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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및 인사 말씀

인사말씀 :

정 해 구 정책기획 원회 원장

김 창 길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축 사 :

이 개 호 농림축산식품부 장

김 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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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정책기획 원회 원장 정 해 구

안 하십니 ?

책 원 원장 맡고 는 해 니다.

늘 희 책 원 한 경 연 원 주 하는 재<

개 향과 실천 략 미나 에 참 해주신 내 빈 여러 들께 감>

사 말씀 드립니다.

우 는 늘 미나가 갖는 미에 해 말씀 드릴 합니다 출범 당시.

재 는 업 책 마 했 나 그 내용 충 했다고 할 수는 없

었습니다.

라 책 원 는 원 원과 가들 모시고 ‘

개 만들어 에 걸 개 안 마 하고 했습니다 그 결TF’ .

과 개월 동안 진지한 가 루어 고 그 내용들 늘 미5 ,

나 리에 니다.

그런 에 늘 는 내용들 비 늦 했지만 재, ,

개 에 필요가 책 원 역시 그 게 수 도,

할 생각 니다.

하여 는 진도 개 원장님 비 하여 에 참여해주TF TF

신 원 여러 들께 감사 말씀 하고 싶습니다 에. TF

책 책 들과 가 그리고 동가들 꺼 참여해주 고 운, TF

역시 매우 충실하게 잘 진행 었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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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는 출범 당시 민 나라 운 한민 라는 비 아래‘ , ’

목 략 그리고 과 시한 습니다 업5 20 100 .

책 역시 고 게 하는 지역 목 아래 사람 돌아 는 산‘ ’ ‘

어 략 시 었습니다’ .

는 산어 에 사람 돌아 야 한다 는 목 체가 업과 그‘ ’

동안 처했 상 과 처지 웅변 보여주고 는 것 아닌가 합니다 압.

축 산업 간 동안 업과 공업과 도시에 해 났고

었 그 결과 많 사람들 업과 등지고 떠났 것 니다 라, .

사람 돌아 야만 업과 생 하고 할 수 다는 실함 그

목에 어 는 것 니다.

우리는 산업 시 어 포스트 산업 시 에 차 어들고 지

않나 합니다 산업 시 결과 찰하 생태 비 하여.

지 가능 생각할 가 었 니다.

차산업 라는 새 운 산업 추 도 강 고 습니다 그러나4 .

과 지 가능 상 모순 고 었 과거 는 달리 차산업, 4

생태 지 가능 함께 고 하 진행 것 보 니다.

그런 에 우리는 업 역시 포스트 산업 에 도 생각

해보아야 하지 않 합니다 산업 과 에 었 과 극복하.

한 과 함께 포스트 산업 새 운 상 에 업과 생태 지,

가능 요한 근거지 보루 다시 립 어야 하는 것 니다.

늘 미나 리가 재 개 보 하고 강 하는 계 가

는 한편 포스트 산업 시 에 하여 우리 가야할 향 시하,

는 리가 랍니다 감사합니다. .

-  9  -





사 말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안 하십니 한 경 연 원장 창 니다? .

쁘신 가운 책 미나에 함께해주신 업 과 귀빈 여러 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업 해 많 하고 계신 개 림.

축산식 장 님과 원님 모시고 함께 견 나 는 리라

욱 뜻 게 생각합니다 한 늘 행사 함께 비해주신 통 직 책.

원 해 원장님과 개 원 계 여러 께도TF

감사 말씀 합니다.

재 는 민 삶 꾸는 포용과 신 사 책‘ ’ 추진하고 습

니다 업 에 는. 농업 경 거리가 롭게 균 루는 지 가능‘ · ·

한 농업 로 농 근본 틀 꾸겠다’고 시하 습니다 에 한 해답.

찾 해 통 직 책 원 에 는 개 하 고TF ,

업 과 민 높 에 맞는 과감한 개 추진 향 모색하 뒷

할 수 는 도 책수단 찾 해 해 습니다.

책 원 한 경 연 원 개 동결과 하고TF ,

다양한 견 나 공감 히고 늘 책 미나 개 하게 었습

니다 책 미나 통해 시 는 개 향과 실천 략들 가. ‘

본 틀 마 수 었 합니다 그리고 업’ . ·

지 가능한 미래 여는 합니다.

늘 리가 함께하신 업계 학계 언 책담당 등 모든 들께, ,

미 는 시간 라 여러 건강과 행복 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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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농림축산식품부 장 이 개 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 이개호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 방향과 실천 략 을 주제로『 』 정책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 정책기획 원회 농정개 활동을 극 지원해주시고 이번 정책세, TF ,

미나를 비해주신 정해구 정책기획 원회 원장님과 김창길 농‘ ’ ‘ ’

경제연구원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분야별 농정개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신 박진도 농정개 원장님을 비롯한 계자‘ ’ TF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

는 국민의 염원 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년이 습니다 지 이야말로2 .

새로운 시 정신에 걸맞은 농정 틀을 세우고 농업인과 국민 높이에 맞는

과감한 농정 개 을 이루어야 할 시 입니다 이번 정책세미나 에서 논의. ‘ ’

될 과제들은 이런 에서 참으로 시의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령화와 소득정체 등 우리 농업 농 의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해 가지 농정비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5 .

첫째 농업농 을 지켜나갈 청년 후계인력을 집 육성하고, ‧ 농 을 청년이

찾아오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해 농정착지원 과 같은 청년.

창농 종합지원을 확 하고 지역 유휴시설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해 청년들,

의 농 유입을 극 지원하겠습니다 한 청년들의 농 정착을 돕기 해. ,

문화여가보육 인 라가 구축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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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면 개편하겠습니다, . 농업인에게 생태환경 보 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게 상 으

로 더 많은 직불 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로.

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 인 안을 마련,

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민 높이에 맞는 안 한 농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푸드 랜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재 나주 신도시에 입주한 공공

기 의 식을 심으로 로컬푸드 공 확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공공

기 과 군 학교병원 식에 로컬푸드를 확 해 소농의 로를 보장하고,‧ ‧ 소비자들

은 신선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존에 추진했던 많은 농 개발 사업들이 체계 이고 효율 이었는지 되,

돌아보고, 농 공간 배치계획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 공간의

계획 인 리와 농 다움 보 이 가능하도록, ‘先계획-後활용 체계인 농 공’

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해 식량자 률을 규범화하고 이를 한 제, ,

반 정책을 촘촘하게 체계화하겠습니다 특히 의 수 균형을 유지하면서. ,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 옥수수의, , 품목별 자 률을 높이기 해서도 노력하

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습

니다 앞으로 농정개 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요하지만 농업계와 학계 문가 여러분의 심과 조가 실합니다. 정부

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

이번 정책세미나 가 정책의 큰 기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농업농‘ ’ ‧ 의

신 인 변화를 이끄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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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권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 방향과 실천 략 토론회를 비하느라 고생하신

통령직속 정책기획 원회와 한국농 경제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령직속 정책기획 원회 농정개 활동 결과를 종합 발TF

표하고 향후 문재인표 농정의 본격 인 닻을 올리는 자리라고 니다.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이 연계되어 에 집 된 직불제 시스템을 개 해야

합니다 논밭을 통합하여 고정직불을 확 하고 상박하후 방식으로 소농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며 공익형 직불로의 면 인 환을 꼭 이루어 내야 합

니다 이와 함께 시장 가격을 보장하기 해 양곡 리법을 개정하여 자동.

격리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업 농가들도 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좋은 농 아름다운 농 은 더 이상 선거 시기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됩,

니다 베이비 부머 세 들이 은퇴하고 농 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 .

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농업 농 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공동.

체가 살아 숨쉬고 아름다운 농 으로 재생해야 합니다.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공공 식과 지역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

자리를 만들고 지방을 살리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과제입니다.

라북도 완주를 선두로 하여 국 곳곳에서 다양한 로컬푸드 활성화와 푸드

랜 수립의 사례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를 일반화하고 더욱 확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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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농업농 먹거리 정책도 이해 당사자인 농민과 농 주민 소비,

자들이 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통령께서 농.

업을 직 챙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약 로 연내에 농특 를 꼭 만들어.

야 합니다 월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 11 .

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여느 토론회와 달리 청와 정책기획 원회와 국책 연구기

인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책임있게 농정개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TF

이의 실천 략을 의하는 자리입니다 농민 표 국회의원으로서 감히 정치.

권을 표하여 토론에 끝까지 임하고자 합니다 표 인 농민단체인 한농연.

과 농의 정책 책임자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성과있게 마무리되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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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 활동보고 및 구성원 소개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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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 활동보고 구성원 소개TF

통령직 책 원 농 개 원장 진 도TF

안타깝고 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입니다TF .

문재인 통령은 후보시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 통령이 직 농정을‘ ,

챙기겠다 이를 해 통령 직속의 농어 특별기구를 두겠다 고 공약하, ’

습니다 범농업계는 크게 환 하 습니다 효율과 경쟁 을 심으로 한. . ‘ ’

지 까지의 농정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범농업계의 주장을 통령께서 공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 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문재인 정부 년을 설계한 국정과. 5 100

제에서 농어업농어 분야가 개 채택되었으나 그 내용은 농정의 틀 을3 , ‘ ’

바꾸겠다는 통령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박근.

혜 정부의 농정과 다른 게 뭐냐 하는 비 조차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와 에.

농식품부장 과 청와 농업비서 이 동시에 증발하는 유의 사태를 맞이

하여 범농업계의 불만은 폭발 직 에 달하여 농업 폐청산과 농정 개‘

을 한 국민행동 을 결성하여 강경 응하기에 이르 습니다’ .

많은 사람들은 농정개 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군가 나서서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통령의 뜻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기 하 던 통령직속 특별기구는 여러 이유로 설치가.

미루어지고 그 망도 불투명하 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

통령직속 정책기획 원회의 농어 소분과 원들이 총 를 멨습니다 지난.

월 일 정해구 원장의 동의를 받아 정책기획 원회 산하에 농정개5 14 TF

를 두기로 하 습니다 에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박사들을 비롯해 농. TF ‘

정의 틀을 바꾸자 는데 뜻을 같이 한 각계의 문가들이 참여하 습니다’ .

여 차례의 회의에는 원 이외에도 해당 의제의 문가와 장 활동가10 TF

들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 고 이 과정에는 농정당국자와 청와 비서 도,

함께 하 습니다 모두 헌신 으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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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부 인 농정과제보다는 농정의 틀.

을 바꿀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 습니다 미흡한 이 많습니다 한. .

달에 두 차례 열리는 개월 동안의 활동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5 TF

생각합니다 조속히 통령 직속의 농어업 농어 특별기구가 구성되어 우. · ,

리 의 문제의식을 구체 으로 발 시켜 것을 기 합니다 국회에서 논TF .

의 인 농특 법 가칭 을 반드시 올해 내로 통과시켜 것을 여야 의원‘ ’( )

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

그동안 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비해주신 모든TF ,

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개 구성원TF

개 원장TF :� 진 도 충남 학 수( )

희 림축산식 책( )

상 한 경 연 원 업 책 신단장( )

범 지역 업 트워크 동 합연합( )

책 원 원 지역아 미 사( , )

규 울시지역상생 사업단장( )

한 경 연 원 업 책 신단( )

장 경 민 연 장( )

책 원 원 민 업포럼 상( , )

재 청 어업비( )

허 헌 중 지역재단 상 사( )

수 철 연 장( )

간사 :� 창 한 경 연 원( )

책 지원:� 장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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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활동결과 발표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 

1 

-  29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  (2018.5-10) 

2018.5.14  
국민행복농정연대, 대안농정조직위원회, 농어업정책포럼, BH 새로운 농정기조팀 
등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 그룹과 KREI 농업농촌정책혁신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함께 참여해 농정개혁 TF를 구성 

정책기획위원 : 
  
박진도위원(TF위원장),  
오현석위원(농산어촌소분과장),  
정기환위원 
 
정책기획위 외 (가나다순) 
 
김정희(농식품부 정책기획관) 
김홍상(KREI 농업농촌정책혁신단장)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유정규(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이명기(KREI, 농업농촌정책혁신단) 
장경호(농민문제연구소녀름)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허헌중(지역재단 상임이사) 
황수철(농정연구센터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간사 : 김창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위지원: 장대호(국정연구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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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  

1 5월14일  kick off 회의, 주요 농정개혁 그룹별 논의동향, TF 운영방안 논의 

2 5월28일  농정개혁 틀이란 무엇이고,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6월11일 직불제 중심 농정의 방향과 내용(1) - 직불제개편, 왜, 무엇을, 어떻게? 

4 6월25일 직불제 중심 농정의 방향과 내용(2) - 제도적 여건 : 농지, 농업인 정의 

5 7월09일 농촌정책의 방향과 내용(1) - 사회적경제, 일자리, 에너지 

6 7월23일 농촌정책의 방향과 내용(2) - 지방분권, 농촌계획, 농촌지역개발 

* 특별세션 농특위 설립 운영 방안 – 이슈페이퍼 검토 

7 8월20일 푸드플랜 – 생산과 소비관계의 재창조 

8 9월3일 정책위 농정개혁TF 직불제개편(안) 논의 

9 9월17일 정책위농정개혁TF 농촌정책개편(안) 논의 

10 10월15일 정책위농정개혁TF 푸드플랜 정책방향과 내용(안) 논의⦁종합준비회의 

11 10월30일 농정개혁TF 활동 공개 정책세미나 (aT센터 그랜드홀, 14:00-18: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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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농촌 

2.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총행복 

3. 새로운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4. 농정개혁의 성공조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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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농촌 

1 

2018.2  
균형발전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2018.9  
정책기획위 
소득주도성장특위 

2018.9  
청와대  
포용국가전략회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포용과 혁신, 소득주도 성장, 균형과 분권발전…  
미래의 농어업, 농어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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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농촌 

그러나 국민들의 행복도는 매우 낮음  
 최근 저성장 하에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격차 심화로 급속히 국민들의 행복감 저하 

 
2018 UN 행복보고서  
> 156개국 중 평균 점수 57위, 평등점수 96위(2016년) 
 
OECD의 더 나은 생활지수(Better Life Index)  
> 38개국 중 29위 
 
 

성장과 행복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큰 대한민국 
 고속 성장으로 아시아 최빈국에서 일인당 3만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 

OECD의 국가후생지수 
(National Index of Wellbeing: Better Life Inde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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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농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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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농촌 

성장지상주의의 귀결, 농업•농촌의 붕괴

농업은 성장의 걸림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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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농촌 

업•농촌의 붕괴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상실위기 

경제적 지속가능성 위기 

생태적 지속가능성 위기 

공간적 지속가능성 위기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저성장 혹은  
성장의  정체,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 실업,  
식량과 에너지의 과도한 해외 의존, 지역경제의 붕괴 등  

경쟁력 지상주의는 난개발. 과도한 화석 에너지 사용,  
흙∙물∙산림 자원의 파괴, 환경 파괴적 관행농업  

도시와 농촌의 격차 심화,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 집중,  
시군 및 농촌 지역의 쇠퇴 등 

공동체 정신의 파괴, 전통 및 문화의 해체, 소수자 배려 부족,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 지역 주체성의 위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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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농촌 

 

 

최근의 동향 
도농공생 

  도시형 국가? 

기로에 선 대한민국,  도시형 국가 or  도농공생사회? 

농업의 쇠퇴와 농촌사회의 붕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특히 면 인구의 감소 
 
 도시인구 비중  
1970년  50.3%(동41.2%, 읍 9.1%) 
  2016년  90.7%(동 81.5%, 읍 9.2%) 

농촌인구 감소 추세 둔화, 일부 농촌지역은 증가 추세도  
 대부분 읍지역 
 최근 면 지역, 순수 농촌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음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와 질적 변화  
과거에는 은퇴 후 단신 귀농 
최근 가족단위, 젊은 부부 귀농, 여성들의 귀농 관심 증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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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총행복 

 

 

국민총행복, 도농공생사회 
한국사회의 패러다임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답이다! 

 
 

GDP의 의의와 한계 

GDP 신화와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 GDP는 “한 국가 내에서 일정기간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 
• GDP는 시장에서 거래된(생산된) 것만 측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  즉, GDP는 우리 삶에 가치 없는 것이라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반면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GDP는 경제활동 지표로서도 불완전할 뿐 아니라,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매우 적절하지 못함. 

1인당 GDP가 
놓치고 있는 것은! 

평균 개념의 허구(예) : 

빌 게이츠가 이 방에 있느냐 없느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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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총행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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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총행복 

 

 

“ 행복 : 전체적 발전(holistic development) 을 위하여”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 목표이고, 보편적인 열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은 그 성질상 그러한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빈곤을 감축하고, 웰빙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UN 총회 결의  
(2011년 11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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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총행복 

 

 
행복의 다차원성 
(multi-dimensional) 

국민총행복의 증진, 행복의 본질 

행복의 집단성 
(collectiv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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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총행복 

 

 

국민총행복(GNH),  9개 영역 

 

 

GNH 
국민총행복 

심리적  

웰빙 

건강 

교육 

문화다양성

과 복원력 

일과 삶의 

균형 

굿 

거버넌스 

공동체  

활력 

생태다양성 

과 복원력 

삶의 수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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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총행복 

 

 

국민총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일자리, 먹거리 
환경, 문화 
경관, 공동체 
교육, 건강 
여가  … 
  
국민행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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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운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지속가능 농정으로의 새로운 농정비전 설정과 농정패러다임 전환 

비전 :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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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운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 핵심과제 1: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 쌀중심에서 농업활동 전반으로, 소득보전직불에서 농업인의 생태·환경보전 등 

준수의무를 전제로 한 기여지불로 직불제 개편 
◦ 축산업 근본대책 수립, 친환경농업정책 재정립, GMO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통

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공급 기반 구축 
 

□ 핵심과제 2: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국가푸드플랜 수립, 범부처대응기구(가칭 국가식품정책위원회) 설립, ‘농업·농

촌·식품기본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먹거리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범부처적 대
응체제 확립 

◦ 지역푸드플랜 수립 의무화, 학교급식법·지방계약법 개정 추진으로 지역순환형 
로컬푸드시스템 활성화 

◦ 저소득·취약계층 식료품비 구입 지원프로그램으로 먹거리 복지 향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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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운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 핵심과제 3: 농촌정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 개발 중심 농촌정책에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일자리, 환경, 경관, 문화 등) 

강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중심의 농촌정책으로 전환 
 
◦ 메뉴방식에서 어젠다방식으로의 전환, 기초지자체 단위 통합적 농촌발전추진

체계 구축 등 농촌정책 추진 방식 개편 
 
◦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토지이용주민협약제 도입으로 ‘농촌다움’ 실현 
 
◦ 농촌형 통합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지자체·농협 협업을 통한 농촌사회적경

제기금 조성으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  
 
◦ 혁신형 중간지원조직(가칭 농촌사회혁신센터) 설립, 계획적·조직적 귀농귀촌 

추진, 농업인·농촌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으로 농촌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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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운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 핵심과제 4: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 기반 확립 
 
◦ 품목별 조직화 강화,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로 생산자 교섭력 

제고 촉진 
 
◦ 농산물가격안정과 농업재해 지원 강화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가소득정보 등 
경영체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경영·소득 위험관리시스템 강화  

 
◦ 차세대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지원하는 청년농업
인에 대한 체계적 인큐베이팅 도입으로 신규농업주체의 형성 

 
◦ 표준거래계약서 등 농업형 공정거래규칙 제정 및 엄격한 집행으로 농업부문 시

장경제질서의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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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운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 핵심전략 1: 농업재정 개혁 
(농업예산구조 개편과 기여지불 중심 재정투융자 체계로 전환) 
 
◦ 쌀변동직불제, 투입재보조 등 시장왜곡적 지원 축소·폐지 
◦ 소규모·저효율의 선별적 개별경영체 지원 축소·폐지 
* 식량, 유통, 식품, 기타 사업들의 평균 규모는 160억원 미만 

◦ ‘농발계획’ 중점과제 아닌 과제의 예산 축소 
◦ 기여지불제는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1단계-기본형 

대폭 확충, 2단계-지방특색에 맞게 가산형 확대) 
• EU의 경우 GDP의 0.34%가 직접지불제 예산, 이는 우리의 경우 5.6조원에 해당 

 

□ 핵심전략 2: 분권과 협치 농정의 기본틀 형성 
◦ 주요정책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을 법에 명문화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가칭 협력농정심의회) 구축 
◦ 지역농발계획을 정부와 지자체 간 ‘지방농정협약’으로 전환 
◦ 전국농업회의소법 제정 및 대통령직속 농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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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정개혁의 성공조건 

 

 

 헌법에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 농어촌 재정구조의 개혁 

 

 지방분권적 자율농정 체계로 전환 
 

 농협 등 농업직능조직의 혁신 
 

 농업인 재정의, 농지제도 등 정책기반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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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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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직불제 개혁인가? 

2. 어떻게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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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및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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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직불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운용의 한계 

 생산자들과 관료들에게는 소득지원 정책으로 인식  

  쌀 중심 운용으로 쌀 생산 치중 및 공급과잉 유발 

 다기능 농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규모 부족  

 다양한 정책목표 혼재(구조개선, 소득지원) 

 다기능 지원의 성격 불분명 

 의무조건 불명확 및 모니터링 부족  

 지역적 특성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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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 직접지불제 도입 후 20여 년 경과, 농정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  
  -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를 시작으로 2012년 밭 농업 직불제까지 도입, 현재 8개의 
     직접지불제 운용  
  - 2017년 직접지불제 예산은 2조 8,542억 원 
    (농업 분야 총 예산 14조 4,887억 원의 19.7%)  

 

￭ 고정 직불금 단가 인상 및 품목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쌀 고정직불 단가 인상: '12년 70만 원/ha → ’15년 100만 원/ha 
  - 밭 농업 직불제 단가 인상 및 대상 품목 확대: 
    ’15년 26품목, 40만 원/ha → '17년 전 품목, 45만 원/ha  

 

￭ 쌀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쌀 생산농가의 수취 가격은 비교적 안정 
  - 제도 시행 이후 농가수취액 목표가격 대비 99.4% 유지 
  - 소득 안정과 보전에 기여했다는 응답 비중 각각 81.1%, 70.0% (KREI 농가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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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  쌀에 편중된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 발생 
  - 2017년 기준 쌀 직불제 예산 비중은 전체 직불금 예산의 80.8% 차지 
  - 특히 쌀 변동 직불제가 생산과 직접 연계되어  쌀 생산과잉 유인 으로 작용 
  -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시장격리 비용, 변동직불금 지급액 증가 등  
    재정 부담 가중 
  -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목표가격 인상도 수급불균형 문제 유발  

 
￭  쌀 직불제 도입 이후 목표가격 재설정을 두고 각 주체간의 이견 발생   
  - (피해보상 우선) 생산비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소득 보전 
  - (시장기능 우선)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문제 심화 우려  

 
￭  최근 피해보상 논리 약화되고 형평성 문제 제기 증가 
  - 논벼농가의 소득안정 효과, 주로 대규모 농가에 집중 
    (상위 10%가 직불금의 46% 수령) 
  - 벼 재배 농가간뿐만 아니라 타작물 재배 농가(밭농가)간에도 형평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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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 공익적 기능 제고 목적의 직불제 비중이 낮음 
  - 공익적 목적의 직불예산은 하향 추세로 2017년 기준 3.5%에 그침. 
  - 농업, 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국토환경과 생태 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 부재   
  - 상호준수의무는 농지의 형상유지 정도로 수준이 낮음 

 
￭ 각 직불제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상충되어 직불제의 효과 왜곡 
  - 쌀직불과 경영이양직불의 상충 
  - 밭농업직불로 조건불리지역직불의 실효성 감소  
 
￭ 직불금의 농가소득 보전효과 감소 및 운영관리의 실효성 부족 
  -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에 의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 지주가 임대료 인상으로 직불금의 일부를 귀속시키는 문제 
  - 직불제의 이행점검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부족 

￭  단순히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 약화 우려  

  공익적 기능 강화 등 방향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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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재정 배분의 효율성 제고  

농산업 혁신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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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시장개방으로 인한 낮은 농산물 가격+투입재 가격의 상승 
 불충분한 소득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  생산성 향상 제약 
 
한국 농업은 토지 확대의 어려움, 농가인구 감소와 농업노동력 부족, 불확실성과 낮은 수익
성으로 인한 인해 자본 투입 확대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투입 증가를 통한 농업 성장은 
한계 봉착 

농업부문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상품(가치)과 시장을 창출하는 것
이 농업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 
- 정부 정책 및 지원 의존성 심화로 농업혁신시스템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역량 미흡 

직불제를 둘러싼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진단 >  

시장 중심 농산업 혁신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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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농업의 발전 단계와 농업 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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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한국 농업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이행 중 
 - 농업‧농촌이 4단계로 원활하게 이행하면 해당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편익 증가 
   (Timmer 1998, Zawojska 2013) 
 - 3단계 : 도시가구 지출 중 식료품비 비중 감소, 농업 부문 효율성 증대 요구, 도농 소득 격차 문제 등 
 - 4단계 : 소득 분배의 정치 의제화, 타 산업 부문 실업 증가로 인한 농업 부문의 지역 인력 흡수 요구 
               증대, 환경과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등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수요 변화와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농업(socially responsible agriculture)으
로 전환 필요 
- 농정은 생산 측면에 무게 중심을 실어옴으로써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 

공익적 가치 극대화 

진단 >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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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UR 협상 이후 이른바 개방농정 기조는 생산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가격) 경쟁력
을 강화하고자 함. 대내외 여건과 사회적 수요가 변함에도 이 기조를 여전히 유지 
- 최근 성장률 둔화 등 한계가 드러나, 집약적‧고투입 생산방식 지속으로 가축질병, 환경 부하 증가,  
  농식품 안전성 위기 심화 등 발생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전환 모색 
- 중앙정부에서 계획‧실행‧관리를 주도하는 설계주의 농정은 참여 주체의 자발성, 창의성 저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체들이 자생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분권과 협치의 농정 추진, 재정 배분의 효율성 제고 

진단 >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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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현행 소득보전 목적 중심의 직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증진 

직불제 
개혁 

공익 창출  
강화 

재원 배분  
효율성 제고 

다양한 공익 창출 목적 
(생태, 환경, 경관, 지역 등)의 가산형 지불 확대 

시장 혁신 
역량 강화 

쌀 변동직불제 폐지,  
기본형 지불로 통합 

농업예산 및 재정투융자  
구조 개편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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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떻게 바꿀 것인가? 

쌀고정직불 

쌀변동직불 

밭고정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직불 

- 농지관리지불 or 지속가능지불 
 

- 최소수준의 준수사항 이행 
 

- 농산물가격 비(非)연계 
 

- 쌀 변동직불제 단계적 폐지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폐업지원 

-  환경, 생태, 경관, 생물다양성, 조건불리 등 
 

-  프로그램별 의무준수사항 이행 
-  농산물가격 비(非)연계 
-  청년농 직불 도입 

- 연관 정책분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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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구조조정 지속가능 

농가 소득 보전 

공익적 기능 창출 

쌀 시장 안정 

형평성을 고려한 
농가 소득 보전 

+  
공익적 기능 창출 

공익적 기능 창출 

청년농 육성 

쌀 시장 
안정방안 
(소득보장 
보험 등) 

농정 
기조 

기능별 
직불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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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직불제 정체성의 재정립으로 직불제 농정의 추진동력 확충 

소득보전에서  농업활동의 환경적, 사회적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 시스템으로 전환 

 노동력을 보유한 활동적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강화  

   (Active Farmer) 

 문재인 정부 공공정책 패러다임 전환(소득주도 성장, 포용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직불제 개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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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문재인 정부 공공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정책 수단 

￭ 농촌지역형 소득주도 성장 
 - 직불제 확대 개편은 농가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 이는 농촌지역에서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자가노동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분야에 적합한 소득 
   주도 성장 방식 

￭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 직불제 확대 개편은 소득에 기반한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양극화 및 농가의 빈곤 
   실태를 개선하여 포용적 성장국가라는 정책기조를 실현하는데 기여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 
 -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또는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을 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임 

 -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위험지수가 높아  지방소멸위기가 높아지는 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지역을 포함  
 - 지역기반산업인 농업과 농업연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인구소멸 위기 완화 

   에 효과적임, 5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 헌법 개정 취지에 부합 

 - 대통령이 발의한 바 있는 헌법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한 바 있음 
 - 향후 국회의 개헌과정에서도 이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직불제 확대 개편은 개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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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엇을 할 것인가? 

   농업의 사회적 기여(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지불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함 

 농업인의 생태〮환경보전 등 의무이행조건을 전제로 지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정책 명칭을 직접지불제에서 농업기여지불제로 변경 

2) 별도 운영되는 8개 직불제를 크게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통합 

 기본형 : 기본적인 공익 기능에 대한 지불(농지관리지불) 
 가산형 : 추가적인 공익 기능에 대한 지불(목적특정형 가산지불) 
   - 경영이양 및 FTA피해보전/폐업지원 등은 직불제정책에서 제외, 연관 정책분야로 이관 
   - 쌀 시장안정방안 마련을 전제로 쌀 변동직불제 폐지 
 
 단계적 접근 
  (1단계) 기본형 지불 대폭 확충    
  (2단계)자치단체의 정책기획능력을 제고하면서 가산형 지불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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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엇을 할 것인가? 

  

   

 직불 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천억 원으로 확대  
   - 2019년 약 2조2천억원으로부터 매년 약 1조원씩 확대 

 
(방안1) 기존 농업예산구조의 개편을 통해 매년 약 5천억 원 확보 
     - 현행 농업예산 가운데 투입재 보조형 예산의 연차별 감축 등   
       농업재정 개혁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2) 향후 농업예산의 연차별 증가를 통해 매년 약 5천억 원 확보 
        - 정부예산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농업예산을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농업예산 증가분을 직불제 확대에 필요한 재원으로 우선 배정 
 

   정부는 위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하여  
   직불제 확대개편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직불제 규모 확대를 위한 농업예산구조개편 및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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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엇을 할 것인가? 

  

   

농업예산구조의 문제점

 정책적합성 

• 현재의 재정배분은 경쟁력과 성장 중심이어서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 중심 
농정을 지원할 수 없는 구조 

 가격왜곡적인 정책들이 많으며 소득지원효율성도 낮음 

• 투입재 지원(0.6조), 개별경영 투자지원(0.6조), 생산물에 대한 가격보조(변동
직불만 해도 1.5조) 정책이 중심 

• 실질적 혜택은 투입재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분산 

  지대추구적 경쟁 유발 

• 정부가 콘테스트 방식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별 
• 정부(관료)의 선택을 계속 받고 다른 주체의 진입을 막으려는 지대추구적 행동

을 유발 

 중앙집권적 배분방식 

•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의 발휘를 위해 필요한 지방의 창의,  
    자기책임성을 저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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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엇을 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익형 직불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쌀변동직불제, 투입재보조 등 시장왜곡적 지원을 축소·폐지 
• 쌀 시장안정방안 마련을 전제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쌀값에 따라 변동하던 예산

(약 1.5조원)을 농업기여지불제의 안정적 재원으로 전환 
• 투입재지원과 개별경영체 지원사업도 정책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은 구조조정 

 

 소규모·저효율의 선별적 개별경영체 지원 축소·폐지  
 지대추구경쟁을 유발하는 선별적 개별경영체 지원사업 축소 
 식량, 유통, 식품, 기타 사업들의 평균 규모는 160억원 미만 

 

 ‘농발계획’ 중점과제 아닌 예산 축소 
 지방비 비중이 높은 중앙정부 사업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전환  
 결산/예산 비율이 낮고 계속 저조한 항목의 예산 축소 

농업예산구조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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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엇을 할 것인가? 

  

 쌀 고정직불과 밭 고정직불의 격차 해소 
• 2022년에 논과 밭에 동일단가 지급 
  - 현행 : 쌀고정 100만원/ha, 밭고정 50만원/ha (2020년 60만원/ha 예정) 

 

 면적별 지급단가 개선 : 단순 면적비례 방식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 으로 개편 
• 대규모 경작농가에 직불금 편중 문제 개선, 중소규모 농가의 가치와 역할을 배려 
    - 예) 7ha 이상 및 10ha 이상 기준으로 면적별 지급단가 감소 
• 매출액(소득) 기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매출액(소득) 비례형 지불 도입 검토  

 

 영세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기초직불) 
• 가령 0.5ha 미만 면적 경작 농가에 일정액의 직불금을 동일하게 지급 
• 소득재분배를 통한 농가 양극화 완화, 다기능 농업 촉진, 지역 공동체 유지 
• 현지 거주조건을 추가 

 

 쌀 변동직불을 기본형 지불로 통합시 쌀 시장안정대책을 별도 마련 

4) 기본형 지불제로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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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형 직불제의 면적별 지급단가 개선안 

하한 
(예: 0.5ha)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통계청 : 2017)  

 

10ha 이상    0.9% 
 7～10ha      1.1% 
 1～7ha      27.4% 
 0.5～1ha    23.1% 
 0.5ha 미만  47.5% 

농가 경영면적 

농가당  
기본형 직불금 

상한 
(예:10ha)  

7ha  

지급단가(기울기) 
면적 증가에 따라 감소 (하후상박) 

규모화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으로 보완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기초직불) 

0.1ha  

활동적 농가 (Active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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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엇을 할 것인가? 

  

 현행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 등 직불을 추가적 공익적 기여에 대한  

     가산형 지불제도로 통합 
• 현행 지급단가와 비교하여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형 지불 지급단가를 고려하

여 프로그램별 지급단가 결정 
 

  추가로 공익적 기여 목적의 다양한 기여지불 프로그램 개발  
• 환경, 생태, 생물다양성, 토종종자 보전, 수자원보전, 토양보전, 동물복지 등  
     다양한 목적 프로그램을 지방 특색에 맞게 도입(지자체 중심 운영)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및 영농지속을 위해 청년 농업인 대상 지불제 도입  
• 예) 만 40세 미만 신규취농 농업인 대상으로 경작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 현지 거주조건을 추가 
• 현행 청년농업인 정책 등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의 연계효과 및 과잉중

복 지원 방지 등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5) 가산형 지불제로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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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엇을 할 것인가? 

 실경작자 여부 확인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주체가 담당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직불금의 임대료 상승 요인 억제 

 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대 

6) 비(非)경작 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등 관리운영방식 개선 

7) 직불제 개편을 위한 2019-2022년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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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및 로드맵 

 새로운 농정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을 위해 직
불제 확대·개편을 포함한 농업예산구조의 개혁과 전반적인 농정개혁을 의미 

  - 생산(성장) 및 쌀 중심, 중앙정부 주도 설계주의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   
     농촌의 다기능성 확대, 시장의 혁신역량 강화, 지방분권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즉, 직불제 확대·개편 자체의 성공, 그리고 새로운 농정 비전 달성은  
      ① 농가 직접 지원 확대, 
      ② 공익적 기능 강화,  
      ③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④ 시장 중심 농산업 혁신 정책 
          을 위한 다양한 농정개혁이 함께 추진될 때 가능함.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수단으로 직불제의 확대·개편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음. 

직불제 중심 농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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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및 로드맵 

직불제 중심 농정 기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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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및 로드맵 

  

방향 과제 2019 2020 2021 2022 

농가 직접 

지원 확대 

재정개혁을 통한 직불금액 확대 

농업, 농가, 농업인 재정의를 통한 지원 효과 극대화 

직불금 지급 기준 재정립 

경영안정을 위한 쌀 수입보장보험 도입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명확한 정보에 기반한 지원 

농지제도 개선(부재지주 수령 최소화) 

공익적 기능 강

화 

상호준수조건 기반 마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친환경농업정책의 재정립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 주민 협약제도 

지역사회 유지 

시장 중심  

농산업 혁신 

생산자 자율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물가 관리 농정 지양(단기 품목기반 관리를 중기 총량 지표 관리 체계로 전환) 

투입재 및 시설보조 관련 사업 축소 

인력 육성 및 연구개발 정책 강화 

재정 배분의 효

율성 제고 

법과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직불금 예산의 법제화) 

어젠다 및 기능 중심으로 조직 정비 

농가 보조 사업의 지방분권화) 

기금 운영 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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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농촌정책의 성과와 한계 

성과 

▶ 2010년, 3+1체계의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이후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2017년까지 122개 시·군, 7조2,439억원 투입 

  - 예산규모 : 2010년 9,737억원  2015년 8,733억원  2017년 8,733억원 

  - 사업물량 : 읍면단위 569개소, 마을권역 1,344개소 

▣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와 농촌생활여건 개선 

▶ 농촌생활여건 개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농촌인구 증가 등 긍정적 효과 

  - 삶의 질 만족도 향상 :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경제활동, 문화, 환경, 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 향상 : 2014년 46%  2016년 56% 

  -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 2013년 291,040가구/422770명  2017년 346,759가구/516,817명 

▶ 2000년 이후, 농촌산업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신활력 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6차 산업화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 등   

  - 2006년 대비 2014년, 농촌지역(읍면) 사업체 및 종사자가 각각 25.7%, 40.8% 증가 

▣ 경제활동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농촌관광시장의 확대 

  -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7년),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 
  - 농촌관광의 공급기반 확충, 농촌관광 수요 증대 및 시장 확대, 직·간접적으로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경영 촉진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내국인/외국인) 2016년 1,001만명/16.4만명, 전년도 대비 각각 14.9%, 100.5% 증가 

▶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제고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 신활력사업 : 농촌지역자원발굴과 활용시스템(ASP모델) 구축, 지역역량강화, 농촌기업 육성 
  - 6차 산업 참여경영체 증가 및 소득증대 효과 : 인증사업자 수/매출액 2014년 379개소/831백만원  
     2015년 802개소/931백만원  2016년 1,130개소/1,03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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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농촌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계 

▶ 물리적 기반정비 중심의 농촌지역개발 흐름의 온존 

  - 생활기반정비, 체험시설 등 H/W의 과잉투자, 다양성 부족, 관련 부처 및 부서와의 협업시스템 불비 

▣ 농촌지역개발 사업, 하드웨어 중시하는 가운데 지자체 자율성과 역량 미흡 

▶ 중앙의 규제 지속과 지자체의 자율성 약화 

  - 포괄보조제동의 시행 이후에도 중앙의 규제 지속과 지역의 자율성, 창의성 약화, 정책추진체계의 경직성  

  - 지자체, 마을공동체 등 추진주체의 역량부족 

▶ 기업가 육성/지원 없는 농촌산업육성 정책의 한계 

  - 농촌산업육성정책이 농가소득증대와 경영체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집중되었고 농촌기업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함  

  - 유사한 사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었고, 지속적인 혁신 지원 부족 

▣ 경제활동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역량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 마인드 

▶ 공급자 중심의 농촌관광정책의 한계 

  - 마을단위 농촌관광으로 인적 역량 부족, 자원부족, 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 다변화되고 세분화된 수요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화 노력 부족 

▶ 정책의도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신활력사업 

  - 신활력사업 추진지역이 여전히 농촌지역발전 하위지역에 머물러 있음 
  - 유명무실한 중앙단위 공동추진단과 지역단위의 FD 제도, 지원근거 법 부재, 평가체계의 미흡 

▶ 6차산업화 대상, 주체의 다변화와 자생력 부족 

  - 6차산업화가 농업중심으로 추진,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생태,경관,지질,역사문화, 향토음식 등)활용 부진 
  - 농촌지역 내 시장경쟁력을 갖춘 주체의 부족  

▣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부재로 농촌 난개발 심화와 농촌다움 훼손 
▶ 농촌지역개발사업이 공간정책과 분리 추진  농촌 난개발과 어메니티 파괴의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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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촌정책의 전환방향과 목표 

참고 EU 농촌정책과 코크 2.0선언(2016) 

▶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농촌의 역할을 주목 

▶ 농촌지역의 다양성에 대한 재인식과 도농연계의 중요성 강조 

▶ 농촌이 가진 사회적 측면에서의 역할 주목 

▶ 국가 경제발전 측면에서 농촌의 역할 주목 

▶ 농촌의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역할 중시 

▣ EU 농촌정책에서 코크 2.0선언이 갖는 의미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농촌정책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의 경제적 성장가능성을 주목하는 경향이 뚜렷함 

  -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발전가능성 모색 

  - 농촌지역 사업활동의 역동성을 발견하는 연구와 정책이 필요 

▶ 농촌의 자원관리가 농촌발전 및 전반적인 사회발전의 핵심적 요소라는 인식의 보편화 

  - 환경자원의 복원과 유지가 미래세대 및 향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 

  - 유전자원, 생명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적극 도입 필요 

▶ 농촌지역의 혁신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 

  - 지역주체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 강조, 농촌지역의 자발적 혁신 메커니즘 형성 필요 

▶ 농촌정책 운용 시 구성원의 참여와 거버넌스 방식의 전반적인 적용 강조 

  - EU의 LEADER 사업처럼 주민참여형 상향식 농촌정책사업의 시범도입 필요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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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촌정책의 전환방향과 목표 

⊙ Point 1 : 농촌번영 추구(Promoting Rural Prosperity) 

  - 농촌의 다각화, 일자리창출, 농촌 가치제고, 지속성 강화, 사회적 참여, 지역발전 및 농촌커뮤니티 회복력 강화 

⊙ Point 2 : 농촌 가치사슬 강화(Strengthening Rural Value Chains) 

  - 농촌의 가치사슬과 생산적 네트워크 강화, 지역순환, 환경,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농림업과 농촌기업 활동 지원 

⊙ Point 3 : 농촌 생존력과 활력증진 투자(Investing in Rural Viability and Vitality) 

  - 삶의 질 향상, 세대간 계승, 일자리 증가를 위한 자기주도적인 정책 제시, 도농교류 강화로 지역간 지속가능발전 추구 

⊙ Point 4 : 농촌환경 보전(Preserving the Rural Environment) 

  - 농촌지역의 다양성 반영, 지역의 경제발전, 생태관광, 건강한 생활, 식품정체성과 상품화 및 여가를 위한 지역 환경 향상 

코크 2.0선언(2016)) 

⊙ Point 5 : 자연자원 관리(Manging the Natural Resources) 

  - 물, 토양, 생물다양성 등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유전적 다양성 복원 등 지원  

⊙ Point 6 : 기후변화 대응활동 권장(Encouraging Climate Action) 

  - 탄소배출 억제 및 저장능력 증대, 건전한 양분관리와 가축관리 장려, 자원순환경제의 발전과 바이오 물질 활용 촉진 

⊙ Point 7 : 지식과 혁신 촉진(Boosting Knowledge and Innovation) 

  - 농민과 농촌사업자 간의 상호교류, 네트워킹, 협력을 강화 

⊙ Point 8 : 농촌거버넌스 강화(Enhancing Rural Governance) 

  - 상향식 지역주도사업의 확대, 특정지역의 수요와 목표를 반영하는 파트너십 원칙 적용, 다양한 자금조달방안 모색 

⊙ Point 9 : 정책추진체계 개선 및 간소화(Advancing Policy Delivery and Simplification) 

  - 정책형성 및 집행의 유연성과 성과지향성 강화, 농촌주체들간의 신뢰형성 사업 필요 

⊙ Point 10 : 성과와 책임성 개선(Improving Performance and Accountablity) 

  - 정책의 책임성과 목적 부합성 중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형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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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촌정책의 전환방향과 목표 

전환방향 

▶ 현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 발표 : 자치분권종합계획(2018.9.12) 

  - 중앙-지역간 사무재분장,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이양, 재정분권강력 추진, 국고보조금 개편 등을 규정 

▣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연계 : 중앙집권적  지방분권/협치의 농촌정책으로 전환 

▶ 중앙주도 농촌정책의 폐해를 해소하고 지역의 주체성·자율성이 발휘되는 지방분권/협치 농촌정책으로 전환 필요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인 농촌정책으로는 각 지역의 차별성과 고유한 자원활용에 한계가 있음 

  -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생태자원의 특성을 토대로 지역이 주체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분권적 농촌정책이 필요 

▶ 생산주의·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에서 다기능성과 지속가능성 중시 농정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얐음 

  - 농정의 목표, 이념, 대상, 추진방식 등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는 농업농촌의 위기극복이 어렵다는 인식 확산  

  - 문제인대통령도 ‘농정틀의 근본적인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 

▣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 개발중심  공생과 보전, 혁신중심의 농촌정책으로 전환 

▶ 농촌정책도 개발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생과 보전, 혁신중심으로 농촌정책으로 전환이 필요  

  - 성장중시, 확장중시의 개발시대적 사고로는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요에 부응할 수 없음 

  - 농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자연과의 공생, 어메니티의 보전, 농촌사회의 혁신을 추구하는 농촌정책이 요구됨 

▣ 농정대상의 변화 : 농업인 중심  전국민, 미래세대를 배려한 농촌정책으로 전환  

▶ 농정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확장하고, 농정의 영역과 대상도 확대, 전환이 필요 

  - 농정의 대상을 생산자/농민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소비자 나아가 미래세대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 필요 

▶ 농촌정책의 대상도 농촌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 미래세대까지 배려하는 농촌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농촌은 생산자인 농민의 삶터, 일터인 동시에 전국민의  쉼터이면서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할 공간임 

  - 농촌정책의 대상도 생산자 농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하며, 미래세대까지 배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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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촌정책의 전환방향과 목표 

비전과 전략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촌 (일터, 삶터, 쉼터) 

핵심 

전략 

어젠더 방식 
공모제, 컨테스트 추진방식 폐기 
단위 정책사업의 단계적 폐지, 포괄예산제도의 확대 

통합적 접근 
정책목표, 정책수단, 부처별 정책내용 통합적 추진 
기초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분권과 협치 
지역 자율성/주체성이 발휘되는 농촌정책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의 협치적 농촌정책 

실천 

과제 

농촌정책 데이터 기반구축  
지역인구, 경제, 사회적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농촌유형 구분 
계획수립 및 추진주체 간 농촌 데이터 공유 

국가 농촌어젠더 설정 
농촌정책추진 목적달성을 위한 포괄적, 국가적 어젠더 제시 
(자연·생태, 정주·주거, 사회, 경제, 에너지, 문화, 주체 등)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농촌공간계획제도의 도입, 토지이용협약제도 도입 
농촌의 공익적기능 증진기여지불제 도입 

농촌계획협약제도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분담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의 패키지화, 정책추진체계의 개편 

농촌 新주체의 유입과 육성 
도시문제와 농촌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귀촌정책추진부서 이전 
귀농귀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민관협력프랫폼 설치 

중간지원조직의 개편과 혁신 
현행 중간지원조직 전면개편, 민간과 공정한 경쟁시스템 도입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을 (가칭)사회혁신센터로 통합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형식적 사업주체를 실질적인 사업주체로 전환, 법인화 
현행 농촌정책의 전달체계 전면 개편 

국가농촌발전위원회 설치 국가농촌발전기금설치, 부처간 농촌정책의 통합과 조정 시스템 구축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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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촌정책 전환 핵심 전략 

▶ 현행 중앙주도 설계주의, 공모식 추진방식을 어젠더 방식으로 개편 

  -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공모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어젠더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개편 

▣ 어젠더 방식 

▶ 현행 농촌관련 단위정책사업의 단계적 폐지와 포괄예산제도의 확대 

  - 단위사업중심으로 죄어 있는 현행 농촌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어젠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예산제도를 포괄예산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하며,  

  - 중앙단위에서는 어젠더의 발굴과 성과관리 전담 

▶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부부처간 정책내용의 통합적 추진 

  - 경제적 목표 중심의 농촌정책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를 통합적으로 추진 

  - 농촌공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간 업무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가칭)국가농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 통합적 접근 

▶ 기초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중앙단위의 다양한 농촌정책(사업)을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단위의 

    통합적 추진시스템(=깔때기) 구축 

▣ 분권과 협치 
▶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촌정책을 지역주도의 분권과 협치의 농촌정책 추구 

  - 농촌의 지역성(local + rurality)과 지역주체의 창발성이 발휘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분권과 협치의 농촌정책으로 전환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행정과 민간 간의 협치적 농촌정책으로 재설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과 협치, 행정과 민간간의 분권과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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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촌정책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1)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 현행 농촌의 개념(농어촌정비법) : 읍면  

  - 인구 15만명의 ○○읍도 농촌, 인구 1200명인 ○○면도 농촌  하나의 농촌정책으로 포괄할 수 없음  

▣ 농촌개념의 재정리의 필요성 

▶ 농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 

  - 지역의 다양성,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정확한 데이터 구축은 실효성이 있는 농촌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현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촌정책과제 중의 하나 

▶ 농촌지역의 유형별 분류 자료 

  - 지역의 위치 : 배후도시와의 거리(도시인근 농촌, 원격지 농촌), 주요 생활권과의 접근성 등등   

  - 지형적 특성 : 평야지역, 중산간지역, 산간지역, 해발고도 등등  

  - 자연생태적 특성 : 경관적 특성, 생명종다양성, 서식 동식물분포, 주요수계 등등  

▣ 농촌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 통계청, 고용정보원 등의 통계지표 활용 

▶ 농촌의 인문, 사회, 경제적 지표 

  - 인문적 지표 : 인구 수, 인구구성(성별, 연령별), 귀농귀촌가구, 주요직업구성, 역사자원, 문화자원 등등 

  - 사회적 지표 ; 지역 내 시민사회조직, 주요공동체, 지역주민조직(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현황 및 활동상황 등등  

  - 경제적 지표 : 산업구성, 기업체 수, 종사자 분포, 핵심산업산업, 소득수준 등등 
  - 재정적 지표 : 지방세, 자체재원, 자주재원, 주요재정운영상황 등등    

▣ 농촌데이터의 공유시스템 구축 

▶ 조사, 정리된 자원의 DB화  농촌계획수립 시 이해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구축된 DB의 정례적인 업데이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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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촌정책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2) 농촌정책의 국가적 어젠더 설정 

▶ 농촌정책의 국가적 어젠더 설정 방향 : 농촌에 대한 국가의 의무 

  - 정책사업 중심의 어젠더가 아니라 농촌정책을 추진하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포괄적 어젠더 제시 

▣ 농촌정책 어젠더 설정의 방향과 목적 

▶ 농촌정책 어젠더 설정 및 제시의 목적 

  - 국가가 농촌정책을 추진하는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  

  - 국가의 농촌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사업(프로젝트)발굴과 추진을 지원 

▶ (자연·생태분야) 자연생태계의 조성과 보전 

  -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시, 생물종다양성 강화, 마을숲 복원과 보전, 지역특색경관복원과 보전, 산림보전 등등 

▣ 농촌정책의 주요 어젠더 (예시) 

▶ (정주·주거분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 

  - 고령자 생활실태조사, 기초생활환경개선, 주민건강증진, 자횔후견사업, 문맹퇴치교튝 등등 

▶ (사회분야) 농촌사회혁신 

  -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기관 운영, 지역혁신활동가육성,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혁신평가시스템 운영 등등 

▶ (경제분야) 농촌경제다각화와 순환경제의 구축 

  - 도농교류활성화, 6차산업화 추진, 신산업복합체 창출, 식품산업과 지역농업 연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등 

▶ (에너지분야) 지역주도의 에너지 자립화 

  -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재생에너지협동화, 에너지절약주거공간확보, 에너지교육 등등 

▶ (문화분야) 전통문화의 계승과 복원,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 

  - 지역전통문화의 조사, 지역문화전승자 조사, 지역전통문화 복원활동, 전통문화후계자육성, 지역문화제 등등  

▶ (지역주체분야) 지역역량강화 

  - 새로운 주체의 유입(=귀농귀촌), 지역주체의 네트워킹, 개방형 공무원, learning by doing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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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촌정책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3)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 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반영한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 농촌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유지 보전을 위한 현행제도의 한계 보완 

▣ 필요성과 목적 

▶ 농촌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농촌다움의 복원 

  - 농촌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통한 농촌어메니티의 복원과 보전 

▶ 개념 

  - 농촌개발사업 추진시 해당 농촌공간(마을, 권역, 읍면)에 대해 주거환경, 경관 등 농촌다운 특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하는 계획 

▣ 농촌공간계획제도의 도입 

▶ 주요내용 

  - 농촌공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역관리역량강화까지 포함 

  - 상호의무준수(cross-compliance)를 전제로 지역단위 농촌경관증진기여지불제 실시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 

▣ 토지이용주민협약제도의 도입 

▶ 농촌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민간차원의 행위규제 시스템 

  - 특정지역(구역) 토지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협약 체결 후 조례신청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공청회 등 실시)  구역지정, 고시 
  - 시군 조례를 통해 해당지역(구역)에서 농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종류, 높이, 지붕색체 등 토지이용 규제 시행 

▶ 기본방향   

 -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제14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농발계획”에 ‘농촌공간계획’을 포함하여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농촌공간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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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촌정책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4) 농촌계획협약제도 도입 (1) 

▶ 농촌개발의 통합적 접근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 농촌공간에 대한 통합적 계획의 부재와 그로 인한 산발적 투자로 정책효과는 떨어지고 농촌난개발만 초래  

  - 지속가능한 농촌발전를 위해 정주여건, 일자리, 경관관리 등 농촌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 필요 

▣ 목적 

▶ 지방분권에 적극적 대응, 농촌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충돌 방지 

  - 지방분권 개혁의 흐름에 따라 중앙재정의 지방이양이 불가피해질 전망 (국세:지방세 비율을 8:2  6:4로 개편)  

  - 이양된 재원을 국가적 농촌정책 어젠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자되도록 제도화가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과 협업화 촉진 

  - 중앙정부 : 농촌정책의 기본방향과 투자계획 설정, 지원과 성과관리  어젠더 발굴과 관리   

  - 지방정부 : 중앙정부의 어젠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특화 프로젝트 발굴과 계획수립, 제안, 추진 

▣ 기본방향 

▶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 정책 어젠더 달성을 위해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재정지원,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 

▣ 협약대상과 주체 

▶ 협약대상 : 농발계획 중 농촌과 관련된 부문의 계획 : 농촌정책의 어젠더 수행계획 

▶ 협약주체 : 중앙정부(장관) – 지자체(시장군수) – 해당지역정책사업의 수행주체LAG)  

▶ 목적달성 지표중심의 성과계약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 개별사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중심이 아니라 전체계획의 목표달성도(outcome)와 파급효과(impact)를 

   평가지표로 설정  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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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계획협약제도 도입 (2) 

▶ 지역특화 프로젝트  

  -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농촌정책 어젠더에 대한 지역단위의 구체적 사업계획 : 어젠더 – 특화프로젝트 - 실행계획 

▣ 협약의 내용 : 지역 특화 프로젝트와 성과목표 

▶ 성과목표  

  - 각 프로젝트의 성과는 결과지표 중심, 전체 협약의 성과는 파급효과 중심으로 설정  

    (결과) 지역일자리 증가, 정주만족도 등 / (파급효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률 

▣ 협약기간 
▶ 농발계획과 연계 : 5년 단위 

  - 중간평가 : 매년 연차별 협약이행 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계약내용이나 주체의 조정 가능 

  - 계획의 변경 : 국가나 지역의 중대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조정사업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 

중앙정부 농촌 계획협약 

- 세부 프로젝트 

- 성과 목표 

-  투자 계획(수단) 

- 협약 주체, 기간 

지자체 

▪ 정책 아젠다와 수단 제시 

▪ 중앙의 정책 목표를 지자체  

  계획에 반영 유도 
⇨ ⇦ 

▪ 아젠다와 관련된 지역특화 

  프로젝트 기획 

▪ 계획수립 자율성과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 농촌계획협약의 기본구조 

14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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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 新주체의 유입과 육성 

▶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의 완화와 해소 

  - 도시의 일자리 부족, 교통혼잡, 공해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 

▣ 농촌 新 주체 문제의 성격 : 도시문제와 농촌문제의 동시적 해소 

▶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문제의 완화와 해소 

  -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을 통해 농촌의 과소화 완화, 일손부족 해소, 지역활성화 등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 현행 귀농귀촌제도의 한계  

  - 현행 귀농귀촌지원제도 = 후계영농인력 육성정책(귀촌지원정책 전무)  농식품부 전담 

▣ 귀촌정책 전담부처의 이관 : 농식품부  국무총리실 

▶ 새로운 귀촌지원정책 = 도시문제 + 농촌문제의 동시적 해소 추구 

  - 범부처적인 협업,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민간역량의 적극적 활용  전담부처를 농식품부에서 총리실로 이관 

▣ 청년의 농촌유입을 위한 특별대책 도입 

▶ 현행 청년창업농육성사업의 한계 

  - 농업후계인력육성사업 + 승계농지원사업  농촌인력육성효과 미흡 + 새로운 취농/창농효과 미흡 

▶ 청년의 농촌유입과 안정적 정착지원대책 필요 

  - 비농업부문(=경제적 영역, 비경제적 영역)의 일자리 발굴, 주거안정대책 마련, 문화소프트 지원 등 

▶ 지역밀착형 민관협력 플랫폼 설치, 운영 

  - 귀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지역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지원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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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지원조직의 개편과 혁신 

▶ 행정의 창발성 부족을 보완하고 민간의 주체적 활동을 지원 

  - 농촌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발성을 행정에 이입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시  농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 

▣ 목적 

▶ 광역단위 : 전문화 + 네트워킹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 물리적으로 업무지원 공간이 넓고 인적자원조달이 용이한 광역단위에서는 각 분야별로 중간지원조직을   

    전문화하고, 각 조직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협업체계로 개편 

▣ 농촌지역 중간지원조직의 개편방향 

▶ 기초단위 : 통합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 사업 공간과 규모의 한계, 인적자원조달의 곤란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6차산업화,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합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개편 

▣ 중간지원인력의 육성과 역량강화 

▶ 중간지원인력의 육성 

  - 농촌지향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내 단기(예: 6개월)속성과정 신설, 운영 

  - 민간 전문기관에 중간지원인력 육성 업무 위탁 

▶ 행정주도의 중간지원시스템을 민간과 공정한 경쟁시스템으로 전환 

  - 준 행정조직으로서 농촌정책의 현장지원을 독점하고 있는 현행 중간지원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현행 민간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지원, 특성화를 유도함  

▶ 중간지원인력의 역량강화 

  - 중간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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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체계의 개편 

▶ 농촌정책사업 추진주체의 지속가능성 제고 

  - 현행 지역주민(공동체)는 농촌정책사업의 추진주체로서 변화하는 내외부적 환경에 적응,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 목적  

▶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 

  - 농촌공간 계획적 관리, 농촌계획협약제도 도입 등 농촌정책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 

▶ 농촌사회혁신추진단(LAG L Local Action Group) 

  -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현행 지역주민에서 주민대표, 전문가, 자원문사자 등으로 구성되는 LAG로 전환 

  - 농촌사업의 중심단위(읍면)별 설치, 농촌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로서 법인격을 구비토록 함  

▣ 추진단계별 추진주체 재설정 

▶ 농촌사회혁신협의회(LIS : Local Innovation System) 

  - 주민대표+전문가+실무주체(LAG)+행정+협동조합(농협)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지역의 농촌정책사업의 내용, 

    추진방향 등의 협의, 의결, 총괄하는 형식적 주체  기초단위로 설치, 산하에 실무조직으로 LAG를 둠 

▶ 농촌사회혁신센터(RCIC : Regional Community Innovation Center) 

  - 행정(중앙, 광역/기초)+전문가+LIS대표+LAG대표+중간지원조직 대표 등으로 구성  

  - 광역단위로 설치, 국가어젠더의 지역전파, 사업계획서(LAG)의 심사 및 자문,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등 담당 

▣ 새로운 추진체계의 시범 시행 : 농촌계획협약제도 

▶ 농촌계획협약제도의 시범실시지역에 한해 변화된 농정추진체계 우선 시행 

  - 농촌계획협약제도는 어젠더방식, 통합적 접근 등 기존의 추진체계로는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진체계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음  추진성과를 고려하여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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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체계의 개편 

중앙 
국가농촌발전위 
농촌발전기금 

광역/기초 
(계획협약) 

농촌사회혁신협의회
(시군단위 거버넌스 LIS) 

농촌사회혁신추진단
(읍면단위 실무 LAG) 

농촌사회혁신센터 
(광역단위 거버넌스) 

(모니터링/네트워킹/역량강화) 

①어젠더 
   (지침) 

②어젠더 
   (지침) 

③신청 
(제안서) 

④제안서 

⑤선정 
   결과 

⑪결과보고 

⑩협의 

⑨결과 
   보고 

⑧자문 
   협조 

⑥자금 
   신청 

⑦자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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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농촌발전위원회 설치 

▶ 농촌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 증대 

  - 농촌은 농업인만의 공간이 아닌 전국민의 휴식과 휴양, 치유공간으로 새로운 가치와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 

▣ 필요성 

▶ 농촌공간은 여러 부처의 정책이 중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 조정이 필요함  

  - 농촌공간은 국토기본법,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농촌 농지이용관련 법 등에 의거 84개의 지역개발   

    관련 법정계획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조정시스템이 필요 

▶ 국가농촌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설치 

  - 구성 : 농촌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부처(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교육부, 복지부 등) 참여  

  - 설치 :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되, ‘농특위’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설치 

▣ 구성과 역할 

▶ 국가농촌발전위원회의 역할 

  -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관련 계획의 수립과 추진 시에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농촌정책의 

    국가적 어젠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부처정책에 반영토록 함 
  - 국가농촌발전프로그램 시행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농촌계획을 협의 총괄하여 통일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 단계적 추진 
▶ 1단계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기구의 업무로 운영 

  - 신설되는 ‘특별기구’에서 국가농촌발전위원회의 필요성, 구성방안, 역할 등에 대한 논의 

▶ 2단계 : 독자적 조직으로 설치 

  - ‘특별기구’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독자적인 위원회 설치  목적, 구성방안, 역할 등 구체화 

▣ 국가농촌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 
- 균특회계의 농촌정책 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의 농촌어젠다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운영 

- 지자체의 국가 농촌어젠다 실현 프로젝트 사업비로 중기단위로 안정적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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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촌정책의 전환 로드맵 

핵심과제  
추진시기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촌정책 추진 데이터 기반구축   

  농촌정책의 국가적 어젠더 설정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농촌계획협약제도의 도입 

  농촌 新 주체의 유입과 육성 

  농촌중간지원조직의 개편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국가농촌발전위원회 설치 

▣ 핵심과제의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 핵심과제의 도입/시행 시기 

▶ 핵심과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추진전략을 명확히 해야 함 

  - 농촌정책의 추진방식을 공모제, 컨테스트방식에서 어젠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필요 

  - 단위사업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농촌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필요 

  - 중앙주도의 설계주의 방식은 지방분권과 민관협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필요 

▶ 농촌정책의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주체 구축이 필요 

  - 대통령 자문 “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  핵심과제의 추진을 뒷받침 

20 
-  104  -



감사합니다.  

-  105  -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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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먹거리 정책의 개혁인가? 

농정 틀을 부문별 대증요법이 아닌 종합적〮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농정의 근본 틀을 바꿔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 

체계적인 국가 및 지역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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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먹거리 정책의 개혁인가? 

 

먹거리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재인식 

  - 안전을 넘어 한국사회 재편의 수단으로 인식(농산물 유통개선, 먹거리 복지, 지역순환경제 등 

      주요 의제와 연계) 

 

먹거리 위기 및 불안의 상존 

  - 건강과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지속 

 

식품정책의 종합적 성격에 대한 인식부족과 부처이기주의로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안전정책의 분절적 관리 

  -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통합관리 인식 미흡으로 국가 차원의 먹거리정책은 사실상 

    부재(최근의 계란파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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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우리나라 먹거리 위기와 분절적 정책의 현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먹거리 위기 : 520만명 먹거리 미보장 

  식량자급률 50%, 곡물자급률 24%, 세계식량안보지수 (‘12) 21위 → (‘17) 24위 하락 

분산된 먹거리 정책 
 먹거리 미보장 증가, 식생활 불균형 

심화 

7.4 7.9 8.5 10.2 

2013 2014 2015 2016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59.9 59.5 
62.1 

2014 2015 2016

과일채소 1일 500g 
미섭취자 비율 

45.7 49.7 50.9 23.7 24.0 23.8 

2012 2014 2016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 

추이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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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먹거리 정책의 개혁인가? 

사회경제적 복합 위기 속에 국민의 먹거리 불안과 불평등 심화 

 모든 위기는 상호 연계된 복합위기 : 물, 에너지, 식량 위기와 실업·빈곤 등 사회적 기초 약화 

 국민의 먹거리 보장성 약화 : 먹거리 취약계층 증가, 비만 등 불균형적 식생활로 국가적 비용 증가  

기후환경 변화, 고령화, 인구이동에 따른 푸드시스템 전환 : 체계적 전망과 대응 

 분절적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로는 먹거리 위기와 미래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한계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대한 비전과 미래전략 수립 필요 

포용사회, 포용경제, 포용한반도의 핵심 정책으로서 푸드플랜의 위상정립 필요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서의 먹거리 정책 위상 확보 

 한반도, 동북아 공동의 먹거리 안전망 구축으로 공동번영의 기반 마련 

6 
-  114  -



지구생태적 한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 사이의 균형 : 도넛경제학 

모든 위기는 상호 연계된 복합위기 : 물, 에너지, 식량위기와 실업·빈곤 등 사회적 기초 약화 

세계인구 100억 시대와 육식의 증가로 2050년엔 지금보다 67%의 추가 곡물 필요 

*자료 :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경제학] 

    [참고2] 기후환경 위기, 식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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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먹거리 정책 국제 동향 

  지역 푸드플랜 :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생활경제 위기에서 건강·안전 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국가 푸드플랜 :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식량안보, 먹거리보장에 국가적 아젠다 재인식 

  국제 협약 : 글로벌 차원의 미래대응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 및 생산·소비 체계 마련으로 연결 

1990~2000년대 ⇒ 지역경제·생활경제 위기 ⇒ 건강·영양·안전 ⇒ 지방정부 푸드플랜 

 피부에 와 닿은 영역부터 출발 : 1990~2000년대.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방정부 연대 협약 : 2015년 밀라노 먹거리 정책 협약 

2007~2008년 ⇒ 세계 식량위기, 금융위기 ⇒ 식량안보, 먹거리불평등 ⇒ 국가 푸드플랜 

 식량위기 당시 다수 국가에서 식량 수출금지 : 국제 곡물가 폭등, 식량안보 문제 재인식 

 금융위기 : 실업, 양극화, 먹거리 불평등 심화 ⇒ 마크롱의 범정부 차원의 먹거리 대응 

2010년 이후 ⇒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에 대한 글로벌 대응 ⇒ 국제 협약 

 빈곤, 경제·사회 불평등, 지구환경 파괴 등 지속가능발전 위협 : SDGs, 파리협약 등 진행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중심의 IMF, WTO 체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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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정책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합니다. 

먹거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는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으로 시작합니다. 

 * 경제적 이유로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 국민의 먹거리 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먹거리 정의 

(포용국가/포용사회) 

 * 신자유주의 개방정책 기반의 농정 근본틀을 전환합니다. 

 * 농정의 범위를 도시먹거리정책으로 확장합니다. 

먹거리 공공성 

(포용경제/국민농업) 

 * 먹거리 기반 지역협동생활경제망을 구축합니다. 

 * 도농상생과 먹거리 사회적경제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속가능 먹거리체계 

(균형발전/지역재생) 

 * 한반도와 동북아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합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농업협력이 선두에 섭니다. 

한반도 식량계획 

(경제통일/통일농업) 

    2. 먹거리정책의 의의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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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먹거리정책의 의의와 목표 

먹거리 정의 실현 : 불평등 해소, 먹거리 기본권 실현 

환경친화적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공동체 회복 

도농상생과 균형발전 : 도시와 농촌의 연대 

 

정의 

농촌 

환경 경제 

도시 
FOOD 

정의 

농촌 

환경 경제 

도시 
MONEY 

 
시장경제 

 
 
 

 
생산 
농촌 

 
소비 
도시 

시장경제 
 

생산 
농촌 

소비 
도시 

FOOD 

돈에서  
먹거리로! 

 
도농분절에서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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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4] 농업을 보는 관점 전환 필요 

생산에 한정되던 농업의 개념이 유통,가공,식품,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가치사슬의 관점 농업의 다기능성 농촌경제 강화 지역자원 개발 

문제 해결 대상 ⇒ 문제 해결 수단  

전업농 국민 / 중소농 

농산물 (상품) 먹거리 (필수재) 

시장가격 (수급불안) 공정가격 (계획적 공급) 

안정적 공급 건강한 식생활 

도농분리 도농상생 

규모화 
전문화 
경쟁력 

/ 
양극화 

농촌과소화 
먹거리위기 

계획적생산 
다품목생산 
안전생산 

/ 
먹거리보장 
농촌유지 

공동체회복 

거버
넌스 

11 
-  119  -



 2. 먹거리정책의 의의와 목표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확장성과 창의성 발휘  

  분야별 융복합과제 발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현장 과제 해결 

소득, 일자리 

농업, 산업 

복지, 삶의질
(食,住)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성 

에너지: 
햇빛 
농사 

농촌 
의료 
복지 

먹거리 
순환 
체계 

지역 
금융 

농촌 
재생 

소득 
직불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통합적 해결 : 지역순환형 사회경제망 

농촌의 사회경제 전반으로 이슈를 확장하고 통합하여 지역별 맞춤 어젠다 설정 

함께 잘사는 방법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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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먹거리정책의 구조와 거버넌스 : 푸드플랜  

1. 건강한 먹거리의 사회적 공급과 이용 확대 
2.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로컬푸드 지향 
3. 차별 없는 먹거리 제공으로 사회적약자 배려 
4.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환경 보전 

• 커뮤니티 푸드시스템 : 공공영역 계획적 대응 
• 공급과 소비의 종합 검토, 균형적 공급과 이용 
•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먹거리 기반 마련 

접근 영양 안전 분배 

생산 가공 유통 폐기 소비 

전통적 푸드시스템 

커뮤니티 푸드시스템 

* 자료 : Andre Viljoen and Johannes S.C. Wiskerke, Sustainable food planing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 국가 또는 지역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영역에서부터 우선 출발.  거버넌스 중요 

 먹거리종합전략은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배려하는 먹거리’를 모든 시민이 언
제 어디서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환
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 전략이자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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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먹거리정책의 구조와 거버넌스 : 푸드플랜  

지역생산·지역소비 촉진 먹거리 취약계층 해소 먹거리 클러스터·일자리 확대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 먹거리 보장 강화 

유통 

가공 소비 

폐기 먹거리 거버넌스 

 로컬푸드(직매장 등) 
 학교급식/과일간식 
 공공급식(취약계층) 
 아침급식 

생산 
교육·안전·정보 

(이용성) 

 음식쓰레기 감축
/재활용 

 푸드뱅크/기부 
 처리비용 감축 

 생산/원가/영양 정보관리 
 안전성 검사/건강식당 표시 
 식생활개선(나트륨,당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음식공동체 활성화 
 전통식문화 발굴 확산 

 안전먹거리 생산 
  - 친환경,GAP,자체인증 
 계약재배:중소농조직화 
 품목다양화 
  - 작부체계 조정 

 급식:연중조달체계 
 품목,가격 체계 
 유통시설 운영 
 안전성 검사 
 비상조달체계 
 지역내 소비확대 
 - 전통시장,외식업체 등 

 지역특산물 상품개발 
 재래품목 상품개발 
 식품 클러스터 구축 
 지역식문화 상품화 

공동체성 강화 및 삶의질 개선 

  먹거리 거버넌스 : 먹거리 순환체계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협의·조정. 행정-의회-시민사회 협력 

  지역순환, 먹거리보장, 일자리창출 : 지역생산·지역소비 제고. 계획생산과 먹거리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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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천과제 : 국가 먹거리종합전략(national food plan) 

국민 먹거리 보장 

체계 마련 

 식품정책일원화로 먹거리보장에 대한 컨트롤타워 마련 

 농식품부에 먹거리보장·식량안보(food security) 전담 기구 설치 

 먹거리 공공성 강화 : 공공급식 등 먹거리 정의 실현, 현물지원 방식 

국가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가 먹거리 정책 총괄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 대통령(또는 총리) 직속 

   - 농업농촌특별위원회 구성시 국가푸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마련 

 4대 어젠다 중심으로 운영 : 식량안보, 고령화·기후환경변화 대응, 국민 
먹거리보장과 건강식생활 확산, 지속가능 먹거리체계 확산 지원 

지속가능 

먹거리체계 확산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먹거리정책 확산 지원 

 생활 SOC 차원에서 먹거리정책 기반시설 지원 :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광역 먹거리체계 구축 지원 : 부울경 푸드, 대충 푸드 등 

한반도·동북아 
먹거리 안전망 구축 

 한반도 평화 확산 및 안정화를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기후환경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동북아 공동대응 체계 마련 

 중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 연계한 공동 식량안보체계 마련 

  - 동북아 국가간 먹거리 SWAP 체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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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천과제 : 지역 먹거리종합전략 (regional food plan) 

소비조직화 

로컬푸드 확대 

 아파트 단위, 마을 단위 생협 조직화 

 아파트, 대학, 기업 단위 CSA (공동체지원농업) 확대 

 로컬푸드 확산 : 직매장 확대. 식당, 재래시장, 가공업체 등 이용 확대 

먹거리 기본권 

보장 확대 

 먹거리 기본권 확대 : 학교급식, 공공급식 확대 /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 

 식생활 개선 : 어린이, 혼밥족, 70~90대 고령자, 50~60대 은퇴자, 농촌마을 등 

     - 공동체식당 (Community Kitchen) 확대 

 건강식생활 제도화 : 맞춤형 건강식단 기준 마련. 공공영역부터 단계적 적용 

환경배려 

생태농업 확대 

 먹거리 생산환경 개선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생물다양성 보존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생태농업 확대, 푸드마일리지 감축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확산 : 친환경농업, PLS 등 

먹거리경제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이용 외식산업, 가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 식생활교육 전문가, 공유식당 운영자, 재활용 전문가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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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먹거리정책 
확산 집중 

 특광역시, 구청 단위 푸드플랜 확산 집중 : 도시지역을 농정의 대상으로 확대 

    - 먹거리 정책 사각지대 해소. 국민농업 구체화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정의 실현과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 초점 

도시와 농촌 
연대와 상생 

 도시와 농촌의 먹거리 연대 확산 : 먹거리 교류, 일손 교류, 문화 교류 등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단위 연대와 상생, 광역 지자체간 연대 강화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기여 : 혁신도시와 배후도시간 먹거리 기반 연계 확산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와  

연대 확대 

 먹거리 기반 주민자치 공동체 강화 : 시민사회 거버넌스, 생활민주주의 확산 

    - 시민사회의 자치역량과 공동체 회복의 계기 제공 

    - 건강, 복지, 환경, 의료, 주택, 문화 등으로 타분야와 연대, 확산 

 먹거리기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연대 확산 

먹거리관련 
정책 연계 확대 

 먹거리 전환 또는 먹거리를 수단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정책과의 연계 확대 

    - 도시재생, 취·창업, 의료보건, 주거, 에너지, 자활, 사회적농업 등 

    * [참고] 캐나도 토론토시 : 모든 공무원은 해당분야 정책추진시 먹거리 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의무화      

    4. 실천과제 : 지역 먹거리종합전략 (regional foo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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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천과제 : 먹거리 공급체계의 혁신(마케팅보드, 농업회의소) 

 ̀
한국형 
마케팅 
보드 

수급(출하) 
조절을 위한 
법적권한 
기능 수행 

생산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효율적 마케
팅을 위한 
유통조직 

지정 

마케팅보드 운영을 위한 자조금 제도 

법률에 근거한 
공적 기구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 

농정 
참여 

공적 
서비스 

교육 
훈련 

조사 
연구 

농민자치 + 주민자치 

농업 
회의소 

중앙 전국 농어업회의소 

광역 

기초 시군 농어업회의소 

시도 농어업회의소 

읍면(지역대표)와 시군(농민단체+농수축임협) 

시군(지역대표)와 시도(농민단체+농수축임협) 

시도(지역대표)와 중앙(농민단체+농수축임협 중앙회) 

 농민 실익을 위한 품목별 유통위원회 : 수급 및 가격안정 

 농민 권익을 위한 농업회의소 : 농민대의기구, 강력한 거버넌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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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5] 글로벌 복합위기 : 뉴노멀 

 세계사적 문명 전환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시스템 구축 절실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One-Track 탈피, Glocal(Global + Local)로 전환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사회로 진입 글로벌 경제 위기 

배타적 정치세력 약진과 보호무역주의 발흥 글로벌 정치 위기 

인본주의의 실종, 물질과 자본 중심의 문화 확산 글로벌 문화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물부족, 국가간 분쟁요소로 등장 글로벌 환경 위기 

화석 에너지 시대의 종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선진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개도국의 인구 폭증 글로벌 인구 위기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수급 불안정성 글로벌 식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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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6] 사회경제적 위기 : 포용국가와 먹거리 정책 

 사회경제적 위기 : 고령화_저출산_양극화 : 직불제개편과 농민수당(기본소득) 논의 확대 

 개별적 인구이동 : 체계적인 귀농귀촌 및 지역이동으로 균형발전, 지역뉴딜, 농촌뉴딜의 동력화 

 포용국가 : 포용사회, 포용경제, 포용한반도의 핵심 정책으로서 푸드플랜의 위상정립 

포용 
사회 

푸드 
플랜 

포용 
경제 

포용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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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7] 먹거리 불안과 식생활 

  도시의 먹거리 문제 : 가격불안, 비만, 성인병, 음식폐기 증가 등 

    -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 9조 1,506억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7) 

  농촌의 먹거리 문제 : 판로부족, 환경악화, 고령화, 식생활악화, 먹거리복지 사각지대 등 

• 인구과밀, 실업/빈곤 

• 먹거리 상품의 일방적 공급 

• 먹거리 안정성, 안전성 약화 

• 가족, 공동체 붕괴 

• 먹거리 취약인구 증가 

• 환경악화 

• 인구감소, 읍∙면소멸 

• 대기업의 지역침투, 지역상권 축소 

• 제 값 못 받는 농산물 

• 환경부담 과부하, 농촌다움 훼손 

• 농촌인구의 건강 악화 

• 먹거리 사각지대 

도시의 문제 농촌의 문제 

농지, 물 문제 
농촌환경 악화  

화약비료농약 
과다사용 

불균형 식생활 
비만, 성인병 

가족, 공동체 
붕괴 

음식폐기 증가 
자원낭비 

수급불안 
가격불안 

먹거리 취약자 
증가(계층,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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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8]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 실태 

• 줄지 않는 먹거리 취약인구 

   (500만명 이상) 

• 지역별 격차 : 약 3배 차이 

•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이 

대체로 높음 

* 자료 : 문은숙, 국정기획위원회 세미나 발제자료.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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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9] 일본 사례 : 고령화에 따른 식품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 : 우리나라 2017년부터 진입. 65세 이상 인구 14.2% 기록 

 일본의 사례 :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 이후 가계지출에서 신선채소, 신선과일 지출액 급감 

 우리나라도 고령화율에 따른 식품소비 구조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 전망 필요 :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 

▣ 품목별로 본 가계지출액의 신장상황 ▣ 1인당 공급열량·섭취열량과 초과율 추이 

* 주 : 초과율=(공급열량-섭취열량)÷섭취열량×100 * 자료 : 후지시마, ‘일본의 공영도매시장제도의 특징과 향후 발전방향’ 

일본의 가계지출액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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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0] 국제적 노력 : 밀라노 푸드 협약 

 2015년 밀라노 국제 엑스포에서 51개국, 117개 도시 및 단체가 참여하는 ‘세계 도시 푸드정책 협약＇체결 

 2015년 당시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여수시가 참여, 이후 완주군이 추가로 협약에 참여 

 2018년 서울시는 먹거리 공급과 유통분야 특별상, 완주군이 거버넌스부문 특별상을 각각 수상  

* 2017년 말 기준 187개 도시 참여 

“current food systems are being challenged to provide permanent and reliable access to adequate, safe, local, 
diversified, fair, healthy and nutrient rich food for all ...cities which host over half the world population have a 
strategic role to play in developing sustainable food systems and promoting healthy diets...”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지역적이며, 다양하며, 공정하고 건강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량에 대해 항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밀라노 푸드 정책 협약 (Food Policy P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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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1] 국제적 노력 :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먹거리종합정책 

  프랑스 : 2017년에 대통령 지시로 총리 주관 하에 범정부 차원의 먹거리 공공정책의 목표와 정책연계 추진 

  스웨덴 : 2017년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후 의회 통과. 식량안보 강화에 초점 

 목표 : 농민은 공정한 가격의 농식품 부가가치 사슬 속에서 품

위있게 생활. 소비자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식품 접근 

 슬로건 : 목적에서 “미래의 식료를 위해 함께 행동합시다“ 

 총리 주관 범사회적 먹거리 논의 플랫폼에서 논의 

• 공공기관, 민간부문, 활동가, 농업계 파트너, 소비단체 참여, 

생산,가공,소비의 새로운 모델 도출. 정부차원의 법률안 마련 

• 2개의 주제, 14개의 테마 :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 ‘모두

를 위한 건전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식료’. 모든 참여자들이 14개 테마별 논의 

프랑스 : 마크롱 대통령 직접 지시. ‘EGalim’이라는 국가 먹거리 논의 플랫폼 운영(‘17.7~12) 

 논의 결과들은 다음의 4가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부가가치의 공정한 창출과 분배를 위해 명료하고도 안정적인 공통의 추진방향을 설정 

• 프랑스 국민들에게 보다 건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라는 믿음을 공고히 함 

• 좋은 품질의 먹거리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농업과 환경을 조화롭게 함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관련 공공정책들을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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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2] 국제적 노력 : UN의 SDGs 등 

  UN의 SDGs  : 2016~2030. 빈곤과 불평등 해소,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소비·생산 체계 확립 등 

  파리협약 (2015) : 20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협약으로 2030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 기상이변, 기후변화, 물, 식량난, 생태계 붕괴 등을 글로벌 위기로 규정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 

Goal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Goal 8. 
지속적ㆍ포괄적ㆍ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
의 일자리 증진 

…… 

Goal 10. 국가내ㆍ국가간 불평등 완화 

Goal 11. 포용적인ㆍ안전한ㆍ회복력 있는ㆍ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 

< 지속가능발전 (SDGs)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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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3]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 농촌은 문제해결의 주체 

  전환의 시대, 지역과 농촌은 문제해결의 객체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새로운 희망적 수단 

  국가주도의 개발경제에서 주민 중심 지속가능한 생활경제로 전환 

인구(자산,소비)지역이동 

자치분권·균형발전 

전환의 시대 지역의 위기 

도시 재생, 먹거리 문제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농촌) 
Rural 

주체적이며 선도적인 개념 
(지역주도 생활경제 上 지역) 

지역경제 침체(생산,소비) 

고령화, 사회서비스 부족 

지역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객체적이며 추종적인 개념 
(국가주도 개발경제 下 지역) 

베이비 부머 세대,  
인적자본과 소비자의 지역 U턴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강화,  
거버넌스 활성화 

• 농촌 자본의 재배치 
• 국가적 균형발전 
• 도시문제의 해결 

수탈적 도시성장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강화 

시대적 요구 

내부요구 

• 지속가능한 지역 
• 경제적 활력 유지 
• 주민의 안락한 삶 

New 지역 어젠다 

지역재생, 생활권 및 공간의 재배치 

농업소득의 비중감소, 
소비의 외부화(재화의 외부 유출) 

노인복지 수요 증가, 서비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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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4]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생활경제 

목표 : 지속가능한 생활경제, 혁신하는 생산경제 체계 구축 

에너지·
물·식량 

세대 
순환 

생활 
경제 

도농 
상생 

미래신산업, 미래일자리  
대안으로서의 지역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지역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중심으로서의 지역  

도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인근 시군  

지역자체가 중심이 되는 
내부순환고리 형성 

협동사회경제생태계 

농촌 – 도시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귀농귀촌 인구 
- 지역주민 

에너지전환 
(재생·분산에너지) 

  협동사회경제 생태계로 포용국가, 포용사회의 정책을 농정에서도 실현 

  순환과 상생, 일자리와 생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경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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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FAO는 2014년 영양정책 권고안에서 ‘먹거리보장 (food security)과  

건강한 식생활(healthy diets)을 강화하기 위해 영양정책을 농업정책으로 통합하라’고 제안 

    [참고15] 먹거리 정책을 포함한 농정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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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활동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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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농특위인가? 

2. 농특위 법률안 핵심내용 

3. 농특위의 주요 추진과제 

4.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활동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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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지금 농특위인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국민 먹거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도출 기구 필요 

• 현시점에서 농정의 이념 및 목표 재정립 
 - 글로벌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위기 

 - FTA 등 수입개방 확대와 먹거리(안정, 안전, 영양) 위기 
 -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귀농·귀촌 등 인구구조 변화 
 - 농정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농정목표의 혼선 

  
• , 농정의 근본 틀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 범정부 차원의 집중 노력 필요 
 - 정부, 지자체, 농업계,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 협의와 합의를 통해 미래의 농어업,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수단을 개발 
 - 농어업∙농어촌∙먹거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공공정책 수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지속가능한 농업, 먹거리 보장” 가치 반영 
 헌법개정안(2018.3), 시민 천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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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지금 농특위인가? 

1 

농정 틀과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할 중심축  

•  농어업과 농어촌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농정의 추진  

 - 구조농정에서 공익형 직불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다기능 농업의 육성 

 - 농어촌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 

 -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균형된 삶의 질 보장 

 - 국민 모두를 위한 일터 ∙ 삶터 ∙ 쉼터 조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영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 먹거리, 농어촌 

•  국민 먹거리 보장권 향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공동 대응  

•  농업인삶의질법, 농어촌개발에 대한 부처간 정책수단 조율 및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 지방소멸,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공공부문의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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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지금 농특위인가? 

2 

2017.4.27,  문재인 대통령후보 농정공약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습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2018-2022)  

 “농어민과 국민의 현장 목소리 반영” 

 “소비자와 농민 참여, 도농상생 종합계획 수립”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 

농정가치 

농정대상 

농정방향 

거버넌스 

경쟁과 효율강조 
산업과 성장 중시 

농업인 중심 

생산과 공급 관점 

중앙정부 주도 

과거 

사람중심 
소득안정 삶의질 향상 

국민 전체 

농업·환경·농촌·먹거리 

균형발전 

중앙·지방 
민관협치농정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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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지금 농특위인가? 

2 

국회 농해수위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법안 

• 국회 관련 법안 4개 발의, 11월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중 

• 농민단체, 생협, 먹거리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농특위법안 조속 입법 및 즉시 시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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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지금 농특위인가? 

문민정부, 1994 농어촌발전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민간인 30명으로 구성, 6개월 한시 운영(1994.1.28.-7.31.) 
 - UR 체결 및 개방 대응,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 대통령 자문∙제출 

 - 민간 중심, 정부와 소통∙협업 부재, 한시적 기구로서의 한계 

3 

참여정부, 2002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법률로 3년 시한(이후 3년 연장) 대통령 자문기구(2002.1.10.-2008.2.) 
 - 국민적 합의로 농어업∙농어촌발전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 협의 

 - 정책 점검∙평가 및 방향 제시, 대통령 자문 정부∙민간  협의체 
 - 관주도, 관계부처 참여 저조, 현안 위주, 국민참여 미비, 사무국 공무원 중심 운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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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지금 농특위인가? 

3 

현행 유사기구들의 한계 

•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 복지 등 삶의질 분야와 지역개발 관련 부처간 정책 총괄∙조정 

 - 취급 정책 범위 제한, 관계부처들 외면 

 - 회의 실적 저조, 형식적 심의, 관주도 (정부 16명, 민간 9명) 

 

• 농식품부 소속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해수부 소속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  부처 자체 정책 심의기구.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 총괄∙조정 근본 한계 

 - 형식적 심의, 회의 실적 저조 (연간 1-2회, 서면회의로 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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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지금 농특위인가? 

4 

프랑스 
• 에마뉴앨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로 범정부차원 국가먹거리플랫폼 운영 (2017) 
 - Egalim, “농민에겐 정당한 가격을, 시민들에겐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먹거리 접근권 보장을” 
• 올랑드 전대통령은 농촌을 위한 범부처공동위원회(CIR) 운영, 국가-농촌계약 도입(2015) 
 

일본 
• 아베 총리,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미래도 없다!” 
 - 총리 주재 하 농업∙농촌종합발전, 지역불균형완화, 도농상생, 지방살리기 범정부 공동 대응 체

제 구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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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특위 법률안 핵심내용(국회 농해수위) 

• 농정의 새로운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할 중장기 농정계획 수립 
• 주요 농정 수단에 대한 심의 및 점검, 평가  
• 먹거리, 농어촌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국가정책영역에 대한 협의와 조율 
• 관련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시민 농정 참여 활동 

 

1 

국민적∙범부처적 공동대응체제 

[제2조2항]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6호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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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특위 법률안 핵심내용(국회 농해수위) 

 
국민과 함께하는 범사회적 논의 기구임을 분명히 밝힘 

 
‘특별’한 대책이나 일시 긴급대책이 아니라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다루는 상설기구로서     

국민적∙범정부적 공동대응체제라는 기본성격을 반영할 필요 

 

2 

•  (이개호의원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현권의원안)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위성곤의원안)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의원안)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약칭, 농특위) 

[참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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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특위 법률안 핵심내용(국회 농해수위) 

3 

‘ 

법률에 의한 대통령직속 상설 자문기구 

농정 틀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견인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위원회 

• 농정을 포용과 혁신, 균형과 분권이라는 국정철학 실현의 중요 축의 하나로 설정 

• 농어업과 농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 구조농정에서 공익형 직불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다기능 농업의 육성 

 - 농어촌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 

 -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균형된 삶의 질 보장 

 - 국민 모두를 위한 일터 ∙ 삶터 ∙ 쉼터 조성 

• 먹거리와 농어촌 분야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영역에 대한 범정부적 공동대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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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특위 법률안 핵심내용(국회 농해수위) 

4 

‘ 

기본 방향 

• 민관 협치기구로서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민간협치기구 

•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협의 하기위해 당연직 정부위원 임명 

• 농어업∙먹거리∙지역∙환경 의제는 국민 모두의 공통된 이해라는 점에서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 

 - 생산단체∙소비단체∙시민사회단체∙전문가∙정부 등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조직 체계 

본위원회 

사무국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채널 

기획총괄팀(1),  각 분과 지원 정책팀(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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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특위 법률안 핵심내용(국회 농해수위) 

본위원회 

• 대통령이 위원장을 위촉, 위원장 외 당연직 및 30인 이내 본 위원으로 구성 

4 

분과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원장 1 

농어민단체 대표 12 

소비자단체, 생협, 식품산업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6 

학계, 언론인 등 5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
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6 

계 30 

• 각 분과별 20인 내외로 구성 : 생산자/소비자/시민사회/전문가/행정(주요 중앙부처 등) 
• 중점 분과를 상설분과로 운영하고, 당면 현안이나 다부처 특별대책에 관한 특별위 운영 

• 각 분과 실무 지원부서로 사무국 내 관련 정책팀 운영 
【중점분과】 국민 먹거리보장분과,  지속가능한농어업분과,  농어촌사회혁신분과,  농정체계및재정혁신분과 
•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채널 운영 

사무국 : 기획총괄팀(1), 각 분과 지원 정책팀(3-4) 

• 임기제 공무원(민간) + 파견직 공무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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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특위의 주요 추진 과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중점추진 과제 

•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농정 예산구조의 재편 

•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추진 지원 

•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및 농어촌사회 혁신 (국가농촌발전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을 위한 미래 인력 육성 

• 협동조합 등 농어업직능조직의 혁신 

1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기반조성 과제 

• 농업인 자격, 농지제도 등 정책기반 정비  

•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지방농정 역량강화와 중앙 및 지방농정체계 혁신   

• 농어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기반 자원관리제 도입  

• 남북한 농어업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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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특위의 주요 추진 과제 

• 지속가능한 농어업 분과 
 - 직불제 중심농정, 미래인력, 농어업직능조직, 농업인자격, 농지제도 등 
    

• 국민 먹거리보장 분과  
 - 범부처 성격의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등 
 

• 농어촌사회혁신 분과 
 - 농어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사회적경제 육성, 공동체기반 자원관리 등  
 

• 농정체계 및 재정혁신 분과 
 - 농정예산구조 개혁, 농정체계 개편 등 
 

• 특위활동을 통한 주요 정책 접근 
  예) 동물복지와 지속가능축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2 

16 

-  156  -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황주홍의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의원) 
 
 - 11월 법안소위에서 상임위안 합의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  
 - 명칭, 목적, 기능, 시행시기 등 주요 사안을 조정하는 과제 
 

•  대통령의 농특위 설치∙운영 공약 및 농정개혁 추진 의지 천명 
 
 - 국민적∙여야 초당적 농특위 설치의 의의와 필요성 천명 
 - 11. 9 일 농업인의 날 전후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국회에 입법 당부 
 - 11월 국회 처리 불발시, 국정과제로서 중요성을 감안  
   ‘대통령령’을 통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4.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활동 제안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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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11월 개최, 본회의 통과 이후 활동 제안 

    4.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활동 제안 

• 2019.3 말 : 각 분과별 중점과제 추진 로드맵 및 위원회 전체 로드맵 발표 

• 2019.5 말 :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핵심 농정개혁 의제 반영 

• 2019.6 말 : 새로운 중장기 농정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활동 개시와 함께 국민참여소통 채널을 운영, 국민들의 정책제안, 의견수렴에 집중 

- 각 분과위별로 민간주도 민관협치 방식을 준수, 정책포럼 및 현장포럼 활성화 

- 분기별 대통령 보고, 농어민∙국민과 함께하는 대국민보고회 운영 

2 

18 

-  158  -



감사합니다.  

-  159  -









Memo.



Memo.



Memo.



Memo.




	표지
	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개회 및 인사 말씀
	농정개혁TF 활동보고 및 구성원 소개
	[기조발제]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
	[주제발표1]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전략
	[주제발표2] 농촌정책의 전환과 실천과제
	[주제발표3]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의 전환
	[주제발표4] 농특위,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