWÖ)로 

결성되어 있다. 이 기구가 체 농업회의소를 표하는 기능을 하지만, 상

기 이라기보다 변인 성격이 강하다. 주(州)농업회의소 산하에 지역 

차원의 지역농민회의소(Bezirksbauernkammer)가 있고, 그 에 지농민

원회(Ortsbauernausschuss)가 있다.

  농업회의소는 기구의 성격상 주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  조직이면서 농

림업 종사자의 의기구가 되며, 업무의 역할상으로는 농림업 종사자들을 

한 서비스 활동과 정부가 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회원은 ①농지  임야의 소유자, ②농림업 경 주, ③ 농

에 종사하는 농가가족, ④농업법인  리자로 구성된다.37

  농업회의소는 정당소속의 농민단체별로 출마한 의원 후보자에 해 

해당 지역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구성

된다. 주농업회의소와 지역농민회의소의 의원 선거는 나뉘어 실시된다. 

의원의 임기는 통상 5년인데, 5년마다 주별로 다른 시기에 선거가 이루

어진다. 2003～06년 기간에 주별 농업회의소 선거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오스트리아 주별 농업회의소 선거결과 (2003～2006)

단 : 투표수, %

37 오스트리아에는 농업노동자회의소가 농업회의소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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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의소 선거일자 투표수 ÖBB SPÖ FB 기타

Ober-

österreich
2003.1.26 84,279

66,295 

(78.7)

7,100 

(8.4)

6,235 

(7.4)

4,649 

(5.5)

Salzburg 2005.2.13 16,447
12,830 

(78.0)

937 

(5.7)

1,313 

(8.0)

1,367 

(8.3)

Steiermark 2006.1.29 65,285
53,259 

(81.6)

7,567 

(11.6)

2,364 

(3.6)

2,095 

(3.2)

Tirol 2003.3.3 20,377
19,393 

(95.2)
-

984 

(4.8)
-

Vorarberg 2006.3.19 7,773
6,286 

(80.9)
-

800 

(10.3)

687 

(8.8)

Wien 2003.3.9 1,041
788 

(75.7)

253 

(24.3)
- -

체 363,084
293,798 

(80.9)

34,711 

(9.6)

20,998 

(5.8)

13,568 

(3.7)

자료: Birgit(2009)

  오스트리아에서 농림업이 가장 강하고 농민 수가 가장 많은 니데르외스

터라이히(Niederösterreich)주의 2010년 농업회의소 선거는 <표 4-3>에 주

농업회의소 선거결과가 나와 있다. 이 선거의 선거참가율은 65.9% 다(유

권자수: 164,910). 동시에 실시된 지역농민회의소 선거는 니데르외스터라

이히 주 내의 21개 지역(시‧군)에서 실시되었는데, 지역별로 15～4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ÖBB가 체 748석  693석, SPÖ 28석, FB 

19석, UBV 7석, 기타 1석을 차지하 다.

표 4-3.  니데르외스터라이히 주(州)농업회의소 선거결과 (2010)

단 : 투표수, %

구분 선거일자 투표수 ÖBB SPÖ FB 기타

2005년 2005. 2. 27 106,666
97,311

(91.2)

5,527

(5.2)

3,102

(2.9)

726 

(0.7)

2010년 2010. 2. 28 104,811
94,905

(90.6)

5,349

(5.1)

4,557

(4.3)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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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州)농업회의소 조직은 총회, 주무 원회(Hauptausschuß), 감독 원회, 

농업회의소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각종 원회 원과 농업회의소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농업회의소 산  결산을 심의·의결한다. 총

회는 선출된 의원이 정회원이 되고, 지역농민회의소 회장과 문직의 농

업회의소 소장(Kammerdirektor)이 자문 원으로 참가한다. 주무 원회38는 

총회로부터 임된 행정, 조직, 인사  재정사항을 처리하고, 농업회의소

의 문 인 실무를 담당하는 농업회의소 소장을 선출한다. 감독 원회39

는 농업회의소의 제반활동을 감독하고 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심사한다. 

농업회의소를 표하고 총회와 주무 원회의 의장이 되는 농업회의소 회

장  부회장은 총회 의원의 2/3 의결로 선출한다.

  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는 ①농업인 의기구, ②회원(농업인) 지도·상

담, ③회원의 직업교육  평생교육, ④정책자 (지원 ) 집행으로 되어 있

다. 이  앞의 3가지 업무는 농업회의소 고유업무에 속하고, 정책자  집

행업무는 정부사업을 행하는 것이다. 정책자  집행에서 가장 주된 업무

는 EU의 직불 을 농업경 체가 수령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농업회의소 재정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부담 )와 주정부  연방정

부가 지원하는 보조 , 그리고 유료상담에 의한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니

데르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의 경우, 연간 재정규모가 약 5,000만 유로인

데, 수입의 반은 회비 등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 반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40

38 니데르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의 경우, 주무 원회는 회장과 2명의 부회장 

외에 9명의 원으로 구성된다.

39 니데르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는 6명의 원과 2명의 후보 원으로 감독

원회를 구성한다. 독일 농업회의소에서는 감독기 이 주농무성이 되는데, 이

런 에서도 양국의 제도 간에 차이가 있다.

40 회비는 모든 경작자가 기본 으로 납부하는 27.95유로 이외에 소유한 토지의 

규모  비옥도에 따라 추가 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즉, 소유한 토

지가 많을수록 한 비옥도를 나타내는 토지의 수익지가가 높을수록 보다 많

은 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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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랑스

  랑스 농업회의소(Chambre d'Agriculture)는 농업활동과 직·간 으로 

련이 있는 각 계층의 이해를 조정하고 외 으로 범농업계를 표하는 

법 으로 제도화된 민간조직이다. 랑스에서 농업회의소의 설립은 1924

년 련법이 제정되고 1927년 농업회의소 구성을 한 선거가 실시됨으로

써 이루어졌다. 이후 농업회의소는 ①제1단계: 농업회의소 정립 단계(192

4～1940), ②제2단계: 농업회의소 강제해산 단계(1941～1948), ③제3단계: 

농업기술보  주력 단계(1949～1965), ④제4단계: 농업개발 주력 단계

(1966～1980), ⑤제5단계: 농업·농 개발 주력 단계(1981～ 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41

  랑스 농업회의소는 94개의 도농업회의소를 기 조직으로 하여 21개의 

역지역 농업회의소와 앙조직인 1개의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회의소의 농정참여활동은 도(département),42 지역

(région), 앙단 의 정부  의회를 상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회의

소의 조직도 이런 행정체계에 응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역지역농업회

의소와 농업회의소 상설의회는 각 도농업회의소 의장들로 구성된다.

  기 조직인 도농업회의소는 농업계 내 각 그룹별로 조직된 선거인단이 

비례 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도농업

회의소의 회원은 ①경작자와 가족(배우자), ②농지소유자, ③농업노동자, 

④ 농은퇴자와 배우자로 구성된다. 도농업회의소는 회의소당 평균 45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농업경 자 그룹이 반에 가까운 

21석을 차지해 회의소 내 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도농업청을 상 로 하는 도농업회의소의 경우, 활동 역은 도의 농정자

41 농업회의소의 각 단계별 발 과정에 해서는 한국농 경제연구원(2007), pp 

11～15 참조.

42 랑스의 지방행정체계는 기 자치단체인 36,000개의 코뮨(commune)을 기

로 96개의 도(département), 22개의 지역(rég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군

(Kreis)에 가까운 크기인 도는 랑스 지방행정의 핵심단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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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한 의견개진에서부터 도농업구조 기본계획 등 지역농정의 주요 의

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도농업회의소는 농정자문활동 외에도 지도사업과 

각종 통계  정보의 생산과 보 을 고유사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

과 ” 을 운 하면서 지역 내의 농업 (Bienvenue à la ferme)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도농업회의소의 수입은 비건축용 토지에 한 토지세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농업·농 개발사업에 한 정부  지자체의 보조와 자체사업수익을 

부차 인 수입으로 하고 있다. 토지세 수입이 농업회의소 체 수입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산물거래에서 생산자 부담으로 조성

되는 농업개발기 (Fonds National de Développememt Agricole, FNDA)  

일부와 축산지도사업  직업훈련 등 농업회의소 행사업에 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농업회의소 자체 서비스에 한 수혜자 부담  등으로 구성

된다. 여기서 토지세는 임차지의 경우 소유자가 선부담하고 수확 후 임차

인이 50%를 분담한다. 도농업회의소 산은 도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농

림부와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다.

<Eure et loire 도농업회의소 운  사례>

∘ 의원 구성: 총 45명
  (농업경 자 21명, 지주 3명, 농업노동자 4명, 은퇴농 2명, 농업직능조직 종사자 15명)
∘이사회 구성: 의원 총회에서 의원  9명 선출
∘총회: 연 3회 개최
∘직원수: 66명 (이  2/3는 농업지도사  문가, 1/3은 리직)
∘연간 산: 5억 3,600만 유로
∘ 산 구성: 비건축용 토지세 57%, 교육  서비스 수수료 17%, 직 농장 매

수입 5%, 지역개발사업 5%, 기타 보조 6%
∘기능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을 상 로 농업계의 입장을 변하는 자문기능
  - 농민들을 상 로 한 기술  경  상담과 교육, 농  네트워크(Bienvenue 
à la ferme) 리

∘사업부서
  ( 리  회계, 교육  커뮤니 이션, 농 개발  정비, 농업법인 컨설   

리, 환경농업, 축산)

자료: 오 석 등(2005)

 



외국의 지방농정 추진  거버 스 운용 제도86

  앙의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는 농업인 의기구 역할을 하며, 

앙정부와 상하원, 유럽연합, 유럽의회 등을 상 로 농업정책 자문  로

비활동을 수행한다. 한 농 토지정비회사(SAFER) 농업경 구조개선센

터(CNASEA) 등 농업 련 기 과 농업재해 원회 등 각종 원회에 공식

참여를 통해 농정참여활동이 이루어진다.

2.4. 각국의 농업회의소 비교

  3개국 농업회의소의 공통 은 세 기구 모두 공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과 농림업 종사자의 자치조직이라는 이다. 기 의 고유업무가 농기술 

 경 지도와 직업교육 같은 농민 서비스라는 이 한 같다.

  반면 3개국 농업회의소의 제도  차이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는 주(州)별로 설치하는데, 오스트리

아는 국 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독일은 일부 주에만 설치되어 있

다. 반면에 랑스의 농업회의소는 (단일)법에 의해 국  조직으로 

설치된다.

  ② 국  조직을 갖는 오스트리아와 랑스의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의기구 성격을 갖지만, 일부 주에만 설치되어 있는 독일의 농업회의

소는 의기구 성격을 갖지 못한다.

  ③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는 고유업무 외에 주정부로부터 

임받은 농정집행업무를 행하지만, 랑스의 농업회의소는 농정자

문기구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차이 은 독일의 농업회의소는 농

업행정업무 체를 행하는데 비해, 오스트리아는 EU 직불  지

과 같은 정책자  집행업무만 행한다.

  ④ 농업회의소의 농정참여 형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농정업무의 수

탁 형태이고, 랑스는 트 십 참여로 나타난다.

  ⑤ 농업회의소 조직구성의 핵심을 살펴보면, 랑스는 행정의 기본단

에 해당하는 도 차원의 농업회의소를 핵심으로 하고 이들의 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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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지역(région)  국조직이 결성되는 상향식 조직체계임에 

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연방주 차원의 농업회의소가 핵심이 되고 

이들의 산하조직으로 지방농업회의소가 구성되는 하향식 체계를 갖

추고 있다.

표 4-4.  유럽의 농업회의소 비교

구분 독일 오스트리아 랑스

조직의 성격 농업인 자치조직
농업인 자치조직

농업인 의기구

농업인 자치조직

농업인 의기구

조직의 형태

주(州) 단  심 

조직으로 군지부 운

(하향식 조직)

주(州) 단  심이나 

지방회의소 별도 운

(하향식 조직)

도 단  조직을 기 로 

국조직 구성

(상향식 조직)

설치근거
주 차원의 설치법제정

(주정부선택사항)
주별 설치법 제정

1924년 앙정부 

차원의 설치법 제정

고유업무 역
지도상담 등

농민 서비스 반
지도상담  직업교육

지도상담, 

직업교육, 농

리업무/수탁업무 농정집행업무 반 정책자  집행 없음

지방정부와의 계 농정집행업무 수 탁 농정집행업무 수 탁 농정심의  자문기구

농정 거버 스 형태 농정집행의 민 화 농정집행 부분 행 트 십 참여

재정 조달 정부지원  회비 정부지원  회비 토지세  정부 보조

2.5. 시사점

  농업인 의기구 설립과 연 해서 농업회의소 제도가 주는 시사 을 보

면, 독일은 농민단체인 독일농민총연맹(DBV)이 실질 인 농업인 의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농업인 의기구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랑스와 오스트리아는 국  조직을 갖추고 있고, 실질 으로 농업인 의

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의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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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랑스  오스트리아의 사례가 더 많은 시사 을 제공한다.

  지방농정 거버 스와 련해서는 독일식 형태는 농정집행업무의 민 화

로, 오스트리아는 정책자 (직불 ) 리업무의 행으로, 랑스는 지방농

정의 심의기구로의 특성을 보여 다. 이는 지방농정 거버 스의 방향 설정

과 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농업회의소 설립의 건이 되는 것은 농업회의소가 거버 스 기능을 갖

는 것과 별도로 농민 서비스를 고유업무로 갖는 자치조직을 구성하는 것

이다. 농민 서비스의 기 가 되는 것은 일반 으로 지도, 상담, 직업교육 

등이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도입을 고려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서비스 기능을 갖는 자치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3. 랑스의 도농업지도 원회(CDOA)

3.1. 제도의 개요

  랑스에서 지방농정은 도 단 의 농정기 인 도농업청 심으로 이루

어지는데, 이 농업청과는 별개로 지방농업의 의견수렴  자문기구로 도 

농업지도 원회(Commissions Départementales d'Orientation Agricole, 

CDOA)가 운 되고 있다.

  도농업청은 EU  앙정부의 농업정책을 지방단 에서 수행하는 앙

정부 산하조직으로서 도농업지도 원회가 수립한 지역농업발 계획을 토

로 하여 정책자 의 분배와 사업실행에 필요한 산확보 문제 등을 앙

정부와 의한다.

  도농업지도 원회는 ｢농업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

고 있는 지역농업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 의 배분과 동조합의 설

립 등에 여하고 있다. 도의 지역농업발 계획은 도농업청 주 하에 각 

분야별 소 원회를 통해 작성되고, 도농업지도 원회가 지역농업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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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출하면, 도농업청과 앙정부의 농림부가 이 계획안을 토 로 재정확

보 방안을 검토한다.

  도농업지도 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농 법 ｣ 제R313-1조에 근거한 농

림부령을 통해 정해지며, 운 에 한 세부규정은 도의회가 정한 조례에 

따르고 있다. 도농업지도 원회는 도지사 등 도를 표하는 자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도내 농업·농  련 각 직능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자 등 농업계 체를 망라해 원을 구성한다. 원회 회의는 월 1

회 개최하고, ｢농업기본법｣이 설정한 범  내에서 자율권을 갖는다.

  도농업지도 원회는 정책자  지원 상 농가들이 제출한 각종 사업계

획서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농가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한 도농업지도 원회는 도내 문가들이 제출한 지역농업발 계획을 

심의한다. 지역농업발 계획은 정책자 의 지역 간(도, 지역) 배분뿐만 아

니라 지역 내 정책자 의 분배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근거틀이 

된다.

3.2. 시사점

  랑스의 도농업지도 원회가 주는 제도  시사 은 무엇보다 지역의 

발 계획 수립과 지역농업의 투융자 우선순  결정이 앙정부나 시장기

구에 의해 외부 으로 - 지역의 주  의사와 무 하게 -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논의를 통해 자율 이고 민주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한 지역 내부의 의사결정이 NGO 심의 민간 원회에서 이루

어지게 함으로써 원칙이 수되고 민의가 충분히 반 되는 장 이 있다. 

  도농업지도 원회는 외형상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정책심

의회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실질 인 심의기구가 됨으로써 명실상

부한 거버 스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정심의회의 개선방안을 랑

스 도농업지도 원회의 운용 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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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의 LEADER 로그램 

4.1. 프로그램 개요

  LEADER 로그램은 목 이나 사업의 내용 등이 지역별로 다르지만, 

EU의 농 발 로그램이나 지역정책이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를 지원함

으로써 주류 농 발 정책을 보조하며, 이들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

고, 궁극 으로 농 발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로그

램이다.

  이 의 LEADER I, II를 이어서 2000년부터 시작된 LEADER+ 로그

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이 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지리  범 가 소규모이다.

  ② 지역 주민의 범 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으로부터의 지역 인 

농 발 략을 지원하고 있다.

  ③ 지역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에 의해서 수립된 지역발

략의 틀 내에서 모든 사업들이 그 목 의 달성을 해 운 되고 있다.

  ④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른 농 발 정책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이다.

  ⑤ 발 략이나 사업들이 매우 신 이고 고차원 인 실험이여야 한다.

  ⑥ 상호 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로그램의 핵심이다.

  ⑦ 로젝트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가 가능해야 한다.

  LEADER+ 로그램 내에서 산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

분된다.

  ① 실천1(Action 1): LAG에 의한 통합 , 시험 인 농 발 략의 개

발  이행

  ② 실천2(Action 2): 국내 는 외부 LAG들 간의 상호 력 인 사업

  ③ 실천3(Action 3):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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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EU 회원국들은 3가지 산지원 분야  부분의 자 을 실천1 

(Action 1) 분야에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 LEADER II

보다 LEADER+ 로그램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는 분야가 실천2(Action 

2) 분야이기 때문에 실천2 사업이 이 보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LEADER+ 로그램은 EU의 규정(2000C 139/05)에서 설정한 반 인 

농 발 의 목표를 감안하여 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한다. 를 들어, 

국의 LEADER+ 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를 기본 인 목표로 삼고 있다. 

  ① 농 공동체가 지역문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 

각 공동체들이 지역의 잠재력에 해 스스로 사고하고, 발견한 지역

의 문제 과 필요사항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상호 동함으로써 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발 을 성취하기 해 통합 이고 신

인 발 략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LEADER+ 로그램은 다음 4가지 에 

한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는 데 을 두고 있다.

  ① 고용 창출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 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 경제 발 을 진한다.

  ② 사회복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③ 원지역에 한 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증가

시킴으로써 농 지역의 자연 , 문화  유산과 다양성을 강화한다.

  ④ 농 지역의 그룹  단체들 간의 유 와 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개선한다.

  LEADER+의 실시는 반 인 운 과 산지원을 담당하는 앙정부와 

로그램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실제 로그램을 실행하

는 LAG의 역할분담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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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사점

  EU의 LEADER 로그램이 주는 시사 은 농 지역의 잠재능력을 개발

하기 해 신 인 소규모 개발 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다. 

이는 특히 지역의 농업‧농  련 거버 스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농 공동체로 하여  자발 으로 지역개발 

로그램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거버 스 체제 구축을 한 주체  역량을 양

성할 수 있다. 진안의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조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럽식 LEADER 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LEADER 로그램과 같은 소규모 시범사업들은 요 정책사업을 추진

함에 따른 문제 을 사 에 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정책사업에 

한 새로운 아이디어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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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농정 추진체계 개선

1.1. 농정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

  지방농정 추진의 근간이 되는 농정추진체계는 집행체계가 복잡하고 사

업별로 뚜렷한 원칙없이 운용되고 있다.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방법  

차를 통해 정책자 이 투융자되기 때문에 사업을 체계 으로 리하기 어

렵다. 이로 인해 시‧군 단 에서는 해당 지역에 시행되는 농림수산사업 

체를 악하지 못하고 있고,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한 융자사업은 회계  기 리기 별로 리되

고, 다시 융기 에 의해 출되는 층구조로 운용되기 때문에 추진체계

가 분산 , 복 인 문제가 있다. 재 지방농정의 추진주체는 시‧군청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한정되고 융자사업은 농  

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시‧군 단 에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집행이 

분리된 채로 이루어져 농업정책자 의 투융자에서 보조와 융자의 연계에 

의한 투자효율성 제고가 어렵다. 지방농정 추진에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을 체 으로 조망하여 연계에 의한 효율성 제고와 사 심의에 의한 복

투자 방지를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농정추진체계를 원칙에 

따라 체계 이고 간소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개별 사

업체에 해 보조와 융자가 함께 지원되는 이 지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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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계획  연계에 의해 투융자의 성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행 농림수산사업에는 농식품부가 직  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지자체에 리를 임하는 경우와 그 반 로 지자체에 임하는 것이 나은 

사업을 농식품부가 직  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원칙이 아니라 편

의성 주로 구성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의 사무 분장을 재검토하여 사업

의 성격에 따라  앙사무와 지방사무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

롭게 정비되는 앙사무와 지방사무를 체계 이고 종합 으로 리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재 앙사무는 농식품부 산하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분산 으로 리되고 있는데, 앙사무를 총 으로 리하는 리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과 시‧군의 자체사업, 그리고 농정 련 경상업

무를 추진하는 시‧군의 농정조직은 과 한 업무 부담으로 주어진 과업을 

완 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한 사후평가나 실 평

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재 과도하게 분장되어 있는 지방사무의 일부를 앙사무로 이 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43 이는 앞서 서술한 농림수산사업의 사무 

재분장과 히 연 된다.

1.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농림수산사업을 체계 으로 리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재 사업지원방식 주로 되어 있는 추진체계를 사업의 성격  효과

43 이와 련해서 시·군 농정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앙정부가 산하조직을 설

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한 의견을 물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74.4%

로 반 한다는 응답 21.1%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지방농업청과 같은 조직의 설

치  업무 이 에 해 체로 정 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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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농정사무 구분 주의 추진체계로 개편한다. 다시 말해 보조사

업과 융자사업별로 리하던 농정추진체계를 앙사무와 지방사무별로 

리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44 

  농림수산사업의 시행을 앙·지방사무 구분에 따라 추진할 경우, 각 사

무를 담당하는 리기구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총 으로 리하도록 

한다. 융자사업에서는 어도 사업 상자를 선정하거나 출취 문기

에서 선정한 사업 상자를 승인하는 일은 농정사무 리기 이 담당하도

록 한다.

1.3. 제도 개선방안

1.3.1. 농정사무 분리

  재 뚜렷한 원칙 없이 편의성 주로 구성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의 사

무 분장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앙사무와 지방사무로 재정비

한다. 사무 구분의 기 은 지역별 특성과 무 하게 보편 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농업정책이나 보다 범 한 지역에 걸쳐 역단 로 실시되는 사업

은 앙사무로 하고,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고 지역에서 리하는 것이 보

다 효율 인 사업은 지방사무로 한다.

  2010년 농림수산사업에 해 시 으로 사무 구분을 시도하 는데, 분

류 기 은 사업자 수, 사업의 상지역 범 , 개소당 산 규모, 국고보조 

비율, 사업주 기 , 사업의 효과, 앙사무  성격 등이 된다. 사업자 

수가 소수이고 사업 상지역이 복수 시·군이나 도를 상으로 하며 개소

당 사업비가 큰 경우에는 지방에서 정책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44 재의 앙·지방사무의 구분은 사업의 주 기  심으로 분류해 본 것에 불

과하다. 행 농정추진체계의 주축은 보조·융자사업 구분에 따른 사업추진방

식이고, 앙·지방사무 구분은 편의성 주로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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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사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4-5>에 

‘분류결과’란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여러 분류기  가운데 국고보조 비율, 

사업주 기 , 사업의 효과, 앙사무  성격 등 4가지 기 에 해서

는 각각의 농림수산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분류기 ’란에 제시하 으

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국고보조 비율을 앙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는 기 으로 할 때 

국고보조 비율이 높은 사업을 앙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국고보조 비율이 40% 미만인 사업을 1그룹, 40% 이상 70% 미만

인 사업을 2그룹, 70% 이상인 사업을 3그룹으로 구분하 으며, 융자도 같

은 기 을 용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하면 국고보조와 융자를 합한 

비율이 40% 미만인 사업이 10.5%, 40% 이상 70% 미만에 속하는 사업이 

41.1%, 70% 이상인 사업이 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사업에 포

함되어 있는 사업들은 반 으로 국고보조와 융자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 비율이 높은 사업(3그룹)과 낮은 

사업(1그룹)이 각각 앙사무와 지방사무로 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약 

59%만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사업주 기 45을 기 으로 할 경우 주 기 이 농림수산식품부인 사업

을 앙사무라고 단할 수 있다. 주 기 이 시·군  시·도인 경우 1그

룹, 주 기 이 복수이거나 농 , 한국농어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인 

경우 2그룹, 농림수산식품부인 경우 3그룹으로 구분하 다. 분류 결과, 주

기 이 시·군  시·도인 경우(1그룹)가 42.9%, 복수이거나 농  등인 

경우(2그룹)가 38.9%, 농림수산식품부인 경우(3그룹)가 18.2%로 나타났다. 

사업을 주 하는 기 은 지자체이거나 농 , 한국농어 공사 등 탁기

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농식품부가 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자체가 주 하는 사업(1그룹)이 지방사무로 분류되고, 농식품부가 주

하는 사업(3그룹)이 앙사무로 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체 사업  

약 63.6%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고보조를 기 으로 비교하는 것보

45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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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치도가 다소 높은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지방사무로 분류할만한 사

업인 원 농산물 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 하고 있

거나, 앙사무로 분류할만한 사업인 거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시·군

이 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업의 효과를 기 으로 사업을 분류할 경우 효과가 큰 사업을 

앙사무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을 통한 효과는 보조, 융자를 받는 농

업인 등 사업 상자에 한정될 경우 1그룹, 가까운 지역까지 향이 있을 

경우 2그룹, 시·도 단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 3그룹으로 구분하 다. 

를 들어 건강·연 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만 혜

택을 리기 때문에 효과를 1그룹으로 구분하 고, 산지유통활성화 사

업은 규모화· 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의 운 자 을 지원하여 국 인 농

산물 유통에 향을 미치므로 3그룹으로 구분하 다. 분류 결과, 효과

가 은 사업(1그룹)인 경우 27.8%, 지역에 향을 미치는 사업(2그룹)이 

57.9%, 시·도 이상으로 효과가 큰 사업(3그룹) 14.3%인 것으로 나타났

다. 효과가 큰 사업의 수는 18개 사업으로 많지 않지만, 이 에서 17

개 사업이 앙사무로 분류되는 사업이다. 즉, 효과가 큰 사업은 체

로 앙사무로 분류할 만한 사업들이라고 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

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7개 사업 에서 3개 

사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앙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 기 으로 단했을 때 앙사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격

상 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을 보완하는 기

으로 앙사무  성격 혹은 당 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앙사무의 성

격 혹은 당 성을 기 으로 삼을 경우 이에 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어

야 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앙사무  성격이라고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 공제  보험, 직불 , 경 회생, 생산기반, 식품안 , 시장수

조  등을 선정하 다.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면 1그룹, 앙사무 성격이 

강하면 3그룹으로 구분하고,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2그룹으로 분

류하 다. 분류 결과, 지방사무 성격인 사업(1그룹)이 42.9%, 앙사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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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인 사업(3그룹)이 25.4%로 나타나 체로 지방사무 성격을 띤 사업이 많

은 것으로 단된다.

  이상 4가지 분류기 으로 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앙·지방 사무

를 분류한 결과에 해 일반 인 특징을 언 할 수 있다. 다만 제시한 분

류기   사업자 수, 사업의 상지역, 개소당 산규모 등에 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4가지 기 에 의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무 구분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우선 국고보조 비율, 주 기 이 모두 2그룹 는 3그룹에 속하는 사업

의 경우 앙사무의 후보군이 된다. 이러한 사업군은 나머지 기 인 

효과 는 앙사무  성격에서 1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체로 앙사무

로 분류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국고보조 비율이 높고 주 기 이 기  

지자체가 아닌 사업군은 효과가 개인에 한정되거나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지 않을 경우 앙사무로 분류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주 기 이 1그룹에 속하는 사업군의 경우 효과와 앙사

무  성격이 모두 2그룹 는 3그룹에 속하면 체로 앙사무로 분류되

었다. 즉, 주 기 이 지자체인 사업은 지방사무로 분류할 수 있지만 

효과가 크고 앙사무  성격이 일정 수  이상이면 앙사무로 분류된다

는 것이다.

  한 국고보조 비율, 주 기 , 효과 등 3가지 기 에서 2그룹 이상

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사업 성격이 1그룹에 속한다면 지방사무로 분류된

다. 이는 국고보조 비율이 높고 주 기 이 앙정부 는 공사·농 이며 

효과가 크더라도 앙사무  성격이 부족하다면 지방사무로 분류된다

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분류기 을 반 하여 앙·지방사무를 분류한 결과와 행 

앙·지방사무를 비교할 수 있다. 분석 상인 총 126개 사업 에서 행 

사무와 분류결과가 일치하는 사업이 83개, 행 사무와 분류결과가 불일치

하는 사업이 43개로 나타났다. 결과가 일치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행 지

방사무가 지방사무로 분류된 경우가 51개, 행 앙사무가 앙사무로 분

류된 경우가 32개 다. 한편 결과가 불일치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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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분류되어야 할 사업이 행 지방사무인 경우가 36개, 지방사무로 분

류되어야할 사업이 행 앙사무인 경우가 7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다 앙이 담당해야할 사업을 지방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는 의미이며, 지자체는 경상업무에 더해 산사업으

로 인한 업무가 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1.  농림수산사업의 앙·지방사무 분류

　 사업명

분류기

분류결과
비고

( 행)
국고

지원

주

기 효과

사업

성격

1 농규모화사업 3 3 2 3 앙 앙

2 경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3 3 1 3 앙 앙

3 농지매입·비축사업 3 3 2 3 앙 앙

4 배수개선사업 3 1 2 3 앙 지방

5 방조제개보수사업 3 2 2 3 앙 지방

6 한발 비 용수개발사업 3 2 2 1 지방 지방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 2 3 3 앙 앙

8 다목  농 용수개발사업 3 2 2 3 앙 앙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3 2 2 2 앙 지방

10 품종심사  재배시험사업 2 2 3 3 앙 앙

11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2 2 2 2 앙 앙

12 우수품종 증식보 사업 2 2 2 2 앙 지방

13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2 2 3 2 앙 앙

14 농기계 임 사업 2 3 1 1 지방 지방

15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 2 1 2 1 지방 지방

16 고품질  최 경 체 육성사업 2 1 1 1 지방 지방

17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2 1 2 2 앙 지방

18 농산물 물류표 화사업 2 2 2 1 지방 지방

19 농산물 표 규격공동출하사업 1 2 2 1 지방 지방

20 품목별 표조직 육성사업 3 3 3 2 앙 앙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3 2 3 3 앙 앙

22 원 농산물 온유통체계구축사업 2 3 2 1 지방 앙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3 2 2 2 앙 앙

24 인삼생산·유통시설 화사업 2 3 2 1 지방 앙

25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3 2 2 2 앙 앙

2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 력사업 　 　 　 　 　

①　소비지산지 력사업 3 3 1 2 앙 앙

②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3 3 2 2 앙 앙

③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3 3 2 2 앙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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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명

분류기

분류결과
비고

( 행)
국고

지원

주

기 효과

사업

성격

27 농산물 랜드육성지원사업 2 1 3 2 앙 지방

28 시설원 품질개선사업 3 1 2 1 지방 지방

29 시설원  에 지이용 효율화사업 2 1 1 1 지방 지방

30 농축산물 매 진사업 1 2 2 2 지방 지방

31 농산물수출업체 운 활성화 지원사업 3 2 2 2 지방 앙

32 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3 2 2 2 지방 앙

33 농식품시설 화사업 3 2 2 2 지방 앙

34 생산자융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 3 2 2 3 앙 앙

35 농산물우수 리(GAP)제도 운 사업 1 1 3 2 앙 지방

36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2 1 2 2 앙 지방

② 염 생산시설 개선 2 1 1 1 지방 지방

③ 염 바닥재 개선 1 1 1 1 지방 지방

④ 천일염 포장재 지원 1 1 1 1 지방 지방

37 과수생산시설 화사업 2 1 2 1 지방 지방

38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 1 3 3 앙 지방

39 거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2 1 3 3 앙 지방

40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 2 2 3 2 앙 지방

41 과원 농규모화사업 3 3 1 3 앙 앙

42 과수소득보 직 지불제 3 1 1 3 앙 지방

43 생물학  병해충방제사업 1 1 1 1 지방 지방

44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 2 2 2 1 지방 지방

45 친환경비료지원사업 　 　 　 　 　

①　유기질비료지원 2 2 1 1 지방 지방

② 토양개량제지원 3 2 1 1 지방 지방

46 농업자 이차보 사업 　 　 　 　 　

①　농축산경 자 지원 3 2 1 2 지방 지방

② 농기계구입지원사업 3 2 1 1 지방 지방

③ 농기계 생산  사후 리지원사업 3 2 2 1 지방 지방

④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  지원사업 3 3 3 3 앙 앙

⑤ 농업종합자 지원 3 2 2 1 지방 지방

⑥ 농어 주택개량사업 3 1 2 1 지방 지방

⑦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3 1 2 1 지방 지방

⑧ 농업경 회생자 지원 3 2 1 3 앙 앙

47 농림기술개발사업 2 2 3 3 앙 앙

48 신기술보 사업 2 1 2 1 지방 지방

49 농 출신 학생학자  융자지원사업 3 2 1 3 앙 앙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3 2 1 1 지방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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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명

분류기

분류결과
비고

( 행)
국고

지원

주

기 효과

사업

성격

51 소득등보 직 지불제 3 1 1 3 앙 지방

52 경 이양 직 지불제 3 2 2 2 앙 지방

53 친환경농업 직 지불제 　 　 　 　 　

①　친환경농업직 지불 3 1 2 3 앙 지방

② 친환경안 축산물직 지불제 3 3 2 3 앙 앙

54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제 3 2 1 3 앙 지방

55 경 보  직 지불제 3 1 2 2 앙 지방

56 농업인재해공제사업 2 2 1 2 앙 앙

57 농어업재해보험사업 　 　 　 　 　

①　농작물재해보험사업 2 2 2 3 앙 앙

② 가축재해보험사업 2 2 2 3 앙 앙

③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2 2 2 3 앙 앙

58 농어업인 건강연 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사업 1 2 1 3 앙 앙

② 농어업인 연 보험료지원사업 2 2 2 2 앙 앙

59 농어업인 유아 양육비지원사업 2 1 1 1 지방 지방

60 농어 휴양자원개발사업 3 1 2 1 지방 지방

61 한계농지정비사업 　 1 2 1 지방 지방

62 농어 뉴타운조성사업 3 1 3 2 앙 지방

63 산림경 계획사업 2 1 1 1 지방 지방

64 산림사업종합자 지원사업 3 2 2 1 지방 지방

65 산림소득증 사업 2 2 2 2 지방 지방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1 2 1 1 지방 지방

67 사립수목원지원사업 2 2 2 1 앙 지방

68 백두 간주민소득지원사업 3 1 1 2 앙 지방

69 문임업인 맞춤형 경 지원사업 2 1 1 1 지방 지방

70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2 2 2 2 앙 앙

71 조림·숲가꾸기사업 3 1 2 2 앙 지방

7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 2 2 1 지방 지방

73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1 2 2 1 앙 지방

74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3 2 2 3 앙 지방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3 1 3 2 앙 지방

76 마필산업육성사업 2 1 1 1 지방 지방

7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2 2 2 앙 지방

78 양 산업육성사업 3 2 1 1 지방 지방

79 낙농체험 사업 3 1 2 1 지방 지방

80 랜드육 타운조성사업 2 3 2 2 앙 앙

81 가축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2 1 2 1 지방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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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축사시설 화사업 　 　 　 　 　

①　축사시설 화 지원 3 1 2 1 지방 지방

②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2 1 2 2 앙 지방

83 랜드경 체지원사업

①　가축계열화사업 2 1 2 2 지방 지방

② 랜드경 체지원사업 3 1 2 1 지방 지방

③ 축산물 랜드컨설 지원사업 1 1 1 1 지방 지방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 1 2 2 앙 지방

85 자율 리 어업육성지원사업 2 1 1 1 지방 지방

86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2 1 2 3 앙 지방

8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3 1 2 1 지방 지방

88 친환경어구 보 지원사업 3 1 2 1 지방 지방

89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3 1 2 1 앙 지방

90 고효율 어선유류 감 장비지원사업 1 1 1 1 지방 지방

91 수산장비 임 사업 　 　 　 　 　

①　양식장비 임 2 3 1 1 지방 앙

②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 3 3 2 1 지방 앙

92 어업인교육훈련  기술지원사업 3 3 2 1 지방 지방

93 수산부문 소득보  직 지불제 3 3 2 3 앙 지방

94 수산인 안 공제지원사업 2 3 1 3 앙 앙

95 어선원  어선보험사업 2 3 1 3 앙 앙

96 농어 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2 1 3 1 지방 지방

97 농어업기반정비사업 3 1 2 2 지방 지방

98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3 1 2 1 지방 지방

99 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①　 역클러스터 활성화사업 2 1 3 3 앙 지방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2 1 2 1 지방 지방

100 수산식품거 단지조성사업 2 3 2 2 앙 지방

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1 3 2 1 앙 지방

102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 1 3 2 앙 지방

10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2 3 3 2 앙 지방

10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2 1 2 2 앙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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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지방농업청” 설치

가.  개요

  앙사무를 효율 으로 리‧집행하기 하여 시·군 단  조직을 갖는 

가칭 ‘지방농업청’을 설치한다. ‘지방농업청’은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하기

보다 기존의 련 조직을 개편하여 조직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라 단된

다. ‘지방농업청’으로 개편될 상이 되는 기 은 재 농식품부 산하에서 

지방조직을 갖고 농림수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 이 된다. 여기에

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어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해당된다.46 

나.  상기  검토

(1)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고유업무인 농산물의 품질 리 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최근에 농업경 체 등록사업 실시로 업무 역이 확 되었다. 

고유업무로는 곡물 리, 안 품질 리, 우수농식품 리, 원산지 리, GAP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이 있다. 농업경 체 등록사업으로 맞춤형 농

정을 한 기 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유업무 외에 다른 사무가 늘어나면서 기 의 정체성 문제와 인력  재

정문제에 착해 있다.

  농산물품질 리원 업무는 앙정부  사무와 지방  사무의 성격이 혼

재되어 있다. 농가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

46 이외에도 국립식물검역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으나, 기 의 업무가 검

역·검사하는 특수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농정추진과는 연 성이 다 할 

수 있다. 한 이들 기구에 2010년 에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으로 통합되어 

새롭게 발족될 정이기 때문에 ‘지방농업청’ 상기 으로의 검토가 무의미

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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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 체 등록업무는 앙정부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농산물의 

품질 리업무는 표 화된 기 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앙정부  사무의 

성격을 갖지만, 사업내용 면에서는 지방사무  성격이 더 강하다.

  재 농산물품질 리원은 9개의 지원과 109개의 출장소로 총 118개의 

지방사무소를 갖고 있다. 지방조직은 고유업무인 농산물 품질 리를 담당

하는 데 역 을 두고 있지만, 농업경 체 등록 업무 실시로 각종 직불제와 

농가소득안정제 등 앙정부의 정책 로그램을 수행하는 지방집행조직 역

할을 비하고 있다.

(2)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의 주된 업무는 종자의 생산·보 과 신품종 보호이다. 식량작

물인 곡물( ·보리·콩·옥수수· ·감자 등)의 종자를 생산하여 보 하는 업

무가 반이고, 신품종 보호제도가 반을 차지한다. 종자의 생산보 기능

은 지방  업무이고 신품종 보호제도는 앙정부  사무인데,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에 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품종보호 기능은 그 로 두

고, 종자의 생산보  기능을 민 화 는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다. 주

곡 생산이 성공 으로 정착하면서 종자를 국가가 공 해야 할 명분이 약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지만, 종자보 의 효율성 측면

에서 민 화와 지방정부 이양  어느 것이 나은 지는 검토해야 할 상이

다. 종자원의 기본입장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종자의 생산보  기능을 민

화한다는 것이다.

  종자원은 경기도에 소재한 본원 이외에 국에 8개의 지원을 갖고 있다. 

종자의 생산·보  기능을 담당하는 지원은 이 기능이 민 화 내지 지방화 

되면 폐쇄될 망이다.

(3) 한국농어 공사

  농어 공사는 농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물을 종합 리하

며 농업인의 농규모 정화를 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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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목 에 따라 공

사는 ①농어업생산기반조성, ②농어업생산기반시설종합 리, ③농어업경

쟁력강화, ④농어 지역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속

한 세부사업은 실제 종류가 많고 다양하지만, 가장 근본 인 것은 농지의 

정비  리와 농업(농어 )용수의 리라 할 수 있다.

  농정활동과 련해서 농어 공사는 농지 리기 을 리하고, 이 기

과 련된 농림수산사업을 직·간 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사업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은 농어 공사가 직  수행하고, 농지은행사업( 농

규모화사업, 경 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식품부의 

사업을 수탁· 행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농어 공사는 9개의 지역본부와 93개의 지사, 총 102개의 지방조직을 

갖고 있다. 이들 지방조직은 고유사업으로 지역의 수리시설을 리하고 경

지를 (재)정리하며, 수탁사업인 농지은행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4)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의 ①수출진흥사업, ②유통조성사업, ③가

격안정사업, ④식품산업육성사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 이들 사업은 내용

으로 공사 고유사업과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으로 구성된다.

  유통공사는 농안기 을 리하고, 6가지 농림수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통공사는 본사 이외에 국에 11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해외에 9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다.  설치( 안)

  ‘지방농업청’으로 개편할 기 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이 한 

것으로 단된다. 이는 농산물품질 리원이 그동안 농업경 체 등록제 추

진으로 소득보 직불제 등 농정의 앙사무를 행할 기반을 구축해 왔

으며, 실제 으로 가장 범 한 지방조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47

  ‘지방농업청’의 조직  구성은 두 가지 안이 가능한데, 그 하나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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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청을 두고 지방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청 없이 일

본의 경우처럼 2～3개의 역시‧도별로 ‘지방농정국’을 두고 산하에 시‧군 

사무소를 두는 것이다.

1.3.3. 앙  지방사무 추진체계 개편

  농정의 앙사무를 추진하는 ‘지방농업청’은 원칙 으로 앙사무로 분

류된 농림수산사업의 리‧감독권을 갖도록 한다.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

이기 해 일부 업무를 타 기 에 탁하는 경우에도 ‘지방농업청’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며 집행결과를 보고받고 사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다. 융자사업도 ‘지방농업청’의 리하에 융기 (농 )을 통해 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한다.

  지방사무로 분류된 농림수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시‧군)

가 총 으로 리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모두 포

함된다. 지방사무로 분류된 융자사업은 지역 융기 (농 )을 통해 실질

인 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방농정의 추진주체인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실시되는 융자사업에 해 승인‧감독할 수 있게 한다. 

  농림수산사업의 지방사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재량권을 

폭 확 하도록 한다. 재 특회계에 의한 기 생활권 사업의 운용방식

처럼 세부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용하게 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

게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자체가 세부사업에 한 

산배분, 집행  리‧감독을 담당하게 하고, 농식품부는 사업에 한 모

니터링과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게 한다.

  지방사무에 한 민주 이고 공정한 추진을 해 농정심의의 의사결정

47 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조직의 규모에서 농산물품질 리원과 경쟁이 될 수 

있는 기 은 한국농어 공사이다. 그러나 한국농어 공사는 농지  수자원 

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사무 반을 리하는 데는 조직특성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기 이 아니라 공사라는 것도 약 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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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실질 , 상설 으로 참여하는 지방농정 거버 스를 신설 는 개편

하여 운용한다.

2. 지방농정 거버 스 선진화 방안

2.1.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선진화 필요성

  합법  농정 거버 스로 농정심의회가 지역 단 별로 제도화되어 있지

만, 농정심의회는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운용되는 제도 한 형식 이고 의례 인 수 에 머물고 있다. 시‧군농정

심의회는 기본 으로 해당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리계획, 즉 토지이

용계획의 심의에 을 두고, 부수 으로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의 

발 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심의는 농림수산사업의 사업 상

자 에서 우선순 를 정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농정심의회

에서 체회의는 별로 요하지 않고 분과 원회 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농정심의회가 실제로 하는 일은 분과 원회 심으로 1년에 2～3차

례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에 해 사업 상자 우선순 를 심의하는 것

이 된다. 여기서 심의하는 보조사업도 일부에 불과하다. 농정심의회의 심

의과정도 안건에 한 심도 있는 타당성  합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시‧군 농정부서가 제안한 안을 승인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정심의회의 운용실태는 행 지방농정 거버 스의 수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것이 바로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 필

요성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농정 거버 스에 한 선진화 요청은 

지 과 같은 형식  참여가 가져오는 농정추진의 비합리성  비효율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 농정추진체계는 실시된 사업에 한 피

드백이 없는 일반  집행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사업의 실

질 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고 사업 개선을 한 의견수렴도 쉽지 않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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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방농정추진에서 방향 의사소통의 공

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로 가능하게 된다. 농

어업인  농어민단체의 실질 인 농정참여는 실시되는 농림수산사업에 

한 자연스러운 평가와 함께 사업의 존폐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한마디로 지방농정 거버 스에 한 선진화 요청은 행 농정추진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 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다.

2.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지방농정 거버 스를 선진화 하는 기본방향은 농어업인  농어민단체

에게 실질 인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정착시키는 것이다. 여기

서 이러한 제도의 확립은 국가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자발 인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거

버 스를 구성‧운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를 해서는 (官) 주도가 아니라 농어

업인들이 자발 으로 거버 스 구성에 앞장서는 움직임이 요하고, 이러

한 자발  운동이 민간의 정책참여를 시민권력단계(권한 임과 자주 리)

까지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와 같은 거버 스 선진화를 지향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다각도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추진되는 방안 는 제도에 따라서 장·단기 등의 

48 지방농정의 행정체계 내에서 실시된 농림수산사업에 한 평가는 업무의 과부

담 등으로 인해 제 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양시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 에서 제시한 농림수산사업의 새로운 사무분장으

로 지방사무의 일부를 앙사무로 이 하면 부분 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되나 완 한 해결은 어렵다 할 수 있다. 실시된 농림수산사업에 한 

가장 합한 평가는 사업의 상자이자 수혜당사자인 농업인  농 주민들이 

내리는 평가이고, 가장 한 피드백은 그들이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수렴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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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가 요구되는 것이 있고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사안과 사 에 해결

해야 할 제조건들이 많은 사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에는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한데, 그 하나는 기존의 농정 거버 스 제

도에서 문제 을 보완하여 실질 인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농어업인 조직 심의 새로운 농정 거버 스를 창립하는 것이다.

2.3. 제도 개선방안

2.3.1. 농정심의회 운용 개선

  지방농정 거버 스를 선진화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농정심의회의 제도

 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농정심의회의 제도  개선은 ①농

정심의회 업무, ②운용제도  방안에 한 것이 주된 상이 된다. 부차

으로 지방농정의 사무 역과 련하여 심의 상의 범 를 설정하는 것이

다. 즉, 형식  정책참여에 머물고 있는 농정심의회를 실질 이고 상설

인 농정심의기구가 되게 하기 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법령에 명시된 농정심의회의 업무를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수정하

여 이에 한 실행담보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법상으로 농정

심의회는 기본계획을 포함한 시‧군‧구계획과 농어업‧농어 발 계획을 심

의하게 되어있는데, 농정심의회의 특성상으로는 시‧군‧구의 도시기본계획 

 리계획을 심의하는 것보다 농어업‧농어 발 계획을 심의하는 것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49 농정심의회의 운용실태에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

자체의 도시계획에 한 심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요컨  개선방안은 농정심의회의 주된 심의 상을 농어업‧농어 발

49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리계획은 시‧군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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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하고 이 계획에 한 수립과 실질 인 심의, 그리고 이를 실행하

기 한 재정담보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련해서는 

랑스 도농업지도 원회(CDOA)의 운용제도에서 시사 을 얻을 수 있는

데, 도농업지도 원회는 5년마다 지역농업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 로 하여 지방정부  앙정부와 재정확보 방안을 의한다. 이를 벤

치마킹하여 농정심의회도 지역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의 실천방안을 

농림수산사업  자체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농정심의회를 상설 으로 운용하고 실질  심의를 할 수 있는 운

지침을 구체화한다. 를 들어 행 농정심의회는 상설 인 기구로 운 되

지 않고 필요시 개최하는 수시기구로 운 함으로써 지속 이고 일 성 있

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해 월 1회 이

상의 정기 인 모임(월 1회 분과  회의, 분기별 체 회의)을 실시하고 상

근직원을 채용하여 지속 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회의 비를 하게 

한다. 한 농정심의회를 의례 인 심의기구로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기구

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농정심

의회의 심의내용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심의 차를 제도화한다. 농정심의

회가  주도로 운 되고 있는 것을 탈피하기 해서 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거나 실무간사를 농림업종사자 내지 농민단체에서 선발하도록 한다.

  셋째, 사업우선순 를 정하는 농정심의회의 심의 상을 농정의 지방사

무  경상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체를 상으로 확 하도록 한다. 즉, 농

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그리고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우선순  

선정의 심의 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서 농정심의회가 지방농정의 실질

인 심의기구가 될 수 있다.

2.3.2. 자율 인 농업‧농  련 거버 스 활동 지원

  농정심의회와 같은 법령에 근거한 거버 스와 별도로 지역에 따라서 지

역특성에 맞는 거버 스를 자발 으로 운 하는 곳이 있음을 실태조사에

서 살펴보았다. 비록 이 거버 스가 지방농정 추진과는 련이 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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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런 거버 스의 운 을 지원하거나 거버 스 추진활동을 육성하는 

정책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진안의 마을만들기, 안성마춤 클러스

터,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 운용심의회의 사례처럼 지역에 따라 자발

으로 구성되는 농어업‧농어 련 거버 스를 육성‧지원하도록 한다. 구

성된 거버 스의 지원도 요하지만, 보다 요한 것은 음성의 조례제정 

운동에서 나타난 것 같은 주민들의 자발 인 이니셔티 가 결부된 주민운

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럽식 LEADER 로그램의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U의 LEADER 로그램은 농 지역의 잠재능

력을 개발하기 해 신 인 소규모 개발 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사 을 주고 있다. 즉, 지역의 농 공동체로 하여  자발 으로 지역개

발 로그램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거버 스 체제 구축을 한 주체  역량

을 양성할 수 있게 한다.

  요컨  자율 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어업‧농어 련 거버 스를 지원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업‧농어 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주민들의 자발 인 이니셔티  운동을 육성하는 정책 로그

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2.3.3. “농업회의소” 설립

가.  설립의 필요성

  지방의 농어업‧농어  발 을 한 자생 인 거버 스 설립  운 은 

바람직하고, 이러한 운동  움직임이 육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

버 스의 목   업무는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

어야 한다. 그 지만 농정의 집행과 련한 지역 단 의 거버 스는 그 조

직이 체계 이고 업무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농정의 지방사무 

추진과 련한 거버 스는 행 농정심의회처럼 법률에 의한 공  내지 공

공  조직으로 국 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농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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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  농정의 의사결정과 련한 거버 스의 가장 이상 인 형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 조직이 지방농정 의사결정의 동반자

(counterpart)가 되는 것이다. 

  ◦ 농민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농어업인 자치조직

  ◦ 지방농정의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거버 스 활동조직

  ◦ 조직의 국  네트워크가 농업인 의기구를 구성하는 조직

  이런 조직 모형은 각 지역 농어업인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선출한 의기

구를 통해 농 련 서비스를 받고, 의기구로 하여  지방농정의 거버

스 주체가 되게 하고, 각 지역 의기구의 국  연결이 농어업인 체의 

의기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유럽의 농업회의소라 볼 수 있다. 유

럽의 농업회의소는 이를 운용하는 나라에 따라서 거버 스의 유형, 즉 정

책참여 유형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 으로 정책참여의 최고단계인 권한

임  자주 리에 의한 실질  참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농정 추진

의 이상  거버 스의 하나로 농업회의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정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농정심의회를 체하는 농민단체 심의 

의기구 설립에 해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1.8%, 다른 기구

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4.8%로 나타나 의기구 설립 자체에 해

서는 정 인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입에 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농업회의소 도입에 한 의

견수렴을 통해 의기구 모형을 정립하고 ‘농업회의소 설치법(안)’과 같은 

제도화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지역

별로는 군지역이나 낙후지역이 여타 지역보다 새로운 기구의 도입에 보다 

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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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농정심의회를 체하는 농민단체 심의 의기구 설립

단 : %

구  분
시군 구분 낙후지역 구분

체
시지역 군지역 낙후지역 외 낙후지역

지역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해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11.4 14.8 9.5 17.0 13.5

여건이 성숙한 후라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54.3 44.4 52.4 44.7 48.3

농정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를 둘 필요는 없다
34.3 35.2 38.1 31.9 34.8

잘 모르겠다 0.0 5.6 0.0 6.4 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설립 차  기구 구성( 안)

  농업회의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먼  요구되는 것은 ‘설치법’이다. 가칭 

‘농업회의소법’의 제정을 통하여 선거에 의한 공공기구의 설립이 이루어져

야 한다.

  농업회의소 의원 선출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농업경 체 등록에 등

록된 경 주  농종사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50 선출

하는 의원의 구성은 농업인  련 조직의 표성을 최 한 구 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를 들어 의원 분야 구성에서 경 주와 종사

50 유럽국가들의 농업회의소는 농종사자뿐 아니라 임업  수산업 종사자를 회

원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업회의소가 도입될 경우, 장기 으로 농림

수산업 종사자를 농업회의소 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지만 제도 

도입의 기단계에는 각 단체  이익집단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상

황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을 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실  방안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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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의 형평성 유지, 품목단체와 같은 직능별 집단에 한 배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원의 임기는 외국의 사례를 서 5～6년이 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회의소 구성의 기본단 는 시‧군 자치단체로 하고, 이 지방농업회의

소의 표자로 국농업회의소를 구성하게 한다. 이러한 체계는 랑스의 

상향식 조직구성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지방농업회의소의 내부조직은 총

회, 이사회, 회장을 의결  집행조직으로 하고 감독기 으로 별도의 감사

원회를 둔다.51 그리고 농업회의소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문조직의 

표로 농업회의소 소장을 선임한다.

  농업회의소의 업무는 농민 서비스 업무로서 ①농업경 , 생산기술  

유통 문제의 상담·지도, ②농업직업교육  평생교육, ③시장 정보 제공  

(단일)직불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이 되고, 외  업무로서 농업인의 의

기구 자격으로 지방농정의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심의하는 것이 된다. 농업

회의소의 농정 거버 스 성격은 (지방)농정에 한 실질 인 심의를 기본

으로 하고 부차 으로 일부 농정업무를 탁받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외국사례로는 랑스형과 오스트리아형을 충한 형태가 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농업회의소가 성공 으로 도입‧정착된다면 농업회의소 외

 업무는 농정심의회 업무를 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농업회의소 재정은 회비 등에 의한 자체 재원과 국가보조 등의 외부 재

원으로 구성한다. 외부 재원은 농업회의소 설립방안에서 실무기 을 어떻

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과 연 이 있다. 다시 말해 농업회의소가 어떤 기

과의 통폐합을 통해 설립되느냐에 따라 외부 재원의 출처  규모가 달라

지게 된다. 그리고 농정업무의 집행을 어느 정도 임받느냐에 따라 국가

의 지원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51 이는 오스트리아의 조직체계와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농업회의소의 재정이 

주로 국가재원이나 지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감독기 을 앙(농식품

부)에서 견한 감독  혹은 지자체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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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무조직 설치방안

  농업회의소 제도 도입에서 가장 건이 되는 것은 농민 서비스를 기본

으로 하는 실무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재 지도‧상

담 등 농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들과의 계를 어떻게 설정하느

냐 하는 문제와 련된다. 농업회의소 실무조직 구성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안: 농업기술센터를 농업회의소의 실무조직으로 개편

  이것은 재 농업인 지도‧상담을 담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업회의소의 자체업무를 담당하는 문조직으로 개편하여 농업회의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안이 갖는 장 은 첫째, 농업회의소의 실무조직이 농업기술센터와 별

도로 설치될 경우에 발생할 농민 서비스 업무의 복성을 일 수 있고, 

련 분야 문집단이 농민 서비스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과 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다. 둘째, 재 시‧군 자치단체 내에서 나

타나고 있는 ‘농정조직’과 ‘지도조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된

다. 즉, 농업기술센터가 지자체와 분리되어 자신의 고유업무에 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 간의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안의 단 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공공

기  직원으로 바 게 됨으로써 신분상의 불안정을 우려할 수 있고 이와 

련한 조직  항이 상된다는 이다. 이것은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연

시키는 약 으로 작용한다.

(2) 제2안: 농 의 지원사업(비사업 분야) 조직을 실무조직으로 개편

  이것은 회원농   앙회 지부의 지원사업 조직을 시‧군 단 로 통합

하여 농업회의소의 문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 안의 장 은 첫째, 농 의 신‧경분리 개 방안에서 문제 으로 제시

된 비사업 분야의 독립을 농업회의소 조직 개편을 통해 실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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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52 둘째, 농업회의소의 설립이 농 의 조직 개편과 연 됨으로써 실질

인 실행력을 담보받을 수 있다. 실질 으로 농업‧농민조직의 최  지주

인 농 이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련을 맺음으로써 농업회의소 설립이 

실가능한 안이 될 뿐 아니라 기구 설립의 물 , 인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반면 단 은 농 이 농업회의소 설립의 심이 되는 것에 해 여타 농민

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고, 설립 이후 농업회의소의 독립성  의기구  

특성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다.

(3) 제3안: 농업회의소 독자의 실무조직 구성

  이것은 농업회의소가 농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을 기존 

조직의 개편없이 직  구성하는 것이다.

  이 안의 장 은 조직개편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다. 그리고 통 인 지도‧상담‧교육과의 

차별되는 최신의 농민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문조직으로 실무조직

을 구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반면에 단 은 첫째, 유사한 업무를 갖는 기 들이 다수 존재함으로 해

서 농민 서비스 업무에 복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다. 둘째, 농업회의

소 자력으로 농민 서비스 업무를 감당할 경우, 업무의 복성에 따른 외

부 지원의 제약으로 재정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52 농 의 신‧경분리 개 방안 논의에서 동조합운동론  입장에서 비사업분야

의 독립을 주장한 견해에 한 분석은 김수석‧마상진(2010)을 참조.



요약  결론  제6장

1. 요약

1.1. 거버넌스 이론

  그람시의 시민사회이론은 거버 스 근거에 한 이론으로서 의미를 갖

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 과 함께 등장한 시민사회는 체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헤게모니를 주 하는 곳이다. 시민사회 그 자체는 학문과 문

화, 종교, 여론 등으로 구성된 역이지만, 이 역에서 체 사회의 주도

권을 장악할 수 있는 헤게모니가 형성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인 국가는 이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자신이 갖고자 한다. 반면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재야세력이나 운동단체, 그리고 순수한 NGO 단체들은 시민사회에서 자신

들의 헤게모니를 갖고자 노력한다. 즉, 시민사회를 둘러싼 국가와 민간조

직 간의 헤게모니 쟁탈 에서 국가는 시민사회를 포섭할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차  제도를 구축하게 되는 반면, 시민단체  

운동단체들은 시민사회가 국가( 는 정권)의 일부로 완 히 포섭되는 것을 

반 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여기

서 국가와 민간조직 간의 갈등은 분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호불가

침으로 서로 외면하기도 하지만, 타  형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한

다. 거버 스는 시민사회를 둘러싼 국가와 민간단체 간의 갈등이 타  

형태로 제도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람시 이론이 거버 스 이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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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것은 그의 이론에서 국가가 시민사회까지 그 역을 확 하여 

의의 국가로 그 외연을 확 하고자 한다는 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공론 역은 그람시의 시민사회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하버

마스 이론이 갖는 근본 인 차이 은 체제와 생활세계의 양분법  모순

계에 기 해 있고 공론 역이 생활세계에 속해 있는 이다. 이에 따라 공

론 역은 국가 는 자본의 식민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리 인 의사소

통의 장을 지향한다. 공론 역에 한 국가의 침투 내지 지배가 가능하고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것을 거버 스란 에서 정 으로 보는 것이 아

니라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서 사회의 병리 상으로 악

한다. 따라서 거버 스 이론에서 보면 거버 스의 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하버마스 이론보다 그람시 이론이 근거이론에 더 합한 것으로 단된다. 

  조합주의는 국가와 압력단체가 상호 력하여 이해 계를 조정하고 갈등

을 재하는 정치형태 혹은 정치이념을 말한다. 조합주의 에 따르면 

국가는 극 으로 압력단체를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개입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한 사회 각 집단원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압력단체 한 정부와의 조 인 동조체제를 이

루면서 효율 으로 집단의 이익을 실 할 수 있게 되는 -원 게임이 실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합주의는 실 속에 존재하는 거버 스의 모

형 내지 역사  원형으로 기능한다. 즉, 조합주의가  거버 스와 완

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론이 아니라 실 속에 뿌리내린 민 력체계

가 어떻게 생성‧발 ‧유지되고 있는지 보여 으로써 거버 스의 도입  

발 에 가이드라인 는 시사 을 제공한다. 그리고 조합주의는 민 력

계에 있어서 특정한 국가의 역사 , 문화  통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

국의 거버 스 사례를 연구할 때도 그 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다.

  정책참여이론은 주민정책참여의 다양한 유형 에서 참여의 성숙도에 

한 지표를 보여주고 거버 스로 규정할 수 있는 참여와 그 지 못한 참

여를 분류할 수 있게 한다. 정책참여 형태는 ①비참여단계, ②형식  참여

단계, ③시민권력단계로 구분된다. 비참여단계는 다시 조작, 치료, 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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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으로 세분되고, 형식  참여단계는 상담, 회유, 트 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트 십이 형식 인 참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트 십

이 형식  참여의 마지막 단계이자 실질  참여의 출발 이 된다. 이것은 

트 십의 실제 계  내용에 따라 그것이 형식  참여 혹은 실질  참

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질 인 참여가 구 된 시민권력단

계는 권한 임과 자주 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책참여이론은 정책참여에 한 실태분석에 도움을 주고 거버 스의 방

향 설정에도 시사 을 제공한다.

  정치‧행정학  시각의 뉴거버 스 이론은 정책참여이론과 같은 토 를 

갖고 있지만, 정책참여이론과의 차이 은 이 이론이 단순히 정책학  개념 

범주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역사성  실성을 이론  구성의 한 요

소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다. 즉, 뉴거버 스 이론은  행정국가가 

기에 직면하여 이에 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기를 극복

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새로운 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두하 고, 이에 한 이론  개념으로 거버 스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뉴거버 스는 결과보다 과정을, 경쟁보다 력을, 조직 내의 계

보다 조직 간의 계를 시하고, 시민을 수동  고객인 아닌 능동  주인

으로 인정한다.

1.2. 지방농정 및 거버넌스 운용 실태

  행 지방농정 추진실태를 보면, 농정추진의 주체가 시‧군청이 되고 있

다. 하지만 이것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한정된다. 융자사업은 농 이 

사업집행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 투융자되는 농업정

책자  모를 해당 시‧군이 완 히 악하지 못하고 보조와 융자를 상호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이 리하는 산사업(보조  자체

사업)은 비록 미약한 수 이긴 하지만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 상자의 우

선순 를 정하는 형식 인 차를 거치는 반면, 농 이 심이 되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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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는 그러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과 시‧군의 자체사업, 그리고 농정 련 경상업

무를 추진하는 시‧군의 농정조직은 과 한 업무 부담으로 주어진 과업을 

완 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 내의 지도조직과 의의 ‘농

정조직’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농

정조직으로서의 시 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농정 추진에 직 ‧간 으로 여하는 농업

련 조직  단체들과의 련성을 살펴보면, 조직들 간의 수평  력

계가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먼  융자사업에서는 시‧군청과 농  간에 

업무 조 계가 있지만, 다른 조직들과는 어떠한 계를 갖지 않고 있다. 

산사업에서는 일차 으로 농정심의회라는 거버 스를 통해 시‧군 단  

농업조직  단체들 간에 수평  력 계가 이루어진다. 다음 개별 조직

들과의 계에서는 시‧군청과 한국농어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련

된 산사업에서 력 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상업무에서는 시‧군청이 수

리시설 리  유지‧보수와 련해서 한국농어 공사와, 농업경 체 등록

과 련해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와 상호 력하고 있다. 시‧군청이 농민

단체들과 력 계를 갖는 것은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반

이지 않다.

  농정의 합법  거버 스로 농정심의회가 지역단 별로 제도화되어 있고,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군농정심의회가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군농정심의회는 지방농정의 공식  거버 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데 실제 으로 시‧군농정심의회는 제도의 입법취지 로 운용되지 않고 있

으며 그나마 운용되는 제도 한 형식 인 수 에 머물고 있다. 농정심의

회는 기본 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리계획과 련한 토

지이용계획 심의가 주된 업무이고, 부수 으로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의 발 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즉, 농정심의회의 실제업무는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 일부에 해 사업

상자 우선순 를 심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결국 농정심의회가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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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주된 과업은 방기되고 부차 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

차 인 업무 한 체계 , 지속 으로 실시되지 않고 단편 , 형식 으로 

처리되고 있다. 1년에 2～3차례 하는 회의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농림수산사업  자체사업에 해 반 인 심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제로 심의하는 것은 농림수산사업  일부 보조사업에 한정되게 된다. 

그리고 농정심의회의 심의과정도 안건에 한 심도 있는 타당성  합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군 농정조직이 제안한 안을 승인하는 형태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농정심의회가 주도로 운용되고 있어 

거버 스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정심의회라는 공식 인 거버 스와는 별도로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특

성에 맞는 농업‧농  련 거버 스를 선진 으로 운 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거버 스 발 의 기 를 제공함은 물론 거버 스 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 아직 이러한 거버 스를 갖지 못한 지역에서는 선진

 농업‧농  거버 스를 벤치마킹하여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

버 스 설치를 모색하게 한다. 하지만 지역농업‧농 의 발 방향과 농정의 

지방사무와 련한 거버 스, 즉 지역의 발 계획과 지방농정의 집행에 

한 의사결정에 해 상설 으로 의하는 거버 스는 아직 선진  형태가 

사례상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분야는 행 농정심의회 수 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1.3. 관련 외국 제도

  일본의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이 수립한 정책을 지방 실정에 맞게 실

시하고 있다. 지방농정국과 청(縣廳)과의 계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계로서 과는 법률 으로 업무 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식품표시 업무, 농  감독 업무, 토지개량구 감독 업무 등에서는 업무 복

이 있다. 청에서 농림수산성으로 직  업무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방농정국의 해당 부서와 업무 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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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은 청에 비해 할 구역의 범 가 넓기 때문에 복수 이나 국 단

에서 일어나는 식품안  는 생산조정 문제에 있어서 보다 나은 응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일본에서 지방농정국 도입은 새로 기 을 설치하

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기 에 앙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지방농정국은 기 농지사무소를 개편한 조직

이고 이후에도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가 재조정되었다. 이럴 경우, 업무 조

정을 통해 기존 기 이 도입 취지에 맞게 앙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

고, 타 기 과 업무 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기본 으로는 지방에서 기획·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앙정부

가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앙사무의 지방집행조직을 인정하고 있다. 농정

추진의 역할 측면에서 지방농정국과 같은 앙사무의 집행기 이 우리나

라에도 필요하다 단된다. 그러나 지방농정국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이

에 우선 으로 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한 

기 이 설정되어야 한다. 구분의 기 은 정책  사업의 규모,  향 

등이 될 수 있다.

  

  독일·오스트리아· 랑스 3개국 농업회의소의 공통 은 세 기구 모두 공

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과 농림업 종사자의 자치조직이라는 이다. 기

의 고유업무가 농기술  경 지도와 직업교육 같은 농민 서비스라는 

이 한 같다.

  반면 3개국 농업회의소의 제도  차이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는 주(州)별로 설치하는데, 오스트

리아는 국 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독일은 일부 주에만 설치되어 있다. 

반면에 랑스의 농업회의소는 (단일)법에 의해 국  조직으로 설치된다.

  둘째, 국  조직을 갖는 오스트리아와 랑스의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의기구 성격을 갖지만, 일부 주에만 설치되어 있는 독일의 농업회의소는 

의기구 성격을 갖지 못한다.

  셋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는 고유업무 외에 주정부로부터 

임받은 농정집행업무를 행하지만, 랑스의 농업회의소는 농정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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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차이 은 독일의 농업회의소는 농업행정업무 

체를 행하는데 비해, 오스트리아는 EU 직불  지 과 같은 정책자  

집행업무만 행한다.

  넷째, 농업회의소의 농정참여 형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농정업무의 

수 탁 형태이고, 랑스는 트 십 참여로 나타난다.

  다섯째, 농업회의소 조직구성의 핵심을 살펴보면, 랑스는 행정의 기본

단 에 해당하는 도 차원의 농업회의소를 핵심으로 하고 이들의 결합체로 

역지역  국조직이 결성되는 상향식 조직체계임에 비해, 독일과 오스

트리아는 연방주 차원의 농업회의소가 핵심이 되고 이들의 산하 조직으로 

지방농업회의소가 구성되는 하향식 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업인 의기구 설립과 연 해서 농업회의소 제도가 주는 시사 을 보

면, 독일은 농민단체인 독일농민총연맹(DBV)이 실질 인 농업인 의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농업인 의기구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랑스와 오스트리아는 국  조직을 갖추고 있고, 실질 으로 농업인 의

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의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경

우에는 랑스  오스트리아의 사례가 더 많은 시사 을 제공한다.

  지방농정 거버 스와 련해서는 독일식 형태는 농정집행업무의 민 화

로, 오스트리아는 정책자 (직불 ) 리업무의 행으로, 랑스는 지방농

정의 심의기구로의 특성을 보여 다. 이는 지방농정 거버 스의 방향 설정

과 련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농업회의소 설립의 건이 되는 것은 농업회의소가 거버 스 기능을 갖

는 것과 별도로 농민 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는 실무조직을 갖추는 것이

다. 농민 서비스의 기 가 되는 것은 일반 으로 지도, 상담, 직업교육 

등이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도입을 고려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서비스 기능을 갖는 실무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랑스의 도농업지도 원회가 주는 제도  시사 은 무엇보다 지역의 

발 계획 수립과 지역농업의 투융자 우선순  결정이 앙정부나 시장기

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논의를 통해 자율 이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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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한 지역 내부의 의사결정이 NGO 

심의 민간 원회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원칙이 수되고 민의가 충분

히 반 되는 장 이 있다. 도농업지도 원회는 외형상 우리나라의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실질 인 심의

기구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거버 스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정심

의회의 개선방안을 랑스 도농업지도 원회의 운용 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EU의 LEADER 로그램은 농 지역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해 신

인 소규모 개발 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특

히 지역의 농업‧농  련 거버 스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농 공동체로 하여  자발 으로 지역개발 로그램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거버 스 체제 구축을 한 주체  역량을 양성할 수 

있다. LEADER 로그램과 같은 소규모 시범사업들은 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 을 사 에 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정책사업

에 한 새로운 아이디어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1.4 선진화 방안

  지방농정 추진체계를 선진화하는 기본방향은 농림수산사업을 체계 으

로 리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재 사업지원방식 주로 되

어 있는 추진체계를 사업의 성격  효과를 고려한 농정사무 구분 

주의 추진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별로 

리하던 농정추진체계를 앙사무와 지방사무별로 리하는 체계로 개편한

다. 농림수산사업의 집행을 앙·지방사무 구분에 따라 추진할 경우, 각 사

무를 담당하는 리기구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총 으로 리하도록 

한다. 융자사업에서는 어도 사업 상자를 선정하거나 출취 기 에서 

선정한 사업 상자를 승인하는 일은 농정사무 리기 이 담당하여 체계

 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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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농림수산사업을 4가지 분류기 에 따라 앙  지방 사무로 분류

해 본 결과, 총 126개 사업 에서 행 사무와 분류결과와 일치하는 사업

이 83개, 행 사무와 분류결과가 불일치하는 사업이 43개로 나타났다. 결

과가 일치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행 지방사무가 지방사무로 분류된 경우

가 51개, 행 앙사무가 앙사무로 분류된 경우가 32개 다. 결과가 불

일치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앙사무로 분류되어야 할 사업이 행 지방사

무인 경우가 36개, 지방사무로 분류되어야 할 사업이 행 앙사무인 경

우가 7개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성격상 앙이 담당해야 할 사업을 지방에

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는 의미이며, 지자체는 농정 련 경상업무

에 더해 산사업으로 인한 업무가 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농정 

추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원칙에 입각한 사무 분장과 이러

한 분장에 따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앙사무를 효율 으로 리‧집행하기 하여 시·군 단  조직을 갖는 

가칭 ‘지방농업청’을 설치하도록 한다. ‘지방농업청’은 별도의 조직으로 신

설하기보다 기존의 련 조직을 개편하여 조직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다. 

‘지방농업청’으로 개편될 상이 되는 기 은 재 농식품부 산하에서 지

방조직을 갖고 농림수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 이 된다. 여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어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이 해당된다. 이에 한 검토결과 ‘지방농업청’으로 개편할 기 으로는 국

립농산물품질 리원이 한 것으로 단된다. 이는 농산물품질 리원이 

그동안 농업경 체 등록제 추진으로 소득보 직불제 등 농정의 앙사

무를 행할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실제 으로 가장 범 한 지방조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농업청’의 조직  구성은 두 가지 안이 가

능한데, 그 하나는 앙에 본청을 두고 지방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청 없이 일본의 경우처럼 2～3개의 역시‧도별로 ‘지방농정국’

을 두고 산하에 시‧군 사무소를 두는 것이다.

  농정의 앙사무를 추진하는 ‘지방농업청’은 원칙 으로 앙사무로 분

류된 농림수산사업의 리‧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지방사무로 분류된 농림

수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시‧군)가 총 으로 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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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에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융자사업은 지역

융기 (농 )을 통해 실질 인 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농정의 추진주체가 

실시되는 융자사업에 해 승인‧감독할 수 있게 한다. 

  농림수산사업의 지방사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재량권을 

폭 확 하도록 한다. 재 특회계에 의한 기 생활권 사업의 운용방식

처럼 세부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용하게 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

게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자체가 세부사업에 한 

산배분, 집행  리‧감독을 담당하게 하고, 농식품부는 사업에 한 모

니터링과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게 한다. 지방사무에 

한 민주 이고 공정한 추진을 해 농정심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 , 상

설 으로 참여하는 지방농정 거버 스를 신설 는 개편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지방농정 거버 스를 선진화 하는 기본방향은 농어업인  농어민단체

에게 실질 인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정착시키는 것이다. 여기

서 이러한 제도의 확립은 국가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자발 인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거

버 스를 구성‧운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같은 거

버 스 선진화를 지향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기존의 농정 거버 스 제도

에서 문제 을 보완하여 실질 인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농어업인 조

직 심의 새로운 농정 거버 스를 창립하는 것이다.

  지방농정 거버 스를 개선하기 해서는 먼  농정심의회의 제도  운

용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서는 첫째로 농정심의회의 업무와 련하여 법령

에 명시된 업무를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이에 한 실행담보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개선방안은 농정심의회의 주된 심

의 상을 농어업‧농어 발 계획으로 하고 이 계획에 한 수립과 실질

인 심의,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한 재정담보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정심의회를 상설 으로 운용하고 실질  심의를 

할 수 있는 운 지침을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우선순 를 정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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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의회의 심의 상을 농정의 지방사무  경상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체를 상으로 확 하도록 한다. 

  농정심의회와 같은 농정집행 련 거버 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농  거버 스를 자발 으로 운 하는 것에 

해 지원하거나 거버 스 추진활동을 육성하는 정책 로그램을 개발하도

록 한다. 여기서는 구성된 거버 스의 지원도 요하지만, 보다 요한 것

은 주민들의 자발 인 이니셔티 가 결부된 주민운동을 장려하는 것이 더 

요하다.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를 해서는 궁극 으로 지방농정의 집행과 

련한 지역 단  거버 스를 농어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농정의 집행  지역단  농정의 의사결정과 련한 거버

스의 가장 이상 인 형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 조직이 지

방농정 의사결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즉, 그 조직은 ① 농민 서비스

를 기본으로 하는 농어업인 자치조직, ②지방농정의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거버 스 활동조직, ③조직의 국  네트워크가 농업인 의기구를 구성

하는 조직이 된다. 이러한 모형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유럽식 농업회의소

인데, 우리나라 실에 부합하는 농업회의소의 도입을 농정 거버 스의 선

진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회의소 제도를 도입하기 해서는 우선 ‘농업회의소(설치)법’이 요

구된다. 그래야만 선거에 의한 공공기구의 설립이 가능하다. ‘농업회의소

법’에는 의원의 선출과 련한 선거권  피선거권, 조직구성의 지역단

, 농업회의소의 내부조직 구성과 지방자치단체(혹은 앙정부)와의 계, 

농업회의소의 업무와 재정 등에 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농업회의소 제도 도입에서 가장 건이 되는 것은 농민 서비스를 기본

으로 하는 실무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 으로 농업회

의소는 고유업무로 지도‧상담, 직업교육 등 농민 서비스 업무를 갖고 있

다. 그런데 이것은 재 이러한 농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들과

의 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련된다. 농업회의소 실무조직 

구성과 련해서는 ①농업기술센터를 농업회의소의 실무조직으로 개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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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②농 의 지원사업(비사업 분야) 조직을 실무조직으로 개편하는 안, 

③독자 으로 실무조직을 구성하는 안의 3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결론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는 거버 스의 운용제도 개편만으로 도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행 농정추진체계에 한 면 인 개편 없이 거버

스의 선진화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지방)농정 거버 스의 문제가 그만큼 

농정추진체계와 결부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행 농정추진체계는 

실시된 사업에 한 피드백이 없는 일반  집행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농림수산사업의 실질 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고 사업 개선을 한 의

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시행과 련하여 지자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방식은 지방농정 거버 스에게 실질

 참여공간을 거의 남겨놓지 않고 있다. 논리 으로는 그 반 도 가능하

다. 즉, 행 농정심의회 같은 형식  정책참여가 농정추진의 비합리성  

비효율성을 산출했다. 형식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방농정추

진에서 방향 의사소통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곳이 막 있는 것이 실

이다. 두 가지 입장 모두 어느 정도 실에 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어

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으로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단된

다. 결국 이것은 지방농정 거버 스 문제와 농정추진제도상의 문제가 

히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연구는 지방농

정 거버 스의 선진화 과제를 농정추진체계의 개편에서 시작하여 지방농

정 거번 스의 개선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략으로 해결하고자 하 다. 

  이 연구가 기본 으로 제하고 있는  다른 기본입장은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에 한 문제의식을 당 론에서가 아니라 (지방)농정추진의 

합리성과 효율성에서 찾고 있다는 이다. 이론 , 당 론 으로 볼 때, 지

방자치를 포함한 자치행정,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은 직 민주주의, 민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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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의한 참여정치 등은 역사의 흐름이고 시 의 소명으로 나타난다. 여

기서 거버 스의 선진화는 그 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당성을 상당히 확

보하고 있다. 그 지만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당 론보다 행 농

정집행방식에서 유래하는 지역단  농정집행의 비합리성  비효율성에 

지방농정 거버 스의 선진화 이유를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농림수산사업을 체계 으로 리하고 농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서는 사업지원방식 주로 되어 있는 행 추진체계를 사업의 성격  

효과를 고려한 농정사무 구분 주의 추진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 즉, 

보조사업과 융자사업별로 리하던 농정추진체계를 앙사무와 지방사무

별로 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원칙과 기 에 따라 증앙사무와 지방사무로 (재)분류하고, 앙사무를 

담할 리기구를 설치한다. 농림수산사업의 지방사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

자체의 사업추진 재량권을 폭 확 하도록 한다. 즉, 지자체가 지역실정

에 맞게 사업을 선정‧시행토록 하고 세부사업에 한 산배분, 집행  

리‧감독을 담당하게 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에 한 모니터링과 사후 평

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게 한다. 지방사무에 한 민주 이고 공

정한 추진을 해 농정심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 , 상설 으로 참여하

는 지방농정 거버 스를 신설 는 개편하여 운용토록 한다.

  형식  지방농정 거버 스를 개선하기 해 농어업인  농어민단체에

게 실질 인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정착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의 확립은 국가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농

어업인들이 자발 인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공동으로 거버 스를 구성‧운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실행하는 방법은 

농어업인들의 의기구, 즉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통해 자발  농정 거버

스 구축을 한 기 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립되는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농정 거버 스 형태에 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권력단계(권한 

임 는 자주 리)의 거버 스를 구성한다.



부록 1 

양시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

부서 업무

농정과 

농업행정담당

농어 발 계획수립, 농정심의회 운   리, 농림사업 산 요구  

농림업무 평가제출, 농어 진흥기  융자지원, 자랑스런 농어민상 추천, 

최고농업경 자과정 교육 리, 농법인체 등록 리, 신지식인 리, 농

법인 리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후 리, 친

환경농업지구 조성  사후 리,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비 지원, 친환경

직불제 사업, 천  해충 방제사업, 녹비작물 종자  지원, 친환경농업인단

체  농가 리, 농업기계화 사업  농기계 사후 사 업소 리, 농기계 

여은행 운 , 지력증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약 매업 리(등록, 

폐업, 휴업)

농정과

농수산담당

고품질 생산 종합계획수립, 고품질 생산(당면 농)추진, 식량작물 병

해충방제, 작물 육성 리, 농작물 수확량 조사, 농작물 재해 책, 농

일손돕기 추진, 소득 직 지불제, 조불리지역 직 지불제, 어선건조  

발주허가, 어선등록  변경, 어선등록 말소, 어선세력 조사보고, 선 증

서  어선등록필증 재교부,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 어업권  존속허가 연

장, 내수면 어업 신고, 내수면 어업 허가사항 변경, 어업 신고·폐지 신고, 

어업허가증 교부, 수산제조업 허가  변경, 수산동물 이식승인, 새마을양

식계 조직 승인, 수산 계 피해  복구, 어업 계 사업자 변경, 내수면 

자원증식, 내수면 불법행  단속, 수산물원산지 표시지도단속, 수신시설 

 사업 리, 어장  어선 조업지도, 어장  어선 등 실태조사, 미곡종

합처리장 리, 양곡보 창고  가공업소 리, 보리  공공비축미 매

입 리, 양아리랑 ·친환경  생산 리, 양곡 세입세출 매출, 양곡가공 

 수송 리, 포장재  부산물 리, 양곡재고조사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유통종합계획 수립, 농산물종합유통구조개선 사업추진, 원 작물

랜드경 체 육성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추진  리, 농산물유통

시설물 건립 추진  사후 리, 농산물류표 화 사업 사후 리, 농산물유

통조직 리, 공 장  직 장 리, GAP시설 지원  리, 농림사업

신청  심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공동 랜드 교육, 공동 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농산물축제  직거래, 농산물인터넷 쇼핑몰 운 , 농산물원

산지 표시 리, 농산물 고탑 리, 농산물 공동 랜드 상표사용  사

후 리, 공동 랜드 마  행사  홍보, 공동 랜드 포장박스 지원, 공

동 랜드 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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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부서 업무

농산물유통과

과수화훼담당

과수화훼업무기획, 과수자체사업, 화훼무인시스템지원사업, 잠업일반, FTA

생산시설 화사업, 향토자원육성사업, 과수일반,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

업, 화훼지원사업, 화훼일반, 재해일반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수출담당

원 수출농가 신기술교육  연찬회, 채소 온 냉시설 지원, 하우스 수

확물 운반구 지원, 미리벌 농법인 보조  리, 농산물수출담당 산 계,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채소분야 도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보강 

지원, 시설원  에 지 이용 효율화 사업, 수출농가(업체)시설 보완, 수출

농업단지 시설보완,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농산물수출 진자 , 신선농

산물 수출물류비  포장재 지원, 수출작물 종묘비 지원, 수출선별장 

리, 수출 책  수출 의회운 , 수출분야 도 지원사업, 기온풍기 설치 

지원, 시설원  기가온시설 승압비 지원, 깻잎 스 링클러 시설 지원, 

수출원  문단지 농자재 지원, 수출농단  수출원 단지 운 활성화, 

농산물안 성조사, 시설채소 유황훈증기 지원, 하우스 천창 자동환풍기 

지원, 채소특작일반

농업지원과

농업지원담당

농과계 학교와의 산학 동, 농 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평가, 지

도공무원 문화 인력 리, 농업기술 공보  홍보에 한 사항, 시청각 

교재제작  기자재 운 , 농업산학 동심의회 운 , 농 지도자회 육성

지도, 4-H회 조직운  계획 수립, 농  청소년 진로지도, 민원 후원활동

사항, 농업경   시책에 한 사항, 농업인 해외연수, 귀농·귀  지원사

업, 민박, 농업, 농어민 자녀학자  지원, 농업인재해 안 공제 지원, 

녹색농 체험마을 육성, 1사1   도농교류행사, 농업인 해외연수, 한국

농업 문학교 졸업생 육성  사후 리, 푸른농  희망찾기, 지역농업 

특성화 진흥사업

농업지원과

생활개선담당

생활개선 업무 기획조정, 생활개선회 조직, 활동지도, 농 여성 소득사업 

가공기술지도, 농가 주거환경 개선지도, 농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가

정 리  농가용 가계부 기록지도, 농업인건강 리실  농작업 피로회

복찜질방 설치사업, 생활과학   조리실습실 운 , 우리음식 연구회 육

성지도, 규방공  연구회 육성지도,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지도, 농작업환

경개선 과제지도, 식생활개선지도, 농 생활문화 승지도, 농 여성 정보

화 시범사업 지도, 농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농  통테마마을 육성

사업, 마을공동쉼터조성사업, 친환경  농작업 이동화장실 설치사업, 여

성 농업인회 육성 리지도, 여성농업인 정책  문 교육훈련, 농가도

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농 거주 외국인 여성 지원사업, 농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농업지원과

경 지도담당

농업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 농업정보  산활용지도, 농축산물 표

소득조사 분석, 기업농  농법인회의 경 분석 지도, 농가 경 컨설  

사업 추진, 원격 농상담교육 계획  운 , 농업인 품목별 교육훈련, 새

해 농설계교육, 논농업직불제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사이버 농업 경

자 육성  교육, 농업소득 분석, 벤처농업 육성지도, 과수 탑 푸르트 

사업추진, 채소 특작 기술보  시범사업  기술지도, 과수 화훼 기술보

 시범사업  기술지도, 과수, 화훼, 특작 기술원(지도사업) 업무, 농업

시설, 농자재등 분쟁조정, 고객 지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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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부서 업무

축산기술과

기술보 담당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지도, 벼농사 생력재배 기술보 , 작물 생력화 기

술보 , 정부 보 종자 신청  공 지도, 병해충 찰  발생정보 리, 

비래해충 측  발생정보 리, 자동기상 측장비(AWS) 활용, 농업기

상 측홍보, 벼 병해충 찰포 조사분석, 병해충감별  방제지도, 벼 생

육조사에 한사항, 작물 생육상황조사, 종합검정실 운 계획수립, 소

득등 보 직 지불제 토양검정, 친환경 농산물인증제 토양검정,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농업용수(수질)분석, 농약 잔류 속성검사

축산기술과

기술개발담당

지역특화작목 표 농 시포 운 , 농업인 장애로기술 과제개발, 새

로운 작목 지역 응시험, 유리  비닐온실 운 , 조직배양실 운 , 일반

작물 증식포 운 , 새기술 실증포장 운 , 자원식물 발굴보존  리, 농

업연구사업 실증시험

축산기술과

축산진흥담당

축산 경 정책 종합기획  수립, 축산 경 자  지원  리,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 경 지표 산출  소득분석, 가축 통계조사, 축산 

재해 책  재해농가 지원, 축산업 등록사업, 종돈장 등록  리, 종계

장·부화장 등록  리, 가축개량  인공수정 업무, 송아지 생산업 안정

제 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고 육 생산 거세지원사업, 우량한우 

등록사업, 낙농헬퍼 지원사업,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우량가축 생산 정

액 지원사업,  양 구조 개선사업, 양돈  양계, 기타가축에 한 업무, 

가축시장 허가  리, 축산분뇨처리에 한 업무,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 말 산업 육성사업, 축산물 생산이력제 련 

업무, 축산물 수   유통 책, 사료작물 재배사업, 볏짚암모니아 처리사

업,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사료작물  목  종자수 ,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조성  사후 리, 학교 

우유 식 지원업무, 축산물 수출  품질고 화 지원업무, 축산물 랜드 

육성  리, 특수가축 육성  리, 축산 시범사업에 한 업무, 양축

농가 사양 리 지도, 련 축산단체 지도 리

축산기술과

가축 생담당

가축 생  가축방역 정책 종합기획, 축산물 생에 한 업무, 축산물 

매업 신고처리  리, 축산물가공업 허가  리, 수입 축산물 신고

처리  리, 한우 문 매  신고처리  리, 축산물 매업소, 가공

업체 자 지원, 축산물 검사에 한 업무, 축산물 명 감시원 운   

리,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구제역 방역 책, 루셀라병 방역 책, 조류 

인 루엔자 방역 책, 돼지 콜 라 방역 책, 돼지 오제스키  소모성질

병 방역 책, 우병 방역 책, 해외악성 가축 염병 방역 책, 축사소독

장비  약품 지원업무, 살처분 보상  지 , 동물용 의약품 감시 단속, 

가축질병 찰, 가축 염병 병성감정, 공동방제단 운   리, 동물병원 

개설  지도 리, 동물용의약품 매업소 개설  리, 공수의   

리, 동물보호법 련업무(유기동물), 가축질병진단실 운 , 련기  지

도감독

자료: 양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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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지방농정 추진  농정심의회 운용 황에 한 설문조사 집계표

Ⅰ.  설문 상자  응답자 특성

구  분 수 비율

상자

시·군 분류
시지역 154 47.8

군지역 168 52.2

낙후지역 분류
낙후지역 외 184 57.1

낙후지역 138 42.9

지역 분류

경기 66 20.5

강원 36 11.2

충북 24 7.5

충남 32 9.9

북 28 8.7

남 44 13.7

경북 46 14.3

경남 44 13.7

제주 2 0.6

합계 322 100.0

응답자

시·군 분류
시지역 35 38.9

군지역 55 61.1

낙후지역 분류
낙후지역 외 43 47.8

낙후지역 47 52.2

지역 분류

경기 11 12.2

강원 11 12.2

충북 3 3.3

충남 12 13.3

북 9 10.0

남 10 11.0

경북 20 22.2

경남 14 15.6

제주 0 0.0

합계 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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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농정조직 일반

1. 귀하가 소속된 지자체의 농정에 있어서 핵심 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 명, %

구분
1순 2순

가 평균
응답자수 응답비율 응답자수 응답비율

시·군청 농정조직(농정과) 89 98.9 1 1.3 69.4

농 0 0.0 42 53.8 16.3

한국농어 공사 0 0.0 9 11.5 3.5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0 0.0 4 5.1 1.6

농민단체 1 1.1 19 24.4 8.1

농업기술센터 0 0.0 3 3.8 1.2

합계 90 100.0 78 100.0 100.0

 주: 1순 와 2순 에 각각 2:1로 가 치를 주어 가 평균을 구하 음.

2. 지역의 여러 농정조직들은 지역에 맞는 농정을 실 하기 해 서로 

의하고 력하고 있습니까?

 단 : 명, %

구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력하지 않는다 2 2.2

별로 력하지 않는 편이다 15 16.7

보통이다 25 27.8

꽤 력하는 편이다 37 41.1

력이 매우 잘 이루어진다 11 12.2

합계 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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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 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단 : 명, %

구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의· 력 시스템의 부재 8 44.4

농정조직 간 힘의 불균형 3 16.7

농정조직의 역량이나 성숙도 부족 4 22.2

지방농정에 한 낮은 심도 1 5.6

기타 2 11.1

합계 18 100.0

3. 지방의 농정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농정조직 간의 계 정도를 매우 낮

은 경우(1 )에서 매우 높은 경우(5 ) 사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3.49 

3.15 

3.20 

2.34 

3.90 

2.36 

2.50 

2.55 

3.36 

2.48 

2.42 

2.59 

2.55 

2.63 

2.29 

0  1  2  3  4  5 

시군농정 ‐농협

시군농정 ‐농어촌공사

시군농정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농정 ‐유통공사

시군농정 ‐농민단체

농협 ‐농어촌공사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유통공사

농협 ‐농민단체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민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민단체

유통공사 ‐농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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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농정 추진 황

4. 재 시·군의 농정조직이 수행하는 농림수산 련 사무( 산사업과 경상

업무 포함)는 인력에 비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단 : %

구  분
시군 구분 낙후지역 구분

체
시지역 군지역 낙후지역 외 낙후지역

조 도 부담스럽지 않다 2.9 0.0 2.3 0.0 1.1

인력에 비해 업무가 당한 편이다 8.6 12.7 9.3 12.8 11.1

인력에 비해 업무가 많은 편이다 62.9 49.1 62.8 46.8 54.4

업무가 무 많아 규정에 따른 
완 한 처리가 어렵다

25.7 38.2 25.6 40.4 33.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 업무의 효율  추진  완 한 처리를 하여 재 시·군이 수행하고 있

는 농림수산 련 사무  일부를 앙정부(농식품부)가 산하 조직을 통

해 직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 명, %

구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매우 반 한다 5 5.6

반 한다 14 15.6

잘 모르겠다 4 4.4

찬성한다 48 53.3

매우 찬성한다 19 21.1

합계 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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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군청 내의 농정조직과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조직의 통합에 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단 : %

구  분
시군 구분 낙후지역 구분

체
시지역 군지역 낙후지역 외 낙후지역

통합이 필요하다 40.0 30.9 34.9 34.0 34.4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 54.3 65.5 58.1 63.8 61.1

잘 모르겠다 5.7 3.6 7.0 2.1 4.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6-1. 통합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하다 생각하십

니까?

단 : 명, %

구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시·군청 내 농업국을 신설해 통합한다 22 68.8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것이 하다 3 9.4

농업국 신설이 바람직하지만 행 법체계하에서 
불가능하므로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다

7 21.9

잘 모르겠다 0 0.0

합계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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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정심의회 운용실태

7. 농정심의회는 통상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갖습니까?

단 : %

구  분
시군 구분 낙후지역 구분

체
시지역 군지역 낙후지역 외 낙후지역

1년에 1차례 개최한다 17.1 10.9 16.3 10.6 13.3

2∼3차례 개최한다 51.4 58.2 60.5 51.1 55.6

4∼5차례 개최한다 25.7 16.4 20.9 19.1 20.0

6차례 이상 개최한다 5.7 14.5 2.3 19.1 11.1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8. 농정심의회의 회의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단 : %

구  분
시군 구분 낙후지역 구분

체
시지역 군지역 낙후지역 외 낙후지역

체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77.1 60.0 72.1 61.7 66.7

체회의 없이 분과회의만 갖는다 11.4 27.3 14.0 27.7 21.1

체회의만 있다 11.4 12.7 14.0 10.6 12.2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9.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 : 명, %

구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시·군 도시계획(기본계획  리계획) 6 6.7

시·군의 농업·농 발 계획 67 74.4

농림수산사업의 사업자  지구 선정 (우선순  결정) 75 83.3

기타 7 7.8

합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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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 운용되는 농정심의회에 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 : 명, %

구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형식 이고 의례 인 기구로 
농정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지 못한다

9 10.0

형식 인 기구이지만 
농정의 의사결정에 부분 인 도움을 주고 있다

54 60.0

실질 인 농정심의를 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25 27.8

잘 모르겠다 2 2.2

합계 90 100.0

11. 농정심의회의 운용을 개선하기 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

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가능)

단 : 명, %

구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월 1회 회의를 갖는 상설기구로 제도화한다 3 2.1

심의회 사무국을 두고 
월별 회의를 비하는 상근직원을 운용한다

24 16.8

 주도 운용에 한 거부감을 이기 해 
분과 원장을 민간인으로 한다

21 14.7

분기별로 체회의를 실시하고 
지역발 계획  안을 심의한다

19 13.3

지방농정 추진  산배분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심의회의 의결을 제도화한다

26 18.2

심의회의 구성원 요건을 
법령이나 조례로 구체 으로 규정한다

19 13.3

심의내용의 집행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9 6.3

행 심의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 18 12.6

기타 4 2.8

합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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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해서 

농정심의회를 체하는 농민단체 심의 새로운 농정 의기구(농업회

의소 등)를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 %

구  분
시군 구분 낙후지역 구분

체
시지역 군지역 낙후지역 외 낙후지역

지역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해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11.4 14.8 9.5 17.0 13.5

여건이 성숙한 후라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54.3 44.4 52.4 44.7 48.3

농정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를 둘 필요는 없다

34.3 35.2 38.1 31.9 34.8

잘 모르겠다 0.0 5.6 0.0 6.4 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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