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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고, 사업 방식이 개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지역 푸드플랜’이 등장하였다. 지역 푸

드플랜은 농가소득이 낮은 중소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

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제

기되었다. 

최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에 관

해 지역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먹거리 공공성’을 논의하며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푸드플랜이나 먹거리 공공성 등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실천내용에 의견이 분분하고 시행착오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이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유통 순환체

계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지역 푸드

플랜 선도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유통 순환체계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면담조사에 응해 주신 사례 지자체 관계자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시민들, 자문에 응해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

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지역 푸드플랜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먹거리 공공성

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 추진전략을 강구하는 데 참고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iii

연구 배경과 목적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제기한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계성을 

높여 중소농의 경영 안정과 지역유통 순환경제를 추구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먹거리

에 관해 지역 시민이 공존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먹거리 공공성’을 논

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푸드플랜이나 먹거리 공공성 등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실천 내용에 의견이 분분하고 시행착오를 유발하기도 

한다.  

○ 한편, 현재 지역 푸드플랜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각 지자체는 인구구성, 농업 생산 및 소비 등

의 환경과 먹거리 운동의 수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본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이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유통 순환체

계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과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유통 순환체계를 위한 기

초·광역지자체 및 국가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활용한 분석, 계량모형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해외 전문가 원고위탁, 연구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다. 먹거리 

공공성 개념 정립을 위해 공공성의 저자인 하승우, 서울시 먹거리 자문위원인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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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공공대학원 김소연 교수,  젠더와공동체 오미란 대표 등과 연구자문회

의를 실시하고 자문을 받았다. 

○ 사례 지자체별 먹거리 관련 사업의 실천내용과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비교하

기 위해 6개 기초지자체 담당부서 직원의 심층면접조사와 각 지자체별 소비자 

200명 이상, 총 1,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프랑스 사례는 Rennes(헨느)대학교 Catherine Darrot 교수와 Gilles Marechal

에게 프랑스 푸드플랜의 등장 배경과 추진 과정, 실천 사례 등을 원고위탁하

였다. 

주요 연구 결과

○ 첫째, 먹거리 공공성의 개념과 내용은 우리 사회의 먹거리 운동 과정에서 생산 

안정성, 먹거리 안전성, 먹거리 지속성, 먹거리 접근성으로 확대되었다. 먹거

리 공공성은 기존 먹거리 보장 개념에 시민의 참여를 포함한다. 먹거리 보장이 

‘시민의 의무와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 먹거리 공공성은 ‘시민 

권리 확대를 위한 시민의 참여 및 행정의 협치’라는 참여 민주주의 자치 활동

을 포함한다.

○ 둘째,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지자체가 시민 건강을 위해 먹거리에 주

목하고 적극 개입을 선언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취약계층 먹거리에 관해 한정

된 최소 공적부조로 접근하는 소극적 사회보장’에서 ‘시민 누구나 먹거리 보

장의 대상이라는 적극적 사회보장’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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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센터 등 먹거리 관련 사

업을 개별 사업체로 수행한다. 개별 사업체는 물류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비효

율이 발생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을 통합하고, 지역

의 생산 조직화, 관계형 소비시장 창출, 물류 등을 같은 조직체계에서 수행하

여 사업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 넷째, 지자체 사례는 입지, 연령별 인구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유형

별 구분이 무의미했다. 다만, 선도적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한 지역과 추진이 미

흡한 지역의 차이는 행정 및 실행조직의 정비, 거버넌스의 유무, 먹거리 관련 

사업시설의 연계, 생산 및 소비 조직화 등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지

자체 행정의 의지 및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차

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 다섯째, 프랑스는 2010년 「농업현대화법」에 국가 푸드플랜(PNA)을 선언하고 

지역 푸드플랜(PAT)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우리나라와 큰 차

이이다.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시민들이 농업·농촌 및 토양·물 등 환경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지역의 유기농업과 직거래를 실천하며 정책화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채소류 소비 증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식교육 강화 등의 실천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 

주도로 추진되는 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실행

조직은 별도로 없고 각 주체의 활동 네트워크로 추진된다.  

○ 여섯째,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관련 사업에 시민의 관심과 호응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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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가 다양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지역 푸드플랜의 실

행단위는 기초지자체이고, 행정과 시민이 추진주체이다. 기초지자체는 생산 

조직화, 관계형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사업역량

의 한계를 보완할 인력 육성, 정보 관리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먹거리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제도개선과 예산

편성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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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of and Policy Tasks for Local Food 

Plan

Research Background 

  ○ The local food plan sugges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17 pursues stabilizing the small or medium-sized farming 

sector and promoting regional distribution by efficiently link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cently, along with the declar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food made by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people started to discuss “the public interest of  food.” 

However, as the local food plan and the public interest are not well 

defined, opinions widely differ on how to execute those concepts. 

○ In the meantime, the biggest challenge that the local autonomous 

bodies preparing for the local food plan currently face is to seek 

execution plans suitable for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y 

have different conditions in terms of demography,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t is not possible to apply a uniform 

project to them.  

○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at the local food 

plan is a process of establishing a local distribution circle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of food. Furthermore, it targets to identify policy task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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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food-related 

projects and leading regional governments’ effort for the local food 

plan.  

Research Methodology 

○ Statistical data, preceding literatu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for this study. Also, we entrusted overseas experts to 

write on the relevant subject and listened to opinions  from the 

advisory group consisting of Ha Seung-woo (author of “The Public 

Interest”) Kim So-yeon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Civic Engagement, Kyung Hee University), Oh Mi-ran 

(president of Gender & Community). 

○ Related employees in six local governments were interviewed, and 

more than 200 consumers responded to surveys. In total, 1,222 people 

were interviewed or surveyed for research on the detail of execution 

for food-related programs in the interviewed autonomous bodies and 

residents’ requests.   

○ For a case study in France, we requested Catherine (professor of 

Université de Rennes) and Gilles Marechal to write on the food plan 

in France focusing on its background and execution process and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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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 Firstly, in the course of social campaigns for food, the concept of the  

public interest of food has expanded to include production stability 

and food safety, sustainability, and accessibility. In other words, the 

concept means the conventional idea of food security and further 

citizens’ participation. If food security is the minimum tool to secure 

citizens’ rights and duties, the public interest of food includes free 

activities of participatory democracy, such as citizens'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governance for the expansion of rights. 

○ Secondly, local governments declared their proactive role in public 

health through the ‘declar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food. 

In other words, while their effort for food security covered the 

underprivileged through food aids in the past, they have expanded 

their endeavor into all citizens‘ rights for healthy food.   

○ Thirdly,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s enact ordinances for local 

food,  school or free meal services, etc. to promote the sal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e. Also, they run various corporations, such as 

direct sale stores or school catering services, to execute food-related 

programs. However, such organizations go through inefficiency as 

their logistics systems are different. The local food plan can integrate 

related programs to promote the sale of regional agricultural produce 

and maximize their synergy through organized production and the 

creation of consume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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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ly, concerning relevant cases of local governments, as their 

demography by age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categorization 

by region was not meaningful. However, the gap between the areas 

which initiated the food plan and the others which lacked such effort 

took place because the former had networks among various 

stakeholders for administration, governance, and food facilities, while 

the latter did not.  

○ Fifthly, France is very different from Korea in that it declared the 

national food plan (les plans nationaux d‘actions, PNA) and prepared 

a legal ground to support the local food plan. Its food plan took roots 

as residents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and 

directly traded with organic farmers. And the movement brought 

about outcomes such as increased consumption in vegetables in 

school meals and enhanced food education. Although the food plan in 

France is similar to Korea‘s in that the government initiated it,  

various networks there lead execution without specific organizations 

for implementation.  

○ Sixthly, people‘s interest in food-related businesses can expand the 

market size for the local food plan. The basic unit for the local food 

plan should be low-level local governments, while residents take the 

lead in execution. Also, while low-level autonomous bodies focus on 

organized production and the expansion of related markets,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human resources educ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Meanwhil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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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its energy into areas beyond th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budget planning and  intergovernment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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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

1984년 서울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설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우리 사

회의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해지고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선택 범위를 넘어

서 광역화되고 있다. 먹거리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결부되어 상호연관성과 파급영향이 커졌지만 이를 관리하는 국가 정책은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부처별 특성에 따라 구분되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

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농산물 유통 정책은 도매시장, 수급조정 등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시장 

조성과 육성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수급 및 가격 불안, 먹거리 안전성 불안 등 먹

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체적, 세부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규모

의 생산자는 직거래 방식으로 출구를 찾지만 소량 다품목을 소비하는 먹거리 특성

상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소비자는 생협 등의 조직이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운동

으로 전개하지만 도시지역에 국한되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농협이나 지자

체 주도로 다수 개장되고 있으나 생산조직화, 관계형 시장1) 구축 등이 부족하여 

1)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와 달리, 생산 및 소비 주체가 사전에 수급과 가격을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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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과제 중 (83)지속가

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2)을 제시하였다. 푸드플랜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계성, 직거래의 지속성을 높여 중소농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역 시장의 확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플랜을 로컬푸드의 확산으로 인식한다.3)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경제의 

추구는 기존 규모화·조직화 구축으로 추구한 대량생산·대량유통 체계와 전혀 다

른 농산물 유통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 세계

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푸드플랜의 선진 사례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농업

단체와 시민단체가 직거래 운동을 푸드플랜으로 확장하여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

한 경우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먹거리를 공공적 의제로 제기

하고 있다. ‘우리는 먹거리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제

기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먹거리 공공성’4)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자

체 단위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은 200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다. 

2004년 나주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학교

급식운동의 학교급식 조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로컬푸드) 조례 제정, 지자체가 

출자·설립한 학교 및 공공급식센터 등의 목적사업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이 시민이 먹거리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계약하고 실행하는 시장을 말함. 예를 들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

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생산자에게 지역 학교는 관계형 시장임. 단, 수요자와 공

급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일방적 계약파기가 가능한 경우는 관계형 시장

이라고 볼 수 없음. 

2)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지방분권, 균형발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푸

드플랜’이 등장함.

3)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로컬푸드 확산 3개년(’20∼’22년) 계획. 2019년 6월 발표.

4) 우리 사회의 먹거리 관련 기존 원리를 유지시키는 더불어, ‘만인에게 좋은 사회’로 만들어주는 통합력

에 대해 말하며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재조직하는 철학적 가치로서 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음(신진욱 

20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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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추진한 유기농업, 생협, 학교급식, 로컬푸드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

의 연장선이고, 이 과정에서 먹거리 공공성의 개념이 등장했다고 파악한다. 즉, 먹

거리 공공성을 요구하는 생산자, 소비자 등 ‘시민사회단체’의 실천과 지자체의 적

극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지역 푸드플랜이 등장했고, 중소농의 출하처 

확보, 지역농업과 소비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5)를 만드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규정한다.  

현재 지역 푸드플랜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구성, 농업 생산 및 소비 등의 환

경과 먹거리 운동의 수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의 실천사례와 각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정책추진 과정의 차이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농산물 유통에서 지역 푸드플랜의 가능성을 점검하여 실천단위로서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과제, 정책 수립 단위로서 국가의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현재 푸드플랜이나 먹거리 공공성 등 관련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실천내용에 의견이 분분하고 시행착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1)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유통 순환체계를 구축하

는 과정임을 명확히 밝히고, 2) 지역별 먹거리 관련사업과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

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유통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 먹거리 공공성 확대 과정을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의 연장선에

5)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안)’ “지역 내 먹거리 소비를 통한 자본축적, 먹거리 관련 일자

리 창출, 지역민 교류 활성화 등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농림축산식품부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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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악하고, 푸드플랜의 등장배경과 전국 지자체의 먹거리 관련 사업의 제도적 

기반, 사업 내용 등의 현황 및 실태를 검토한다. 지자체의 먹거리 관련 조례 및 사

업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둘째, 사례 지자체의 푸드플랜 추진 정도를 비교 평가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추

진 전략의 장단점과 특징적인 요소를 분석한다. 지역 입지(농촌형, 도농복합형, 도

시형)별 2개 지자체, 총 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전개된 먹거리 사업 내

용, 시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거쳐 정책 수요와 기대하는 주요 내용 등을 분

석한다.

셋째, 지역 푸드플랜의 해외 사례 중 우리나라에 다수 소개된 프랑스 지역 푸드

플랜의 등장배경과 실천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에서 지역 

푸드플랜의 가능성과 지역 푸드플랜 확대를 위한 기초·광역지자체 및 국가의 정

책과제를 도출한다. 

3. 선행연구 검토 

‘푸드플랜’의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15년 ‘전주푸드 2025 플랜’이 최초이지만, 

푸드플랜이 로컬푸드 확산 개념의 현장 실행전략은 2009년 완주군의 ‘약속 프로

젝트’부터 시작되었다. 

3.1. 지역단위 로컬푸드에 관한 연구6)

로컬푸드 관련 연구는 1) 먹거리의 세계화로 나타난 각국 가족소농의 수익저하

와 소비 측의 먹거리 불안이 연계되므로 로컬푸드 운동이 중요하다는 연구, 2) 시

6) 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선행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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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와 행정이 먹거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를 통해 먹거리와 농업·환경, 가족

소농과 소비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3) 먹거리 관련 사업을 매개로 지역경제 활

성화 등 지역개발 운동으로 추진되는 사례 연구 등이 있다.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는 분야는 농촌사회학, 농업경제학, 농촌지역개발 등 다

양하지만,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표 1-1>. 첫째, 지역 내 유통

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체계가 소농의 유통비용 절감과 얼굴을 아는 ‘관계형 시장’

이므로 지역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로컬푸드가 소

량 다품목 생산 중소농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농민장터, 학교·공공급식 등 관계형 

시장을 통해 소규모 농산가공, 물류 등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선순

환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셋째, 중소농 소득보전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

로 로컬푸드 사업을 도입한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사회경제적 효과를 구체화한다.  

표 1-1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는 분야

분야 관계자 주요 특징

직거래 농업계 다수
· 경제적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성 
· 기존 유통과 비교, 효율성 제시

원산지 정보 식품업계
· 식재료 원산지 정보 제공
· 지역 경쟁우위 지적재산권 보장

Buy Local 지자체
· 소비자의 의식적 소비행위 강조
·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지역연계 사회적경제
· 푸드시스템 주체와 지역의 연계 강화
·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개발 농촌 마을만들기
· 6차산업화 및 마을만들기 연계
· 농업·농촌 혁신과 다부문적 연계

푸드시스템 학계, 사회운동
· 식량안보·소비·영양·보건 관점
· 지역순환경제, 사회·경제·환경 통합

자료: 황영모 외(2016).

윤병선(2009)은 세계 농식품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대안운

동으로 로컬푸드 운동의 성격과 참여 주체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만 로컬푸드

의 실천 사례를 통한 내용보다 로컬푸드 과제에 대한 주체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로컬푸드가 소량다품목 출하가 가능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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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필요하지만 지역 특화된 농업생산방식을 다품목 소량생산체계로 유도한

다는 내용은 비현실적이다.

김영철(2010)은 생산자 주도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사업 등을 사회적기업

이 수행함으로써 시장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소규모 사례를 통해 지역 

전체로 확산에는 정책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생산자만으로 불가능하므로 지역 시

민사회의 협조를 얻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현재 지역 푸드플랜에서 강조하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치, 거버넌스의 개념을 구체화한 연구이다. 

신성식(2013)은 iCOOP생협 경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컬푸드 운동의 기본 가

치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배타성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생협 유통은 지역보다 관계성이 중요하고 그 관계성은 시스템을 통

해 주체 간 구체화된 계약으로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로컬푸드 정책

은 계약이나 의무, 책임 부여가 불분명하므로 행정구역 상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비판하였다.

허남혁 외(2011)는 지역에서 로컬푸드 사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영역을 조

사 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농정 전반의 의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로컬푸드가 

계획적 하향식 정책보다 사회적 협치,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상향식 제

안이 시스템의 지속성에 효과적임을 간과한 한계가 있다.    

배민식(2013)은 완주로컬푸드 직매장 사례 분석을 통해 로컬푸드의 성공요인

을 분석하였다. 중소농 조직화, 예측가능한 관계형 시장, 신뢰 구축 방안, 타지역

과 상품 제휴의 원칙 등 지역 푸드플랜의 핵심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밖에 강성욱(2015)은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 조사를 통해 생산자 조직화를 통

한 가공·관광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안하였고, 김태완(2015)은 생산자

의 경제성, 노동 변화, 지역사회의 이해와 교류, 소비자와 소통, 심리적 성과 등 농

촌사회에서 로컬푸드의 영향 평가와 의의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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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 푸드플랜 연구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지역단위 먹거리 체계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키

기 위한 지자체의 실천 방안 연구가 대부분이다. 내용 면에서는 생산에서부터 소

비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지만, 지역 중소농 조직화, 관계형 시장 조직화, 책임

있는 농산물 안전성 관리, 지역 물류의 통합 체계 등 지역 푸드플랜의 구조는 대동

소이하다. 

정은미 외(2011)는 경남 먹거리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 기초지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별 추진 방향, 추진 주체별 과제, 실천을 위한 소요 예산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허남혁(2015)은 토론토의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 푸드플랜의 

근본적인 목적인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황영모(2015)는 

푸드플랜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분배, 접근, 소비, 조리, 재활용, 거번넌

스’의 순환적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실행을 위한 5가지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다.7)

정은미 외(2016)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생산자, 소비자, 운영주체 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공공

급식으로 확대 등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은미 외(2018a, 2018b, 2018c)는 2018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3개 시군의 

계획수립에 참여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먹거리 관련 사업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먹거리 통합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윤병선(2018)은 서울시 공공급식을 공적 조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

급식과 학교급식의 통합 공급체계, 생산자 조직화,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의 푸

드플랜 사업의 연계 등 해결과제를 제시하였다.8)

7) 김종안 외. 2018.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푸드플랜의 지향과 실천과제.” 선행연구 참조.

8) 김종안 외. 2018.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푸드플랜의 지향과 실천과제.” 선행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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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그동안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소

비라는 개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순환의 기초로서 로컬푸드가 지역 내 각종 

먹거리 사업으로 확장을 지역 푸드플랜으로 인식한다. 기존 연구는 로컬푸드의 

필요성, 지역 내 실천 활동의 방법과 범위,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본 연구는 먹거리 공공성 개념 및 지역 푸드플랜의 구성, 시장 확대 범위를 정의하

고, 전국 및 사례 지자체 분석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의 현 실태를 규명한다. 나아가 

농산물 유통 정책 관점에서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기초 및 광역지자체, 국가의 정

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플랜 정책과 접하게 관련한 ‘먹거리 공공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먹거리 공공성’은 기존 ‘먹거리 보장’의 범위를 넘어 ‘지역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을 시민이 행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시민 참여로 실천’하는 참여 

민주주의로 규정한다.9)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운동으

로 나타난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유기농업, 생협, 로컬푸드),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확장되는 과정을 도출하여 먹거리 공공성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기존 지역 푸드플랜 연구가 단계별 추진 방법과 과제, 실천방식 등에 관한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지역순환 유통을 기초로 하는 농산물 물류의 하부구조와 의

사결정의 상부구조로 개념 정립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 푸드플랜은 지

역경제 선순환 구조(로컬푸드 체계 구축)이라는 하부구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상부구조로 규정한다<그림 1-1>. 

실제 물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하부구조는,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급

식에 국한되어 있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의 범위를 공공급식, 단체급식, 외식업

9) 공공성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시민의 삶을 지속해나갈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가치이다. 다수의 

사람과 두루 연관된 문제라면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공공성의 

논리다(하승우 20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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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으로 확장하여 먹거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반면, 다양한 먹

거리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부구조가 작동될 수 있다. 국가단위 정책부

처 간 칸막이를 없애긴 어렵지만 기초지자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상부구조를 만들 수 있

다. 지역 푸드플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거버넌

스를 구성하여 시민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림 1-1  지역 푸드플랜의 구성과 개념

▸ 상부구조(먹거리 관련 민관 거버넌스): 생산-소비 관련주체의 자기결정권 확립(= 지방자치)

▸ 하부구조(물류 및 유통): 지역 내 유통망 구축(= 로컬푸드 실현)

자료: 정은미 외(2018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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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로컬푸드와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을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로컬푸드는 협의 개념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

서 소비하는 의미이지만, 광의 개념은 물리적 지역 범위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 이외의 요소를 반영한 이해와 배려의 거래’라는 관계를 중시하고 사회적 거

리를 축소하는 개념이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요구(먹거리 

안전성, 가격 안정성, 취약지역·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등)를 먹거리 공공성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관련 사업에 로컬푸드를 확대한 것이 지역 

푸드플랜이다. 

그림 1-2  로컬푸드와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자료: 연구진 작성.

셋째, 기존 연구는 지역단위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사업형태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면, 본 연구는 지역에서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주요 연

구 대상이다. 지역농업이 크게 규모화 생산과 고령농을 포함한 중소농으로 구분

된다고 할 때, 지역 내 먹거리 시장을 로컬푸드로 확대하는 데 지역농업의 두 가지 

형태 모두가 대상이며 기초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성에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생

산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지역 푸드플랜에서 로컬푸드를 강조하면 일부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는 지

역 푸드플랜이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대량유통을 배제한다고 오해한다. 사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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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품목 규모화 생산자는 소량 다품목 소매형 유통에 관심이 적지만, 지역 푸드플

랜에서 다수 중소농의 소매형 상품구색이 정비되고 규모가 확대된 이후에는 규모

화 생산자의 출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농업에서 시장지향적 영역과 로컬푸드 

영역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영역은 생산품목이나 생산규모, 출하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내 유통에서 보완·협력의 기회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그림 1-3>. 

그림 1-3  지역농업의 투트랙 전략 

자료: 정은미 외(2012b: 79). 

4. 연구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먹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이고 농산물 유통경

로 상 지역 내 관계형 시장인 로컬푸드 확대(지역 푸드플랜)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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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조례 및 관련 사업은 지자체가 생산 및 물류, 소비조직화 등을 지원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어린이집, 의료 및 요양시설), 공공기

관 단체급식, 군 급식 등이다.

단,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지자

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일 경우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나 푸드플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국가의 과제도 일부 언급한다.

4.2.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활용한 분석, 계량모형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해외 전문가 원고위탁, 연구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 

검색 등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과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지역 먹거리 관련 조례,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해  국가

법령정보센터, 통계청의 지역별 통계연보 및 경제총조사 등 각종 조사통계를 활

용하였다. 

사례 지자체의 먹거리 관련 사업의 실천내용과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비교하기 

위해 6개 기초지자체 담당부서 직원의 심층면접조사와 각 지자체별 소비자 200명 

이상, 총 1,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조사는 리서치앤리

서치에 위탁하였고 개인의 먹거리 현황, 먹거리 공공성 및 로컬푸드, 지역 푸드플

랜 정책에 대한 설문내용을 구조화하여 개별 면접조사하였다. 

또한 소비자 조사의 개인특성과 먹거리 관련 소비행태, 로컬푸드 인지도 등이 

푸드플랜 및 마을부엌에 참여 의향으로 행동변화를 초래한다는 가설하에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 사례는 프랑스를 선택하였다. 프랑스 푸드플랜은 국내에 다수 소개되었지

만 지역 푸드플랜의 프로그램이 일부 소개되었을 뿐이다. 연구진의 프랑스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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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연구위탁자와 면담을 통해 프랑스 푸드플랜의 등장 배경, 농업정책에서 

위치, 구체적인 사례를 위탁하였다. 위탁연구자는 프랑스 서부 브레타뉴 주 

Lennes(헨느)대학교 농촌사회학 전공 Catherine Darrot 교수와 지역 푸드플랜 컨

설팅을 수행하는 Gilles Marechal이다. 

먹거리 공공성 개념 정립을 위해 공공성의 저자인 하승우, 서울시 먹거리 자문

위원인 경희대 공공대학원 김소연 교수, 젠더와공동체 오미란 대표 등과 연구자

문회의를 수차례 실시하고 사례 지자체 조사 분석 및 소비자 조사표 작성 방안 등

에 대해 자문하였다.

그림 1-4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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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배경과 특성

1.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10)과 공공성 확장 

1.1. 먹거리 지속가능성의 문제  

식품 안전의 관점에서 농업생산과 소비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거리가 멀어진 오늘날, 각종 사회

문제가 되는 먹거리 안전문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명과 직결된 위험으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농업정책에 소비자가 등장한 것은 2004년 ‘농업·농촌 발전계획’

이 시초이다. 농정에서 처음으로 정책 수립단계부터 농업인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농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생산과 소비는 언제 어느 시대에서도 인간사회에 보편적이고 불가결한 경

제행위로서 불가분의 관계이다. 생산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함과 동시에 소비가 

전제되기에 생산이 가능해진다. 생산과 소비는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동기를 부

10) 정은미 외(2011, 2016, 2019a)의 선행연구를 참조함.



20 |

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 생산된 것이 소

비되고 그러므로 다시 생산되는 끝도 없는 순환과정이다. 적어도 오랜 인류사 대

부분의 시대는 천재지변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회라도 이러한 과정이 반

복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규

모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 단위에서 생산과 소비는 균형이 깨지는 경

우가 있다. 소비량의 절반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기반이 

서서히 파괴되고 식생활에 안전문제가 제기되며 먹거리 관련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민의 생명이 걸린 먹거리 문제, 즉 농업 생산과 소비의 바

람직한 관계는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한편, 개별적인 먹거리 소비에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지속가능성에 문

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인 빈곤층과 청소년, 노인의 식생활 

문제이다. 

1.1.1. 먹거리 미보장 현실11)

서울특별시 시민 중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한 먹거리 미보장률

은 10.5%이다. 배고픔을 느끼는 여부를 기준으로 초기(배고픔을 느끼지 못함) 

8.32%, 중간(배고픔을 느낌) 1.99%, 심화(배고픔을 느낌) 0.23%이다. 통계청의 

2014년 서울특별시 가구 추정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먹거리 미보장률은 약 38만

8천 가구, 약 186만 명에 해당한다. 그중 배고픔이 동반될 정도로 심각하게 먹거리

가 부족한 인구는 81,700가구, 22만 9천 명이다.12)

또한, 2014년 서울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식생활형편 조사 결과, ‘한 해 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가끔 또는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한 가구’는 5.64%13)로 지난 

11) 문은숙 외(2016). 

12) 2012∼2014년 국민건강양조사의 먹거리 보장평가를 참조함.

13) 2014년 통계청 추정가구수와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 가구의 평균 동거가족수 2.8명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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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의 4%대의 보합 또는 점진적 증가 추세에서 2014년 5.6%로 증가하였다

<그림 2-1>. 서울시 가구 수와 인구로 환산하면, 먹거리 부족가구는 약 20만 7,660

가구, 먹거리 부족인구는 약 58만 명에 해당한다.

그림 2-1  서울시 먹거리부족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문은숙 외(2016).

표 2-1  식생활 형편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단위: %

먹거리 충분가구 먹거리 부족가구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 섭취

충분한 양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 섭취 못함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 것 부족

자주 먹을 것 부족
(먹거리 결핍층)

비만도
수준

저체중 6.13 5.91 6.95  12.80

비만 23.69 23.88 29.46 26.91

고혈압 16.19 20.84 35.00 40.65

당뇨병 6.20 8.27 15.09 16.16

고지혈증 12.02 12.66 17.01 22.45

뇌졸중 0.82  1.52 4.54 6.25

심근경색 1.67 2.27 5.58 6.37

자료: 문은숙 외(2016); 지역사회건강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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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소비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4)이다.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

사 결과, 먹거리가 양적 또는 질적으로 충분한 시민에 비해 먹거리가 자주 부족한 

먹거리 결핍층의 유병률은 뇌졸중 7.6배, 심근경색 3.8배, 당뇨병 2.6배, 고혈압 2.5

배, 고지혈증 1.9배 높다. 실제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시민

의 건강상태는 먹거리가 충분한 시민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1.1.2. 청(소)년 및 노인의 식생활 문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의 식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아침결식

률은 증감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11년간 평균 26.5%에 이른다. 특히 과일 섭

취가 크게 낮아져 1일 1회 이상 과일을 먹은 청소년은 2005년 32.6%에서 2015년 

22.9%로 9.7%p 감소하였다. 채소와 우유 섭취율도 각각 1.6%p. 2.4%p 감소한 대

신,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4.8%, 28.3%에 이른다<표 2-2>. 결식으로 

인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주로 편의점이나 학교 매점 등에서 패스트푸드, 탄산

음료를 먹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15) 

표 2-2  청소년의 식생활 변화 추이

단위: %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결식 27.1 27.1 25.6 24.4 24.8 26.4 28.5 27.9

과일 32.6 24.7 22.9 20.3 18.7 19.7 22.0 22.9

채소 16.9 17.9 17.9 17.9 17.1 16.6 15.6 15.3

우유 13.4 14.1 13.7 12.5 13.0 12.8 11.0 11.0

패스트푸드 12.1 12.0 11.6 11.5 13.1 15.6 14.8

탄산음료 24.0 24.3 23.2 24.3 25.0 26.0 28.3

주: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 : 안윤숙(2017: 50).

14) 건강사회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 of health)이라고 함.

15) 안윤숙. 2017.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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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건강통계에 나타난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을 살펴보면, 10~20대와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65세 이상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2009년 이후 크게 낮아

지다가 2017년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2-3>. 

10대 이후의 식생활은 식사 준비시간 여유나 경제적 요인 이외 사회적 요인으

로 결식 등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영양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세대이므로 

각 세대별 생활리듬에 맞는 먹거리 정책이 필요하다.

표 2-3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세 8.2 4.9 11.4 9.3 5.9 12.7 7.4 5.4 8.5

3~5세 7.4 7.0 6.0 7.6 5.9 4.8 5.7 7.1 4.0

6~11세 7.9 7.5 4.3 7.3 4.1 3.5 4.8 4.9 8.4

12~18세 21.9 15.6 14.9 17.0 15.9 15.4 16.7 19.8 20.3

19~29세 19.2 14.8 15.4 17.1 13.3 12.4 13.1 17.3 20.0

30~49세 11.9 8.1 9.3 10.3 7.5 7.9 8.5 11.6 12.6

50~64세 9.1 5.7 5.9 8.0 3.1 3.3 3.9 4.3 8.6

65세 이상 22.6 14.7 17.0 15.6 8.5 8.3 8.3 6.9 14.5

자료: 보건복지부(2019). 국민건강통계.

1.2.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

  우리나라 먹거리 운동은 산업화 경제정책과 병행하여 나타났다. 1970년대 이

후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요구했다. 값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가격이 

낮아야 하므로 이중곡가제 및 수매제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고 한편 행정력

을 동원하여 쌀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수확 품종을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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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의 변천

자료: 연구진 작성.

1.2.1. 1970∼80년대 유기농업운동 

1970년대 식량 증산을 위한 다수확 품종 보급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등 다투

입농법의 보급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당시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 행정

력을 동원하여 보급하는 과정에서 품종 선택권을 최소화하거나 다수확 품종의 지

역 할당 등 억압적인 정책수행에 반발한 생산자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발생한 

것이 유기농업운동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초기 유기농업운동은 반정부 활동으로 오인받거나 그

럴 가능성이 높았고 이들 생산자는 판매를 위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 유기농업의 

가치를 교육하며 거래하였다. 주요 소비자는 종교단체 회원이었고, 수확철이나 

계절 행사, 월 2~4회 부정기적 일회성 판매였다. 따라서 취급 품목도 신선채소류

는 일부이고 곡류나 농산가공품 등 저장성 있는 품목에 국한되었다. 

당시는 조직화되지 않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이므로 거래의 지속성이 담

보되지 않았다. 생산자 주도 직거래이므로 상품 다양성이 크게 부족한 이유도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

문에 소비 확대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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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산자는 유기농산물 판매를 위해 일반농산물 유통과 차별성이 필요했

다. 유기농업 생산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소비자에게 생산현장

을 공개하고 생산 과정의 어려움과 극복 방식 등 생산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

해 소비자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즉, 소비자가 권리로 인식하는 농산물 선택이 생

산자의 생활과 직결되며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적

극적이었다. 

이처럼 유기농업운동에서 생산자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채택

한 것이 도농교류였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음으로서 판매활동의 지속성을 높이

는 방식으로 유효함을 알게 되었다. 농산물 직거래에서 소비자와 신뢰 관계 구축

은 거래의 지속성과 다른 농산물 유통과 차별성을 갖는 요인이다. 

1.2.2. 1990∼2000년대 생협운동

1990년대 이후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 주도에서 

소비자조직인 생활협동조합(이후 생협)으로 전환되었다. 1987년 이후 시민운동이 

성장하고 농산물 시장의 개방 압력으로 나타난 수입농산물에 대한 중산층의 저항 

등 정치경제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에 농업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먹거

리 문제를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 곧 생협운동이다.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는 유통마진 축소를 의미하는 직거래 개념에 생산

자와 소비자의 상생의 관계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유기농업운동으로 촉

발된 도농생산의 개념을 확장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

의 생활을’이란 한살림 생협의 슬로건을 전국 생협이 공유하였다. 생협 직거래에

서 중시된 것은 상품의 품질과 함께 생산자와 관계이다. 생산자가 재생산 가능한 

농업경영을 유지해야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생산자가 생산에 전념하도록 소비자는 생산계약 및 선급금을 지급하고, 생산자와 

함께 생산 및 가격안정 기금 등을 마련하여 천재지변,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자의 

피해, 생산 위험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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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경제사업이 확대되면서 생산자를 전속 출하자로 계

열화하거나 신뢰 관계 구축의 핵심 요소인 도농교류가 소비자 조합원 대비 규모가 

축소되고 안전성 확인도 인증제도 등 제도적인 장치로 바뀌었다. 생협 경제사업

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생산-소비의 관계는 직접 대면보다 시스템으로 대체되었

다. 다만, 아직도 대부분의 생협이 도시지역에 집중되다보니 지방 소비자에게 생

협에 대한 접근성이 멀다는 사실은 생협운동의 한계이다.

1.2.3. 로컬푸드 운동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푸드의 대안으로 짧은 유통(Shot Supply 

Chain: SSC)인 로컬푸드가 논의되고 실천되었다. 세계화가 초래한 소규모 가족농

의 붕괴, 먹거리 불안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소비지가 가까운 지역농업과 연대·

상생하는 사례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이후 생협운동의 약점을 보완하며 지역농업과 연대하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북 완주군, 충남 

홍성군 등에서 지자체가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역농업을 재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 내 유통망을 복원하여 중소규모 생

산자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 안전·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운동이

다. 로컬푸드가 지향하는 방식은 지역 농업과 환경의 관계성을 고려하고 중소규

모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지역순환경제 체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균형이 심하다. 로컬푸드의 지역 범위를 물리적 거리라고 생각하면 

지역의 공급량은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품목

별 수급이 가능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 이외에 신뢰, 지속적인 관계성을 

갖으며 ‘국산 농산물 우선 사용’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로컬푸드는 단순히 대량유통과 상반된 개념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가 거래의 적극적인 주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생산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소비자가 적절히 보상하는 거래 방식을 인지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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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로컬푸드는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행위가 본래 서로 상

생 관계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이 활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결국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2012년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으로 확대하

는 정책이 수행되었고 2015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이나 학교급

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등의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분산 진행되었고 지역에 일괄적

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방식과 각 사

업별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 내 물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1.2.4. 지역 푸드플랜

2015년 전주푸드 2025 플랜, 2017년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계기로 지역 푸

드플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이 등장하였다. 

지역 푸드플랜은 로컬푸드를 지역 먹거리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지

역 시민 먹거리에 관련된 소매업, 외식업, 각종 급식(단체급식, 학교급식, 공공급

식 등)에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이용하려는 지역 시민 운동이다. 물론 농림축산

식품부의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 등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사업인가, 시민

운동인가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 주도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민의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으로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지역 푸드플랜은 앞으로의 추진과제이다. 지역마다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가 

있지만,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민의 참여와 예산 및 조직을 동반한 

행정력의 유무가 사업 추진의 핵심이다. 행정과 민간의 협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의 실천활동이 추진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

련의 과정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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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먹거리 운동에 나타난 먹거리 공공성 개념

공공성16)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에 따라 개념의 범주가 다르다.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해결방식은 자본주의 발전단계나 그에 따른 현실 정치

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먹거리 공공성은 우리 사회의 먹거리 운동 과정

에서 개념과 내용이 확대되었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은 자각한 시민 주체 및 시민사

회의 성장과 함께 확대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기초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먹

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먹거리 운동으로 나타났다.

표 2-4  우리나라 먹거리 운동에 나타난 먹거리 공공성

1970~80년대
유기농업운동

1990~2010년
생협운동

2000~2017년
로컬푸드 운동

2015년 이후
지역 푸드플랜

시대 배경 농산물 제값받기 안전한 먹거리 확보 
지역자원 유출 심각, 농촌 
고령화로 지역 소멸

먹거리를 통한 지역순환형 
경제 확대

선도주체 생산자 조직된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기초지
자체

기초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지역범위 직거래(전국) 직거래(전국)
기초지자체(타 지역 제휴
상품 취급)

기초지자체(타 지역 제휴상
품 취급)

거래대상
직거래 생산자와 소
비자간 상거래

생협이 선별한 생산
자와 소비자 조합원

지역(생산자단체 포함)이 
교육·선별한 생산자와 
(지역 내외)소비자

지역(생산자단체 포함)이 교
육·선별한 생산자와 (지역 
내외)소비자

거래방식
생산자가 소비자를 
찾아감

생협이 품목별 생산
자 조직화, 계열화

중소농 조직화를 통해 상
품 다양화, 로컬푸드 직매
장, 학교급식 등에 지역산 
유통 확대

중소농 조직화로 상품 다양
화, 직매장, 학교 및 공공급
식에 지역산 확대 등 지역 생
산·소비 연계 강화

공공성
실현 내용

먹거리 생산 안정성 
(가격 및 수급)

먹거리 안전성 
(생산자·소비자 간 
신뢰 구축으로 실현)

먹거리 지속성
(먹거리가 지역 사회, 경
제, 문화, 생태계 등과 연
관된 사실 인지)

먹거리 접근성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차
별 없이 접근 가능) 

자료 : 연구진 작성.

16) 공공성이란,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성질로서, 어떤 실

체가 아니라 사생활이나 사적인 것(the private)과 구분되는 공동체의common, 공동의public, 널

리 공개된open 성질을 가리킴(하승우 20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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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먹거리 공공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표 2-4>. 첫째, 유기농업 생산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찾아가 판매하게 된 이유는 ‘농산물 제값받기’의 일환이

었다. 당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해 중소농은 농업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유기농산물은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유기농업 운동은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바라는 생산자 주도로 직거래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먹거리 공공

성의 화두는 공급측면의 안정성이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생협 운동에서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며 조직

화하였고, 전국적으로 유기농 생산자를 조직화·계열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주요 경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 공공성의 화두는 안전성이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로컬푸드 운동은 먹거리를 생산자나 소비자 개인의 문제

를 넘어 지역과 먹거리의 지속성 문제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농촌은 

지역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소멸 위기에 빠진 반면, 도시는 핵가족화로 개인이 분

절되고 그 결과 식생활이 부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먹거리를 지역 사회, 문화, 

경제, 생태계와 연결된 문제로 돌아보게 했다. 완주군의 중소농 조직화 및 상품 다

양화를 주도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유통으로도 경제성 실현이 가능하고, 지

역 유통이 먹거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유효한 방법임을 증명했다. 이 시기 먹거

리 공공성의 화두는 지속성이다.

넷째, 지역 푸드플랜은 로컬푸드를 지역 먹거리 전체로 확장하여 지역순환형 

생산과 소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지역 시민이면 사회적, 경제적, 지역

적 구분 없이 지역 먹거리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시민 참여

가 결부되었다. 이 시기 먹거리 공공성의 화두는 접근성이다.

먹거리 운동 과정에서 먹거리 공공성 개념은 생산 안정성에서 시작하여 먹거리 

안전성, 먹거리 지속성, 먹거리 접근성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이 4가지 개념은 먹

거리 공공성의 주요한 요소이지만 이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주체의 

관점이다. 생산자, 소비자, 행정 등이 제 역할을 분명히 알고 협력해야만 주요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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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민(생산자와 소비자)은 농업인구 중 80%

인 중소농이 재생산 가능한 적정 가격을 수취할 수 있어야 농업 및 농촌사회가 유

지되고, 건강한 식생활의 원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주체의 관점에서 먹거리 공공성은, “지역이나 계층에 차별 없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 및 요청)과 행정(지원)이 협력하여 생산, 유

통, 가공, 소비에 참여한다”로 정의할 수 있다. 시민과 행정은 각각 다음 역할을 수

행한다. 1) 시민은 먹거리 정책(생산∼소비)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여하고, 2)행정은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지역경

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인적·물적 인프라 재편)한다. 

먹거리 공공성 개념은 기존 먹거리 보장 개념에 시민의 참여를 포함한다<표 

2-5, 표 2-6>. 즉, 먹거리 보장이 ‘시민의 의무와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라면, 먹거리 공공성은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 및 행정의 협

치’라는 참여 민주주의 자치 활동을 포함한다.17) 시민 참여, 시민 자치, 시민 네트워

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먹거리 공공성은 생산자, 소비자, 행정 등 어느 주체 일방적 주도로 추진될 수 

없기에 다양한 먹거리 주체인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및 행정과 협치가 필요

하다. 지역 푸드플랜은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

17) “국가 통치에서 과제는 (...) ‘사회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에 부과해왔던 무게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통치가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기 통치’의 실천이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

에 걸쳐 있다. 하나는 능동적인 개인에 의한 ‘자기 통치’이다. 개인이 자신의 고용 가능성과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생활의 보장을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려 노력한다면, 그만큼 국가의 재정적 비용은 

줄어든다. 다른 한 가지 차원은 커뮤니티나 조합 등 중간단체의 의한 ‘자기 통치’, 즉 ‘자치’이다. 커

뮤니티는 사회국가의 비인칭적이고 강제적인 연대를 대신하여, 보다 인칭적이고 자발적인 연대, 즉 

추상적인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얼굴이 보이는’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커뮤니티의 

자기 통치(자치)는 국가의 집권적·권위적 ·획일적 통치와는 달리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확실한 연대 감각을 부여한다. 시장에서 개인의 자기 노력·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 자

신의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이론적으로는 극과 극에 위치한다고 간주되어온 

이 두 사상은 개인의 삶에서도 통치의 전략에서도 굳게 결합되어 있다(사이토 준이치 2009: 

93-94).



제2장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배경과 특성 | 31

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18)가 먹거리 

공공성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표 2-5  먹거리 보장의 유형과 의미

구분 의미 내용 보장수준

접근성
누가 먹거리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보편성 : 공평한 접근보장
안정성 : 지속가능한 접근
존엄성 : 수용가능한 접근 개인·가구 

단위 보장
지역 사회
보장

적절성
어느 수준에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가?

적정성 : 양, 영양의 적절
안전성 : 안전한 먹거리
선택가능성 : 개인 기호 충족

지속가능성
어떤 방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지역사회 지지체계
지역 먹거리체계 구축

자료: 김흥주 외(2012: 468-499). 

표 2-6  먹거리 보장 및 공공성 개념 비교

(먹거리) 보장 (먹거리) 공공성

용어 Security  Public interest 

목적
(의무, 책임 등의 규제를 통한 최소한) 시민 
권리 확보

기본적으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시민 참여로 규칙 제
정,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최대한) 시민 권리 확대

사업방식 행정(국가, 지자체) 주도 관리  시민(요구, 참여)·행정(지원사업) 협치

추진방법 (생산, 가공 사업체) 의무 강화
먹거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 제안 및 참
여로 정책 구체화(참여 민주주의 포함)

자료: 연구진 작성.

18) 거버넌스는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으로 번역되며, 다양한 행

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함. 거버넌스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인 계층적 통제에 의한 일방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

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 증진,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경영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

하는 것임. 즉,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국정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변화된 통치 

방식을 의미함(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1911035: 

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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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푸드플랜 등장 배경19)

2.1. 이윤추구 농산업과 먹거리 불안 

농산물 상품화가 진전되고 도시적 생활양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

자는 가격 이외에 농산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 농산물의 거

래 동기는 생활과 생명의 유지, 즉 인간 생존에 관계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생산자

와 소비자는 가격과 수요·공급의 관계로 작용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말

한 “사회관계가 경제 시스템 속에 매몰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 결과, 생산자(농업인, 기업인)가 비용 절감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도입한 생

산방법은 인간 필수품인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에서 단일 작물의 규모화에 화학농법 사용이나 유통과정의 

장기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 자외선 또는 방사선 살균이다.

그림 2-3  이윤추구 농업이 초래하는 현상

자료: 정은미 외(2019a: 137).

19) 정은미 외(2019a)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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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의 농업으로 농정 변화

우리나라 농업은 1990년대까지 노동력 및 후계자, 경영인력 부족 등의 농업인

의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먹거리의 안전성, 농업·농촌 수요 

다양화 등 소비의 문제가 농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등은 먹거리 안전, 향토음식, 체험·관광 

등에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 정책이다<그림 2-4>. 

농산물 소비는 양적 소비에서 질적 소비로 전환 중이다. 소비자는 건강을 위한 

식품, 안전한 식품 소비를 중시하며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확대하는 추세이다. 또

한 농산물 소비에서도 가성비를 높이려는 노력이 점차 거세지고, 정보 및 통신의 

발달로 농산물 유통에서도 직거래 선호 주체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윤리적 소

비라는 상품의 가치 소비도 등장하였다. 농정도 생산 및 유통 정책에 소비행태 변

화를 반영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2-4  ‘국민의 농업’으로 농정 변화

자료: 정은미 외(2019a: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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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취약계층 복지 약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도 경제 저성장기에 진입하였다. 경제저성장

기에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투자 위험도 높아지고 구조조정 필요성도 커지

며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 시기 사회적 화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복지를 중

심으로 공생, 상생이 논의되기 시작한다<그림 2-5>. 

‘먹거리는 도로나 전기처럼 누구나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의 하

나’20)라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실제 해외 푸드플랜 사례 중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비롯하여 지역 내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의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

은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림 2-5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정은미 외(2012a: 160).

20) 완주군(2018. 11. 15.). 완주군민 먹거리헌장 선언문 중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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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소농 및 고령농 대책

2018년 농림어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5.0%에 불과하다. 1990년대 이후 농정은 

전업농, 농업법인을 지원하는 농업 구조개선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규모화된 전업

농은 소수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80% 이상은 중소농, 고령농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농촌지역은 지방소멸론이 등장하였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

다. 농업인의 소득은 정부 보조금(재정 지출)인 이전소득보다 농업 및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농가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 

고령농은 지역에서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지만 마땅한 판로가 없어 소득향상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완주군이 2008년부터 실행하는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경제순환의 매개 역

할을 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이윤이 지

역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생산자는 그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상품으로 소비자 수

요를 만족시킨다. 생산자는 출하처를 변경하면서 경비를 절감하고, 소량 및 비규

격품의 판매도 가능하면서 상품화율이 높아져 농업소득이 증가하고, 생산자의 소

득 증가로 인한 지역 내 소비지출 증가, 로컬푸드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선순환

에 기여한다.

3. 농산물 유통정책에서 지역 푸드플랜의 위치

3.1. 농산물 유통정책에 로컬푸드 등장21)

농산물 유통 정책은 1991년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이후 산지 유통과 도

21) 농림축산식품부(2015) 및 정은미 외(2016: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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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유통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원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22) 1990년

대 이후 농산물 유통정책의 큰 틀은 여전히 산지 유통 강화 및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대량유통에 초점이 있지만, 일부 직거래를 유통정책에 도입했다. 1998년 

농협의 도소매 기능 강화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확대, 2008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

화, 농산물 사이버거래 추진, 2013년  로컬푸드 직매장,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참

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3)에서 대안 유통경

로 확산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구체화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

책은 5개 추진 방안24)을 설정하고 각각의 유통경로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표 2-7>. 이 중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협동조합 계열화 유통, 수

급관리 체계화 등의 정책목표는 대량생산·대량유통의 시장 조성 사업인 반면, 직

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은 로컬푸드에 해당된다. 당시 농산물 유통 정책의 핵

심은 규모화·조직화 정책을 통한 시장 조성 및 육성이다. 다만, 직거래는 기존 유

통경로를 견제하는 대안 유통경로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발전계획｣ 중 로

컬푸드 정책을 포함25)시켰고,  2015년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표 2-7>. 이는 농산물 유통에서 처음으로 대

량유통이 아닌, 지역유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26)

22) 1980년대까지는 소비지 도소매 유통정책을 상공부가 관할함으로써 산지 유통과 도소매유통이 이

원화 체계였음.

23) 관계부처 합동. 2013. 5. 27. 발표 자료. 출처: 농식품부>>정책홍보>>정책분야별 자료

24) 5개 추진 방안은,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3)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4) 수급관리 체계화, 5)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 등임. 

25) 발전계획 5개 주요 목표 중 하나인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의 5개 추진과제 중 ‘지역

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에 로컬푸드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생산자 조직과 연계한 로컬푸드 모델 

구축을 목표로, 1)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 2)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3) 로컬푸드 유통시스

템 구축, 4) 지역 로컬푸드 협의회 구성을 통해 교육·홍보 및 대량수요처 구매 활성화, 5)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임(신정훈 의원실 2014: 50). 

26)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경비 지원, 지역농산물 인증,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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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013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내용

구분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생산자단체 
통한 유통계열화

수급관리 체계화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주요 
내용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
·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거래 안전성 제고
· 공영도매시장 기능 재정비 및 

시설현대화
· 도매시장 파렛트 유통 활성화

· 산지, 도매, 소매 
단계별 생산자단체 
역할 확대

· 축산물 도축·가공·
유통 일관시스템 확립

·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상황 
예측력 강화

· 국내 비축 확대를 통한 단기수급
불안 대응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유도

· 주요 품목별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 직거래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
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정책
목표 

규모화·조직화 정책을 통한 시장 조성 및 육성 로컬푸드 확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5. 27.). 

3.2. 지역 푸드플랜 정책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과제 ‘(83) 지속가

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제기하였다. 농림축

산식품부는 2018년 선도지자체 9개 지역27), 2019년 선도지자체 25개 지역28)을 

선정,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푸드플랜 패키

운영 등임. 이 법에서 말하는 로컬푸드의 지역 범위는 시·군 단위 지자체를 말함. 로컬이라는 지역 범

위는 반경거리의 의미가 있지만 지자체 지원 등을 고려함. 단, 구색갖춤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타 지역과 제휴 가능함을 명시함. “정부는 매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6).

27) 농촌형 2(충남 청양, 전남 해남), 도농복합형 4(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

군), 도시형 2(서울 서대문, 대전 유성)이며 광역형 1(충남)임. 

28) 경기 6(부천, 수원, 용인, 이천, 평택, 포천-연천), 충북 1(괴산), 충남 2(서산, 부여), 대전 1(대덕

구), 전북 4(익산, 남원, 김제, 부안), 전남 3(담양, 순천, 장성), 경북 2(구미, 안동), 경남 3(거창, 김

해, 진주), 광역 3지역(부산, 전남, 제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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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원사업’과 지자체별 전담 자문가(FD)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역 푸드

플랜 수립 9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12개 사업(농식품부 10개, 농진청 2개)에 5

년간(2019∼23년) 국비 404억 원 지원 예정이다<표 2-8, 2-9>. 

표 2-8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사업

지원연도 사 업 명

’19년 ~
(7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APC), 직매장설치교육홍보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신활력플러스),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20년 ~
(5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제조가공지원, 6차산업화지원),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
성화지원(지역네트워크구축),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농진청),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농진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019. 6.).

표 2-9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 및 규모

단위: 억 원

지역명 화성시 세종시 청양군 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나주시 해남군 상주시

예산(국고) 93 19 22 33 46 7 74 46 6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019. 6.).

지역 푸드플랜을 로컬푸드 확산으로 인식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7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TF)을 구성하여 공공급식(혁신도시 공공기관, 접

경지 군대 급식)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29) 또한, 2019

년 6월,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2-10>. 

29) 공공급식은 적정 가격으로 연중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하는 대량 수요처(식재료 연간 약 7조 원)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함.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2016. 1. 14. 발

효)으로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이 가능해졌고,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제도화하여 실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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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푸드플랜 추진에 시민 참여 확대, 민관 거버넌스 적극 활용, 둘째, 중소 가

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로컬푸드 기반은 중소농임을 분명히 

하고,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 먹거리로서 공공영역에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및 확대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이 계획은 2013년 농산물 유통 개선 종합대책의 ‘로컬푸드 확산’에서 지

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중소가족농의 조직화 등 선언적 추진방법을 말하지만 국

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구분이 모호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한계가 있다. 

표 2-10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확산 3개년(’20∼’22년) 계획

추진과제 세부과제 추진 방안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①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②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③ 대국민 로컬푸드 인식 제고

- 시민사회 참여 확대,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 푸드플랜 수립 지원, 먹거리 계획 협약 및 패키지 지원, 
로컬푸드 가격지표 마련

- ‘로컬푸드 지수’ 개발‧운영, 핵심콘텐츠 제작‧홍보, 
‘로컬푸드서포터즈’ 지원

중소가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①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해 월급 받는 
농업인 육성 

② 로컬푸드 기반 가공산업 활성화
③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

- 중소농 중심 조직화‧교육, 연중 기획생산 매뉴얼 구축, 
광역단위 연계 공급

- 공동체 기반/지역농산물 활용 식품 가공 활성화, 로컬 
및 가공식품 판로 확대 

- 사전 안전‧품질관리 지원,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정부·
지자체 인증 참여 유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먹거리

①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지역 먹거리 
소비체계  

②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먹거리 확대 

③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 혁신도시 공공기관/군대 급식 로컬푸드 확대, 공공부문 
성과 분석, 물류체계 구축

- 학교급식/사회복지시설 등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도시형 먹거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역 외식업과 연계,  

직매장 확충 및 기능 다양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019. 6.).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 확대가 의미하는 유통체계는 지역통합물류

센터30)를 경유하는 직거래이다<그림 2-6>. 기존 농산물 유통단계는 생산농가가 

도매시장과 소매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착했다면, 로컬푸드 유통단계는 생산

30) 제4장 및 제6장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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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지역통합물류센터를 통해 지역 내외 소비처에 

공급하는 구조로 유통단계가 2단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림 2-6  기존 농산물 유통과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유통단계

<기존 농산물 유통 단계>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유통단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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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제도·사업 실태와 과제

1. 먹거리 기본권 선언과 지역 푸드플랜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행정 영역에서 시민 먹거리에 관해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먹거리 관련 안전성, 안정성, 접근성 등을 지자체 

행정이 본연의 업무로 인식하고 관여하며 먹거리 공공성을 확장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 시민운동의 성과이다.

2017년 6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시작으로 전북 완주군(2018년 

11월), 경기도(2019년 1월), 전남 나주시(2019년 5월)가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하

였다. 또한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상남도, 전남 장성군은 푸드플랜 비전 선

언 및 발표로 지역 푸드플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표 3-1>.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부터 생산과 소비의 연계, 적극적인 사회보장을 지자체의 의무로 

말하고 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세부 정책 범위는 지자체의 특

성과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표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내용

은 ‘취약계층 지원’ 및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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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국민’이 먹거리 기본권의 정책의 대상이고 지자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

한 관련 거버넌스 구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표 3-1  지자체별 먹거리 기본권 및 지역 푸드플랜 선언의 주요 내용

지자체 관련 명칭 선언일시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 먹거리 기본권 2017. 6. 20.
시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말아야 하
는 권리

전북 완주군 완주군 먹거리 헌장 2018. 11. 15. 군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경기도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2019. 1. 30.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나이, 성별,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남 나주시 시민 먹거리 기본권 2019. 5. 17.
나이, 성별, 경제·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건강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전북 전주시
전주푸드 2025 
플랜

2015. 11. 17. 시민은 당연히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함.

경기 수원시
수원시 푸드플랜 
비전

2018. 11. 9.
‘안전한 먹거리’, ‘상생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따뜻한 먹
거리’

경상남도
경남 먹거리 2030 
혁신전략

2019. 9. 10.
공공먹거리 공급 확대기반 마련’, ‘대도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 단계별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보
장’, ‘전담부서 설치 및 통합적 실행체계 구축’ 

전남 장성군
장성군 푸드플랜 
비전

2019. 9. 19.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권리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2  지자체별 먹거리 기본권 및 지역 푸드플랜 선언의 주요 정책

지자체

주요 정책 범위

취약계층 
지원

안전성 
관리

노인·아동
급식 지원

식생활
교육

중소 농가
지원

통합 먹거리
체계 구축

조례 제정
거버넌스 

구축

서울특별시 ● ● ● ● ● ● ●

전북 완주군 ● ● ● ● ● ●

경기도 ● ● ● ● ● ● ●

전남 나주시 ● ● ● ● ●

전북 전주시 ● ● ● ●

전남 장성군 ● ● ● ● ●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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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

지자체 단위 전국 최초로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 및 발표한 서울특별시는 ‘시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한 먹거리에 접

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말아야 하는 권리’로 먹거리 기본권을 규정하고, 먹거리 기

본권 보장을 위한 5가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표 3-3>.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식재료 확대, 취약계층의 먹거

리에 관심,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시민 참여 먹거리체

계 구축 등이다.

표 3-3  서울특별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먹거리 
기본권 정의

￭ 시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말아야 하는 권리

마스터 플랜

￭ 아동·어르신 시설 친환경 
식재료 확대

- 서울 자치구와 농촌 간 1:1 직거래
- 농촌에서 온 친환경 식재료를 어린이집·복지기관에 공급
- 어린이집, 복지기관에 친환경 식재료 70% 확대 계획(‘20년까지)

￭ 취약계층도 차별 받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 65세 이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임상영양사가 심층 
영양 관리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약 2만 가구 발굴, 식품바우처 지원

￭ 탄산보다 과일을! 더 건강
한 먹거리 환경 조성

- 과일자판기 등의 판매시설 ‘20년까지 총 50개소 설치
- ’맛 태교부터 맛 실버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 평생교육 시작

￭ 먹거리 불안감 해소 위한 안
전감시 시스템 강화

- ‘식중동 예방 진단 시스템’개발 ‘20년까지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등 농·축·수산물 안정성 검사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체
계 구축

- ‘서울시 먹거리 시민 위원회(가칭) 수립’
-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 제정
-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주: 2017년 6월 20일 선언 및 발표한 ‘서울 먹거리 기본권’의 내용을 정리함.

자료: 서울특별시청 내 손 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91201: 2019. 9. 10.).

1.2. 전북 완주군 먹거리 헌장 

완주군은 2018년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 후, 지역 먹거리 공공성 강

화를 위한 완주군의 의지를 먹거리 헌장으로 발표하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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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먹거리 헌장은 “군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차별 

없는 먹거리 시스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 중소 가족농을 배려하는 

선순환 구조, 안전한 먹거리 확보, 기후 변화 대응 및 친환경 농업 생산 환경 조성, 

먹거리 제도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먹거리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에 기

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표 3-4>.

표 3-4  전북 완주군 먹거리 헌장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먹거리 기본권 개념 ￭ 군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7개  정책

￭ 모든 군민이 차별 없는 건강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

￭ 생산, 유통 소비, 폐기와 재활용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체계

￭ 중소 가족농을 배려하는 선순환 구조

￭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안전한 먹거리 정책 시행

￭ 기후 변화에 대응 및 친환경적인 농업 생산 환경 조성

￭ 먹거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의 이행에 따른 먹거리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에 기여 

주: 완주군 ‘완주군 먹거리 헌장’의 내용을 정리함.

자료: 완주군 인터넷 신문(http://www.wanju.go.kr/news/index.wanju: 2019. 9. 10.).

1.3.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는 2018년 8월 민간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몇 차례 먹거리 

정책 토론회 개최 후 경기도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을 발표32)하고 민관 거버

넌스로 정식 출범하였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10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첫째, 시민의 현재 위치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르더라도 시민 

누구나 먹거리를 안전, 신선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농업부문에서 먹거리의 다양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생산기술 개발과 

31) 2018년 11월 15일. 

32) 2019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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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종자 보존, 지역농산물이 공급되는 체계를 만들어 중소농가의 활로, 농촌경

제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셋째, 학교와 지역의 식생활 교육을 내실화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정 식

사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며 소외받는 사람을 위한 주민 상호간 먹거리 나누기를 

적극 지원 등 식생활 교육과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조하였다.

표 3-5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먹거리 기본권 
개념

￭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나이, 성별,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여

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내용

￭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먹거리가 부족하여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 영유아, 어린이, 학생, 임산부,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

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초등·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친환경의 

Non-GMO 식재료, 방사능 걱정 없는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한다.

￭ 먹거리의 다양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과 

전통종자 보존에도 노력한다.

￭ 공공기관, 복지관 등 공공분야를 비록하여 도민에게 우수한 지역농산물이 공급되는 

체계를 만들어 중소농가의 활로를 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

￭ 먹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태환경 보전을 고려하며, 도시지역의 자원 재순환과 공

동체 농업을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학교와 지역의 

식생활 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에서의 식사가 가지는 의미를 소중히 여기며, 소외받는 사람

을 위한 주민 상호간 먹거리 나누기를 적극 지원한다.

￭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먹거리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먹거리위원회」는 도, 도교육청, 도의회, 31개 시·군,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다른 

지역의 지자체, 국가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류 보편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주: 2019년 1월 30일 선언한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의 내용을 정리함.

자료: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https://gfc.gg.go.kr/info/46: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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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도지사 발언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는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저한의 식

생활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안정성과 품질을 갖춘 먹거리여야 한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 질 높은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농촌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 먹거리의 가장 기본은 

농업이며 먹거리 정책에서 농업 영역의 잠재력을 키워 ‘건강한 농촌’을 키울 것”, “경쟁 

측면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잘사는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

민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건강과 농업 지원 정책이 동시에 강화되어 최종소

비단계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KNS 뉴스통신(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23775: 2019. 5. 2.). 

1.4. 지자체의 푸드플랜 선언 

1.4.1. 전북 전주시 ‘전주푸드 2025 플랜’ 선언 

전주시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2014년 관련 전담조직 설립 후 TF팀을 통해 

2015년 11월 17일 ‘전주푸드 2025 플랜’을 선언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6대 전략과제와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6대 전략과제에는 기획생산체계 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립, 시

민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과 복지 확대 등을 포함하는 시민먹거리 접근성 

보장,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확립, 소비자 조직화 및 식농교육 활성화를 포함하는 음식시민 양성, 농업 6차산

업화와 협동경제 육성, 전담부서의 확대 재편 및 재단법인 설치를 포함하는 거버

넌스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1.4.2. 전남 장성군 ‘장성군 푸드플랜 비전’ 

장성군은 2019년 9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권리”

를 ‘푸드플랜 비전 선언’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1) 여건에 관계없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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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취약 계층의 지역먹거리 접근성 확

보와 지역먹거리 중심의 공공급식 조달 체계 구축, 3)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

경 농업 확대, 4) 가족농·여성농·귀농인 등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정착 지원, 5) 제

도적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6) 도시와 농촌

의 상생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장성군 비전에는 기존 중소농의 개념을 가족농, 여성농, 귀농인 등으로 구체화

하고 소량 다품목 기획생산을 위한 역량 강화, 안정적 경영으로 확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1.4.3. 경기도 수원시33) 및 경상남도34) 푸드플랜 선언

경기도 수원시는 2018년 11월 9일 ‘수원 건강먹거리 정책(푸드플랜) 한마당’에

서 ‘푸드플랜 비전’과 지속가능한 건강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4대 핵심가치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먹거리’, ‘상생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따뜻한 먹거리’를 

위해 ‘관계 부서 TF팀 구성’, ‘안심먹거리 위원회 설치’, ‘먹거리 헌장과 기본조례 

제정’, ‘공공급식 통합센터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경상남도는 2019년 9월 10일 ‘경상남도 먹거리 2030 혁신 전략’을 확정·공표하

였다. “먹거리 순환과 보장으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과 경남도

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먹거리 혁신전략이다. 

주요 내용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전문 생산조직 육성을 통한 공공먹거

리 공급 확대기반 마련’, ‘광역 먹거리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한 부산·울산·서울 등 

대도시에 대한 공공급식 플랫폼구축’,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유통·소

비 단계별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전담부서 설치 및 먹

거리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통합적 실행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33) 한국농어민신문(2018. 11. 16.) 기사 참고.

34) 경상남도 보도자료(2019. 9.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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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및 푸드플랜 선언의 의의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및 푸드플랜 선언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먹거리의 안전성, 안정성, 접근성 등을 지자체가 행정의 의

무로 표방한 것이다.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시민 건강을 위해 먹거리에 주목하고 적극 개입을 선언한 것이

다. 단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형(서울, 전주)의 먹거리 기본권은 시민의 소비 관점, 

도농 및 농촌형(완주군, 나주시)의 먹거리 기본권은 시민의 생산과 소비의 연계 관

점이라는 차이는 있다. ‘중소농가지원 및 여성농업인·귀농인 지원’은 도시형(서

울특별시, 전주시)를 제외한 지자체이며, 특히 중소농가 지원이 먹거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둘째, 지금까지 ‘취약계층 먹거리에 관해 한정된 최소 공적부조로 접근하는 소

극적 사회보장’에서 ‘시민 누구나 먹거리 보장의 대상이라는 적극적 사회보장’으

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범위에 ‘안전성 관리’, ‘노

인·아동 급식지원’, ‘식생활 교육’, ‘통합적 먹거리체계 구축’,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역 유통, 소비자 교육,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같은 먹거리 관련 연관 사업이 포함

된다.

셋째,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문제에 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

는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 문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 구축이다. 물론 아직까지 대도시를 제

외하면 시민 조직화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시민 

자치가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 참여가 구체화되어 자

치력을 발휘하면 행정 비용은 줄어든다.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지

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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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제도 및 사업 현황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 시행은, 2004년 전남 나주시의 학

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그 시작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각 지역에서 학

교급식운동으로 시군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구체화되었고, 2012년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2.1.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관련 제도

2019년 10월 기준 법제처에 등록된 전국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관련 

조례는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7개 분야에 645건이 제정되어 있다

<표 3-6>.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전국 총 246건(교육청 조례 제외)으로 전체 로컬

푸드 관련 분야 조례의 38.1%를 차지한다. 그밖에 ‘노인·아동급식(114건)’, ‘식생

활교육(90건)’, ‘로컬푸드(85건)’, ‘소규모 식품가공(69건)’, ‘공공급식(38건)’, ‘푸

드통합지원센터(3건)’ 순이다. 지역별 먹거리 관련 조례는, 경기도가 110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76건), 강원도(57건), 경북(55건), 전북(52건) 등의 순이다<표 

3-7>. 

표 3-6  전국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관련 분야별 조례 현황

단위: 건 수, %

분야 조례 수 비중 분야 조례 수 비중

로컬푸드 85 13.2 식생활교육 90 13.2

소규모 식품가공 69 10.7 노인·아동급식 114 10.7

푸드통합지원센터 3 0.5 공공급식 38 0.5

학교급식 246 38.1 합계 645 38.1

주: 법규명에 따른 분류이며, 일부 법규의 경우 중복이 있을 수 있으며, 교육청 조례는 합계에서 제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참조(www.law.go.kr: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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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전국 지자체별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관련 조례 현황

단위: 건 수

광역·특별시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로컬푸드 85 0 0 1 0 3 1 2 3

소규모 식품가공 69 0 1 0 1 0 0 0 0

푸드통합 지원센터 3 0 0 0 0 0 0 0 0

학교급식 246 26 16 7 10 6 6 0 6

식생활교육 90 10 9 1 8 1 1 1 1

노인·아동급식 114 4 4 6 4 6 4 0 2

공공급식 38 9 0 0 1 0 1 1 0

합계 645 49 30 15 24 16 13 4 12

도 단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로컬푸드 17 3 5 9 14 14 9 3 1

소규모 식품가공 7 11 6 3 3 18 8 10 1

푸드통합 지원센터 1 1 0 0 1 0 0 0 0

학교급식 33 17 12 21 14 27 25 19 1

식생활교육 16 12 7 4 4 8 4 2 1

노인·아동급식 30 11 5 6 12 4 6 10 0

공공급식 6 2 1 5 4 5 3 0 0

합계 110 57 36 48 52 76 55 44 4

주: 법규명에 따른 분류이며, 일부 법규의 경우 중복이 있을 수 있으며, 교육청 조례는 합계에서 제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참조(www.law.go.kr: 2019. 10. 13.).

먹거리 분야별 조례 종류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은 학교급식, 노인·아동급식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강원도, 전남, 경남은 

농가 및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 관련 조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2.1.1. 학교급식 관련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특별시 26건, 전남(27건), 경북(25건), 충남(21건)의 순이다. 그 밖에도 교육청이 

33건을 제정하였다<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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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전국 지자체별 학교급식 관련 조례 현황

단위: 건 수

광역·특별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학교(공공) 급식지원 121 8 8 1 6 3 4 0 4

학교급식 식재료, 식품비 및 
경비 지원

38 0 0 2 3 0 1 0 0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7 0 0 0 0 0 0 0 0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7 17 8 4 1 3 1 0 2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특별
회계 설치·운영

13 0 0 0 0 0 0 0 0

방사능 등 유해물질관리 2 1 0 0 0 0 0 0 0

합계 248 26 16 7 10 6 6 0 6

광역·특별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공공) 급식지원 20 12 8 11 8 3 16 9 0

학교급식 식재료, 식품비 및 
경비 지원

2 3 1 0 5 13 2 6 0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0 0 2 0 0 5 0 0 0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7 2 0 3 1 6 7 4 1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특별
회계 설치·운영

4 1 1 6 1 0 0 0 0

방사능 등 유해물질관리 0 0 0 1 0 0 0 0 0

합계 33 18 12 21 15 27 25 19 1

주: 법규명에 따른 분류이며, 학교급식과 관련된 각 지자체의 조례를 성격에 따라 분류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참조(www.law.go.kr: 2019. 10. 13.).

지자체는 학교 급식 지원이나 식재료·식품비·경비 지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

립 및 운영 등은 다루는 반면, 교육청은 식재료의 품질과 관련된 ‘방사능오염 식재

료 제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관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리’ 등과 학교급식

과 관련한 정보공개 등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학교급

식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등과 관련한 조례는 충남 6건(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경기 4건(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

시), 충북 1건(음성군), 강원 1건(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포함), 전북 1건(완

주군)이 제정되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학교급식에 식재료·식품비·운영경비를 



54 |

광역·특별시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58(7) 0 0 0 0 2(0) 1(1) 1(1) 3(1)2)

로컬푸드(이용) 활성화 4(2) 0 0 1(1) 0 0 0 0 0

로컬푸드매장 설치·운영·관리 5(0) 0 0 0 0 0 0 0 0

로컬푸드 및 지역농산물 공공
급식 지원

14(2) 0 0 0 0 0 0 1(1) 0

(재)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 
종합유통)센터 설립·운영

3(0) 0 0 0 0 1(0) 0 0 0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운영 1(0) 0 0 0 0 0 0 0 0

합계 85(11) 0 0 1(1) 0 3 1(1) 2(2) 3(1)

지자체 비중(%)4) - 0.0 0.0 11.1 0.0 33.3 16.7 100.0 50.0

비롯한 식재료 지원에 중점을 둔 조례이고, 아직까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시설

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소수이다.

2.1.2. 로컬푸드 관련 조례

각 지자체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추진력 확보와 정책 간 연계를 위해 로컬푸

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별로 경기도 17건, 전북·전남 14건의 순으로 제

정되었다<표 3-9>. 단, 경기도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가 

압도적이지만, 매장 설치·운영·관리, 공공급식 지원, 실행조직 설치 등 로컬푸드 

실천을 위한 세부 조례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지자체별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혹은 ‘관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 1개 조

례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컬푸드 육성과 관련 시설물 관리 조례, 공공급식 

지원 등을 2개 조례를 함께 제정한 지자체는 10개, 로컬푸드 관련 3개 조례를 제정

한 지자체는 1개(전북 군산시)에 불과하다. 로컬푸드 관련 4개의 조례는 전북 완

주군이 유일하다<표 3-10>.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 관련 4건의 조례와 로컬푸드 

인증 규칙 등 5개를 근거로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9  전국 지자체별 로컬푸드 관련 조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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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15(0) 0 3(0)3) 5(0) 7(1) 9(1) 8(1) 3(0)3) 1(1)

로컬푸드(이용) 활성화 1(1) 1(0) 0 0 0 1(0) 0 0 0

로컬푸드매장 설치·운영·관리 0 1(0) 1(0) 0 3(0) 0 0 0 0

로컬푸드 및 지역농산물 공공
급식 지원

0 1(1) 1(0) 3(0) 3(0) 4(0) 1(0) 0 0

(재)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 
종합유통)센터 설립·운영

0 0 0 1(0) 1(0) 0 0 0 0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운영 1(0) 0 0 0 0 0 0 0 0

합계 17(1) 3(1) 5 9 14(1) 14(1) 9(1) 3 1(1)

지자체 비중(%)4) 50.0 15.8 41.7 47.1 46.7 47.8 33.3 15.8 33.3

(계속)

주 1) 법규명에 따른 분류이며, ‘로컬푸드’에 ‘지역농산물’도 포함됨.(  ) 안은 광역 지자체 조례 수임.

2)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포함됨.

3)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포함됨.

4) 지자체 비중은 해당 광역·기초지자체 전체 중 하나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비율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참조(www.law.go.kr: 2019. 10. 13.).

표 3-10  각 지자체의 로컬푸드 연관 조례 사례

연관 조례수 지자체수 지자체 관련 조례

4개 조례 1개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재) 로컬푸
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3개 조례 1개 전북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2개 조례 10개

광주 남구, 세종시, 경기 안성시,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전북 김
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영암군,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부여)

주 1) 로컬푸드 관련 각 지자체별 조례 수에 따른 분류임.

    2) 전북 완주군에는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이 관련 법규로 포함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참조(www.law.go.kr: 2019. 10. 13.).

2.1.3.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

전국에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총 69건이며, 전남이 18건으로 가

장 많고 강원도(11건), 경남(10건), 경북(8건) 등의 순이다. 조례 특성상 소규모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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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가공과 관련한 조례는 농가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17.1%), 경북

(14.1%), 강원도(10.1%) 등에서 제정된 비율이 높다<표 3-11>.35) 

표 3-11  전국 지자체별 소규모 식품가공 관련 조례 현황

단위: 건 수

광역·특별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농가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69 0 1 0 1 0 0 0 0

도 단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7 11 6 3 3 18 8 10 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참조(www.law.go.kr: 2019. 10. 13.).

2.1.4. 노인·아동 급식 관련 조례

노인·아동 급식 관련 조례는 경기도가 30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12건), 강원

(11건), 경남(10건) 순이다<표 3-12>. 

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다양하지만, 노인과 아동을 함께 고려하여 노인·아

동 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북 11개 시군(고창군, 김제시, 남원

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이다.

35)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8년 기준 행정구역별 농가인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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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전국 지자체별 노인·아동 급식 관련 조례 현황

단위: 건 수

광역·특별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아동급식(비) 지원 75 3 3 5 1 5 2 0 2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14 1 1 0 2 0 1 0 0

결식아동 급식 지원 3 0 0 0 1 0 1 0 0

아동급식 소계 92 4 4 5 4 5 4 0 2

노인급식 지원 9 0 0 0 0 0 0 0 0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2 0 0 1 0 1 0 0 0

노인급식 소계 11 0 0 1 0 1 0 0 0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11 0 0 0 0 0 0 0 0

합계 114 4 4 6 4 6 4 0 2

도 단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동급식(비) 지원 24 6 5 4 0 4 4 7 0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2 3 0 1 1 0 2 0 0

결식아동 급식 지원 1 0 0 0 0 0 0 0 0

아동급식 소계 27 9 5 5 1 4 6 7 0

노인급식 지원 3 2 0 1 0 0 0 3 0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0 0 0 0 0 0 0 0 0

노인급식 소계 3 2 0 1 0 0 0 3 0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0 0 0 0 11 0 0 0 0

합계 30 11 5 6 12 4 6 10 0

주: 각 분야별 법규명에 따른 분류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참조(www.law.go.kr: 2019. 10. 13.).

2.2.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실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산 식재료 

사용을 우선하는 로컬푸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품목군별로 다품목 소량 발주하는 학교

급식의 특성으로 인해 관리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전국 6개 광역지자체, 83개 기초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운영 형태는 농협조공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위탁이 일반적

이며 일부 지자체가 직영하기도 한다<표 3-13,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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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센터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이유는, 수익 추구보다 지역경제 순

환, 신뢰 등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므로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센

터를 직영하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연간 부담액은 강원 횡성군 2억 4천만 원, 

충남 홍성군 1억 3천만 원, 전북 완주군 10억 원이다. 

반면, 위탁형은 학교급식을 일반 업체와 동일시하므로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최

저가 입찰이므로 위탁업체는 지역 농산물 구매보다 도매시장에서 일괄구매하거

나 판매 수수료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36)

표 3-1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유형

단위: 건 수

운영지자체 사업 유형

광역
기초

지자체
운영
비율

센터가 전 업무
(전처리, 소분, 배송)

업체(소분, 전처리), 
센터(배송)

센터(소분, 전처리), 
업체(배송)

센터가 일련과정의 
관리만 수행

서울 1 6 26.9 7

부산 3 17.6

광주 2 33.3 2

울산 1 16.7

세종 1 100.0 1

경기 1 12 40.6 3 8

강원 4 21.1 3 1

충북 1 8.3 1

충남 1 12 81.3 2 8 3

전북 13 86.7 10 4 1

전남 5 21.7 2 2 1 2

경북 1 22 95.8 26 18 10 5

경남 2 10.5 2 1

제주 1 33.3 1

전국 6 83 36.3 45 34 15 21

주 1) 운영지자체 중 안양·군포·의왕시(과천시 추가 예정)와 논산·계룡시는 공동운영함.

    2) 사업 유형별 분류는 공급 식재료 부류별로 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으로 산정함.

자료: 한국농식품유통공사(2018).

36) “충남 아산시 학교급식센터가 39개교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면서 개당 20원씩 수수료를 붙여 

판매했다. 공급 우유 개수는 228만 4,757개, 수수료만 약 4,57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들

뉴스 보도자료(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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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자체 학교급식센터 운영 형태

구분 직영형 통합위탁형 부분위탁형

물류

형태
지자체가 급식업무 (출하자 선
정, 물류 기능) 직접 수행

지자체가 물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유통·물류시설 지닌 단체에 위탁계약
(농협 조공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자료: 한국농식품유통공사(2018).

강원 횡성, 충남 홍성, 전북 완주는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며 학

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례이다. 급식 예산은 지

자체와 교육청이 부담37)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조달과 물류를 주도

한다<표 3-14>. 

지자체 직영의 경우도 식재료 공급은, 완주군은 지역 농가로부터 직접 조달받

지만 홍성군, 횡성군은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수집하여 공

급한다<그림 3-2>. 반면, 위탁형 학교급식센터는 일부 품목만 자체 조달이고 그 

밖의 품목은 입찰 시스템으로 개별 공급된다. 각 학교에 품목군별 배송차량이 매

일 최소 2~5대가 출입하며, 이 때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급식비에서 공제되므로 결

국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그림 3-3>.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센터는, 지자체가 인력, 예산, 안전성 등 행정이 직접 지역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농의 소량 다품목 출하를 조정하고 재편하는 기획생산

의 토대 마련에 용이하다. 또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중소농의 생산 조직

화를 분담하고 행정은 이를 토대로 로컬푸드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즉, 학교급식

센터 운영으로 전개되는 중소농의 소량 다품목 기획생산이 지역농업의 판로 개척

37) 지자체는 식재료 비용을, 교육청은 급식 관련 운영 및 인건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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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되고, 학교급식 배송과 생산농가의 순회수집 등 지역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순환경제의 토대가 되는 인

적·물적 인프라의 확보이다. 

표 3-14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센터 비교

강원 횡성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개시년도 2013. 3 2014. 3. 
2014. 2. 공공급식
2015. 3. 학교급식

센터 유형 직영 직영 공공형 재단법인

공급품목 전 품목 전 품목 전 품목

급식 대상 46개교/ 4,203명 39개교/ 12,000명 35개교/ 12,000명

연간매출 및
지역산 비중 

24.2억 원(횡성 22.5%, 강원
산 25.7%)

73.9억 원(홍성 67.4%, 친환
경 64.9%)

66억 원(완주 73.9%, 전북 
19.1%, 친환경 55%)

근무인력 총 6명, 배송 위탁 총 8명, 배송 위탁 총 34명, 직접 배송

생산자 수수료 7% 8.5% 5∼10%

지자체 지원 2.4억 원 1.3억 원 10억 원

공급업체
· 센터가 공급업체 선정, 10곳 

중 4개 영농법인이 농산물, 
농산가공품 공급 

· 센터가 공급업체 선정
· 친환경 전문 영농법인, 마을

기업을 공급업체로 지정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협
업으로 생산자 발굴 및 지역
산 물품 조달 

특징
· 행정 : 수발주, 정책
· 위탁 : 창고, 물류(배송)

· 기획생산, 수급조정, 상품 개
발에 관여 

· 공공급식 공동추진

주: 지자체 지원은 센터 운영 인건비·운영비임.

자료: 정은미 외(2016: 54)를 보완함.

그림 3-2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센터의 운영 방식

                   강원 횡성군 ·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자료: 정은미 외(2016: 53)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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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자체 위탁 학교급식 운영 방식

자료: 정은미 외(2019b).

2.3.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태38)

2012년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직

거래 활성화 사업)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대되었다. 전국 로

컬푸드 직매장은 252개소에 연간 4348억 원39)의 판매 실적이 있다. 

정부 지원 직매장은 121개,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직매장은 131개이고, 운영

주체는 농축협 173개소, 생산자단체 55개,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 등이 24개소이

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51개소, 강원 17개소, 충청 55개소, 경상 57

개소, 전라 69개소, 제주 3개소 등이다<표 3-15>.

  

38) 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참조 및 보완.

39) 직매장 수는 2019년 8월, 연간 판매실적은 2018년 12월말 기준임(aT 유통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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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및 운영 주체

직매장 수 지원형태 운영주체 지역별

252개
정부 지원 121개
지자체 지원 131개

농축협  173개
생산자단체 55개
지자체  재단법인 24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1개
강원 17개   충청 55개
경상 57개   전라 69개   제주 3개

자료: aT 유통기획부. 2019년 8월 현재.

운영주체별 로컬푸드 직매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3-16>.

첫째, 지역농헙의 경우, 직매장을 도입한 이유는 기존 소매업장 시설 확충을 목

적으로 하는 경우부터 중소규모 고령농의 판로 확대라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운영

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운영방식은 기존 소매사업(하나로마트)의 공간 일부에 

로컬푸드 매대를 설치하는 숍인숍(shop in shop) 형태가 대부분이다. 단, 지역농협 

로컬푸드 추진 주체의 목표의식이나 생산자 조직화를 보는 입장에 따라 직매장 운

영에 편차가 크다. 

둘째, 지자체 개설하고 운영은 법인 또는 생산단체 위탁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

자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의 시설을 보조하고 민간이 판매장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

는 경우이다. 민간 운영주체는 지자체 출자 재단법인(나주, 화성), 영농조합법인

(안성), 농업회사법인(세종, 순천), 지역농협(광주 광산구) 등이다. 지자체가 개설

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기존 소매업이 없는 단독 직매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

비지에서 먼 곳에 위치할수록 매출액이 적어 인건비를 상쇄하기 어려운 로컬푸드 

직매장은 폐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가 개설을 지원한 직매장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활동 외에도 레스토랑, 

카페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생산자-소비자 교류 공간으로도 제공하기도 한다. 다

만, 아직 생산자-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이 시기별 외부에서 진행되다보니 쇼핑 중 

쉼터 역할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도시지역은 지역 농산물 외에도 지역 중소기

업 상품의 전시·판매 등에 이용하기도 한다.

셋째, 생산자단체가 개설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규모 단독 직매장 형태이고 

1990년대 생산자주도형 농산물 직거래와 거의 유사하다. 직매장 운영에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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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신선농산물의 구색갖춤이 일반 소매점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고 가공식품의 

상품구색도 일부에 불과하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매형태이지만 구색갖춤이 부

족하고 결품 시 생산자 대응력이 낮아 소비자의 기대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회원

의 농산물 판매를 주 목적으로 결성된 생산자단체이므로 상품 구색갖춤을 통해 직

매장의 소매를 강화한다는 측면보다 생산자단체 회원의 홍보성 안테나숍, 물류 

거점, 생산자 회원의 교류 장소로서 역할이 크다. 

표 3-16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방식 

유형
상품구색 타지역

농산물
제휴

전반적
상품
구색

관계성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

할인
판매

안전성 
규제신선 가공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개설 및
운영

도시형 ◎ ○ ○ ◎ ◎ △ △ × ○

농촌형 ○ △ ○ ○ ◎ × × ○ ×

무인판매 △ × × △ ○ × × × ×

생산자
단체

도시형 △ △ ○ △ ◎ × × × ○

농촌형 △ × × △ ◎ × × ○ ×

농협
도시형 ◎ △ ○ ○ ○ △ △ × ×

농촌형 △ × ○ △ ○ × × × ×

주 1) 상품구색 신선 : ◎ 매우 다양, ○ 비교적 다양 △ 일부 상품, × 거의 없음

    2) 상품구색 가공 : ◎ 매우 다양, ○ 비교적 다양 △ 일부 상품, × 거의 없음

    3) 소비자교류 프로그램 : ◎ 연 5회 이상, ○ 연 3∼5회 △ 연 1∼2회, × 거의 없음

    4) 관계성 생산자: ◎매우 강함(직매장 출자), ○비교적 강함(약정서 작성) △ 조합원 

    5) 관계성 소비자: ◎매우 강함(출자), ○비교적 강함(교육이수) △ 회원가입, × 구매만

    6) 타지역 농산물 제휴, 할인 행사, 안전성 규제(제초제 사용) : ○ 있음. × 없음

자료: 정은미 외(2016: 64).

2.4. 지자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제도 및 사업의 과제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관련 조례는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 사업에 지역 농산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과 육성 의지를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생산자에게 판로 확대라는 경제성 충

족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다보니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도 개별 사업체로 

존재한다. 개별 사업체는 물류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출하 생산자는 소량의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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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의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고 그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형 조례의 필요성이다. 로컬푸드 관련 사업은 생산과 소비의 연계가 

중요하고 상품구색을 위해 소규모 가공이 활성화되어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도 개별 조례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는 통합형 조례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 내 다양한 공공영역 진출의 필요성이다. 아직까지 지자체의 지역농

산물 이용 촉진 사업 형태는 학교급식센터나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에 국한되어 있

다.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사업체는 소매업, 외식업 등 민간 사업체를 제외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급식, 복지급식 등 시민의 먹거리에 영향을 

주는 많은 공공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소비와 지역 농산물 공급을 연계하여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

이 필요하고 각 사업이 생산 조직화와 물류, 분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시너

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자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의 주요 이슈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에 관여하는 이유는 먹거리 공공성 실현 

때문이다. 지자체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무로 인식하고, 이는 시민 

참여로 추진된다.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운

영방식, 농산물 취급범위, 사업범위 등 3가지 문제로 나타난다.

3.1.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의 운영 방식 

먹거리 관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수행해 온 역할이다. 다만,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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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그 업무를 민간 기업이나 외부 단체 및 개인 등에 위

탁한 뒤 감독하는 민간 위탁 방식이었다. 

사실 국가 공공서비스를 비롯하여 상당수가 민간 기업이 위탁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간 위탁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찬

성 의견도 있지만, 먹거리 공공성이 영리사업으로 대체된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

견도 있다. 중요한 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와 그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

정절차가 일방적 의사결정 대신 공적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40) 

최저가 공개입찰이나 공론의 장 없이 결정되는 방식으로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을 직영하는 경우는 일부 지역의 학

교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그치고 있다. 먹거리 관련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급식, 복지급식을 비롯하여 의료·요양·복지시설 

등 다양하므로, 향후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가 구축된 이후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먹거리 사업을 직영하는 경우 공공성 확장 측면이나 정책 및 지원체

계 일원화, 먹거리 관련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초기 운영비 부담과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비용이 증가하기 쉽고, 전문성 있

는 인력확보가 어려워 행정지원에 지속적 의존 경향 등 단점도 있다<표 3-17>. 

표 3-17  먹거리 관련 사업에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직영 위탁

장점
▪ 공공성 확장, 정책 및 지원체계 일원화
▪ 먹거리 관련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용이 

▪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 발휘 용이
▪ 오랜 기간 충분한 경험 축적

단점

▪ 초기 운영비 부담, 효율성과 공공성 갈등
▪ 역량 있는 인력확보 어려움
▪ 공공관리의 경직성으로 비용 증가 
▪ 행정지원에 지속적 의존 경향

▪ 최저가 입찰로 품질, 만족도 저하
▪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관심 낮음
▪ 관리운영, 비용 등 정보 공개 어려움
▪ 시장 일괄구매 선호, 지역산 이용 저조

자료: 연구진 작성,

40) 하승우. 2014.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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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산물 취급 범위 

안전한 농산물을 취급하려는 입장에서 친환경농산물(지역 외 포함)과 지역 농

식품 중 어느 쪽을 우선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2004년 이후 학교급식운동

에서 친환경농산물 취급을 우선하는 정책과 2010년 이후 로컬푸드가 확산되면서 

지역 농식품을 우선 취급하는 정책이 상충하는 경우이다<표 3-18>. 

특히 학교급식센터에 친환경농업인단체가 공급 위탁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농

산물과 차별성을 부각하고 우선 선택받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사실 협소한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친환경 농가의 유일한 활로가 학교급식 공급이었다. 다만 

학교급식 공급에 타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지역 농산물보다 우선 선택되는 것은 시

민의 협의를 통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지역 농식품을 우선 취급한다는 것은 단순 수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

역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며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역 

농식품 우선 이용은 지역순환 경제의 핵심 요소이고, 관계형 시장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며 제초제나 농약 사용을 줄여가는 것이 목표이다. 

표 3-18  농산물 취급 범위의 장단점

친환경농산물 우선 취급 지역 농식품 전체 취급

장점

▪ 이미 조직화된 농가, 농산물 중심
▪ 친환경 농업 전환 촉진 용이
▪ 도 보조금 집행 등 관련기관 경험 축적
▪ 일반농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촉진
▪ 소비자, 시민 농업가치 공감대 확보

▪ 농가참여 확장 및 수혜대상 확대
▪ 지역의 전체 먹거리 체계 공감대 형성
▪ 사회적 제 주체 참여 확대
▪ 농가 가공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 친환경 농가, 품목 확대 기회 제고

단점

▪ 일반 농가 출하 제한, 가공 활성화 어려움
▪ 지역에서 전품목 취급 불가, 타지 구매 
▪ 학교 배송에 품목군 분리 운행 등 불편 초래
▪ 정책, 지원, 시스템 통합의 미흡
▪ 향후 지역 푸드플랜 준비과정 지연

▪ 초기 운영비 증가(안전성, 추가관리)
▪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안전성관리 장비, 관리 인

력 등 비용 증가
▪ 직원의 전문역량 필요
▪ 일반 농산물 공급확대 우려

자료: 정은미 외(2018b: 75)를 가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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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범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

을 현재와 같이 분리하여 개별 운영할 것인가, 또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하여 실천할 것인가의 과제이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이 소규모이더라도 생산조직화, 수집 및 분산을 위

한 배송, 소포장 등에 전문적인 필수 고정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이나 직매장 등 각 사업별 개별 추진은 안정적인 사업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역 전체 먹거리체계를 고려할 경우 농가 조직화나 물류에 비효

율성이 나타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표 3-19>. 

반면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의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

행할 경우, 개별 사업 추진보다 인력 및 물류에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간 실행조직의 역량 확보나 초기 운영비 부담 등 행정지원에 의존하

는 단점도 나타난다. 결국 사업범위 설정은 각 지자체의 인력 및 인프라 역량과 실

정에 맞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표 3-19  먹거리 관련 사업의 개별 추진과 통합 추진의 장단점

개별 추진(학교급식만 수행, 다른 사업과 분리) 학교급식과 먹거리 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

장점

▪ 시민사회단체, 공급조직의 노력
▪ 농가조직화, 공급체계 구축
▪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 오랜 기간 충분한 경험 축적
▪ 농가 + 공급업체 간 신뢰
▪ 안정된 사업체계 가능

▪ 학교, 공공급식, 직거래 등 확장성
▪ 다양한 사업에 생산자, 소비 주체 참여 확장
▪ 사업영역의 확장, 군민 전체에게 수혜
▪ 공공성과 효율성 동시 도모
▪ 지자체의 공공성 확장: 정책 및 지원체계
▪ 사업관련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용이

단점

▪ 지역 전체 먹거리체계 구축 어려움
▪ 생산자의 전면적 참여 불가
▪ 농가의 연중 생산(방학 중 판매) 어려움
▪ 정책의 부분적 연계(통합지원 한계)
▪ 한정된 수요로 농가조직화 어려움
▪ 공급업체 추가사업 발굴 노력 필요

▪ 농가조직화, 생산체계 구축에 시간 소요
▪ 단기간 실행조직의 역량 확보 어려움
▪ 초기 운영비 부담, 효율성과 공공성 갈등
▪ 역량 있는 인력확보 어려움
▪ 행정지원에 지속적 의존 경향
▪ 관련조직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필요

자료: 정은미 외(2018b: 75)를 가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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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 
추진 실태와 과제

1. 사례 지자체 현황

지역 푸드플랜 사례 지자체는, 2000년 이후 친환경농업 및 로컬푸드 정책을 수

행하였거나 2018년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표 4-1>. 

지역 유형은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 비율로 나누었다. 도시형은 대전 유성구와 

경기도 광주시, 도농복합형은 전북 완주군과 전남 나주시이며, 농촌형은 수도권

과 지방을 비교하기 위해 충남 청양군과 경기 양평군을 선정했다. 다만, 도농복합

형과 농촌형은 농업인구로 구분이 확연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사례 지역별 유형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지역 현황을 몇 가지 기준을 비교하

여 살펴보았다. 첫째, 지자체 먹거리 관련 예산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 복지 등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둘째, 지역 먹거리 소비시장 중 공공시장의 비율을 비교하였

다.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

인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급식과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단체급식, 공공시설의 식음료 등을 먹거리 공공시장으로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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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례 지자체의 선정 이유와 특성

농업인구
비율(%)

선정 이유 특성

도시형

대전 
유성구

5.3
▪ 2014년 로컬푸드 담당 전담부서 신설
▪ 2015년 도시형 로컬푸드 정책 수행
▪ 2018년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교육여건 좋은 
대도시

경기 
광주시

2.9 ▪ 2019년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중
자연환경 좋은 
수도권 도시

도농
복합형

전북 
완주군

20.9
▪ 2009년부터 로컬푸드 정책 추진
▪ 2018년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농공단지 발달한 
중소도시

전남 
나주시

21.7
▪ 2007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2015년 전담부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 2018년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농업 발달한 
중소도시

농촌형

경기 
양평군

23.2
▪ 2003년 친환경유통센터(양평공사) 학교급식(양평, 

경기, 서울) 공급
▪ 2005년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수도권 농촌

충남 
청양군

32.6
▪ 2013년 직거래, 로컬푸드 사업 추진
▪ 2015년 전담 부서 신설
▪ 2018년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비수도권 농촌

자료: 연구진 작성.

1.1. 도시형

대전 유성구는 교육여건 좋아 20~30대 비중이 높은 대도시인 반면, 경기도 광

주시는 농업인구는 3%에 불과하지만 50대 이후 인구 비율이 높은 전원도시이다

<표 4-2>.41)  

두 지자체 모두 먹거리 관련 예산은 130억 내외로 비슷하지만, 아동급식과 노인

급식 비중은 대전 유성구 49%, 경기 광주시 27%이고, 학교급식은 각각 46%, 63%

로 차이가 있다. 복지 및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의 먹거리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면 

대전 유성구는 53%인 반면, 경기 광주시는 30%이다<표 4-3>. 이처럼 두 지자체

의 인구 수는 비슷하지만 먹거리 공공시장의 소비 구조는 큰 차이가 있다.

41)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대전 광역시 7.4%, 경기 광주시 11.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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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도시형 지자체 현황 및 먹거리 공공시장 비교

대전 유성구 경기 광주시

인구 수(65세 이상 인구 비율) 343,222명(7.4%) 363,782명(11.8%)

농가인구(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18,147명(5.3%) 10,508명(2.9%)

지역 내 총 소비규모(A) 단위: 천 원         422,340,133   413,470,569 

먹거리 공공시장 규모(B) 단위: 천 원 106,552,948 100.0% 65,081,044 100.0%

학교급식 37,668,318 35.4% 19,654,407 30.2%

아동, 노인,  저소득층 복지   6,945,990 6.5% 4,172,793 6.4%

노인요양시설   2,161,728 2.0% 3,487,212 5.4%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2,735,208 2.6% 2,064,384 3.2%

기업체 등 단체급식 51,868,656 48.7% 33,398,064 51.3%

공공시설 매점       251,242 0.2% 216,895 0.3%

의료시설 급식   4,921,806 4.6% 2,087,289 3.2%

지역 소비 중 공공시장 비율(B/A) 25.2% 15.7%

자료: 소비규모 산정을 위한 통계는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7년 기준)를 이용함. 

표 4-3  도시형 지자체 먹거리 관련 예산 비교

　
대전 유성구 경기 광주시

예산액(천 원) 비중(%) 예산액(천 원) 비중(%)

급식　

학교급식         5,961,082 46.2% 8,265,690 62.6%

공공급식    9,300 0.1% 163,000  1.2%

아동급식         5,669,796 43.9% 3,320,791 25.2%

노인급식    611,436 4.7%       209,850 1.6%

소계 12,249,814 94.9% 11,959,331  90.6%

복지 568,758 4.4% 463,652 3.5%

영양플러스 72,500 0.6% 130,500  1.0%

푸드뱅크 26,000 0.2% 48,000  0.4%

기타 및 기반사업 - - 600,000 4.5%

합계 12,909,572 100.0% 13,201,483  100.0%

복지(복지+아동·노인급식) 6,842,490 53.0% 3,994,293 30.3%

자료: 각 지자체 2019년 예산서 기준.

1.2. 도농복합형

전북 완주군은 농공단지가 발달한 중소도시이며, 전남 나주시는 농업이 발달한 

중소도시로서 특색이 있다. 두 지역 모두 혁신도시가 위치한다<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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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완주군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나 농가인구 비율이 1% 내외로 높지만, 

먹거리 관련 예산 중 복지와 아동·노인급식 비중은 17% 높다. 한편, 먹거리 공공

시장 중 전북 완주군은 단체급식 52%, 학교급식 24%의 순인 반면, 전남 나주시는 

학교급식 31%, 행정기관 급식 17%의 순으로 차이가 있다<표 4-5>. 

표 4-4  도농복합형 지자체 현황 및 먹거리 공공시장 비교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인구 수(65세 이상 인구 비율) 94,444명(20.9%) 113,839명(21.7%)

농가인구(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16,488명(17.5%) 21,132명(18.6%)

지역 내 총 소비규모(D) 단위: 천 원         136,954,444       166,661,854 

먹거리 공공시장 규모 (E) 단위: 천 원 33,717,867 100.0% 27,043,315 100.0%

학교급식 8,005,096 23.7% 8,432,654 31.2%

아동, 노인,  저소득층 복지  1,716,944 5.1%    3,830,136 14.2%

노인요양시설 2,112,480 6.3% 1,270,404 4.7%

공공, 국방, 사회보장  행정 1,466,136 4.3%  4,614,120 17.1%

기업체 등 단체급식 17,571,456 52.1%  4,230,072 15.6%

공공시설 매점      34,014 0.1% 167,669 0.6%

의료시설 급식   2,811,741 8.3%   4,498,260 16.6%

지역 소비 중 공공시장 비율(E/D) 24.6% 16.2%

자료: 소비규모 산정을 위한 통계는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7년 기준)를 이용함. 

표 4-5  도농복합형 지자체 먹거리 관련 예산 비교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예산액(천 원) 비중(%) 예산액(천 원) 비중(%)

급식

학교급식 4,065,837 63.4% 4,169,994 51.3%

마을급식 271,680 4.2% 512,000 6.3%

아동급식 1,012,477  15.8% 1,369,360  16.8%

노인급식 221,600  3.4% 1,730,511 21.3%

소계 5,511,594  85.9% 7,781,865  95.7%

복지 423,667 8.5% 289,965 3.6%

영양플러스 139,200 2.2% 30,000 0.4%

푸드뱅크 28,000 0.4% 27,080 0.3%

기타 및 기반사업 300,000 4.7% - -

합계 6,417,461  100.0% 8,128,910 100.0%

복지 + 아동·노인급식 1,552,744 24.2% 3,389,836 41.7%

자료: 각 지자체 2019년 예산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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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촌형  

경기 양평군은 수도권 농촌, 충남 청양군은 비수도권 농촌으로 비교하였다. 청양군

은 양평군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9%, 농가인구 비율은 2배 가량 높다<표 4-6>. 

표 4-6  농촌형 지자체 현황 및 먹거리 공공시장 비교

경기 양평군 충남 청양군

인구 수(65세 이상 인구 비율) 116,095명(23.2%) 32,296명(32.6%)

농가인구(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16,488명(14.2%) 12,264명(38.0%)

지역 내 총 소비규모(A) 단위: 천 원 144,004,408 55,783,744

먹거리 공공시장 규모 (B) 단위: 천 원  20,760,906 100.0%    5,261,780 100.0%

학교급식 6,803,708 32.8%   1,703,030 32.4%

아동, 노인,  저소득층 복지 1,804,217 8.7%     1,144,094 21.7%

노인요양시설 2,942,244 14.2%       678,456 12.9%

공공, 국방, 사회보장  행정    1,528,128 7.4%    871,416 16.6%

기업체 등 단체급식   6,034,896 29.1%   573,048 10.9%

공공시설 매점      192,020 0.9%       5,284 0.1%

의료시설 급식   1,455,693 7.0%      286,452 5.4%

지역 소비 중 공공시장 비율(B/A) 14.4% 9.4%

자료: 소비규모 산정을 위한 통계는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7년 기준)를 이용함. 

표 4-7  농촌형 지자체 먹거리 예산 비교

　
경기 양평군 충남 청양군

예산액(천 원) 비중(%) 예산액(천 원) 비중(%)

급식　

학교급식        1,263,001 37.1%       74,360 6.5%

공공급식 36,000 1.1% - -

아동급식          934,507 27.4%      572,277 50.0%

노인급식          449,292 13.2%      270,864 23.7%

소계        2,682,800 78.8%      917,501 80.2%

복지          420,418 12.3%      126,593 11.1%

기타 및 기반사업          303,200 8.9%      100,000 8.7%

합계 3,406,418 100.0% 1,144,094  100.0%

복지+아동·노인급식 1,804,217 53.0% 969,734 84.8%

자료: 각 지자체 2019년 예산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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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의 공공시장 규모는 지역 먹거리 소비 규모 중 13~14%로 비슷하지만, 지

역 먹거리 예산 중 복지 및 아동·노인급식의 비중이 양평군은 53%인 데 비해 청양

군은 85%로 큰 차이가 있다<표 4-7>. 

1.4. 지역 특성에 따른 분류 

앞의 6개 지자체 사례를 농업인 인구 비율로 지역별 유형(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을 구분하여 공통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입지(수도권과 비

수도권, 농공단지 중심지와 농업지역 중심지), 연령별 인구 구성(먹거리 공공시장 

수요의 편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을 유형별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 특성에 따른 분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각 지역 여

건과 특성을 독자적인 변수로 두고 6개 사례 지자체를 개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사례 지자체 푸드플랜 추진 실태 비교

사례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태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에 관한 제도 및 조

직, 인적·물적 인프라, 참여주체 등 3개 분야, 8개의 항목을 비교 분석한다. 각 항목

은 전북 완주군이 10년 간 순차적으로 시행한 로컬푸드 정책에 착안하여 선정하

였다<표 4-8>. 

표 4-8  사례 지자체의 푸드플랜 추진 실태 비교 항목

구분 제도 및 조직 물적·인적 인프라 참여주체 종합

주요
내용

· 먹거리 관련 조례
· 행정 및 실행조직
· 거버넌스 

· 먹거리 관련 공공사업 시설
· 중소농 조직화
· 소비 조직화(관계형 시장)

· 참여주체의 관심·참
여 정도

· 지역별 푸드플랜 
실천 정도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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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조례

전북 완주군은 2009년 이후 로컬푸드 생산 조직화, 가공시설, 인증 완료. 학교

공공급식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에 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였다.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조례 10여 종이 연계되어 있다. 2013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직매

장, 시설 등의 지원을 계기로 지역 유통을 준비하게 되었다. 대전 유성구는 2014년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중소농 조직화, 공공급식지원센터 구축, 로컬 인

증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였다<표 4-9>. 

표 4-9  지역 먹거리 관련 조례 정비 현황

조례명
대전

유성구
경기 

광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기 

양평군
충남 

청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 ○ ○ ○ ○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 ○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 ○ △ ○ △

학교급식 지원 ○ ○ △ ○ ○ △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 ○ △ △

아동급식 지원 ○ △ △ ○ ○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 ○ ○ ○ ○

로컬푸드 인증 ○ ○ △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마을만들기 지원) ○ ○ ○ ○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 △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관리 ○ △ △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 ○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

식생활 교육 지원 ○

주: △는 각각 다음과 같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나 2019년까지 제정이 확정된 조례임. 대전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 조례 및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전남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전북 완주군 “ 노

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충남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 2019년 10월 3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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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2015년 로컬푸드 지원 조례 이후, 실행조직 설립, 가공·물류 시

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충남 청양군은 개별 추진한 로컬푸드 관련 조례를 ‘지

역먹거리통합지원 조례’ 제정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반면, 경기 광주시는 로컬푸드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로서 로컬푸드 지원 및 공

공급식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다.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소비 조직화 관련 조례(도

시농업활성화, 식생활 교육 지원 등)가 있지만 아직 연계성은 없다. 경기 양평군은 

2005년 친환경 생산 조직화 및 물류담당 양평공사 설립으로 서울, 경기 및 지역의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품목 다양화를 위한 중소농 조직화, 학교급식 

이외 관계형 시장과 연계성은 낮은 편이다. 로컬푸드 지원 조례는 2018년 제정하였다. 

2.2.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 및 실행조직 

지자체 행정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있는 곳은 완주군, 나

주시, 청양군, 유성구이다<표 4-10>. 푸드플랜 담당부서가 과 단위인 곳은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나주시 먹거리계획과,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등이고 중소농 생산조

직 구축, 가공, 물류,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사업의 연계를 고려하

였다. 팀 단위는 유성구의 마을자치과 내 자치분권팀(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 

및 플랫폼)이고 마을공동체팀과 연계한 먹거리자치를 담당한다. 

경기 광주시는 농정과 내 푸드플랜 팀이 담당한다. 푸드플랜 수립의 초기 단계

에서 농정과의 팀 단위에서 먹거리 전반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연계성을 확보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경기 양평군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팀에서 담당한

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현 양평공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적자 부담을 줄이

기 위해 경영다각화를 꾀하고 있지만, 지역 학교급식 공급 이외에 중소농 조직화

를 통한 품목 다양화, 로컬푸드나 공공급식 등 지역 유통에 접근은 미진한 편이다. 

지역 먹거리 관련 실행조직은 학교급식센터, 가공센터, 로컬푸드협동조합 등 

지역에 개별 사업형태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유성구, 나주시는 로컬푸

드 직매장, 공공급식의 물류를 통합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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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학교급식, 가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의 통합을 

추진 중이며, 청양군은 통합지원센터를 준비 중이다.  

표 4-10  지역 먹거리 관련 행정 및 실행조직 현황

행정조직 실행조직

대전 유성구
일자리추진단 로컬푸드팀
→마을자치과 먹거리자치팀 

(재)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경기 광주시 농업정책과 푸드플랜팀 준비 중

전북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5개팀(푸드플랜, 식품가공, 로
컬푸드, 식품산업, 위생안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농민가공센터, (재)온고
을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센터 →통합 추진 중

전남 나주시
먹거리계획과 4개팀(먹거리정책, 로컬푸드, 
공공급식, 식품가공)

(재)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경기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팀 양평공사

충남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5개팀(공동체기획, 푸드플랜, 
공공급식, 농촌개발, 농촌활력)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자농촌지원센터(가공) → 
“청양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준비 중

자료: 연구진 작성.

2.3. 지역 푸드플랜 관련 거버넌스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4개 지역(유성구, 완주군, 나주시, 청양군)은 지원 조례

에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인 ‘지역 먹거리 위원회’,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

회’를 명시하고 있다<표 4-11>.42)

표 4-11  지역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 활동

거버넌스 형태 주요 활동

대전 
유성구

지역먹거리 위원회
(지역먹거리 통합지원 조례 제4조)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지원사업 선정·분석·평가, 로
컬푸드 관련시설 민간 위탁, 인증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

전남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 정책 아이디어 제공, 소비촉진운동 전개
와 관련 사항

자료: 연구진 작성.

42) 충남 청양군 조례 준비 중(2019년 11월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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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지역 먹거리 관련 계획 수립 및 변경과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

평가를 의결하는 역할이 공통이다. 나아가 대전 유성구는 관련 시설의 민간 위탁

이나 인증 관련 논의, 나주시는 정책 아이디어 제공이나 소비촉진 운동 관련 사항

도 논의한다. 

2.4. 지역 먹거리 관련 사업 시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연계를 실현하는 실행계획이다. 지역 내 생산

과 소비의 연계란, 지역 내 물류, 가공, 유통과 결합을 의미하고 그와 함께 물류 및 

가공시설, 판매시설 등이 필요하다.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유성구, 완주

군, 나주시, 청양군)는 물류 및 가공시설, 판매시설을 구비하고 통합적 운영을 계

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푸드플랜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지자체(경기 광주시, 

양평군)는 로컬푸드 직매장·장터라도 생산자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생산자에게도 

배타적인 운영으로 연계성이 낮은 상태이다<표 4-12>. 

대전 유성구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대전시 영유아 친환경 

급식꾸러미를 공급하고 있다. 가공시설은 도시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취창

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 내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에서 가공도 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공공학교급식센터에서 지역 학교 및 서울 강동구 공공급식에 공

급하고, 농민가공센터 2개소에서 생산자가 직접 가공에 참여한다. 판매시설은 로

컬푸드 직매장 12개소와 농가 레스토랑 4개소를 운영한다. 

전남 나주시는 통합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와 공공기관 단체급식

에 공급하고,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에서 생산자가 직접 가공에 참여한다.

충남 청양군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레스토랑을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물류 및 가공시설은 올해 착공하여 곧 준공 예정이다.

경기 양평군은 2005년부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양평공사)를 통해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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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및 서울시,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공급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단체, 

지역농협에서 각 1개소 운영에 그치고 있다.

표 4-12  지역 먹거리 관련 사업 시설 현황

주요 시설 사업 내용

대전 
유성구

물류시설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 로컬푸드 물류유통 거점 시설(’18. 7.),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위탁 운영
· 직매장, 영유아 친환경 급식꾸러미 공급

가공시설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 · 가공체험, 교육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통합지원센터 내) 소규모 식
품파일럿플랜트

· 로컬푸드 활용한 두부, 간장, 소스류 생산하여 직매장, 
공공급식에 공급

판매시설 로컬푸드 직매장 · 품앗이생협에 직매장 6개소 위탁

경기 
광주시

판매시설
오전리 직거래장터

· 마을주민이 관광지 방문객 대상 판매, 마을주민 이외 지
역 생산자는 참여 불가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 생산자단체 개설, 현재 운영 중단

전북 
완주군

물류시설
(재)온고을로컬푸드공공학
교급식센터

· 학교 및 공공급식, 서울 강동구 공공급식 공급

가공시설 농민가공센터 · 2개소(고산면, 구이면)

판매시설
로컬푸드 직매장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6개(관내 2, 전주 4)
· 지역농협 6개소(관내 5, 전주시 1)

로컬푸드 레스토랑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4개소(직매장 병행)

전남 
나주시

물류시설 (재)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내 공공기관 로컬푸드 납품

가공시설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 · 나주시로컬푸드가공협동조합 위탁 운영

판매시설 로컬푸드 직매장
· (재)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3개소(나주 2, 광주 

1), 지역농협 1개소

경기 
양평군

물류시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양평공사 운영, 양평군 및 서울시 및 경기도 광역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판매시설 로컬푸드 직매장 · 생산자단체 1개소, 지역농협 1개소

충남 
청양군

물류·가공 청양먹거리종합타운 · 물류센터 ’19. 12월, 가공센터 ’20. 5월 준공

판매시설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 · 각 1개소,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위탁 운영

도시직판장(대전 유성구) · 2020년 6월 오픈 예정

자료: 연구진 작성.

2.5. 지역 중소농 조직화

어느 지역이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중소농은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높은 관심도를 나타낸다. 다만, 중소농은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등 판매사업

과 연계되어야 적극적인 조직화가 가능하다. 지자체의 로컬푸드 사업추진이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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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라도, 중소농 교육을 지속하며 로컬푸드 사업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표시

해야 조직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 중인 유성구, 완주군, 나주시, 청양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학교급식 출하 생산자 외에도 가공 생산자를 확보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

매장 1개소 운영에 최소 300명(농가)가 참여해야 300~500품목의 상품 구색을 갖

출 수 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2천 5백 명, 학교급식에 350명, 가공에 

350명 등 3천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표 4-13>. 

양평군은 쌀 500농가, 쌀 이외 품목에 200농가 등 친환경농가를 확보하고 있지

만, 서울시, 경기도 및 지역 친환경 학교급식의 도매형 유통에 참여하며 소량 다품

목을 생산하는 중소농의 참여는 미진한 편이다. 또한 광주시도 200농가 이상 친환

경농업을 실천하지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가는 17명뿐이다. 그

러므로 양평군과 광주시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량 다품목 생산의 중소농 조직화가 필요하다. 

표 4-13  지역 중소농 조직화 현황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학교급식 가공

대전 유성구 로컬푸드 인증 176명(농가), 132품목 
창업 지원 먹거리 연관기업 
10단체, 52명

경기 광주시
현재 참여 35명(농가)
(중소농 교육 이수 200명) 

학교급식출하회 친환경  
17명(농가)

전북 완주군
신선 및 가공식품 약 2,500명
(농가)

350명(농가)
농민가공 350명, 소이푸드 
계약재배 200명, 출자 800명

전남 나주시 430명(농가)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 42명

경기 양평군 350명(농가)
친환경 쌀 500명(농가)
쌀 이외 품목 200명(농가)

충남 청양군 370명(농가) ’20년 5월 가동 준비 중

자료: 연구진 작성.

2.6. 지역 먹거리 소비 조직화

지역 소비의 조직화는 관계형 시장을 말한다. 지역에서 이해관계자의 협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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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은 학교급식, 공공급식, 의료·요양·복지시설 

등 시설의 단체급식, 아동·노인의 복지급식 등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등이다. 

학교급식, 영유아의 공공급식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조는 원활한 편이다. 

그러나, 그 밖의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동 및 노인, 저소득층의 복지급식, 

단체급식 등은 지역 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가 필요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역 내 분산 물류체계 정비 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전북 완주군은 관계형 시장 확대를 통해 연간 678억 원의 지역 먹거리의 소비 

시장을 확보하였다. 경기 양평군은 지역과 서울시,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참여하

며 176억 원, 나주시 연간 48억 원의 지역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는 2020년부터 약 200억 원의 소비 시장 확보가 가능한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공

급을 준비하고 있다<표 4-14>.  

표 4-14  지역 먹거리 소비 조직화 현황

사업종류 취급 규모

대전 
유성구

· 품앗이마을 4개 직매장
· 영유아 친환경급식꾸러미

- 4개 직매장, 연간 62억 원
- 대전시 어린이집, 유치원 450개소 17천 명

경기 
광주시

· 학교급식(’20년부터, 준비 중) 
- 무상급식 29,728명, ’19년 186.5억 원 
- 친환경 40개교, 27,795명, ’19년 13억 원 

전북 
완주군

· 직매장 및 레스토랑
·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 공공기관 단체급식
· 꾸러미(영농조합법인 완주로컬)

- (완주로컬, 지역농협 12개소)연간 600억 원
- 학교 및 공공급식 연간 55억 원
- 공공기관 단체급식 연간 10억 원
- 소비자회원 300가구, 연간 8억 원

전남
나주시

· 로컬푸드 직매장
· 서울 공공급식
· 공공기관 단체급식 

- 직매장 2개소 연간 32억 원 
- 서울 금천구 공공급식 연간 10억 원
- 공공기관 15개 연간 6억 원 

경기
양평군

· 서울, 경기,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
식(양평지방공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 ’17년 176억 원 매출(매출이익율 13%)
- 친환경급식 5.7억 원(서울 1.7억 원, 경기도 33억 원, 양

평 17억 원) 영양플러스 1.3억 원, 양곡 59억 원, 도소매
사업 16.1억 원, 노지채소 49억 원

충남
청양군

·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 학교급식

- 직매장, 레스토랑 ’18년 12억 원
-’18년 무상급식 15.9억 원, 친환경 2.9억 원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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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추진주체의 관심과 참여 

지역 푸드플랜을 실행할 경우 수혜자는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먹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광주시 중소농은 84.4%가 생산자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이며 

로컬푸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43.4%에 이른다.43) 또 다른 조사에서 생

산자의 로컬푸드에 출하 의향은 30대 이하는 100%, 50~60대 80%로 높은 편이고, 

40대는 ‘출하처가 확실히 있다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는다.44) 

소비자는 지역농산물 소비의 장점을, ‘품질’, ‘안전성’, ‘지역경제에 도움’ 순으

로 인지하고 80% 이상이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 유통을 희망한다. 다만, 지역 요식

업소나 각종 단체급식 등의 사업체는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는데 지속적인 공급

이 어렵고 구입하고 싶어도 판매하는 곳이 없거나 높은 가격을 어려운 점으로 말

한다. 사업체는 지역 내 유통을 희망하고 지역산 구매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것

을 알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다.45)

지역 푸드플랜 주체별로 살펴보면, 행정은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여러 주

체 중 가장 적극적이지만, 먹거리 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조직 정비가 이

루어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완주군은 먹거리정책과에 5개팀(푸드플랜팀, 식

품가공팀, 로컬푸드팀, 식품산업팀, 위생안전팀)이 연계되어 있다. 

지역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최소 참여하거나 운영비 증가의 이유로 지

역 푸드플랜 시행 초기에는 비협조적이다. 특히 규모화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지

역농협일수록 중소농의 소량다품목 지역 유통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식

한다(유성구, 광주시, 양평군). 지역 중소농은 판로 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이지만 

43) 2019년 6~7월 조사 결과임. 중소농은 노지 1,000㎡~4,500㎡ 이하, 시설원예(하우스) 1,000㎡~ 

3,000㎡ 이하의 농가를 말하며, 광주시 농업인 1390명, 중소농은 805명(농업인 중 57.9%)명이

고, 이 중 435명이 조사에 응답함. 로컬푸드에 참여 의사이 없는 경우는 70대 이상 고령자(응답자

의 31%)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중소농의 로컬푸드 참여 의향은 높은 편임. 

44) 정은미 외. 2018c. p. 52.

45) 정은미 외. 2018c.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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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품목 규모화 전업농은 소극적으로 관망하고 있다. 지역소비자는 도시형일수

록 적극적이고, 단체 및 공공급식은 품절이 없도록 공급망이 정비되고 행정의 인

센티브가 확실할 경우 참여한다는 의견이다<표 4-15>.46) 

표 4-15  먹거리 관련 주체의 지역 푸드플랜 관심 및 적극성 여부

행정 지역농협
규모화
전업농

중소농
지역

소비자
공공기관
단체급식

(복지,요양)
공공급식

대전 유성구 ○ × △ ◎ ◎ △ ×

경기 광주시 △ × × ◎ ◎ △ ×

전북 완주군 ◎ △ × ◎ ○ ○ ×

전남 나주시 ○ △ × ◎ ○ ○ △

경기 양평군 △ × △ ◎ △ △ ×

충남 청양군 ○ △ △ ◎ △ △ ×

주 : ◎매우 적극적, ○적극적, △소극적(관망 중), × 비협조

자료: 연구진 작성.

2.8. 종합 : 지역 푸드플랜 실천 수준

앞 절에서 살펴본 지역 푸드플랜 실천을 위한 행정조직, 실행조직, 중소농 조직

화, 가공 조직화, 소비 조직화, 거버넌스 구축 등의 7가지 항목과 로컬푸드 인증의 

유무를 포함하여 8가지 항목에 대해 6개 사례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 실천 정도

를 비교하였다<표 4-16>. 

전북 완주군은 10년 동안 로컬푸드 정책을 수행하며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에 

가장 앞서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 유성구, 전남 나주시, 충남 청양군, 경기 광주

시, 경기 양평군의 순이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한 4개 시군(유성, 완주, 나주, 청양)은 로컬푸드 확산을 위

한 통합지원 조례 정비 및 과 단위 행정조직과 실행조직(재단법인)을 구성하거나 

통합 운영 예정이다. 지역 푸드플랜 미수립 2개 시군(경기 광주시, 양평군)도 생산

46) 연구진의 2018~2019년 지역 푸드플랜 관련 연구에서 각 주체별 면담 결과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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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소비자 등 지역 시민의 수요는 크지만, 지역농협, 친환경농가 등 생산자단체

와 협의, 행정조직 정비 등의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다.

표 4-16  지역별 지역 푸드플랜 관련 사업별 실천 정도

행정조직
정비

실행조직
정비

중소농
조직화

소규모 
가공

소비
조직화

로컬푸드 
인증

거버넌스
구축

대전 유성구 ◎ △ ○ ○ △ ○ ○

경기 광주시 △ × △ × △ × ×

전북 완주군 ◎ ◎ ◎ ◎ ○ ◎ ○

전남 나주시 ◎ ○ ○ ○ ○ ○ △

경기 양평군 × × △ × △ × ×

충남 청양군 ◎ ○ ○ ○ △ ○ △

주 1) ◎매우 적극적, ○적극적(계획 포함), △소극적(준비 중). × 실천 없음.

    2) 중소농 조직화는 소량 다품목 생산기획 및 수급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을 말함.

    3) 소규모 가공은 중소농이 농민가공센터 이용 또는 직접 가공이 가능한 기능을 말함.

    4) 소비 조직화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단체급식 등 관계형 시장을 말함.

    5) 경기 광주시, 양평군은 친환경인증이 로컬푸드를 우선하고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사례 지역 다수의 중소농과 소비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의향은 크다. 단, 지

자체 행정이 중소농 및 소비 조직화, 가공, 인증 등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

역 푸드플랜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자체 장의 지역 푸드플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각 지자체는 중소농 및 소비 

조직화, 가공의 필요성 등을 인지시키는 장터나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지역농

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필요하다. 



제4장 주요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 추진 실태와 과제 | 87

3. 지역 시민의 지역 푸드플랜 인식 및 기대 분석 

3.1. 조사 개요

사례 지역 6개 지자체에 층화추출방법으로 각 200명 이상 선정하여, 총 1222명

의 시민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이며 1인 가구와 음식 관련 

자영업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표 4-17>. 

표 4-17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거주
지역

경기 광주시 207 16.9

직업

농업인 159 13.0

경기 양평군 207 16.9 자영업 140 11.5

대전 유성구 203 16.6 화이트칼라 463 37.9

충남 청양군 201 16.4 블루칼라 196 16.0

전북 완주군 203 16.6 학생 36 2.9

전남 나주시 201 16.4 전업주부 214 17.5

남 529 43.3 무직/기타 14 1.1
성별

여 693 56.7

가구
월소득

200만 원 이하 174 14.2

연령

15~29세 147 12.0 201~300만 원 270 22.1

30대 188 15.4 301~400만 원 334 27.3

40대 335 27.4 401~500만 원 269 22.0

50대 327 26.8 501만 원 이상 175 14.3

60대 225 18.4

먹거리
정보
습득
경로

방송 280 22.9

거주
가족수

2명 362 29.6 인터넷 431 35.3

3명 299 24.5 슈퍼마켓/마트 183 15.0

4명 466 38.1 지인 327 26.8

5명 이상 95 7.8 기타 1 0.1

총 계 1,222 100.0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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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사례 지자체별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대전 유성구 경기 광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기 양평군 충남 청양군

세부직업

농업인 0.5 0.0 21.2 16.4 10.1 30.3

자영업 14.8 1.4 18.7 22.4 1.4 10.4

화이트칼라 37.9 57.5 14.3 25.4 78.3 12.4

블루칼라 22.2 7.2 17.7 27.9 3.9 17.9

학생 3.9 4.8 3.0 0.0 2.9 3.0

전업주부 20.7 28.0 23.2 7.5 2.9 22.9

무직/기타 0.0 1.0 2.0 0.5 0.5 3.0

성별
남성 36.9 37.7 47.3 43.3 49.8 44.8

여성 63.1 62.3 52.7 56.7 50.2 55.2

연령

15~29세 12.3 11.1 3.9 13.9 17.9 12.9

30대 15.3 26.6 7.4 8.0 26.1 8.5

40대 31.5 41.5 18.2 22.4 31.9 18.4

50대 28.1 16.4 36.9 31.3 15.0 33.3

60대 12.8 4.3 33.5 24.4 9.2 26.9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56.7%)이 다소 많지만, 연령별로는 정규분포를 이루도

록 하여 40대(27.4%), 50대(26.8%), 60대(18.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가

족수는 4명(38.1%)로 가장 많고, 2명(29.6%), 3명(24.5%)의 순이다. 직업은 사무

직(화이트칼라)이 37.9%로 가장 많고, 학생 및 무직이 3.1%로 가장 적다.

지역에 따라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은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도권(경기 광주시, 양

평군)은 30~40대, 화이트칼라 비중이 높고, 지방(완주군, 나주시, 청양군)는 

50~60대 농업인과 전업주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표 4-18).  개

인이 먹거리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인터넷’이 35.3%로 가장 높고, 지인

(26.8%), 방송(22.9%)의 순으로 영향이 있다. 

3.2. 개인 먹거리 실태 및 인식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가정식의 식사 준비나 상차림에 어려움은 시간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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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준비 시간 부족’ 24.5%, ‘장 볼 시간 없다’ 14%. 귀찮다 13.9%)로 나타났

다<그림 4-1>. 

그림 4-1  가정식 준비 어려움과 품질 인식

가정식 준비 시 어려움 가정식 및 외식 품질 인식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지역별로 나주시와 청양군에서 ‘장을 볼 시간 없음’의 비중이 높은데, 소매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이라고 판단되며, 가족수 2∼3명이거나 40대 미만 

연령대는 요리방법을 모르거나(13%), 음식물쓰레기 문제(10%) 등의 문제도 있다

<표 4-19>. 

한편, 가정식과 외식의 품질에 대해서는, 가정식과 외식을 건강하다고 인식(가

정식 86.4%, 외식 56.4%)하는 비율이 높지만, 외식이 건강하지 못하다(33.9%), 잘 

모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9.8%에 이른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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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가정식 준비 시 어려움

단위: %

구분
식사 준비
시간 부족

식재료 
구입비가 비쌈

장을 볼 
시간이 없음

귀찮음
요리방법을 

모름

지역

경기 광주시 26.8 22.0 9.8 18.0 12.7

대전 유성구 28.1 14.3 15.3 29.1 5.4

전북 완주군 25.6 23.2 10.3 3.4 15.8

전남 나주시 17.4 19.9 21.9 1.5 16.4

경기 양평군 27.1 18.8 8.2 16.9 15.0

충남 청양군 21.9 17.9 18.9 13.9 12.9

연령

15~29세 23.4 10.3 18.6 14.5 23.4

30대 34.0 14.9 11.7 11.7 10.6

40대 30.7 20.3 13.7 12.2 9.9

50대 18.7 25.1 13.1 16.2 12.5

60대 16.4 19.1 14.7 14.2 13.8

가정식, 
외식 비중

가정식 우세 23.0 21.0 14.2 13.3 12.2

동     일 28.2 16.0 13.0 15.3 15.3

외식 우세 31.5 10.8 13.8 16.2 16.9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개인이 식생활 중 먹거리 안전성을 의심하거나 이에 대한 걱정 및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32.2%에 이른다.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스트레스율이 30% 이상인 경

우는 도시(유성구 42.3%, 나주시 41.3%), 전업주부(39.7%), 40대(38.5%) 이상의 

연령, 블루칼라(33.7%), 농업인(33.3%), 학생(3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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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스트레스 유무

단위: %

거의 없다 대체로 없다 대체로 있다 매우 있다
스트레스 있는 

비율

전체 15.1 52.7 27.0 5.2 32.2

지역

경기 광주시 16.4 51.7 28.0 3.9 31.9

대전 유성구 13.3 44.3 37.9 4.4 42.3

전남 나주시 4.0 54.7 21.9 19.4 41.3

전북 완주군 22.2 53.7 22.2 2.0 24.2

경기 양평군 19.3 57.0 21.7 1.9 23.6

충남 청양군 14.9 54.7 30.3 0.0 30.3

직업

농업인 13.2 53.5 25.8 7.5 33.3

자영업 10.0 61.4 26.4 2.1 28.5

화이트칼라 17.9 52.9 24.0 5.2 29.2

블루칼라 14.3 52.0 24.5 9.2 33.7

학생 38.9 30.6 30.6 0.0 30.6

전업주부 11.2 49.1 36.4 3.3 39.7

무직/ 기타 0.0 71.4 28.6 0.0 28.6

연령

15~29세 24.5 52.4 21.1 2.0 23.1

30 대 15.4 59.6 19.1 5.9 25.0

40 대 13.4 48.1 34.0 4.5 38.5

50 대 12.8 53.2 28.7 5.2 33.9

60 대 14.2 53.3 24.4 8.0 32.4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3.3. 먹거리 기본권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먹거리 기본권에 대해 들어보고 내용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7%에 불

과하고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 모르는 경우가 55.7%이다. 그러므로 먹거리 기본

권을 선언한 지자체 사례를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먹거리 기본권이 등장하게 된 이유로는,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47.8%)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 응답자들이 평소 식품 안전성 문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 순으로 시간 없어서 결식(17%), 경제적 이유로 결식

(16.8%), 질병으로 의료비 증가(13.2%)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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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먹거리 기본권 등장 이유와 지자체의 역할
                  단위: %

먹거리 기본권 등장 이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47.8 26.2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역할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31.8%), 경제

적 결식자에게 공급(26.2%)이 비율이 높지만 지역적 차이는 있다. 수도권(경기 광

주시, 양평군)과 도시(유성구)는 국가의 역할이 ‘안정적인 공급’이 다수인 반면, 

나주시나 청양군은 경제적 결식자 지원이 가장 필요하지만 ‘비자발적 결식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순위(나주시 21.4%, 청양군 23.4%)로 조사되었다

<표 4-21>.47) 

표 4-2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단위: %

먹거리 안정적 
공급

경제적 어려운 
사람 예산 지원

먹거리 사업자 
관리 기준 엄격

식사 챙겨먹지 못하는 
사람 예산 지원

 농업인 보호, 
지원

전체 31.8 26.2 20.9 16.0 5.2

지
역

경기 광주시 45.4 19.8 23.7 6.3 4.8

대전 유성구 34.5 26.6 14.3 21.7 3.0

전남 나주시 15.4 45.3 14.4 21.4 3.5

전북 완주군 33.0 19.2 20.7 19.2 7.9

경기 양평군 46.4 20.8 20.8 4.3 7.7

충남 청양군 14.9 25.9 31.8 23.4 4.0

주: 1순위 응답기준.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47) 조사응답자의 직업이, 나주시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자영업이 각각 20% 이상이고, 청양군은 농

업인 30.3%, 전업주부 22.9%로 상대적으로 높다. 두 지역 모두 50대 이상 응답자 비율이 55% 이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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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역할
                  단위: %

먹거리 사업체 
투명 관리

로컬푸드
매장, 장터

지역생산 지역
소비

어려운 사람 
먹거리 제공

공공급식처에 
일반인 이용

소비자 식생활 
교육

전체 26.2 20.6 20.2 18.2 13.1 1.6

지
역

경기 광주시 40.6 18.4 9.2 21.7 7.7 2.4

대전 유성구 21.2 14.3 21.2 14.8 27.6 1.0

전남 나주시 10.9 33.3 19.9 20.4 14.4 1.0

전북 완주군 15.3 28.1 37.4 7.9 8.9 2.5

경기 양평군 36.7 15.0 20.3 20.8 4.8 1.9

충남 청양군 31.8 14.9 13.4 23.4 15.4 1.0

주: 1순위 응답기준.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먹거리 사업체 투명 관리(26.2%), 

직매장·장터 설치(20.6%), 지역 소비량의 지역 생산 기획(20.2%), 경제적 결식자

에게 먹거리 제공(18.2%) 등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실무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표 4-22>. 

그러나 지역별로 유성구 ‘공공기관 단체급식처에서 일반인 이용’(27.6%), 나주

시 ‘로컬푸드 직매장·장터 설치’(33.3%), 완주군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연계

(37.4%)가 1순위이다. 일반인이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을 이용하고 싶지만 지역 요

식업소의 반발에 부딪히며 금지하는 현실에서 로컬푸드 구매처가 소수이므로 불

편하다는 인식이고, 완주군처럼 지역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지자체의 가장 큰 역

할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먹거리 관련 사항의 중요성 인식은, ‘안전 위협 요인을 항상 관리감

독’(8.34점)이 가장 높고, ‘먹거리 소외계층 최소화(8.12점) 및 지원 예산 확대

(7.77점), 가격변동 최소화(7.99점), 국내 농업의 중요도 인식(7.93점) 등이다. 시

민은 농업의 사회적 역할과 먹거리 관련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관련 기관 또는 주체의 중요성은, 식약처(8.29점), 농

식품부(8.19점), 생산자(8.03점), 소비자(7.99점), 보건복지부(7.96점), 교육부

(7.9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단체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보다 국가 기관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한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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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먹거리 관련 사항 및 주체의 중요성 인식

먹거리 관련 사항의 중요성 먹거리 관련 기관·주체의 중요성

주: 10점 척도에 의한 응답임.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3.4. 로컬푸드 인지도 및 정책 수요

응답자의 85.3%가 로컬푸드를 인지하고 있다. 로컬푸드 인지 여부는 경기 광주

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연령이 40대 이후일수록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가 낮은 지역은 경기 광주시, 청양군, 양평군의 순이

다. 이 결과는 직매장 이용 경험도 유사하게 나타난다<표 4-23>.

표 4-23  로컬푸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로컬푸드직매장 

이용 경험매우 잘 안다 어느 정도 안다 들어 본 것 같다 (소계) 잘 모른다

지역

경기 광주시 4.3 39.6 28.0 71.9 28.0 32.9

대전 유성구 7.9 70.0 12.8 90.7 9.4 42.4

전남 나주시 6.5 75.1 8.5 90.1 10.0 68.0

전북 완주군 38.4 53.7 6.4 98.5 1.5 78.0

경기 양평군 13.5 58.9 15.9 88.3 11.6 77.6

충남 청양군 19.4 34.8 17.9 72.1 27.9 53.8

연령

15~29세 6.1 44.9 18.4 69.4 30.6 46.1

30 대 9.6 51.1 20.7 81.4 18.6 51.0

40 대 13.4 61.8 14.9 90.1 9.9 61.6

50 대 19.9 56.6 13.5 90.0 10.1 67.0

60 대 20.4 54.2 10.2 84.8 15.1 61.8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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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응답자의 81%는 로컬푸드 확대, 즉 지역 푸드플랜을 희망한다. 또한, 로

컬푸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혜택은 농사규모가 작은 소농(24.5%), 지역 소비자

(18.6%), 고령농업인(15%)의 순으로 인식한다<그림 4-4>. 이 결과로 미루어보아 

응답자는 지역 푸드플랜 정책이 중점으로 삼아야 할 대상을 중소 고령농과 소비자

로 규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안전성 검사(20%), 중소농 조직화

(18.4%), 장터·직매장 설치(15.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4>. 시민은 로컬

푸드를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안전성 검사 등)를 통해 안전성

이 확보된다면 로컬푸드가 확대될 것이라 인식하고, 중소농의 조직화를 통해 로

컬푸드의 연중 출하를 요구한다. 

그림 4-4  로컬푸드 확대 시 수혜자 및 필요한 정책

단위 : %

로컬푸드 정책의 수혜자 로컬푸드 확대 시 필요 정책

주: 1~3순위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3.5. 지역 푸드플랜 관련 소비자 특성 분석

3.5.1. 분석방법

  설문조사 내용 중 푸드플랜에 참여 의향, 먹거리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 주

도 인식 여부가 지역 푸드플랜 시장 확대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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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과 신뢰도검정을 통해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였다. 

이때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의 적합도는 KMO측도(>0.6), Bartlett 구형성 검

정(p<0.05), 공통성(>0.4), 요인적재값(>0.5), Cronbach’s α값(>0.6)을 검토하였

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추출된 공통요인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4-24>과 같다.

표 4-24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응답자
개인
특성

지역더미48) 대전 유성구(=0)를 기준으로 가변인(Dummy Varibale)화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대 1=“15~29세”, 2=“30대”, 3=“40대”, 4=“50대” 5=“60대”

먹거리
현황

1일 식사 횟수 0=“1일 2식 이하”, 1=“1일 3식”

외식비중 0=“50% 미만”, 1=“50% 이상”

먹거리
인식

안전성 스트레스 0=“없다”, 1=“있다”

예산 확대 인식
먹거리예산 확대 인식 측정 4개 문항 평균값 (KMO측도=0.75, Bartlett’s 
p=.000, 분산설명력=61.7% Cronbach’s α=0.78)

행정 주도 인식
먹거리관련 문제 추진 주체 인식 측정 8개 문항 평균값(KMO측도=0.93, 
Bartlett‘s p=.000, 분산설명력=69.8% Cronbach’s α=0.94)

로컬
푸드

인지도 1=“잘 모른다”, 2=“들어본 것 같다” 3=“어느 정도 안다”, 4=“매우 잘 안다”

직매장 경험 0=“없다”, 1=“있다”

로컬푸드 인식
로컬푸드 인식 측정 10개 문항 평균값 (KMO측도=0.94, Bartlett‘s p=.000, 분
산설명력=62.2% Cronbach’s α=0.93)

푸드
플랜

참여의향
참여의향 측정 7개 문항 평균값 (KMO측도=0.91, Bartlett‘s p=.000, 분산설명
력=75.7% Cronbach’s α=0.95)

마을
부엌

참여의향
참여의향 측정 7개 문항 평균값 (KMO측도=0.91, Bartlett‘s p=.000, 분산설명
력=71.5% Cronbach’s α=0.93)

자료: 연구진 작성.

3.5.2. 분석 내용과 분석 모형

설문 자료에서 개인특성과 먹거리 관련 소비 행태, 로컬푸드 인지도 등이 푸드

48) 응답자 거주지역을 회귀분석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6개 지역을 더미변수화하였으며, 타 지역과의 

특성 비교의 용이성 및 통계값의 안정성을 위해 대전 유성구를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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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과 마을부엌에 참여의향으로 행동 변화를 초래하고, 먹거리 관련 사업을 ‘행

정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 여부가 시장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수립하

였다<그림 4-5>. 

‘푸드플랜 참여 의향’은 로컬푸드 직매장 및 장터 이용, 복지급식 업무에 참여, 

먹거리 교육이나 홍보에 참여, 소비자 교육 참여 등이 포함된다. 마을부엌은 협동

조합,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조리 및 나눔, 봉사활동, 먹거리 돌봄활

동, 텃밭활동, 도농교류 등의 활동을 하는 먹거리 관련 사업이다. 본 연구는 마을부

엌이 지역 푸드플랜(로컬푸드 확산)을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장 영역으로 인식한다.

또한 ‘행정 주도 인식’은 지역 푸드플랜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행정 주도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장터로 한정된 현재 범위에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부대 및 공공기관과 아동·노인 및 저소득층 등의 복지급식 

등의 신규시장으로 빠르게 확대된다는 가정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푸드 플랜과 관련된 시장 확대를 위하여 행정사업의 영역과 

개별 소비자 조직화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다

음 그림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4-5  분석모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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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분석결과

가. 참여의향에 대한 영향 분석

개인 특성, 먹거리 특성, 로컬푸드 특성을 독립변수로, 1) 푸드플랜 참여의향, 2) 

마을부엌 참여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을부엌의 참여의향을 조사하기 전에 마을 부엌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49) 마을부엌에 대한 설명을 실시 후 참여의향을 조사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25>.

(1) 푸드플랜 참여의향

회귀모형의 타당성 검정 결과 F값이 24.257**으로 모형이 타당하였고, 결정계

수는 0.249로 약 24.9%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횡단면 자료 분석 시 독립변수들 

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

산팽창인자(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이 2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모형은 결정계수값인  이 낮은 단점이 

있다. 

푸드플랜 참여의향에 대해 분석 결과, 개인 특성의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의 푸

드플랜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푸드플랜 참

여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은 기준지역인 대전 유성구에 비

해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은 푸드플랜 참여의향이 높고, 경기 양평군, 충남 청

양군, 경기 광주시는 참여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전남 나주

시>전북 완주군>대전 유성구>경기 양평군>충남 청양군>경기 광주시 순으로 푸

드플랜 참여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자 개인특성은 종합적으로 고연

령의 남성이 푸드플랜의 참여를 희망하며, 지역적으로는 푸드플랜 사업이 활성화

된 지역에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49) 조사결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은 3.8%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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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참여의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수
푸드플랜 참여의향 마을부엌 참여의향

β t β t

상수 2.813 5.888** 2.792 12.034**

성별 .266 2.302** .080 1.428

연령대 .129 2.466** -.003 -.115

경기 광주시 -.694 -3.383** -.949 -9.524**

전북 완주군 .379 1.902* -.539 -5.573**

전남 나주시 1.368 6.848** -.812 -8.373**

경기 양평군 -.489 -2.371** -.733 -7.317**

충남 청양군 -.622 -2.958** -.727 -7.113**

1일 식사횟수 .296 2.345** -.006 -.099

외식비중 -.457 -2.914** -.210 -2.751**

먹거리 안전성 스트레스 유무 .317 2.513** .061 1.001

먹거리 예산 확대 인식 .188 4.311** .063 2.958**

로컬푸드 인지도 .186 1.739* .263 5.063**

직매장 이용 경험 유무 .031 .239 -.101 -1.590

로컬푸드 인식 .068 1.216 -.017 -.641

 24.257** 14,803**

 0.249 0.168

주: *p<0.1, **p<0.05

자료: 연구진 작성.

소비자 먹거리 특성에서 1일 식사횟수가 3회 이상이고, 외식 비중이 낮을수록 

푸드플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먹거리 안전성 스트레스가 있으며. 먹

거리 관련 예산 확대에 긍정적일수록 푸드플랜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가정식 중심의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평소 더 나은 식생활에 관

심이 많은 소비자가 푸드플랜 참여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로컬푸드 특성에서 로컬푸드를 모르는 소비자에 비해 알고 있는 소비자

의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경험의 유무

와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은 푸드플랜 참여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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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부엌 참여의향

회귀모형의 타당성 검정 결과 F값이 14.803**으로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결정계수는 0.168로 약 16.8%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변수들 간 높은 상

관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이 2 이하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 개인 특성에서 성별과 연령은 마을부엌 참여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한 반면, 거주지역은 모든 지역이 대전 유성구에 비해 마을부엌 참여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 유성구>전북 완주군>충남 청양군>경기 양평군>

전남 나주시>경기 광주시 순으로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의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푸드플랜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마을부엌 참여의향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 먹거리 특성에서 1일 식사횟수, 먹거리 안전성 스트레스 유무는 참여의

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식 비중이 낮고 먹거리 관련 예산 확대에 

긍정적일수록 마을부엌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먹거리 관련 예산

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가정식 중심의 소비자가 마을부엌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 로컬푸드 특성에서 로컬푸드를 모르는 소비자에 비해 알고 있는 소비자

의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경험의 유무

와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은 마을부엌 참여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나.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행정 주도 인식과 시장확대 분석

지자체가 직면하는 먹거리 관련 문제에 대해 지자체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행정 주도 인식으로 가정하였다. 행정 주도 인식에 미

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개인 특성, 먹거리 특성, 로컬푸드 특성을 독립변수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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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주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타당성 검정 결과 F값이 24.310**으로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결정계수는 0.249로 약 24.9%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변수들 간 높은 상

관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이 2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26>.

표 4-26  행정 주도 인식 관련 다중회귀 분석

변수 β t 변수 β t

상수 105.567 1037.206** 1일 식사횟수 .015 1037.206**

성별 .000 .007 외식비중 -.143 .007

연령대 .004 .361 먹거리 안전성 스트레스 유무 .070 .361

경기 광주시 .161 3.673** 먹거리 예산 확대 인식 .063 3.673**

전북 완주군 .230 5.427** 로컬푸드 인지도 .019 5.427**

전남 나주시 .220 5.166** 직매장 이용 경험 유무 .031 5.166**

경기 양평군 .101 2.307** 로컬푸드 인식 .058 2.307**

충남 청양군 .292 6.514**

 24.310**   0.249

주: *p<0.1, **p<0.05

자료: 연구진 작성.

분석 결과, 소비자 개인특성에서는 성별과 연령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거주지역은 모든 지역이 대전 유성구에 비해 먹거

리 관련문제에 행정 주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남 청양군>전북 완주

군>전남 나주시>경기 광주시>경기 양평군>대전 유성구 순으로 행정 주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양군은 푸드플랜을 농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완주군은 푸드플랜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의 시민들이 행정 주도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 먹거리 특성에서 1일 식사횟수, 먹거리 안전성 스트레스 유무는 행정 주

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식 비중이 낮을수록, 먹거리 관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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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확대에 긍정적일수록 행정 주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먹거리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가정식 중심의 소비자가 관련 문제를 행정에서 주도하

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 로컬푸드 특성에서 로컬푸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행

정 주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로컬푸드 인지도와 로컬푸드 직매

장 이용 경험의 유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먹거리 관련 정책별 행정 주도 인식

먹거리 관련 정책별 행정 주도 인식50)을 파악하기 위해 8가지 정책을 10점 척도

로 측정하고 각 항목의 평균 점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정책은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질 향상’이고, 다음으로 

‘노인·아동·저소득층 대상 복지 급식 확대’, ‘타지역 교류’51)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반면 ‘직매장 개설 및 증설’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 4-5>. 행정은 로컬푸

드 직매장보다 학교 및 공공급식, 아동·노인·저소득층의 복지급식 등 신규시장에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직매장 이용 시 단점으로 지적된 상품의 구색갖춤 문

제를 다른 지역과 농산물 교류 사업을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 복지급식을 제외하면 먹거리 관련 사업에 행정 주도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도시형(유성구)은 상대적으로 낮고, 수도권(광주시, 양평군)이 낮은 반면, 

농촌 지역(나주시, 청양군)일수록 높다. 

50) ‘해당 정책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5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다른 지역과 교류하여 저렴하게 지원 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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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먹거리 정책별 행정 주도에 대한 인식

주: 10점 척도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행정의 적극·주도적 추진을 요구한다고 봄.

자료: 연구진 작성.

라. 지역별 행정 주도 먹거리 정책에 대한 순위

각 지역별 먹거리 정책의 순위는 해당 지역의 정책 및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준비 정도와 관련이 있다. 

모든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복지급식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

므로 이를 제외한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완주군은 중소농 조직화나 가공

센터 등 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직

매장, 물류시설에 대한 요구가 우선순위이다. 나주시와 양평군은 판로 확대를 위

해 타 지역과 제휴를, 유성구와 청양군은 푸드플랜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인력지

원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요구한다<표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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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지역별 먹거리 정책에 대한 순위

지역
직매장 

개설, 증설
복지급식

확대
학교급식
질 향상

인력지원
물류시설 

지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교육 및 
홍보

타 지역과 
제휴

경기 광주시 5 2 1 8 7 4 6 3

대전 유성구 8 3 1 2 6 7 6 4

전북 완주군 1 4 2 6 3 8 7 5

전남 나주시 8 4 1 5 6 7 3 2

경기 양평군 8 3 1 5 4 6 7 2

충남 청양군 5 1 2 3 6 8 7 4

자료: 연구진 작성.

4. 지자체별 지역 푸드플랜 추진과제

지자체 푸드플랜 사례는 입지, 연령별 인구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유

형별 구분이 무의미했다. 다만, 선도적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한 지역과 추진이 미

흡한 지역의 차이는 행정 및 실행조직의 정비, 거버넌스의 유무, 먹거리 관련 사업

시설의 연계, 생산 및 소비 조직화 등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지자체 행정

의 의지 및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차이에서 비롯

된 결과이다. 

4.1. 지자체 공통 과제: 시민 사회 육성과 민간 네트워크

시민 조사 결과, 각 사례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푸드플랜을 예산지원을 동반한 

행정 주도로 실천하기 원하는 비율 높다. 그러나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시민의 요

구를 반영할 통로가 매우 협소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의견을 제시할 활동가도 소수

이므로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구축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정책과 사업이 소수의 의사결정자 주도로 추진되는 것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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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시민 주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의 공통된 과제는 시민 사회 육성

과 그를 통한 먹거리 민관 거버넌스 구축 관련된 내용이다.

첫째, 푸드플랜 추진에 시민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행정 내 담

당조직 및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지역 시민이 먹거리와 관련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행정의 개방적 소통방식을 요구한다.

둘째, 지역 생활 관련 문제를 행정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먹거리 사업의 전문성 공유하고 시민 활동가를 발굴하며 역량 제고

를 위한 광역 및 전국 단위 민간 ‘지역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4.2. 공급(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 나주시, 청양군

심층조사 결과,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은 “지역 내 먹거리 수요 작아 타 지

역과 제휴 통해 판로 확보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대도시 직매장을 선점하고자 노

력한다. 즉 판매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푸드플랜에 접근하는 경우이다. 

해당 지역에 먹거리 공공시장인 학교·공공급식, 단체급식 등도 상당52)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성과 소량 다품목 상품구색이 어려움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에 소량 다품목 소비 시장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통해 소매형 공급체계의 완결성을 높여 도시 지자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중소농 조직화 및 교육·훈련을 통해 중소농의 소량 다품목 상품화 유도하

여 소매형 공급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로컬푸드 장터나 직매장 확대, 단체급식 참여 등 지역 내 

소비 조직화와 연계하여야 소매형 공급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 이후 도시 로컬푸

52) 나주시는 지역 소비시장 1,667억 원 중 공공시장이 270억 원(16.2%)이며, 청양군은 소비시장 

558억 원 중 먹거리 공공시장이 52억 원(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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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직매장과 교류, 타 지자체와 제휴가 가능하다. 

둘째, 타 지자체와 교류에 원칙이 필요하다. 즉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한 도시 

지자체와 도농상생 제휴”이다. 단, 대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청양군의 대전 

유성구 직매장, 나주시의 광주광역시 직매장)는 직영보다 제휴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지역 지자체의 직영은 수급조절, 상품구색 등 경영에 많은 

위험부담이 있고 소비지 지자체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관계형 시장 확보에 유리

하다. 

셋째, 타 지자체와 도농상생 제휴는 소량 다품목 상품 수와 규모를 늘리는 과정

에서 협의와 상생의 훈련으로 지속성이 향상된다. 관계형 시장은 소규모로 시작

하지만 원칙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가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4.3. 도시 및 수도권 지역: 유성구, 광주시, 양평군

도시와 수도권 지역은 “학교급식, 복지급식에 행정의 예산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소비 관점에서 먹거리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에 관심이 크다. 또

한 지역 푸드플랜도 농촌 지자체와 교류 협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도농상생의 원칙을 설정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첫째, 도시 지역은 농촌 지자체와 도농상생의 원칙에 “중소농의 안정적 생산을 

담보하는 생산비 보장”을 염두에 두고 지역 푸드플랜 사업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 공급처인 농촌 지자체와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공유하는 도시-농촌 지자

체 간 제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휴 상품은 지역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안전

성, 지속성, 농가 경제성을 고려하고, 참여농가의 생산 원칙 및 안전성 확인, 소량 

다품목 및 가공상품 등 소규모 생산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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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역별 과제

경기 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상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크고 중소농의 참여의향이 높다. 그러나, 지역

농협과 규모화 농업인, 시 의회의 반대 때문에, 행정이 지역 푸드플랜 추진 체계나 

실행조직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역농

산물 이용 촉진 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행정의 추진력이므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시의회, 지역농협 등과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야 한다<표 4-28>.

대전 유성구는 지역 푸드플랜에 타 지역에서 공급받는 물량이 많은데, 유성푸

드통합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하다보니 소규모 물류사업에 불과한 형태이다. 

현재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물류를 담당하는 수준이므로 학

교급식, 복지급식 등 도시 먹거리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 먹거리 

물류의 공공성 실현 방안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 지

자체 간 물류비 부담은 몇 %가 적정한가, 물류시설은 어느 지역에 두어야 하는가 

등이다.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 정책 추진 10년의 결과가 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진전

되었다. 시민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시민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

문에 로컬푸드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므로 지역 내 계층별로 로컬

푸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의 다양화, 물류체

계를 정비하여 물류 효율화를 높이는 것이 큰 과제이다. 

전남 나주시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기

관 단체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품구색이 미진하다. 상품 구색갖춤과 상품성 

강화를 위한 중소농 기획생산 체계정비, 마을기업 등을 활용한 6차 산업 교육 등

에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경기 양평군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오랜 경험이 지방공사의 경영난을 자초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중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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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를 통한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순환 유통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 측의 

이해가 우선 필요하고, 행정 추진 체계의 정비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

을 발굴해야 한다.

충남 청양군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

축하고 있다. 다만 시민 조사에서 농촌지역 복지급식 확대에 대한 수요가 크므로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먹거리 공급을 다양화하고 실제 푸드플랜 업

무를 수행할 인력 확보가 큰 과제이다. 

표 4-28  사례 지자체별 푸드플랜 추진의 세부과제

지역 특징 푸드플랜에 대한 시민 수요 과제

경기
광주시

인구 
30대 미만 30.8%,
60대 이상 18.5%

▪ (푸드플랜 추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
도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중소농, 소비자의 참여 의사 높음

▪ 행정의 푸드플랜  추진 체계,  실행조
직 정비

▪ 실천사업 구체화

대전 
유성구

인구
30대 미만 37.9%,
60대 이상 12.6%

▪ 공공영역에서 먹거리 사업 다양화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 

▪ 도시 먹거리 물류의 공공성 실현 방안 
구체적 논의 필요(현재 위탁)

▪ 학교급식 직영 위한 물류체계 정비

전북
완주군

농공단지 발달 
▪ 로컬푸드 접근성 확대
▪ 물류체계 정비(수집, 분산의 효율화) 

▪ 다양한 먹거리 유형(지역, 계층)에  
사업 발굴

▪ 물류체계 전문 효율화

전남
나주시

농촌 거점
▪ (푸드플랜 추진에) 시민 이해도 증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 로컬푸드 상품 개발  

▪ 상품구색 강화, 상품성 향상
▪ 중소농 기획생산 체계 정비,  전문성 

확보

경기 
양평군

수도권 농촌
▪ 학교급식에 친환경 포함 지역 농산

물 이용 증대
▪ 복지급식 확대

▪ 행정의 푸드플랜  추진 표명 및 추진
    체계 정비
▪ 시민 교육·홍보, 복지급식 사업 발굴

충남
청양군

비수도권 농촌
▪ 복지급식 확대
▪ 푸드플랜 관련 업무 수행할 인력 지원

▪ 농촌지역 복지 사각지대 실태 조사
    및 먹거리 공급 다양화
▪ 푸드플랜 추진 전문 인력 확보
   (생산기획, 물류, 홍보, 사업발굴 등)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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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역 푸드플랜 
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사례가 다수 인용되고 있

지만, 대부분 푸드플랜 정책의 소개에 그치고 있다. 본 장은 프랑스에서 지역 푸드

플랜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정책 형성 과정, 실제 지역 현장의 실태를 프랑스 연구

자 및 활동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정리한 결과이다.53)

1.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PAT) 정책 수립 과정

1.1. 농업부문에서 지역 푸드플랜 배경

1.1.1. 농업과 정책의 변화

프랑스의 1960년대 이후 공공정책(Politique Publique)에서 지역 푸드플랜

53) 연구자는 Catherine Darrot(Lenns 헨느 대학 교수, 농촌사회학), Gilles Maréchal(현장 컨설턴

트), Thomas Brége(현장 컨설턴트)임. 본 장은 원고위탁의 요약이며 전체 내용은 자료집으로 발

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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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projets alimentaires territoriaux: PAT)54)이 제도화 되는 과정은 농식품의 지

역화,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 다양한 주체 및 참여형 거버넌스 등에서 나타난 변화

의 결과이다. 생태농업적(agroecologique) 접근에 기초한 지역 농식품 시스템은 

기존 기술적 농산업 체제에서 틈새혁신(les niches d’innovation)55)이 가시적인 변

화의 추진 역할을 했고, 틈새혁신 추진 네트워크는 정책 변화를 실현하는 역량이 

되었다. 

1945년 이전, 농업은 소규모 가족농 체제였지만, 1945~1974년 농업현대화 기

간에 농업은 규모화, 전문화를 추구하며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전체 농업인의 20%에 해당하는 규모화 농업인은 정부(EU 포함) 보조금의 

80%를 지원받았다. 프랑스농업경영자총연합회(FNSEA) 및 그 후계자인 젊은농

업인연합회(CNJA)는 수출 시장과 농산업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정부 

및 EU 당국과의 협상에서 그들의 입지 강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기계화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의 약 절반 이상의 농가는 농업 현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었다. 

1970~80년대, 지역별 농업 모델의 다양성 개념과 전문화·규모화 농업의 대안 

농업 모델로서 유기농업이 등장했다. 주류 농업정책에서 소외되고 농업이 구조적

으로 불리한 사회경제적 관계임을 주장하는 소농은, 1982년 농민총연맹(Confederation 

Paysonne)을 결성하고, 유기농업운동이 추진되며 IFOAM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유기농 인증(민간)이 출범했다. 그러나 유기농업 운동은 새로운 기조로 출범하기

보다는 틈새혁신의 범주에 머물고 있었다.

1990년대부터 대안 농업모델이 자리를 잡고, PAT를 잉태하게 하는 변화가 나

타났다. EU의 구조정책은 지역 간 발전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

정하고, 조건 불리지역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지원했고, 

54) 프랑스어 직역은 ‘지역 식품 프로젝트’이지만, 본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으로 사용함.

55) ‘혁신확산의 틈새’을 줄인 말로, 기술혁신이 실험적인 ‘틈새 시장’의 성공적인 확장을 통해 기존 사

회기술 시스템을 대체함을 의미함(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 

pii/S095937801300037X: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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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1999년 농업기본법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정책 차원에서 추진

하는 지역경영계약(Contrat Territorial d’Exploitation: CTE)” 사업을 실시하였다. 

CTE 사업은 대부분 환경 부문과 가공상품 생산에 집중되고 지역 공동사업 프로

젝트로 추진된 계약(Contrat)은 15%에 불과했지만, CTE 정책 사업의 의의는 “지

역(Territor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지역차원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추진

한 점이다.

1990년대의 흐름을 종합하면, PAT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대안적 농업

모델이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었으며, 정부정책 및 국가제도로 인정받고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대안적 농업 모델이 하나의 정책 기조로 자리잡

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중요한 변화는 2000년대 들어서며 식품문제를 중심

으로 새롭게 전개되었다.

1.1.2. 생산자와 시민운동이 연계한 농식품 유통

1990년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농식품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요인은,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른 소통과 정보사회의 발전, 정보사회의 발

전에 따른 환경 지식과 환경문제 대한 대중적 염려의 확산이다.

생태농업(agroecologie)의 개념과 운동이 비정부조직(NGO)의 참여와 연계되

면서, 농식품의 대안적 영역은 생산자들과 시민운동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 짧은 유통(Short Support Chain: SSC, 프랑스어 Circuits courts)형태

로 확산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변화는 새로운 틈새혁신의 정비가 농업, 

식품, 사회·환경적 염려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각 지역에서 주도적 활동을 확산하는 데 있어 농식품 거래의 지역화, 

생태농업의 실천, 농업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지역 정치지도자의 관심, 시민

운동가의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1990년대 체계화된 대안농업은 소비자들이 참여

함으로써 틈새식품을 형성하게 했다. 농업 문제는 농업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시

민의 참여를 통해서, 집단적 주체에 의해 식품의 문제로 보다 넓게 재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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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분권과 지역 푸드플랜 

프랑스 정부가 1982년부터 추진해온 지방 분권화 정책도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지방 분권화는 1994년 “지역 정비 및 개발 기본법”, 1999년 브와네 

Voynet 장관이 제안한 뻬이<Pays>56)에 관련된 법이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2014년 “지역 공공활동의 현대화 및 지자체연합체

인 메트로의 확정(MAPTAM)”에 관한 법과 2015년“공화국의 새로운 지역 조직

(NOTRE)”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광역정부(주 정부: region)의 보조정책이 가능

해졌다. 또한 그에 따라 농업부문의 혁신을 추진하는 협회 및 공동체 등의 연합 활

동이 활성화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업활동을 위한 연구 및 협회의 연대위원회(CELAVAR)” 

활동이다. 이 조직은 농촌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상향식 추진”을 추구했다.  1990

년대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 자금을 지원받던 지역 단체들은 2000년대 이후 농업 

농촌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 특히 생태농업, 농촌개발, 여성농업인, 농산물 직거

래, 짧은 유통 등을 주도하였다.

1.3. 지역 푸드플랜, 틈새혁신이 정책으로 정착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형성된 기조,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자주 제시되는 “틈

새혁신”이 공공정책의 기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적 차원에서 혁신이 

정착해야 한다.

혁신의 정착이란, ① 기술적 변화(생태농업의 실천, 식품부문에서 시장의 지역

화 및 공급의 체계화 등), ② 혁신 추진 주체 네트워크 확산과 체계화(생태농업과 

식품의 지역화 변화에 공공부문 주체와 농식품 부문 주체의 참여), ③ 국가기관의 

56) 프랑스어 Pays(Country)는 행정단위보다 “지역 시민 공동의 삶”의 공간을 의미하며 지역개발정책

에 중요한 역할을 함.



제5장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 사례와 시사점 | 115

공공정책 및 프로그램에 새로운 정책기조가 포함된다. 

1.3.1. 직거래 및 짧은 유통 차원에서 틈새혁신 추진

아맙(AMAP, ‘농민농업 유지를 위한 협회’, 직거래 수행)57)은 시민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생태농업,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의 상징처럼 인식되며 2000

년 이후 크게 확산되었다. 2001년 드롬(Drome)지방에서 시작된 AMAP은 2015년 

약 2천개의 AMAP 조직이 운영되고 약 2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 생산량의 일부라도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가를 포함하

면 전국 20% 농가가 직거래에 참여한다. 또한 이 조사를 토대로 농업 및 식품의 변

화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생산구조의 변화가 가공, 유통, 관련 서비

스의 변화를 동반하며 유기농업(생산 시스템)과 짧은 유통(상업화 시스템)이 변화 

추진력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도출되었다. 이는 PAT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매우 역동적으로 추진한 SSC(짧은 유통)

이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고, 부분적으로는 유기농업의 확대(특히 엽채류)

와도 연관성이 있다.

2005년부터 기초지자체는 식품의 지역화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대

부분 기초지자체의 추진계획은 주로 단체급식과 AMAP 육성 관련이며, 지역 언

론은 지역 농업생산과 지역 식품 소비의 연계를 확대하는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

고 지역 주민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2008년 세계금융 위기로 분권화된 지역 조직에 지역 경제 및 지역 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기존 지자체 및 지역 공동체가 식품

57) 1970년대 일본의 생산자-소비자 제휴 모델에서 유래함. 생산자에게 판매의 불확실성을 축소, 소득

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농작업 지원과 영농시설 설치 지원 등 소비자 주도형의 활동으로 

식품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협력을 추구함. AMAP는 3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① 자본주의적 및 생산성 중심의 경제를 단절한 사회적 프로젝트, ② 종 다양성 및 동물복지를 존중

하는 농민과 가족적 농업의 지원, ③ 농식품 교환의 지역화를 통해서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는 탄소

가스 방출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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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농업부 장관 바르니에(Barnier)가 주도한 계획에 “짧은 유통(SSC)”을 

“지리적 거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유통방식58)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공식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농업의 단일모델”이 종료되고 농업의 다

원적 기능이 도입된 1999년 농업기본법 이후 농업 모델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짧은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

가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의 참여와 농업 문제를 식품의 

문제로 재정립하는 것은 농업 정책을 농산업부문(생산, 유통, 가공 등)에 국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르니에 농업부 장관의 계획은, 농업문제와 식품문제에 시민참여의 정당성을 포

함하고 있다. 2010년 “농업현대화법”에서 짧은 유통은 식품정책의 목표로 채택되었

으며, 이 정책이 “국가 푸드플랜(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 PNA)”59)에 

구체화되었다.

1.3.2. 지역농식품시스템(SAT) 차원에서 틈새혁신의 정착

농산물 직판 및 짧은 유통의 개념은 다양한 주체들이 그들의 생활영역에서 식

품을 중심으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단순한 

생산과 판매 이상의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농식품시스템(Systeme 

Alimentaire Territorialise: SAT)의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었다.60) 

58) 지역시장에서 판매, 생산자단체의 판매, 인터넷 판매 등

59) PNA는 ‘국가 식품 프로그램’의 의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 푸드플랜으로 표현함. PNA는 짦

은 유통의 촉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리적 인접성의 활성화, 공공 및 민간단체 급식에서의 지역 농

산물의 사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60) SAT의 활성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활동들이 추진되었다. 2012년 콜럼비

아 메데진(Medellin) 제2차 세계 지역정상 회의는 식품안전차원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추진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이 지역의 식품 문화를 고려하면서 양적 및 질적으로 충분한 먹거리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 소비, 유통 부문에서의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지역화를 제시했다. 

2014년 FAO의 제1차 심포지엄은 생태농업(Agroecologie)의 용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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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를 통해서 농식품 거래의 지역화 및 거래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주체들의 

복합적인 활동을 담아내는 계획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지역단위 

식품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점진적으로 연계시키며, 동일한 생활권역의 다양한 주

체61)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지역의 범주는 개인과 상품의 거리를 축소하고, 참여적 거버넌스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주체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공동의 생활공간을 의미힌다. 프랑스에

서 틈새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SAT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특히 짧은 유통 부문에 적극적인 활동62)이 있었다.

2014년 프랑스 광역지자체협회(ARF)가 “렌느 선언(Declaration de Remmes)”

에서 SAT가 농업과 식품의 발전에 적합한 모델임을 언급하고 광역지자체의 역할

을 강조했다. 또한 2014년 프랑스 정부는 “농업미래법” 제1조 제9항에 농업과 식

품 부문에 새로운 기조의 핵심 원칙으로 ①생산, 가공, 짧은 유통을 포함한 농산물

의 유통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②상품의 다양화 및 품질과 원산지 인증표시 상

품 생산의 활성화 촉진함을 명시하였다. 

국가 푸드플랜(PNA) 추진에서, 생태농업 및 유기농업, 사회·환경·위생 보호, 

농업경영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에너지 및 농자

재 사용 축소 등의 과제는 “기초지자체”가 지역 푸드플랜(PAT)을 추진하는 주체

로 역할을 부여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지역 푸드플랜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자 조

직의 결성(경제적 및 환경적 이익그룹, Groupements d’interat economique et 

environmental: GIEE)”을 승인했다.63) 또한 2015년 현장활동가와 연구원이 참여

기여했다. EU는 2011년 보고서에서, 짧은 유통이 기후변화 방지와 환경 보호에 유익하다는 입장

을 보였으며, 2013년 공동농업정책(CAP)에서 농촌개발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SAT를 설정했다.

61)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지도자, 연구원 등 포함.

62) 민간 부문에서 유기농 확산의 참여가 추진되었으며(BioCBon 점포 개장), 대형 유통업체 

Monoprix는 2008년 유기농 전문 점포인 Naturalia를 합병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Leclere(르 

끌레)는 2009년 “지역과의 연합”이라는 운동을 추진했다.

63) 생산자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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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혼합기술네트워크(RMT)를 창설하고 지원하고, 리옹 시(2017년)와 보르도 

시(2017년)는 생산과 유통을 통합한 형태의 “식품위원회(Conseil alimentaires)”

를 설립했다. 

2018년 “농업부문 유통관계의 균형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관한 법”

(이갈림 Egalim 법64))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지역 푸드플랜(PAT)은 어느 시점에서 특정한 주제들에 의해 급작스럽

게 만들어진 농업 및 식품 모델이 아니다. PAT는 1970~1980년대 틈새혁신으로 

출발하여 1990년대 체계화, 2000년대 정착화를 거쳐 2010년대 말 공공정책의 주

요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2. 지역 푸드플랜(PAT)의 추진 현황65)

2.1. 지역 푸드플랜(PAT) 추진주체

2.1.1. 지역 푸드플랜 정의와 추진주체

PAT는 “농업, 식품, 산림의 미래에 대한 법”(2014. 10. 13.)에서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국가 푸드플랜(PNA) 및 본 법에서 정의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지역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 푸드플랜(PAT) 사업을 추진하

며. PAT의 목표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지자체, 소비자들을 가깝게 하고 지역

농업과 식품의 품질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받았다. GIEE 제도 시행 4년 후인 2019년 4월 기준, 승인받은 조직 모두 527개소이며 이 중 492

개소에 약 8천 농가(프랑스 생산자의 약 2%)가 활동 중이다.

64) 식품에 관한 국민총회를 계기로 제정된 Egalim은 공공부문의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법인에게 PAT 

차원에서 농산물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5) 프랑스의 지역 푸드플랜은 2015년 이후 실행되어 약 4년이 경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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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PAT는 강력하게 지역에 정착된(ancres)된 식품에 대한 지역의 

공동 프로젝트로 규정된다. 다만, 지역화가 “식품의 자급화(autarcie alimentaire)”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역 생산과 소비의 고립화 또는 배타적 활동 등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PAT의 기본 정신은 ‘하나의 지역이 ① 지역 소비자들의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

떻게 식품을 조직화 할 것인가? ②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과 외부에서 공급되는 식

품의 소비를 어떻게 적정하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다. 단, 여기에는 환경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① 친환경적 영농 방식의 도입, ② 장

거리 운송의 축소(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거리 축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프랑스 농업부가 규정한 PAT를 위한 지역 식품시스템의 개념은, ① 농업 및 생

산자, ② 가공, 유통 관련 기업 및 협동조직, ③ 사회경제 주체, ④ 연구 및 지원조

직, ⑤ 시민사회, ⑥ 정부 및 지자체 등 6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5-1  지역 푸드플랜(PAT) 추진 파트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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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년대 짧은 유통과 관련된 생산자, 소비자, 지역정치지도자, 소규모 

판매상인 등은 PAT의 체계에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과거 농산업 사회·기

술 체제(Regime)을 주도하던 주체인 규모화 협동조합, 대형 식품가공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PAT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주체가 변화를 제도화·정책화 시키는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 “틈새혁신” 체계와 기존 농산업체계를 통합(hybridarion)

할 필요가 제기된다.66)

2.1.2. 농업부의 정책지원 

국가 푸드플랜(PNA)은 2014년부터 매년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며, PNA지원 

프로젝트의 4가지 주제67) 중 “지역 정착 및 지역 유산의 가치화”에서 PAT를 지원

하고 있다.68) 특히, “지역 정착”은 PAT와 직접 연계된 사업 추진이지만, 나머지 3

가지 주제는 각 주제별 사업을 추진하나 대부분 PAT의 지역농식품 시스템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PNA의 예산 규모는 매년 다르다. 2018년 농업부(1백만 유로), ADEME(환경 

및 에너지관리 기구, 40만 유로 상한), 보건·연대부(20만 유로 상한), 지역균형위

66) PAT가 틈새혁신의 새로운 기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변화가 안정

화를 확신할 정도의 정책으로 보기에는 아직 취약한 측면이 많음. 어쩌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Elzen, van <ierlo, Leeuwis 2012). 

67) ① 사회적 정의: 우수한 품질, 안전성 보장, 충분한 양 등이 갖춰진 식품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음. ②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 식품, 농산물, 지역 분야의 가치화 및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식의 전

수를 통하여 균형 잡힌 식품 및 책임 있는 식품에 대한 태도 교육,  ③ 식량 낭비의 축소: 바람직한 식

생활에 대한 소비자 정보, 어린이 교육, 폐기 농산물의 무상 증여 확대, 식품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

여 등을 통해 추진, ④ 지역 정착: 프랑스 농업 및 식품 모델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과 사회와의 관

계를 정립하고, 특히 단체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및 품질과 원산지 인증, 농산물의 가치화를 촉진

함. 이러한 목적으로 PAT는 지역 농업 및 식품의 품질의 발전과 관련된 식품체인의 다양한 주체들

이 연계·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함.

68) PAT는 2014년 10월 13일 법(농업 미래법)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지역정착(ancrage 

terriotrial)은 PAT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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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5만 유로 상한) 등이 지원하였다. 선정·지원을 희망하는 사업계획은 주

(Region) 농업국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받은 후에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는다. 

주(Region) 정부는 우수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금을 지원(8만 유로)하

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PAT 신청에 단계별로 지원69)한다. 2017~18년 사업기간 동안 33개의 

사업계획을 지원했으며, 각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는 35천~75천 유로(한화 45백

만~1억 원)까지 다양하다. 

2.2. PAT의 현황과 주요 내용

2.2.1. PAT 현황

PAT가 출범한 후, PAT라는 용어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대중들의 이해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PAT 용어의 확산은 사용자들의 이해에 따

라 모호한 용어로 사용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를 수

립할 때 PAT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사용되어 농장직판장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마

치 PAT 계획인 것으로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PAT는 농업부가 선정 승인한 

계획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용어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부가 선정 승인한 PAT는 2019년 7월 현재, 모두 27개로 전국에서 추진·시

행하고 있는 PAT 135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70) 사실 PAT의 현황을 정확하

게 집계하기는 어렵다. PAT를 문서화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

면, PAT의 주요 내용 중 일부만을 추진하거나 정부에 PAT로 선정 승인을 신청하

지 않은 사례도 많다.

그러나 PAT 현황에 대한 여러 조사 자료를 종합해도, 프랑스 정부가 2018년 식

69) ① 혁신준비 주체들에 대한 지원, ②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 대한 지원, ③ 혁신의 재추진주체들에 대

한 지원임.

70)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PAT 개소 수는 135개로 추정됨(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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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국민총회에서 2020년까지 목표로 설정한 500개소 PAT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2. 국가 푸드플랜(PNA)이 지원하는 지역 푸드플랜(PAT) 

2014년부터 2019년까지 PNA가 지원한 프로젝트(AAP)는 모두 151개소이며, 

이 중 PAT 형태로 시행된 프로젝트는 53개이다. PNA에서 지원된 PAT의 추진 주

체들은 매우 다양하다. 광역단위(주 Region) PAT는 없으며, 주(Region)는 중앙정

부 또는 기초지자체의 PAT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PNA 차원에서 PAT를 추진하는 주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지자체 연합

(Intercommunalites)이다. 지역 연합체는 메트로폴71), 꼬뮤노떼 드 꼬뮨(communaute 

de communes, 기초지자체들 간의 연합), 꼬뮤노떼 다그로메라시옹(Communaute 

d agglomeration)72) 등으로 구성되며 PETR73)도 포함한다. PAT를 시행하는 지역

연합체는 28개소로 가장 많다.

표 5-1  국가 푸드플랜(PNA)(2014~19년) 지원 PAT 추진 주체 현황

단위: 개

추진
주체

주
(Region)

현
(Depart-

ment)

지역
연합체

기초
지자체

지역자원
공원

(PNR)
협회

기타
(농업회의소 

GAL )
합계

개소 0 4 28 3 7 6 5 53

주: 지역자원공원(PNR)은 공동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초지자체의 연합체

자료: Tableau récapitulatif des porteurs des PAT lauréats AAP PNA 2014-2019.

PAT는 환경, 문화, 전통 등을 존중하는 생산방식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건강한 

식품을 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식품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는 지역 농식품 정책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정책 

71) Metropole, 대도시와 대도시 인접 기초 지자체 연합.

72) 꼬뮤노떼 드 꼬뮨 중 인구가 5만 명 이상 중심, 꼬뮨은 1만 5천 명 이상.

73) 기초지자체 연합체가 공식적인 운영기관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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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활용되지만, PAT가 실행단계에서 지역 농식품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개입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PAT의 추진방법은 소비자의 욕구·기대, 지역 생산 및 가공 능력 등에 대한 진

단, 지속가능한 식품을 지역 공급을 위한 혁신 활동, 지역 정치지도자와 사회경제 

주체에 대한 홍보 등이다. 또한 PAT 수립 과정에 관련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식품 위원회(또는 협의회)를 결성하

고 PAT를 추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016년 이후 지역 단체급식 공급 또는 지역 농산물 가공, 가치화를 위한 플랫폼 

설립과 관련한 PAT 중 농업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사업은 이미 지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이며, 농업부의 정책지원은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를 우선시 하고 있다.

PAT의 목표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식품 공급체계를 최적화74)하는 것이

다. 이미 PAT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PAT는 지역식품 거버넌스의 추진체계를 심

화·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전략적 활동을 정하는 데 민·관 주

체들은 시행 중인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아직 추진하지 못했던 영역을 발굴하는 데 협의하고 있다.

3. 지역 푸드플랜(PAT) 사례와 현재 평가 

3.1. 낭트 메트로폴의 지역 푸드플랜 사례75)

낭트 메트로폴(Nants Metropole)76)은 20년 전인 1998년, 낭트 시 주변 24개 지

74) 짧은 유통 또는 단체급식을 위한 물류체계의 최적화, 이러한 물류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의 정의 등임.

75) 2019년 7월 연구진의 프랑스 출장 보고서 내용임.

76) 메트로폴은 기초지자체(프랑스에 약 52,000개)의 규모가 작아 서비스, 특히 청소, 상하수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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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연합체(인구 약 60만 명)으로 결성된 행정조직이다. 지자체 연합의 면적 약 

52,000ha 중 농업경작지는 15,000ha로 농업공간과 자연공간이 지역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따라서 자연보호를 위한 조례나 정책과 함께 농업생산 다양화가 주요 

쟁점이다. 낭트 메트로폴 환경국 직원 40명 중 2명이 ‘농업과 식량’을 담당하며, 

농업생산과 식품, 짧은 유통(SSC) 등이 주 업무이다.

이 지역은 인구 증가 지역으로 1970년대까지 공간을 보호한다는 의식이 없었으

나, 1990년대부터 자연과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보호정책이 시행

되었다. 특히, 2000년 대부터 공업용지로 판매하려는 위급한 농지를 행정이 구입

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위급한 농지는 휴경지나 방치농지인데 보조금으로 적극 

경작을 권유하거나 청년 또는 직불제를 활용하여 농지로 이용하게 하였다.

낭트 메트로폴도 2015년 라노 협약에 가입하고, 2015년 지역 푸드플랜 공모

에 지원한 결과, 1) 다양한 관계자 논의, 2) 현실진단(지역농업, 소비구조 등)의 과

제를 단계별로 지원받고 있다. 낭트 메트로폴의 경우, 국가와 지방 협약의 약속은 

1) 지방도매시장 이전, 2) 식량, 운송, 환경 취약자 보호 등의 문제와 연결 등이 주

요 과제였고, 메트로폴의 24개 지자체와 역량 교류 및 연구개발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다.

2016년, 푸드플랜 사업 1년차의 주요 사업은 모니터링. 사례연구 및 관련된 사

업, 상호 협력 사업, 아이디어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품

질 좋은 지역 먹거리”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 정의하였다. 특히 지역에 대한 진

단이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그 중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6개월 간 지역의 240농가 중 20%를 조사하였다. 생산, 유통, 생산방식(유

기농) 및 생산품목과 기술정도, 직거래 SSC 참여 등을 조사하고 농가의 위치를 도

식화 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둘째, 광역(주 단위) 농업정책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은 

공동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간 연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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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체성을 강조하는 특산품 18품목을 선정하고, 지역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

해 품질, 생산, 유통, 운송, 소비 등 각 분야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

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점검과 논의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의 참

여는 활발하지만, 개인의 참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푸드플랜 사업 2년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1단계는 참

여주체의 푸드플랜 이해를 통한 기대치 형성, 2단계는 지역 푸드플랜과 지자체 연

합의 먹거리 전략에 대한 정의 및 투표(토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업주체, 지자체 

의원, 지자체 행정 참여)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등 참여 주체들이 공감, 참여, 인

증의 절차를 거쳤다.

2018년, 푸드플랜 사업 3년차는 전략 실천을 위해 로드맵을 함께 만들었다. 워

크숍 개최(과제당 1개 위원회) 및 점검을 위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함께 만드는 로드맵 2018년 6월~9월”77)이 완성되었다. 

2019년, 푸드플랜 사업 4년차는 구체적인 행동 및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

은 8개 전략을 수립하였다<표 5-2>.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낭트 메트로폴 식품 위원회는 4개 기구로 조직하

였다. 1) 24개 지자체(행정), 2) 농업회의소 및 상공회의소, 3) 대중(공개적) 설명회

(전문가 활용), 4) 네트워크(관련 이해관계자 파트너쉽) 등이다.

주요 실천 과제는, 낭트 도매시장의 이전과 로컬푸드 생산자 육성이다. 낭트 도

매시장은 2019년 5월,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였다. 도매시장 이전 후, 직판 강화 및 

활성화, 도매상이 지역 생산자, 특히 소농 및 청년귀농자와 연계하여 출하 독려 등 

식품위생과 안전성, 경제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지역 푸드플랜이 지원하게 된 이유는, 지역특산물 활성

화 및 확대에 도매상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의 영업에 지역 농식

77) 첫째, 음식(식량) 활동가 150명: 공동체, 공공회의실, 기관, 회사, 생산자, 가공업자, 소비자 등, 둘

째, 워크숍: 3개 형태로 진행되며 모두에게 열려 있음. 셋째, 초기 위원회 1개: 음식 세계의 다양성

을 대표하는 15개 이해관계자로 구성, 3회 모임이 이루어짐. 넷째, 8개 분야 30개 실행(행동, 활동) 

지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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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도매시장 이

전 후 물류, 시설 강화로 광역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농업회의소와 도매시장이 

협약으로 지역 농식품을 이용하는데 더욱 긴 히 협조하게 되었다.

농가가 선호하는 직거래 장터는 낭트 메트로폴에 20여 개가 있다. 낭트 시내에 

10개소와 24개 지자체 중 10여 곳에 분포한다.

표 5-2  낭트 메트로폴의 8개 전략

  1) 최고의 생산
      ① 지역성(생산공간 강화 및 보호)  ② 다각화(모든 규모에서 육성, 시민의 농부화)
      ③ 환경(지속가능한 건강과 환경에 기여)  ④ 이벤트(사례 및 프로젝트, 농업혁신)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한 
     ① 물류(유통 플랫폼 및 전성을 최적화, 저탄소)   ② 지역 생산품
     ③ 분배 :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 소비자   ④ 안전 : 최고의 식별 지역제품

  3) 매일, 모두에게 건강한 생산품
      ① 지역 및 시설 : 제품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 현지 직접 판매
      ② 현지 직접 판매 과정 간소화 : 식품 불안에서 현지 제품 동행
      ③ 모두를 위한 식품 불안에서 벗어나 지역산 사용  ④ 건강과 영양 : 더 나은 주민 생활

  4) 폐기물 줄이기
      ① 공유 : 팔리지 않거나 잉여물 가치   ② 낭비 반대 : 더 나은 표시 설명
      ③ 모범 : 조달청의 음식물쓰레기 감소   ④ 재활용 : 퇴비 개발

  5) 경험
      ① 혁신 : 지속 및 릴레이 프로젝트   ② 집단 :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③ 협업 : 연구자와 공급망 사이에 많은 연결고리 만들기 
      ④ 장치 : 실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6) 교육 :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이 중요
      ① 훈련 : 학생들 교육, 음식 전문가     
      ② 이해 : 소비자와 지속가능한 음식 문제 인식, 지역의 이해 관계자
      ③ 어린시절 : 학교 안과 밖에서 “잘 먹는다”를 인식하기

  7) 모임 : 교류를 통해 홍보 및 확산
      ① 정체성 : 지역 매력에 “잘 먹기”   ② 구현 : 요리교실 개최
      ③ 확산 : 모든 도시 이벤트에 지속 가능한 공급

  8) 미래 식품 체계 구축
      ① 민주주의 : 지역 거버넌스, 음식   ② 정보 : 도시농업과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지원센터
      ③ 평가 : 지속가능한 식품 관찰   ④ 공헌 : 지역 식품 프로젝트 헌장(TAP)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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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 푸드플랜 현재 평가

프랑스 정부는 PAT에 대한 평가 또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시행 중인 PAT들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PAT 자체 또한 

체계화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

기서는 현장 면담을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몇 가지 평가만 제시한다.

첫째, PAT의 성공적인 측면은 “존재”이다. PAT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널리 확

산되진 못했으나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게는 익숙해졌다. 또한 PAT의 제도화

는 성공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을 확대했으며, 다른 관련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농업과 식품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주제로 선정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둘째, 지역 푸드플랜(PAT)을 통해 “식품”의 복합성(Complexite)에 대해 충실

한 이해를 제고하게 했다. 국가 푸드플랜(PNA) 차원에서 추진된 초기 PAT는 관

련 PNA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 간의 참여 또는 다양한 영역들 간의 칸막이

를 없애지는 못했다. 그러나 PAT가 여러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관련 분야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PAT 1세대는 하나의 주제별로 접근했다. 예들 들면 단체급식에 대한 농산물 공

급이 대표적 사례이다. PAT 2세대는 식품공급 체인 전체로 확대하면서 지역공급 

체계와 개선 및 수요와의 최적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PAT 3세대는 매우 야

심찬 비전을 갖고 농산물과 식품을 넘어 식품문화, 사회정의, 교육, 건강의 영역까

지 접근했다.78) 

셋째, 식품영역에 새로운 주체의 등장(참여) 및 새로운 문제의 제기이다. PAT

는 본질적으로 식품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기 때문에 농업과 식품 

분야 이외의 관련 주체, 즉 새로운 주체의 참여가 진행되었다. 관련 분야는 결국 지

78) “Terre en Ville 협회”는 <진정한 PAT>의 영역을 6가지로 정리함: 식품경제, 문화 및 미식, 영양 및 

건강, 사회적 접근성, 환경, 도시정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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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농업 및 지역 식품과 상호영향을 주는 분야들로 환경, 사회적 정의, 생산자의 농

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관련 주체도 참여하게 되었다.

넷째, PAT 실행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T를 수

립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추진 초기의 열정과 의지가 누그

러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PAT는 식품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내에서도 횡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즉 같은 대상·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산된 자원들을 동원해야 

한다. 결국 행정차원에서 각 분야 담당자의 협의 과정이 식품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지역 정치 지도자, 관련 단체의 지도자는 재정 역량

과 인적자원이 부족하므로 횡적인 책임과 역할이 취약하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

분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들과 같은 주제

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PAT의 세부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도 예민한 문제들이 있다. 특정 세부 사업

은 참여주체 또는 참여하지 않는 주체 간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정책을 관장하는 책임자의 권한이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① 과

도한 협의 과정과 시간을 소모하여 추진을 어렵게 하거나 ② 횡적인 협력에 의해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각자의 세부사업을 실행하고 그 

종합이 PAT가 될 수도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

다섯째, PAT의 성과에 따른 영향이 증폭 또는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감이 있다. PAT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 전담인력, 예산 등이 

확보된 경우는 매우 적고, 지역단위 또한 국가단위에서 PAT의 평가 또는 모니터

링 계획이 아직은 없다. 그러나 PAT의 직·간접적인 영향79)은 점진적으로 커지고 

79) (비관적 전망) 브레따뉴 주의 단체급식을 위해 브레따뉴 주의 농산물을 50% 공급하는 데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약 50백만 유로임(적은 액수가 아님). 그러나 공동농업정책(CAP) 차원에서 브레따뉴

에 지원되는 직불금의 규모는 600백만 유로에 달함. PAT는 정책차원에서 영향력이 매우 미미함. 

(낙관적 전망) PAT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특히 Egalim 법에서 단체급식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게 되

면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확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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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는 말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단체급식을 들 수 있다.

4.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의 시사점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PAT) 추진과정은, 1980년대부터 진행된 유기농업운동, 

짧은 유통(직거래 운동), AMAP(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관계 직거래) 등 시민운

동으로 추진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우리나라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그

러나, 프랑스는 농정에서 규모화 정책 이외에도 국가 푸드플랜(PAN)을 주요 국가

정책으로 선언하였고, 2010년 농업현대화법에 지역 푸드플랜(PAT)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이다.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의 등장 배경 및 정책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 푸드

플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은 지난 30년 동안 지역 소농과 먹거리 및 환경운동 

등 사회적 시민운동의 결과가 지역 푸드플랜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지역 푸드플

랜이 추구하는 시민 참여 거버넌스의 지역유통 순환체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려

면 앞으로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

다. 지역 푸드플랜이 정책적으로 성립된 과정을 유추하면 지역에 따라 정형화된 

모습으로 지속적인 활동은 어려울 것이다. 구성원의 의식 정도가 모두 다른 상황

에서 높은 단계까지 합의 도출하여 실천하기까지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시민(생산자, 소비자)이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한 후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를 통해 비전을 만들고 시대 변화

를 반영하여 실천활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의 경우도 시민 참여가 활발한 곳은 행정이 뒤따라

가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선출직 지자체 장 등 행정이 주도하는 경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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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의회 의원이 바뀌면 사업이 축소되기도 한다. 결국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

의 균형이 필요하다. 시민, 생산자단체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지만, 지자

체 행정은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힘이 큰 반면, 예산집행이 필요한 활동의 활성화

에 소극적인 형태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넷째,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은 기초지자체 연합(도시와 주변부 농촌의 메트로

폴, 농촌 지자체 연합 등) 단위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 연합체의 구심점

이 약해 논의만큼 추진이 더딘 편이다. 그래서 지역 푸드플랜 사업을 통해 시민사

회단체 활동가 육성에 의미를 두고 장기간 소요될 것을 예상한다. 반면, 우리나라

는 기초지자체인 시군단위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하므로 프랑스와 달리 행정

과 시민에게 강력한 구심점이 존재하고, 지역 푸드플랜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지역 푸드플랜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투자 효과는 장기적이므

로 지자체 장이 적극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역 푸

드플랜의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이다. 

여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가 푸드플랜의 지원을 받은 지역 푸드플

랜의 경우, 소규모 실천활동(학교급식에 채소류 식단 증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은 다양하게 도출되어 시민 행동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 푸드플랜이 행정 주도로 추진되면서 물류시설, 조직 등 하

드웨어 구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로컬푸드 정책이 다년간 시행되고 지역 

푸드플랜이 추진되는 A지자체조차 실제 학교급식에 공동식단제 추진, 채소류 식

단 증가 등 식재료 공동이용 및 식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이

다. 그러므로 시민에게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 이해향상을 위한 교육, 다양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곱째,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 추진도 예산확보, 인력 문제를 행정에 의존하는 

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우리나라 지역 푸드플랜 추진 시 ‘지역푸드통

합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별도로 없고 각 주체의 활동 네트워크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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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고 있다. 이 이유로 인해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이 긴 호흡으로 진행되고 느리

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 푸드플랜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지역농

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농 조직화, 관계형 시장 창출 등을 담당하

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만약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와 같이 시민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하

는데, 시민주체의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면 지역 푸드플랜 사업이 유명무실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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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1. 농산물 유통에서 로컬푸드 확대 가능성

1.1. 규모화 유통과 로컬푸드의 비교

1980년대 이후 농산물 유통정책은 소비지 변화에 대응하는 산지 공급체계 재편

이지만 산지 조직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강화는 현재까지도 과제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 농산물 유통 개선 종합대책에서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시장 조성과 육성 

및 로컬푸드 확대를 선언하고, 각각의 유통경로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규모화·조직화 정책을 통한 시장 조성과 육성 사업은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 협동조합 계열화 유통, 수급관리 체계화 등 3영역에서 추진되는데, 대량생

산·대량유통에 나타나는 한계로 인해 시장이 정체된 상태이다<표 6-1>.80) 

80) 그 이유는 첫째,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가·수의 매매 비율확대를 시도했으나 2019년 현

재 경매비율 80%, 정가·수의 매매 비율 20%로 유통구조개선 대책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 계열화 유통은 농협을 통해 추진된다. 농협의 산지-도매-소매를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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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규모화 유통과 로컬푸드 추진체계 비교

구분 규모화·조직화 정책을 통한 시장 조성과 육성의 영역
로컬푸드

(자생적 영역의 관계형 시장)

유통개선
대책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

협동조합 계열화 
유통

수급관리 체계화
지역 푸드플랜(로컬푸드 확장, 

공공급식 등 포함)

시장점유율 50%∼60% 10%∼20%

시장 확대 
여부

정체
로컬푸드 확장, 지역 

푸드플랜으로 진화, 성장 중

정책수단

- 경제주체 간 합의
와 제도개선

- 교육사업 - 교육사업  
- 안전성 보장, 신뢰를 바탕

으로  시민참여형 인식공유
(공공성)

- 적은 규모의 행정과 재정 지원- 큰 규모의 행정과 재정 지원

지원 형태 유통시설과 운영자금 지원 소규모 판매장과 유통시설

국내 대응의  
국제 비교

- 소극적 대응
(대만, 한국만 상장
경매 시행)

- 규모화·조직화로 
적극적 대응하지
만 부족

- 정부 주도 계약재배, 
수급안정사업을 추
진하는 국가는 드물
고 확산 어려움 

- 행정, 시민사회단체의 추진
력이 양호하여 다양한 영역
으로 확장 중

→ 유럽과 비교해 늦지 않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 조건

- 유통 주체 간 합의
와 제도개선

-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분담

- 생산자 조직화 교육 
- 농협을 통한 출하

비율 증대

- 계약재배 확대 위한 
교육 강화 다양한 소
득 안전망 확보

- 행정과 시민사회 단체가 결합
한 다양한 활동과 운동 전개

민간유통과 
경쟁 정도

치열함 치열함 시장진입, 확장 어려움 낮음

향후 발전 
가능성

낮거나 현 수준 유지 낮거나 현 수준 유지 낮거나 현 수준 유지
민관 거버넌스의 성장에 따라 

시장은 비례적 성장

주: 2013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비교함. 

자료: 연구진 작성.

반면, 로컬푸드는 주요 유통경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 규모인 지자

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주도로 로컬푸드 직매장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가 적극적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주도하는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먹거리 

거버넌스 활동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표 6-1>. 

는 수직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매단계에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와 민간 유통업

체와 경쟁하고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셋째,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해 민

간 5대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관측사업 고도화, 계약재배 향상 등으로 수급

관리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생산자와 산지유통인 간 관행적 거래로 농협의 계약재배 증가 

비율이 쉽게 증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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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내 로컬푸드의 확대는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에 비해 직매장 개설과 

보급, 단체 및 공공급식 확산 등 사업 확장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

품부는 지역 푸드플랜을 로컬푸드의 확산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관계형 소비시장 

확대에 노력하며, 먹거리 공공시장 영역인 공공급식, 공공기관 단체급식, 군 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조에 적극적이다. 또한가 기초지자체

도 지역 아동·노인 및 저소득층의 공공급식, 복지급식에 지역농산물 이용 방안을 

고민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먹거리 가공사업, 농업인가공센터 등 6차 산업과 연

계에 노력하고 있다.

1.2. 지역 푸드플랜(로컬푸드 확대) 가능성 

1.2.1. 규모화 유통의 과제 해소

지역단위에서 로컬푸드 확대, 즉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기존 농산물 유통의 과

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표 6-2>.

첫째, 기존 규모화 유통에서 생산자나 산지 간 경쟁은 소수의 규모화 된 농가를 

육성하지만,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자의 품목과 생산시기 조정으로 소량 다품목 

시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중소농 간 상생을 요구한다. 또한 지역 푸드플랜은 학

교·공공급식 등 소비처를 확보한 상황이므로 생산자는 생산 품질향상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기존 규모화 유통은 생산 및 가격변동의 위험 완화 장치가 부족하지만, 지

역 푸드플랜은 생산자가 확보된 소비처와 사전에 생산계약을 할 수 있고 생산 정

보81)를 공유함으로써 출하 시 변동량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셋째, 농산물 유통에서 브랜드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신뢰를 축적하여 지속적인 

소비를 유발하는 요소이다. 기존 규모화 유통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81) 생산량 변동이 있을 경우, 출하 전 소비처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식단 변경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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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푸드플랜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신뢰가 구축되고 

이는 거래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로컬푸드 상품이 지역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은 

지역 시민의 신뢰의 결과이다. 로컬푸드의 성과는 단기에 기대하기 어렵지만 신

뢰받는 거래가 정착될수록 소비자의 충성도는 높아지고  소비층 확보에 유리하다.

넷째, 과거 도매시장 거래는 단시간에 대량유통이 가능하여 선호되었지만 TV

홈쇼핑, 인터넷 구매 및 배송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지역 푸드플랜은 소량 다품목을 요구하는 소비자 니즈와 연중 

균일 가격에 상시 공급이 가능하다. 

표 6-2  농산물 유통의 과제와 지역 푸드플랜 실천의 비교

 농산물 유통의 과제 지역 푸드플랜의 실천

1. 생산자·산지 간 경쟁 심화, 소수의 규모화 농가 육성
·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처 위해 동일품목 산지 간 연대가 필

요하나 생산자는 판로나 가격 경쟁에 민감 
· 판로 확보해도 해당 판로가 요구하는 물량, 품질, 시기에 대

응 못하는 경우 발생. 

-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예정된 소비처 확보로 중
소농 조직화 강화 및 생산 품질향상에 집중 가능

- 상생 위한 협의와 소통이 전제
 · 생산자 간 소량 다품목 생산기획(생산·출하시기, 

수급 조정) 

2. 생산 및 가격 변동의 위험 완화 장치 부족 
· 단일품목, 규모화 생산에서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 있음에

도 예산제약으로 위험 보상 부족  
· 농협의 계약재배는 수확기 판매계약. 수확기 가격 주도권

은 이미 시장에 있음. 

- 생산 전, 생산자가 직접 또는 협의 하에 생산량 및 
가격결정 

 · 생산 위험성을 관계형 시장(예정된 소비처)과 공유 
- 연간 생산계약 가능, 생산 및 소비 안정에 기여

3.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 미정착 
· 품질관리 지속되지 않는 브랜드 경쟁력 없음 
· 브랜드는 상품 정보가 집약된 신뢰장치 
· 조직화, 규모화된 브랜드는 시장교섭력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신뢰 기반한 소비자의 인지도/충성도 높아야 
마케팅 활용 가능 

- 소비자와 관계형 시장 구축에 노력
· 안전성 확보, 거래지속성, 
· 로컬푸드 상품이 지역 브랜드로 성장은 지역 시민

의 관계형 시장에서 신뢰 구축의 결과
· 로컬푸드 성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남. 소비자 신

뢰는 충성도 높은 소비층 확보 가능

4. 도매시장 상거래 및 물류 일치의 비효율
· 상거래 및 물류 분리 직거래 증가 추세

-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 지역 내 로컬푸드 확산, 물류비 절감

5. 먹거리 소비의 외식 증가로 인한 규모화 경향은 생산 불안
정성을 흡수하는 대응력 저하

· 대량유통은 효율적 물류, 거래 신속성이 장점, 단, 가격변
동, 안전성 등 거래 리스크 확대는 단점

- 소비 규모가 예측 가능(지역 내 유통) 
· 지역 먹거리 관련 사업이 통합되어 생산-소비 결

합력 높이면 소량 다품목 공급체계 구축 용이, 가
격변동·안전성 등 거래 리스크에 대응 용이

자료: 정은미 외(2016: 19-22) 참조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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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민 참여와 지역 푸드플랜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지자체의 먹거리 관련 사업은 시민 

체감형 지역순환 유통체계로서 사업 추진 시 시민의 만족도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앞의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

한지 10년 만에 전국적인 푸드플랜 모델로 성장하였고, 대전 유성구, 전남 나주시, 

충남 청양군도 먹거리 사업 추진은 불과 4~5년 동안이지만 시민의 관심과 호응은 

높은 편이다. 

그림 6-1  푸드플랜 체계에서 시민참여와 시장규모의 상관관계

자료: 연구진 작성.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관련 사업에 시민의 관심과 호응에 비례하여 시장규모

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그림 6-1>. 시민의 관심과 호응은 참여주체나 사업형태

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기존 소매업과 앞의 사례 지자체를 비교하면, 시장규모

가 큰 일반소매업과 대형유통업은 집객 효과를 위해 각종 문화 프로그램, 이벤트

를 유치하며 소비자 회원을 모집하지만, 소비자는 구매자 대상일 뿐이다. 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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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푸드플랜에서 소비자는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생산자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

치는 주체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자로 머물지 않고 시민으로서 지역 먹거리 

문제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실천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지

역 먹거리에 다양한 사업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형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중

요하고, 이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참여 시민은 지역 먹거리의 의결·심

의조직인 민관 거버넌스 조직의 구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주체를 발

굴한다. 사업형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에서 관계형 시장은 생산조직화, 소비조직화 등을 공공형으로 전환하여 추

진하면 확대가 용이하다. 또한 최근 시민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나 공동주택단지에

서 유행하는 마을부엌, 아침밥 먹는 아파트 등도 신규시장 영역으로 개척이 가능

하다. 

최근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 정책 10년 성과인 시민 참여 확대를 “완주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로 결성하여 시민 생활 전 분야로 확대하였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정책 이후 추진하고 있는 소셜굿즈(social goods)는 로컬푸드와 지역공동체 사업

의 결합 사례이다. 완주군 소셜설굿즈는, 로컬푸드를 문화, 교육, 돌봄육아, 에너

지 등 시민 생활 전 분야로 확대함으로서 지난 10년 간 로컬푸드 육성을 통해 조직

된 지역공동체, 전후방 조직 육성 성과를 농촌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계획

이다<그림 6-2>. 소셜굿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리더 및 시민의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푸드플랜 및 소셜굿즈 

대학’ 운영, 2019년부터 협동조합 형태 소셜굿즈COOP을 매년 30개소씩 발굴·육

성한다.

둘째, 지역공동체가 개별조직이 아닌 서로 연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효율

적 연계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셋째, 조합원은 “82개 사회적경제 조직(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이며 이들 지원하기 위해 행정과 실행조직이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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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완주군 행정(지원)과 실행조직(중간지원조직)의 연계

자료: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내부자료.

2. 지역 푸드플랜 추진 전략과 기본 모델

2.1. 지역 푸드플랜 추진방향 

2013년 농산물 유통정책에서 로컬푸드는 단순히 농산물 직거래 및 농산물 유통

의 틈새시장으로 인식하며 경제성(시장규모 확대)이나 물리적 거리 축소에 초점

을 두었다. 그러나, 지역 푸드플랜은 이에 대한 반성을 반영하여, 지역 먹거리 사

업에 경제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가 이

용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안전성, 안정성 등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한다고 

본다<그림 6-3>.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각 사업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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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였지만,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

의 연계성을 높여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신뢰를 중시하는 관계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그림 6-3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방향

자료: 정은미 외(2018c: 84).

지역 푸드플랜은 신뢰가 바탕인 관계형 시장을 만들기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사전 계약을 기초로 소비량을 예측하고 가격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역 푸

드플랜이 추구하는 지역 내 관계형 시장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니라 지역

민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생하는 관계임을 인지하고 실현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경제성과 환경을 고려하며 ‘생산-소비의 사

회적 거리’를 축소하고자 한다.

지역 중소농의 소량 다품목 생산이 조직화되고 연중 공급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소매유통에 대응할 수 있다면, 현재 민간에 위탁하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상품이 발굴되어 거래되면서 지역특성을 

살린 상품이 등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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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 푸드플랜 추진 전략

기존 농림사업 추진에서 사업 주체는 행정이고, 시민은 행정의 선별적 지원에 

의존하며 수동적 입장이었다. 로컬푸드도 행정이 농산물 유통으로 인식하며 로컬

푸드 관련 업무를 농업부서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그 결과 타 부서와 연계가 현실

적으로 어려워 소극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 연계성 사업 추진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는 시민이다. 학교급식운동처럼 시민이 자

발적으로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먹거리 관련 사업으로 등장하

고, 이러한 먹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은 시민의 협력을 촉진하

며 시민이 요구하는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한다<그림 6-4>. 

시민이 지역농업과 생산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건강하고 안전·안정적인 식

생활, 나아가 지역 생산자가 농업을 지속하는 것이 푸드 마일리지 축소, 수송비 절

감 등 사회경제적으로 지역 소비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 푸드플랜 추진하는 기초지자체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이유는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먹거

리 공공성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본 경험이 없고 지방일수록 시민사회단

체 회원 수도 적고 활동이 단편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행정은 지역 먹거

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에서 먹거리 공공성 논의와 시민 스스로 필요 사업

을 발굴하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데는 농업분야 이외에도, 교육, 환경, 

일자리정책, 사회적경제조직 등 여러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가능하다. 그러

므로 행정은 지역 푸드플랜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각 부서의 협력이 가능하도

록 행정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먹거리 관련 사업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 및 예

산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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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전략

자료: 정은미 외(2018c: 85).

2.3. 지역 푸드플랜 추진 기본 모델

지역 푸드플랜 실천의 주요 과제는 ① 소량 다품목 생산의 조직화(중소농, 고령

농, 여성농), ② 안전성 관리, ③ 지역민 계층별 접근성 강화, ④ 지역내외의 관계형 

소비시장 확대, ⑤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이다. 이러한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행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운영의 의사결정

은 민관 거버넌스에서 합의 도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82) 

그러나 지역 내 생산 조직화부터 가공, 유통, 물류 등 사회적 인프라와 결합하는 

일은 행정이나 시민 중 어느 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행

정과 시민이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지역 시민의 요구인 먹거리 안전 및 

안정적 공급, 지역 순환경제를 실현할 공공형 조직으로 ‘(가칭)지역푸드통합지원

센터’가 요구된다. 

82) 정은미 외. 2019a.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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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는 1) 농업인 소득창출, 2)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실행조직이다.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는 현장형 실

행계획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시민이 순차적으

로 합의, 실천, 성과 공유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실행된다<그림 6-5>. 

그림 6-5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모델

자료: 정은미 외(2018b: 73)를 일부 보완.

지역 푸드플랜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인적 인프라와 생산부터 가공, 유통, 물

류 등 물적 인프라의 결합으로 지역 먹거리의 연계성을 높이는 실천이다. 그러므

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농림사업의 방식83)과 지역 푸드플랜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의 공유자산 

확보 및 확대로 시민 수혜자를 늘리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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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에서 먹거리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 투자 예산

은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 시민의 자산이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순환농업 복원과 지역 유통망 구축 등 먹거

리 정책에 시민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실행조직인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의사결정을 위

한 이사회는 행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시민 대표로 구성된다. 충남 청양군의 

푸드플랜 추진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지역농협 조합장, 농민회장, 농업경

영인연합회장, 6차산업연구회장, 친환경농업회장, 교육지원청 주무관, 청양로컬

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연구자 등이 참여한다. 이처럼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는 행

정의 지원과 민간의 실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민관 거버넌스의 의견 수

렴을 통해 합의하고 실천 방안을 도출한다. 

3. 지역 푸드플랜 추진 정책과제 

전 세계적으로 로컬리즘(Localism)은 대세이다. 지역 푸드플랜은 로컬리즘에 

기반한 먹거리 관련 지역유통을 통해 생산자의 판로 및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실현하는 실천과제이다. 단, 기존 농림사업과 같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으

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 관련 사

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성, 다양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개인, 도시, 국가 모두 

정체성과 차별성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정체성은 지역과 국가 문제이기도 

하다. (…) 탈산업화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의 과제는 명확하다. 미래 세대와 국제 

83) 기존 농림사업은 소수의 생산자, 지역농협, 소비자단체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시행 5년 

또는 10년 경과 후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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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요구하는 개성과 다양성을 일자리와 산업에서 구현하는 일이다. 이를 실

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다름’이다.”84)

지역 푸드플랜도 궁극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사업을 전개하는 방

식, 지역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관건이다. 

3.1. 지역 푸드플랜 사업에 대한 이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고, 사업 중심에서 사람중

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푸드플랜’이 등장하였다.85)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공

공성’에 기초하여 시민의 요구에 따른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사업을 로컬푸드로 확

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과 다양한 먹거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민관 거

버넌스 형태로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 푸드플랜은  기존 농림사

업 추진방식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지역 푸드플랜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시민의 참여와 교류, 소통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푸드플랜 ‘필요성’에 대한 지역민의 합의 도출을 

포함한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 때,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푸드

플랜에 대한 이해와 공유 과정과 시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사업 

인프라를 ‘공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나 농업인가공센터를 설립할 경우, 기존에는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이 있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게 위탁운

84)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향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지역 산업으로 육

성해야 한다. 지역 산업 수준으로 성장한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는 머지않아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투자 생태계, 장인 대학, 지역 중심 행정 등 우리가 건강한 로컬 크리에이

터 생태계를 위해 할 일은 많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지

역을 복지, 시혜, 계몽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 탈산업화 경제에서 로컬은 창조의 자원이다”(조선

일보 2019. 11. 1.). 

85) 정은미 외. 2019a.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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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였으나 지역 푸드플랜에서는 기초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는 기존 농림

사업이 소수의 사업 대상자를 선별적 지원하고 사업 시행 5년 또는 10년 경과 후 

자산 사유화가 가능한 추진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둘째,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공공성 확장을 위한 행정의 대응에 일관성이 필

요한 사업이다.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시설 지원 및 정책 추진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운영이 요구되고, 시설이나 장비

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공적 이용이라는 행정의 일관적 대응이 요구된다. 

나아가 사업 수혜자와 목표 분명히 견지하고 푸드플랜 조례에 기초한 운영지침 

및 역할 설정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가 핵심이다. 푸드플랜 목적에 

맞는 관리감독 체계 구축를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 통합을 위해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농

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경우 ‘관리주체 주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전북 완주군 농

민가공센터는 ‘이용자 주도’는 운영 방식으로 같은 가공센터라도 운영 형태에 따

라 큰 차이가 있다.86) 

셋째, 지역 푸드플랜 실행조직(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의사결정에 민간 거

버넌스의 활동과 참여가 필수이다. 지금까지 농림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의 의

사결정자는 주로 행정이었다. 담당 부서의 사전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관련 부서

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장이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지역 푸드플랜은 시민의 참여와 활동이 시장 확대를 결정하는 주요 요

인이므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의 참여 

및 행정과 소통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 완주군, 나주

시, 청양군, 유성구 등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사례 지자체의 경우, 먹거리 통합 

조례에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먹거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86) 농업기술센터 내 가공시설은 공무원 근무시간(9:00~18:00)만 이용 가능하고 반드시 관리자의 감

독이 필요한 반면, 완주군 농민가공센터는 예약 신청으로 연중 이용 가능하고 거의 수동식이므로 관

리자의 역할은 이수교육과 상담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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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지역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 추진 방향

자료: 정은미 외(2019a). 

다만, 각 지역마다 시민사회단체나 시민 활동가의 수가 소수이므로 민관 거버

넌스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회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민

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주로 교육, 홍보, 실무역량 강화 등의 인력 및 프로

그램 개발과 관련한 SW사업이 먹거리 정책 추진과 동시에 필요하다. 시민을 대상

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정보 교류 및 교육 기회 제공, 민주적 의사결정 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그림 6-6>.  

3.2. 기초·광역지자체 및 국가의 정책과제

지역 푸드플랜의 실행단위는 기초지자체이고 기초지자체의 행정과 시민이 추

진주체이지만, 기초지자체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편차를 

비롯하여 사업역량에 큰 차이가 있다. 수요가 공급보다 큰 도시와 수도권 지역, 공

급이 수요보다 큰 농촌 및 도농복합형 지자체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큰 도시지역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수가 감소하는 농촌지자체 등

은 지역 푸드플랜의 사업방식이 같을 수 없다.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관련 사업은 기초지자체 행정 범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법·제도의 문제, 사업 재원의 문제, 정보 관리 및 소통의 범위의 문제 등이 있

다. 행정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담당하는 농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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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교육, 복지, 청소년, 아동, 노인 등의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청, 복지정책과, 평

생교육과, 여성보육과 등 다양한 부서와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부서 간 업무협력

은 예산집행의 책임소재와 관련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과 생산량으로 상품구색이나 지역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시기별 생산품목의 교류가 필요한데 이 또한 기초지자체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초지자체는 지역농산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현장실행을 담당하더라도 국가 및 광역지자체는 기

초지자체를 물심양면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그림 6-7>. 

그림 6-7  행정 단위별 지역 푸드플랜 정책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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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기초지자체의 과제

지역 푸드플랜은 기초지자체의 현장형 실행계획이다. 기존 농림사업 지원사업

처럼 사업 중심으로 지원된 내용을 사람이 중심인 사업으로 전환하며,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수행한다. 

첫째,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농, 고령농을 중

심으로 소량다품목 생산의 조직화이다. 특히 고령농이나 귀농자 등 생산재편을 

통한 기획생산이 어려운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획생산 담당 업

무자를 확대하고 농가의 노동력, 토지, 시설여건에 맞는 연중, 품목별 작부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둘째, 관계형 시장 확대에 가장 영향이 큰 요인은 소비자 신뢰의 근간인 안전성 

관리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장터, 학교·공공급식, 가공 농식품 분야 등 관리체계

의 일원화와 농식품 안전성 관리와 생산단계의 토양관리부터 공급 유통단계에 이

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시민 특성별 접근성을 높이는 관계형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푸

드플랜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직매장·장터, 학교·공공기관 등 공공·단체급식, 취

약계층(아동, 노인, 저소득층 등) 및 취약지역의 복지급식 등 3분야로 나눌 수 있

다. 지역 푸드플랜이 단순한 농산물 유통 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사회

적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연계와 협력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

회통합적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경제 영

역을 적극적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푸드플랜은 지역 생산-소비의 선순환 경제

를 확장하여, 지역 자원(인적, 물적)의 활용과 부가가치를 높이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 6차 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다섯째, 위에 나열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순차적으로 합의하고 실천, 성과 공유를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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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푸드플랜을 계획단계부터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의 연계성을 고려하

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접근하기 위한 실행조직으로서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는 먹거리 관련 다양한 개별 사업을 총괄하

여 연계 강화하는 실행단위로서 행정 지원조직과 공공형 실행조직 상호 연계를 위

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과 같이, 지자체 행정이 시민 먹거리에 관

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그림 6-8>. 아직까지 지역사회 시민

사회단체의 역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 시민과 다양한 사업이 연계된 지역 푸드

플랜은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지역 푸드플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타 부서의 먹거리 관련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로컬 인증제 시행, 홍보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림 6-8  기초지자체 푸드플랜 행정 지원의 범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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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광역지자체의 과제

지역 푸드플랜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지만 사업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

음과 같은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기초지자체가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이다. 

푸드플랜의 실행인 생산조직화, 관계형 시장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

족하다. 그러므로 광역지자체는 업무인력 조달을 위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광역지자체의 각종 중간지원조직(ㅇㅇ지원센터)에서 전문성 강화 및 경영 교육, 

각종 연구회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업무인력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푸드플랜의 추진 동력으로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대도시를 제외하

면 기초지자체의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는 소수이다. 시민의 주인의식, 자긍심, 

주체성은 푸드플랜의 공공성 이해, 지역 내 협력 관계 형성에 중요하지만 시민의 

기초 역량이 부족하여 행정 주도로 추진되는 경향도 있다. 그러므로 광역지자체

는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거버넌스 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시민 역량 강화

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광역 먹거리 정보센터’ 운영으로 지역 먹거리의 기초 데이터인 생산 및 

유통, 가공 정보 등이 제공된다면 지역 먹거리 연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먹

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와 관련된 지역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생성되는 현실에서 

기초지자체가 인증한 지역 먹거리 정보를 광역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다.

3.2.3. 국가의 과제

‘로컬푸드’에서 ‘로컬’은 일정 지역범위에 한정된 물리적 거리보다 농업의 지

속가능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이다.87) “지역(local)은 공간적 경계선의 

87) 생태적‧환경적인 지속성을 전제하면서 경제적‧문화적‧사회적인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

이고, 필자는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첫째, 안전성.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제

공해야 생명이 지속할 수 있다. 둘째, 경제성. 농업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격이 지불되어야 경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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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보다 지역의 특성과 경제·환경, 지역생산자와 소비자의 유대관계라는 광범위

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로컬푸드는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보다 인간과 자

연, 인간과 인간이 공생하는 원리를 기초로 관계성과 다양성이라는 지역 특성으

로 나타난다. 로컬푸드가 지향하는 가치는 성장과 발전을 우선 순위로 두고 획일

화되었던 산업화 사회의 가치에서 공생의 가치,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이기도 하다.88) 

따라서 국가의 지역 푸드플랜 지원은 지역 정체성을 발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

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의 특성이 지역의 정체성으

로 발휘되도록 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지역농업에서 구체적인 실천 내용

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문화·교

류 활동을 지원하거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 내 경제주체의 사업이 연계

성을 높이도록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소통을 지원해야 한다.89) 

그림 6-9  지역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지역 내 유통 시스템

자료: 정은미 외(2016: 157).

속할 수 있다. 셋째, 친환경. 안전성과 경제성의 토대는 생명계의 환경보전이다(정은미 외 2016:  

156). 

88) 정은미 외. 2016. p. 156.

89) 정은미 외. 2016.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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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역 푸드플랜을 위해 국가의 지원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

하는 데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의 범위를 넘는 제도개편과 예산 편성으로 귀결

된다. 

첫째, 국가 각 중앙부처는 먹거리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갖고 있지만 개별적, 분

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과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만, 먹거리 안전성은 식약처 소관이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은 기초지자

체와 교육청의 제도개편을 통해야 가능하다. 이처럼 먹거리 관련 제도 및 지침의 

변경에 대응은 국가단위에서 일괄적 업무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먹거리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농림사업 예산으로 투자된 물적 인프라는 개인이나 단체 소유이므로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푸드플랜을 위해 기존 중앙정부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 조정과 예산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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