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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정 패러다임 환에 향을 주는 큰 흐름은 개방화와 지방화로 요약될 

수 있다. UR 정 체결에 따른 농정 방향의 환 필요성과 1994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방자치체의 본격화가 맞물리면서 지방농정 활성

화가 농정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 다. 농정 방향도 가격지지정책으로 표

되는 과거 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정으로부터 상향식 농정으로 근본  

변화를 맞이하 다.

  농정방식의 상향식 환의 의미는 실제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

을 제안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업 장에서 정책을 집행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존 연구

가 주로 앙정부 입장에서 농림투융자사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 다면,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농림투융자사업의 실태를 분석

하고, 추진체계상의 문제를 도출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 을 두

었다.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 분석 결과,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수

행 목 의 차이, 지방재정 차원의 개선과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들이 

도출되었으며,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를 한 개선방향을 연구결과로 

제시하 다. 

  이 연구가 마무리되기까지 성심껏 자문을 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

었으며, 특히 바쁜 에도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기탄없이 의견을 주신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연구결과가 

지방 농정의 활성화와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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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정의 패러다임은 기존 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정으로부터 지방정

부와 농업정책 수요자가 사업을 신청한 후 심의․배정하는 상향식 농정으

로 환되었다. 농정 방식의 환은 WTO․FTA 체결  농산물시장 개방, 

소비자의 농식품에 한 인식 변화, 지방자치제의 본격화 등 국내외 정

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앙정부 주도  농정 방식으로는 효과 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을 인식하 기 때문이다. 

  지방화의 확  정도를 악하기 하여 지방재정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

석한 결과, 재정 측면에서 지방화는 지속 으로 확 되어 온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 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의 비 은 

낮고, 앙정부의 이 재원(지방교부세 등) 비 이 높아 외연 으로는 지

방화가 확 되었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여 히 앙정부 재원에 의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에서 농림 산의 치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에서 농

업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 은 2004년 3.7%에서 2010년 2.6%로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농림 산 비 은 같은 기간에 5.1%에서 7.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 산이 단지 농업의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농

개발․농 복지․산림사업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FTA 후속 조치로 시행된 FTA 기 사업, 단 면 당 고

정직불  상향 조정 등도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투융자가 지역 농업 성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하

여 Cobb-Douglas 모형을 가정한 Barro 모형을 용하여 농림투융자의 효

과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지자체의 농업생산액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농가 인구이며, 다음은 농림투융자로 나타났다. 특히 경

제․산업 여건이 불리한 군의 경우 농가 인구의 요도가 높게 나타나 일

선 시․군에서 농림투융자사업의 목 은 농업 심으로 비교  단순하게 

근하는 앙정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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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화와 개방화의 진 에 따른 농정 패러다임의 환으로 일선 시․군 

지자체의 농림투융자가 지방농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력이 약한 시․군이 부분이며, 앙정부 의존  농림투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농정 추진의 목표와 방향에 해서도 앙정

부와 지방정부 간 차이가 있다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

부 입장에서 농림투융자사업의 추진 실태와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문제를 

도출하며,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 제고를 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군의 농림투융자사업 분석은 농림 산 실태 분석과 농림투융자사업 

추진 체계 분석으로 구분하 다. 농림 산 실태 분석 결과, 농림 산 

규모는 농업 여건이 좋은 시․군이 높았으나 경지면   농가당 규모에서

는 농업 여건이 불리한 군 지자체일수록 상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경지면 당 농림 산의 경우, 상  시․군의 농가수는 하  시․군의 

50% 수 , 경지면 은 30% 수 에 불과한 반면, 산림면  비 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a당 농림 산 규모는 상  시․군이 9.9백만 

원으로 하  시․군보다 3.3배 높았다. 농가당 농림 산 규모 분석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  시․군이 하  시․군에 비해 농가수와 경지면

 규모가 작고, 산림면  비 이 높은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 추진 목 이 앙정부

와 차이가 있다는 을 의미한다. 앙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 추진 목 은 

농산물의 안정  공 과 경쟁력 제고에 있으며, 이를 하여 규모화․ 문

화를 추구하며, 여기에는 고령 농업노동력의 은퇴 등 구조조정을 수단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유지가 사업 추진의 최우선 목 이므로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의 유출을 최 한 억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농림투융자사업 이외에 일선 시․군에서 직면하

는 실을 감안하여 농림투융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

양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지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불제 사업, 국고보조사업, 시․군 자체사

업 등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농림 산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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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직불제는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수매

제 폐지로 인한 정책 환 등 여건 변화에 응한 소득안정정책으로 국고

지원율 100%의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와 시․군 차원에

서 별도의 산을 마련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 내역에서는 주로 비료 지원 주의 투입재 지원사업 비 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우선 기능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있다는 

을 감안한다면, 직불사업 지원과 같은 시혜성․경직성 산사업에 따른 농

림재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투입재 지원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왜곡을 유발

하는 부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 분석을 하여 문헌조사, 시․군 담당공무원 

면담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행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매뉴얼 방식에 하여 기본 으로 동의하면서도, 농림사업 신

청과 산 배정 간 괴리, 시․군의 산일정과 앙정부의 사업 선정 간 

불일치 문제, 신규사업 신청  선정상의 문제 등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해의 부족과 조정기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들이 드러났다. 

  시․군의 농림사업 시행 건수  사업비 규모를 보면, 시․군당 평균 

229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으로 

나타났다. 즉, 소액다수의 사업을 다양한 부서에서 분산해 추진하고 있어

서 유사 사업의 통폐합을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농림투융자사업의 사후 리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농림투융자사업의 

공무원 책임제, 일부 보조  련 법률의 개정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사후

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를 한 개선의 기본방향은 ‘원칙  역할의 

재정립’과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 정비’의 두 가지 방향으로 근하

다. 먼 ,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의 원칙  역할의 재정립 측면에서 개선 방

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림투융자사

업 추진의 목   방향에 차이가 있는 을 인식하고 산 지원  추진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기능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두

어야 한다는 원칙은 농림 산에도 외가 아니라는 을 인식하고, 농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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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고 지원 100% 사업인 고정직불

 지원사업에 하여 별도의 지방비 편성  농가 지원, 비료 주의 투

입재 지원사업 등으로 농림 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래하고 있다. 두 사

업은 경제  측면보다는 정치  측면의 선심성 지원 성격이 강하다.

  셋째, 시․군의 자율성과 역량 제고를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

율성 제고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자율성만을 강조하고 지

방정부 입장만을 고려해 지원할 경우 방만한 산 운용으로 오히려 농림투

융자사업의 성과를 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농림투융자사업 추진 체계를 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활한 소통체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하

다.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 농림사업의 신청과 산 배정 간 

일치성 부족, 지방정부의 산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앙정부의 농림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은 양 추진 주체 간 긴 한 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한 문제들이다. 둘째,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투융자사업  소액사업과 유사사업의 통폐합 방안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1억원 미만 사업 비 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시․군의 농림사업은 

소규모 다수 사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행정비용 유발과 추진상 

효율성을 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셋

째, 농림투융자사업의 사후 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정책사업의 특성상 

사후 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농림사업의 인계인수 과정의 명확

화를 통한 공무원 책임제,「보조 산 리에 한법률」 「보조 리

법」개정을 통한 보조  지원 자산 리의 합리성 확보 등 제도를 보완함

으로써 사후 리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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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ituation of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of 
Local Government and Policy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system and to propose directions of improve-
ment in the position of a local government. The UR agreement in 1992 and 
the progress of localization brought a paradigm shift of agricultural invest-
ment policy. The system of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was changed 
from a top-down system to a bottom-up system. This shift meant that the 
price support by the government was abolished and the policy consumers 
(local government, farmers and the agencies concerned) can apply for their 
required businesses to the central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Because of localization and the bottom-up system,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becoming significant. Local government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agricultural policy in farming fields and 
rural districts. But until now, the analyses and researches of the agricultural 
investment system have been performed in the viewpoint of the central 
government. Many researchers presum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ould have the same purpose and direction of agricul-
tural investment policy. 
     A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agricultural invest-
ment policy show, local governments have some different purpose of agri-
cultural polic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increase farm 
size, and promote specialized farming. But the first purpose of local gov-
ernments is to maintain or increase their local communities. The local gov-
ernments that have lots of disadvantageous areas in their administrative dis-
tricts make full use of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for achieving their 
first purpose, that is, to keep thei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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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a cor-
rect understanding that the purpose of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might 
be differ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However, a local government 
has weak fiscal power and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erform its own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without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of that, the current system of agricultural in-
vestment policy needs to be changed in the position of a local government, 
following the localization paradigm. 
     On the basis of the analyses of the current agricultural invest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er-
formance of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First, it is important to reshape 
the principle and role of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The agricultural investment system 
needs to be changed to enlarge the autonomy of a local government. The 
concrete methods are diversification of agricultural investment supporting 
means, expansion of the block grant system, and reduction of inefficient 
farm input support. 
     Second, it nee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gricultural invest-
ment policy. Many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implementing agricultural 
policy insisted that the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
ment and a local government must be improved to increase the effective-
ness of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And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follow-up control system of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y and merge sim-
ilar unit investment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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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농림투융자 실태 악은 농정의 지방화와 분권화라는 

정책 진화의 에서 지방농정의 발  방향을 모색하는 기 자료의 수집

과 앙정부 심의 기존 농정 개선 과제의 발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지방화․분권화의 추세 속에서 농정 역시 장성과 생산 

주체인 농업인의 선택에 기 한 정책의 기획과 추진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방과 경쟁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는 WTO 체제에서 과거 앙정부 

심의 가격지지와 국경보호 정책으로부터, 시장경쟁은 생산자 책임으로 

하되 사후 소득 안정의 보완을 정부의 역할로 삼는 방향으로 환되고 있

다. 농정 추진 방식도 앙정부 심의 하향식 농정에서 농업 장의 농업인

과 지자체 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환하는 등 농정 반에 한 패러다임 

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방농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장성과 지

역  특성이 반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UR 상 타결 이후인 1994년 

‘농어 발 원회’를 통해 상향식 자율농정으로 환을 추진하 다. 

  행 농정 추진 측면에서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는 형식상 상향식 

농정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운 상으로는 여 히 앙정부가 농림

사업을 기획하고 산을 배정하며, 지방정부는 응보조재원을 조달하고 

앙정부가 제시한 매뉴얼 로 국고보조사업을 이행․ 리하는 수 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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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 있다. 즉,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여 기획하고, 창

의 인 지방농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정 추진의 목 에 있

어서도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이가 있다. 앙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산

물의 안정  공 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한 규모화․ 문화 등 구조조정 

정책에 을 두고 있어서 정책목표와 방향이 단순․명확하다. 그러나 지

방정부 입장에서의 농정은 농업에 한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 차원에서 근하므로 정책 목표가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다. 

  부분 으로 시․도 단 에서 자체 으로 정책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일

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많은 경우 앙정부사업과 복 혹은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 국고보조 사업 시행을 한 자체 재원 부담의 어

려움으로 다수의 시․군이 자율  농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화․분권화 시 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앙정부 

주도  농정으로 지역의 특성과 농업 장에 합한 농림투융자사업이 기

획․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한 냉철한 분석이 요구된

다. 지 까지 농림투융자 련 연구는 앙정부의 농정 방향에 맞는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목 으로 한 사업 발굴과 산 확보에 을 두어왔다.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농림투융자를 보는 이 부족하

다. 기존 지자체의 농림투융자사업에 한 심의와 평가는 주로 앙정부의 

기 과 방식에 기 하 으며, 지자체의 농업 여건과 사업 추진에 한 분

석은 제한 이었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발  략을 수립하고, 정책화하기 해

서는 농정의 지방화와 분권화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지역

의 자원과 역량을 제 로 악하여 시장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정

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농림투융자사업의 실태 

악은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기 인 작업이다. 지자체 단 에서 농림투

융자가 어떻게 집행․ 리되고 있는가를 악하는 것은 지자체뿐만 아니

라 앙정부 차원의 농정 개선을 한 필수 자료이다.

  농정 패러다임의 환에 따른 지방농정의 역할 강화와 앙정부 농정 개

선 측면에서 지자체 농림투융자 사업의 추진 체계, 지방재정 구조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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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과 농림투융자의 계, 앙정부사업과 자체사업 추진상의 개선과제 

등 행 지방농정활동 실태를 농림투융자사업을 심으로 분석하고, 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과 지방농정 활성화를 한 농림투융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선행연구 검토

  지자체가 농정의 기획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체로서 역할을 하

기 해서는 사업의 선택(기획, 심사), 재원 마련, 상자 선정과 지원, 사

후 리, 평가와 정책 환류(피드백)에 이르는  과정에 한 이해와 자료 

확보가 필수 이다. 이와 련하여 지방농정의  과정에 걸친 직 인 

연구는 없지만 지방농정 는 앙정부 정책사업과 련한 연구, 지자체 

단  농업개발 계획 연구 등에서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비농업부문의 지방재정 일반에 한 분석 연구들  지방재정 구조 분

석,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계 연구는 본 연구에서 지방재정에 한 이

해와 농림투융자와 농업성장의 계 분석의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첫째, 지방농정의 개념과 범 에 한 연구는 1980년 에 한국농 경제

연구원 최양부 등의 지역개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된 1990년  연구에서 지방농정의 개념과 범 가 정립되었고, 후속 연구들

도 1990년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제

시한 지방농정 개념, 범   목 을 활용하 다. 최양부 외(1984, 1986, 

1988)는 지역 단  농 정주권개발과 종합개발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지방농정의 요성과 개념  범 를 제시한 창기 연구라 할 수 

있다. 서종  외(1995)는 지방농정의 역할, 지방농정과 재정의 계, 농정

조직에 한 분석 등 농업정책 심으로 사례지역 분석을 통해 지방농정 

발 방향을 제시하 다. 한 정기환 외(1998)는 지방자치제의 기본개념을 

확장하여 자치성 확보를 해서는 지방농정 사무의 고유성과 독립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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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농업정책과 농 정책을 포함

한 지방농정의 범 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농정 추진체계, 농림투융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실태, 지방농정 활성화를 한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

하 다. 특히 정기환 외(1998)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지방화와 지방농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데 주요 선행연구로 활용하 다.

  둘째, 지자체의 농림투융자 련 연구와 련하여서는 기존 농림투융자

사업 련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고보조 사업의 

목  달성을 한 추진방식  평가방식 개편에 을 두고 있으며, 지방

농정 활성화 측면에서 근한 연구는 특정 부문을 상으로 제한 으로 수

행되었다. 황의식 외(2009)는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  앙정부가 지원

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상으로 효과 인 추진  사업 리를 한 정책과

제를 제시한 연구이다. 국고보조사업의 효율화를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 가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다만,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국고보조 사업 분석에 을 두었고, 농림투융자 반의 추진체계, 지방

재정부담과 계 등에 한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다. 김용택 외(2005)는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운 실태, 평가지표 개발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제

시하 다. 이 연구에서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를 주인― 리인의 

에서 근함으로써 앙정부 입장에서 지방농정 평가라는 한계를 벗어

나지 못하 다. 황의식 외(2009)와 이재원(2009)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

의 자율권을 가장 크게 확 한 것이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과 약방식

이며, 외국에서 그 사례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았고, 

제안 수 에 머물러 있다는 을 밝히고 있다. 송미령 외(2008)는 시․군 

단  기 생활권 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재정의 포  지원에 기 한 

사업 추진단계(기획, 집행, 평가)별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

다. 김수석 외(2010)는 지방농정 추진 실태와 농정 거버 스의 계를 

분석하고, 지방농정 거버 스 선진화 방안으로 농정심의회 운용 방식의 개

선, 자율 인 농업․농  련 거버 스 활동 지원, 농업회의소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행 지방농정 추진체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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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 실태 분석을 해서는 지방재정 구조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일반(지방재정의 구조, 재원조달, 

지출실태 등)을 이해하기 한 교재와 선행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 이 분

야는 본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를 심으로 정리하 다. 박기백 외

(2005)는 지자체의 세출  세입구조를 기능별․성질별로 분석하고, 특히 

지방자치제를 통한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지방재정 구조의 이해와 상 분석에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신해룡(2007), 상경(2010), 김동기(2009)의 연구는 지방재정과 앙

재정 간 계,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회계체계, 지방재정 실태, 산집

행 등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 다. 이계식 외(1990)

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도입을 앞둔 시 에서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 을 

분석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역할 증 와 련한 정책과제와 지

역경제 활성화를 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정리한 연구이다. 

  넷째,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성장의 계 분석 연구로는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향을 계량모형에 의해 실증 분석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농업 련 재정활동과 농업성장의 계를 분석한 연구

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 다.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계를 분석한 

Barro 모형은 농업 부문에도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Barro R.J. and 

Savier Sala-i-Martin(2004)은 지역경제를 생산함수(Cobb-Douglas 생산함

수)로 가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 이론과 분석모형을 제시하 다. 김명수(1998), 오병기(2005, 2007), 조

기선(2007) 등도 Barro 모형을 용하여 공공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

는 향, 교육문화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

정 지출의 계 등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농림투융자의 지역농업에 

한 기여의 계량 분석에 참고하 다. 지역사회의 인구특성과 재정지출 간 

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하능식, 임성일(200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노령화된 농 사회와 국고보조  지원의 계 분석을 한 참고자료로 활

용하 다. 하능식, 임성일(2007)은 국고보조 의 경우 지자체의 유소년 인

구 비 과 국고보조 은 부(-)의 상 계를 보인 데 반해, 노인인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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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 다. 

  다섯째, 지방재정과 앙재정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형식  분권화

는 이루어졌으나 앙정부 재정 부담의 지방정부로 가, 지방정부의 자율

성 부족 등 문제 이 여 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농림

투융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앙정부의 역할 정립을 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 다. 이재원(2009)은 지방재정의 재원으로 국고보조 사업

의 논리  근거는 지방정부를 독립 인 경제 주체로 악하고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자원배분이 토 최 을 유도한다는 티부 가설

(Tiebout hypothesis)과 보충성 원칙에 기 한 지방주의(localism) 등 자치

인 자원 배분을 강조하지만 자치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앙정부

의 재정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국고보조  제도가 기 보

조율 등 외양 인 제도 구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운용에서 기 이 

례 답습 이며, 사회 경제변화를 체계 으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

하 다. 나아가 제도 구성 결정에 이해 계자인 지자체의 공식 인 참여

가 없다고 비 하고, 앙정부의 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분

권화의 형태로 평가되지만 실제로는 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로 

가시킨다는 비 도 받고 있다고 지 하 다. 한 미국의 TANF 보조 (한

시  요보호가족지원)의 성과 리방식을 용한 포 보조 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가장 큰 변화가 복지 수 자 수의 감이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

로 ‘계약과 재량 그리고 성과책임(미션과 목표설정)’을 들었다. 제도 변화

가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여 정책효율성을 제고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박성재 외(1997)는 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이 응보조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한 방안으로 지자체의 재정

력 차이를 감안한 차등보조율 제도의 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차등보조율 

용 상 사업과 차등보조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 다. 

  이 연구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으로는 첫째, 시․군 자치단체 입장에서 농

림투융자의 실태와 추진체계를 분석하 다는 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는 부분 앙정부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농림투융자 실

태를 분석하고, 평가함에 따라 일선 시․군 차원의 실태와 개선과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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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되지 못하 다. 즉, 시․군의 재정여력, 농업여건, 농정추진 여건 

등 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농림투융자 실태를 악하고, 정책 개선과제

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시․군 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있는 농림투융자사업( 앙정부 지원 

사업 + 자체사업)의 규모, 농림투융자사업의 추진체계, 지방재정과 농림투

융자의 계, 지역  특성과 농림투융자의 계를 분석하 다. 이를 하

여 시․군 단 의 총 산, 농림 산, 농업지표 등을 활용하 다. 한 농

정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행 추진체계의 문제 과 개선과제를 제시하

다. 

  셋째, 시․군의 입장에서 재정력  농업 여건에 따른 농림투융자 규모

와 농정추진체계를 검하고, 지방농정 활성화와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

고를 한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 다.

3. 연구목

  앙정부는 농업 자체에 을 두고 농정을 시행하지만 일선 시․군 지

방정부는 지역사회 유지를 한 방안으로 농정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일선 시․군의 에서 농정활동의 핵심인 농림투융자사

업의 추진체계, 지방재정  농업여건과 농림투융자의 계,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분석하고, 지방농정 활성화를 한 농림투융자제도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군 입장에서 농업 련 재정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  도출

  둘째, 농정 패러다임 환에 따른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리

  셋째, 농림투융자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실태와 개선과제 제시

  넷째, 시․군의 농정 자율성 제고를 한 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과제  

  다섯째,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를 한 추진체계 개선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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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범   방법

4.1. 연구범위

  이 연구의 범 를 연구내용의 범 와 분석자료의 범 로 구분하여 정리

하 다. 먼  연구내용 측면에서는 첫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농림투융자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며,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즉, 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농정을 바라보는 에 근본 인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 

기 하여 이 연구를 추진하 다. 농림투융자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부분은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 목 이 동일하다는 제 하에 앙정

부의 입장에서 농정추진체계, 농정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변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물론,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을 균형감 있

게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 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그러나 분석 상이 범 하고, 자료의 한계로 이번 연구에서 모두 

다루지 못했다. 양자를 포 하는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둘째, 이 연구는 농림사업에 하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재정 구조

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하 으며, 지방재정 구조 자체의 개편과 련된 

내용은 이 연구의 범 를 벗어난다. 즉, 행 지방재정 구조 속에서 시․군

의 농림투융자사업의 규모, 사업 내역,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범 임을 밝 둔다.

  셋째, 농림투융자사업 분석은 지방재정 측면에서 산규모  사업 성격

을 기 으로 묶어서 분석하 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농림사업 내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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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구체 이다. 따라서 단일사업의 세부 내역까지 검토하는 데는 한

계가 있어서 단 사업별 사업 분석은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야별

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구를 통해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 자료의 범 를 정리하면, 지방재정 총  분석은 지방재정

연감의 순계자료를 활용하 으며, 1995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다. 다만, 기능별 분석과 같은 세부내역 분석의 경우 지방재정의 

분류방식 변경으로 일 성 있는 시계열 자료의 이용에 제약이 있어서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  둔다. 시․군 단

의 농림투융자 산 자료는 순계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총계자료를 활용하

다. 한 특별시, 역시에 속한 자치구와 군은 제외하 으며, 경지면

이 1,500ha 미만으로 농업 비 이 작은 시․군도 분석에서 제외하 다. 

  사례 분석은 도 단 로는 농업 심지역인 충남, 북, 경남의 3개 도를 

선정하 다. 시․군 분석에서는 최근에 통합된 경남 창원시(창원, 마산, 진

해)와 농업 비 이 낮은 충남 계룡시를 제외한 45개 시․군을 상으로 하

다. 심층 분석을 하여 경지면 당 농림 산 순 를 분석하고, 상․하

 10개 시․군의 세부 농림사업 시행 내역을 분석하 다. 

4.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농정 패러다임 환과 지방농정의 역할, 지방재정구조 분석, 

농림투융자 실태 분석, 농정추진체계 분석 등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정 패러다임 환과 지방농정의 역할에 한 정리는 주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 다. 이를 통해 지방화․분권화 시 의 농정 패러

다임 환,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농정의 역할, 지역농업 성장과 투융자

의 계에 한 이론 등을 정리하 다. 

  둘째, 지방재정 구조 분석은 지방재정연감 데이터를 활용하 으며, 지방

재정 구조(재정자립도, 지방재정 규모 등)와 농림투융자의 계를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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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농림 산이 시․군의 농업에 미치는 향 분석을 하여 지역

농업의 생산함수를 Cobb-Douglas 모형으로 가정하고 지자체의 농림투융자 

지출 효과를 측정한 Barro(1990)의 모형을 용하여 분석하 다. 

  셋째, 지방재정 구조와 농림투융자의 계 분석은 2차 자료와 사례지역 

분석을 하 다. 2차 자료 분석에서는 제표분석은 물론, 시․군의 농림 산 

순 , 재정력-농림투융자 Matrix 분석 등을 실시하여 집단화한 후 그룹별 

재정력, 농업여건  농림 산 규모를 비교분석하 다. 

  넷째, 농림투융자 추진체계 분석은 문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문

헌조사를 통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2011)과 시․군의 산심의 차 자

료를 통해 농림투융자사업 기획-심의-집행-평가 단계별 추진실태를 분석하

고, 지자체의 농림투융자 련 담당공무원 조사(113명)를 실시하여 행 

농림투융자 제도 운 상의 애로사항  개선과제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마지막으로 사례지역 등에 한 지 조사출장을 실시하여 실제 농림투

융자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에 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청취한 실제 사례들은 정책과제 제시를 한 증거자료

로 유용하게 활용하 다.

5.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의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우선 농정의 패러다임 환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방화와 지방화의 추세 속에서 지방농정의 역할을 정리하 다. 

지방농정의 역할과 방향은 주로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방법과 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여 정리하 다. 

  둘째, 지방재정구조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에서 농림투융자의 치를 분

석하 다. 즉, 지방재정 측면에서 지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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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 으며, 특히 농림 산 비 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국가경제 차

원에서 농업생산액의 비 과 농림 산의 계를 분석하고, 시사 을 정리

하 다. 

  셋째, 지방재정 산자료를 활용하여 시․군의 농림투융자 실태를 분석

하 다. 여기서는 시․군 체의 농림투융자 실태, 그룹별 특성, 충남․

북․경남의 사례지역 분석 등을 실시하 으며, 집 분석 상 지역(20개 

시․군)을 선정하여 세부사업 내역별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농림사업 추

진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하 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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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검하고, 농림투융자 추진 실태와 연계하여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를 한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농림사업 추진

체계 분석에서는 행 농림수산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방식과 실제 시․

군의 농정 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 간 괴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운  효율화를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다섯째, 농정 패러다임 환과 지방농정의 역할, 지방재정에서 농림 산

의 치, 사례지역의 농림투융자실태 분석 결과,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고,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 제고를 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지방농정과 농림투융자  제2장

1. 지방농정의 개념

1.1. 지방자치와 지방농정1

1.1.1. 지방자치의 개념  의의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은 지방의 일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자치 으

로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자치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일정한 권역을 할하는 권역단체(territorial 

community)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일정한 권역의 자치를 해서 단체가 수

행해야 할 고유의 사무가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자치사무 수행을 한 

재원이 독립 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 사무를 자치 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의의는 정치 , 행정 , 경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

치 ․행정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는 첫째, 권력 분권화를 통하여 국가의 

1 정기환 외(1998)과 서종  외(1995)를 참조하여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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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독 을 방하며, 둘째, 민주  사무 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셋째, 주민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경제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는 앙집권  체제보다 국민 체의 경제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분권화된 정부구조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주민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재의 

공 이 가능하므로 국가 자원의 효율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Tiebout, Oates). 경제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은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

배 기능, 경제안정 기능으로 별되는데,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제안정 기

능은 앙정부가 주로 담당하며, 자원분배 기능은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에 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Musgrave)하 으며, 이러한 내

용은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경제  측면의 역할 구분에서 일반 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1.1.2. 지방자치와 지방농정

  지방화 시 의 지방농정은 자치성, 지역특수성, 지역 종합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 먼 , 자치성과 련하여 지방자치제하 지

방농정의 궁극  목 은 자치 으로 지역 농업인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자신들의 농업문제와 지역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 지방농정이 자치성

을 확보하기 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역에서 지방농정 사무의 고유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농정이 집행해야 하는 고유 사무는 

법률로 규정해 주어야 한다. 둘째, 지방 고유사무의 집행권한이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되고, 이를 자율 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

단체가 고유 사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농정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특수성 측면에서는 지방농정은 앙농정의 기본 틀 속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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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농정 목표를 수행하는 한 몫을 담당해야 하지만, 지역의 농업문제를 

자치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농정은 국가

의 농정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목표를 양립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다. 획일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앙농정의 추진방식은 국민의 식량 

확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까지는 효율 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WTO․FTA 체결  농산물시장 개방, 소비자의 

농식품에 한 인식 변화, 지방자치제의 본격화 등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로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제하는 지역농업개발에 효과

으로 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농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농정사무를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지방농정의 지역 종합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 , 지방농정 

사무의 횡  종합을 의미한다. 지방 단 에서 각기 다른 농정기 과 농업

련 단체들이 집행하는 지방농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한다는 의미

이다. 다음으로 기능  종합의 의미를 가진다. 지방농정이 앙농정에 따

른 국가의 집행사무를 보조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지방의 농정사무를 종합

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조정․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농정체계

를 의미한다. 

1.1.3. 지방농정의 목표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주민 편의와 주민의 복

리증진을 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따라서 지방농정

의 목표는 지역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해 자치 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업을 발 시키고, 농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

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

을 합리 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령이나 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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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업개발은 지역이 지니고 있는 농업자원과 지역특화 작목  특화

된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인들이 목표하는 소득을 달성하게 하는 사무

이다. 한 농 지역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 주민과 농업인들

의 복지향상을 하여 주택, 도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설치와 농업생산

기반정비  농업인들의 교육과 문화의 창달 도모, 이에 필요한 문화시설 

확충을 추구하는 사무이다.

그림 2-1.  지방농정의 목표

1.2. 지방재정의 구조

1.2.1. 지방농정과 지방재정의 계

  지방농정의 다양한 수단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확보

한 농업․농  련 산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농

정은 상당 부분 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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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앙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앙정부가 사업 내용과 방법을 구체 으로 규

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한 앙정부 지원사

업에 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방식( 응보조)으로 지원하므로 취약

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존 농림투융자 련 연구는 앙정부 차원에 집 되었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지방농정 활성화를 한 농림투융자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수행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앙정부 입장에서 내외 여건 변화에 

응한 신규사업 발굴  산 확보,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한 지방자치

단체의 산집행 평가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 입장

에서 농림투융자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지방농정 수행에 소요되는 지방재

정의 내역(자체재원, 의존재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지방비 부담  자율

성 정도, 지방정부 자체사업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지방농정 측면에서 농

림투융자 활성화를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력, 농업  특성과 농업 산의 지원 수   특성을 분석하고, 농정추

진체계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농림투융자 성과 제고를 한 개선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1.2.2. 지방재정의 특성

  지방재정은 국가와의 계에 있어서 분권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에서의 형평성, 지역주민과 계에서 효율성 확보라는 세 측면에서 근

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분권화(decentralization)란 재정에 한 권한과 책

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과정으로 국가와 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 개념이다. 분권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능분담의 문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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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방재정 련 상호작용   

그림 2-3.  지방재정의 구성

  

자료: 신해룡(2007)의 p.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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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의 형평성(equity)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  형평

성(분권화)과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  형평성 문제로 구분된다. 수평  형

평성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배분 문제로 자치단체마다 인구와 면

이 다르고, 지역경제의 발달 정도가 달라 지방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요한 수단

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이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분배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효율

으로 활용함을 의미한다. 

1.2.3.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

가.  세입구조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 실태 분석을 해서는 지방재정에서 농림 산의 

치를 먼  악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구조

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 의존

수입, 외부차입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하여 주민, 재산 는 수익에 하여 강제로 부과․징수하는 

세 을 의미하며,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세입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

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의존수입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

조 , 역지역발 특별회계, 재정보 , 재정조정교부  등으로 앙정부

로부터 역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로 지 되는 재정자 을 의미한다. 

  외부차입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로 부채이며, 정부는 지방채 발

행 총액한도제를 채택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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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방재정의 세입 내역

구  분 항   목 특        성

자체수입

지 방 세
지자체가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하여 할구역 내 주민, 재산 한 수익에 
하여 강제 으로 부과, 징수하는 재화

세외수입
지방재정 세입  지방세, 의존수입, 지방채를 
제외한 모든 수입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국가수입  일부(내국세총액의 19.24%)를 재
원으로 확보하여 재정력에 근거하여 지자체에 
일정 기 에 따라 교부

국고보조
국가정책상 필요하거나 지자체의 재정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에 교부
(보조 , 부담 , 교부  등)

역지역발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 간 균형발  도모

재정보 역시, 도가 시․군에 재정보 을 해 교부

조정교부 특별시․ 역시가 자치구 재정보  해 교부

외부차입 지 방 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주: 역시 소속 군에는 재정보 을 교부함

그림 2-4.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3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  내에서는 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만을 거쳐 자율 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 연도 산액

의 100분의 10의 범  내에서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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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출구조

  지방재정의 세출항목은 일반 으로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구분

된다. 기능별 분류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요한 기능에 따라 세출항

목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목 별 분류라고도 한다. 2008년 이  세출 산 

 결산 과목의 ‘장․ ․항․세항’이 기능별 분류에 해당되며, 2008년부

터는 기능별 분류가 세분화되어 품목별 산제도하의 5장 16 에서 13분

야 51부문으로 분류 기 이 변경되었다. 

  성질별 분류란 지방세출의 경제  성질에 따른 분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제  기능을 가지는 경비

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악하기 한 세출분류 방식이다. 산과

목 상 ‘목․세목(2008년 이후에는 목․편성목으로 변경)’이 여기에 해당된

다. 인건비, 물건비, 이 경비, 자본지출, 융자  출자, 보 재원,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되며, 8개 그룹, 38개 편성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출항목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농업․농 의 산 운  

실태를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성질별 분류 항목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2008년 이 과 이후의 항목 구성이 다르므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할 경우, 분석기간(1995～2011)과 분류체계 개편 시기의 불일치로 농업․

농  산의 구분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2008년 이 의 분류기 (3000 경

제개발비-3100 농수산개발)을 용하여 분석하 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분

석은 시․군의 2010년도 산 공시자료를 활용하 으며, 2008년 이후 분

류 기 (100 농림해양수산-101 농업․농 )을 용하 다.

표 2-2.  분석방법과 세출항목 분류기 의 계

구   분 분석기간 산항목

시계열자료 분석 1997～2009년
기능별 분류

(2008년 이  분류기  용)

지방자치단체 실태분석 2010년 2008년 이후 분류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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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세출과목의 분류체계 개편(2008년 개편)

분류 기능별 조직별 사업목 별 경비유형별 성질별

기존
장(5개), 

(16개)
항(자율) 세항(자율)

세세항

( 분류 4개,

소분류 8개)

목(38개)

세목(109개)

개편
분야(13개)

부문(51개)
정책사업, 단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8그룹, 38개)

표 2-4.  2008년 후의 세출 산과목 비교

1997～2007년 2008년 이후

장 분 야 부 문

1000 일반행정비

1100
입법  

선거 리
010 일반공공행정 4개 부분

1200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안
2개 부문

2000 사회개발비

2100 교육  문화 050 교  육 3개 부문

2200
보건  생활

환경 개선
060 문화  5개 부문

2300 사회보장 070 환경보호 6개 부문

2400
주택  

지역사회 개발
080 사회복지 8개 부문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 090 보  건 2개 부문

3200 지역경제개발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

3300 국토자원개발
102 임업,산

103 해양수산,어

3400 교통 리 110 산업, 소기업 6개 부문

4000 민방 비

4100 민방 120 수송  교통 5개 부문

4200 소방 리 140
국토  

지역개발
3개 부문

5000
지원  

기타경비

5100 지방채상환 150 과학기술 3개 부문

5200 제지출 160  비 비 1개 부문

5300 교부 900 기    타 -

5400 비비 13분야(기타 제외) 51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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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농림 산의 변화와 농림투융자 효과

2.1. 지방재정의 변화 추이

2.1.1. 국가 산 비 지방 산4

  국가 산과 지방 산은 1995년 이후 지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산은 1995년 117.2조원에서 2011년 376.6조원으로 연평균 7.6% 증

가하 으며, 지방 산은 1995년 42.6조원에서 2011년 141.0조원으로 연평

균 7.8% 증가하 다. 균형발 을 정책기조로 지방자치화를 추진한 2000년

에 국가 산에서 지방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 으며,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 산 비 은 2000년 30.7%에서 2008년 39.0%로 

높아졌으며,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1년에는 37.4%5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재정 규모는 지속 으로 증가하 으

며, 지방 산 연평균 증가율은 앙정부 산 증가율보다 높아 지방재정이 

국가재정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 다. 그러나 체 국가 산에서 지방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36.4%에서 외환 기 이후인 2000년 30.7%

4 선행연구에서는 국가 산을 앙정부 산이라는 의미와 앙정부 산과 지방

산의 합인 체 국가 산이라는 의미로 혼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

부의 지방자치단체 산개요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국가 산 = 앙정부 산 

+ 지방 산 + 지방교육 산’이라는 개념 아래 국가 산과 앙정부 산을 구분

하 다. 여기서 활용한 자료는 자치단체 내 회계간 내부거래  자치단체 간 외

부거래 복계상분을 공제한 지방자치단체 산개요의 순계자료이다.

5 2011년 기  앙정부 산 비율(62.4%)과 지방 산 비율(37.6%)은 지방교육

산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이다.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할 경우 앙정부 산, 지방

자치단체 산, 지방교육 산 비율은 각각 56.0%, 33.5%, 1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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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락한 후 2008년 39.0%로 상승한 것은 지방재정 측면에서 지방화가 

지속 으로 확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재정사용액 기 으로 보면 지방교육 산을 제외한 지방의 총 재정사용

액 비율은 2011년 49.8%로, 여기에 지방교육 산을 포함하면 57.2%에 이

른다. 이는 지방 산 구성비 37.4%보다 매우 높은 수 으로 국가와 지방의 

재원 배분은 산규모 측면에서 앙정부 재정이 우세하지만, 재정사용 측

면에서는 지방재정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 총계와 순계 >

○ 산총계：지방자치단체의 산을 회계 간 는 역·기 자치단체

간 복 계상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산순계：회계 간 는 역·기 자치단체 간 복 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자료: 행정안 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산편성기   기 운용계획 수립기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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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국가 산과 지방 산 변화 추이( 산규모 기 )

단 : 조원, %

  주: 지방교육 산은 제외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각 연도.

그림 2-6.  국가 산과 지방 산 변화 추이(재정사용액 기 )

단 : 조원, %

  주: 지방교육 산을 지방재정 사용액에 포함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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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 변화6

  지방재정의 세입 재원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이 수입, 지방채로 

구성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을 자체수입이라 하며, 지방교부세, 

보조 , 지방양여 7 등의 재정이 수입을 의존수입이라 한다.

  2011년도 지방재정 세입은 자체수입이 79.3조원(56.2%), 의존재원이 60

조원(41.1%)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수입이 더 많다. 지방재정의 세입 재원

별 비  변화 추이를 보면, 자체수입 비 은 2001년 63.1%에서 2011년 

56.2%로 감소하 고, 의존수입 비 은 2001년 33.2%에서 2011년 41.1%로 

증가하 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국가 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규모도 증가하 다. 그러나 세입 재원 측면에서는 오히려 앙정부 의존비

이 높아져 지방재정의 진정한 지방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구체 으로 지방재정의 재원을 살펴보면, 2011년 기  지방세가 47.9조

원(35.3%)으로 가장 많고, 보조  30.5조원(21.7%), 세외수입 29.5조원

(21%), 지방교부세 27.4조원(19.4%), 지방채 3.7조원(2.6%) 순으로 나타났

다. 지난 10년간 세입 재원별 변화 추이를 보면, 지방세는 거의 변함이 없

지만, 세외수입은 2001년 26.7%에서 2011년 21.0%로 감소하 다. 한편, 

지방양여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지방교부세  보조  비 이 늘어나면

서 의존수입 비 이 높아졌다. 특히 보조 은 2001년 13.7%에서 2011년 

21.7%로 크게 증가하여 앙정부 정책을 통한 재정활동이 확 되었다. 

6 지방재정의 세입·세출구조는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산개요의 순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7 2005년부터 지방양여  제도가 폐지되었고, 2006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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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지방재정 세입 재원별 비  변화 추이

  주: 당 산의 세입순계자료를 활용하 음.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각 연도.

  시·군의 세입 재원별 비 을 보면, 체 으로는 보조 , 지방세, 세외수

입, 지방교부세 순이며, 의존재원 비 (50.4%)이 자체재원 비 (46.8%)보

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와 군은 다른 구조를 가지는데,  

시의 세입 재원별 비 을 보면, 보조 이 27.7%로 가장 높았고, 세외수입 

25.3%, 지방세 21.5%, 지방교부세 19.1% 순이다. 시의 경우 세입 재원별 

비 이 비교  고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의존도( 46.8%)가 

군(22.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 이 각각 38.5%, 36.8%로 높

은 비 을 차지한 반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지방세는 각각 14.3%, 

7.8%에 불과하다. 즉, 군의 경우 세입 재원별로 비  차이가 크며, 재정력

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재원보다는 앙정부 재원 의존  세입구조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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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지방재정 세입 재원별 비  시․군 비교(2011년, 총계)

  주: 당 산의 총계자료를 활용하 음. 순계자료를 활용할 경우 복계상분이 공제되

어 교부 (시․군은 재정보 , 자치구는 조정교부 )과 보조 (시․도비 보조 ) 

비율이 0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총계자료를 이용하 음.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2011.

  지방재정의 세출 기능별 비  변화 추이8를 보면, 2004년 이후 사회개발 

분야와 농수산개발 분야가 다소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 분야는 감소하

다. 2008년 이후에는 사회복지 분야 비 이 증가한 반면, 국토  지역개

발 분야와 수송  교통 분야는 감소하 다. 세출 산과목 변경 후 모두 

사회복지 분야의 산규모 확 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8 2008년 세출 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기능별 분류는 2007년 이 과 2008년 이후

로 구분된다. 자는 자료 구득이 가능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를 상으로 

하고, 후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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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지방재정 세출 기능별 비  변화 추이(2004년~2007년)

  주: 주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그래  상단에 합으로 나타내었음.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각 연도.

그림 2-10.  지방재정 세출 기능별 비  변화 추이(2008년~2011년)

  주: 주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그래  상단에 합으로 나타내었음.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각 연도.



30  지방농정과 농림투융자

  시·군의 세출 기능별 비 을 보면, 체 으로는 사회복지, 일반공공행

정, 환경보호순으로 비 이 높게 나타났으나 시와 군은 다른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시의 세출 기능별 비 은 사회복지가 21.1%로 가장 높고, 환경보

호 16.6%, 수송  교통 10.4%순이었으며, 군은 농림해양수산 19.6%, 사

회복지 15.4%, 수송  교통 4.8%순이었다. 시는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보

호 분야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군은 농림해양수산 비 이 

매우 높고 사회복지 분야와 수송  교통 분야 비 이 상 으로 낮았다.

그림 2-11.  지방재정 세출 기능별 비  시․군 비교(2011년, 총계)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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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림예산의 비중 변화9

2.2.1. 농림 산 황

  지방재정 세출 분야  농림해양수산 산(이하 농림 산) 규모는 지속

으로 증가하 다. 2004년 4.5조원에서 2011년 9.8조원으로  규모가 2

배 가까이 증가하 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1.8%에 이른다. 세출 산과목 

변경을 감안하여 2008년을 기 으로 구분해보면, 농림 산이 2007년 이

에는 4.5조원에서 6.3조원으로 연평균 12.2% 증가하 고, 이후에는 8.1조

원에서 9.8조원으로 연평균 10.3% 증가하 다. 세출 산과목 변경으로 자

료의 불연속성이 나타나지만 시기를 구분하더라도 농림 산 규모는 지속

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 산  규모가 확 된 것은 물론이고 지방 산에서 농림 산이 

차지하는 비 도 과거에 비해 상승하여 7% 수 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이 에는 농림 산 비 이 5.1%에서 5.7%로 높아졌으며, 이후에는 6.4%

에서 6.9%로 비 이 높아졌다. 이처럼 농림 산 규모가 확 된 것은 농

업․농  부문에 한 일반 산도 확 되었지만 특히 고정직불 으로 

표되는 직불제 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 세출 산과목 변경으로 인해 일 성 있는 농업 련 산의 시계열 자료를 얻

을 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을 포함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범 를 일치시켰

다. 2007년 이 에는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산(2004~2007년)이고, 2008년 

이후에는 농림 산(2008~2011년)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범 를 일치시켰지

만 자료상 한계로 인해 2007년과 2008년 사이 자료의 불연속성이 발생하 다. 

한편 2008년 이후 자료를 농림해양수산의 농업·농  분야로 한정지을 경우 농

업·농 산이 지방 산에서 차지하는 비 은 5%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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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지방 산과 농림 산 변화 추이

단 : 조원, %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각 연도.

그림 2-13.  농림어업 부가가치와 농림어업 비  추이

단 : %

  주: 2010년 농림어업 부가가치액은 잠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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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2004년 27.7조원이었던 것이 이후 감소하

다가 2010년에는 27조원 수 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은 증가

하는 데 반해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정체되면서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이 차지하는 비 은 2004년 3.7%에서 2010년 2.6%로 지속 으로 하락하

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의 요성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림

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농림 산이 지방 산에서 차지하는 비 도 증

가하고 있다는 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응한 FTA 기 사업,  직불

의 면 당 지원 단가 상향 조정 등의 향으로 분석된다. 

2.2.2. 농림 산 시․군 단  변화

  농림 산을 시와 군으로 비교해 보면, 시·군 모두 체 산 규모가 증가

하면서 동시에 농림 산도 증가하 다. 한 농림 산 증가율은 체 산 

증가율보다 높아 농림 산이 체 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인다.

  시의 경우, 체 산은 2004년 28.8조원에서 2011년 44.9조원으로 연평

균 6.6% 증가하 고, 농림 산은 2004년 1.6조원에서 2011년 3.2조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하 다. 군의 체 산은 2004년 13.9조원에서 2011년 

23.8조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하 고, 농림 산은 2004년 3.2조원에서 

2011년 4.8조원으로 연평균 13.3% 증가하 다. 시·군 모두 농림 산 증가

율이 체 산 증가율보다 더 높았으며, 군의 농림 산 증가율이 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의 체 산규모는 시에 비해 2011년 기  53%에 불과하지만 군의 

농림 산 규모는 시의 약 1.5배이고, 농림 산이 차지하는 비 은 20% 수

에 이를 정도로 군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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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농림 산의 시․군 단  변화 추이

단 : 조원, %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각 연도.

그림 2-15. 체사업과 농림사업의 재원별 비

자료: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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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 산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지자체 체 산에서는 시군구비 비

이 가장 높고, 시도비, 국비의 순이며, 농림 산은 시군구비 비 도 높은 

편이지만 국비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체 산에서는 시군구비 비 이 시의 경우 72.2%, 군은 61.7%

로 가장 높고, 국비는 각각 20.2%와 30.7%, 시도비는 각각 5.9%와 7.0%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시가 시군구비 54.0%, 국비 37.3%, 시도비 

8.7%인 반면, 군은 각각 46.3%, 45.0%, 8.7%로 나타나 군이 시에 비해 국

비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3. 농림투융자 효과 분석

  지자체는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이

라는 제약하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더 높은 자율성을 가지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자율성이 상

으로 낮아 세출 운용에 제약이 따른다. 지자체의 재정지출 운용은 민간의 

생산 활동  지역주민의 후생에도 직 으로 향을 주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 운용을 통해 창출하는 여러 가지 기능, 즉 효율  자원배

분 기능, 공평한 소득분배 기능, 지역경제의 성장  안정화 기능 에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성장 에서도 농업 부문의 성장에 을 두고 분

석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지방재정활동과 지역경제활동은 상호순환 과정 속에서 향

을 주고받는 계를 가지며, 이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지역경제 성장이 지역주민의 소득에 향을 주고, 지역주민의 소득은 

지방재정의 세입에 향을 주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지자체 세출의 규모

와 구성이 직·간 으로 지역경제를 진하거나 억제하는 단계이다. 지역

경제 성장에 한 평가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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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성장을 진하는지에 해서는 이견이 

있다. 일부는 정부지출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장률에 향을 주는지

는 밝 진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Rivas, 2003). 그러나 공공지출이 소득 성

장률이나 소득 수 에 정 인 향을 미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공지출을 투자  지출로 한정하여 분석하거

나 경상  지출을 포함하여 분석하더라도 그 비율이 정한 수 일 경우에

는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arro, 1990; 

Slemrod, 1995).

  후자의 주장을 따르면, 일반 으로 공공부문의 지출은 지역의 기업들에

게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  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자치단

체가 재정지출을 효율 으로 운용할 때 그 지역의 기업들은 생산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 게 생산함수에 정부 부문을 명시 으로 반 한 연구로

는 Barro(1990), Barro and Sala-i-Martin(2004), 오병기(2007) 등이 있다. 

  지자체 재정운  반에 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지자

체의 농업 부문 재정지출이 지자체의 농업생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에 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군의 농림 산 지

출 자료와 농업생산액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 부문의 재정지출이 농업생산

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분석 모형 및 자료

  지자체 재정운  반에 한 선행연구  Barro(1990), 김명수(1998), 

김성태(2000), 오병기(2007)가 용한 지역경제의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Cobb-Douglas 모형으로 가정하 다. 지자체의 농업 부문 재정지출이 자본, 

노동과 함께 농업생산액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i 지자체의 농

업생산함수를 식(1)과 같이 가정하 다. 식(1)을 로그-로그함수로 환하면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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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2)     
  

   
   

  지자체의농업생산액
  자본투입량
  노동투입량
 지자체의농업부문재정지출

 

  분석 상은 역시에 속한 군  자치구, 농업 비 이 낮은 시․군을 

제외한 134개10 시․군이며,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는 연도별 데이터가 구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9년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 다.

  한편, 선행연구  김성태(2000), 오병기(2007) 등은 역자치단체를 

상으로 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 다. 즉, 시․군별 패 자료가 제

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을 상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패

자료가 아닌 횡단면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분석변수를 보면, 농업생산액(Y)은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 

 농업생산액11이다. 지자체 재정지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선행연구에서도 

종속변수로써 지역내총생산액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총생산 자료

에서 시군별 농업생산액을 제공하고 있어 곧바로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자본투입량(K)은 리변수로써 농기계 보유 수를 활용하 다. 지역경제 

일반에 한 연구에서 자본 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유형고정자산의 연

말총액을 공통으로 이용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제외하고 

10 8개 도의 156개 시․군 에서 경지면 이 1,500ha 미만인 지역과 최근 통합

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제외한 134개 시․군을 상으로 하 다.

11 지자체의 농업생산액은 2007년 는 2008년이 구득 가능한 최신 자료이기 때문

에 남을 제외한 지자체는 2007년 자료를, 남은 2008년 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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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가능한 자료가 없어서 농기계 수를 자본의 리변수로 선정하 다. 다

만, 자본 변수로 농기계 수를 이용할 경우 벼농사 심지는 자본이 과다 

추정되고 시설농업 심지는 과소 추정되는 한계가 있다는 을 밝 둔다. 

  노동투입량(L)은 농가 인구를 용하 다. 농가 인구는 매년 농업조사에

서 시․군별로 발표되고 있어 다른 변수에 비해 안정 이다.

  농업부문 재정지출(G)은 지방재정연감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세출규모이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재정지출이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데는 이견이 있지

만, 재정지출  투자  지출이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므

로 농업 부문 재정지출을 경상  경비와 투자  경비로 나 고 투자  경

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역시․도별로는 경비의 성격 구

분이 가능하지만 시․군별로는 경비의 성격 구분이 된 자료가 발표되지 않

아 자료 분석에 경상  경비와 투자  경비를 합한 재정지출 규모를 활용

하 다.

  변수 간 상 계를 살펴보면, 체 으로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농가 인구와 농기계 수의 두 설명변수 간 상 계가 높아 

다 공선성 문제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변수로써 농가수는 농

기계 수와 상 계가 0.86으로 더 높기 때문에 농가 인구를 선택하는 

것이 다 공선성 문제를 어느 정도 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5.  변수 간 상 계

구  분 농업생산액(Y) 농기계 수(K) 농가인구(L) 농림 산(G)

농업생산액(Y) - 0.66 0.69 0.51

농기계 수(K) 0.66 - 0.77 0.61

농가인구(L) 0.69 0.77 - 0.50

농림 산(G) 0.51 0.61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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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결과와 시사점

  분석모형에서 가정한 농기계 수  농가 인구의 증가가 지역 농업생산

액 증가에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 지자체의 농업 부문 재정지출 역시 농

업생산액 증가에 일정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 시․군을 상으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농기계 1% 증가는 농업

생산을 0.28% 증가시키며, 농가 인구는 농업생산을 0.48% 증가시키고, 농

림 산은 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 증가가 농업생산 

증가에 큰 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농림 산, 농기계 보유 수순이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시․군 지방정부의 농정에서 농가 인구가 가장 요한 요

소이며, 농림 산 투입 한 지역농업 성장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음

을 의미한다. 

  국 시․군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시․군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간에 차이가 있다. 시의 경우 농기계 1% 증가가 농업생산을 0.45% 증가시

키고, 재정지출은 0.37%, 농가 인구는 0.2% 증가시키며, 농기계와 재정지

출 탄력성이 군에 비해 높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의 경우 농가 인구 1% 증가는 농업생산을 0.72% 증가시키고, 농기계는 

0.14%, 재정지출은 0.15% 증가시키며, 농가 인구 탄력성은 시에 비해 매

우 높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지방정부의 농정활동은 농업성장과 함께 지역사회 유지라는 복합  목

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가 인구가 농업성장에서 가장 요한 요소라

는 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단지 농산물 공 의 역할을 한 농정뿐만 

아니라 농가 인구의 유지  확 를 한 농정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군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군은 농가 인구의 향이 크고, 시는 농

기계와 재정지출의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경제 ․

산업  조건이 열악하여 지역인구가 어들고 있는 군의 경우, 지역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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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해서는 농가 인구 확보가 가장 요하다는 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군의 농업 성장을 해서는 농가 인구의 확보가 가장 요하며, 이는 

단지 농업생산성 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 차원에서도 군 지자체 입

장에서는 요한 사안임을 의미한다. 

  앙정부는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향상, 농산물의 안정  공 , 규

모화와 문화 등 농업 자체에 집 하여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농림투융

자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일선 시․군, 특히 조건이 열악한 군의 경우, 

지역사회 유지를 한 농가 인구 확보가 곧, 농업성장을 의미할 정도로 

요한 과제이다. 즉, 앙정부의 농림투융자 목표는 농업을 상으로 하므

로 단순․명확한 반면, 지방정부는 농업과 지역사회 유지  활성화를 동

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표 2-6.  생산함수 추정결과

구 분
국 시․군 시 군

계수 t 통계량 계수 t 통계량 계수 t 통계량

상수 1.191
1.26
(0.212)

1.615
0.80
(0.427)

1.920
* 1.79

(0.077)

농기계 수 0.283***
3.06
(0.003)

0.452**
2.27
(0.028)

0.136
1.30
(0.197)

농가 인구 0.479***
4.59
(0.000)

0.202
0.75
(0.459)

0.715***
5.40
(0.000)

농림 산 0.300
*** 2.84

(0.005)
0.368

* 1.86
(0.069)

0.152
1.24
(0.219)

조정된   0.618 0.610 0.631

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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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방식

1.1. 분석의 틀

  농림투융자사업 추진 흐름을 보면, 앙정부사업은 역자치단체를 통

해 시․군 자치단체에 지원되거나 일부 사업은 직  지원되고 있다. 한 

역자치단체도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시․군 자치단체에 지원하며, 시․군

에서는 앙정부 사업, 역자치단체 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앙정부,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역할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앙정부사업은 국가 차원의 농정목표 실 과 자

원 배분의 효율화를 목 으로 지원되며, 재원은 국고보조 과 역  기

자치단체의 응보조 방식으로 조달된다. 역시․도는 역자치단체 차

원의 농정 목표를 가지지만 주로 련 농림사업을 조정하거나 앙정부사

업의 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기 자치단체인 시․

군은 앙정부사업의 행과 지역 안 해소를 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앙정부와 지방정부( 역  시․군)의 농림투융자 사업의 추진 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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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복리증진이라는 제는 동일하다. 그러나 사업 발굴  추진 

주체가 앙정부, 역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로 상이하고, 경제․사

회․정치  여건의 차이로 정부 주체 간 상이한 사업목 과 산 집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앙정부는 농산물의 안정  공 을 한 생산성 제고

를 목 으로 규모화․ 문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

역사회의 유지를 한 지역주민의 유지  확보 차원에서 근한다. 따라

서 지방정부가 앙정부보다 복잡한 경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농정

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치  고려도 지방농정의 수

행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를 들면, 앙정부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투입재 보조를 지양하고 있으나, 시․군자치단체에서는 정치  

여건과 행을 무시하지 못하여 상당수 시․군이 자체사업으로 투입재 보

조를 실시하고 있다.  직불제의 경우,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앙정부가 주도 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일부 역자치단체와 시․군

은 지역 농업인의 정서를 고려하여 별도의 자체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주체 간 농정 추진의 목표  방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

에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의 목표가 동일하다는 인식하에 주로 

앙정부 입장에서 농림투융자 실태와 추진체계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농정의 목표  방향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농업 여건은 물론, 경제․정치 인 차이에 기

한 차별화된 근이 필요하다.

  재 농림사업 시행체계는 앙정부 심이며, 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

히 고려할 수 있는 산의 집행, 조정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농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 정

도는 어떠한지를 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한 방안 모색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시․군의 지방재정력, 농업여건과 농

림투융자의 계를 분석하고, 사례지역 분석을 통해 세부 사업별 농림투융

자 실태를 분석한 후 시사 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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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업 산사업의 달 체계

그림 3-2.  농업부문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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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대상

  시․군의 농림투융자 실태 분석 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 단 의 농림 산 실태 분석을 하여 134개 시․군의 농림 산규모, 

재정력과의 계, 농업 여건과의 계를 분석하 다. 분석 상은 재정  

경제  측면에서 가능한 한 유사한 시․군을 선정하 다. 도시  산업지

역이 많은 역시 소속 군  자치구의 경우 일반 도 단 보다 상 으로 

재정력이 높은 역시의 지원을 받게 되므로 지방재정 측면에서 동일한 조

건을 가진 시․군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제외하 다. 한 제주특별자치도

는 특별법에 의한 재정 지원이 있으며, 농업 특성도 크게 다르다. 일반 도 

단  소속 시․군 에서 경지면 이 1,500ha 미만인 지역은 주로 도시 

근교지역이거나 비농업지역으로 농업규모  농가 인구가 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2010년 기  246개 시․군․자치구 

에서 특별시  역시에 포함된 군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주시)와 경지면 이 1,500ha 미만 19개 시․군을 제외한 134개 시․군

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둘째, 세부사업 분석을 하여 3개 도(충남, 북, 경남)를 선정하고, 농

림 산 자료의 근이 가능한 45개 시․군을 상으로 하 다. 경남의 경

우, 최근에 통합시로 발족한 창원시는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를 통합한 특

수한 시여서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북 완주군의 경우 산 자료 근

의 제약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 다.

1.3. 분석지표

  시․군의 농림 산 실태 분석을 하여 크게 세 가지 근을 하 다. 첫

째, 농림투융자 규모 분석으로 시․군의 총 농림 산 규모, 경지면 당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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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산 규모, 농가당 농림 산규모 분석을 실시한 후 세 지표 간 비교를 

통해 시사 을 정리하 다. 둘째, 시․군의 재정력과 농림 산의 계를 

분석하 다. 여기서는 재정력의 표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단 면 당 농

림 산의 계, 재정자립도와 농림 산 비 의 계를 분석하 다. 셋째, 

직불제, 역․지역발 특별회계사업(이하 특사업), 자체사업, 국비사업 

등 주요 농림사업 성격별 특성과 개선과제를 분석하 다. 

  시․군 농림투융자 실태분석의 체계는 우선 국 단  분석으로 시․군

의 농림 산 규모(총 규모, 단 면 당 규모, 농가당 규모)를 비교분석한

다. 둘째, 재정력과 농림 산의 계를 분석한 후 규모별 분석과 결과를 비

교분석한다. 셋째, 사례지역 상으로 세부사업을 분석하기 하여 사례지

역을 선정하고, 시․군별 사업규모, 건수, 사업성격 등을 분석한다. 넷째, 

주요사업(직불제, 자체사업, 국고사업, 도비사업 등)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

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경지면 당(ha당) 농림 산 상․하

 10개 시․군의 농림 산 특성과 시사 을 정리한다.

그림 3-3.  시․군의 농림사업 분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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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석자료

  분석 자료는 지방재정의 기능별 분류  농림해양수산(100)은 농업․농

(101), 임업․산 (102), 해양수산․어 (103)으로 분류되나 시․군 단

로는 농림해양수산(100) 이하로 구분된 데이터가 공표되지 않아 농림해양

수산(100) 산자료(이하 농림 산)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상 시․군의 농가수는 평균 7,923농가(시 9,262농가, 군 7,019농가)

이며, 경지면 은 1만1,702ha, 재정자립도는 23.3%로 나타났다. 각 지표별 

분포를 보면, 시가 군에 비해 농가수  경지면 의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

도는 높지만, 각 지표의 표 편차는 군에 비해 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시 자치단체들의 농업  재정력 간 차이가 군에 비해 크다.

  시․군의 총 산과 농림 산을 살펴보면, 총 산규모는 시(6,479억원)

가 군(2,865억원)에 비해 2.3배 높다. 반면, 농림 산은 시 572억원, 군 557

억 원으로 비슷한 수 이었다. 이는 농림 산 측면에서 군이 시에 비해 

산 배분에 높은 우선순 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원 구성 

측면에서도 총 산에서는 시․군 모두 시군비 비 이 높게 나타났으나, 농

림 산에서 군은 국비 의존 비 이 45.4%로 높고, 시는 시군비 의존 비 이 

53.0%로 높게 나타나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시․군의 산분포를 보면, 총

산은 시의 최 -최소값 차이가 6.3배인 반면, 군은 4.6배로 군의 편차가 시

에 비해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 산은 시․군 모두 7.7배 수 에

서 유사한 편차를 보여 총 산에 비해 농림 산의 분포가 더 안정 이었다.

  한편, 농림 산 재원과 주요 농업지표(농업생산액, 농가인구, 경지면 )

의 상 계 분석 결과, 모든 결과치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국비는 

경지면 과 상 계수가 0.6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비는 농가수와 

0.578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비는 주로 경지면 에 근거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배분되는 반면, 시군비는 농가수에 우선하여 산을 배정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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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분석 상 지자체의 개요

구 분 단체수 인구(명) 농가수 경지면 (ha) 재정자립도(%)

시  54 284,236 9,262 12,501 33.7

군  80  53,520 7,019 11,164 16.3

평균(계) 134 146,495 7,923 11,702 23.3

표 3-2.  시․군의 농업  재정지표 분포

구 분 항목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시

농 가 수  9,262 3,540 1,924 17,839 

경지면 (ha) 12,500 7,023 2,121 28,083 

재정자립도(%) 33.7 15.4 9.0 67.0 

군

농 가 수  7,019 2,810 1,653 15,187 

경지면 (ha) 11,163 5,864 2,145 34,835 

재정자립도(%) 16.4 7.2 9.0 39.0 

체

농 가 수  7,923 3,302 1,653 17,839 

경지면 (ha) 11,702 6,365 2,121 34,835

재정자립도(%) 23.3 14.1 9.0 67.0 

표 3-3.  시․군의 재원별 평균 산 내역

단 : 억원

구  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총 산

시
1,397 385 4,697 0.2 6,480

(21.6) (5.9) (72.5) (0.0) (100.0)

군
 899 187 1,777 0.2 2,865

(31.4) (6.5) (62.0) (0.1) (100.0)

농림 산

시
 209  53  295 0.3  557

(37.5) (9.5) (53.0) (0.1) (100.0)

군
 260  53  260 0.0  573

(45.4) (9.2) (45.4)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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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군의 산내역 분포

단 : 억원

구 분 지역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변이계수

총 산
시 6,480 2,678 2,223 14,001 0.41 

군 2,865  809 1,409  6,494 0.28 

농림 산
시  557  239  156  1,191 0.43 

군  573  201  139  1,094 0.35 

표 3-5.  농림 산 재원과 농업지표의 상 계

구 분 농가수 경지면 국  비 도  비 시군비

농가수
1.0000 0.8155 0.5006 0.5348 0.5782 

<.0001 <.0001 <.0001 <.0001

경지면
0.8155 1.0000 0.6730 0.4529 0.5302 

<.0001 <.0001 <.0001 <.0001

국  비
0.5006 0.6730 1.0000 0.5306 0.5649 

<.0001 <.0001 <.0001 <.0001

도  비
0.5348 0.4529 0.5306 1.0000 0.5405 

<.0001 <.0001 <.0001 <.0001

시군비
0.5782 0.5302 0.5649 0.5405 1.0000 

<.0001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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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별 농림 산 규모의 비교 분석

2.1. 농림예산 총 규모의 비교

  농림 산 총 규모의 시․군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농림 산 규

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남원시로 1,190억원, 가장 작은 지자체는 증평군이

며 13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  시․군 에서 평균 경지규모(1만

1,702ha)보다 경지규모가 은 화순군, 거창군, 산청군이 포함되었다. 가장 

농림 산 규모가 큰 남원시의 경우, 경지면 은 해남군(3만4,853ha)의 

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  시․군 에는 평균 경지규모

보다 큰 주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를 이루었다. 

  농림 산 총 규모 상  20개 시․군과 하  20개 시․군의 주요 지표를 

비교 분석해 보면, 상  시․군은 하  시․군에 비해 농가수가 2.3배 많

고, 농경지도 3.5배 큰 것으로 나타나 농업 심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GRDP에서 농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 도 상  시․군은 16.6%인 반면, 

하  시․군은 5.1%에 불과해 3.3배의 차이를 보 다. 

  주요 지표의 분포를 보면, 상  시․군은 농림 산 규모, GRDP 비 농

업생산액 비 , 농가당 농림 산 규모가 하  시․군에 비해 고르게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림 산 총 규모가 큰 시․군

일수록 지역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 이 크기 때문에 농림 산도 비

교  고르게 투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하  시․군은 농업규모(경지면   농가수)가 작고, 농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며, 농업생산액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도 낮아 농림

산의 편차도 상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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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농림 산 총 규모 상․하  20개 시․군 내역

순
상  시․군 하  시․군

시․군명
경지면
(ha)

농림 산
(백만원) 시․군명

경지면
(ha)

농림 산
(백만원)

1 남원시 15,499 119,060 증평군  2,145 13,941

2 화성시 23,173 110,539 시흥시  2,662 15,554

3 고흥군 22,738 109,359 주시  3,640 17,070

4 신안군 20,004 106,032 청주시  3,931 18,546

5 진주시 13,641 102,574 안산시  2,121 20,006

6 화순군 10,342  99,528 주시  5,237 20,619

7 보성군 14,713  98,707 가평군  3,891 25,344

8 해남군 34,835  98,259 양주시  4,265 25,545

9 포항시 14,382  96,863 김포시  8,164 25,959

10 김제시 28,083  93,359 연천군  9,249 27,422

11 군 16,436  91,436 남양주  3,616 30,031

12 상주시 26,187  86,558 양산시  3,115 30,823

13 경주시 21,370  85,902 양양군  3,434 30,953

14 의성군 20,582  84,386 고령군  5,987 31,519

15 김천시 16,183  83,440 횡성군 10,075 31,807

16 장흥군 12,297  83,359 주시 12,247 32,751

17 고창군 24,518  83,305 칠곡군  6,252 33,001

18 거창군 11,129  83,228 연기군  6,414 33,922

19 당진군 26,428  79,349 화천군  3,285 34,335

20 산청군  8,006  78,085 용인시  8,105 34,421

주: 음  부분은 상  시․군의 경우 평균 경지면 (1만1,702ha)보다 은 시․군, 하  

시․군은 평균 경지면 보다 큰 시․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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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농림 산 총 규모 상․하  20개 시․군의 비교(2010년)

구    분
상  

시․군(A)

하  

시․군(B)
배율(A/B)

농 가 수 11,332 4,866 2.3 

경지면

(ha)

  체 19,027 5,392 3.5 

농가당 1.7 1.1 1.5 

논 1.1 0.6 1.8 

밭 0.6 0.5 1.2 

산림비 (%) 56.7 57.2 1.0 

재정자립도(%) 20.3 37.2 0.5 

농업생산액/GRDP 16.6 5.1 3.3

농림 산

(백만원)

ha당 5.6 5.8 1.0 

농가당 8.8 6.5 1.4 

표 3-8. 농림 산 총 규모 상․하  시․군의 주요 지표별 분포

구  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변이계수

상

(20개)

농림 산규모(백만원) 93,666 11,644 78,085 119,060 0.12 

가구당 경지면 (ha) 1.7 0.5 1.0 2.9 0.30 

농업생산액/GRDP(%) 16.6 10.7 1.4 41.7 0.64 

산림비 (%) 56.7 16.6 17.3 77.5 0.29 

경지면 당 산(백만원) 5.6 2.1 2.8 9.8 0.38 

농가당 산(백만원) 8.8 2.5 4.9 12.8 0.28 

하

(20개)

농림 산규모(백만원) 26,678 6,783 13,941 34,421 0.25 

가구당 경지면 (ha) 1.1 0.4 0.6 2.3 0.34 

농업생산액/GRDP(%) 5.1 5.4 0.3 16.5 1.07 

산림비 (%) 57.2 20.1 25.3 89.9 0.35 

경지면 당 산(백만원) 5.9 2.4 2.7 10.5 0.41 

농가당 산(백만원) 6.5 3.0 2.8 14.9 0.47 

주: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상  산포도를 알기 해 표 편차(σ)를 평

균치(x)로 나 어 백분율(σ/χ 는 σ/χ×100(%))로  표시한다. 이 계수가 작을수록 평

균치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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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지면적당 농림예산의 비교

  농림 산 총 규모 분석에서는 경지면 이 크고, 농가수가 많은 농업 심

지역이 상  시․군에 주로 분포하 다. 즉, 경지면   농가수 등 농업규

모가 큰 지역일수록 농림 산 규모가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농림 산 규모만으로 산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거나 

극 으로 농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지면   농가수로 표 화하여 농림 산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  시․군별 농림 산액을 경지면 으로 나 어 표 화한 경지면 당 

농림 산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농림 산 총 규모에서 상  시․군  경

지면 당 농림 산 상 에 속한 시․군은 1개(화순군)에 불과했으며, 19개 

시․군은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시․군도 2개 시․군(횡성군, 

김포시)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모두 달랐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농림

산 규모 순 와 경지면 당 농림 산 순 에 따른 시․군별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지면 당 농림 산이 가장 큰 지자체는 통 군으로 1,460만원이며, 가

장 작은 지자체는 이천시로 250만원이었다. 상  그룹과 하  그룹의 특징

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이 상  시․군은 경지면 이 작고, 산림비 이 

높은 반면, 하  그룹은 경지면 이 큰 농업 심지역이라는 이다. 즉, 상

 그룹에는 체평균 경지면 (1만1,702ha)보다 큰 시․군은 한 곳도 없

었던 반면, 하  시․군에는 3개 시․군(연천군, 횡성군, 김포시)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평균 경지면 보다 컸다. 

  상․하  시․군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보면, 농가수는 상  시․군이 

하 의 반 수 에 불과하고, 경지면 은 30% 수 에 불과하 다. 반면, 

산림비 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a당 농림 산은 상  그룹이 

하  그룹에 비해 3.3배 높았다. 농가당 농림 산 규모도 상  그룹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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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다. 

  농림 산 규모 자체는 상  그룹이 평균 537억원, 하  그룹이 573

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농업 여건(경지면   농가수)의 차이가 커서 

경지면 으로 표 화할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표의 분포를 

보면, 상 그룹은 산림면  비 의 변이계수가 0.18로 하 그룹의 0.31에 

비해 안정 으로 나타나 상 그룹에 속한 시․군은 고르게 산림비 이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시․군 지자체의 농정활동의 목   근방식에 

있어서 앙정부와 차이가 있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앙정부 입장

에서 농정은 농산물의 안정  공 을 한 생산성 제고, 경쟁력 강화를 

한 규모화․ 업화를 한 구조조정, 농업경  효율화를 한 보조  지원

의 최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경지면 이 

작고, 농가수가 은 지자체일수록 단 면 당 농림 산 투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입장에서는 농업여건이 열악한 지

역일수록 오히려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 유지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하

며, 특히 인구 유지를 하여 농업 여건이 좋은 지역보다 더 많은 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앙정부도 특사업 등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복지 차원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융자사업이 

추진 측면에서 비교  시․군 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제할 

경우, 농업 여건이 열악하고, 산림면  비 이 높은 시․군일수록 경지면

당 농림 산 규모가 크다는 은 농림투융자정책 수립에 있어서 앙정

부 농정방향 심에서 벗어나 시․군의 농업에 한 입장, 농정 추진의 목

표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농정방향이 앙정부

와 지방정부가 동일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농업․

농 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떠한 안이 있는지 고려하고 이에 기 한 농

업․농 정책의 기획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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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농림 산 총 규모  경지면 당 규모별 상․하  그룹 비교

순
상  시․군 하  시․군

농림 산규모 ha당 농림 산 농림 산규모 ha당 농림 산

1 남원시 통 시 증평군 이천시

2 화성시 삼척시 시흥시 주시

3 고흥군 의령군 주시 서산시

4 신안군 거제시 청주시 평택시

5 진주시 화천군 안산시 안성시

6 화순군 덕군 주시 논산시

7 보성군 무주군 가평군 여주군

8 해남군 양산시 양주시 해남군

9 포항시 산청군 김포시 익산시

10 김제시 고성군(강원) 연천군 연천군

11 군 화순군 남양주 당진군

12 상주시 안산시 양산시 철원군

13 경주시 구례군 양양군 산군

14 의성군 임실군 고령군 천군

15 김천시 양양군 횡성군 횡성군

16 장흥군 함양군 주시 김포시

17 고창군 울진군 칠곡군 나주시

18 거창군 고양시 연기군 암군

19 당진군 진안군 화천군 정읍시

20 산청군 완도군 용인시 상주시

주: 음 은 두 지표에 동시에 포함된 시․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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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경지면 당 농림 산 총 규모 상․하  20개 시․군 내역

순
상  시․군 하  시․군

시․군
명

ha당
농림 산

경지면
(ha)

산림비
(%)

시․군
명

ha당
농림 산

경지면
(ha)

산림비
(%)

1 통 시 14.6  2,889 64.6 이천시 2.5 17,233 38.1 

2 삼척시 11.5  4,676 86.4 주시 2.7 12,247 40.9 

3 의령군 11.2  6,666 68.4 서산시 2.7 27,024 42.0 

4 거제시 10.6  4,693 71.5 평택시 2.7 20,001 19.0 

5 화천군 10.5  3,285 87.9 안성시 2.8 15,819 44.0 

6 덕군 10.2  6,259 80.5 논산시 2.8 19,424 41.5 

7 무주군 10.2  5,517 82.0 여주군 2.8 16,433 48.0 

8 양산시  9.9  3,115 89.9 해남군 2.8 34,835 50.5 

9 산청군  9.8  8,006 77.5 익산시 2.9 24,704 24.1 

10
고성군
(강원)

 9.7  4,142 69.7 연천군 3.0  9,249 53.0 

11 화순군  9.6 10,342 71.2 당진군 3.0 26,428 34.6 

12 안산시  9.4  2,121 44.0 철원군 3.1 13,553 70.4 

13 구례군  9.4  5,575 78.8 산군 3.1 19,102 43.9 

14 임실군  9.0  7,842 69.7 천군 3.1 17,724 54.2 

15 양양군  9.0  3,434 83.3 횡성군 3.2 10,075 72.9 

16 함양군  8.6  7,815 76.5 김포시 3.2  8,164 27.0 

17 울진군  8.5  5,474 85.3 나주시 3.2 22,626 39.0 

18 고양시  8.5  4,176 37.0 암군 3.2 22,694 42.7 

19 진안군  8.4  7,566 75.8 정읍시 3.3 22,883 47.1 

20 완도군  8.3  7,721 65.5 상주시 3.3 26,187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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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경지면 당 농림 산 상․하  20개 시․군의 비교(2010년)

구    분
상  

시․군(A)

하  

시․군(B)
배율(A/B)

농 가 수 4,850 10,293 0.5 

경지면

(ha)

  체 5,565 19,320 0.3 

농가당  1.1  1.9 0.6 

논  0.6  1.3 0.5 

밭  0.5  0.6 0.8 

산림비 (%) 73.3 44.9 1.6 

재정자립도(%) 21.6 27.3 0.8 

농업생산액/GRDP 12.0 12.0 1.0 

농림 산

(백만원)

ha당  9.9  3.0 3.3 

농가당 11.5  5.7 2.0 

표 3-12.  경지면 당 농림 산 총규모 상․하  시․군의 주요 지표별 분포

구  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변이계수

상

(20개)

농림 산규모(백만원) 53,784 19,472 20,006 99,528 0.36 

농가수 4,850 1,786 2,012 7,968 0.37 

가구당 경지면 (ha) 1.2 0.3 0.7 1.9 0.24 

농업생산액/GRDP 12.0 8.5 0.4 26.8 0.71 

산림비 (%) 73.3 13.5 37.0 89.9 0.18 

경지면 당 산(백만원) 9.9 1.4 8.3 14.6 0.15 

농가당 산(백만원) 11.5 2.8 5.9 18.1 0.25 

하

(20개)

농림 산규모(백만원) 57,300 20,702 25,959 98,259 0.36 

농가수 10,294 3,415 4,079 17,839 0.33 

가구당 경지면 (ha) 1.9 0.4 1.3 3.0 0.23 

농업생산액/GRDP 12.0 8.5 1.6 29.8 0.71 

산림비 (%) 44.9 14.0 19.0 72.9 0.31 

경지면 당 산(백만원) 3.0 0.2 2.5 3.3 0.08 

농가당 산(백만원) 5.7 1.4 3.9 9.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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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순  분석에 활용한 자료가 2010년 자료라는 한계가 있어서 일시

 상일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기 하여 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한 방식으로 순 를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순 의 차이는 있으나 상

 20  그룹에는 70%(14개 시․군), 하  20  그룹에는 75%(15개 시․

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의 농업 여건  재정력 등 지

역  특성이 농림 산에 상당 부분 반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13.  경지면   농가당 농림 산 순  비교

순 
상  시․군 하  시․군

2010 2008 2010 2008

1 통 시 통 시 이천시 이천시

2 삼척시 의령군 주시 천군

3 의령군 울진군 서산시 논산시

4 거제시 화천군 평택시 연천군

5 화천군 양양군 안성시 상주시

6 덕군 거제시 논산시 암군

7 무주군 덕군 여주군 철원군

8 양산시 고성군(강원) 해남군 서산시

9 산청군 삼척시 익산시 해남군

10 고성군(강원) 남해군 연천군 당진군

11 화순군 산청군 당진군 여주군

12 안산시 안산시 철원군 익산시

13 구례군 양산시 산군 주시

14 임실군 진안군 천군 안동시

15 양양군 사천시 횡성군 평택시

16 함양군 장수군 김포시 산군

17 울진군 장흥군 나주시 김제시

18 고양시 임실군 암군 청도군

19 진안군 강릉시 정읍시 천시

20 완도군 여수시 상주시 의성군

주: 음 의 시․군은 2008년과 2010년에 상․하  20 에 속한 동일 시․군을 의미한다.



58  시․군의 농림투융자 실태 분석

2.3. 농가당 농림예산의 비교

  농가당 농림 산규모 분석결과, 상 그룹은 90%(18개)가 군이었으며, 

시는 10%(2개)에 불과한 반면, 하 그룹은 80%(16개)가 시 고, 군은 

40%(4개)에 불과하 다. 즉, 산업 ․재정  측면에서 상 으로 열 에 

있는 군일수록 농업의 역할과 농가의 요성이 높아 농가당 농림 산 규모

가 크고, 상 으로 일반사업 비 이 큰 시는 농가당 농림 산 규모가 

다. 농가당 농림 산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강원도 고성군으로 1,810만

원인 반면, 가장 은 청주시는 280만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 두 지역의 차이는 가구당 경지면 이 고성군이 1.9ha인 반면, 청주

시는 0.6ha, 산림면  비 은 고성군이 69.7%인 반면, 청주시는 25.3%로 

나타나 조를 보이고 있다. 

  농가당 농림 산의 상․하  시․군 간 주요 지표를 비교해 보면, 농가

수는 상  시․군이 하  시․군에 비해 작지만, 가구당 경지면 은 1.5배 

크고, 산림면  비 도 1.4배 높아 농업 심지역이면서도 산림면 이 많아 

경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상  시․군의 농업생

산액 비 이 하  시․군에 비해 2.4배 높게 나타나 상  시․군이 농업

심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가당 농림 산의 차이는 상  시․군이 

평균 1,300만원으로 하  시․군의 420만원보다 3.1배 높았으며, ha당 농

림 산 규모도 상  시․군 850만원, 하  시․군 390만원으로 2.2배의 차

이를 보 다. 

  주요 지표의 분포  변동 정도를 보면, 상  시․군의 GRDP 비 농업

생산액 비 은 평균 18%, 변이계수는 0.42인 반면, 하  시․군은 각각 

7.5%, 1.21로 나타나 상  시․군의 농업생산액 비 이 높고, 안정 인 반

면, 하  시․군은 농업생산액 비 이 낮고, 시․군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  시․군에는 주로 군이 분포되어 있어서 농업조건이 

유사하고, 농업의존도가 높은 반면, 하  시․군에는 성격이 다른 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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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시, 도농복합 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림면  

비 도 상  시․군은 72.6%, 변이계수 0.16인 반면, 하  시․군은 

53.4%, 0.29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  시․군은 주로 산간지역으로 조

건이 불리한 군이 부분인 반면, 하  시․군은 도시  평야지역이 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4.  농가당 농림 산 총 규모 상․하  20개 시․군 내역

순
상  시․군 하  시․군

시․군명
농가당 
농림 산

가구당 
경지면

산림비 시․군명
농가당 
농림 산

가구당 
경지면

산림비

1
고성군
(강원) 18.1 1.9 69.7 청주시 2.8 0.6 25.3 

2 의령군 15.7 1.4 68.4 주시 3.4 0.9 31.1 

3 양구군 15.1 2.2 80.5 주시 3.5 0.7 66.7 

4 화천군 14.9 1.4 87.9 천안시 3.8 1.1 52.2 

5 장수군 14.2 1.7 75.7 주시 3.9 1.5 40.9 

6 덕군 13.1 1.3 80.5 용인시 4.0 1.0 52.2 

7 구례군 13.0 1.4 78.8 청도군 4.2 1.2 72.7 

8 임실군 12.9 1.4 69.7 김포시 4.2 1.3 27.0 

9 순창군 12.8 1.7 66.6 공주시 4.2 1.1 69.7 

10 화순군 12.8 1.3 71.2 논산시 4.2 1.5 41.5 

11 무주군 12.5 1.2 82.0 원주시 4.3 1.1 71.9 

12 남원시 12.4 1.6 63.1 천시 4.5 1.1 68.4 

13 군 12.1 2.2 43.8 양주시 4.6 0.8 53.6 

14 장흥군 12.0 1.8 65.1 안성시 4.6 1.7 44.0 

15 진안군 11.9 1.4 75.8 성주군 4.7 1.2 66.0 

16 신안군 11.8 2.2 47.0 양평군 4.7 1.1 71.0 

17 삼척시 11.2 1.0 86.4 경산시 4.7 1.1 56.9 

18 산청군 11.1 1.1 77.5 이천시 4.7 1.9 38.1 

19 정선군 11.0 2.0 81.9 연기군 4.7 0.9 54.8 

20 양군 11.0 1.8 80.8 충주시 4.8 1.3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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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농가당 농림 산 상․하  20개 시․군의 비교(2010년)

구    분
상  

시․군(A)

하  

시․군(B)
배율(A/B)

농 가 수 5,283 8,925 0.6 

경지면

(ha)

  체 8,489 10,533 0.8 

농가당 1.6 1.1 1.5 

논 0.8 0.6 1.3 

밭 0.7 0.5 1.4 

산림비 (%) 72.6 53.4 1.4 

재정자립도(%) 13.6 35.8 0.4 

농업생산액/GRDP 18.0 7.5 2.4 

농림 산

(백만원)

ha당 8.5 3.9 2.2 

농가당 13.0 4.2 3.1 

표 3-16.  농가당 농림 산 총 규모 상․하  시․군의 주요 지표별 분포

구  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변이계수

상

(20개)

농림 산규모(백만원) 66,761 24,427 34,335 119,060 0.37 

농가수 5,284 2,137 2,233 9,575 0.40 

가구당 경지면 (ha) 1.6 0.4 1.0 2.2 0.23 

농업생산액/GRDP 18.0 7.6 4.6 32.3 0.42 

산림비 (%) 72.6 11.6 43.8 87.9 0.16 

경지면 당 산(백만원) 8.5 2.0 5.3 11.5 0.23 

농가당 산(백만원) 13.0 1.8 11.0 18.1 0.14 

하

(20개)

농림 산규모(백만원) 38,154 12,817 17,070 59,804 0.34 

농가수 8,926 2,628 4,894 13,408 0.29 

가구당 경지면 (ha) 1.1 0.3 0.6 1.9 0.28 

농업생산액/GRDP 7.5 9.1 0.4 31.3 1.21 

산림비 (%) 53.4 15.5 25.3 72.7 0.29 

경지면 당 산(백만원) 3.9 0.9 2.5 6.0 0.23 

농가당 산(백만원) 4.2 0.5 2.8 4.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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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지면 당 농림 산과 농가당 농림 산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경지면 당 농림 산과 농가당 농림 산 순  모두 상 그룹의 70～90%

가 군이며, 시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당 농림 산 규

모별 상․하  시․군 비교에서는 상  시․군은 군이, 하  시․군은 시

가 각각 다수를 차지하여 조를 이루었다. 특히 상  시․군에서는 경지

면 당  농가당 농림 산 규모의 그룹에 동시에 포함된 지역이 11개 

시․군이었으며, 이  10개는 군으로 나타났다. 

표 3-17.  경지면   농가당 농림 산 순 (2010)

순 
상  20개 시․군 하  20개 시․군

ha당 
농림 산

농가당 
농림 산

ha당 
농림 산

농가당 
농림 산

1 통 시 고성군(강원) 이천시 청주시

2 삼척시 의령군 주시 주시

3 의령군 양구군 서산시 주시

4 거제시 화천군 평택시 천안시

5 화천군 장수군 안성시 주시

6 덕군 덕군 논산시 용인시

7 무주군 구례군 여주군 청도군

8 양산시 임실군 해남군 김포시

9 산청군 순창군 익산시 공주시

10 고성군(강원) 화순군 연천군 논산시

11 화순군 무주군 당진군 원주시

12 안산시 남원시 철원군 천시

13 구례군 군 산군 양주시

14 임실군 장흥군 천군 안성시

15 양양군 진안군 횡성군 성주군

16 함양군 신안군 김포시 양평군

17 울진군 삼척시 나주시 경산시

18 고양시 산청군 암군 이천시

19 진안군 정선군 정읍시 연기군

20 완도군 양군 상주시 충주시
 주: 음 의 시․군은 ha당 농림 산과 농가당 농림 산 그룹에 동시에 분포하고 있는 

    시․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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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경지면   농가당 농림 산 상․하  시․군의 분포 비교

구 분 시․군 상  시․군 하  시․군

경지면 당 

농림 산

시  6(30.0) 11(55.0)

군 14(70.0)  9(45.0)

농가당

농림 산

시  2(10.0) 16(80.0)

군 18(90.0)  4(20.0)

두 그룹에 포함된 시․군 11  4

2.4. 농림예산 규모 비교분석의 시사점

  농림 산 규모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총 규모와 경지면   농가당 

규모 분석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체 농림 산규모 

측면에서는 상  시․군일수록 농가수가 많고, 경지면 이 넓은 시․군이 

분포되었다. 한 지역 으로도 산림면  비 이 낮아 조건이 유리한 지역

일수록 농림 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지면 당  농가당 농림 산규모 분석결과, 상  시․군일수

록 농가수  경지면 이 작고, 산림면  비 이 넓어 지형  조건이 불리

한 군지역이 주로 상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해 보기 하여 조건불리지역의 표  지표인 산림면  비

과 농가당 농림 산 비  간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농가당 농림 산 

규모의 상  시․군  90%(18개 시․군)가 산림면  비 이 높고, 농가당 

농림 산 규모가 큰 <그룹 1>에 분포하 다. 반면, 하  그룹  60%(12

개 시․군)는 산림면  비 이 낮고, 농가당 농림 산 규모도 작은 <그룹 

3>에 분포하 으며, 40%는 산림면  비 은 높으나 농가당 농림 산 규모

가 작은 <그룹 2>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2장의 계량모형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정력이 약

하고, 산림지역이 많아 조건이 불리한 군 심의 지자체일수록 다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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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의 심산업인 농업에 한 산 투입을 통해 

지역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 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즉, 조건불리지역일수록 지역사회 유지의 핵심 요소인 인구의 유지 

 추가 유입의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한 극 인 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3-19.  농림 산 규모별 상  시․군의 주요 지표 비교

구    분
농 림  산

총 규모 경지면 당 농가당

상

시

․

군

농 가 수 11,332 4,850 5,283

경지면

(ha)

  체 19,027 5,565 8,489

농가당 1.7  1.1 1.6

논 1.1  0.6 0.8

밭 0.6  0.5 0.7

산림비 (%) 56.7 73.3 72.6

재정자립도(%) 20.3 21.6 13.6

농업생산액/GRDP 16.6 12.0 18.0

농림 산

(백만원)

ha당 5.6  9.9 8.5

농가당 8.8 11.5 13.0

하

시

․

군

농 가 수 4,866 10,293 8,925

경지면

(ha)

  체 5,392 19,320 10,533

농가당 1.1  1.9 1.1

논 0.6  1.3 0.6

밭 0.5  0.6 0.5

산림비 (%) 57.2 44.9 53.4

재정자립도(%) 37.2 27.3 35.8

농업생산액/GRDP 5.1 12.0 7.5

농림 산

(백만원)

ha당 5.8  3.0 3.9

농가당 6.5  5.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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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산림면  비 과 농가당 농림 산 규모별 시․군 분포

구  분
농가당 농림 산액

  체
평균 미만 평균 이상

산림면

비

평균 이상 35 (26.1) 43 (32.1) 78 (58.2) 

평균 미만 37 (27.6) 19 (14.2) 56 (41.8) 

  체 72 (53.7) 62 (46.3) 134 (100.0) 

그림 3-4.  산림면  비 -농가당 농림 산규모 Matrix 분석 결과

<그룹 2: 35개 시․군>

가평군,경주시,고령군,공주시, 양시,

주시, 산군,김천시,남양주,남해군,

문경시, 양시,상주시,성주군,순천시,

안동시,양평군,여수시, 동군, 주시,

천시,옥천군,완주군,원주시,의성군,

청도군,청양군,춘천시,충주시,칠곡군,

평창군,포천시,합천군,홍천군,횡성군

<그룹 1: 43개 시․군>

강릉시,거제시,거창군,고성군(경남),

고성군(강원),곡성군,괴산군,구례군,

군 군,남원시,단양군,무주군,보성군,

보은군, 화군,산청군,삼척시,순창군,

양구군,양산시,양양군, 덕군, 양군,

월군,완도군,울진군,의령군,인제군,

임실군,장성군,장수군,장흥군,정선군,

제천시,진안군,철원군,청송군,통 시,

포항시,하동군,함양군,화순군,화천군

<그룹 3: 37개 시․군>

경산시,고양시,고흥군,구미시,김포시,

나주시,논산시,담양군,당진군,무안군,

보령시,부여군,서산시,서천군,아산시,

안성시,양주시,여주군,연기군,연천군,

산군, 천군,용인시,음성군,이천시,

익산시, 주시,정읍시,진주시,창녕군,

천안시,청원군,청주시, 주시,평택시,

함안군,홍성군

<그룹 4: 19개 시․군>

강진군,고창군,군산시,김제시,김해시,

부안군,사천시,시흥시,신안군,안산시,

군, 암군,증평군,진도군,진천군,

태안군,함평군,해남군,화성시

주 1. 실선으로 강조한 시․군은 농가당 농림 산 규모가 상 인 시․군을 의미한다.

   2.     은 농가당 농림 산 규모가 하 인 시․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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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별 재정력과 농림투융자의 계 

3.1. 경지면적당 농림예산과 재정력의 관계

  지방재정 분석(제2장) 결과, 산규모 측면에서는 소폭이지만 지속 으

로 지방재정이 증가하여 지방화가 확 되어 왔으며, 특히 농림 산 측면에

서는 체 산의 확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농

업생산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농림 산은 확 되어 왔다. 시․군의 농림 산 변화 추이를 보면, 

군이 시에 비해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력이 상 으

로 약한 군의 농림 산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 에서 분석한 농림 산 규모별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지면  규모가 작고, 농가수가 으며, 산림면  비 이 높아 조건

이 불리한 군 지역일수록 단 당(경지면   농가) 농림 산 규모가 큰 

상 에 분포된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자연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단 당 농림 산 규모가 큰 것이 재정력과 어떤 계

가 있는지 분석하기 하여 재정력의 표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경지면

당 농림 산 Matrix 분석을 실시하 다. 

  재정력과 농림 산 비 의 계 분석을 통해 어떤 시․군이 재정력 비 

극 인 혹은 소극 인 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그룹별 농업 측면의 특

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다. 그룹별 성격을 정리하면, <그룹 1>은 재정력

과 농업 산이 평균 이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하고, 활발한 농정을 추진

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그룹 2>는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농업 산이 낮은 

시․군으로 소극  농정 추진 그룹이다. <그룹 3>은 재정력  농업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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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평균 이하로 재정  농업여건이 열악한 그룹이다. <그룹 4>는 재정

력은 평균 이하로 낮으나 농업 산은 평균 이상 투입하는 극  농정 추

진 그룹이다.

  재정자립도-농림 산 Matrix 분석 결과, 재정력과 농업 산이 양호한 

<그룹 1>은 12.7%(17개 시․군), 소극  농정추진 <그룹 2>는 24.6%(33

개 시․군)이었다. 재정력  농정여건이 열악한 <그룹 3>은 36.6%(49개 

시․군), 재정력은 약하지만 농업 산 비 이 높은 극  농정추진 <그룹 

4>는 26.1%(35개 시․군)로 나타났다. 

  특히 경지면 당 농림 산 규모별 순 에서 상  20 에 속하는 시․군

은 재정력과 농업 산이 양호한 <그룹 1>에 5개 시․군이 분포하 고, 

극  농정추진 그룹인 <그룹 4>에 15개 시․군이 분포하여 주로 재정력은 

평균 이하로 낮지만 극 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군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재정자립도-농림 산(ha당) Matrix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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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재정자립도-농림 산 Matrix 분석 결과

<그룹 2: 33개 시․군>

경산시, 이천시, 칠곡군, 주시, 

평택시, 포천시, 함안군, 홍성군, 

화성시, 익산시, 주시, 제천시, 

천안시, 청원군, 청주시, 경주시, 

주시, 괴산군, 구미시, 군산시, 

김천시, 김포시, 당진군, 서산시, 

아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 

연기군, 연천군, 완주군 용인시, 

원주시

<그룹 1: 17개 시․군>

가평군, 강릉시, 거제시, 고양시, 

양시, 김해시, 남양주, 시흥시, 

안산시, 양산시, 양주시, 여수시, 

증평군, 진주시, 춘천시, 통 시, 

포항시

<그룹 3: 49개 시․군>

강진군, 고령군, 고창군, 고흥군,

공주시, 군 군, 김제시, 나주시,

논산시, 담양군, 무안군, 문경시,

양시, 보령시, 보은군, 화군,

부안군, 부여군, 상주시, 서천군,

성주군, 순천시, 신안군, 안동시,

군, 동군, 암군 주시

천시, 산군, 천군, 옥천군,

음성군, 의성군, 장성군, 정선군,

정읍시, 진도군, 진천군, 창녕군,

철원군, 청도군, 충주시, 태안군,

평창군, 함평군, 해남군, 홍천군,

횡성군

<그룹 4: 35개 시․군>

거창군, 고성군(강원), 고성군, 

곡성군, 구례군, 산군, 남원시, 

남해군, 단양군, 무주군, 보성군, 

사천시, 산청군, 삼척시, 순창군, 

양구군, 양양군, 덕군, 양군, 

월군, 완도군, 울진군, 의령군, 

인제군, 임실군, 장수군, 장흥군, 

진안군, 청송군, 청양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화순군, 화천군

주 1. 실선으로 강조한 시․군은 ha당 농림 산 상  20  이내의 시․군을 의미한다.

   2.     은 ha당 농림 산 하  20  이내의 시․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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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재정자립도-농림 산 Matrix 분석결과

구분 농림업  재정지표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변이계수

그룹 1

(17)

가구당 면

(ha)

체 1.0 0.2 0.7 1.4 0.20 

논 0.4 0.2 0.1 0.8 0.50 

밭 0.5 0.1 0.4 0.7 0.20 

재정자립도 38.6 11.5 24.0 60.0 0.30 

산림면  비 62.2 15.7 32.5 89.9 0.25 

농림 산

(백만원)

ha당 8.0 2.2 5.8 14.6 0.28 

농가당 7.5 1.7 4.6 10.8 0.23 

그룹 2

(33)

가구당 면

(ha)

체 1.4 0.4 0.6 2.3 0.29 

논 0.9 0.4 0.2 1.7 0.44 

밭 0.6 0.3 0.1 1.2 0.50 

재정자립도 38.0 12.7 24.0 67.0 0.33 

산림면  비 50.0 16.6 19.0 76.1 0.33 

농림 산

(백만원)

ha당 4.0 0.9 2.5 5.5 0.23 

농가당 5.5 1.5 2.8 9.6 0.27 

그룹 3

(49)

가구당 면

(ha)

체 1.7 0.5 1.1 3.0 0.29 

논 1.0 0.5 0.1 2.4 0.50 

밭 0.7 0.3 0.3 1.9 0.43 

재정자립도 15.1 3.9 9.0 23.0 0.26 

산림면  비 58.7 14.6 17.3 82.3 0.25 

농림 산

(백만원)

ha당 4.2 0.9 2.8 5.6 0.21 

농가당 7.1 2.1 4.2 12.1 0.30 

그룹 4

(35)

가구당 면

(ha)

체 1.4 0.3 0.7 2.2 0.21 

논 0.7 0.3 0.2 1.6 0.43 

밭 0.6 0.3 0.3 1.5 0.50 

재정자립도 13.6 3.8 9.0 23.0 0.28 

산림면  비 74.5 8.4 59.3 96.7 0.11 

농림 산

(백만원)

ha당 8.1 1.6 5.7 11.5 0.20 

농가당 11.0 2.7 6.1 18.1 0.25 

체

(134)

가구당 면

(ha)

체 1.5 0.4 0.6 3.0 0.27 

논 0.8 0.4 0.1 2.4 0.50 

밭 0.6 0.3 0.1 1.9 0.50 

재정자립도 23.3 14.1 9.0 67.0 0.61 

산림면  비 61.1 16.5 17.3 96.7 0.27 

농림 산

(백만원)

ha당 5.6 2.3 2.5 14.6 0.41 

농가당 7.8 2.9 2.8 18.1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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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별 농림업  재정지표를 비교해 보면, <그룹 1>과 <그룹 4>는 논

면  비 이 평균보다 낮고, 체 면 에서 산림면 이 차지하는 비 이 

높은 시․군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1>의 가구당 

논면 은 0.4ha로 체 평균(0.8ha)의 반 수 이며, 산림면  비 은 <그

룹 1>이 62.2%로 평균을 상회하 고, <그룹 4>는 74.5%로 평균(61.1%)보

다  13.4%p 높아 산림지역이 많은 시․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룹 2>와 

<그룹 3>은 가구당 경지면 이 평균 이상이며, 산림면  비 은 평균보다 

낮은 농업 심지역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농림 산 Matrix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경지면 당 농림 산 

규모가 큰 시․군일수록 재정력이 약하고, 산림비 이 높은 군이 주로 분

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경지면 당 농림 산 규모가 작은 

시․군은 주로 <그룹 2>의 재정력은 양호하나 소극  농정 추진 그룹에 

속한다. 이 지역의 특징은 평균 경지규모이며, 산림면  비 이 낮은 평야

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경지면 당 농림 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다른 

시․군에 비해 산림 련 산사업이 많고, 국고 의존 비 이 높은 시․군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림 산 그룹별 분석에서도 언 한 것처럼 농업 여건이 

열악하고, 산림면  비 이 높은 조건 불리 시․군일수록 재정력이 약함에

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유지를 한 일환으로 기존 농업에 산을 극

으로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앙정부의 농정 목표와 달리 시․군 

지방정부는 농업 자체의 생산성 제고나 규모화보다는 지역주민 유지  유

치를 통한 지역사회 유지에 더 큰 농정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국비사업 의존도가 높은 시․군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앙정부도 농업

만을 고려한 구조정책보다는 일선 시․군의 입장을 고려한 국고지원사업 

발굴  사업추진체계의 개선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행 농림투

융자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정부 입장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일선 지방정부의 안은 어떤 것이며, 단기 혹은 장기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니터링하고, 심도 있게 의할 수 있는 원활한 소

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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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림예산 비중과 재정력의 관계

  시․군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표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농림 산 비

의 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체 지방재정  농

림 산 비 은 낮은 부(-)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재정력이 양호한 지

자체일수록 농업 분야보다는 비농업 분야 심의 재원 배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자체 산에서 농림 산 비 이 평균(16.2%)보다 높은 시․군은 63개

이며, 이 에서 재정자립도가 평균(23.3%, 2010) 이하인 시․군이 60개로 

95.2%를 차지하 다.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농가당 농림 산 규모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농림 산 비 도 높은 시․군<그

룹1>은 2.2%(3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력과 농림 산 간 

부(-)의 계를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농

림 산 비 이 높은 시․군<그룹 4>은 44.8%(60개 시․군)에 집  분포되

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농림 산 비 은 낮아 재정력에 비해 농

림 산에 한 배분에 소극 인 시․군은 35.1%(47개 시․군)로 나타났다.

  재정력은 낮으나 농림 산 비 이 높은 지자체<그룹 4>는 군이 54개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농가당 경지면 은 체평균보다 13% 높은 농

업 심 지자체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13.3%에 불과하나 ha당 농림

산은 체평균보다 7% 높고, 농가당 농림 산은 21% 높았다. 

  한편, 농림 산(ha당) 규모 상  20개 시․군  군은 재정력은 약하나 

체 산에서 농림 산 비 이 높은 <그룹 4>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는 재정력은 높으나 농림 산 비 이 낮은 <그룹 2>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 산(ha당) 규모 하  20개 시․군  시는 주로 재정

력은 높으나 농림 산 비 이 낮은 <그룹 2>, 군은 재정력은 약하나 농림

산 비 이 높은 <그룹 4>에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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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재정자립도와 농림 산 비 의 계

표 3-22.  시․군의 농림 산  농업생산액 비 의 분포

단 : %

구 분 지역 최소값(A) 최 값(B) 표 편차 배 율(B/A)

농림 산

비

시 1.8 29.4  6.0 16.3 

군 8.7 32.6  5.8  3.7 

재정자립도
시 9.3 67.1 15.4  7.2

군 8.7 39.0  7.1  4.5

표 3-23.  재정자립도와 농림 산 비 별 시․군 분포

구  분
농림 산 비

  체
평균 미만 평균 이상

재정

자립도(%)

평균 이상 47 (35.1)  3  (2.2)  50 (37.3) 

평균 미만 24 (17.9) 60 (44.8)  84 (62.7) 

  체 71 (53.0) 63 (47.0) 13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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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재정자립도-농림 산 비  Matrix 분석 결과

<그룹 2: 47개 시․군>

가평군, 강릉시, 거제시, 고양시, 

양시, 김해시, 남양주, 시흥시,

안산시, 양산시, 양주시, 여수시,

증평군, 진주시, 춘천시, 통 시,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주시,

구미시, 군산시, 김포시, 당진군,

서산시, 아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 연기군, 연천군, 완주군,

용인시, 원주시, 이천시, 익산시,

주시, 제천시, 천안시, 청원군,

청주시, 칠곡군, 주시, 평택시, 

포천시, 함안군, 화성시

<그룹 1: 3개 시․군>

괴산군, 김천시, 홍성군

<그룹 3: 24개 시․군>

고령군, 공주시, 논산시, 문경시,

양시, 보령시, 안동시, 동군,

주시, 천시, 옥천군, 음성군,

정선군, 청도군, 충주시, 평창군,

횡성군, 단양군, 사천시, 삼척시,

순창군, 월군, 울진군, 인제군

<그룹 4: 60개 시․군>

강진군, 고창군, 고흥군, 군 군,

김제시,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은군, 화군, 부안군, 부여군,

상주시, 서천군, 성주군, 순천시,

신안군, 군, 암군, 산군,

천군, 의성군, 장성군, 정읍시,

진도군, 진천군, 창녕군, 철원군,

태안군, 함평군, 해남군, 홍천군,

거창군, 고성군, 고성군, 곡성군,

구례군, 산군, 남원시, 남해군,

무주군, 보성군, 산청군, 양구군,

양양군, 덕군, 양군, 완도군,

의령군, 임실군, 장수군, 장흥군,

진안군, 청송군, 청양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화순군, 화천군

주 1. 실선으로 강조한 시․군은 ha당 농림 산 상  20  이내의 시․군을 의미한다.

   2.     은 ha당 농림 산 하  20  이내의 시․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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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재정력 수 별 농림 산 규모

구 분
농가수

(가구)

경지면

(ha)

농가당 

경지면

농림 산(백만원)

ha당 농가당

재정

자립도

평균 이상 8,195 10,879 1.33 5.4 6.2

평균 미만 7,762 12,193 1.57 5.8 8.7

재정

자주도

평균 이상 7,746 10,699 1.38 5.4 6.9

평균 미만 8,118 12,800 1.58 5.9 8.8

주: 재정자립도(2010) 평균은 23.3, 재정자주도 평균은 64.4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군의 재정력이 낮다고 해서 농림 산 측면에서 

상 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을 보여주고 있다. 즉, 행 신청

주의 농림 산 배정 하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낮다 하더라도 노력 여

하에 따라서 충분한 농림 산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농업

심 지역은 재정력이 낮더라도 농가 인구 비 이 높아 지자체 차원에서 유

권자에 한 일정 수 의 정치  배려가 불가피하므로 지자체의 재정력이 

농림 산 배정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재정력은 높으나 농림 산 비 이 낮은 시․군<그룹 2>과 재정력 

  농업 산 비 이 낮은 시․군<그룹 4>에 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를 들면, <그룹 2>의 시․군은 부분 도시거나 도시근교에 치한 군이 

분포되어 있지만 연기군, 연천군, 함안군 등 일부 군 지자체는 농업 비 이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 산 비 이 낮다는 것은 군 단 의 

농림투융자 의지가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그룹 3>의 24

개 시․군은 다수가 농업 비 이 높은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농림 산비

이 낮다. 재정력이 약하니 농림 산 비 도 낮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룹 4>에 속한 다수의 시․군 역시 재정력은 약하나 극 으로 

농림 산을 배정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에서 재보다 극 인 농림 산 

확보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농정 평가 시 농정 수

행의 반에 한 평가지표로 농림 산 비 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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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예산의 연성예산제약 가능성 검토

  농림 산 배정에 있어서 연성 산제약 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

부를 검토하기 하여 다음 식과 같은 농업생산액 비 농림 산 배

율 개념을 용하여 배율이 높은 시․군과 낮은 시․군의 특성을 분

석하 다. 분석결과, 농림 산 비 이 농업생산액 비 의 3배 이상인 

시․군은 26개인 반면, 1배 이하인 지역도 29개로 나타났다.

  - 농림 산 배율 = 농업생산액
농림예산전체예산

- 농업생산액 비 과 농림 산 비 의 계 -

  특히 농업생산액 비 에 비해 농림 산 비 이 높은 시․군은 다

른 지역에 비해 산 제약이 어 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기 하여 배율 1과 5를 기 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

여 농업 여건  산 내역을 분석하 다. 배율이 5 이상인 시․군은 

5개, 1 미만인 시․군은 22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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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별 분석 결과, 농업지표 측면에서는 <그룹 3>(농림 산 배율

이 1보다 낮은 그룹)은 경지면 이나 농가수가 많아 농업 비 이 높

았으며, <그룹 1>(농림 산 배율이 5보다 높음)은 경지면 이 은 

반면, 농가수는 <그룹 2>(1 ≤ 농림 산 배율 < 5)와 비슷한 수 이

었다. 농림 산 규모 측면에서는 ha당 규모는 <그룹 1>이 가장 높았

으나 농가당으로는 <그룹 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군 지자체의 경우, 경지면 에 의한 획일  산 배정보

다는 농가를 고려한 산 배정을 하고 있으며, 일정 수 의 고정비  

성격의 산이 소요되는 을 감안한다면, 농림 산 배율이 높다고 

해서 농업 부문에 낭비  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단하기는 어렵

다. 농림 산 배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도농복합시지역으로 비농업부

문 산 비 이 커서 발생하는 특정 지역의 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분석은 농업생산액 비  비 농림 산 비 의 계에만 

을 두었으며, 농림 산 반의 연성 산제약 여부를 분석한 것은 

아님을 밝  둔다.

  - 그룹 1: 농업생산액 비중
농림예산 비중

≻ ,     

  - 그룹 2: ≤ 농업생산액비중
농림예산 비중

≺ ,

  - 그룹 3: 농업생산액비중
농림예산 비중

≺

- 농림 산 배율 그룹별 비교 -

구 분
농가수
(가구)

경지면
(ha)

농가당 
경지면

재정
자립도

농림 산
(백만원)

ha당 농가당

그룹1 7,923  8,947 1.1 42.1 6.8 7.2

그룹2 7,679 11,114 1.4 23.7 5.9 8.0

그룹3 8,954 15,213 1.7 14.6 4.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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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농림사업의 실태와 문제

4.1. 개   요

  2010년도 시․군별 산자료를 활용하여 농업 심지역인 경남, 북, 

충남 3개 도의 45개 시․군을 상으로 농림투융자의 세부사업에 한 

산 운  실태를 분석하 다. 활용한 자료는 3개 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개별 시․군의 농업 련 사업 산자료이다. 분석 자료는 시․군별 산 

공시자료로 추가경정 산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집행한 결산자료와는 차

이가 있다는 을 밝  둔다.

  4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림사업 수는 9,881건으로 시․군당 

평균 220건의 농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군은 평균 229건인 반면, 시는 

207건으로 군이 시에 비해 사업 건수는 9.5% 많았다. 일반사업이 88.2%

(평균 1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특사업으로 9.1%(평균 20건)를 차

지하 다. 직불 련 사업은 시․군당 2건, 기타 직불 련 사업은 3건으

로 나타났다. 

  개별 농림사업의 건당 산 규모는 2억7,000만원 수 이며, 시․군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개별 농림사업의 산규모는 최소 100만원 수 에서

부터 최고 224억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단 사업의 산 규모가 큰 사업은 주로 (고정)직불 으로 북 김제

시의 경우 최  224억원이었다.  직불 은 사업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앙정부의 액 국고보조사업을 함께 포함할 경우 지자체의 농림사업 실

상의 왜곡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 직불 이 시․군의 농림 산

에서 차지하는 비 과 운 되는 실태를 악하기 하여 별도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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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 과 농림 산의 계를 분석하고, 세부사업 분석에서는 제외하 다.

  시․군당 평균 농림 산 규모는 607억원이며, 군이 625억원으로 시의 

582억원에 비해 7.4% 높았다. 특 산을 포함한 국고보조  의존 비 은 

군이 45.7%로, 시의 40.7%에 비해 5.0%p 높았으며, 시군비 비 은 시가 

47.3%로 군에 비해 5.9%p 높았다. 이는 재정력이 상 으로 좋은 시가 

자체 산을 투입할 여력이 더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특 산은 

군이 20.1%로 시의 1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비에 한 시․군의 

의존도는 평균 9.8%이고 군이 10.5%, 시는 8.9%로 나타나 시․군의 도비

에 한 의존도는 낮았다.

표 3-25.  사례지역의 황

구 분 시 군 계

경  남  7 10 17

  북  6  7 13

충  남  6  9 15

계 19 26 45
주:  최근에 통합된 경남 창원시와 경지면  1,500ha 미만인 충남 계룡시는 제외하

으며,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는 북 완주군도 제외하 다.

표 3-26.  농림사업 시행 건수

단 : 사업수

구분
사업수

일반사업 특사업 직불 직불사업
체 평균

경 남 3,441 202 182 15 2 3

 북 2,780 214 185 24 2 3

충 남 3,660 244 217 22 2 3

군 5,948 229 200 23 2 3

시 3,933 207 187 15 2 3

 체 9,881 220 194 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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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개별 농림사업 규모의 분포

구분 사업수
산 규모(억원)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군 5,948 2.7 6.9 0.001 196 

시 3,933 2.8 8.8 0.001 224 

표 3-28.  시․군 평균 농림사업 산 구조

단 : 억원/시․군, %

구분 농림 산
국고보조

기 분 권 도 시군비
 체  특

군
625 286 126 13 2 65 259

(100.0) (45.7) (20.1) (2.0) (0.4) (10.5) (41.4)

시
582 237 76 15 2 52 275

(100.0) (40.7) (13.0) (2.7) (0.4) (8.9) (47.3)

체
607 265 105 14 2 60 266

(100.0) (43.7) (17.3) (2.3) (0.4) (9.8) (43.8)

4.2. 쌀(고정) 직불금과 농림예산

  (고정) 직불  산은 규모가 크지만 지자체를 통해 농가에 지원되는 

경직성 산이므로 체 농림 산에 포함시켜 분석할 경우 분석결과의 왜

곡을 래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분석에서는 제외하 다. 다만, 시․군 

단  농림 산   직불 의 치와 재원 구성 내역은 분석할 필요가 있

다.

  경남은 직불  산 비 이 7.3%인 반면, 농업 비 이 큰 북은 

16.2%, 충남은 12.1%로 나타났다. 특히 북의 경우 농림 산 규모는 다

른 지역에 비해 은 반면, 직불  비 이 높아 다른 농업 분야에 한 

자  투입 여력이 상 으로 낮을 것으로 단된다. (고정) 직불 은 국

고 100% 사업이므로 련 행정비만 자체 산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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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의 경우 국비지원 과 별도로 시․군에서 344억원 수 의 지

원 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집행에서는 추경

산 등의 차를 통해 도 차원에서도 직불 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 자료는 

산자료이므로 제 로 드러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실제 북의 2009년도 (고정)직불  지원 황을 보면, 국고보조  외

에 도에서 100억원을 조성하고, 시․군에서 501억원을 조성하여 총 601억

원을 별도로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3-29.   고정직불  지원 황

단 : 억원

구분 계 국고 기 도 시군비

경남  664  663 0 0 0

북 1,435 1,088 2 0 344

충남 1,132 1,122 0 0 10

표 3-30.  농림 산 비 직불 산 황

단 : 억원, %

구분
농림 산
(A) (B)

경
보

조건
불리

친환경 밭직불 B/A

경남 9,123   664 14 41 25  0  7.3 

북 8,839 1,435 52 16 22 10 16.2 

충남 9,335 1,132  9 14 15  0 12.1 

표 3-31.  북의 2009년도 (고정) 직불  지원 황

구  분 지원액(억원) 상면 (ha) ha당 액(천원)

도 100 110,691  90

시․군 501 141,590 353

계 601 141,590 -

자료: 북도청 내부자료(2009)



80  시․군의 농림투융자 실태 분석

4.3. 순수 자체사업(시군비 100%) 실태

  시․군의 농림사업  100% 시군비만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규모, 특성, 

사업수 등을 분석하 다. 45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순수 자체사업은 총 

3,215건이며, 군은 평균 73건, 시는 평균 69건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당 

산규모는 1.6억원이고 표 편차는 3.4억원이며, 최  49억원 규모의 사업

도 시행하고 있다. 자체사업의 산 규모는 평균 109억 원이며, 군이 평균 

100억원, 시가 평균 123억원으로 재정력이 상 으로 높은 시의 자체사

업 수행 여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시․군의 자체사업(시군비 100%) 황

구분 시․군수
사업수 산규모(억원)

체 평균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군 26 1,910 73 1.4 3.0 0.004 49 

시 19 1,305 69 1.8 3.8 0.005 44 

경남 17 1,132 67 1.7 3.3 0.004 37 

북 13 1,012 78 1.6 3.9 0.004 49 

충남 15 1,071 71 1.4 2.8 0.004 30 

체 45 3,215 71 1.6 3.4 0.004 49 

표 3-33.  시․군의 자체사업 산의 규모

구분 시․군 수
자체사업 산(억원)

체 평균

군 26 2,593 100 

시 19 2,333 123 

경 남 17 1,920 113 

 북 13 1,602 123 

충 남 15 1,403  94 

 체 45 4,92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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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자체사업의 규모별 사업수 분포

단 : 사업수(%)

구 분
15억 
과

10-15억 5-10억 1-5억
1억 
미만

체

군
15 17 83 466 1,329 1,910

(0.8) (0.9) (4.3) (24.4) (69.6) (100.0)

시
27 15 60 363 840 1,305

(2.1) (1.1) (4.6) (27.8) (64.4) (100.0)

체
42 32 143 829 2,169 3,215

(1.3) (1.0) (4.4) (25.8) (67.5) (100.0)

표 3-35.  규모 자체사업(15억원 이상)의 특성별 분포

구 분 건   수   액(억원)

생산기반 15  (35.7) 333  (35.7)

투입재 지원 10  (23.8) 204  (21.8)

지역특화 7  (16.7) 159  (17.0)

유통지원 5  (11.9) 126  (13.5)

소득보조 2   (4.8) 59   (6.3)

농 개발 2   (4.8) 36   (3.8)

산  림 1   (2.4) 16   (1.7)

계 42 (100.0) 934 (100.0)

  자체사업의 산규모 분포를 보면, 15억원 이상의 규모 사업은 2.3%

에 불과한 반면, 1억원 미만 사업 비 이 67.5%로 나타나 부분의 사업이 

소규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체사업의 특성 분석을 하여 15억원 이상 

규모 사업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액 기  생산기반사업이 35.7%로 가

장 많았고, 투입재 지원이 21.8%, 지역특화 17.0%로 나타났다. 

  앙정부 차원에서는 부분의 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시․군의 자체사업  형사업은 여 히 생산기반사업이 

심이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 비 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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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규모 자체사업(15억원 이상)의 세부 내역

사업성격 사업내역(자체 15억원 이상) 시군비(억원)
생산기반 경지정리사업 35 
생산기반 수리시설 리(자체) 33 
생산기반 주민숙원사업(농로  수리시설) 31 
생산기반 농업용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 
생산기반 소류지  농업용수 리 22 
생산기반 식량농업기반조성 22 
생산기반 용배수로 화 21 
생산기반 농로 확포장공사 20 
생산기반 농업기반시설 유지 리 20 
생산기반 농업기반시설 유지 리 19 
생산기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18 
생산기반 농로포장사업 17 
생산기반 과수생산기반(자체) 16 
생산기반 수리시설 개보수 15 
생산기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5 
투입재 지원 못자리용 상토 공 30 
투입재 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0 
투입재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24 
투입재 지원 고품질벼 생산지원 20 
투입재 지원 농업생산지원 18 
투입재 지원 벼못자리용 상토 공 18 
투입재 지원 벼육묘용 상토 지원 17 
투입재 지원 벼육묘 지원사업 17 
투입재 지원 벼기계육묘용 상토 공 15 
투입재 지원 못자리인공상토 지원 15 
지역특화 천부농 만부  육성 17 
지역특화 유가공산업기지구축 49 
지역특화 과수원 특작개선사업 26 
지역특화 읍면동특화작목육성 19 
지역특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18 
지역특화 거창사과테마 크 조성 15 
지역특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15 
유통지원 수출농산물유통물류비지원 37 
유통지원 농산물수출 활성화 29 
유통지원 랜드 개발 지원 28 
유통지원 고품질식량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 17 
유통지원 농산물 수출(자체) 15 
소득보조 농가소득보 지원 44 
소득보조 농업소득증 사업 지원 15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 21 
농 개발 원마을조성지구 15 
산    림 공원유지 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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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생산기반사업은 주로 경지정리, 용배수 리, 농로

포장 등이며, 투입재 지원은 벼농업을 한 상토 공 , 유기질비료 지원, 

육묘 지원사업 등이다. 우리 농업의 과다 비료 사용에 한 비 이 높지만, 

시․군 단 에서는 여 히 비료를 심으로 투입재 지원에 상당한 산을 

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4.4. 국고보조사업의 실태

  국고보조사업은 일반국고보조사업과 특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45

개 시․군의 국고보조사업은 총 3,306건으로 지자체당 평균 73.5건의 국고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에서 특사업은 894건(평균 20건)이며, 

일반국고보조사업은 2,412건(53.6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고보조사업의 사업당 평균 산규모는 4.2억원이며, 특이 7.7억원, 일반

국고보조가 2.9억원으로 특사업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별 분포

단 : 억원

구 분 재원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특사업

(894)

계 7.7 9.6 0.0 100.0 

특회계 5.3 7.0 0.0 80.0 

도    비 0.6 1.2 0.0 13.0 

시 군 비 1.8 2.7 0.0 33.6 

일반국고

(2,412)

계 2.9 6.1 0.0 88.8 

국고보조 1.7 4.1 0.0 75.0 

도    비 0.3 0.7 0.0 10.0 

시 군 비 0.9 2.2 0.0 67.5 

 체

(3,306)

계 4.2 7.5 0.0 100.0 

국고보조 1.3 3.6 0.0 75.0 

특회계 1.4 4.3 0.0 80.0 

도    비 0.4 0.9 0.0 13.0 

시 군 비 1.1 2.4 0.0 67.5 



84  시․군의 농림투융자 실태 분석

표 3-38.  국고보조사업의 사업 산규모별 분포

단 : 사업수(%)

구 분 시 군 15억 과 10억-15억 5억-10억 1억-5억 1억 미만 체

일반

국고

보조

군
55 54 135 379 835 1,458

(3.8) (3.7) (9.3) (26.0) (57.3) (100.0)

시
36 37 85 219 577 954

(3.8) (3.9) (8.9) (23.0) (60.5) (100.0)

체
91 91 220 598 1412 2,412

(3.8) (3.8) (9.1) (24.8) (58.5) (100.0)

특

사업

군
97 51 121 217 121 607

(16.0) (8.4) (19.9) (35.7) (19.9) (100.0)

시
41 22 59 107 58 287

(14.3) (7.7) (20.6) (37.3) (20.2) (100.0)

체
138 73 180 324 179 894

(15.4) (8.2) (20.1) (36.2) (20.0) (100.0)

체

군
152 105 256 596 956 2,065

(7.4) (5.1) (12.4) (28.9) (46.3) (100.0)

시
77 59 144 326 635 1,241

(6.2) (4.8) (11.6) (26.3) (51.2) (100.0)

체
229 164 400 922 1,591 3,306

(6.9) (5.0) (12.1) (27.9) (48.1) (100.0)

표 3-39.  국고보조사업의 산구성 내역

단 : 억원(%)  

구 분 산액 국고보조 특회계 도비 시군비

특사업
7.7 - 5.3 0.6 1.8 

(100.0) - (68.9) (7.7) (23.3)

일반국고

보조

2.9 1.7 - 0.3 0.9 

(100.0) (59.1) - (11.1) (29.8)

특사업
4.2 1.3 1.4 0.4 1.1 

(100.0) (30.1) (33.8) (9.4)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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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시․군별 국고보조사업의 시행 규모  재원 구성 내역

단 : 억원

구 분 항 목 계 국고 특 도비 시군비

군

특사업 180  0 126 14 40 

일반국고 166 98   0 19 48 

계 346 99 126 33 88 

시

특사업 113  0  76  8 29 

일반국고 145 85   0 15 45 

계 259 85  76 23 74 

표 3-41.  시․군별 국고보조사업의 시행 규모  재원 구성 내역

단 : %

구 분 항 목 계 국고 특 도비 시군비

군

특사업 100.0  0.1 69.7  7.9 22.2 

일반국고 100.0 59.4  0.0 11.6 29.1 

계 100.0 28.5 36.3  9.7 25.5 

시

특사업 100.0  0.1 66.9  7.3 25.7 

일반국고 100.0 58.7  0.0 10.4 30.8 

계 100.0 33.0 29.4  9.1 28.6 

  시․군별 국고보조사업 산규모를 보면, 군은 평균 346억원의 국고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역별로는 특사업은 180억원, 일반국고보조사업은 

166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원구성 내역을 보면, 특사업의 경우 군은 특

회계 69.7%, 시군비 22.2%이었으며, 시는 특회계 66.9%, 시군비 25.7%

로 나타났다. 

  일반국고보조사업은 군이 국고보조 59.4%, 시군비 부담률 29.1% 으며, 

시는 국고보조 58.7%, 시군비 부담률 30.8% 다. 한편 도비 부담률은 

특회계는 7.5%, 일반국고보조는 10～11% 수 으로 나타나 산 측면에서 

도비 의존율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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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일반국고보조사업(15억원 이상)의 특성별 분포  시군비 부담률

구  분 액(억원) 사업수 시군비 부담률

산   림 979  (40.9) 41  (45.1) 30.0

생산기반 471  (19.7) 15  (16.5) 10.0

농 개발 387  (16.2) 11  (12.1) 36.8

투입재 지원 271  (11.3) 14  (15.4) 22.0

지역특화 221   (9.2) 7   (7.7) 26.3

유통지원 63   (2.6) 3   (3.3) 31.9

계 2,392 (100.0) 91 (100.0) -

  일반국고보조사업(15억원 이상)의 특성별 분포를 보면, 산 규모 기

으로 산림이 40.9%를 차지하 으며, 생산기반 19.7%, 농 개발 16.2%, 투

입재 지원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시군비 부담률

을 보면, 농 개발이 36.8%로 가장 높았고, 유통지원 31.9%, 산림 30.0%

로 나타났다.

  규모 사업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이지만 국가 차원의 사업 성격이 강

한 산림 련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높고, 

시군비 부담률도 30%에 이른다는 은 국고보조  지원 방식 측면에서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세부 산림사업의 성격을 재검토하여 국가 

차원의 사업인 경우 국고보조 지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

다. 한 국가보조사업  투입재 지원에 해서도 반 인 검토가 필요

하다. 

  특히 부분의 지원 내역이 비료나 토양개량제 지원 등으로 나타났는데 

OECD 국가  비료 투입량이 가장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

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규모 산 사업이 비료 지원 주의 투입재  

지원 사업이라는 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투입재 지원 자체에 한 축소

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환경에 부정  향을 미치는 비료를 지원

한다는 은 어떤 이유에서건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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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사업명
산 내역(억원) 시군비 

비계 국비 도비 시군비
산림 숲가꾸기사업 지원 45.5 25.8 5.6 14.1 31.0
산림 숲가꾸기사업(국비) 44.4 24.9 5.5 14.0 31.6
산림 숲가꾸기사업 37.4 20.8 4.6 12.0 32.0
산림 숲가꾸기사업 33.2 21.6 3.7 7.9 23.8
산림 숲가꾸기사업 33.1 18.9 3.2 10.9 33.1
산림 숲가꾸기사업지원 32.5 24.6 5.2 2.8 8.5
산림 에코에듀센터건립 32.5 23.5 4.0 5.0 15.4
산림 숲가꾸기(보조) 28.9 16.5 3.6 8.8 30.4
산림 숲다운숲가꾸기 28.6 14.4 3.2 11.0 38.4
산림 사방사업 27.9 19.6 4.2 4.1 14.8
산림 백두 간보호사업 25.5 15.0 3.0 7.5 29.4
산림 산림보호육성 25.3 12.9 2.3 10.1 39.8
산림 산림바이오매스확충(펠릿 제조시설) 25.0 12.5 2.5 10.0 40.0
산림 산림병해충방제 책지원 24.3 16.0 2.3 5.9 24.4
산림 숲가꾸기사업(보조) 24.2 13.7 3.1 7.3 30.3
산림 숲가꾸기사업 지원 22.9 12.7 3.1 7.1 31.1
산림 숲가꾸기사업 22.9 12.5 2.1 8.2 36.0
산림 숲가꾸기사업 21.7 12.0 1.9 7.7 35.6
산림 숲가꾸기사업 지원 21.6 12.3 2.6 6.6 30.7
산림 오서산산림특화시범 21.3 10.7 3.2 7.5 35.0
산림 숲가꾸기사업 21.0 11.9 2.7 6.4 30.4
산림 산림병해충방제 책 지원 21.0 14.1 1.9 5.0 24.0
산림 숲가꾸기보조사업 지원 20.9 11.9 2.7 6.3 30.3
산림 숲가꾸기사업 지원 20.6 11.7 2.5 6.4 31.0
산림 숲가꾸기사업 지원 20.5 13.9 3.3 3.3 16.2
산림 숲가꾸기사업 20.4 11.3 2.7 6.4 31.2
산림 임산물생산단지 20.2 13.5 2.0 4.7 23.3
산림 사방사업 20.1 14.1 4.2 1.8 9.0
산림 숲가꾸기 20.0 11.1 2.2 6.7 33.4
산림 숲가꾸기 20.0 11.1 1.8 7.1 35.6
산림 숲가꾸기사업 19.9 11.1 2.2 6.6 33.3
산림 숲가꾸기사업 지원 19.7 11.3 2.5 5.9 30.0
산림 산불방지 책 지원 19.5 2.2 0.9 16.4 84.1
산림 숲가꾸기 19.3 12.1 2.8 4.4 23.0
산림 숲가꾸기사업 19.2 10.7 2.6 6.0 31.1
산림 숲가꾸기사업 17.9 6.8 1.4 9.6 53.9
산림 숲가꾸기사업 16.6 9.1 2.3 5.2 31.0
산림 숲가꾸기사업 지원 16.3 9.4 2.0 5.0 30.5
산림 조림사업 15.9 8.7 2.1 5.1 32.0
산림 산림병해충방제 15.7 9.0 1.7 5.0 31.9
산림 산림특화시범림조성 15.6 12.4 1.3 2.0 12.6
생산기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88.8 75.0 3.8 10.0 11.3
생산기반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67.0 60.0 7.0 0.0 0.0
생산기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42.0 40.0 2.0 0.0 0.0

표 3-43.  일반국고보조사업(15억원 이상)의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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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사업명
산 내역(억원) 시군비 

비계 국비 도비 시군비
생산기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보조) 41.0 32.8 2.9 5.3 13.0
생산기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보조) 33.6 26.8 1.7 5.0 15.0
생산기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30.1 30.0 0.0 0.1 0.2
생산기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각시설정비 24.2 19.4 1.2 3.6 15.0
생산기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보조) 24.0 15.0 3.0 6.0 25.0
생산기반 공동자원화시설사업 21.0 15.0 2.2 3.8 18.1
생산기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21.0 15.0 3.0 3.0 14.3
생산기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21.0 15.0 3.0 3.0 14.3
생산기반 가축분뇨처리지원 20.9 15.9 3.0 2.0 9.5
생산기반 배수개선사업 19.3 19.3 0.0 0.0 0.0
생산기반 FTA기 생산시설 화사업 16.9 9.0 2.5 5.4 32.0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공 지원 41.0 22.3 2.7 16.0 39.0
투입재지원 토양개량제지원(보조) 32.8 28.2 2.1 2.5 7.6
투입재지원 풀사료(청보리)수확제조비 지원 28.8 21.6 3.6 3.6 12.5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 지원(보조) 22.0 22.0 0.0 0.0 0.0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 18.7 11.2 1.4 6.1 32.4
투입재지원 친환경비료지원 18.2 15.3 0.9 2.0 11.1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지원 16.7 9.0 2.8 5.0 29.7
투입재지원 농기계임 사업 16.5 5.0 2.0 9.5 57.6
투입재지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5.6 12.2 0.9 2.5 16.1
투입재지원 시설원 에 지효율화지원사업 15.5 7.7 2.3 5.4 35.0
투입재지원 친환경비료 공 (보조) 15.4 9.7 1.2 4.5 29.3
투입재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15.1 11.7 0.9 2.6 17.1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5.1 15.1 0.0 0.0 0.0
지역특화 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45.0 25.0 10.0 10.0 22.2
지역특화 산청한방약 연구소설립 41.7 23.0 9.2 9.5 22.7
지역특화 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40.0 25.0 5.0 10.0 25.0
지역특화 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38.1 25.0 10.0 3.1 8.2
지역특화 원 작물고품질생산기술보 19.5 0.0 3.2 16.2 83.4
지역특화 산약 타운조성 19.4 10.0 4.4 5.0 25.8
지역특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17.0 8.5 4.3 4.3 25.0
유통지원 원 작물(고추) 랜드육성사업 23.1 11.4 5.9 5.9 25.4
유통지원 원 작물 랜드육성지원(보조) 21.7 11.4 3.9 6.5 29.7
유통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7.9 10.2 0.0 7.7 42.9
농 복지 농어 의료서비스개선사업 68.8 1.3 0.0 67.5 98.2
농 개발 농어 뉴타운조성사업 51.7 22.6 0.0 29.2 56.4
농 개발 정주권개발사업 50.8 35.6 0.0 15.2 30.0
농 개발 은산농어 마을하수도설치사업 44.8 39.6 5.1 0.1 0.2
농 개발 청포.귀덕농어 마을하수도설치사업 44.8 38.9 5.0 0.9 2.0
농 개발 농어 뉴타운조성사업 32.9 23.4 0.0 9.6 29.0
농 개발 농어 마을하수도정비 23.4 16.4 0.0 7.0 30.0
농 개발 마농어 마을하수도설치사업 20.3 14.2 1.8 4.3 21.0
농 개발 상입포,오송농어 마을하수도설치사업 19.1 16.6 2.1 0.5 2.4
농 개발 농어 마을하수도정비사업(보조) 15.7 11.0 0.0 4.7 30.0
농 개발 회문산권역농 마을종합개발사업(보조) 15.0 10.5 1.1 3.5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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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특사업(15억원 이상)의 특성별 분포  시군비 부담률

구  분 액(억원) 사업 수 시군비 부담률

농 개발 2,236  (62.5) 85  (61.6) 19.4

생산기반 567  (15.8) 24  (17.4) 19.0

지역특화 376  (10.5) 14  (10.1) 24.6

유통지원 219   (6.1) 8   (5.8) 30.3

교육지원 109   (3.0) 3   (2.2) 49.4

산    림 71   (2.0) 4   (2.9) 22.9

계 3,576 (100.0) 138 (100.0) -

  특사업(15억원 이상)의 특성별 분포를 보면, 산 규모 기 으로 농

개발이 62.5%로  비 을 차지했으며, 사업 수도 61.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기반이 15.8%, 지역특화가 10.5%의 순이었다. 특사업은 

농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군의 산집행 자율성 제고를 하여 포

지원방식을 채택하 다. 그러나 사업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 개발 

이외에 생산기반사업에 상당 비 의 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농

림사업  일부 사업을 특사업에 포함시켜서 행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

문이다. 

  농 개발 분야의 시․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해서는 지자체

의 사업발굴  기획 역량 제고와 함께, 여 히 존재하고 있는 앙정부 

심  매뉴얼 방식의 사업 추진방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조사결과에서도 포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당 의 취지만큼 자율 이지 못하다는 지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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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비 지원사업 실태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시행하는 시․군의 농림사업 운 실태를 분석하

다. 시․군의 산서에 도 차원의 추진사업 여부에 한 정보가 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순수 도 지원사업에 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도비와 시군비로 추진되는 사업 시․군자체사업과 마찬가지로 1억원 미

만의 소규모 사업이 72.1%로 다수를 차지하 고, 10억원 이상 사업 수 비

은 2.0%에 불과하 다.

표 3-45.  도비사업의 규모별 사업 수 분포

단 : 사업수(%)

구 분
15억 
과

10억-15억 5억-10억 1억-5억 1억 미만 체

군
15 18 47 343 1,066 1,489

(1.0) (1.2) (3.2) (23.0) (71.6) (100.0)

시
11 7 30 235 763 1,046

(1.1) (0.7) (2.9) (22.5) (72.9) (100.0)

체
26 25 77 578 1,829 2,535

(1.0) (1.0) (3.0) (22.8) (72.1) (100.0)

표 3-46.  도비지원사업의 규모  분담 비

구 분 계 도   비 시 군 비

군 1948 (100.0) 717 (36.8) 1231 (63.2)

시 1438 (100.0) 458 (31.8) 980 (68.2)

경 남 980 (100.0) 419 (42.8) 561 (57.2)

 북 682 (100.0) 198 (29.0) 484 (71.0)

충 남 1725 (100.0) 558 (32.3) 1167 (67.7)

 체 3387 (100.0) 1175 (34.7) 2212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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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규모 도비 지원사업(15억원 이상)의 특성별 분포

구 분 건   수   액(억원)

생산기반 11  (42.3) 276.4  (38.3)

투입재지원 6  (23.1) 196.5  (27.2)

지역특화 3  (11.5) 114.2  (15.8)

유통지원 4  (15.4) 86.1  (11.9)

소득보조 1   (3.8) 29.2   (4.0)

농 개발 1   (3.8) 19.9   (2.8)

계 26 (100.0) 722.3 (100.0)

표 3-48.  규모 도비 지원사업(15억원 이상)의 세부 내역

구 분 사업명
산 내역(억원) 도비

비계 도비 시군비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2ha 미만) 44.7 13.4 31.3 30.0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 지원 33.4 9.9 23.5 29.6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 지원 26.7 8.0 18.7 30.0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 지원 24.5 7.4 17.2 30.0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지원사업 23.5 7.1 16.5 30.0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 지원 23.1 6.9 16.2 30.0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 지원 21.3 6.4 14.9 30.0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 지원 20.5 6.1 14.3 30.0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 지원 19.7 5.9 13.8 30.0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 지원 19.7 5.9 13.8 30.0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 지원 19.3 5.8 13.5 30.0 
생산기반 농로확포장 101.0 0.5 100.5 0.5 
생산기반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사업 23.5 5.0 18.5 21.3 
생산기반 용배수로정비사업 20.5 10.2 10.3 50.0 
생산기반 친환경농업지원 19.0 5.7 13.3 30.0 
생산기반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 17.3 8.7 8.7 50.0 
생산기반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 15.2 7.6 7.6 50.0 
학교 식 학교 식 지원 61.0 18.3 42.7 30.0 
학교 식 친환경 학교 식 지원 34.1 12.6 21.4 37.1 
학교 식 학교 식식품비 지원 19.2 5.8 13.4 30.0 
지역특화 산국제인삼약 연구센터 설립 27.3 7.5 19.8 27.4 
지역특화 구기자가공산업육성 23.0 23.0 0.0 100.0 
지역특화 복분자클러스터조성사업 20.0 10.0 10.0 50.0 
지역특화 남해마늘연구소 육성 15.8 7.5 8.3 47.5 
유통지원 농산물수출인 라 구축 29.2 14.6 14.6 50.0 
농 개발 농 환경정비 19.9 17.8 2.1 89.5 

계 722.3 237.5 484.7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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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와 시군비의 산 분담 내역을 보면, 65.3%가 시군비 부담이고, 도

비 부담은 34.7%로 시군비 부담 비 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비와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다수가 시․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에 도비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4.6. 농림예산 규모 상․하위 시․군 비교분석

  농림사업의 극성 여부를 단하기 한 방법  하나로 경지면 당 농

림 산 비  지표를 이용하여 상  10개와 하  10개 시․군을 구분하

다. 상․하  시․군 간 농림사업 추진실태 분석은 사업 수, 사업규모, 사

업특성을 심으로 정리하 다. 분석자료는 앞의 분석에서 용했던 것처

럼 분석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하여 (고정) 직불을 포함한 경 , 조

건불리, 친환경직불사업은 제외하 다. 

  상․하  그룹 간 특성은 앞 에서 분석한 것처럼 상 그룹이 하 그룹

에 비해 농가수, 경지면  등 농업 여건이 열악하고, 산림면  비 은 하

그룹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산간지역이며, 재정자립도가 상 으로 낮은 

시․군으로 나타나 있다. 즉, 상 그룹은 하 그룹에 비해 농업 여건이나 

재정력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지면   농가당 농

림 산 규모가 큰 지역이다. 조건이 상 으로 열악한데도 단 면 당 농

림 산규모가 큰 이유가 시․군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지역 조건에 의한 

것인지 분석을 통해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우선 상 그룹과 하 그룹의 농업 여건 비 농림사업 실 을 비교하면, 

농가수는 상 그룹이 하 그룹의 43%, 경지면 은 25% 수 이지만, 사업

수는 86%, 농림 산은 79% 수 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 여건은 열악하지

만 상 으로 농림 산 규모가 큰 시․군이 상 그룹에 분류되었다. 

  상․하  그룹 간 사업 산 규모별 분포를 보면, 반 으로 소규모 다

수 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하  그룹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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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  그룹이 상 으로 10억원 이상 규모 사업 

비 이 높은 반면, 상 그룹은 소액사업 비 이 높게 나타나 상 그룹은 

하 그룹에 비해 다수의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 그룹에 속한 시․군이 농가수나 경지면 이 크기 때문에 규모 사업 

추진에 용이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업여건 비교 결과, 

상 그룹은 하  그룹에 비해 농가수는 43% 수 , 경지면 은 2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9.  경지면 당 농림 산 상․하  그룹의 시․군 내역

순 상 그룹 하 그룹

1 통 시 이천시

2 삼척시 주시

3 의령군 서산시

4 거제시 평택시

5 화천군 안성시

6 덕군 논산시

7 무주군 여주군

8 양산시 해남군

9 산청군 익산시

10 고성군(강원) 연천군

표 3-50.  상․하  10개 시․군 비교(2010)

구   분 상  10개(A) 하  10개(B) 배율(A/B)

농  가  수 4,390 10,273 0.43 

경지면 (ha) 4,925 19,697 0.25 

산림비 (%) 77.9 40.1 1.94 

사  업  수 1,776 2,064 0.86

농림 산(억원) 3,819 4,836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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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상․하  그룹 간 사업 산 규모별 분포

단 : 사업수(%)

구 분 15억 과 10억-15억 5억-10억 1억-5억 1억미만 체

상 그룹
49 27 104 396 1197 1,773

(2.8) (1.5) (5.9) (22.3) (67.5) (100.0)

하 그룹
70 58 111 513 1,312 2,064

(3.4) (2.8) (5.4) (24.9) (63.6) (100.0)

  사업성격별 산규모의 비 을 보면, 상 그룹은 일반국고보조사업과 

특사업비 이 높아 국고보조 에 의존한 농업 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 그룹은 자체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의 비 이 높았

다. 특히 특사업의 경우 상 그룹과 하 그룹 간 차이가 8.1%p로 높았으

며, 일반국고보조사업도 3.5%p로 나타났고, 상 그룹의 국고보조사업 의

존비 은 63.3%로 하 그룹의 51.7%에 비해 11.6%p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사업 수 비 에서도 그 로 반 되고 있다. 즉, 상 그룹은 일반국고보

조사업  특사업의 비 이 높고, 도비지원사업이나 자체사업은 하 그

룹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상․하  그룹 시․군의 농업  재정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그룹 간

에는 농업 여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즉, 상 그룹일수록 경지면 은 

은 반면, 산림면  비 이 높았고, 재정자립도는 낮은 시․군이었다. 따라

서 경지면 당 농업 산 규모가 큰 상 그룹이 농정활동을 극 으로 추

진하는 그룹이라고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림이 많은 지역이므로 국

유림 리 차원에서 앙정부 행사업 비 이 높기 때문에 경지면 에 비

해 농림 산규모가 확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농 개발, 농 복지 등의 

산 지원은 경지면 보다는 농가 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 그룹

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업 여건에 비해 많은 규모와 비 의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하여 세부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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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분석결과 상 그룹은 15억원 이상 사업이 51개, 하 그룹은 

43개로 나타났다. 이 에서 상 그룹은 농 개발이 43.1%, 산림이 31.4%

를 차지한 반면, 하 그룹은 생산기반이 53.5%, 농 개발 32.6%, 투입재 

지원 30.2%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사업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 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상 그룹은 농업여건이 열악하고, 산림면  비 이 많은 

시․군으로 특사업에 의한 농 개발과 국고보조사업인 산림사업 비 이 

높았다. 반면, 하 그룹은 농업 여건이 양호하고 벼농업 지역이 주로 분포

되어 있어서 기계화경작로사업, 용수 리, 구획경지정리 등과 같은 생산

기반사업과 비료지원 심의 투입재 지원사업 비 이 높았다.  

표 3-52.  규모 도비 지원사업(15억원 이상)의 세부 내역

구분 항  목 산규모(억원) 사업 수

상

그룹

농 개발 542  (39.3) 22  (43.1)

산    림 393  (28.5) 16  (31.4)

지역특화 197  (14.3) 7  (13.7)

생산기반 126   (9.1) 4   (7.8)

유통지원 122   (8.8) 2   (3.9)

계 1,380 (100.0) 51 (100.0)

하

그룹

생산기반 570  (56.4) 23  (53.5)

농 개발 353  (35.0) 14  (32.6)

투입재 지원 310  (30.6) 13  (30.2)

유통지원 190  (18.8) 9  (20.9)

산    림 141  (13.9) 6  (14.0)

지역특화 17   (1.7) 1   (2.3)

계 1,011 (100.0) 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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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상․하  그룹 시․군의 사업성격별 산규모 비

그림 3-10.  상․하  그룹 시․군의 사업성격별 사업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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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상  그룹의 규모 사업(15억원 이상) 세부 내역

구분 사  업  명
산 내역(억원)

사업성격
계 국비 특 시군비

농 개발 정주기반확충 42.8 0.0 30.0 12.8 특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 특) 42.8 0.0 29.9 9.0 특
농 개발 정주기반확충사업 36.0 0.0 25.2 10.8 특
농 개발 정주기반확충 35.6 0.0 24.9 5.3 특
농 개발 농업용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9 0.0 0.0 29.9 자체
농 개발 농어 생활용수개발 28.9 0.0 18.9 10.0 특
농 개발 농어 생활환경정비 27.1 0.0 19.0 8.1 특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사업 25.0 0.0 19.6 1.2 특
농 개발 농 마을종합개발 23.6 0.0 18.9 2.4 특
농 개발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23.5 0.0 18.2 1.4 특
농 개발 삼척산양농산 체험마을조성사업 23.4 0.0 0.0 16.8 기타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사업(오지) 22.9 0.0 16.0 6.9 특
농 개발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22.4 0.0 15.3 7.1 특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 20.7 0.0 0.0 20.7 자체
농 개발 덕유산권역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18.1 0.0 12.7 4.2 특
농 개발 농어 마을종합개발 18.0 0.0 13.5 1.6 특
농 개발 농어 의료서비스개선 18.0 0.0 0.0 18.0 자체
농 개발 농 마을종합개발사업(토성면무릉도원권역) 17.7 0.0 12.4 5.3 특
농 개발 로호권역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17.4 0.0 12.2 5.2 특
농 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6.5 0.0 0.0 16.5 자체
농 개발 무풍승지권역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16.1 0.0 11.3 3.7 특
농 개발 청량권역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15.6 0.0 10.9 3.6 특
산림 숲가꾸기 51.9 38.3 0.0 5.8 국고
산림 숲가꾸기사업 42.4 24.5 0.0 12.6 국고
산림 숲가꾸기사업지원 32.5 24.6 0.0 2.8 국고
산림 숲다운숲가꾸기 28.6 14.4 0.0 11.0 국고
산림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25.2 10.5 0.0 13.7 국고
산림 산림바이오매스확충(펠릿 제조시설) 25.0 12.5 0.0 10.0 국고
산림 산림병해충방제 책지원 24.3 16.0 0.0 5.9 국고
산림 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 23.5 13.3 0.0 7.1 국고
산림 숲가꾸기사업 21.4 11.9 0.0 6.7 국고
산림 사방사업 20.1 14.1 0.0 1.8 국고
산림 숲가꾸기 20.0 11.1 0.0 6.7 국고
산림 숲가꾸기사업지원 16.3 9.4 0.0 5.0 국고
산림 산림특화시범림조성 15.6 12.4 0.0 2.0 국고
산림 사방사업 15.6 10.7 0.0 2.6 국고
산림 생태숲조성 15.4 0.0 7.7 5.4 특
산림 사방사업 15.1 8.9 0.0 4.2 국고
생산기반 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40.0 0.0 25.0 10.0 특
생산기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 구획경지정리사업) 35.2 0.0 21.0 12.6 특
생산기반 주민숙원사업(농로  수리시설) 30.8 0.0 0.0 30.8 자체
생산기반 소규모용배수로  시설개량사업 20.3 0.0 0.0 20.3 자체
유통지원 농산물유통개선 100.0 0.0 80.0 20.0 특
유통지원 원 랜드육성사업 21.6 0.0 0.0 2.2 기타
지역특화 산청한방약 연구소설립 41.7 23.0 0.0 9.5 국고
지역특화 신활력사업 32.6 0.0 29.0 3.6 특
지역특화 신활력사업지원 30.7 0.0 19.0 11.7 특
지역특화 신활력지역지원 29.1 0.0 29.0 0.1 특
지역특화 신활력지역지원 24.0 0.0 24.0 0.0 특
지역특화 과수특작생산지원 23.1 0.0 0.0 23.1 자체
지역특화 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16.0 0.0 8.0 6.8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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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산 내역(억원)

성격
계 국비 특 시군비

생산기반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67.0 60.0 0.0 0.0 국고

생산기반 구획경지정리(국비) 47.9 0.0 38.3 4.8 특

생산기반 친환경농업단지조성 46.6 0.0 0.0 32.6 기타

생산기반 친환경농업단지육성 35.0 0.0 0.0 35.0 자체

생산기반 구획경지정리 34.1 0.0 28.6 1.9 특

생산기반 소규모용배수로정비 26.3 0.0 0.0 26.3 자체

생산기반 농 생활환경정비 24.7 0.0 17.3 5.2 특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1.8 0.0 15.2 4.6 특

생산기반 구획경지정리 21.3 0.0 14.4 3.8 특

생산기반 농축산바이오창업벤처지원인 라강화 19.6 0.0 15.0 2.3 특

생산기반 농업기반시설유지 리 19.0 0.0 0.0 19.0 자체

생산기반 구획경지정리(보조) 18.8 0.0 15.1 1.9 특

생산기반 농어 생활용수개발( 특) 18.5 0.0 16.4 0.0 특

생산기반 농업생산지원 18.2 0.0 0.0 18.2 자체

생산기반 지표수 보강개발 18.0 0.0 15.0 1.5 특

생산기반 지표수 보강개발( 동,두 지구)( 특) 17.9 0.0 17.9 0.0 특

생산기반 슈퍼오닝농산물생산지원 17.4 0.0 0.0 17.4 자체

생산기반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 17.3 0.0 0.0 8.7 도비

생산기반 농 생활환경정비 16.9 0.0 11.8 5.1 특

생산기반 농로포장 16.3 0.0 0.0 16.3 자체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6.2 0.0 11.4 3.4 특

생산기반 지표수보강개발(국비) 15.7 0.0 15.7 0.0 특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보조) 15.4 0.0 10.8 2.3 특

농 개발 농 마을종합개발 47.4 0.0 33.2 10.0 특

농 개발 가정지구배수개선 33.9 33.9 0.0 0.0 국고

농 개발 당우권역 농 마을종합개발 33.8 0.0 23.6 7.1 특

농 개발 농업․농 테마공원조성 33.0 0.0 16.5 11.6 특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 30.0 0.0 21.0 9.0 특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국비) 23.0 0.0 19.4 2.5 특

농 개발 정주기반확충 21.6 0.0 15.1 4.3 특

농 개발 해바라기권역 농 마을종합개발 20.5 0.0 14.4 4.3 특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 특) 20.0 0.0 14.0 4.2 특

농 개발 농업농 테마공원조성(보조) 20.0 0.0 10.0 7.0 특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 18.6 0.0 13.0 3.9 특

농 개발 농 생활환경정비(농 정주기반확충) 18.0 0.0 12.6 3.8 특

농 개발 농 정주기반확충(보조) 17.8 0.0 12.5 3.8 특

농 개발 어송지구배수개선(계속비) 16.0 0.0 16.0 0.0 특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53.5 31.0 0.0 22.5 국고

표 3-54.  하  그룹의 규모 사업(15억원 이상)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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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산 내역(억원)

성격
계 국비 특 시군비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지원 33.4 0.0 0.0 23.5 도비

투입재지원 환경보 형 농도비료지원 26.7 0.0 0.0 18.7 도비

투입재지원 풀사료(청보리)수확제조비 지원 26.3 0.0 0.0 7.9 기타

투입재지원 식량작물생산육성 리 25.0 0.0 0.0 25.0 자체

투입재지원 못자리상토 지원 23.5 0.0 0.0 23.5 자체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20.8 12.8 0.0 5.5 국고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보조) 20.1 12.4 0.0 5.3 국고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 지원(국비) 17.0 10.4 0.0 4.5 국고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17.0 10.4 0.0 4.5 국고

투입재지원 토양개량제공  지원 16.2 12.9 0.0 1.6 국고

투입재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15.1 11.7 0.0 2.6 국고

투입재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15.1 15.1 0.0 0.0 국고

유통지원 거 산지유통센터시설 보완 35.2 0.0 0.0 7.5 기타

유통지원 랜드개발지원 28.1 0.0 0.0 28.1 자체

유통지원 원 작물 랜드육성 24.2 0.0 0.0 9.4 기타

유통지원 슈퍼오닝통합 랜드 홍보 18.5 0.0 0.0 18.5 자체

유통지원 고품질 랜드 육성 18.4 12.2 0.0 4.3 국고

유통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7.9 10.2 0.0 7.7 국고

유통지원 원 작물 랜드 육성 16.1 0.0 0.0 6.3 기타

유통지원 지역농업클러스터 16.0 0.0 8.0 5.6 특

유통지원 해남 랜드화 15.6 0.0 0.0 15.6 자체

산림 숲가꾸기추진 34.1 18.4 0.0 11.2 국고

산림 숲가꾸기 33.1 18.9 0.0 10.9 국고

산림 숲가꾸기 21.7 12.0 0.0 7.7 국고

산림 도시숲조성 19.5 0.0 0.0 19.5 자체

산림 숲가꾸기 16.4 9.5 0.0 4.9 국고

산림 자연휴양림 보완 16.0 0.0 8.0 5.6 특

지역특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17.0 8.5 0.0 4.3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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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의 시사

□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 수행 목표의 차이

  농림투융자 실태 악의 일환으로 실시한 시․군별 농림 산 규모 분

석결과, 산 총액에서는 경지면 이 크고, 농가수가 많아 농업 여건이 

양호한 시․군이 상 그룹에 분포하 으나 경지면   농가수로 표 화

한 경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경지면 당  농가 수당 농림

산 규모가 큰 시․군은 농업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아닌 산림면  비

이 높고, 농업 규모는 상 으로 작아 산업․자연 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었다. 

그림 3-11. 농림 산 그룹별 상  시․군의 농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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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상  시․군의 산림면 과 농가당 농림 산의 계

  이러한 결과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 목표  방향의 차이가 있

음을 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앙정부의 농정 목표와 방향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한 규모화, 농가 인구 과다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등 농

업 자체에 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에 비해 농정 목표가 비교  단

순․명확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농정 목표와 방향은 일반 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일선 시․군  비농업부문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

해 재정력이 약하고, 산림면  비 이 높아 조건이 불리하며, 농업 여건이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 이 높다. 이

러한 지역에서는 농업이 단지 농산물 생산과 경쟁력 제고의 상을 넘어서 

지역사회 유지를 한 요한 산업인 동시에 복지, 주거, 교육, 문화 정책

의 상이 된다. 즉, 지방정부의 농정활동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

한 비농업부문 정책사업과 연계되므로 앙 농정당국에서 인식하는 것과

는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목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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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국가재정 운 방식하에서는 국세 비 이 높아 지방재정의 자체조

달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정부의 여건에 맞게 스스로 농림투융자사

업을 기획․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앙 농정당국에서 어떤 

방향과 목 을 가지고 농림사업을 기획하고, 산을 배정하는가가 지방정

부의 농정에 미치는 향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을 바라보는 인식의 범 와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은 향

후 농림투융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림투융자사업  다수의 기획은 앙정부가 주도하지만 실제 시행은 

일선 시․군에서 이루어진다. 국가 차원의 필요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핵심  국책사업은 앙정부 주도로 기획․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

나 일반 농림투융자사업은 지역별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 과 역할을 고려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  사후 리 측면에서도 앙정부의 편

의보다는 지방정부의 여건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소통체계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지방정부의 직 지불 산 지원 문제

  앙정부가 주도 으로 실시하는 사업  표 인 것이 직 지불제 

련 사업이다. 특히 (고정)직불제의 경우, 논농업 비 이 높은 우리 농업

에서 지원의 명분이나 산 규모 측면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담

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농업직불제는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

화, 가격지지 정책의 표  수단이었던 수매제 폐지로 인한 정책 환 등 

산업의 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을 목 으로 국민  합

의에 의해 도입된 앙정부 주도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 시․군의 산 분석결과, 일부 도와 시․군에서 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해당 지역의 농업에 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북 시․군의 경우, 2010년 산으로 344억원을 책정하 으며, 추

경 산 편성을 통해 도 차원에서도 (고정)직불 으로 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앙정부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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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도 도 차원에서 

별도의 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경 보 직불제와 같이 지역의 경  유지  보 과 같은 지역여건과 연

계된 경우를 외로 하면, 직불제는 지원 명분 측면에서나 산여건상 지

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지방재정의 3  기능(자원배분 기

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큰 기

능은 자원배분 기능이라는 것이 정설이며, 농림 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시․군의 여건에 맞는 농업부문의 공공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농림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의 목 이다. 

  실 으로 지방재정이 취약한 시․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기능에 

맞지 않는 직불성 산 지원을 확 할 경우, 지방재정 운  측면에서는 경

직성 산만 늘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하게 되며, 실효성 측면에서

는 지역 안에 극 으로 응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지역경제를 침체

시키는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 지원을 받는 농가의 입장에서도 소액 지

원에 불과하여 소득안정이나 농활동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 ․경제  측면보다는 지역정서나 자치단체장의 정치  고려에 의

한 비용성격을 띠는 경직성 산지원의 확 는 지방재정의 악화는 물론 

장기 으로 왜곡된 자원배분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군이 산 여건이나 경제  효과보다

는 정치  단에 따라 직불제를 확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농정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우려할 만한 상이다. 지방화의 기본 취

지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율성 확 라는 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농림 산 집행에서도 자율성과 함께 진정 지역 농업인의 복리 증진

을 한 자원배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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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투입재 지원의 문제

  시․군 자체사업과 도비 지원사업 분석결과, 생산기반 련 사업과 함께 

투입재 지원사업의 산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도 각종 농자재를 지원

하고 있다. 

  시․군 산을 100% 활용하는 자체사업에서 투입재 지원 비 이 높은 

것은 농업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경제 ․산업

 고려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비경제 ․정치  고려가 높게 

반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시․군의 농림 산 집행이 지역농업 활

성화보다는 민선 자치단체장하에서 정치  고려에 의해 농가 단 의 투입

재 지원 성격의 보조사업에 산 배정을 우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을 상으로 하는 앙정부와 달리 지역사회의 실  문제에 직면

해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경제  성과도 요하지만 지역사회 유지, 정치  

입장 등 비경제  요소가 정책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측면을 으로 무시

할 수는 없다. 앙정부는 투입재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지

역 ․정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투입재 

보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투입재 보조에 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해당 시․군

은 투입재 보조 지원을 하지 않으려 시도하지만 인근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정서상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수년간 

지원되어 온 투입재 지원사업을 특정 시기에 특정 단체장이 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산 지원 성의 문제이다. 셋째, 행 앙정부의 농림사업 지

원방향과 지방정부의 농업 실과의 차이 문제이다. 앙정부의 지원방향

은 유통․ 매에 을 두고 있으며, 법인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장의 다수 세농은 앙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불가피

하게 지자체에서 투입재 보조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입재 보조는 집  지원되는 농산물의 가격을 왜곡시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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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래함으로써 사회  자원의 낭비를 래하

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OECD 국가  비료 사용량이 가

장 많은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실인데도 정부가 나서서 비

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은 향후 환경농업을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근본

인 환이 필요한 사항이다. 

□ 국고보조율의 합리  조정 필요성 

  경지면 당 농림사업 규모가 상  시․군인 다수가 산림면  비 이 높

은 군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의 시․군에서 시행하는 핵심 농림사업은 산

림사업과 농 개발사업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농업 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도 부족하며, 재정력도 취약한 조건불리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특히 지역사회 유지를 1차 목 으로 농정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정책보다는 농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산림면  비 이 높아 다수의 산림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사업은 지역공원 리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산림병해충 방제 등 

다수가 앙정부사업 행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국고보조율 검토 결과, 

시군비 부담률이 30% 수 으로 나타났다. 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다수를 차지하는 산림사업의 자체 산부담률 30%는 시․군의 입장에

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세부사업은 지역주민의 혜택을 한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응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세부사업별 목 이나 내용

에 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가 차원의 산림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해서는 국고지원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합리 인 국고보조율 조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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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 특사업 산 운용 자율성 부족 문제

  특사업은 기본 으로 농 개발 부문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목 으로 포 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포 보조

지원방식은 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 운 에 재량을 

가지고 범 하게 정의된 포  기능 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공

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이다. 포 보조지원제도하에서는 집행 단 에서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재량이 인정되고 사업 우선순  결정에 한 앙정

부의 책임이 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포 보조 제도라 할 수 있는 특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포 보조지원방식 도입의 근본 취지인 지방정부

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에 한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데 주안 이 있다. 둘째,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 특사

업 추진에 한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이후의 산에 연동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셋째, 포 보조지원제도의 목 과 취지를 지방정부에 

충분히 인식시키고, 제도의 필요성에 한 공감 를 이루는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넷째, 특사업이 포 보조지원방식으로 성공하기 해서는 지

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수다.

  특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농 개발사업과 함께 상당수

의 생산기반정비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 개발 

사업  일부와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미 추진해 

오던 사업을 례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당  포 지원방식을 채택한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사업 성격상 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하지 않은 면이 있다. 가령,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사업

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회계(시‧군 자율편성)에서 산 배정을 잘 해

주지 않아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 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

업은 사업 목 이 명확한 사업인데, 평가자료 작성 시 다른 소 트웨어  

성격의 사업들과 같은 종류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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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향을 미친 정도를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 이고 실익이 없다는 지 이다.12 

  한 특사업은 시‧도에서 산 한도를 국별‧과별로 나 는 식으로 운

되고 있다. 실제 장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포 보조로 체 기획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총 을 하려 하지만 취합하는 

수 으로 기획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받아서 하는 시‧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사업 추진과 련한 담당공무원 면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행 

방식으로는 특사업 본래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 이 있

었다. 특사업이 포 지원방식을 채택한 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시․군의 

자율성 제고를 한 산지원 방식과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소규모, 다수의 사업 추진

  농림사업의 산  사업 수 분석 결과, 반 으로 시․군에서 소규모

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평균 농림사

업수는 220건, 농림 산 규모는 607억원, 사업당 산규모는 2.8억원 수

이었다. 

  시․군의 농림사업 수에 한 분석결과, 자체사업과 도비지원사업 등 지

자체 주도 사업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비 이 높은 반면, 국고보

조사업과 특사업은 상 으로 규모 사업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군 단 에서 규모 사업은 주로 국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체 사업은 10억원 이상 사업수 비

이 2.3%, 도비지원사업은 2.0%에 불과한 반면, 1억원 미만 사업수 비

은 각각 67.5%와 72.1%로 다수를 차지하 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특

사업은 10억원 이상 규모 사업 비 이 23.6%로 높았고, 1억원 미만의 소

12 송미령․권인혜(2011.6), p.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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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사업은 20.0%에 머물 다. 일반국고보조사업은 규모 사업 비 이 7.5%, 

소액사업이 58.5%로 나타났다. 

  사업비 규모 측면에서도 사업당 2.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소규모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산 분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산 총 규모가 10만원에 불

과한 사업도 존재한다. 시․군 농림사업 시행의 효율성  지원성과 제고

를 해서는 유사성격의 사업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는 등 

반 으로 단 사업의 규모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사업의 통폐

합은 농림사업 리의 편의성과 행정비용 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

다. 

그림 3-13.  사업형태  산규모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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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투융자의 추진 체계

  행 국가재정 운용 방식하에서는 국세의 비 이 높아 앙정부 주도 사

업 추진이 일반 이다. 농림투융자사업의 추진체계도 주로 앙정부가 사

업별로 정책을 기획하고, 지침에 따라 시․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자를 선정하거나 사업 집행을 담당하

는 형식으로 이루지고 있다. 농림사업 성과가 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주인― 리인 

이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앙정부 사업 추진 련 농정추진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는 아니더라

도  보조  지원과 같이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의 집행 리도 

담당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운용을 한 농정 노력이 요하다. 

  앙정부 농림사업의 추진체계는 앙정부가 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사

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면, 지원받은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성과가 나타나는 계를 가진다. 산

성격별로 보면, 2010년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산  43.7%가 앙정

부의 재원이며, 자체 산 비 은 43.8% 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시행 시 

응보조 방식으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 국고보조사업 

비 은 이보다 높다. 지자체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해서는 

먼  추진체계(M)가 효과 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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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운용에 한 노력(a)이 확 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숨은 정보로 

앙정부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효율화를 한 노

력, 내부 자원의 투입, 련 조직의 력체계 등도 투융자 성과에 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  지원 방식으로 가장 보편 으로 

용되고 있는 방식은 앙정부가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별 

메뉴지원방식이며, 그 외에도 공모신청방식, 포 보조 방식, 성과 약 방

식 등이 있다. 

그림 4-1.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사업 추진체계

자료: 황의식․박 기(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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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업별 메뉴지원방식은 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별로 필요

한 사업 메뉴를 제시하면 사업시행 주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메뉴를 선정하

여 신청하는 지원방식이다. 앙정부는 신청내역을 평가하여 신청범  내

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메뉴를 알려주고 

자율 으로 사업량을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 다는 에서 상향식 자율

지원방식이다. 그러나 메뉴의 범  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폭이 제한된

다는 한계가 있다.

  포 보조  지원방식은 포 인 범 를 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면, 그 범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으로 사

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최 한 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특사업은 포 보조  지원방식으로 

환되어 지원되고 있다.

2. 사업 신청  배정 단계의 문제

2.1. 농림사업 신청과 예산 배정(사업 선정) 간 괴리

  농림투융자사업의 신청 차는 시․군이 사업 상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거나 자체 사업을 기획하여 제안하면 시․군  시․도의 농림수산심의

회에서 선정 여부  우선순 를 심의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게 된

다. 국의 시․군에서 다양한 목 으로 신청한 사업에 하여 앙정부는 

모든 사업의 산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의 산편성 기 , 산 

여건, 국정 목표  농정 목표와의 일치성 등 선정 기 에 근거하여 사업

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특정 시․군의 농림사업 신청 비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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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하 농식품부) 산 확보율이 80%일 경우, 우선순 에 따라 시․군에

서 신청한 사업도 80%가 선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군 담당자 조사 결과, 국 시․군의 사업을 취합하여 기획

재정부에 산을 요구한 농식품부가 산을 배정받은 후 당 의 사업신청 

내용과 달리 각 사업실국의 필요에 따라 다시 산조정을 하게 된다. 따라

서 당  시․군의 사업신청 내용(A)과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 간에는 차

이가 발생한다고 지 하 다. 즉, 시․군이 당  신청한 사업내역은 농식

품부의 실국 단  산  사업내용 조정 과정(D)을 거치면서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산을 배정받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뿐 시․군의 

우선순 를 반 하여 사업  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군에서 신청한 농림사업이 실제 산 배정에 제 로 반 되지 않기 때

문에 농림사업의 신청은 농식품부의 농림사업 수요 조사에 불과하다는 자

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산 배정을 받을 기회마  잃게 되기 때문에 당  신청과 차이가 발생하더

라도 농림사업 신청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앞에

서 지 한 것처럼 농림사업 신청이 산 확보를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사

업신청과 별개로 시․군 차원에서 신청한 사업의 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

록 별도의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 이다.

그림 4-2.  농림 산 신청과 배정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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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 농림사업 신청과 배정의 불일치 정도에 한 담당 공무원 설문

조사13 결과, 농림사업 신청 내용의 50% 이상이 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4%, 30～50% 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8.4%로 높아 체로 당  신청 

결과가 제 로 반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높다. 반면, 제 로 반 되고 

있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하 다. 시․군의 사업 신청내역이 산에 제

로 반 되지 않는 이유로는 행 산 배정에 한 제도에 문제가 있다

는 의견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앙정부가 지자체의 산  자  흐

름을 모른다는 의견이 25.5%로 뒤를 이었다.

표 4-1.  농림사업 신청과 배정의 불일치

단 : 명, %

구     분 응답 수 응답 비율

90% 이상 반 되지 않음. 3 2.8 

70～80% 반 되지 않음. 10 9.2 

50～60% 반 되지 않음. 24 22.0 

30～50% 반 되지 않음. 31 28.4 

30% 미만 반 되지 않음. 25 22.9 

제 로 반 되고 있음. 16 14.7 

합     계 109 100.0

표 4-2.  농림사업 신청 내용 미반  이유(복수응답)
단 : 명, %

구     분 응답 수 응답 비율

앙정부가 지자체의 산  자  흐름을 잘 모름. 39 25.5

지자체의 기획능력 부족으로 앙정부의 신뢰를 받지 못함. 7 4.6 

행 산 배정  지원방식에 한 법, 규정 등 제도에 

문제가 있음.
54 35.3 

지자체의 산 확보 노력이 부족함(리더십 부족). 8 5.2 

제도를 무시한 산 로비(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향력

이 무 큼.
14 9.2 

기  타 31 20.3 

합     계 153 100.0

13 시․군 농정 담당공무원(113명)을 상으로 화조사를 실시하 다.



114  농림투융자제도의 개선과제

2.2. 시․군의 예산일정과 불일치 문제

  시․군 지자체의 산심의  집행일정과 앙정부의 사업선정  배정

시기의 불일치로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불필요하게 사업이 이월되거

나 지방비 부담 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당년도 농림사업의 확정통

지는 원칙 으로 1월 15일까지 시․군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통상 

지방의회의 1차 추경 산은 4월 에 이루어지므로 그  혹은 늦어도 2차 

추경 산이 편성되는 10월 이 에는 사업내용이 개시되어야 사업 련 

산이 시․군 지자체의 산에 반 되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앙정부가 시․군의 산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개시

를 제 로 하지 않거나, 특히 특사업의 경우 산 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제 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14 한 

공모사업의 경우, 당년도 사업을 당년도에 공모하여 신청을 받게 되는 사

례가 있다. 시․군 입장에서는 사 에 농림사업 신청 계획이나 사업 시행

의 우선순 , 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당해연도 사업을 당해연도 공모

기간  차에 맞추어 참여하면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공모

사업의 신청  배정 차가 지자체의 산심의  집행일정과 맞지 않아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이월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

성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나

쁠 수밖에 없어서 다음 사업 추진 산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

다. 

  시․군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에 하여 장기 지방계획을 세우고, 사업

심사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짧은 기간 내에 사업심사를 

마무리하려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확보를 하여 정해진 심의

14 9월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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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이는 앙정부가 지방정부 산심의  집행일정에 한 이해도가 낮고, 

앙정부 편의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

제  해소를 해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담당자 간 교육  워크  등

을 통해 상호 농림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지방정부 산심의  집행일

정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3.  농림수산사업 신청  지원 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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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지방자치단체의 산안 심의  의결 차

자료: 행정안 부,「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산편성 운 기   기 운용계획 수립기

」, 2009

2.3.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의 문제

  매뉴얼로 제시되어 있는 농림사업은 물론, 포 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

고 있는 특사업 역시 정부에서 규정한 범 에서 사업을 신청해야 산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은 근거(기획 산처의 사업 코드, 

농림사업이나 특회계 매뉴얼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청해도 실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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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기환 외(1998)의 연구에서도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도 앙정부가 

구체 으로 지정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받

기 어렵다는 을 지 하 다. 지자체가 필요한 신규사업을 신청하면 이를 

심의하여 앙정부 지원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는 매우 다고 언 하 다. 이러한 문제 지 이 10

여년이 지난 지 도 여 히 지자체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군 농정담당 공무원 조사결과도 신규사업이 앙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제안한 신규

사업이 채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약 47%로 높게 나타났고, 개선방안으로

는 지자체가 기획·집행할 수 있는 산 범 를 확 해야 한다는 응답이 

73.5%로 높았다.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이 앙정부 지원사업으

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지역특

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신규사업 련 담당공무원 인터뷰>

○ A 지자체: 시․군, 도 지자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신규사업을 

발굴․신청하지만 농식품부는 공지만 할 뿐 신규사업들이 실제로 담

당 실국 차원에서 검토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 B 지자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의 해당 실·과와 의를 거치는데, 기존 농림사업 

 성격이 맞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매뉴얼에 추가하여 사업

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사례는 매우 제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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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자체의 신규 제안사업 채택 정도

단 : 명, %

구     분 응답 수 응답 비율

체로 히 반 됨. 42 37.2

반 이 잘 안됨. 29 25.7 

거의 반  안됨. 12 10.6 

실제로 반 되기를 기 하기 어려움. 12 10.6 

해 본 이 없어 잘 모르겠음. 17 15.0

합     계 113 99.1

표 4-4.  신규사업 도입을 한 개선과제

단 : 명, %

구     분 응답 수 응답 비율

앙정부의 신규사업 선정 방식 개선 7 6.2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집행할 수 있는 산 범  확 83 73.5

지자체의 기획능력 제고 4 3.5 

자치단체장의 신규사업에 한 심과 산 확보 노력 5 4.4 

기  타 14 12.4 

합     계 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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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시행방식의 문제

3.1. 현행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방식 농정 추진의 한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농림사업 추진방식에 다수가 동의하면서

도 행 방식이 획일 이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

하기 하여 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 이다. 공

무원 조사결과에서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농림사업 신청과 산 배정

에 체로 잘 활용되고 있지만 지역의 농업 실정과 여건 변화에 맞는 사업

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 으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앙정부 입장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방정부보다 

단순하다. 즉, 앙정부는 농업 자체를 보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의 실, 

지역사회 유지라는 보다 복잡한 농정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 으

로 통일된 매뉴얼 방식의 행 농정추진체계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구나 공정한 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 배정받을 수 있다는 이 이 있

는 반면, 시․군 지자체의 실 문제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다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다. 

  농정 목표가 상 으로 명확한 앙정부는 매뉴얼 방식의 사업 추진방

식을 선호하는 반면, 시․군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하고자 한다. 그러나 재정력 부족으로 지방비 산 확보의 어려움이 커

서 극 으로 자체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다고 

시․군 입장에서 행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따른 사업신청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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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행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련 담당공무원 인터뷰 >

○ D 지자체: 지역 특화품목, 를 들어 방울토마토에 해 5년간 2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하려면 지방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농

림사업을 통해 앙정부 지원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획일 이기 때문에 국비 지

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크다.

표 4-5.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유용성

단 : 명, %

구     분 응답수 응답비율

잘 이용되고 있음( 행 방식 유지). 68 60.2

농업 실정과 여건 변화에 맞는 사업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함.
31 27.4 

신청 주의 산 지원으로 지역 간 형평성 훼손 

문제가 발생함.
8 7.1 

시행지침 방식의 부작용이 크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3.5 

기  타 2 1.8 

합     계 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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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업 추진 목적의 불일치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업목  불일치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근

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앙정부 농림투융자사업의 지원 경향이 투입재  

개별경 체 보조 지원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바 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앙정부의 주요 지원 분야는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 부문에 집 되고 있는

데, 이러한 방향 환은 일선 시․군의 농 장에서 유통․가공사업에 참

여하지 못하는 다수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 산지원을 제약

하는 문제를 래하고 있다. D 지자체의 경우 실제 장에서 필요한 사업

은 노후 농시설 화지만 유통․가공업자에게만 산 지원이 집 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 한다. 

  둘째, 앙정부는 특정 목 과 방향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수 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해진 부담률 외에 시도비 는 

시군비를 추가하여 농업인에게 보조 규모를 늘리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첫째, 앙정부가 설정한 목 과 기 효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고, 둘째, 행 지방비 부담률이 실과 괴리되어 있을 수 있

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앙정부의 목 에서 벗어나는 지원 사례 >

○ A 지자체: 재해보험, 안 공제 등은 국비 지원이 50%이지만 농민들

의 가입률이 낮아 가입 독려를 해 지자체에서 국비 50%+지방비 

25%를 지원해주고 있다.

○ C 지자체: 직불제에 추가하여 200억 원(도비 100억원, 시군비 100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벼 

재배농가 경 안정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도 마련하 다.



122  농림투융자제도의 개선과제

< 농림사업의 앙정부-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 >

○ D 지자체: 지역내에 60ha 규모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시설

이 노후화하여 기 시설에 한 개보수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 앙정부 지원 방향이 유통  가공에 치우쳐 있어서 시설 개

보수 지원의 한계로 실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첨단 

유리온실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 으로 농지를 집단화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조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해결

하지 못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지역 실을 

반 하여 앙정부에 신청할 만한 사업이 제한 이다.

○ E 지자체: 앙정부는 투입재 보조 지원을 억제하고 있으나 지방정

부는 지역 ․정치  특수성으로 인해 투입재 보조 지원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앙정부는 유통․ 매에 을 두고 있으나 

세농의 경우 앙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실제 농업 장

에서는 투입재 보조를 실시하게 된다.

4. 특사업의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 미흡

  특사업은 자체의 자율 단에 따른 농림사업 시행을 진하기 해서 

포 보조지원방식을 도입하 다. 포 보조지원방식은 앙정부의 재정 지

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 운 에 재량을 가지고 범 하게 정의된 포

 기능 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공식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

이다. 포 보조지원방식하에서는 집행 단 에서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재

량이 인정되고 사업 우선순  결정에 한 앙정부의 책임성이 어들게 

된다. 포 보조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지방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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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데 주안 이 있다. 한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 포 보조사업 추진에 한 성과를 평가하

고, 평가 결과가 이후의 산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 즉, 포 보조지원방

식에 의한 특사업의 특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권한 제고와 책임성이

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사업 시행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졌는지에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자율성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67.9%로 자율

성이 높아졌다는 의견 26.8%에 비해 많았다. 한편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2%로 기 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 다.

  특사업은 형식 으로는 지자체의 자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신청 

 집행 과정에서는 제약이 많다는 지 이 있다. 즉, 지역 실정에 맞는 사

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특사업에서도 앙정부가 진입장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같이 기존 시행 

사업을 회계만 바꾸어 추진하고 있다거나 과거 단 사업의 소  부처와 시

‧군 자율편성사업의 소  부처가 달라 사업 변경․승인이 번거로운 사례

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 단 의 포 보조 체 규모가 안정 으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선정된 사업은 지속 으로 산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신

규사업에 해서는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산을 확보한 사업이 종료되기 

에 다른 특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 특사업 산이 어들게 된다. 특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로 산을 편성․집행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소요사업은 부처가 직  편성해 실질 으로 자율성 향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는 지 이다.

  특사업의 개선방향 모색은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하여 근할 필요가 있

다. 하나는 지자체 기획능력이 부족하여 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앙정부가 제한을 많이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행 제도가 실제

로 자율 이지 않은데도 특사업 평가에 따른 산 측면의 인센티 와 페

티가 크게 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과거 신활력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은 사업이었는데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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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사업 성과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행 특사업은 형식은 자율성 제고에 두고 있으나 실제 운  측면에서는 

일선 시․군의 자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이 많다.

  설문조사 결과, 특사업을 지자체 심으로 개선하기 해서는 당장 모

든 사업을 지자체의 기획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26.8%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특사업이 당  취지만큼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을 반 한 것이다. 

표 4-6.  특회계 도입으로 인한 성과

단 : 명, %

구     분 응답 수 응답 비율

자율성이 높아짐. 30 26.8 

기 만큼 높아지지 않았지만 곧 좋아질 것임. 47 42.0

자율성이 높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 하기 어려움. 29 25.9 

기  타 6 5.4 

합     계 112 100.1

표 4-7.  특회계 개선사항

단 : 명, %

구     분 응답 수 응답 비율

당장 모든 사업을 지자체의 기획에 맡겨야 한다. 30 26.8

지자체의 기획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재 방식을 

진 으로 개선해야 함.
20 17.9

지자체의 기획능력 향상과 앙정부 지역사업 모니터링

을 강화하기 한 제도 개선과 문 인력 양성에 투자

해야 함.

41 36.6

실 으로 작동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와의 공동사

업 추진과 같은 사업은 없애야 함(지자체 간 력

은 기 하기 어려움).

2 1.8

지자체 산 편성 시기에 맞추지 못하는 공모사업을 

없애야 함.
9 8.0

기  타 10 8.9

합     계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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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업 신청의 왜곡 사례 >

○ A 지자체: 경종농업을 오래했기 때문에 농업 자본이 축 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기반 자체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조를 받기 해서

는 2～3차산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사

업에만 머무를 수 있다. 를 들면, 토마토를 재배하려고 하지만 가공

공장이 없으면 사업 신청이 어려우므로 가공공장법인을 만들어서 사

업신청을 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5. 농정조직  사후 리의 문제

5.1. 시․군 농정 조직의 정비 필요

  농림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황 분석 결과, 평균 9.1개의 농정부서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담당 부서가 가장 은 시․군은 4개, 

가장 많은 시․군은 16개 다. 군의 평균 농림사업 담당 부서 수는 8.6개

로 시지역의 9.9개에 비해 1개 정도 었다.

  담당부서별 농림사업 시행건수 분석결과, 제1부서는 평균 99개, 제2부서

는 53개, 제3부서는 34개로 3개 부서에서 체 사업의 84.6%를 담당하고 

있었다. 농정조직은 다양한 형태의 부서 명칭을 갖고 있으나 다수가 농업

기술센터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와 축산과 성격의 부서

가 핵심 부서로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기반사업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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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일부는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농 사회복지 련 사업은 

보건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서가 농림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앙정부와 달리 시․군은 일선 장에 있는 조직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

라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고, 이들이 농림사업에 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앙정부의 사업분류 방식에 따라 농정조

직을 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농정조직을 보면, 일반 으로 농업

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3개 조직이 표 이며, 일부 시․군

은 농업기술센터 심으로 통합하여 운 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와 농정과, 축산정책과와 축정과, 농업기술센터 별도 

운 , 건설과 등 비농업부문 담당부서의 농림사업 시행 등 복되는 조직 

운 으로 농림사업 시행의 효율성과 문성 하가 우려되는 시․군도 일

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농림사업 담당부서 황만으로 농정조직

의 문제 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서에서 

산발 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림사업의 효과  수행과 성과 제고

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농림사업의 성과 제고를 해서는 농정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수 이다. 행 농정추진 조직 간 유기  연계와 네

트워크 강화, 행정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농정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표 4-8.  농림사업 담당부서 황

단 : 부서 수

구 분 평  균 최  최  소

군 8.6 12 4

시 9.9 16 6

 체 9.1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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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농림사업 담당조직의 사업수행 건수

단 : 사업 수

구 분 계 부서1 부서2 부서3 부서4 부서5 부서6

사업수 220 99 53 34 17 8 4 

비 (100.0) (44.9) (24.1) (15.6) (7.6) (3.5) (1.9)

비 - 44.9 69.0 84.6 92.2 95.7 97.6 

5.2. 농림사업 사후관리의 부족

  농림사업의 사후 리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며, 그 

원인은 일선 공무원의 인력 부족, 사후 리 산부족으로 귀결되어 왔다. 

그러나 농림사업의 사후 리는 기본 으로 사업의 기획단계와 계가 깊다

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 에 지역민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추진한다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장에서 농업인에 의한 사후 리 

한 체계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후 리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

다. 를 들면, 농원, 체험마을 등은 지역민으로선 큰 심이 없기 때문

에 사후 리가 제 로 되지 않지만, 농민 다수가 이용하고 혜택을 보는 생

산 련 시설은 지역주민의 심이 높기 때문에 일방 으로 방치되거나 사

후 리가 부실해질 수 없는 것이 실이다. 즉, 사업의 기획-시행-사후 리-

평가의 단계는 개별 으로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 긴 한 연계를 맺고 있

다. 따라서 사업의 발굴․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성 사업 시행에서 벗어나 

합리 인 농림자원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여 근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 등 자산은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여, 

담보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원자가 정부 지원 자산

을 담보 혹은 양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감시․감독의 한계가 있는데도 

리 소홀로 문책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한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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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지원 자산 등기부등본에 정부지원 시설물이라는 것을 표기하게 하

여 근본 인 양도  담보제공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

조 산 리에 한법률」에서 정부지원 시설물을 5～10년 동안 리하

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 리 책임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리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양도, 담보 제공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법의 내용을 모를 수도 있으나 고의 으로 이러한 법행

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시설물의 양도  담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한 앙정부의 농림사업은 비교  문화되어 있으나 일선 지자체로 

내려올수록 담당부서의 사업이 복되고, 실제 담당자도 성격이 다르거나 

혼재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즉, 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농정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담당자의 문서처리 건수도 많아 실제 농 장 확인 

등 사후 리에 어려움이 있다. 한 사업담당자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농

림사업, 보조 사업 등 련 업무의 인수인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 을 근본 으로 해소하는 데는 실 으로 제약이 있으나 

앞서 언 한 것처럼 농정조직 체계를 정비하여 효과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담당자 변경 시 련 업무의 인수인계 확인서 작성

을 명문화하여 제도 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실명제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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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투융자 성과 제고를 한 기본방향

  최근 우리 농정은 개방화와 지방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환을 경험하고 있다. 개방과 경쟁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는 WTO 체제 

하에서 과거 앙정부 심의 가격지지와 국경보호정책으로부터 시장경쟁

은 생산자 책임으로 하되 정부는 사후  소득안정을 보완하는 역할로 정책 

방향이 환되고 있다. 농정 추진방식도 앙정부 심의 하향식 농정으로

부터 농업 장의 농업인과 지방정부 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환되고 있

다. 

  이 연구는 지방화라는 농정 패러다임의 환에 따른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 제고를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지방화의 진 으로 농정

추진방식도 일선 시․군  생산자의 신청에 따른 지자체의 농정심의, 

앙정부에 신청, 앙정부의 심의 후 산 배정 등 제도  측면에서는 상향

식 농정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  측면에서는 여 히 앙

정부가 농림사업을 기획, 산을 배정하며, 지방정부는 여 히 응보조 

재원 조달, 앙정부의 매뉴얼에 따른 앙정부사업 행  리 수 에 

머물러 있다는 지 이 많다. 시․군 지자체의 농림투융자사업 추진 실태를 

지방재정  추진체계 측면에서 분석하고,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 제고를 

한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과 추진체계  제도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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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농림투융자 성과 제고를 한 기본방향

  1994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화가 본격화되었다. 정치

․제도  지방화와 함께 재정 측면의 실질  지방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체 산에서 지방 산 구성비는 2000년 30.7%에서 2007년 38.6%

로 높아졌으며, 2011년에는 37.5%로 약간 감소하 다. 즉, 국가 차원에서 

보면 지방 산 비 과 규모가 지속 으로 상승하면서 지방재정 측면의 지

방화는 지속 으로 확 되어 왔다. 그러나 세입구조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의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등 의존재

원 비 이 41.1%로 높아 진정한 의미의 재정  지방화가 확 되었다고 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일반 산업  서비스업이 상 으로 

열악한 군은 의존재원 비 이 77.3%(2011년, 총계 기 )로 높아 부분의 

재정 운 을 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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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은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에도 그 로 향을 미치고 있다. 농

업생산액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산에서 농림 산 비 은 2007년 5.7%에서 2011년 6.9%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군의 농림 산 비 은 같은 기간에 16.3%에서 20.1%로 높아졌

다. 그러나 재원 측면에서는 군의 국비15 의존 비 은 44.1%, 시는 31.2%

로 높다.

  한편, 지방농정의 추진 목 은 기본 으로 지역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있

다는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앙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 추진 목 도 

농업인의 복리증진임은 분명하지만 지방정부와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

는 한계가 있다. 앙정부의 입장은 농업이라는 산업  측면과 국을 

상으로 하는 형평성 차원의 근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역 농업인이 직

면하고 있는 실은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제 ․정치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두 주체 간 농정추진 목 이 일

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농림투융자 

련 연구에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 목표가 동일하다는 혹은 거의 

일치한다는 기본 제하에 앙정부 입장에서만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재정과 농림 산의 계, 농림

산 실태, 농림투융자 추진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농림 산 분석결과, 경지면   농가당 농림 산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

록 농업 여건이 열악하고, 산림면  비 이 큰 조건불리지역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농정 목표가 앙정부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

정목표와 방향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부 농림사업 분석결과, 자체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서 비료로 표

되는 투입재 지원 산 비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직불제 

15 국비란 개별 국고보조사업 재원을 의미한다. 일반회계상의 지방교부세 등 이

재원은 일단 시군비로 편성된 후 경상비  사업에 활용되므로 세출 단계에

서는 시군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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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여 산을 배정하고 있었다. 지방재정의 역할과 농림 산 운용 

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부 국고보조사업

의 경우 사업 성격에 비해 보조율이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 시키는 

문제도 드러나 이에 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앙정부는 매뉴얼 방식의 통일된 지원체계를 선호하지만 다양한 안

에 직면해 있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유연성 있는 지원제도를 선호한다. 

산  지원방식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 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 추진체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조사결과, 특히 신규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에서 드러난 문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부족이다. 행 재정 여건  추진체계상 앙정

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실에서 앙정부 편의 인 획일  지원제

도, 지방정부의 산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 신청  공모방식, 

포 보조지원방식이 도입되었는데도 여 히 매뉴얼화되어 있는 특사업 

등은 제도만 상향식 농정 추진방식이라는 비 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이다. 

  농림 산 분석  추진실태 조사결과를 토 로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

고를 한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 다. 첫째, 농림투융자사업

의 원칙과 역할에 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 지방정부의 재정기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

는 ,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농정추진방식 마련의 필요성, 지

방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 기획  추진 역량의 제고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지자체 농림사업 담당 공무원 면담  조사결과 나타난 농림투융

자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림사업의 신

청과 배정 간 일치성 제고, 지방정부의 산 일정을 고려한 농림사업 신청 

 지원, 유사 농림사업의 통폐합, 농림사업 사후 리를 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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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투융자의 원칙  역할 재정립

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 목적의 차이 인식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 목 의 차이가 없거나 거의 동일하다는 

제하에 지 까지 농림투융자사업의 방식  추진체계에 한 검토가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시․군 농림사업  농림 산 분석결과, 시․군 지자체

는 앙정부의 농정 목표와 다른 목 과 방향을 가지고 농림 산을 집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 산의 규모 분석 결과, 경지면   농가당 농림 산 규모가 큰 지

역일수록 농업 여건(경지면 , 농가수)이 열악하고, 산림면  비 이 높아 

조건이 불리한 군 심의 지자체로 나타났다. 앙정부의 근 방식에 따

른다면, 경지면 과 농가 수가 많아 농업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집  투자

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농림투융자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

다. 그러나 시․군 지자체의 입장은 이와 달리 농업을 산업 ․경제  측

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 차원에서 근하기 때문에 앙정부보다 복

잡하고 다양한 목 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농정 목   방향에 기본 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에 있어도 두 주체 간 여건과 사업 추진의 

목 이 다를 수 있다는 을 제하고, 농림사업의 기획․ 산배정․집행

이 이루어져야 한다. 를 들면, 앙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사

업 추진을 선호하며, 규모화․ 문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조건이 

불리한 지자체에서는 농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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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시킴으로써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심을 기울

이고 있으며, 농림 산 배정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앙정부는 국의 농업을 상으로 하므로 농림사업의 추진방식도 통

일성과 단순성을 추구하며, 매뉴얼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시․군 지자

체는 직면한 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재정력의 한계로 앙정부사업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앙정부

의 매뉴얼방식에 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선 시․군의 요구가 받

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 신청 방식과 산 배정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행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 재정력이 약한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농

림투융자사업도 상당 부분 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할 때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폭넓게 수

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산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수의 사업

이 앙정부 재원과 지방정부 시군비로 조달되고 있는 을 감안하면, 지

방정부의 산 여건과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을 신청․추진할 수 있도록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채 의 확보도 필요하다.

표 5-1.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 여건 차이

구 분 앙정부 지방정부

정책방향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한

 구조조정 정책

-노령농, 세농 은퇴 유도

-지역사회 유지를 한

 농 개발사업에 심

-지역사회 유지를 하여 

 지역주민 유치노력

정책 상 - 국 농업  농업인 -해당 지역 농업  농업인

근방식 -통일성, 단순성 -지역별 차별성, 복잡성

자연조건 - 국 평균  근 -지역  특수성 고려

재정조건 -주도  산 편성 -국비 의존  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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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림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공공 역은 재정활동을 통해 자원의 효율  활용을 보장해 주고(자원배

분 기능), 공정한 소득배분을 실 해 주며(소득재분배 기능), 경제가 물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게끔 해 주는 것(경제안정화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6 이 에서 앙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재정활동을 통해 지역 여건

에 맞는 공공재의 공 하고 조 하는 자원배분의 기능에 을 두어야 한

다는 것이 일반  론이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은 농림투융자사업 산 

운용에서도 외일 수 없다. 

  시․군의 농림 산 분석결과, 필요한 공공재보다는 투입재 지원에 상당

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직불제 지원사업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형사업( 산

규모 15억원 이상 사업), 자체사업, 도비 지원사업 등에서 투입재 지원 

산배분 비 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농업 여건이나 농가의 실을 고려

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투입재 보조는 결국 사회  자원배분의 낭

비를 래하게 된다. 투입재 보조 지원은 농산물의 가격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래함으로써 사회  자원의 낭비를 래하

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비료 사용량

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실인데도 정부가 나서서 비료를 지

원하고 있다는 은 향후 환경농업을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근본 인 정책 

환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 일부 지자체는 고정직불 (국고 100% 지원)에 더하여 도와 시․

군에서 추가 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 논농업과 밭농업의 형

평성을 주장하는 지역 정서에 려 명확한 근거나 원칙을 마련하지 못한 

16 상경(201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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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밭농업직불제 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직불제는 

기본 으로 WTO 체제하에서 가격지지가 불가능하고, 수매제 폐지에 따른 

정책 환의 수단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하여 도입된 앙정부의 사업

이다. 밭직불제에 해서는 2009년부터 농어업선진화 원회 등 농업인․

학계․정부․ 련 기  등이 참여하여 공익형 직불제로 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앙정부의 직불제에 한 정

책방향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못한 은 문제이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이지

만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공공재를 공 해야 할 지

방정부가 한번 도입하면 경직성 산이 될 수밖에 없는 직불제에 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직불제를 지방정부가 선호하는 데는 

농가의 소득안정이라는 구호하에 자치단체장이 손쉽게 선심성 지원을 할 

수 있는 직불제의 특성과 정치  계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

다. 

  지방정부는 앙정부보다 농정 추진의 목 이 다양하다. 이는 제한된 

산의 사용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의 한계편익도 앙정부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림 산의 효율성 제고는 농림투융자

사업의 성과 제고뿐만 아니라 지방농정 활성화를 해서도 요한 사항이

다. 

  지방정부의 농림 산 효율성 제고를 해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모

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직불제는 기본 으로 앙정부의 사업이므로 

문제 과 개선과제에 하여 앙정부 차원에서 극 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불제의 핵심은  련 직불제이다. 재 직불제 총액  

약 84%가  련 직불제 산이다. 즉,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직불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 직불제 논의 동향을 보

면 공익형 직불제로 환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밭직불제, 농가단

소득안정 방안 등 세부 개선과제에 해서는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선 시․군에서는 농민단체를 심으로 논농업과 밭

농업의 형평성 문제, 지자체 차원의 농가 소득보 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

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직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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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정치  이해 계가 일치한다고 인식한 일부 지자체는 무리하게 

직불제 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군 농림투융자사업의 효율화를 해서는 불요불 한 투입재

지원 성격의 사업과 불필요한 소득 보조 사업을 축소하고, 지역농업 여건

에 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 에 의한 농림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야 한다. 실제 시․군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투입재 지원과 소득보  성

격의 산 지원은 경직성 산 비 의 확 로 농정 수행에 어려움을 래

한다는 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른 정치 

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한 실이다. 따라서 시․군 단 의 소득지원이

나 투입재 지원 최소화를 한 방안으로 농림사업 지원방식을 직 보조 지

원에서 융자지원 방식으로 환하는 방안을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인력  재원 측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정치  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셋째, 농림 산 운 의 효율성 제고를 해서는 농림사업 기획․ 산배

정․집행 과정에 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의 산은 민

간기업의 산에 비해 산 제약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

부돈은 공돈’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산도 조세수입

과 연계된 제약이 엄격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 산에 한 잘못된 인

식을 불식시키기 해서는 농림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산 편성  집행

에 이르기까지 농림 산 운용 련 정보를 공개하고, 농민단체 등 계자

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에서 운 하고 있

는 주민참여 산제도는 산 운 의 투명성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

다. 다음 연도 사업 발굴  산 편성을 하여 당해연도 4월부터 9월까

지 분야별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도민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담당 부서에 결과를 달하고, 합리  

제안에 해서는 산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 편성 

내역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산 집행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용 유

발  산 편성을 억제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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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조사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남의 주민참여

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참여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극 으로 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의 주민참여 산제도 사례 >

○ 경남은 도 차원에서 주민참여 산제도를 운 하고 있다. 

  - 1단계: 사업 분야별 토론회 개최(4월 )

  - 2단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 균형발 , 생활환경 

조성 등 10개 분야별 투자  재정운용 방향과 련해 7～8월 

에 의견 조사(2012년도 산편성 조사: 년 비 35.2% 증가한 

1,365명 조사결과를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산  정책에 반 )

  - 3단계: 도민공청회 개최(9월 )

   ․분야별 합리  재원 배분방안 모색  도민 

   ․의견 수렴을 하여 도의원, 각 단체, 학계, 문가  일반 도민이

     참여하여 9월 에 개최

   ․토론결과에 따른 종합된 의견은 산에 우선 반

2.3. 농림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

  지방정부의 경제 ․사회 ․자연 ․정치  조건이 다르므로 농정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는 앙정부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 즉,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농정의 목 에 차

이가 있다. 따라서 행 앙정부 심의 매뉴얼 방식에 의한 농림투융자

사업만으로는 지방정부의 농정 안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농정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신규사업 선정방식에 한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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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행 매뉴얼 방식하에서 신규사업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수의 신규사업은 지자체의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기획한 사업

일 가능성이 크므로 선정방식을 개선하거나 산을 특사업과 같이 포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신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림투융자사업을 성격별로 유형화한 후 유형에 맞는 지원방식

을 선택하여 투융자 지원을 실시해 보다 효과 인 사업 수행과 성과제고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화의 기 은 사업방식, 사업내용, 사업성격, 

사업주체, 사업 용의 상, 사업의 공간  범  등 다양한 기 이 있다. 

이 기  에서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혜택 범  구분이 국

가가 지 하는 보조 의 지  취지와 상 사업의 시행 목 에 가장 부합

하는 유형화 기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농림투융자사업의 유형화 기 은 사업의 지자체 련성 정도와 

사업 시행에 따른 혜택의 지역  범 로 선택하 다. 첫 번째 기 은 사업 

성격상 지자체의 자체사업 련성이 어느 정도인가의 기 에 따른 유형화

로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 성격의 정도에 따라 자체성이 강한 사업에서부터 

국가사업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4가지 유형(자체사업, 자체사업, 국가

사업, 국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사업과 국가사업은 국가의 보

조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 은 사업 시행에 따른 출효과(spillover effect)의 공간  범

에 따른 구분으로 출효과가 국 인가 혹은 지역 인가에 따라 4가지 유

형( 국성, 역성, 지역성, 국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성격상 상

으로 지자체 련성이 낮고, 사업 시행의 출 효과가 국성인 성격의 사업

은 국 으로 공평하고, 표 인 정책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순수 

공공재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사업지원(메뉴)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자체 사업

 성격이 강하고, 사업 시행의 효과가 해당 지역 심으로 미치는 사업에 

해서는 포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지자체에 산 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함으

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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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면, 농 개발사업의 경우 국 으로 산재해 있는 농 지역의 균

형 개발을 목 으로 하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출 효과는 해당 지역에 한

정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포 보조지원방식으로 지역특

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 보조지원방식에서는 사후 리를 한 

성과 리제도, 지역 간 재정력 격차에 의한 쏠림 상을 방지하기 해 차

등보조율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 5-2. 지원방식별 용 기

구 분 기        비  고

통합

보조방식

- 세부사업의 통합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사업

- 사업 통합으로 시 지효과 제고 가능 사업

통합 후 사업 

성격별 지원 

방식 검토

포

보조방식

- 장기 으로 일반 재원화 가능 사업

- 지자체 고유 업무 성격의 사업 

- 지역단  사업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가능 사업

  ( : 농 지역개발사업)

사업 특성별

지원방식 선택

공모

지원방식

- 지역 단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 : 농산물 랜드화사업, 신활력사업)

- 사업시행의 출 효과가 지역 혹은 국지  성격의 사업

개별사업

지원방식

(메뉴방식)

- 국 단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 

- 개별농가에 직  수취되는 사업

   ( : 직 지불제도, 농어가복지원사업)

- 품목단체의 역량과 연계한 수 조   R&D 개발 사업

자료: 황의식․박 기(2009), P.79

표 5-3. 국고보조  사업 성격별 지원방식

구 분
지자체 련성

국가사업 국가사업 자체사업 자체사업

지

역

성

국성 개별사업지원 (메뉴)방식

역성 포 지 원

지역성 공 모 방 식

국지성

  주: 에 표기된 지원방식은 사업 성격별로 우선 검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황의식․박 기(2009),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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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사업 성격이 강한 반면, 사업 시행의 효과는 비교  지역 인 사

업은 공모방식을 용하여 이해당사자 간 경쟁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농산물 랜드

화사업 경우에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  사업 참여가 요하고, 

지역 특성에 합한 사업 메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공

모방식을 통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경쟁력 있는 사업 주체를 경쟁

을 통해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주기 으로 객  근거에 기 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사업계

획 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수 과 방

식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센티  혹은 페 티를 부여하는 등 단계  

지원방식을 보완하여야 한다.

  농림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이 요하므로 가능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

다.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한 방안으로는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역의 선택폭을 확 하는 것에서부터 포 보조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

여 지역의 자율  사업 추진을 진하는 것이 있다. 이를 해서는 먼  

사업통폐합을 추진하고, 이후 사업 특성에 따라 합한 지원방식을 마련하

여야 한다.

  사업특성에 합한 지원방식을 선정하여 포 보조지원, 공모방식에 의

한 지원, 사업지침에 의한 개별보조사업 등으로 사업범 를 유형화할 필요

가 있다. 국가  사업과 개별농가에 한 지원 효과가 큰 사업에 해서는 

세부 으로 개별보조방식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신체계를 구

축하도록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사업에 해서는 포 보조 혹은 공모방식

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 컨설  등 소 트웨어 사업을 미리 

추진하고 이후 조직화된 바탕에서 시설 지원 등 하드웨어 지원이 이루어지

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두 지원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

라 보완 계도 있지만 조직화가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 지원되도록 하는 

평가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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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군 지자체의 역량 강화

  시․군 지자체의 역량 강화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지역 농업인

의 조직화를 통한 참여 확 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농림투융자사업은 기본 으로 시․군의 신청 혹은 공모에 기 하여 사업

이 선정되고 산이 배정되는 상향식 체제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사업기획

능력 제고는 시․군의 농림사업 성과 제고의 핵심이다.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지역 특성에 합한 사업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높은 성과도 기 할 수 있다.

  특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 확 를 목 으로 포 보조지원 방식

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운  측면에서는 앙정부의 지방정부에 한 신

뢰 부족으로 상당 부분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이 실이다. 지자체 공무원 

조사결과, 모든 특사업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다수가 지

자체의 기획능력 제고와 문인력 양성이 요하다고 응답하 다.

  농업인의 조직화를 해서는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농업인에 한 교육, 

컨설 사업 확 가 강화되어야 한다. 농업인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네트워

크 구축을 통해 농림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농업인이 참여함으로써 지

역 여건에 합한 농림사업 발굴, 민 의 력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극

인 사후 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후 리가 부실한 이유  하나로 지자체에 합한 사업이 처음부터 기

획․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 부족으로 나타나는 상이라는 지 이 

있다. 경남도의 경우, 도 농업 산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산  사업내역

을 공개하고, 인터넷을 통해 농림사업을 공모해 지역주민의 농정 참여를 

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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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방농정 평가시스템의 정비

  지방농정의 활성화와 농정투융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해서는 농정평

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 농정평가는 지방정부 농정 반의 농정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개별사업 단 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합 인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

여건이나 농업 여건이 양호한데도 농정 추진에 소극 인 지자체도 개별사

업 평가결과에 따라 부분 인 불이익만 산 등에 반 되므로 오히려 극

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역차별을 당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개별 농림사업 평가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한 방안으로 농림

산 반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용하는 평가방식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 산 실태 분석에서 시․군의 재정력 지표와 농림

산 비 의 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다수의 시․군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재정력을 갖고 있으며, 농업에 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 으

로 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림투융자사업 반을 

평가하는 지표로 재정력, 농업여건 지표, 농림 산 등 재정  농업여건 

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평가지표를 만들어 용해 특정사업 수행에 따

른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일부 특사업의 공모방식 산신청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앙정부 간 

사업 선정  추진기간 불일치에 따른 지방비 배정의 지연으로 사업을 제

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호 의를 통해 불일

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평가과정에서 지방

정부로 하여  별도의 소명 기회와 검 과정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산 

확보  사업 추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고려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재정력이 약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특사업 지원에 의한 

농 개발사업을 요시하는 경향이 높아 정책평가 시 이 이 고려되지 않

을 경우 조건불리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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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투융자 추진체계의 정비 방안

3.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3.1.1. 농림사업 신청과 배정 간 일치성 제고

  시․군이 시행하는 농림사업  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비 이 높다. 

따라서 시․군은 앙정부의 농림사업과 자체 필요사업을 기획하여 앙

정부가 제시한 신청방식과 기간에 맞추어 사업 신청을 한다. 시․군의 입

장에서는 정부의 산 제약상 당 에 신청한 사업의 물량이 감소하는 것의 

불가피성은 이해하면서도 시․군의 입장에서 제시한 사업의 우선순 와 

사업 내용이 주 부처인 농식품부의 필요에 의해 변경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선 시․군 조사결과, 시․군의 산신청과 사후 배정 내

역에 앙정부와 차이가 커서 시․군이 별도로 앙정부와 하여 산

을 배정받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앙정부와 지

방정부 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의 국정 목표와 농정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사업  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선 시․군의 사업 내용

과 산이 충분하게 반 되지 못하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림투

융자사업은 원칙 으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신청  지원 

차에 따라 지원된다. 정해진 차에 따라 일선 시․군이 신청한 사업에 

해서는 앙정부 차원에서도 시․군의 입장에서 사업  산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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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산  사업에 한 수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력체계를 구축하고 운

할 필요가 있다.

3.1.2. 농림사업 차와 지방 산 심의 일정의 일치성 확보

  농림투융자사업의 주체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이다. 재정력이 약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다수의 사업을 앙정부사업을 행하거나 시․군에서 필

요한 사업을 앙정부에 신청하여 산을 배정받아 시행한다. 따라서 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산 배정․심의․확정․추경 등 일련의 일정에 맞게 농

림투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효율성  사업 성과 제고를 해 요하다. 

  실제 일선 시․군에서는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산 심의 

 집행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앙정부가 사업을 공모하거나 

산을 배정하는 것에 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100%라면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없거나 덜하겠지만 일정 비  응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추경 산심의  배정 등 지방정부의 산 일정

에 맞추는 것이 앙정부의 사업을 신청․배정받는 것만큼 요한 사안이

다. 앙정부의 사업  산 배정이 지방정부의 산 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비 배정이 지연되거나 배정이 불가하여 최

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업 평가결과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어 

다음연도 앙정부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력체계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단

된다.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 제고를 해서는 정책 시행 주체인 앙정부

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  력체계가 구축되어 원활한 의견 교환이 이

루어져야 한다. 농림투융자사업 추진과 련하여 상호 소통 부족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주체 간 네트워크  력체계 구축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일본의 지방농정국 운  사례는 우리 

지방농정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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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지방농정 담기구 설치(일본 지방농정국 사례)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의 목표에 차이가 있고, 앙정부 주도 인 

농림투융자사업 시행으로 사업 신청  선정, 산 배정,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단기 으로는 의사소통의 원활화, 력체계 

구축, 워크 을 통한 상호 간 이해 증진 등을 통해 농림투융자사업 추진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으로는 농림

투융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한 제도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이 지방농정청(가칭)이며, 일

본의 지방농정국 운  사례를 통해 시사 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은 앙정부의 산이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도도부 )를 통해 집행

되지 않고, 앙정부의 지방청 격인 지방농정국을 거쳐 집행되는 구조이

다. 농정의 지방화를 해 국을 7개 권역으로 나 어 7개 지방농정국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39개 지방농정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방농정국은 지역

성이 큰 농업, 농  분야의 실태를 신속히 악해서 식품의 안정 인 공

을 도모하고 식품․농업․농 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하기 해 

설치된 앙정부의 기 이다. 

  지방농정사무소는 장성이 강한 소비안 , 식량, 통계 업무를 비롯하여 

경 안정 책의 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지방농정사무소는 지역  

차별성을 요구하지 않은 사업을 심으로 농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

방농정사무소는 2003년 식량청이 폐지되면서 종 의 식량사무소를 농정사

무소로 개편하여 출범한 조직이다. 지방농정사무소는 지방농정국이 소재한 

도도부  이외의 29개 도도부 에 설치하여 장성이 강한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농림수산행정 에서도 지역 간 특성이나 장성이 강한 분야는 

시정  단계에서 련단체 등에 업무를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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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일본 농정 추진 주체

그림 5-3.  일본의 국고보조  운 차

자료: 關東農政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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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투융자사업의 추진 체계에서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으로부터 받

은 산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도부 에 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

림수산성이 산을 지방농정국에 배정하면 도도부 으로부터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의 교부결정을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연계성 제고, 력체제

의 구축을 하여 교육  컨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부받은 도도부

은 직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일부는 지역 내 시정 에 

재교부하여 시정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도의 

역지자체가 직  농림투융자사업을 담당하는 비 이 은 반면에 일본

은 도도부 이 직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시정 은 지역 내 

사업 주체에 자 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농정국을 통해 농정의 지방화를 추구하면서 지역  특성이 약한 사

업에 해서는 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앙정부가 직  지자체에 보조

하지 않고, 교육․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농정국을 통해 국고보조 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 하고자 한다. 지방농정국, 지방농정사

무소는 지자체에 해 효과 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정기능, 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사업역량 강화 기능을 수행하

면서 농림투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 효과 인 방안이다. 지역의 역

량강화는 농림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농가 조직화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3.2. 농림예산의 포괄지원방식 확대

  농림사업 산 지원시스템도 일정 부분 포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정추진체계 개선에서도 언 한 것처럼 행 매뉴얼 방식에 하여 

다수의 지자체 공무원이 정 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신규사업 반 의 한

계, 지역 실에 합한 사업 추진의 제약 등의 문제 은 여 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앙정부의 농

림사업 국비 지원 산  일부를 포 지원해 지역 여건에 합한 신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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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추진  기존 사업의 확 를 한 자율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행 앙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 지원방식을 보면, 개별 사업 단 로 구

분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시․군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는 측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앙정부가 지원하는 농림

산  일정 비율을 특사업과 같이 포 보조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앙정부가 지방 농업의 

실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행 매뉴얼 방식만으로는 지방정

부의 농업정책 수요를 모두 담아낼 수 없다. 그 다고 행 농림투융자사

업 추진방식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장 이 있다는 도 시․

군 공무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다만, 앙정부가 개별 시․군의 입장을 모

두 고려할 수 없는 실에서 일선 시․군의 여건을 반 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한 방

안  하나가 앙정부의 농림 산  일정 비율을 포 보조지원방식으로 

지원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향후 지방화는 지속 으로 확 될 것으로 망되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방농정의 자율성도 확 될 것이다. 자율성 확 와 책임성 강화는 동 의 

양면과 같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달성하기 해서는 지방정부의 기획

능력  역량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농림투융자사업

에 한 진  재량권 확 는 필요한 시도이며, 그 수단  하나가 농림

투융자사업의 부분  포 보조지원방식 도입이다. 신활력사업의 에서 보

듯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 는 일부 실패도 나타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업성과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자율성 확 가 농림투

융자사업의 성과 제고와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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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사 농림사업 통폐합

  시․군의 농림투융자사업 분석 결과, 평균 229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반 으로 소규모-

다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성격이나 특성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사업의 운   

리 측면에서 사업 간 상충문제와 리비용을 발생시킨다. 한 사업 시

행 주체의 자율성을 축소시켜 효율성을 하시킴으로써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 제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투융자사업의 지원 목   상 등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고, 사

업 내용,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사 농림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통합의 기본원칙은 첫째,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지원 시 시 지 효

과가 기 되는 사업을 통폐합 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둘째, 연간 사업비

가 1억원 미만인 소액 사업에 해서는 유사사업 간 통합을 하거나 단 사

업 내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의 ‘농민사 학교’ 사례는 유사 사업의 통합을 통해 사업의 성과

를 높이고, 행정비용을 감한 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농민사 학교 설

립 이  경북도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을 심으로 벤처농업 학, 

친환경농업 학과 같은 장기교육, 농기계교육, 기술교육 등 기교육, 새해

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과 같은 단기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

육들이 산발 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 지역 내 농과계 학을 심으로 

최고농업경 자과정, 지역특성화교육, 취농창업후계교육 등도 별도로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교육들에선 실  주의 양  교육, 교육

로그램의 복성, 농업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강의 주

의 교육, 정책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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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한 방안으로 2007년 ‘경북농민사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농민사 학교는 지역 내 련 기 들이 산발 으로 운 해 오던 농업

인 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운 함으로써 사업 통합의 시 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민사 학교의 운 방식은 교육과정을 총  기획․ 리하며, 지역

학, 련 기 단체 등 교육시행기 에 교육과정을 탁하여 기존 인 ․

물  자원을 활용하는 체계이다. 2007년 설립 이래 4년 동안 4,574명의 농

어업 문 CEO를 양성하 으며, 교육과정  방식에 한 독창 인 아이

디어를 인정받아 선도 사례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기도 하 다. 재는 

행정 심의 운  방식에서 벗어나 농민교육의 독립성, 지속성  문성

을 확보하기 하여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경북농민사 학교 사례 >

○ 산발 으로 다양한 단체와 기 에서 운 해 오던 도내 농업인 교육

을 통합하여 2007년 ‘경북농민사 학교’ 설립

  - 농민사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기획, 조정  학사 운  총  담당

  - 기존 학  단체 등 련 기 에 탁교육을 통해 교육자원 활용

  -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억 농 창출의 요람으로서 국의 새로운 

    농업인 교육모델로 자리잡고 있음.

  - 농민사 학교에서 습득한 차별화된 경 능력  기술교육 등을 

    지역농업인에게 하는 등 지역 리더 육성의 거름이 되고 있음.

  - 설립 이래 4년간 4,574명의 농어업 문 CEO 양성

○ 농민교육에 한 창의  아이디어와 운  방식으로 외 으로 성과

를 인정받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지자체 심의 농업 문경 인 

육성과정을 설립하는 등 벤치마킹의 상이 되고 있음.

  - 북, 남, 강원 등에서 유사한 방식의 농업 문교육기  운

  - 지역산업정책 상(2007.5), 지방자치경  농정 분야 상(2008)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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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림사업 사후관리 체계 정비

  농림투융자사업은 사업 산 확보와 사업 시행에 비해 사후 리에 한 

심과 리체계는 부족하다. 정부에서 공 하는 공공재의 특성상 일반 민

간 부문의 재화와 달리 주인  리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유재의 

비극’17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공유재의 비극 상을 근본 으로 제거하

는 것은 실 으로 어렵지만 일부 문제들은 제도  장치를 통해 상당부문 

감소시킬 수 있다. 

  농림투융자사업 사후 리 제고 방안으로는 첫째, 사업의 선정  발굴 

단계부터 공무원-지역주민- 문가 참여하여 지역에 합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농정거버 스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공무원 조사 결과, 농림투

융자사업의 사후 리는 사업 성과 평가와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즉, 주민이 심이 있으면 자발 으

로 시설물에 한 리를 하거나 지자체의 심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 농림투융자사업의 담당 공무원 간 업무 인계인수 차를 명

확히 하기 하여 정책실명제를 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인사의 특성

상 잦은 보직  부서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당  사업을 추

진․시행했던 담당자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 후임자는 사업 추진 배경과 

시행 과정에 한 이해 없이 업무를 인수받게 되므로 효과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리 이동 시 업무의 인계인수 

17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공유재의 특성  하나인 개인

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개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은 가능한 많은 양

의 공유재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개인  합리성에 기 한 개인의 행동이 사

회 인 합리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사회  딜 마(social di-

lemma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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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명문화하여 후임자가 업무를 숙지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공공재의 특성상 주인이 명확할 수는 

없지만 리인으로서 공무원의 역할은 요하다. 

  셋째, 정부 지원 자산의 체계  리를 한 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 등 요재산은 할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는 

여, 담보 등을 못하도록 「보조 산 리에 한법률」제35조 ③항에 규

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 담당자가 모든 정부보조 시설물을 리하

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부 보조사업자 혹은 간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보

조받은 자산을 양도, 담보제공, 교환, 여 등의 법행 를 하고 있다. 보조

사업자  간 보조사업자들 에는 이러한 법률 내용을 알고도 사익을 

해 의도 으로 법행 를 한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법률 내용을 알지 못해 

법행 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조 이 투입된 국가 요재산에 

하여 리해야 할 공무원은 업무 과다로 모든 시설물을 리하는 데 한계

가 있고, 보조사업자는 요재산 리에 한 법률 내용을 제 로 숙지하지 

못해 법행 를 하게 되는 사후 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표 5-4. 「보조 산 리에 한법률」부분 개정(안)

    행 개   정(안)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는 간 보조사업자

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앙 서의 장의 승인 없이 요재산

에 하여 다음 각 호의 행 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앙 서의 장의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 를 할 수 있다.

1. 보조 의 교부 목 에 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여

3. 담보의 제공

<제35조 ④항 추가>

④ 등기부등본 상에 보조사업으로 취

득한 ‘ 요재산’임을 표기하여 보조사

업자 는 간 보조사업자가 앙

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③항 각호

에 해당하는 행 를 할 수 없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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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행「보조 산 리에 한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즉, 동법 제35조 ④항을 신설하여 등기부등본 상

에 국가 보조를 받은 ‘ 요재산’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조를 받은 

자산의 인수자나 담보 제공을 요구한 융기 이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공공

기 의 불필요한 리비용을 이고, 보조사업자의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

실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



요약  결론  제6장

1.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농림투융자

  개방화와 지방화가 지속 으로 진행되면서 농정의 패러다임도 환되었

다. UR 상 이후 WTO 체제의 출범, FTA로 표되는 양자 간 자유무역

정 체결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 확 가 지속 으로 진행된 것은 물

론, 농업정책도 국제 규범의 틀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개방화에 따른 국제

규범 수 의무는 농정 방향을 과거 가격지지정책으로 표되는 하향식 농

정으로부터 상향식 농정으로 근본 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편, 1994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 를 맞이하 다. 지방화의 진 으로 지방정

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방농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림투융자사업 

발굴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수요자의 사업 신청에 따른 

심의, 사업선정  산배정의 상향식 농정방식은 지방화와 맞물리면서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화의 확  정도를 악하기 하여 지방재정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 규모 측면에서 지방화는 지속 으로 확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 과 액 규모가 지속

으로 확 되어 왔다. 그러나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재원(지방세  세외

수입)의 비 은 낮고, 앙정부의 이 재원(지방교부세 등) 비 이 높아 외

연 으로는 지방화가 확 되고 있으나 내용 측면에서는 여 히 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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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의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구조 속에서 농림 산의 치와 변화 추이 분석결과, 국내총생

산(GDP)에서 농업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 은 2004년 3.7%에서 2010년 

2.6%로 지속 으로 감소했는데도 농림 산 비 은 같은 기간에 5.1%에서 

7.0%로 상승하 다. 이와 같은 추이는 농림 산이 단지 농업의 생산 측면

뿐만 아니라 농 개발․농 복지․산림사업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일선 시․군에서 농림 산이 갖는 의미는 단

지 경제 ․산업  활용을 넘어서 지역사회 유지라는 보다 복합 이고 다

양한 목 을 해 편성․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농림투융자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bb-Douglas 

모형을 가정한 Barro 모형을 용하여 농림투융자의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자체의 농업생산액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농가 인구이

며, 다음으로 농림투융자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면  비 이 높아 농업 여

건이 불리한 군 지자체일수록 농업 인구의 요도가 높게 나타나 일선 

시․군에서 농림투융자사업의 목 은 농업 심으로 비교  단순하게 

근하는 앙정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화와 개방화의 진 에 따른 농정 패러다임의 환이 이루어진 시

에서 일선 시․군 지자체의 농림투융자가 지방농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 히 재정력이 약한 시․군이 부분이며, 

앙정부 의존  농림투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한 농정

추진의 목표와 방향에 해서도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하게 인식하

고 있다는 제 하에 주로 앙정부 입장에서만 농림투융자사업의 개선방

안 모색에 집 하 다. 그러나 일선 농업 장에서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지

방정부가 직면하는 문제는 앙정부와 다를 수 있으며, 농정 목표에도 일

정부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농림

투융자사업의 추진 실태와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문제를 도출하며, 농림투

융자사업의 성과 제고를 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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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투융자 실태와 시사

  시․군의 농림투융자사업 분석은 농림 산 실태분석과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 분석으로 구분하 다. 농림 산 실태분석은 국 단  분석과 사

례지역 분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근하 다. 국 단  분석에서는 134개 

시․군을 상으로 농림 산규모 분석과 재정력-농림 산의 계를 분석

하 다. 농림 산규모 분석은 총 규모 분석, 단 당 농림 산규모 분석(경

지면   농가당)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총 규모 분석에서는 경지면

이 크고, 농업 여건이 양호한 평야지역 시․군일수록 농림 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지면   농가당 분석결과에서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경지면

당 농림 산에 하여 상․하  20개 시․군을 비교분석한 결과, 상  

시․군의 농가수는 하  시․군의 50% 수 , 경지면 은 30% 수 에 불

과한 반면, 산림면  비 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a당 농림

산 규모는 상  시․군이 990만원으로 하  시․군의 300만원보다 3.3

배 높았다. 농가당 농림 산 규모 분석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  

시․군이 하  시․군에 비해 농가수와 경지면  규모가 작고, 산림면  

비 이 높은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 추진 목 이 앙정부와 

차이가 있다는 을 의미한다. 앙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 추진 목 은 농

산물의 안정  공 과 경쟁력 제고에 있으며, 이를 하여 규모화․ 문화

를 추구하며, 여기에는 고령 농업노동력의 은퇴 등 구조조정을 수단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유지가 사업 추진의 최우선 목 이므로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의 유출을 최 한 억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농업생산력 증 를 한 지원뿐만 아니라 농 의 생활환경 개선, 농 복지 

사업 시행 등 복합 목 으로 농림투융자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농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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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불리한 군 지자체일수록 경지면   농가당 농림 산 지원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 추진의 목 에 차

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농정 수단의 차이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농림투융자사업 이외에 일선 

시․군에서 직면하는 실을 감안하여 농림투융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 지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불제 사업, 국고보조사업, 시․군 자체

사업 등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농림 산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직불제는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수매제 폐지로 인한 정책 환 등 여건 변화에 응한 소득안정정책으로 

국고지원율 100%의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와 시․군 차

원에서 별도의 산을 마련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앙정부에서 논의 인 밭직불제사업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부사업 내역에서는 주로 비료 지

원 주의 투입재 지원 사업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우

선  기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있다는 을 감안한다면, 직불사업 지원

과 같은 시혜성․경직성 산사업 시행에 따른 농림재원 배분의 비효율성

과 투입재 지원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왜곡을 유발하는 부정  효과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OECD 국가  비료 사용량이 높은 국

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상당부분이 비료지원사업이

라는 에서 면 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 분석을 하여 문헌조사, 시․군 담당공무원 

면담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행 농림수산사업시행지

침에 따른 매뉴얼 방식에 하여 기본 으로 동의하면서도, 농림사업 신청

과 산 배정 간의 괴리, 시․군의 산일정과 앙정부의 사업 선정 간 불

일치 문제, 신규사업 신청  선정상의 문제 등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

해의 부족과 조정기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들이 드러났다. 특히, 행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앙정부사업에 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데, 행 매뉴얼 지원방식하에서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

업이 매뉴얼에 맞지 않을 경우 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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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농림사업 시행 건수  사업비 규모를 보면, 시․군당 평균 229건

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으로 나타

났다. 즉, 다수의 소액 사업이 다양한 부서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유

사 사업의 통폐합을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

로 농림투융자사업의 사후 리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정부 정책사업의 

특성상 산  사업 확보에 치 하는 것에 비해 사후 리가 부족한 것이 

일반 이다. 농림투융자사업도 외가 아니어서 공유재의 비극 상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농림투융자사업의 공

무원 책임제, 일부 보조  련 법률의 개정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사후

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결론: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를 한 개선방향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를 한 개선을 해 ‘원칙  역할의 재정립’

과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 정비’의 두 가지 방향에서 근하 다. 먼 ,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의 원칙  역할의 재정립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의 

목   방향에 차이가 있는 을 인식하고 산 지원  추진방식을 개편

해야 한다. 즉, 기존 앙정부 주의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 개선으

로부터 일선 농업 장에서 농정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 입장에서의 개

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신규사업  핵심사업에 을 두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산 

지원 방식의 환이 필요하다. 특사업과 같은 포 보조지원방식의 범

를 일반사업 산  일부로 확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한 농림수산사

업시행지침으로 표되는 매뉴얼 방식으로부터 사업성격, 사업내용  사

업시행에 따른  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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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산에도 외가 아니라는 을 인식하고, 농림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고 지원 100% 사업인 고정직불  지원사업에 하여 

별도의 지방비 편성  농가 지원, 비료 주의 투입재 지원사업 등으로 

농림 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래하고 있다. 두 사업은 경제  측면보다는 

정치  측면의 선심성 지원 성격이 강하다. 고정직불  지원은 지방정부

의 역할에서 벗어나며, 투입재 지원은 농산물 가격 왜곡을 래하는 부작

용이 있으므로 지원을 단해야 한다. 

  셋째, 시․군의 자율성과 역량 제고를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

율성 제고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 입장만을 고려

하여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지원방식을 따를 경우 방만한 산 운용으로 오

히려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를 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량

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의 정부를 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활한 소통체계의 확보가 무엇보다

도 요하다.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 농림사업의 신청과 

산 배정 간 일치성 부족, 지방정부의 산 일정에 한 고려 없는 앙정

부의 농림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은 양 추진 주체 간 긴 한 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한 문제들이다. 

  둘째,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투융자사업  소액사업과 유사사업

의 통폐합 방안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1억원 미만 사업 비 이 70% 이상

으로 나타나 시․군의 농림사업은 소규모 다수 사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이는 행정비용 유발과 추진상 효율성을 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림투융자사업의 사후 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정책사업의 특

성상 사후 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농림사업의 인계인수 과정의 

명확화를 통한 공무원 책임제,「보조 산 리에 한법률」 「보조

리법」개정을 통한 보조  지원 자산 리의 합리성 확보 등 제도를 보

완해 사후 리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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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

업의 효과 인 추진방안 모색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질문에 응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   록

농림사업 시행 련 설문조사표

(         )시․군 성 명(              ),   직 (             )

1. 시․군에서 신청한 농림사업의 산배정은 시․군의 신청내용을 제

로 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제 로 반 되지 않는다

면 그 수 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90% 이상 반  안됨.       ② 70～80% 반  안됨.  

 ③ 50～60% 반  안됨.   ④ 30～50% 반  안됨.

 ⑤ 30% 미만 반  안됨.       ⑥ 제 로 반 되고 있음.

2. 농림사업 신청 내용이 산에 제 로 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 :      , 2순 :         )

 ① 앙정부가 지자체의 산  자  흐름을 잘 모른다.

 ② 지자체의 기획능력 부족으로 앙정부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③ 행 산배정  지원방식에 한 법․규정 등 제도에 문제가 있다.

 ④ 지자체의 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리더십 부족)

 ⑤ 제도를 무시한 산 로비(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향력이 무 크다.

 ⑥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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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사업 선정  심의를 해 운 하는 시․군(시․도)의 농림수산

심의회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제 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② 과거에 비해서 형식 으로 운 되는 감이 있으나 일정한 역할은 한다.

 ③ 농림사업 심의에 거의 도움이 안되며, 형식  차에 불과하다.

 ④ 제 기능을 다 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기  타(                             )

4. ‘농림사업시행지침’은 앙정부의 농림사업에 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의 자발  신청에 근거한 산 배정으로 농림사업

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 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재 농림사업의 

신청과 산 배정이 이러한 목 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① 잘 이용되고 있다( 행 방식 유지).

 ② 농업 실정과 여건 변화에 맞는 사업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한다.

 ③ 신청 주의 산 지원으로 지역 간 형평성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

 ④ 시행지침 방식의 부작용이 크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기  타(                        )

5. 앙정부의 농림사업에 신규사업이 어 지역 특성에 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신규 제안사업이 어느 정도 채

택됩니까?

 ① 체로 히 반 됨.      ② 반 이 잘 안됨.

 ③ 거의 반  안됨.             ④ 실제로 반 되기를 기 하기 어려움.

 ⑤ 해 본 이 없어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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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림사업이 여건 변화에 히 응하기 해서 신규사업의 비 을 

높여야 한다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앙정부의 신규사업 선정 방식 개선

 ②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집행할 수 있는 산 범  확

 ③ 지자체의 기획 능력 제고

 ④ 자치단체장의 신규사업에 한 심과 산 확보 노력

 ⑤ 기  타(                           )

7. 앙정부의 농림사업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 :       , 2순 :        )

 ① 복잡한 산 신청 차(서류, 심의 차 등)

 ② 지자체의 산심의  집행일정과 앙정부의 산 지원시기의 불일치

 ③ 지방비 부족

 ④ 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정보교류)의 부족

 ⑤ 사후 리

 ⑥ 련 기  간 조 부족

 ⑦ 농민 등의 의타심과 책임감 부족

 ⑧ 낮은 국고 보조율

 ⑨ 기  타(                           )

8. 특회계(지역발 계정)는 지자체의 자율  단에 따른 농림사업 

시행을 진하기 해 포 보조방식을 도입하 습니다. 시행해 보니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성과도 좋습니까?

 ① 자율성이 높아졌다.

 ② 기 만큼 높아지지 않았지만 곧 좋아질 것이다.

 ③ 자율성이 높아지지 않았고, 이 로는 앞으로도 기 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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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회계를 지자체 심으로 개선하려면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당장 모든 사업을 지자체의 기획에 맡겨야 한다.

 ② 지자체의 기획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재 방식을 진 으로 개선한다.

 ③ 지자체의 기획능력 향상과 앙정부 지역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한 제도 개선과 문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

 ④ 실 으로 작동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와의 공동사업 추진과 같은 사

업은 없애야 한다(지자체 간 력은 기 하기 어려움)

 ⑤ 지자체 산 편성 시기에 맞추지 못하는 공모사업을 없애야 한다.

 ⑥ 기  타(                                            )

10. 농림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이 실과 맞지 않은 것이 있다면 3

가지를 제시해 주시고, 재 부담률과 희망하는 부담률을 말 해 

주세요.

순 사  업  명
지방비 부담률

 재 희 망

1순 % %

2순 % %

3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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