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  촌  경  제   제28권 제4호(2005 겨울) 93

1

1. 머리말

뉴질랜드는 온화한 기후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거의 1

년 내내 잔디가 자라고, 기후가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육류와 유제품을 위한 목축업

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북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에서는 아열대 식물을 재배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광

범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다. 더구나 뉴질

랜드 인구는 40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1인당 경지 면적 비율이 높다. 인구 1,000

명 당 농경지면적 비율은 호주에 비해서는 

낮으나 한국,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높고,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서도 높다.1

1 인구 1000명당 농경지 지수는 뉴질랜드 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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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농산물은 국내 시장이 협소하여 

수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뉴질랜드

의 농산물과 식품 수출은 선진국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뉴질랜드 총수

출에서 농산물 수출의 비중은 1989년 57%

에서 1995년 48%로 감소했으나 그 후 꾸

준히 증가하 고, 2003년에는 52%에 이르

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농업 부문에서 강

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수출 주도형 농

업을 전개해 왔으나 1984년부터 시작된 농

정개혁을 거치면서 농업의 체질이 더 강화

된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개혁이 농업

을 포함한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 다는 

점이다. 둘째는 모든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에 걸쳐 이

루어졌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농민과 농민조직이 개혁 과정에 끌

려 다니지 않고 동참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농정개혁의 성공모델이 되어 

있는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에 대한 내용과 

농정개혁 과정에서 농민단체가 어떻게 참

여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알아보

는 데 목적이 있다.

2. 뉴질랜드의 농정개혁과 효과

2.1. 농정개혁의 배경과 내용

뉴질랜드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한국 51, 일본 42, 호주 27,218, 미국 1,712, 캐

나다 2,654 등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

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국제수지 위기가 

이어지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한 정책 기조하에 수출지향 농산물 증산

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하 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비료 등 투입

재에 대한 보조, 신용확대, 세금공제, 수출

인센티브 지급, 가격 안정제, 가격 지지제, 

토지개발에 대한 양허, 그 토지에 대한 주

식자본화 등이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에 따라 생산자보조추정치(The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는 1983년에 35%로 

절정에 이르 고,2 이는 EU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

대에 따라 1984년에 이르러서는 많은 경제

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정부의 재

정 적자는 GDP의 9%에 다다랐고, 공적 지

출의 15%에 이르는 공적 부채를 감당해야 

했다. 대외 적자문제도 계속되었다. 과대평

가된 환율, 과다한 통화량 증가 등은 통화

정책을 약화시켰다. 뉴질랜드 달러의 대량 

판매는 국가의 대외 준비금을 고갈시키기

에 이르 고, 급기야 1984년 6월 임시선거

에 의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1984년 집권한 노동당은 재무상 Roger 

Douglas 주도로 정부의 직접적 관여와 보

조완화, 시장의 규제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단행하 다. 개혁 목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

2 PSE는 정부의 각종 농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서 얻어지는 산출물의 가치를 백분율로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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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당시 공공부문이나 

사적부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규제

와 통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뒷받침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경제 전반에 걸쳐 이

루어졌으며 농업부문에서는 정부의 보조정

책을 가장 먼저 폐지하는 것이었다. 농업개

혁의 내용으로는 비료에 대한 보조, 생산자 

및 유통위원회 계정에 관한 이자율 특혜, 

농민에 대한 세제 혜택, 농자재 보조, 정부

의 무료 농업서비스 등이 폐지되었다<표 

1>. 또한 수출보조와 관세의 대폭적인 삭

감 또는 철폐가 이루어졌고, 품목별 생산자

위원회와 유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축

소되었다.

표 1.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전후 정책 내용

농업부문 금융, 재정, 외환부문 산업, 무역, 노동 부문

1978

․토지개발촉진제도 도입

․양모,육류 및 낙농산업

  최저가격 보조제도 도입

1979 ․수출촉진 세금우대 제도

1980
․양계위원회 설립

․수출도축장 허가제 폐지

1981 ․육류 무역계정 설정 ․무역보호를 관세화로 전환

1982 ․고정환율제 재도입

1984

․농산물가격지지제도 폐지

․생산자위원회의 중앙은행

  계정 상업이자율 적용

․비료, 관개용수 보조 폐지

․금리동결 해제

․금리 및 신용규제 철폐

․물가동결 해제

․농업은행 이자율 점차적

  시장 금리 적용

․수출보조금제도 폐지

․임금동결 해제

․국내외 직접투자 관련 

  규제 폐지

1985 ․농지개발 촉진제도 폐지

․금융기관 의무투자비율 

  규제철폐

․자유변동환율제 채택

․정부사업 국 기업화

․산업보조금 대폭 감축

1986 ․농림부 예산 점진적 감축 ․GST 도입(10%)

1987
․Wheat Board 폐지

․육류농가 수입안정계정 폐지

․정부재산 매각(부채청산)

․은행설립 자유화

․관세 인하

․노사관계법 제정으로 개별

  기업단위 임금교섭 제도

  도입

1988
․키위프루트유통위원회 설립

․양계위원회 폐지

․세제 및 관세 제도 개혁

․GST세율 12.5%로 인상

․소득세율 단순화, 법인세율

  인하

․9개 국 사업체 설립

1989 ․농업은행 민 화

․정부부처 운 지출 삭감

․90, 91년도 재정적자 0%로

  운 발표

․준비은행 독립성 강화

․물가상승률 1992년 달성목

  표 0-2%

1990
․금융시장위원회 설립

․관세 인하(1991-1996)

․노동조합의 임의가입 및

  조합설립 자유화

․전화회사 매각

1991 ․낙농위원회 독립성 확보 ․자원관리법안 통과

자료: 신승열, 최세균,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6),
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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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 이전 농민들은 상품에 따라 부

족불 혹은 수출보조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

되었던 최저가격지지제도(supplementary 

minimum prices: SMP)로부터 가장 두드

러진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

는 농정개혁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대

부분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PSE가 3% 

미만으로 떨어진 1990년대 초까지 단계적

으로 폐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PSE

는 1%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표 2>.

개혁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는 국제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서 경

쟁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 우유, , 달걀, 감귤류, 사과 등

을 포함한 각종 국내 마케팅보드가 해체되

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 과정에 민간 

부문 참여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

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시장과 해안지역 개혁 또한 유통 효

율성과 생산성에 주목할 만한 향을 미쳤

다.3 1989년의 새로운 입법은 그동안 전국 

3 뉴질랜드 농산물 생산의 특성은 많은 농산물이 

단위의 연합 형태로 해안지역 노동력을 담

당했던 기구를 폐지시키고, 고용주들에게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1989년과 1986년을 비교 했

을 때, 해안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34%까지 떨어졌으나 노동자 한 명당 

지불금은 45%까지 증가했다. 용적 톤으로 

나타난 노동자 당 생산성은 53%까지 증가

하 다.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종전의 

하역비용은 유제품의 경우 30%까지 감소

하 고, 몇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50%까지 

감소하 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노동시장 개혁 

또한 농산물 유통경로와 가공비용 특히 노

동 행태에 많은 향을 미쳤다. 조합의 의

무 가입이 폐지되고, 임의 가입으로 변경되

었다.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에게 그들

의 고용조건 협상에서 더 많은 선택의 자

유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유연성이 

크게 도입 되었다. 육류 가공 분야의 경우, 

두 거대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회사 혹은 

해안지역을 따라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노동력이 해안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표 2.  OECD 국가의 생산자보조 추정치(모든 상품)
단위: %

1979-
81평균

1986-
88평균

1990-
92평균

1992-
94평균

1994 1996 1998 2000 2002

뉴질랜드 18 11  4  3  3  1  1  1  1

호주  8  9 11 10 10  6  7  5  5

캐나다 20 34 42 31 26 15 17 19 20

EU 36 40 47 48 49 39 39 34 36

미국 14 25 22 21 19 17 23 22 18

일본 60 61 68 74 75 63 62 60 59

OECD평균 29 38 42 42 42 33 34 32 31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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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단위의 교섭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조합원 가입이 1993년까지 3분의 1로 감소하

고, 산업적 파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거시적으로 볼 때, 1984년 새로운 정부의 

초기 조치들은 뉴질랜드 달러의 20% 평가

절하, 재정과 외환시장 통제 철폐 즉 금리

자유화와 변동환율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보조가 없어지고, 관세는 점진적

으로 낮아졌으며, 수입통제는 해제되었다. 

이 모든 것은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

함이었다.

이처럼 공적 부문은 줄어들고 농업 부문

을 포함해 정부의 상업적 활동들은 공사화 

또는 민 화되었다. 오늘날 뉴질랜드 농업

의 경우 정부 보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아남아 있다. 이러한 

방법들에는 시장 가격의 변화에 대한 농가

의 적절한 대응, 한계농지의 비사용, 사슴

사육, 투입재 사용 수준의 변화와 같은 새

로운 사업의 창출과 발전 그리고 증가된 

생산성 등 농장수준에서의 다양화가 포함

된다.

2.2. 농정개혁 전후 농업생산의 변화

뉴질랜드는 1960년대부터 만성적인 국제

수지 문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는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즉 전통적 목축업 생산품인 양모(wool), 육

류, 유제품 생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뿐만 아

니라 원예 분야와 같은 비전통적인 수출 

분야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다른 인센티

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정부 보조가 없어지

면서 양고기와 양모 생산은 급격히 반전되

었다. 1984년에서 1990년까지 전체 양 수는 

거의 20% 감소했다. 그러한 감소는 계속되

었으며 2003년 뉴질랜드에서 사육되는 양

의 수는 1955년의 양의 수와 같다.

양 사육자들은 그들의 사업 규모를 줄이

면서 여러 다른 사업을 전개하 다. 예전의 

정부보조에 의해 생산에 이용되었던 많은 

한계지는 휴경지로 남거나 산림이 식재되

었다. 그리고 일부 목초지는 쇠고기, 유제

품, 원예 농산물 생산지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쇠고기 생산은 1985년 467천 톤에서 

1995년에는 629천 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고기의 경우는 1985년 705천 톤에서 10

년 후인 1995년에는 533천 톤으로 감소하

다. 양모 생산 또한 1986년 357천 톤에서 

1996년 268천 톤으로 현저히 감소하 다. 

그 후에도 양모 생산은 계속 감소하 는데, 

이는 양 사육업자들이 새끼 양고기 생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양고

기 생산은 2003년 547천 톤에 이르러 다소 

증가한 상태이다. 

Davision(1996)은 1984년부터 1994년까

지 10년에 걸쳐 양과 소를 사육하는 목초

지 면적이 1.93백만 ha가 감소(16% 감소)

한 것으로 계측하 다. 이 가운데 56%인 

1.08백만 ha는 낙농, 포도 과수원, 다른 원

예작물 재배지 그리고 도시풍의 생활양식 

부지로 전환되었다. 나머지 0.85백만 ha는 

산림 혹은 한계토지로 유휴화되었다. 1984

년과 2002년 사이에 목초지, 곡물 및 원예

작물 재배의 총면적은 14.5백만 h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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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백만 ha로 감소했다. 

한편, 1995년 이후 실행된 우루과이 라운

드 협정은 유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기

여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낙농가 수가 

증가하게 되고, 종래의 비낙농 지역에서도 

낙농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체 

우유 생산량은 1990년 7.6백만 톤에서 2003

년에는 14.4백만 톤으로 증가하 다. 

농가들 또한 사슴과 염소 같은 새로운 

가축 산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돌파구를 

찾아 나갔다. 농가가 정부의 보조철회에 적

응해 가던 1983년에서 1989년 사이, 사슴 

사육 수는 20만 마리에서 80만 마리로 늘

어났으며, 염소는 15만 마리에서 120만 마

리로 증가하 다. 그 후 염소 산업은 줄어

들었으나 사슴 산업은 계속 발전하여 2003

년 170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 사슴산업에

서 사슴 고기는 주로 독일로 수출되고 녹

용은 한국과 홍콩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림 1>은 1989년 이후 뉴질랜드 농산

물 총가치에 대한 주요 품목의 비중 변화

이다.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양모의 비

중이 1989년 19%에서 2003년에는 5%이하

로 감소한 것과 낙농의 비중이 2003년 

29%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쇠고기 

비중은 같은 기간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며 

양고기는 약간 증가했다. 다만 양고기 변화 

중 특징은 다 자란 양고기 대신 어린 양고

기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원예산

업 비중은 1989년 13% 으나 2003년에는 

약 15%로 증가했다.

농업부문 명목 GDP는 1980년 이후 꾸준

히 증가하 다<그림 2>. 특히 2000-2002

년에는 농업총생산의 비약적 증가와 유제

품과 육류의 수출 가격 호조로 추세선 이

상으로 증가하 다. 이 때문에 총GDP에 

대한 농업부문 GDP의 추세가 그동안 하향

추세에서 2000대 들어 반전되었고, 2002년

에는 총GDP의 8%를 차지하 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수준

그림 1.  농산물 주요 품목별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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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6%로 다시 하락하 다. 이것은 농업이 

처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농업부문은 타 경제 분야에 비해 비교우위 

면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경

우도 농산물 산출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고, 이는 단지 뉴질랜드만의 경우는 아니다.

뉴질랜드의 농업생산성은 지난 30년에 걸

쳐 체증의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Forbes 

and Johnson(2001)과 Johnson(2002)은 2002

년까지 농업생산성 추세를 계측하 는데, 

농업 부문 전체로 볼 때, 투입재 생산성은 

정부 보조가 가장 많았던 1976년부터 1984

년까지는 연평균 1%씩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보조 철폐의 조정기 던 1984년부터 

1990년에는 연평균 2%로 더 빠르게 증가

하 다. 1990년부터 1997년 동안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2.3%로 더 가속화하 다. 

이러한 농업생산성의 증가는 토지, 노동력, 

자본의 비농업적 사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 이래 농산물 총생산을 계속 

증가하게 만들었다.

2.3. 농정개혁의 효과

1984년에 양과 소를 사육하는 뉴질랜드 

농가의 총수입 가운데 약 40%는 정부 보

조로부터 파생되었다. 따라서 당시 농가들

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표류되는 상태 다. 

그러나 농정개혁이 시작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이들 농가들은 뉴질랜드의 중추

적인 농업 부문으로 성장하 고 예전보다 

더 역동적인 상태이다.

농업보조 폐지에 의해 농경지 사용의 다

양화가 유발되었고, 이는 농가에게 유익한 

면으로 작용하 다. 또한 키위프루트와 같

은 새로운 혁신적 생산물을 개발함으로써 

뉴질랜드 농업분야의 범위와 규모를 넓히

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농가의 실질이윤

은 보조정책하에서 만큼 높지는 않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자본투자가 

향상된 생활수준을 유지할 정도보다 더 높

그림 2.  농업부문의 GDP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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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농가들은 이제 더 이상 보

조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비용에서도 

생산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기업가적 정신

을 가지게 되었다. 즉 농가는 그들의 여건

을 고려해서 투자하고 있고, 토지는 시장에

서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규모에 맞게 

보유하고 있다. 

농업보조 폐지 이후 농가의 농 활동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전개되고 있

다. 또한 농 활동의 기반이 농촌관광과 

같은 활동까지 확대되어 농촌 경관이나 환

경 관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뉴

질랜드의 농업 분야는 더욱 전문화되고 혁

신적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고품질 농산

물을 세계에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게 되었

다. 농업지원 분야 또한 농가들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함에 따라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변화의 효과는 오랫동안 문

제시되던 한계농지의 사용, 과도한 부채, 

부실경  등의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뉴질랜드는 또한 환경적 편익을 추구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용수의 경우 보조가 있

을 때는 비경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러

한 낭비적 사용이 중단되면서 수질은 개선

되었다. 농가들은 비료와 같은 농업 투입재 

사용 시에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

고 농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농지

나 척박한 땅은 자연의 숲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조정책에 의해 유지되었던 토지이

용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 농가들은 정부의 가격지지나 보

조정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져나가고 있다. 농가들

은 처음 보조정책이 폐지되었을 때 기대했

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 순발력 있게 대

응하고 있다.

3. 뉴질랜드 농민단체의 농정 참여 

형태와 역할

3.1. 농민단체(FFNZ)의 조직과 기능

뉴질랜드에서 최초의 전국적 농민조직은 1902

년에 설립된 뉴질랜드농민조합(NZ Farmers 

Union: NZFU)이다. NZFU는 설립취지에

서 비정치화(principles-not party)를 표명

했으나 1912년 선거에서 자유당(Liberals 

Party)대신 개혁당(Reform Party)의 농부

출신인 윌리암 매시(William Massey)를 도와 

새로운 수상이 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향력

을 갖게 되었다. NZFU 외에도 당시 농민조

직으로는 양소유자연합(NZ Sheepowner's 

Federation)과 다른 소규모 생산자조직 등

이 있었다. 

세계 제2차대전을 겪으면서 당시 노동당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농민단체의 참여

욕구는 증가하 으나 농촌의 정치적 대표

성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 다. 1943년에 이

르러 NZFU와 양소유자연합의 합병이 논

의되었으나 숫자적으로 많은 낙농가들이 

양 사육농가들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행사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두 조

직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모체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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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고, 급기야 1944년에 새로운 조직

체인 농민연합(United Farmers Federation 

of NZ)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오클랜드 농민조직이 이미 등록한 명칭과 같아

서 조직 명칭을 뉴질랜드농민연합(Federated 

Farmers of New Zealand: FFNZ)으로 등

록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5년 이후 오

클랜드 농민조합이 FFNZ 전국조직의 일원이 

됨으로써 FFNZ는 뉴질랜드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FFNZ는 도 단위 지역을 기반으로 한 24

개 지회와 품목 및 직능을 기반으로 한 9

개 산업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질랜

드 전역에 걸쳐 18,500명(가족)의 회원을 

두고 있다<그림 3>. 

신규 회원 모집과 기존 회원 유지를 위

해 분야별 대표자로 구성된 전국팀이 정기

적으로 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웰링턴에 있

는 본부에서는 정책 개발, 변호사업, 로비

활동, 법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행정 업무는 해 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전국에 산재한 회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전국 10개 도시에 사무

실을 운 하고 있다. 

도지회는 각 지역 내의 농가로부터 의견

을 수렴하고 지역 내 또는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의견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각 

산업그룹은 자기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FFNZ의 정책은 회원의 

여론에 의해 수립된다. 임원 및 선출된 대

그림 3.  FFNZ의 조직체계

전국위원회(National Board) 

전국평의회(National Council)

국제 생산자연합 국내 생산자 조직

중앙집행부(Senior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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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e's Bay  -North Canterbury

-Tararua       -South Canterbury

-Taranaki      -North Otago

-Wanganui     -Otago

-Rotorua/Taupo -Southland

-Gisborne/Wairoa

-Hauraki/Coromandel

-Manawatu/Rangitikei

-Wairarapa

-육류․양모(NZ Meat&Fibre Producers 

 Council) 

-낙농(Dairy Farmers of NZ Council) 

-곡물(Grains Council of NZ) 

-양봉(NZ Bee Industry Group)

-NZ Young Farmers

-정육업(Rural Butchers Association)

-모헤어(Mohair NZ)

-남섬고원농업(South Island High Count  

    ry Committee)

-부속회원(Affiliate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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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들은 회원의 여론을 결집하여 정책건

의 함으로써 지방 및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에 향을 미치고 있다.

FFNZ는 전국이사회(National Board)와 

전국평의회(National Council)에 의해 운

된다. 전국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두 명의 

전국회원, 세 명의 품목 및 직능조직 의장 

등 7명으로 구성되고 격월로 모임을 가진

다. 전국평의회는 24개 도지회 대표자와 전

국이사회 회원으로 구성되고 반기별로 회

합을 가진다. 

FFNZ는 범세계적 농민단체 조직인 국제

농업생산자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Producers)과 제휴하고 있

으며 회원잡지(Federation Update)는 분기

별로, 뉴스레터(The Flash)는 매주 발행하

고 있다. 또한 격주로 발행되는 농업신문

(Straight Furrow)에서는 한 지면을 활용

하고 있다.

FFNZ의 회원 가입은 임의사항이고 운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된다.4 1998년에 

채택된 그들의 임무에서는 ‘회원의 농 활

동에 더 많은 가치 부여’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방경제, 자유경제, 기업경제를 

견지하여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

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시장 및 재화와 용역시장의 유

연성, 낮은 인플레이션, 자본과 인력에서는 

최고의 지속적 사용, 기술과 교육에서는 지

속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4 회원자격은 농장소유자, 농장피고용인, 위탁 착유

자, 농장관리인, 은퇴농, 세농, 농업과 관련 있

는 개인이나 회사, 임차인 등 비교적 자유스럽다.

3.2. 농정개혁 이전의 농정참여

FFNZ의 조직적 활동 중의 하나는 세계 

제2차대전 전의 낡은 농업기술을 현대화하

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40년대만 해도 

트랙터와 같은 농장비가 정부의 수입허

가제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FFNZ

는 정치인, 재무부, 농업부, 상공부 등을 상

대로 더 많은 트랙터를 수입하기 위해 로

비를 시도하 다. FFNZ의 주장은 농촌노

동력의 도시 유출, 마구 제조와 같은 농촌

수공업의 와해, 말 사육감소 등에 따라 

농의 기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가 단

위에서 기자재 수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당시 4,500명

의 농가가 FFNZ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트랙터와 다른 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전 뉴질랜드는 통제경

제의 기조를 유지하 고, 이 기간 FFNZ은 

정부의 많은 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

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 국가개발협의회

(National Development Conference)가 설

치되고 산하에 농업생산자문회와 같은 조

직이 있어 여기에서 많은 농업 보조정책이 

다루어졌는데 이러한 자문회의에 참여하

다. 또 다른 예는 육류위생이 유럽인과 미

국인에게 이슈가 됨에 따라 가축결핵과 브

루셀라병을 위한 가축 질병근절계획이 도

입되었다. 이 계획에 의해 전국과 지역 단

위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FFNZ의 대표가 

이러한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를 지

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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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FFNZ의 이러한 활동은 정부로 하

여금 농가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려는 의도

에서 FFNZ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

나 FFNZ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경우

는 무임승차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에 

정부는 FFNZ가 모든 농민을 위해서 활동

하는 일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도축에 대해 소액부과금 적용을 용인하

다. 이 부과금은 1993년까지 유지되었다.

3.3. 농정개혁 과정에서의 농정참여

개혁 초기 정부보조는 폐지되고 이자율

은 오르는 등 농가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

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FFNZ 회원을 중

심으로 대정부 시위가 있었으나 구제도로

의 회기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농민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들의 

요구는 개혁의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민

들의 요구는 농민단체를 통해 건의되고 정

책화되었다. 농민단체의 지도자들은 기본

적으로 정부와의 논쟁 또는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나갔다.

FFNZ과 노동당 정부와의 논쟁은 개별적

인 개혁정책 자체보다는 개혁에 따른 필요

한 종합대책의 수립여부 다.5 당시 정부는 

FFNZ의 요구정책을 수용했다는 것이고 

5
 FFNZ은 비정치 단체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농

민유권자 들은 주로 국민당을 지지했고 많은 

회원이 두 조직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외부에

서는 FFNZ을 국민당의 외각단체로 간주하기

도 하 다. 따라서 개혁 초기 개혁의 당위성을 

수용한 FFNZ의 지도자들은 노동당 정부의 개

혁정책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FFNZ은 정부의 대책은 실질적인 종합대책

이 되어야 하며 부분대책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FFNZ은 

정부와의 논쟁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피력

하 다. 정부도 경제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초청한 경제정상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

여 각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정책

자료로 활용하 다.

당시 농민단체와 정부 간에 타협된 대표

적인 사례는 농촌신탁회사의 설치이다. 개

혁 이전 생산지향 정책에 의해 과다하게 

대출을 받은 농가입장에서는 급격한 이자

율 상승 때문에 금융부담은 커진 반면, 토

지 및 가축 가격은 하락하여 농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FFNZ 지

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여 FFNZ 

주도의 신탁회사를 설치하게 되었다. 정부

는 농가가 탈농을 하든, 농을 하든 간에 

농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한 신탁회사에 자금을 지원하 다. 그 신탁

회사는 전국에 8명의 자문가를 고용하여 

농가가 그들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조언을 

담당케 하 다. 여기에 협동조합과 FFNZ

이 신탁회사의 운 비용에 기여하 다.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은 FFNZ 자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 다. FFNZ 정책의 

핵심 강령 중의 하나는 국가가 자발적 조

합주의(unionism)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과 

노동시장이 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민을 위한 정책활

동에 일부 자금원이 되었던 의무 도축부과

금의 계속된 사용은 그러한 정책과 모순되

어 폐지되었다. 도축 부과금의 폐지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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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 다. 이러한 

회비인상과 당시 회원이 당면한 높은 환율

과 같은 몇 가지 어려운 이슈는 FFNZ입장

에서 회원 수와 수입 면에서 최저점에 이

르게 하 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조직의 

중요한 구조 변화를 야기하 다. 조직의 재

구성은 도 단위와 전국 단위의 사무실을 

하나의 전국 조직으로 합병한 형태로 나타

났고, 모든 기능과 자원은 총체적 사업을 

위한 활동에 모아졌다.

4. 맺음말

뉴질랜드의 농정개혁 프로그램에서 농업

보조의 폐지는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농업

을 활력 있게 하고 다양화 시켰으며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농정개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농업분

야는 정부의 보조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 

환경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통념을 

저버리게 하 다. 농정개혁기의 과도기는 

뉴질랜드 농가들에게는 역경의 시간이었으

나 오늘날 그들은 그들의 성취에 대해 자

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정부 보조나 간

섭 없이 그들 노력만으로 생활을 위하고 

있으며 독립성을 지켜 나아가고 있다.

뉴질랜드 농정에서 FFNZ의 농정 참여 

형태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농업보

조, 수출인센티브 등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

는 농업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농정개혁에 의해 이러한 지원정책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농업용수, 자원 관리, 

오염, 생산이력, 검역 등과 관련한 농업 정

책 수립에 더 큰비중을 두고 있다.

농정에 대한 FFNZ의 의견, 정책, 행동계

획 등은 회원의 여론에 의해 수립되고, 수

립된 의견, 정책, 행동계획은 임원 및 선출

된 대표자들이 정치가, 정부 관료를 상대로 

정책건의 함으로써 지방 및 중앙정부의 의

사결정에 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 산

업그룹은 자기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

다. 여러 생산자위원회(Producer Board)들

도 FFNZ과의 제휴를 통해 자신들 고유의 

사업에 대한 농정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농민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원농가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화한 후 대정부 로비나 회의를 통해 

그들의 정책을 농정에 반 해 나아가고 있

다. 이러한 여론수렴 과정과 토론의 장은 

FFNZ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일

반 회원이 전국 지도자들에게 더 쉽게 접

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만 조직의 지도

자들은 그 활동범위를 도에서부터 전국에 

이르기까지 넓혀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

러한 구조는 회원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

고 회원의 농정에 대한 참여도 전국 어디

나 높아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은 뉴질

랜드 농업을 더 번 되고 더 강하게 만들

었다. 뉴질랜드의 경험은 개방경제하에서 

농가가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할 수 없고, 

가족농도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생존이 

가능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농정개혁 과정에서 뉴질랜드

의 농민단체는 회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

부의 농정에 반 해 나가는 비교적 온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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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참여를 함으로써 농정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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