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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역사는재도약의토대

1978년 4월 1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구원

10대 원장으로 30년사 발간사를 쓰게 되어 큰 광입니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

와 고도성장 속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정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전현직 구성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0년의 풍상 속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장단기 농정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많이 변하 습니다. 개원

당시 86명이던 직원이 156명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4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보고

서도 2,200여 권 넘게 발간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 기관인 농

림기술관리센터는 국가의 농업부문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농

촌정보문화센터는 농정의 쌍방향 홍보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농업관측정

보센터가 해마다 주최하는 농업전망대회는 참석자수가 1,500명이 넘는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농촌의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농가 인구가 1,000만 명이나 줄었고

농업을 이어받을 후계 인력은 극히 제한된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

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업경제학회를 비롯한 각종 농업경제·정책

관련학회의 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세계화, 시장개방 확대, 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등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농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

니다. 우리 농업이 넘어야 할 높은 산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 곳곳에서 희망적인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

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소수지만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일부

국제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우리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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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섭 원장

든든한 후원자인 도시 소비자가 우리 농업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연구원이 실시한 도시민들의 농촌 거주 의향조사 결과, 56.3%가‘농촌으로

이주하겠다’고 답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농촌은 희망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우리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명산업과 국토보전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농업·농촌

의 비전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업하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계의 우리 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걸어온 지난 30년도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에는

격랑이 예견됩니다. 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농도상생 방안과

우리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내실 있는 연구를 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전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발간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반추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력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0년사에 담긴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우리 농업·농촌발전의 원천이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책자 발간을 위해 귀한 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리고, 30년사 발간을 위해 애쓴 이동필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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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정책의

싱크탱크역할을기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

향을 찾는 3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8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

로 개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개방화라는 여건변화

가운데서 우리나라 농정연구의 산실로 농림수산업과 농어촌 발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연구원이 걸어온 30년에는 우리나라의 농림수산 정책의 변천과정이 그대로 투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원 당시 1980년대 초의 농수산부 시절은

막 식량자급을 달성했던 때로, 상업농 시대에 걸맞은 정책전환을 위해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 농어촌분야 정책수립을 지원하 습니다.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

운드(UR)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구조개선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 고,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농

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농정개혁과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 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개방이 가속화되

면서 세계 속의 한국농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산업, 국민

과 함께하는 농어촌지역개발, 농업분야 국제협력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구

를 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지구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과 식량안보

에 대한 연구, 농림수산업의 미래를 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연구도 추진하고

있어 농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연구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림수산업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

를 동반합니다. 농림수산업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업이 식품산업, 농촌지역의 문화·관광산업과 연계된 6차 산



1978~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5

업으로 거듭날 때 돈되는 고수익 농림수산업이 실현되고 살맛나는 농산어촌이 달

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농림부가 농림수산식

품부로 확대 개편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제 농림수산업의 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수동적·방어적 자

세를 벗어 버리고 능동적·긍정적 자세로 과감히 바꾸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

니다. 실제 과거의 연구성과 중 바로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 세계의 농정 흐름과 발을 맞추어 가면서, 앞선 흐름을 빨리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농산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앞장서 주십시오. 농산어촌이

국민들의 식량생산 기지요, 맑고 푸른 환경을 지켜 주는 삶의 터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정의 동

반자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사 발간을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발전

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우리 농림수산

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농어촌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다시 한 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정 운 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축 사

세계일류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길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

심으로 축하합니다. 1978년 개방이 본격화되던 때에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농정의 길잡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 속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정의 싱크탱크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

문이라 믿기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30년 동안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쌀 자급을 실현한 뒤 우리 농업은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었고, 1993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

니다. 1997년 몰아닥친 외환위기는 우리 농업·농촌문제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EU, 아세

안 등과 협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제화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연구기관으로 흔들림 없이 연구에 임하여 우리 농정의 방

향을 제시하는 등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한다면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욱 능동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에

게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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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빈 토플러는‘부의 미래’에서“미래에는 농업분야가 석유분야와 같은 중요성

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날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역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농정과 농업경

제, 농촌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훌륭한 인력과

환경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세계 일

류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분발해야 합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

겠습니다.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며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동력을 발견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국의 역사학자 카(Carr)는“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끓임

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30년사가

연구원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소임을 다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원훈처럼 늘‘높은 긍

지’를 갖고, ‘넓은 시야’로‘깊은 연구’를 수행하여 농업인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연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여 하루

빨리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종 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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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농정과제와 정책대안 국제세미나(11. 7)

개원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옥 제1차 농업경제동향 보고회(5. 1)

현판식(4. 1)

개원 기념식(4. 1)

1978

농촌경제·JRD 창간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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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980
본관 준공식(12. 20)본관 신축공사 현장

80년대의 농업전망과 농지제도에 관한 세미나
(8. 30)

개원 1주년 기념(4. 1)

본관 기공식(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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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정책 관련 세미나(11. 11)농지의 임대차 제도에 관한 공청회(6. 9)

식량절약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4. 6)

1982

제1차 농정자문협의회(3. 7) 농촌중심권 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9. 1~7)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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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제3대 원장 취임식(3. 17)

농경연우회 발족회의(1. 30)

농촌지역 종합개발 심포지엄(9. 14)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10. 12~20) 전라남도 상설순회 강연회(11. 16)

1983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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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 공청회(9. 23)

국가발전과 농촌공업 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
(4. 22~25) 

2000년을 향한 농업부문 장기발전구상 공청회(6. 11)

제1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연수교육(7. 7)

신입 연구원 교육(1. 17) 민방위 시범교육(10. 15)

1986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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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정의 진로와 과제
토론회(9. 12~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12. 23)

전 직원 의식개혁 교육(4. 16)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생 내원(9. 1)

추계 체육 행사(10. 15)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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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0주년 기념식(4. 1)

근로자의 날 기념 사물놀이(3. 10) 

별관 준공(12. 14)농업 기계화 정책 토론회(6. 3)

제6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5. 12~15)

1988

연구원 10년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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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현안에 관한 협의회(2. 10) 농업정책·무역 및 개발에 관한 국제워크숍
(5. 16~18)

UR 농산물 무역협상에 관한 세미나(11. 13)농촌개발 사업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숍(9. 4~9)

1989

한국농정 40년사 발간



농어민의 날
제정에 관한 공청회(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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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허신행 제5대 원장 취임식(3. 2) 강보성 장관 초도 순시(4. 3)

농산물 수출업체 초청 간담회(9. 1) 풀잎회 불우아동돕기 자선모임(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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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2
BOP협의 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3. 9)

농지 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7. 27)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공청회(3. 28)

농외소득원 개발정책 세미나(5. 17)

지방화 시대의 농정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 토론회(1. 21) 

미곡수매방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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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정 일 제6대 원장 취임식(4. 12)

아시아 농업경제학회
제1차 서울학술대회(8. 9~13)

농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8.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11. 12)

신농정 추진계획 정책 협의회(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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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에 관한
공청회(9. 6)

1994

캐나다 농무장관 내원(4. 22) 전 직원 수련회(5. 20)

1995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6. 12) 광복 50주년 기념학술대회(7.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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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직접지불제에 관한 정책 토론회(9. 5)박상우 제7대 원장 취임식(4. 12)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11. 8)

협동조합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12. 13)

1995

농림수산부문 투융자정책 개선방향 간담회(7. 4)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설립(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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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쌀 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3. 13)

환경농업법 제정 공청회(5. 27) 농촌 일손 돕기(5. 28)

개원 20주년 기념식(3. 31)

연구원 20년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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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토론회(12. 23)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11. 12)강정일 제8대 원장 취임식(5. 19)

1998

구관 증축 및 부대공사 기공식(12. 30) 

제1회 농업전망 발표회(1. 19)

한계지의 자원관리와 환경농업 국제세미나(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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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국제학술대회(11. 1)

농업인단체와 간담회(6. 15)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와
연구협력 협정(5. 23)

베트남 농업경제관료 연수(10. 23)
WTO 농산물협상 전망과 대응에 관한
국제세미나(11. 28)

연구동 준공식(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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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
국제학술대회(5. 17)

21세기 농업·농촌정비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4. 3)

경 체별 농업소득 안정화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1. 19)

FFTC 공동학술세미나(8. 21~24)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6. 29) WTO 농업협상 국제세미나(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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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새로운 활로 토론회(10. 25)

WTO/DDA 농업협상 세미나(12. 27)

벤처농기업 창업보육센터 개소(2. 6) 이정환 제9대 원장 취임식(5. 20) 김동태 농림부 장관 내원(7. 26)

농촌진흥청과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12. 11)

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토론회(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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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25주년 오픈하우스(5. 3)

고건 국무총리 내원
농정현안과 비전 보고(8. 7)

2003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 방향’국제세미나(3. 11)

제1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10. 28) 쌀 협상 대비를 위한 국제세미나(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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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공청회(8. 4)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11. 1)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12. 8) 

세계 쌀의 해 국제심포지엄(5. 20)

2004

UNESCAP 농촌새마을운동 시범연수
(2. 15) 

한·일 FTA와 한국농업 토론회(2. 16) 국무총리 단체 표창(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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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27주년 기념식 및
신가치 선포식(3. 31)

2005 연구결과 발표대회(2. 24) 토고미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5. 19)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 설립(4. 28)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쟁점, 
협상 대책 방향 토론회(6. 29) 양정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7. 19) 최정섭 제10대 원장 취임식(9. 29)

2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자취 30년 31

한·독·일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책과 전망 국제세미나(12. 8)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과
MOU 체결(12. 4)

강원대학교와 학연협력 협정(11. 16)‘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세미나(10. 13)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8. 29)

연구원 태동 40주년 및
개원 28주년 기념식(3. 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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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농업전망대회(1. 24) 에콰도르 공무원 농촌개발 연수
(5. 6~19)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사무국 개설(7. 6)

2007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9. 10)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5. 29)

국제곡물가격 상승 향과 대응전략
세미나(12. 4)

한국농업 CEO연합회 정운천 회장
초청강연(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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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총설

우리 연구원은 수출 100억 달러와 쌀 4천만 섬이라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여 사회적으로 자신감

과 의욕이 충만하던 때인 1978년에 발족하 다. 그 후 30년간의 연구내용을 돌아보면 설립초기에

는 1980년대 산업화사회의 농정방향을 정립하는 연구부터 농지제도와 농업구조개선, 농촌지역개

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1980대 후반, 수입개방이 가시화됨에 따라 개방의

향을 분석하거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에는 UR협상이 타결

되어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 다. 최근에는 FTA 협상을

지원하는가 하면 식품의 안전성이나 산업적 육성,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농정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연구사업의 종류와 관리방법,

연도별 연구과제의 추진 및 보고서 발간, 그리고 분야별 연구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연구사업의 종류

연구사업의 종류는 연구원에서 과제를 발굴,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와 정부가 위촉하는 정책

연구과제, 그리고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수탁과제로 나눌 수 있다. 연구원의 본 예산

으로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하는 기본과제와 농정현안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원 자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하는 수시과제로 나누어진다. 

최근 정책연구기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좋은 과제의 발굴과 충실한 과제이행을 위해 연구자는

물론 정부와 유관기관, 농업인단체로부터 과제를 신청 받아 수차례의 연구기획조정회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기본연구과제를 확정하게 된다. 수탁과제와 정책

연구과제는 연구기획조정위원회에서 연구수행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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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에게 보고하여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수시과제는 정부의 요청 또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당면 현안과제를 단기간에 연구하는 과제로 원장의 방침에 따라

확정·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원장방침으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연구책임자는 연구팀을 구성

하고 원내 1명, 원외 2명의 전문가를 연구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범위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배점하고, 연구설계,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세미나를

거친다. 또한 연구의 진도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연구과제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 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사업을 평가하며 매년 연말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은 과제의 전문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각 평가위원

들은 정해진 평가서에 따라 연구과제에 대한 문제인식, 연구 달성도, 분석방법의 적합성 및 논리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진행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기배정된 점수(배점)

에 반 되어 총 점수가 산출되고 이 점수는 연봉산정과 인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우수과제는

이듬해 개원기념식에서 포상하고 있다. 

한편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인쇄되어 유관기관과 간행물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보고서는 연구과

제의 성격에 따라 크게 연구보고서와 정책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로 구분하고 이 밖에 자료집과

기타보고서, 연구총서 등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보제공의 책임이 커지면서 2003년부터는

연구결과의 신속한 배포를 위해 워킹페이퍼와 연구속보도 발행하고 있다. 지난 1978~2007년 기간

중 수탁보고서 727권, 연구보고서 598권, 자료집 452권 등 총 2,289권이 발간되었다. 

연도별 연구과제의 추진 및 보고서 발간

연구원 설립초기에는 농촌인구 감소 등 1970년대 말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되어 전환기적인

생산, 공급, 유통, 가격 정책의 현안문제와 구조개선 등 1980년대 농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한 연구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①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고도성장경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책, ② 개방경제 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해외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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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을 복지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반문제, ④ 농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급한 단기과제, ⑤ 농어민과 대화하

는 여론농정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기

본방향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 는데

이와 같은 원칙은 상당기간 지속되었

다. 1978년 4월, 연구원 발족 후 연말까

지 9개월 동안 19개 과제를 완료하

다. 1978년 5월 31일에는「농촌경제」

를, 11월 6일에는「Journal of Rural Development」를 창간하 으며, 8월 18일에는 농수산부와 식품

수급표에 대한 용역사업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업이 연구원에서 주요 역할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

었다. 1979년에는‘1980년대 농업개발전략’을 통해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농지제도 개

선방안연구’를 통해 구조개선에 필요한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1980년에는‘농수산통

계개선에 관한 연구’와‘농작물재해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농촌공업과 농외소득에 관

한 연구’등 새로운 농정수단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또, 1981년에는‘1980년대 농정의

기본 구상’연구를 통해 한국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다. 1982~1983년에는‘전국권 농수산

물유통개선 기본계획연구’를 비롯하여‘농촌정주생활권개발연구’및‘농지제도조사연구’등을 수

행하 다. 

1984년에는 정책연구 수요를 반 하여 ① 농수산물유통 개선, ② 국민식량문제, ③ 농어업자원

의 합리적 이용, ④ 농어촌사회개발 등과 관련한 농정시책 및 장단기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를 강

화하기로 하 으나 큰 틀에서 볼 때 연구과제의 선택원칙은 대동소이하 다. 다만 이 무렵에는

1982년부터 추진해 오던‘농촌지역 종합개발 연구’결과가 시책사업으로 반 되어 우리 연구원은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을 설치·운 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장기 식량수급에 관한 연구’,

‘복합 농과 지역농업에 관한 연구’,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 검토를 위한 연구’등을 수행하 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 수입개방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농수산물 수입부과금제

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농촌공업과 농공지구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를 수행하 다.

1986년에는‘농어촌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산림청의 농림수산부 이관, 「농지임대차관리법」제정,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립 등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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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개방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농업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1987~1992)에는 ① 농어가 소득증대, ② 장단기 농정시책방향 제시, ③

농수산물 수출입정책, ④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21세기를 향한 한국농

정의 진로와 연구 과제’, ‘농림수산행정조직 개편’, ‘축산물 장기 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UR의 협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농산물시장개방의 향과 대응전략’, ‘농어민연금제도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1987~1988년에는‘통합농업정보시

스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 으며, 1989년에는‘부산시 서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방안 수립’을 통해 도매시장 설치 및 운 의 기본모델을 마련하 다. 1990년대 초에는

수입개방에 따른 향분석과 대책으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농수산물

의 효율적인 수입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와‘수입개방화에 대응한 과수농가의 생산성 제고방

안 연구’, ‘UR이후를 대비한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실천방안’, ‘주요국의 농수산물 수출입 시장조

사’그리고‘농업구조정책의 목표와 지원시책’,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촌사회정책의 방향정립

에 관한 연구’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동서독의 통합과 소련의 해체,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전환 등 1990년대 초부터 통일 관련 연구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3년 UR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중점 연구분야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고‘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의 시장개방 파급 향 분석’,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 체 확립에 관한 연구’, ‘쌀의

지역별 차별화 전략에 관한 연구’등과‘OECD가입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 다. 아울러 그동안 10여 개의 실로 운 하던 연구조직을 농업부문연구부, 생산경제연구부,

유통경제연구부, 산림수산경제연구부, 농어촌개발연구부, 국제농업연구부, 동향분석실 등 6부 1

실의 대실체제로 정비하 다. 그해 12월 15일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4년도 연구방향은 새로

운 농림수산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농산어촌의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작목별, 지역별 대

책에 관한 연구’등을 수행하 으며, 우리 연구원에‘농어촌발전위원회’사무국을 설치하고, 농어

촌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입안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다. 1995년에는 ① WTO 체제와 세계화에 대비한 장단기 정책방안, ② 지방화에 대비한 농정추진

방안, ③ 남북한 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연구, ④ 농어촌 현안문제 해결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연

구과제를 수행하 으며, 9월에는 정부의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증대에 따

른 효율적인 기술개발의 관리를 위해 부설‘농림기술관리센터’를 개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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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는 농어촌발전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21세기를 대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농림사

업 지원제도 개선방안’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이듬해에는 21세기 농업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정립에 중점을 두고 농림사업평가,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21세기에 대응

한 농수산물 유통 개선대책 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1998년은 IMF체제하의 농촌경제 현안 극복

을 위한 현장 연구에 역점을 두고‘IMF 관리체제가 농업에 미치는 향 및 대응방안’, ‘농지규모

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방안’, ‘국민의료보

험 통합과 농어촌 적용대책’, ‘통일대비 농림어업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하 다.

1990년대 말에는 북한농업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1999년에는 IMF 극복과 WTO 차기협상 대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실용연구에 역점을 두고 IMF

체제에 대응한 농업정책개발, 농가부채대책, 지방농정 활성화 방향, 남북한 교류와 통합에 대비한

정책개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복지정책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 다. 2000년에는

21세기 농업여건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개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농정 현안 해

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 등을 추진하 고, 국내외 연구협력 증대를 통하여 연구의 질 향상과

연구원의 위상 제고를 추구하 다. 2001년에는 ①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농업부문 중장기 및 기

초연구의 지속적 추진, ②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중단기 정책개발, ③ 농업인

의 생산적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연구사업을 추진하 다. 1999년

부터 우리 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제를 추진하

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시련에 직면하 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9~2001년까

지 연구과제는 연평균 124개로 1998년(72과제)에 비해 무려 72%나 많은 과제를 수행하 다. 

2002년에는 연구조직을 농산업경제연구부, 농촌발전연구부,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정연구센터,

산림정책연구실로 축소·정비하고, 2002년에는 136개 과제, 2003년에는 144개 과제, 2004년에는

168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한층 도 높은 연구 관리를 하 다. 2002~2003년까지 연구의 기본방향

으로 ① 지식·환경·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② 농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초연구,

③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설정하고‘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직접지불제 파

급 향 분석’,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2004년에는 ① 농업

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② 소비자 지향적인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③ 농가소득보전 및 안

전망 대책, ④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농촌의 어메니티 제고, ⑤ 지역균형개발 및 농어민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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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⑥ 국제협상·남북한·동북아 농업협력 대비 연구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쌀 유통

부문의 경쟁력 제고 시스템 개발’,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방향’, ‘WTO/DDA협상 타

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향과 경쟁력 제고방안’,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방안’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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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연구

보고서(R)
수탁연구
보고서(C)

연구자료
(D)

정책연구
보고서(P)

토의용
논문(W)

교육·홍보
자료(E)

연구총서
(S)

기타연구
보고서(M)

농정연구
속보(PR)

총 계

1978년 24 6 30

1979년 10 25 2 1 1 39

1980년 16 10 3 1 3 33

1981년 26 19 8 2 1 56

1982년 9 26 6 2 4 5 52

1983년 23 16 13 5 2 1 60

1984년 19 33 14 6 3 3 78

1985년 23 8 14 6 1 4 56

1986년 21 7 25 9 1 10 73

1987년 27 3 19 4 2 9 64

1988년 34 13 31 1 4 83

1989년 28 14 7 1 11 61

1990년 30 10 6 1 47

1991년 21 29 12 4 66

1992년 18 15 27 2 16 78

1993년 29 14 10 5 10 68

1994년 18 12 15 3 1 11 60

1995년 25 13 18 5 10 71

1996년 17 22 15 6 2 15 77

1997년 16 13 18 5 2 10 64

1998년 20 12 15 9 12 68

1999년 18 35 13 2 1 12 81

2000년 11 59 20 2 12 104

2001년 13 40 21 7 23 104

2002년 14 40 22 7 24 107

2003년 18 28 21 8 11 24 5 115

2004년 27 55 20 10 3 1 19 12 147

2005년 24 53 15 4 1 1 23 12 133

2006년 21 34 11 4 5 18 6 99

2007년 22 45 25 6 1 7 9 115

합 계 598 727 452 84 20 39 26 295 44 2,289

연도별·형태별 보고서 발간 실적



2005년에는 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② 지역균형발전과 다원적 기능의 실현을 위한 농

업·농촌발전전략, ③ 안전 농산물·농식품공급시스템 구축연구, ④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경

의 안정화, ⑤ WTO/DDA 농업협상과 FTA체결에 대비한 협상력 강화, ⑥ 농업부문의 국제협력과

교류확대를 중점 연구방향으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 하에‘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

안에 관한 연구’,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확대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 ‘농산촌지역 혁신체계 기반 구축’,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농식품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운 방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등을 수행하 다. 

표와 같이 시기별 보고서 발간부수를 살펴보면 설립초기에는 연간 30~40권을 발행하 다. 그 후

1999년 경제사회연구회로 편입될 때까지 연구보고서 20여 권, 수탁보고서 15권, 정책연구보고서

5~6권, 자료집 10여 권 등 매년 50~60권씩 발간하 다. 1999년부터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수탁연

구를 통해 확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수탁과제 수가 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고

세미나나 워크숍, 특별작업 등 다양한 활동결과를 정리한 기타보고서도 크게 증가하 다. 한편

1980년대 중반까지 매년 한두 권씩 발간되던 연구총서는 발간이 거의 중단되었다. 특히 신속한 정

보제공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역할로 강조되면서 2003년부터는 워킹페이퍼와 속보까지

발간하게 되어 2004년에는 연간 147권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발간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발간된 연구결과 보고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크게 농산업 615권, 농업구조 550권,

국제농업 495권, 농촌발전 337권, 산림 34권이며 그 밖에 지방농정 73권, 농업사 38권, 수산 37권

등으로 나타났다. 엄 하게 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보고서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쌀과 축산, 원예

등 품목에 대한 연구와 농산물 유통, 그리고 농자재 및 기술을 포함하는 농산업 분야와 농지, 농업

구조, 농업전망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DDA 및 FTA

협상과 북한농업 및 중국농업 등을 포함한

국제농업 연구와 농어촌종합개발계획, 농어

민복지, 농외소득 등 농촌개발분야가 큰 비

중을 차지한다. 

지난 30여 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의 전환기

농정에 대한 방향제시와 1980년대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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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의 개방화에 대한 대응전략, 1990년대 중반 개방화 이후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방안,

그리고 최근의 식품안전성과 지역균형발전,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까지 우리 연구원은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농정부문의 싱크탱크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연구과제의 수나 수탁연구과제 비율 등을 보면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고 출판물뿐

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연구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탁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업적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의 품질관리와 정책연

구기관 본연의 역할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야별 연구동향

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농정의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과 인력을 여러 차례 개편하면서 농림

수산업과 농어촌에 관련된 경제 및 사회문제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사실 연구분야를 분

야별로 엄 하게 나누는 데 한계가 있으나 2007년 현재 연구조직인 농업구조연구부문과 농산업연

구부문, 농어촌발전연구부문, 국제농업연구부문, 산림정책연구부문으로 나누어 주요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97년 4월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족하기 전까지 우

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수산부문에 관한 연구와 앞서 구분한 연구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문을 기타

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야별 보고서 발간 실적(197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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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해 당 분 야 보고서수

농업구조
(550)

농산업
(615)

총량, 전망, 비전 총량분석, 중장기 전망과 비전, 기타 107(4.7)
농업구조 농업구조 개념, 성격, 구조정책, 기타 109(4.8)
농지 농지소유와 임대차, 농지개발, 용수, 국토계획 등 195(8.5)
인력과 경 체 농업인력, 농가소득, 농업경 , 농업법인 47(2.0)
농업재정, 금융 농업재정, 농업금융, 협동조합, 기타 86(3.8)
기타 기타 6(0.3)

쌀 수급안정, 양관관리, 유통지원, 시장개방, 기타 75(3.3)
축산 축산정책, 한육우, 낙농, 중가축, 소가축, 유통, 가공 93(4.0)
원예특작 수급 및 가격, 화훼, 채소, 과수, 특작, 기타 작물 85(3.7)
유통 유통정책, 도매시장, 산지유통, 물류, 유통센터 126(5.5)
식품 수급, 식품산업, 소비통계, 소비자정보, 원산지표시 77(3.4)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정책, 농업생태, 친환경농산물유통, 폐기물 등 45(2.0)
농자재 및 기술 농업기계화, 비료, 농약, 종자, 농자재, 농업기술 등 107(4.6)
기타 기타 7(0.3)



농업구조분야

농업구조분야 연구에는 농업부문분석, 농업구조, 농지제도, 인력과 경 체, 농업재정 및 금융

분야의 연구가 포함되는데, 그동안 550편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농업부문분석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업의 총량지표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액,

품목별 수급량 등 총량지표를 전망하고 이들 지표와 정책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농업정책

수립에 이바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업부문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1985)’,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어촌발전 부문계획안(1992)’, ‘신경제 농수산장기

발전 구상(1996)’,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 농수산분야(2001)’,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2007)’등의 연구를 통해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다. 

농업구조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구조개선이 정책적으로 부각되면서 연구수요가 크게

늘어난 분야이다. 농업구조 연구는 농업구조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우리 농업의 만성적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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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해 당 분 야 보고서수

농촌발전
(337)

산림(34)

국제농업
(495)

기타
(258)

계

농촌사회변화 농촌사회, 농촌인구와 가구, 농촌사회조직, 농민의식 25(1.0)

농외소득 새마을공장, 부업단지, 농공단지, 농촌관광, 농촌산업 45(2.0)

농촌생활환경 농촌정책, 새마을운동, 정주생활, 농어촌종합개발 등 200(8.7)

농촌복지 사회안전망, 재해보험, 보건의료, 농촌여성, 교육 48(2.1)

기타 기타 19(0.8)

DDA농업협상 UR농업협상, DDA농업협상, 쌀관세화유예협상 34(1.5)

FTA협상 한·칠레FTA, 한·미FTA, 한·중FTA, 한·아세안FTA 등 30(1.3)

농산물무역 농산물무역정책, 시장개방 향, 농산물수출입 등 104(4.5)

북한농업 농업협력, 통일대비, 기타 96(4.2)

주요국 농업 중국농업, 북미 및 남미, 유럽, 아시아, 기타 256(11.2)

기타 기타 9(0.4)

산림 산지개발, 산촌개발, 산림자원, 임업관련연구 등 86(3.8)

수산 생산경 , 유통무역, 어촌개발, 기타 37(1.6)

지방농정 지방농정 73(3.2)

농업사 농업사 38(1.7)

국제농업협력 국제농업협력 16(0.7)

기타 조직 8(0.4)

2,289



소농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상업농

이 빠르게 성장하고 농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대부분 거시적인 동

향파악에 그치고 있어 구조변화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 다. 1990년대에는 농업구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으나 주로 농가계층 분화나 토지이용 형태에 초점을 두어 농업경 조직론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농업구조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연구 등을 통해

‘농어촌발전대책 수립(1983)’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및「농업농촌기본법(1998)」제정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지제도는 농정의 근간인 동시에 농업구조 개선과 접한 관계를 가지는 분야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문제에 관한 농업정책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이라는 국토

이용 정책측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농업진흥지역과 농지전용부담금이 도입되었으며, 1993년에는「국토이용

관리법」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1994년「농지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은 연구원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농지와 농업용수의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2003년 새로운「국토계획법」의 제정을 계기로 농정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의 향으로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업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가 진전되자 농업인력과 경 체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농업인력과 경 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촌인구 이동 실태 및 요인분석, 농업인력 수급분석 및 전망, 후계인력 육성과 교육방안 등

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이 시작되면서 후계자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후 1990년대에는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농가 이외에 농업경 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농업경 체로 분류하여 기업적 경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밖에도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프로

그램의 개선방안이나 농촌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그리고 UR 이후 농가소득의 실태와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으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 농가소득과 경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 다.

농업재정연구는 정부의 재정투융자를 다루어 왔으며, 금융부문에 대한 연구는 경제주체들 간의

자금융통과 자금이용에 관한 활동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 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는

당시의 정책 현안이었던 부채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1990년대에는 UR 이후의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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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개편 등과 같은 금융제도 개선,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융자

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에는 DDA와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종합자금제도 및 농업금융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개선에 이바지하 다. 

농산업분야

농산업분야의 연구에는 쌀을 비롯한 경종작물과 축산, 원예 및 특작 등 농작물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 등을 포함한 식품, 친환경농업, 비료·농약·농기계·종자 등 농용자재와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된다. 1980년대에는 품목별 자급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

을 위한 수급 및 경 분석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1990년대 이후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식품소비여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농식품 소비안전, 친환경농업 육성 등

시장지향적인 분야로 연구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쌀산업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쌀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등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을, 쌀 자급이 달성된 이후에는 정부양곡 관리방식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 다. 그 후 쌀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유통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양

정개혁(1993)과 쌀산업종합대책(1997) 수립 등에 기여하 다. 2003년부터는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비한 연구를 수행하여 협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 으며, 쌀 시장개방으로 예상되는 농가의 소

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제시하 다.

축산업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축산정책 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축산업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후반기에는 유통문제가 중요시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UR 협상에 대비한 연구를 시작하여, 협상

타결 이후에는 한국축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2000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등 축산환경문제와 가축질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구조 형성, 축산농가의 경 안정을 위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예특작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농가의 소득작목으로 성장해 온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생산, 유통, 가격에 관한 실태분석과 산업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취급 대상품목은

1980년대까지는 양념채소가 주종을 이루었고, 양잠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산업이 쇠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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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중단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에는 시장개방에 따라 감귤, 사과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가 본격화되었고, 화훼·인삼·버

섯·한약재 등에 관한 연구도 그 뒤를

따랐다. 1980년대까지는 이들 품목의

생산 및 소득안정과 경 분석을 통해

수급 및 가격불안정을 완화시키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 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UR 협상 및 한·칠레 FTA 협상 타결 등

새로운 시장여건 속에서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 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농업이 시장지향적 상업농체제로 급속하게 변하면서 유통과 시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물유통체계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수산물 공 도매시장의 건설·관리·운

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고 실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이 밖에 유통마진과

유통비용, 효율적 거래방법, 유통시설의 적정입지, 산지유통과 유통시설, 해외마케팅 조직, 농산

물소매유통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늘어나고 대안으로 농조합법인에 의한 유통사업이 늘어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판매사업의 활성화, 연합사업, 공동마케팅, 공동계산제 등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

근에는 산지와 도매시장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시설현대화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분야에 관한 연구는 식품수요와 식품산업, 그리고 소비자정보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식품수요는 1980년대 중반까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내농업의 공급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후 1980년대 후반부터 소비구조와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규명하는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식품산업에 관한 연구는‘식품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1983)’, ‘전통식품

육성방안(1993)’등을 거쳐 2000년대에 들어‘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방안(2001)’,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시장 활성화 방안(2006)’등이 있다. 이 밖에 2000년대

이후 빈번히 나타난 식품위해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자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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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맛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농산

물 원산지표시제도(1995), 지리적표시제도(1997),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2001), 농산물표시제도

의 현황과 문제점(2005) 등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는 화학적 투입재의 과다사용, 가축분뇨의 대량 발생과 부적절한 처리

에 따른 생태환경 악화,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서 출발한다. 즉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

응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한 과제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개발과 평가, 지역단위 친환경농

업 육성정책프로그램 개발, 농업생태계의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및 소

비확대, 농축산물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농업환경지표 개발, 농업부문과 연계된 국제환경협약

등을 들 수 있다.

농자재 및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등 투입재에 대한

생산-소비-유통 등 농자재시장연구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한 기술연구를 포함한다. 이 분야의 연구

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적정이용과 수급안정이 정책적 관심사 으나 1990년대 들어 비료와 농약

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과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고, 시장개방하에서 농자

재에 대한 보조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관심 역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분야에서는

1980년대부터 농기계 원가조사, 농가의 농기계 이용 및 위탁 농회사 실태분석 등을 통해 농기계

산업의 효율화와 정부의 기계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농업기술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수산 기술개발 정책방향(1995)’과‘개

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과학 기술개발 및 보급전략 연구(1996)’등은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우리 연구원에‘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농촌발전분야

농촌발전연구 분야에는 농촌사회변동에 대한 기초연구와 농외소득 및 지역산업, 농촌생활환경

및 지역계획, 농촌복지 등 농촌이라 부를 수 있는 군과 도농통합시의 읍·면 단위 공간적 범역을 대

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다만 한때 이 분야에서 다루어 왔던 지역농업과 농촌정보화에

관한 연구는 각각 농산업연구 및 농업관측센터로 옮기고, 국제농업개발 및 협력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교육 및 훈련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제2편 연구원사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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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 변화에 관한 연구는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농촌사회의 변화 모습을 분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농촌사회가 분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

로는‘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1984)’와‘한국 농촌사회경제의 장기

변화와 발전(1985-2001)’등 농촌사회변동에 관한 연구와‘농가의 성격변천에 관한 연구(1993)’

등 농촌인구 및 가구변화에 관련된 연구,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2004)’과‘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2003~2006)’,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2005)’등 농촌사회조직 변화 및 농촌주민의 의식변화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는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서 큰 역할을 하 다.

농외소득 및 농촌산업 관련 연구에는 농외소득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거나 관련 정책사업의

문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한 연구가 많다. 1970년대 이루어진 연구는 농가부업과 새마을공장

등 개별·분산적인 농외소득원 개발을 추구한 데 비해, 1983년「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제정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집단 입주시키는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농산물가

공, 그리고 관광농업까지 다양한 소득원 개발방안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과 지

가상승 등 기업들에게 농촌입주의 매력이 사라지자 개별 경 체 위주의 관광농업을 마을단위 체

험마을형태로 전환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 다. 최근에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스

스로 살길을 찾아보자는 소위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지역축제나 지연산업, 향토음식산업 등을 통

한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 생활환경 및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는 농어촌지역의 물리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특

정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농어촌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촌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후 1980

년대 초에는 군단위를 대상으로 한 농촌정주생활권개발로 대상범위를 확장하 다. 하지만 지역개

발에 필요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던 중 1990년대 들어 면단위로 대상공

간을 축소하여 면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마을

가꾸기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지역 생활환경과 개발계획에 관한 정책입안에 중요한 기여

를 해 왔다. 최근에는‘농어촌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6)’를

통해 그동안 행자부에서 담당해 오던 신활력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농림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으로 농촌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 다.

농촌복지에 관한 연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상 및 재해보험 등 사회보험분야와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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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촌여성 및 노인문제, 그리고 농촌교육분야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루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의 연구는 복지라는

관점보다는 농가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농촌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력의

고령화, 농촌여성의 과중한 노동, 보건·의료 및 자녀교육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농어민연금제도의 실시, 국민의료보험 통합, 농업재해보험제도

의 도입 등 농촌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하 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농가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농어촌

복지제도의 개선방안(1991)’,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1)’,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중장기추진계획 등에 관한 연구’등이 이루어져「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2004)」을 제정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 다. 

국제농업분야

국제농업분야의 연구는 다자협상과 FTA협상, 농산물무역, 중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나라의 농

업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농산물 수출입 및 교역 관련제도 문제를 많이

다루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 시장개방 향 등을 주로 다루었다. 1990년대

에는 UR 협상 및 협상타결에 따른 향과 대책, 한·중교역 및 중국농산물 수입증대에 따른 파급

향, 남북한 농업부문 교류협력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 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는 WTO 다자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한·칠레, 한·미 등 FTA 협상이 새로운 주제로

추가되었다.

다자협상에 관한 연구는 UR 농업협상과 협정분석, DDA 농업협상분석, 쌀 관세화 유예협상분석

으로 대별할 수 있다. 1986~1994년에 추진된 UR 협상은 농정과 농산물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

하는 다자협상으로 추진배경과 협상동향 파악, 각국의 협상제안서 분석, 품목이나 부문별로 파급

향과 사전대책 마련, UR 협상타결 후 농업협정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다. 그 후 WTO 체제 출범과 뉴라운드에 대응하는 연구와 함께 2001년 DDA

출범 이후 협상동향과 대응, 분야별 쟁점과 국내 대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 유지가 핵심의제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도국 개발논리에 기여하 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농업협정서 부속서 5」에 따라 2004년부터 쌀관세화유예 연장 협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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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쌀협상시나리오 향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 다.

FTA 협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과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FTA가 국가 전략

으로 채택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우리 연구원의 FTA 협상에 관한 연구는 한·칠레 및 한·미 FTA와

그 밖에 일본, 중국, 기타 여러 나라들과의 FTA 협상에 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칠레 FTA

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은‘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동북아 농업협력방안(1999)’을

통해 칠레의 농업, 한·칠레 농산물교역, FTA 체결에 따른 교역가능성 및 그에 따른 파급 향 등을

다루고 있다. 2002년 협상이 타결되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대한 FTA의 향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미 FTA에 관한 연구로는‘농업부문 FTA 추진

전략 연구 및 DB구축(2006)’과‘한·미 FTA 향분석(2006)’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한·일간 및

한·중간 FTA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미치는 향(2001)’, ‘한·일

FTA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2004)’,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분야 대응방

안(2002)’, ‘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2002)’등이 수행되었다.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 으나 그 후 우리 농산물시

장에 대한 수출국들의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시장개방협상이 본격화되면서

1985년 별도의 연구실을 설치하고, 농산물무역과 협상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88년 한·미통상협상에 의해 1989~1991년 중 243개 농림수산물에 대한 시장이 개방되고,

1986 ~1989년 중에 발생한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GATT의 국제수지조항(18조 B항)을 원용하지 못

하게 됨으로써 273개 품목이 추가적으로 개방되었다. 그 후 1994년 UR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대부

분의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었는데 이것은 농업부문을 국제적인 규범에 적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

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은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 무역정책 파악과 협상전략 수립, 시장개방 향평가 및 국

내대책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다.

북한농업에 관한 연구는 1992년 북한농업연구실의 설치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농

업에 대한 기초연구와 통일대비 연구, 그리고 최근의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 기초

연구로는‘북한의 농업생산능력에 대한 평가(1983)’와‘북한의 토지개혁(1989)’, ‘북한의 농업개

황(1994)’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곡물생산량을 추정하는 일련의 연구와‘북

한의 농산물유통과 농민시장 운 실태(1999)’, ‘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업과 농정변화분석(2006)’

등이 있다. 1999년부터는 북한농업 전반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1999년부터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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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동향’을 발간하고 있다.

통일대비 연구로는‘통합대비 농

수산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

구(1992)’, ‘북한의 정책개방과 남

북협력(2005)’, ‘통일에 대비한 농

업분야 통합방안 연구(2005)’, ‘통

합대비 농업부문 계획: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2007)’등에 관한 연

구를 실시하 다. 한편 농업교류협력과 관련한 연구로는‘남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1999)’, ‘남북한농업의 상호 보완성(2001)’, ‘남북농업협력 추진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2005)’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남북한농업분야 교류협력사

업의 추진 등에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국농업에 관한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물을 출간

하는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조사 및 분석과 연구를 하는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한·중수교 이전의

연구는‘중공의 농업현황과 전망(1981)’, ‘중국의 농림수산물 생산 및 무역현황 분석(1988)’,

‘한·중 농산물교역전망과 수출경합에 관한 연구(1989)’등이 있다. 한·중수교 이후 진행된 연구

로는 크게 중국농업 현황과 농산물 품목별 연구, 중국농업 정책과 한·중 양국간 농업협력문제,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이슈, 중국의 농산물 수급전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농산물 품목 연

구로는‘중국 쌀 수급현황과 특징(1997)’, ‘중국의 밤산업 동향(2002)’등이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로는‘중국농업시리즈: 중국의 농업관련 법규와 조례(1993)’와‘중국농업과 농정의 전

개과정(2000)’등이 있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해서는‘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

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방안 연구(2002)’및‘WTO 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및 농

정과제(2002)’등이 있다. 한·중 농산물교역에 대해서는‘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분야

대응방안(2002)’과‘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2003~2005)’그리고‘중국의

농산물수급 중장기 전망(2005~2006)’등이 있다. 중국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자료축적과 이를 기초로 한 과학적인 동향분석이 중요한데 우리 연

구원이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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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연구

산지와 산림, 산촌에 관한 연구는 1978년 산지개발실에서 수행하다가 1980년 자원경제실에서

농지연구와 함께 추진되었다. 1986년 이후에는 농어촌종합대책과 함께 농어촌종합개발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촌개발실이 신설되고, 1988년 산림청이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면서 산림

경제실로 개편하여 산지·산림·산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연구

원에서 수행한 이 분야의 연구는 크게 산지와 산촌, 산림자원, 임업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지분야의 초기연구로는 농지확대와 초지조성 등 야산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산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1979)’, ‘산지이용의 현황과 합리적인 이용방안(1982)’, ‘산지초지개발에 관한

연구(1983)’등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산지의 이용체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산지

관련 행정체계 및 조직 개편방안(1987)’등의 연구를 통해 산림청을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 다. 그 후‘21세기를 향한 임업발전과 산지이용 전략(1989)’,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1991)’, ‘산지소유와 묘지제도(1990)’등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산지이용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 다.

임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된 산촌부문에 관한 연구는‘농림가 육성과 산촌진흥에 관한 사례연구

(1985)’와‘21세기를 향한 농산어촌 발전과 새 전략(1989)’, ‘산촌종합개발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1995)’등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다. 그 후‘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지역 소득증대 방안 연구(1999~2000)’와 클러

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2005)’를 통해 산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방안을 제시하 다.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기 국내 목재산업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1989년에는 21세기의 새로운 임업정책을 마련하고, 관광휴양자원으로서 휴양림개발

모형을 제시하 다. 그 후‘중장기 산림자원 육성 전략수립 및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1993)’, ‘산림

생산기반 조성과 임도 및 임업 기계화(1993)’, ‘산림 100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1994)’등

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임업에 대한 연구는‘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조림사업

의 기초가 되는 묘목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제시하고, ‘사유림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2000)’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역설하 다. 또한‘임산물 종합유통연구센터’및‘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분석 및 관리·운 방안에 대한 연구(2000)’를 통해 국산재의 소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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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방안을 모색하 다. ‘목탄·목초액의 산업화연구(1999)’및‘산림내 폐잔재의 현지 활용을 위

한 한국형 탄화장치개발에 관한 연구(2004)’등을 통해 임산 부산물로 생산되는 목초액의 산업적 활

용을 도모하 다. 이 밖에도 2002년부터 시작된 밤에 대한 임업관측과 함께‘산림보험제도 도입

을 위한 조사연구(2003)’및‘밤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2004)’는 시장질서 하에

서 임업경 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한편‘임업분야 WTO 뉴

라운드 대응방안 연구(2000)’와‘WTO/DDA 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향분석’은 WTO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임업분야의 피해를 계측하고, ‘임업부문의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2006)’등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개방화 시대에도 임업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 다.

기타 연구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연구 중에는 앞

에서 소개한 농업구조와 농산업, 농촌발

전, 국제농업, 그리고 산림경제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수산경제나 농업사, 농업

정보화, 지방농정 등에 대한 연구도 있

다. 한때는 이들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해

왔으나 그 후 농업·농촌과 우리 연구원

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우리 연구원의 조직개편 등으로 후속연구가 많지 않다. 

수산경제 분야의 연구는 1997년 해당 업무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수산 및

어촌부문의 정책개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수산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

구가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이 수행한 어선어업과 양식업에 대한 연구는 생산요소

의 투입과 산출, 어장의 보전 및 생산성, 기술개발 정책 등은 물론 수산물 유통과 어촌개발에 관해

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관 후 수산업 및 어촌에 관해 별도의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에 발간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년사’를 참고하

기 바란다.

농업사부문의 연구는 농림수산부문의 경제사적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동안 농업구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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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분류하거나 때로는 농촌발전연구 또는 농정연구에 포함시켜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

행한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농서연구, 일제시대 토지제도 및 농촌사회연구,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정 40년사 편찬, 한국농정 100년사 편찬 등으로 엄 한 의미에서 농업구조나 농촌발

전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장을 만들 만큼 연구가 발전될 때까지 한시

적으로 기타연구에 분류하 다.

농업정보화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농업정보화의 기

초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정보센터와 우리 연구원의 농업관측업무가 시작되는 계기

를 마련하 다. 그 후 1990년대 후반에는 농촌지역 정보화 실태와 문제에 대한 일련의 조사연구

결과를 기초로 소위 농산물유통과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농촌지역 정보화의 가능성과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농림부가 추진해 온 기존의 농업정보 개념을 농촌정보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이 밖에 1980년 초부터 지역농업과 지방농정에 대해 일련의 연구가 있었으나 오랫동안 이 분야

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없어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GIS나 유비

쿼터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방화정책으로 지방농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

서 이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0여 년간 해마다 100여 개가 넘는 과제를 소화하고 있지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주제나 품목도 꽤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중장기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몇 년간에 걸친 그야말로 중점적인 기획연구가 필요하다

는 지적도 있다. 그러므로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때나 과제 발굴 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

여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를 발굴·수행함으로써 그야말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본연

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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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연구

농업구조 문제는 농정의 근간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비교적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해 온 분야이다. 협소한 경지와 다수의 농업인구를 배경으로 만성적인 세농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농정의 최대 관심사는‘농업구조개선’에 모아졌다. 이러한 연유로

농지와 노동력 그리고 자본 등 농업생산요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농업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농산물 시장개방이 진전되면서 정부는 거액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농업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하 다. 이를 계기로 농업부문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연

이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농림부에 농업구조정책국이 신설되어 농지, 경 인

력, 협동조합, 여성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이들 정책부서와 연계하여 관련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여 왔다.

이 장에서는 농업부문 및 농업구조·경 분야에서 지난 30년간 수행한 연구실적(연구보고서,

자료집, 정기간행물 등)을 주제 및 시대별로 정리하면서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1978~1997년의 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년사’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

기서는 그 후의 실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제1절은 농업부문 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총량 모형의 개발 및 그 분석 결과에 근거한 농업·농

촌 중장기계획 수립, 그리고 미래 비전 등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다. 제2절은 농업구조 연구의 총론

적인 성격으로 시대별 이슈와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정책의 수립에 기여한 내용과 약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제3절부터 5절까지는 각론으로서, 제3절에서는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 농지의

보전과 개발, 국토정책 등의 농지제도에 관하여, 제4절에서는 농가인구와 농업취업자, 농업경 과

농가경제, 농조직과 농업법인 등의 농업인력과 경 체에 관하여, 제5절에서는 농업재정과 금융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에 관하여 각각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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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분석

농업부문 분석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업의 총량지표를 전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

액, 품목별 수급량 등의 총량지표를 전망하고, 아울러 이들 지표와 정책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농업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이바지하여 왔다.

특히 농업전망 연구의 결과로 1998년부터 매년 1월에‘농업전망대회’가 개최되도록 정례화

하 다. 연초의 전망대회에서 농업부문의 거시지표 및 품목별 수급에 관한 전망치를 발표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계획 수립은 물론 정책 담당자의 업무계획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부문의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1990년대 초까지는 국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과 관

련하여 우리 연구원이 농업분야를 담당하 다. 그 연구 결과가‘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농업부

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1985)’,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어촌발전부문 계획안(1992)’,

‘신경제 농림수산 장기발전 구상(1996)’등이다.

또한 중장기 농정 방향으로‘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농업부문)(1986)’,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경제의 갈등과 새 도전(1989)’, ‘열린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농업부문)(1997)’,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농수산 분야)(2001)’,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2007)’등

의 연구를 통하여 농업·농촌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 다.

총량분석 모형 연구

농업부문 총량분석의 연구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신인 국립농업경

연구소의 업적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국립농업경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만한 전문 인력과 재원이 없었다. 따라서 1971년에 미국 국제개발기구(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재정지원을 받아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수진과 함께 한

국농업 섹터연구팀(Korean Agricultural Sector Study Team, KASS)을 구성하고 농업부문 총량분석

연구를 수행하 다.

이러한 배경으로 1978년에 연구원이 개원하면서 농업부문 총량모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짧은 기간 동안에 이론적 모형 개발, 자료 수집, 파라미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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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력 검정 등 일련의 작업이 순환 반복되는 연구 체계가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측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비중도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업부문 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는 이정환 박사를 중심으로‘농가경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R37, 1981)’, ‘농업부문 모형 개발과 정책실험에 관한 연구(R52, 1982)’, ‘농업부문 모형에 의한

중장기 농업정책(R67, 1983)’, ‘한국 농업의 여건 변화와 발전전략(R73, 1983)’등의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문분석 모형의 개발 방법이 축적되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수행된‘제6차 5

개년 농업부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연구를 계기로‘농업부문 총량지표 분석모형’이 개발되기에

이르 다.

‘농업부문 총량지표 분석모형’이 완결되기까지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

수요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요이론에 부합하는 모형(AIDS)이 채택되었다. 뿐만 아니

라, 연령별 식품소비량 분석 및 전망 모형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1986년에‘한국농촌경제

연구원-AIDS 농산물 수요모형 이용지침서’라는 연구 자료로 발간되었다.

농산물 공급 부문에서는 선형계획 기법을 채택한 농업자원 배분 모형과 회귀분석 방법에 의한

단수 결정 모형이 개발되었다. 농가인구 결정 부문에서는 농가인구와 이농 모형이 설정되었는데,

이농 모형의 경우 비농업부문의 신규취업자 수요와 농가·비농가 간 소득격차를 외생변수로 하는

이농 모형이 설정되었다. 인구 모형에서는 연령별 생존율을 이용한 연령이동 모형이 개발되어 이농

모형과 함께 농가인구 및 농업취업자가 전망될 수 있도록 모형화하 다.

1986년 이후에는 농업부문 총량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모형 중에서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개발된 농가인구 결정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986년에‘농업부문 장기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R126)’가 수행되었으며, 1987년에는 농업부문 투자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기 위하여‘농업부문 투융자 동향과 효과(R141)’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농산물 공급모형 중 농경지 배분 모형에 대해서는 선형계획분석 기법의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트(Multiple Logit) 모형을 채택하여 1989년에‘경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생산체계 정립방안 연구’가 수행되었다.

1990년대 들어 UR 협상이 진전되면서 정책 대응을 위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향 분석이 요청되

었다. 1990년에는 그동안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UR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향분석(RE13(4))’

을 하 으며, 1993년에는 최양부 박사를 중심으로 UR 작업팀을 구성하여‘UR 타결에 따른 농축산

물 파급 향 분석(P6)’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 과정에서 농산물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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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제공하 으며, 향 분석

결과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93년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UR

농산물협정 이행계획과 농업 투융자

계획 등 새로운 농업환경 틀을 전제로

한 농업부문 총량모형 구축이 연구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하에 1994년에는 조재환

등이‘농업부문 총량지표 중장기 전망(R314)’연구를 통하여 농업생산 및 농산물 가격, 농산물 자급

률, 농업부가가치 및 농업총소득, 농가인구 및 농업취업자 등의 거시지표를 전망하 으며, 그 일환

으로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개별 모형들을 보완·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는‘한국

농촌경제연구원-ASMO 농업부문 총량모형 이용지침서(D106, 1995)’로 발간하 으며, 여기에는

모형 구성체계, 프로그램 이용방법, 투입·산출 데이터 및 프로그램 파일이 수록되었다.

1996년도에는 이태호 등이 중심이 되어‘농업 시뮬레이션을 위한 일반 균형모형 개발(R345)’을

연구하 다. 이 연구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분석기법을 채택하여 농업과 농업

관련산업(Agribusiness) 부문, 국내 농업과 해외농업 부문의 연관관계를 조명하고, 동시에 농업

생산구조 조정과 그 밖의 자원 및 환경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 분야에 대한 농업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다.

1998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1998년 농업전망’예측치를 발표하고, 보고서(1998 농업전망 연구,

M39)를 발간하 다. 농업전망 연구는 농업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거시지표 전망, 재배의향조사에

기초한 품목별 수급 전망,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농산물 교역동향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단기

및 중장기 농업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 각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전망

대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그 후 농업전망대회를 통하여 발표한 보고서는‘농업전망 1999(M41)’, ‘농업전망 2000(M42)’,

‘농업전망 2001(M47)’, ‘농업전망 2002(M50)’, ‘농업전망 2003(M53)’, ‘농업전망 2004(M54)’, ‘농업

전망 2005;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M60)’, ‘농업전망 2006; 세계 속의 한국농촌(M74)’, ‘농업전망

2007; 한국농업·농촌, 밝은 미래를 연다(M81)’등이다. 

참고로‘농업전망 2007’발표대회는 10년차를 기념하여 대폭 확충된 내용으로 개최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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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는 총 6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예년과 같은 농업 협상 등의 환경 변화와 총량 및 품목

별 전망과 아울러 특별 주제로 신시장·기술개발, 농촌개발·복지, 외국의 농업·농정 등에 관한

이슈를 발표하 으며, 국내 경제와 세계 농업을 전망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정택 원장과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교의 바리켈로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 다.

한편, 1996년에 개발된 KREI-ASMO는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형으로서, 매년 자료 갱신과 더불어

개별 행태방정식 및 모형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즉, 1999년에는 김경덕 등

(M43, 1999)이 구조방정식의 부분적인 개선을 시도하 으며, 2003~2005년에는 김배성 등이 거시

경제변수 및 농업부문 자료의 기준 연도를 1995년에서 2000년으로 개편하고 모형 구조를 일부 개선

하는 등의‘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운용·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W19, 2003; W25, 2004;

M71, 2005). 그리고 2005년에는‘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종합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M70)’을 통하여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 다.

2005년 연구에서 제기된 바에 따라, 2006년에는 총량모형작업팀이 증원되어‘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6 보완 및 운용(M80, 김명환 외)’을 수행하 다. 이 모형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간

쇠고기와 양념채소류 등 수입실적이 많으나 시계열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주도가격모형구조(수입

가격과 국내가격 중 낮은 가격이 국내가격 형성)로 되어 있던 것을 수입수요함수(수입품과 국산품

의 품질가격차 반 )로 바꾼 것이다. 이 KREI-ASMO 2006을 이용하여 한·미 FTA의 향계측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2년 연구과제로 하여‘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연구(김명환 외)’가 진행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녹차·인삼·버섯·화훼 등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품목들을 모형에

추가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모형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즉, 기존 KREI-ASMO에서 추정 파라미터의

부호나 값에 문제가 있었던 유별 경지면적 배분모형을 품목별 재배면적 함수구조로 바꾸고, 수입

수요함수를 최대한 확대하며, 균형가격 발견 방식을 바꾸는 등의 모형 교체작업을 통해 KREI-

ASMO 명칭까지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품목별 수급함수 추정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9년에 농업관측센터가 생긴 이후

관측품목들에 대한 수급함수들이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김명환 외(M44, 2000)는 주요 채소와 과일

9개 품목의 재배면적 반응함수, 가격신축성함수, 수요함수 등을 추정하 는데, 이 연구가 KREI-

COMO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김경덕 외(M52, 2002)는 채소, 과일, 축산 등 관측품목 26개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반응함수, 가격신축성함수, 수요함수를 추정하 다. 이 연구는 특히 작물의 생태를

고려하는 코호트(Cohort) 분석을 기초로 한 특징을 가진다. 김병률 외(C2003-19, 2003)는 DD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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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향을 계측하기 위해 기존 KREI-COMO에 수출입 모형을 추가하며 관세율 변동에 따른 품목

별 수급 변화를 전망하 다. 이용선 외(W27, 2006)는 자료를 갱신하여 모수(Parameter)를 재추정

하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수형태를 수정하고 경제이론과 수급 실태 변화를 모형에 반

하 다. 신승렬 외(M65, 2005)는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 FAPRI 연구소에 위탁연구를 실시하여 육

류 간 대체관계를 고려한 축산 분기예측 모형을 개발하 는데 엑셀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도

입되었으며, 2007년에 자료와 모형을 갱신 중에 있다.

또한, 농업부문 전망 모형과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 세계 농업과 연계하여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2003년에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김배성 등이‘OECD 세계농업전망모형

(Aglink 2003) 도입ㆍ운용 및 분석체계 개발 연구(W18)’를 수행하 다. 그 후 매년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서 개발한 모듈에 국내 농업을 접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2005

년에는‘OECD 세계농업전망모형(Aglink)을 이용한 세계 쌀 수급 전망’, 2006년에는‘브라질 대두

생산이 국내 및 세계 대두시장에 미치는 파급 향(M79)’등이 수행되었다.

농업·농촌의 전망과 비전 연구

1990년대 초까지는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던 시기로, 연구원은‘제5차 계획

(1982~1986)’, ‘제6차 계획(1986~1991)’, ‘제7차 계획(1992~1996)’, ‘신경제 5개년계획(1993~

1997)’등에 참여하 다.

먼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부문 계획은 당시 농림

수산부가 담당하 는데, 1981년에 구성된‘농림수산 실무계획반’에 우리 연구자들이 협조하는 형

태로 이루어졌다. 이 작업에는 농업부문 총량분석 연구의 결과가 이용되었다.

1982년 말에는 국가 장기발전에 대한 연구가 한국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우리 연구원을 포함한

11개 국책연구기관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국책연구기관이 초안을 작성하여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검토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우리 연구

원에서는 허신행 박사를 중심으로 3년간 연구를 수행하여 1986년 3월에‘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

발전구상; 농업부문’보고서를 발간하 다. 또한‘한국농업의 발전모형 연구(R107, 1985)’를 통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하 다.

‘제6차 계획’은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추진하여 1985년에‘제6차 5개년 농업부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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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방향(R113)’보고서를 발간하 다. 이 연구를 계기로‘농업부문 총량지표 분석 모형’이 개

발되었는데, 이 연구는‘농가경제 시뮬레이션 모형개발(1981)’, ‘농업부문 모형에 의한 중장기 농

업정책(1983)’연구, ‘한국 농업의 여건 변화와 발전전략(1983)’연구 등의 최종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1986년에 정책토의 시리즈로‘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정책방향’을 발간하 다.

한편, 연구원은 1987년 2월부터 최양부 박사를 중심으로‘21세기 농정기획반’을 설치하고 특별

작업을 추진하 다. 농정특별작업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 농정을 지배해 온 증산농정의 패러

다임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인 민주화와 지방화, 정보화, 시장경제화와 국제적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사회 농정의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특별작업은 21세기를 향

한 농정개혁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총론, 농업, 임업, 수산업, 농산어촌의 5개 부문

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초청토론회, 분야별 토론회 등의

내용이‘21세기 농정자료 시리즈’10권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2년여의 연구 결과가 1989년 5월에

종합보고서‘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경제의 갈등과 새 도전’이라는 제명으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

서는 개방화 시대를 맞는 1990년대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7차 계획’은 UR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향에 대한

효과를 산출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1992년에 발행된 농림수산부의‘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 농어촌발전부문계획 1992~1996’에 반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부문 총량분석

모형이 개발되어 그 결과가‘경제 여건 변화와 농업정책 파급 향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1993)’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또, 한두봉 등은‘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R270, 1992)’을 제안

하 다.

1993년 2월에 김 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존의 경제계획을 재편하여‘신경제 5개년 계획

(1993~1997)’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허신행 원장이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신

농정’을 주창하 으며, 우리 연구원은 농림수산부와 공동작업으로‘신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

하기도 하 다. UR 타결 직후인 1994년 1월부터 6월까지 대통령 자문기구로‘농어촌발전위원회’

가 설치되어 당시 정 일 원장이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연구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최종

보고서인‘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의 작성에 기여하 다. 

1997년에는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수행한‘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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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구에 김정호 등이 참여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농정 방향으로 WTO 체제하의 본격적

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21세기 농업구조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구조

적 혁신을 추구하고 기술·경 ·유통·수출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 다.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겪은 후 IMF 관리체제하에서 농정개혁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반 하여 1998년에

‘경제위기를 넘어 21세기를 향하는 한국 농업과 농정 비전 전략 시책(M40)’을 연구하 으며, 1999

년에는 정부의‘한국경제 중장기 비전’수립 방침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여‘21

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C99-31)’를 발간하 다. 또, 경제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2001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축으로 수행한‘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농수산 분야)(P43,

2001)’에 참여하 으며, 농림부 연구용역으로‘21C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C2001-20)’을

발간하 다.

2002년 3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중장기 농정

방향을 검토하 다. 연구원은 농어업특위의 활동을 지원하여 2002년 말에 중장기 정책보고서인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발간하는 데 기여하 다. 그 밖에도 연구원은 농정분야의 유일

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연구자를 농어업특위의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배려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 4월에 당시 고건 총리의 지시를 받아 김정호 박사를 중심으로 농업 성공사례 및 중장기

농정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 으며, 그해 8월 7일에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한갑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허상만 농림부장관,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농업 성공사례 보고회’를 개최하 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한국농업의

현실과 비전(P59)’으로 발간하 다.

2005년에 정부는 국가 장기비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민

간전문가와 1년여 동안 공동작업한 결과를‘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2006. 8)’으로 발표하

다. 이 보고서에서 농업부문은 미미하게 다루어졌다. 이에 연구원은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농

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C2007-4)’연구를 수행하여 농업·농촌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

고 정책과제를 건의하 다.

또한, 연구원은 정부의 농정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하여 농림부와 공동

으로 백서의 형태로 발간하 다. 김 삼 대통령 정부의 농정 실적을 정리한‘개방에의 도전;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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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백서(1997)’,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농정 실적을 정리한‘국민의 정부 농정백서; 농업·농촌

의 변화와 대응(2003)’,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중간 기록인‘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참여

정부 정책보고서(C2006-54)’등을 발간하 다. 

농업구조

일반적으로‘구조’라는 말은‘어떤 물건이나 조직체 따위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서로

짜인 관계나 그 체계’라고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구조 분야의 연구는 농업 전체

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인과관계나 체계에 대한 연구이며, 농업의 각 부분과 전체를 관찰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고, 이론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구조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증가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 농업이 개방체제에 진입한 단계이며,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중심이 되어

논의한 뉴라운드 협상도 1986년에 비로소 UR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이즈음인 1984년 한국

농업경제학회에서‘농업구조 문제의 현실과 조정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농업

구조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또한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상업농이 빠르게 진전되고 농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 관심이

모아졌으나, 거시적인 동향 파악에 머무르거나 구조 변화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 다.

1990년대는 농업구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농가 계층 분화나 토지

이용 형태에 관심을 두었으며, 농업경 의 조직론이나 형태론적 접근은 농업구조 변화의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되지 못하 다.

농업구조 관련 기초연구

농업구조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논문 형태로 발표되었다. 몇 가지 견해를 정리하면, 농업

구조란‘각 생산요소의 결합비율(김 식, RE 1979(3))’,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특징짓는 요소들의

결합 상태(허신행, RE 1980(2))’, ‘농업생산요소 중에서 단기적으로 농업생산주체의 성격과 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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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정환, RE 1984(4))’, ‘농업생산요소 중에서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고정적 생산요소, 특히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관계(김정호, RE 1992(1))’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농업구조가 광의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농업의 산업적 구조를 가리키며, 협의

로는 농업생산의 관점에서 고정적 생산요소의 결합관계, 특히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관계를

함축하는 용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김정호 등, R453, 2003) 정책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개념

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특징을 가족 노동력에 토지가 결합된‘가족노작적 세농

구조’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구조의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1962년에 농림부가 발표한‘농업

구조개선책’에서 비롯되었으며, 농업구조의 개선방향으로서 농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업 종사자가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를 자립 가능한 경 단위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 다. 구조문제의 인식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가경제(농업생산

의 주체)의 발전을 위한 농업경 이 정책대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농업생산활동을 통한

경 의 성과로서 소득이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을 이루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보면, 1980년대는 농업구조 문제를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연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으며,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대표적인 분석시각은 생산력 구조론적인 접근과 농민층 분해론적인

접근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접근은 일본 학계에서도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생산력 구조론적 접근은 토지와 노동력 등 생산요소 보유와 그에 따른 생산력 격차에 의해

농업구조가 변동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박진도 등의 몇몇 대학 교수들이 조사연구

를 수행하 다. 그리고 농민층 분해론적 접근은 경지규모 계층별 분화분기점을 근거로 계층 간

변동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우리 연구원의 실증 연구로 이정환(RE 1983(3))은 1970년대 중소농의

상대적인 증가와 대농의 상대적인 감소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 다. 이러한 사실 인식이 학계에 퍼

지게 되면서 김성호는‘농지소유제도에 관한 조사연구(1984)’에서 농가계층 변동을 분석하여 우

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1970년대의 중농표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 다.

한편, 농가 계층 변동을 연구한 최근의 논문들은 1980년대 말부터 계층분화의 형태가 중농표준화

형에서 양극분화형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계층 변동의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에서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농민층 분해론’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김성호(M21, 198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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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총호수 감소의 원인이 전업도 겸업도 하기 어려운 중간 계층의 농가가 이탈한 때문이라고

지적하 다. 농가의 계층 변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업총조사나 농업기본통계에서 제시한 경지

규모 계층별 농가 통계가 이용되었다.

1990년대 들어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로서 농가의 경 체적 성격이나 가족구조에

대하여 실증조사와 분석이 시도되었다. 김성호 외(M28, 1992)는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가족구성 변화를 분석하 는데, 농가의 전통적인 2세대 가구가 쇠퇴하면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 또한 김정호(R278, 1990)는 농가의 가족노작적인 자작농적

성격이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농가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정기환(R296,

1993)은 농가의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에 주목하여 경 형태와 토지이용의 변화를 분석하

으며, 15년간의 마을사례조사에 나타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의 가족구조와 농업경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다.

농가 계층 분화를 연구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점이며, 앞에서

논의한 양극화 경향이라는 시각도 다름 아닌 경지규모 확대 동향과 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농지의 임대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당시 정부는「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는

상황이었으며, 농지 임대차는 학계에서도 커다란 관심사 다. 이즈음에 김정호(RE 1987(4))는

1980년대 초부터 2ha 이상의 대농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상층농이 소유

농지의 경작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족노동력의 범위 내에서 임차지를 확대하는

경향을 규명하 다.

한편, 농업총조사는 농업을 경 하는 사업체의 농업 상황을 총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부터 매 10년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1990년대 초의 농업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 주관부서인 농림부가 1995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 다. 농업총조사 대상은 농가(개인

농가)와 준농가로 구분되며, 준농가는 농업을 경 하는 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등을 말

하는데, 농업총조사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2000년부터는 준농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 다.

1990년 이후의 농가구조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김정호 등(R453, 2003)은 1990·

1995·2000년도 농업총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0년간의 농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 다.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입수하여 농가의 가족구조, 노동력 구조, 토지이용

구조, 농업생산·경 구조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또한 시·군 단위 분석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변화를 파악하 다. 특히 농가의 성격에 대하여 가족 구성이 부부나 독신 가구로 바뀌어가고,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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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나 농업경 주가 점점 고령화되는 반면에 후계자는 부족하여 농업경 존속의 위기에 직면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 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 변화와 전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례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지역간 농업 발전의 격차를 농업구조 측면에서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품목별 특화계수 분석에 바탕을 둔 산지 형성과 주산지이동에 관한 연구는 지역

농업구조 분석의 중요한 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역농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한계로

지엽적인 사례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시·군 단위의 지역농업구조와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빈약하다.

지역농업구조를 분석한 연구로, 김태곤 외(2000)는 1990년과 1995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시·도별 및 시·군별 농업구조의 주요 지표에 대한 현황과 변동을 분석하고 지역농업 기초자료

로서 DB 구축 및 지리정보(GIS)를 제공하 다. 김정호 등이 수행한‘지역농업의 역량분석(P77,

2005)’에서는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시·군별로 지역농업의 역량을 계량화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 및 관련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 다. 특히 지역농업

의 역량 분석을 위한 규모지표·성과지표·능률지표와 아울러 이를 통합한 지역농업 역량 종합

지수(Total Capability Aggregation Index)를 산출하여 시·군을 비교 평가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는 농업구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농가 계층 분화나 토지이용 형태에 관심을 두었으며, 농업경 의

조직론이나 형태론적 접근은 농업구조 변화의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상업농이 빠르게 진전되고 농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거시적인 동향 파악에 머무르거나 구조 변화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구조정책

농업구조 분야의 연구는 농업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농업구조정책에 관한 연구는 1983년‘농어촌발전대책’수립, 1990년「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1998년「농업·농촌기본법」제정 등을 기준으로 네 기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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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1978~1982)는 1978년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쌀의 국제경쟁력 문제가 제기되고, 농업에도

비교우위론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 농업에 대해 여러 가지

농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농업구조정책에 관한 연구와 농업생산

요소의 배분 등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 다.

제2기(1983~1989)는 한국 농업의 전환기에 대비하여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986년 3월에 수립된‘농어촌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 던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한국 농업의 개방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에 수립된‘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계획하 으며, 또한 1986년 9월부터

UR 협상이 시작되었던 기간이다. 따라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수립, UR 협상 대책 수립 등에는

농업구조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항상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농업구조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제3기(1990~1998)는 한국 농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법률의 제정과 농정개혁을 위한 조치

등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1990년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 다. 그 후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UR 협상에 의하여 발족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비하여 한국 농업

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농어촌 발전 대책의 수립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농업구조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제4기(1999~2007)에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45조 원 규모의

대규모 농촌 투융자계획(1999~2004)이 이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칠레

FTA가 비준되고, 한·미 FTA 협상 등이 추진되면서 급속한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농업·농촌종합대책(2004)’과‘119조 투융자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른바 참여정부

농정을 뒷받침하는 2단계 투융자계획

에서는 농업정책과 더불어 소득 및 농

촌정책으로 대상을 다양화하 으며,

상향식 농정추진 체계 개편이 추진되

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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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제시 및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의거한 각종 투융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과 평가와 관련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시대별로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농업구조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한 시기이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 농업이 개방체제에 들어서는

단계이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시장개방 압력이 거론되기 시작하 다. 이전 한국 경제가 급속한

공업화와 국제화 과정에 있을 때는 전환기의 농정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

는데, 1980년대에는 농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환기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환기의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모색을 위하여 농업의 성장과 장기발전 방향, 전략적

농산물의 선택과 생산조정 등을 다룬 연구(허신행 S17, 1986; 허신행 등 M13, 1986; 허신행 등

R168, 1988)에서 농업생산구조의 재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 다.

1990년대에 들어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시장개방 진전에 대응하여

농업경 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농지제도 및 유동화 정책이 커다란 관심사 다. 이들 연구

(이정환 등 R216, 1990; 정명채 등 R227, 1990; 한두봉 등 R270, 1992; 김성호 등 M28-3, 1992; 강정일

등 C93-5-2, 1993; 이정환 등 P14, 1995; 서종혁 RE 1993(1); 김정호 RE 1993(4); G.L. Johnson RE

1994(1); 문팔용 등 D108, 1995)들은 UR 농업협상의 타결과 WTO 출범 등 농업의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구조정책의 중장기 구상 및 평가·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연구원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추진된 1995년부터 농림수산부의 의뢰를 받아 투융자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 다. 당시 부원장이던 강정일 박사가 주관하여 1996년에는‘농어촌발전대책

중간평가(C96-07)’, 1997년에는‘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C97-02)’와‘농림사업평가(C97-10)’를

수행하 다. 1999년에는 김정호 등이‘농림사업 경 체 경 실태 평가(C99-6)’를 수행하 고,

2000년에는 투융자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1992~

1998)’를 발간하 다.

2000년대 들어 나라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간의 농정시책 및 투융자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강정일 등, C2000-39/ 김정호 등, D185, 2004)가 이루어졌다. DDA 및 FTA

협상이 진행되고 시장개방 진전이 예견되면서 농업·농촌의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중장기 농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정환, P62, 2003/ 김정호, C2004-33)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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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농업구조정책의 흐름을 정리하면, 1990년대 초에는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를 지향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금융위기의 향으로 경 안정이 부각

되면서 중소규모의 친환경농업 및 가족농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는

소득·복지시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농업의 수익성 저하 및 농가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 대상을 차별화하는 구조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2005년부터 구조정책의 체계를

검토하기 시작하 다. 연구원은 2006년에‘맞춤형농정 추진방안 연구(김정호 외, C2006-48)’를

수행하여 농가 유형별로 정책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농정추진 방식을 제안하 다.

또, 농가등록제 연구(오내원 외, C2006-3)도 수행하여 맞춤형농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다.

농업구조정책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가 전환기 또는 시장개방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 개선의

방향과 세부시책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구원이 수행한 농업구조 분야의 연구는

정책대안과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달리 말하면

정책 지향적인 연구 다고 할 수 있으며, 농업구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초 연구가 미흡하 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구조·

농촌의 실정을 반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지향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제도

농지제도 연구는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조성·개량 등에 관련된 문제를 포괄한다. 특히

농지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대립과 모순 관계는 근대 이전 시기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우리 농업은 물론 전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농업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농지제도 관련 연구는 농업경제 분야의 연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농지 문제의

현상이 시기별로 다름에 따라 연구 논점도 시기별로 변해 왔다. 예컨대, 농지개혁 이전에는 지주적

대토지소유와 세소작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면, 이후 1960년대까지는 지주소작

문제가 제기되지 않다가 1970년대부터‘재등장한 소작’혹은 농지임대차 문제가 재론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 및 경 규모 확대 문제로 논점이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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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지제도의 기본원칙을 수정

하고 제도의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제도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연구논문 32편, 연구보고서

88편, 자료집 52편, 합계 172편이 있었다. 이를 대상으로 어떤 분야의 연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떤 시기에 특정 주제의 연구가 새로 출현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적

시기 구분을 하면 4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172편 전체를 개관하여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 농지의

개발·보전과 농업용수의 이용, 국토의 계획과 이용 등 3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시기별 연구 특성

농지제도 관련 연구의 제1기에 해당하는 1978~1981년에는 농지제도의 일반적인 연구와 아울러

야산개발·간척지 등의 농지조성이나 경지정리와 같은 생산기반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농지제도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연구는 더욱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농지제도 분야 연구의 제2기에 해당하는 1982~1989년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질적으로 연구 분야가 보다 세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등 연구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주제별 편수를 보면, 제1기에 비해 농지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줄어든 반면 그 핵심 내용

이라 할 수 있는 농지소유·임대차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제1기에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농지보전과 전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농지가격에 관한 연구가 출현

하 다. 관개·수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농지개량조합의 경 개선 방안과 조합비를 다루었다. 

제3기인 1990~1996년에는 다수의 농지제도 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1989년 12

월에「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과「토지초과이득세법」등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0년 4월에「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농업진흥지역과 농지전용부담금이 도입되었다.

1993년 8월에는「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1994년 12월 22일에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처럼 농지제도에 관한 법령이 제정 및 개정

되는 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상당한 기여를 하 으며, 연구원의 연구진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 다. 주요 연구내용은 법령의 제정 필요성과 제정 이후의 향에 관한 것, 그리고

법령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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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인 1997~2006년 기간은 농지의 개발·보전에 대한 연구가 많은 시기로 특징지울 수 있다.

농지제도 가운데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연구는「농지법」이 1996년부터 시행되면서 나타

나는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주축이 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는 농지임대

차를 불법화한 것이 농규모화에 의한 농업구조개선과 불일치한다는 점이 공통으로 지적되었다.

농지 및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또한 2003년의 새로운

「국토계획법」제정을 계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농촌 차원의 입장 내지 문제 제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

연구원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1979년‘계간 농촌경제(RE2(1))’의 특집에 수록된 논문에서는 그

당시「농지법」제정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논의를 다루고 있다. 「농지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이의가 없었지만, 농지소유상한 3ha와 소작금지 조항의 폐지를 둘러싸고 김병태와 임병윤은

두 조항의 폐지에 반대한 반면 박기혁과 오호성은 찬성하 다. 김병태는 협업경 등 대규모 경 의

실현방향을 제시하면서 농지소유 상한선이 기계화 대농경 의 제약 요인이 아니며, 소작 관계는

농업생산력 발전을 저지하므로 농지소유상한과 소작금지 규정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임병윤은 노동비용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저가 농기계가 공급된다면 소유상한 확대는

불필요하며, 자작농은 생산 안정에 가장 유효한 체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농기계보다 농지

가 희소재이므로 어떻게 하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지주·소작

제의 시비곡직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반면, 박기혁은 농지소유상한 규정이 농업기계화 및 기업농 육성을 제약하므로 소유상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소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소작은 인정하는 내용의「농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 다. 또한 오호성은 자소작별·경 규모별 농업경 실적에 관한 실증분석

을 토대로 농지소유상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8ha 정도), 소작 금지는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모 확대의 저해 요인이므로 법으로 허용하되 임차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 다. 또한 고지가 하에서 농지매입에 의한 규모 확대가 불가능하므로 농지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농지금고 등의 기구가 필요하며, 협동경 을 도입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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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등(R49, 1982)은 1982년 당시 쟁점화되고 있던 농지임대차 문제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산출하 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농지임대차

제도 정립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 는데,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체로‘소작제의 부활’

이라든가‘경자유전의 원칙 살려야’등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농지임대차를 법적으로

허용 및 규제하려고 시도하 으나 법제화되지 못하 다. 

김성호 등(C84-15)은 1984년에 농지소유상한·농지임대차·농지관리·농지보전·농지과세

등을 포함하는 농지제도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 으며, 특히 농지소유 및 임대차에 관해서는 조선조

이후 당시까지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 다. 여기서는 자작농체제가 붕괴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농지

개혁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농지개혁 직후「농지법」이 제정되지 못하 기 때문이고, 현재의 소작

제는 반봉건적 지주제 하의 소작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소작료가 고율인 것은 가족

노동력의 완전 연소를 위한 소작농의 차지경쟁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1969년까지 소작지가 증가되다가

이후 1974년까지 감소 추세로 바뀌었

으나, 1975년부터 증가로 반전되었던

이유는 이때부터 농지의 실세지가가

수익지가를 상회하는 고지가 현상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지가 상

태에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농지법」외에 농지보전제도, 농촌권역제도, 농지과세제도가 일원화된 종합적인 농지제도가 필요

하다고 하 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세지가를 수익지가 수준으로 낮출 수 없으므로 농지구입에 의한

경 규모 확대는 지난하며, 따라서 임대차에 의한 규모 확대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농표준화 단계에서는 농지소유상한 규제가 불필요하며, 기계화 대농경 을 위해서도 상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같은 시기에 이정환(R86, 1984)은 농지의 소유상한과 임대차 허용 등 농업구조정책에 대한 논의가

제도 중심으로 전개되어 실증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1974~1983년 농가경제조사결과

의 개별 농가조사표 분석과 3개 사례 마을 165호 농가의 20년에 걸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변화

를 조사하여 농지임대차의 성격을 규명하고 농지임대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즉 농지임

대차의 성격은 소농의 생계수단 확보에서 대농의 이농·탈농과 중소농의 대농화 수단으로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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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농기계 도입으로 중농·대농의 경지획득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았다. 농지가 전업농

에게 집중되게 하려면 농촌의 농외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세소농이

농지공급자로, 대농이 농지수요자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제도적으로는 세소농이

농지가격 상승으로 농지소유를 고집하므로 농지임대차를 허용하고 임대권의 보호를 위해 농지임

대차제도를 정비하고 공적기구가 농지유동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성호 등의 1986년 연구(R135)는 1986년 3월 10일‘농어촌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때 이미 농수산부 농지국과「농지임대차법」을

제정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농지국에서「농지임대차법」초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검토

작업도 병행되었다. 김성호 등은 전국적인 농지임대차관행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집(‘농지임대차

관행총람’전9권)으로 발간하는 한편, 이 연구와 별도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서울과 9개 시군)를

개최하 다. 이리하여 1986년 12월 31일자로「농지임대차관리법(법률 제3888호)」이 제정되었다.

이 연구는 농지임대차의 법적인 허용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기초를 제공하 을 뿐만 아니라 법안

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 다는 점에서 농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즈음의 농지임대차 논쟁에 대하여 김정호(RE 1987(4))는 임차지 증가의 원인을 1960년대 전반

까지의 농지개혁 불철저설, 1970년대까지의「농지법」부재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고지가설 등

으로 특징지었다. 그리고 임차지 증가가 근본적으로는 농가의 과소농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보면서

과거의 봉건적 소작제가 아니라 근대적인 임대차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지임대

차의 제도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 다.

김정부의 연구(R194, 1989)는 농지가격에 관한 최초의 모형분석연구로서, ‘농가경제조사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농지의 경작규모별·지대별 수익지가와 현실지가(1964~1988)를 계측하고 그 괴리

실태를 밝혔으며, 회귀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경지·답·전별로 농지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별 지가함수를 계측하 다. 김운근 등의 연구(R222, 1990)는 1958~1989년까지 9차례의 농지관련

법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농지소유자격, 농지소유상한, 비농민의 농지소유 등에 관해 현황과 문제

점 및 대책을 살펴본 후, 「농지법」초안을 제시하 다. 

김성호 등의 1991년 연구(M27-1)는 그때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 던 농지제도

연구를 종합한 것이다.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의 정립 방안, 농지기반 정비 및 농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농가유형별 발전 방안과 정책지원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12월「농지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그 기초연구와 조사, 여론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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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청회 등 법 제정에 수반되는 제반의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다. 그뿐 아니라 법 제정 이후

그것이 미치는 향과 대책에 대해 연구하 다. 김정부 등(R281, 1993)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외국의 농지관리제도 등을 연구한 것이다. 김정부 등(R305, 1994)은

「농지법」의 제정과 함께 달라지는 농지소유 및 전용제도가 농지가격·임차료·소유구조·농업

구조·농지면적·농지거래·투기 등에 미치는 향과 그 대책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농지제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실태에 관해 연구하거나 제정 이후 그 향에 관한 연구, 혹은 법안에 규정된 조항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것들이다. 따라서 그 연구방법은 주로 제도적

접근과 사례조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연구는 2002년의 박석두 등(R442)과 2004년의

박석두 등(농정연구속보 17권)의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들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박석두 등(2002)은 농규모 확대의 필요성, 임차농에 대한 자작농의 우월성, 농지가격 하락

대책, 투기적 농지소유와 무질서한 농지전용 방지, 전업농 육성 등의 이유로 경작유전의 원칙 유지

와 비농민의 농지소유 규제를 주장한다. 즉 경자유전 원칙 내에서 농민들 간의 농지임대차 허용과

농지임대차관리기구 설치, 농규모화사업 확대와 농지은행제도 도입,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 방지

와 전용이익 환수,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등을 주장하 다. 

반면에 박석두 등(2004)은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농지전용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는 현행 농지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농지제도 개편의 단계별 추진방안은 제1단계로 농지은행 및 농지관리기구를 도입하고 경작자 간의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며, 제2단계로 필지별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제도를 계획적, 집단적 농지전용

제도로 개편하고, 제3단계로 농지소유 및 임대차의 완전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김홍상 등(R512, 2005)은 쌀 시장개방 이후의 농지이용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 는데, 여기서는 농가특성별 농지이용구조를 분석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지

시장구조의 변화를 전망하 다. 또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의

특성과 농지임대 공급 간의 관계를 조사하 고, 농가들 간의 농지임대 및 농지임차 특성을 분석하여

농가 차원의 농지임대차시장 구조를 밝히고 있다. 

또한 김홍상(RE 2006(2))은 농지제도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검토하면서 원칙이 현실의 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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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수정될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기본정신은 여전히 유지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근간인 경자유전 원칙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다시 뜨거워지는 느낌이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원칙을 회복

하기 위한 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나 소유하자는‘용자유토’를

주장하기도 한다. 농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농지제도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농지의 개발·보전과 농업용수

농지보전 관련 연구는 1984년 김성

호 등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필지별 농

지보전 방식을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용만 등(R98, 1985)은 이를 지지하

면서도 당시 출범하 던 농어촌종합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시각에서 생산

기반과 생활기반을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김성호 등(R166, 1988)은 필지별

농지보전 방식에 의한 농지보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권역

별 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농지보전의 체계와 방법, 권역별 농지보전방식의 도입

방안과 농지보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 다.

김정호 등(M26, 1989)은 농지보전과 농촌지역 토지이용 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는 과거의 필지보전 방식을 권역보전 방식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역 보전을 위한 농촌토지의 용도 구분과 농업진흥지역의 특성을

분석하 다. 특히 농업적 토지이용 구분을 위하여 주성분분석에 의한 토지분급(Land Classification)

을 처음으로 시도하 으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위한 기준과 운 방안

을 제안하 다. 

1992년에는 농지관리기금 보조 사업으로‘농지제도와 농가구조 변동 연구’, ‘농지관련 법령 정비

연구’등 2건의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 전자의 일환으로 6권의 보고서, 후자의 연구 성과로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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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김정부 등의 1992년 연구(M29-2)는 농지의 소유·보전·이용·개발에

관한 각 법령의 기능과 관계를 검토하고, 이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장단점 및 통폐합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제시하 다. 그리고 1996년 연구(R352)는「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

사업의 추진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김정부 등(R326, 1995)은 1988~1994년 기간 동안의 농지규모화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그 후 1998년 연구(R380, 1998)에서는

1995년 이후의 여건 변화를 반 한 것으로 1995년 이후의 쌀전업농육성사업과 1997년의 경 이양

직불제에 의한 농규모화사업을 분석대상에 추가하여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 다.

농지의 전용과 관련해서는 백선기(R386, 1998)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농지의 전용 전후 및 전용

과정별 가격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용농지의 소규모 필지별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전용 전후의 가격변화가 두 배 이상(116%) 나타나지만 전용비용을 고려하면 약 50%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승우 등(R393, 1998)은 산업용 토지공급을 위하여 농촌지역에서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토지비축제도는 장래의 공공사업,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적으로 소유하 다가 필요할 때 활용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비축제가 작동하려면 토지에 대한 선매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박석두 등(R418, 2000)이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는 연구

를 수행하 다. 이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농지가 존재하는 것은 당초「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지정체계의 상충 이후에도 농촌지역

을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 편입함으로써 도시지역의 농지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내 농지는

대부분은 도시의 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 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첫째, 농지의 보전, 둘째, 농지의 효율적

이용, 셋째, 농지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로 요약된다.

2004년에 박석두 등(2004)은 농지조성비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는 농지

조성비의 부담금적 성격을 원인자부담금에서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농지조성비의

명칭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농지조성비의 부과방식을

공시지가 적용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지조성비의 용도도 농지보전을 위한 사업 일반으로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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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고 있다.

김홍상 등(C2004-26)은 농지은행의 기본구상을 밝힌 연구로 농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 는데,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매입, 농지매도수탁, 경 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

임대수탁, 농지비축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 다.

김홍상 등(C2004-34 및 C2005-58)은 현행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일원화를 위해 사전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와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김홍상 등(C2006-35)은 축사부지를 농지의 정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식량위기 시 농지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축사부지 문제와 관련한 대안 검토에서는 첫째,

현행 농지정의 유지 및 농지전용 규제 완화 방안, 둘째, 축사부지를 농지정의에 포함시키는 농지정

의 개정안, 셋째, 농업용 시설용지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시설관련 농지전용 질서를 체계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 다. 식량위기 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식량위기 수준을 세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안하 다. 

국토 계획과 이용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정책을 다룬 연구는 이정환 등(R292, 1993)이 선구적 연구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송미령 등(P45, 2001; R452, 2003a; P67, 2004)이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정환 등(1993)은「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군 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면서 군내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계획을 도입하고, 실시되고 있는 각종 농촌개발 관련 계획을 농촌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위치시켜 국토계획-지역계획-농촌계획-지구사업계획이라는 공간계획체계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또한농촌계획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칭「농촌계획법」을제정하여야

하는데, 이 법은 계획대상지역의 산업 활동 및 생활 활동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방향과 아울러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공간을 효과적

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송미령 등(2001)은 당시에 논의되고 있던 새로운 국토계획체계 속에서 간과되었던 농촌계획의

주요 쟁점을 밝히고, 농촌계획의 작동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 다. 특히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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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으로 농지, 농촌주택, 경관, 어메니티, 계획주체 등의 문제를 다루고,

도시와 다른 생활공간인 농촌에 맞는 공간구성의 원리를 제시하 다. 다시 말해 농촌지역의 생산

공간, 생활공간, 자연공간으로서의 일체적 정비와 지역주체인 주민의 계획참여, 지역의 다양한 가치

등이 새로운 공간계획 수립제도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송미령 등(2003a)은 2003년부터 시행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국토

계획체계가 농촌지역에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난개발뿐만 아니라 저개발이 존재하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뿐 아니라 지역활성화

를 위한 물리적 재정비, 소득원 개발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국토계획체계의 쟁점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정립하며, 농촌계획의 위상 정립을

위한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 다.

송미령 등(2004)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 구상’의 실행방안의 하나

로 농산어촌의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 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진방안은

첫째, 도농통합적 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계획 수립을 제도화하며,

셋째, 도·농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농업인력과 경 체

농업인력과 경 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력 측면의 농업노동자와 농업경 자는 경

체의 측면에서 농가의 경 주와 가구원이고 나아가 농업법인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업인력 연구는 주로 농촌인구 이동 실태 및 요인분석, 농업

인력 수급 분석 및 전망, 후계인력 육성과 교육 방안 등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1980년에 정부의 농

어민후계자육성사업이 발족하면서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농업경 체’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들어 성립된 용어이며, 그 전에는 농가와 준농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농업경 )로 구분하 으나, 농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연구의 주된 관심

은 농가의 세농적 특성이었다. 1970년대 들어 농조직이 등장하다가 1990년대 들어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적 농업경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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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촌 노동의 이농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고 노동인력의 노령화

문제로 농업인력 수급과 관리문제가 대두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력 관련 연구는 주로

농촌인구 이동 실태 및 요인분석, 농업인력 수급 분석 및 전망, 후계인력 육성과 교육 방안 등에 관한

것이었다. 농업인력 구조의 변화 과정에 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동향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고는 있으나, 자체 내의 연구 인력 부족으로 단계적이고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발적인 연구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농업인력 이동과 전망

설립 초기에 연구원은 농어촌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 큰 관심을 보 다. 따라서 인력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농업인구의 이동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농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주거지를 도시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로서 이농의 결과는 농촌과 도시에 모두 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이농에 관한 연구는 주로 누가, 왜, 어떤 경로로, 어디로 옮겨 갔으며, 그곳

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도시부문에 어떤 향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농

의 결과가 농촌사회에 미친 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 다.

이농은 대부분 자의적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정부의 개발정책에 의해서 타의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 첫 번째 관련 논문은 이성복(RE 1979(2))의 이농 및 전업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다.

이 논문은 남양만의 이주자와 대청댐 수몰지역의 이주자들을 사례로 이농과 전업대책을 다루었다.

당시에 이주자들의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은 열악했으며 취업여건도 좋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

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황인정 등(C78-2, 1978)은

국가가 개발하는 공단의 건설과 댐공사 등으로 농촌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의 새로운 이주지 정착

과 전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연구하여 정부의 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제공하 다.

1980년대 들어서 윤여덕 등(R62, 1983)은 산업화 이후 이농으로 인한 농촌가족 구조의 변화와

인구이동을 통한 경제적 관계 변화를 조사하 다. 1984년 윤여덕 등(R79, 1984)의 이농민의 도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업화에 따라 도시로 이농한 이농민들의 이주경로별 도시 정착 과정을

사례별로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이농민은 도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며 도시 속의 빈민

층을 형성하는 제3세계의 경우와는 달리 제조업 등에 취업하여 사회 통합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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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주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기대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제3세계론적 이론 틀이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1990년대에 이농민의 도시 적응에 관한 연구로는 민상기

와 정명채의 연구(R228, 1990)가 있다.

1990년대에는 이농이 농가와 농촌사회에 미친 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성호

등의 연구(C91-16, 1991; M28-3)는 농가 인구의 이동이 농가와 농업생산, 농촌사회구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농촌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가 인구의 변화가 농업부문의 변화를 초래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농가의 성격 변화에 관한 정기환의 연구(R296, 1993; JRD 1993(1))는 한국에서는 이농이 교육

받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인구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를 초래

하고 농가의 승계단절을 가져와 농가인구와 농가수의 급격한 감소, 농업경 자의 고령화에 의한

농가 경 규모의 확대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농가 인구의 감소에 의해 농업

구조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는 기존의 농업발전론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농업인력 변화를 추정 및 전망한 연구로 1985년에 이정환 등(RE 1985(3))의 이농량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논문에서 1965년부터 1981년까지 17년간의 14세 이상 농가인구 변화에 기인하는 통계

적 방법의 이농량 추정이 이루어졌다. 김경덕(R377, 1998)은 농업노동력 전망모형을 이용하여 중

장기 농업인력의 규모를 연령별, 지역별, 농형태별로 파악하여 향후 농업인력 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다.

그 후 1999년부터 농업인력의 전망은 KREI-ASMO 분석에 의한 추정치가 매년 농업전망대회를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연도별 농업취업자, 농가인구, 농가호수 등의 총량지표가 관련 연구에 인용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김정호 등(R453, 2003)이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인구와 농가호수의

중장기 전망을 예측하 다. 여기서 분석하 듯이 농가호수 전망은 농업경 주의 연령별 분포에

의한 코호트 분석(Cohort Component Method)이 보편적인 분석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농업인력 육성과 교육

1980년대 초에는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젊은 인력 문제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 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노동인력의 여성화와 노령

화 문제를 제시하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지원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관련 학계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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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다.

1980년 김동일 등(R11, 1980)의

농후계자 육성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1990년 이 대 등(R228, 1990)은 신규

농 후계인력의 확보와 농정착 지

원 및 기간 농인의 자질 향상을 위

한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인력 육성방안을 제시하 다.

농업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1991년에는 정

명채 등(R251, 1991)의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부문의

인력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 인력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농업인력

에 대한 견해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에 뒤이어 윤호섭 등(R254, 1992)의 연구에서는 농어민후계자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농업계 학교 교육의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의 확보 방안을

제안하 다.

1993년에는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선방안이 이 대 등(1993)의 연구결과

에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농업계 고등학교는 농업경 자나 농업관계 직종의 종사자를 양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목적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하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농업계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폭에 힘입어 1994년에는 정명채(C94-

2)의‘농업경 자기술전문대학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경상북도가 도내에

필요한 농업의 분야별 중견 농 인력양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하려는 취지

하에 연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진 용역연구 다. 이 연구에서 농업경 자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

농업전문대학은 실질적으로 농업관련 실습 위주의 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이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특수농업전문대학의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하 다.

1995년 이후의 농업인력과 농업계 교육 문제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며, 그에 따른 결과도 정책 결정에 크게 향을 주게 되었다.

1995년에는 UR 협상과 농업부문의 국제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농림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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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도약을 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농업 투자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94년

에 농업부문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연구원은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 는데, 동 위원회의 농어민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의

인력 감소와 관련된 경제 여건 및 교육 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 다. 

연구원에서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활동에 맞추어 1995년 5월에‘농림수산계 교육개혁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D105)로 발간하 다. 이 토론회에서 정명채는

농림수산교육개혁 방향을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른 역할 분담이라는 방향으로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농업전문대학이 설립되었으며, 대학의 특성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농인 양성 특수목적고의 설정과 집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 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마상진 등(R506, 2005)이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김정호 등(R504, 2005)은 신규 취농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농을 하게 된 배경, 농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의 농업경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신규농업인력의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을 강구하 다.

농촌여성

농촌여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사노동, 출산력, 모성모호와 육아, 여성

의 역할 분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중점

적으로 연구되었다.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1982년도에 FAO와 공동으로 연구한‘농

촌여성의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전도일, C82-6)’에서 시작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가의 소득과 가족 복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

만,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환경과 사회복지 문제가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고 제안하고 있다(김한구, RE 1982(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농업

과 농촌경제의 피폐로 나타나므로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주장(김주숙, RE 1982(2))과 함께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

한 학문적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기환의 연구(R373, 1997)는 농촌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원인을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농업 노동력의 감소, 농가의 소비 수준 향상과 교육, 문화활동 증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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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계비 상승, 여성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 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과 인식의 전환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 다.

농촌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로 김종숙과 정명채의 연구(R268, 1992)와 박대식의 연구

(JRD 1996(2))가 있다. 이들 연구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 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 노동력의

기계화 등을 촉구하 다.

1999년에 농림부 여성정책과가 설치되고 2002년에「여성농업인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정책 연

구가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요구가 대두되어 2007

년에 강혜정과 마상진이‘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촌 여성에 관한 연구는 이 밖에도 가사활동에 관한 연구(전승규, RE 1982(2)), 농촌 여성의 출산

력에 관한 연구(김동일, RE 1980(2)), 육아에 관한 연구(이은진, RE 1981(2)) 등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야는 한국사회가 복지 지향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데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경 과 농가경제

농업경 및 농가경제 분야의 연구 성과는 성격별로 나누어 농가소득 관련 연구, 농업생산 및

경 합리화 연구, 그리고 경 주체 연구 등의 세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세부 분야에 대하여

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가족경 만이 존재하던 1970년대에는 농가경제 측면에서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여 농외소득이나 겸업농 문제가 폭넓게 검토되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 농업이 상업농 시대로 진입한 시기이므로 품목별 혹은 경 전체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경 개선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가족농의 경 문제뿐만 아니라 농조직이나 농업법인의 경

문제까지 다루게 되었다. 특히, 2000년 들어 기업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농업경 체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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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농가소득과 관련된 세부 분야별 연구 동향을 보면, 먼저 1970년대부터 농외소득 문제가 대두되어

최양부 등(C79-4)에 의하여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문제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종혁 등

(C91-12-1)에 의한 농외소득원 개발전략 연구는 전국 9개도에 대하여 각 도별로 차별화된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하 다는 점에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연구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 다. 따라서 농가소득 문

제를 본질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한 역이 되었다. 이정환 등에 의한 농가소득의 결정

과 분배(R149, 1987)는 농업소득의 결정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농업소득 전망과 대책방향을

논의함으로써 농가소득의 분배 및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 다.

또한 1980년대 초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 농 등이 부각되면서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의 사례를 수집하여 농가소득구조 개편방안이 검토되었다(허신행, D16, 1982). 특히 선진국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자립경 육성정책을 추진하 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최정섭 등(R85, 1984)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립경 농가 육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자립경 의 개념은 최근의

전업농 육성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논의로서, 이를 연장하여 김정호(RE 1993(1))는 자립경 과

전업농의 관계를 규명하기도 하 다.

농가소득의 상대적 저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채 문제로 비화되어 결국은 1989년에 부채경감

대책이라는 긴급처방이 불가피하 고, 이어 다시 UR 대책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

된 UR 이후 농가소득 보상방안(최정섭 등 R242, 1991) 연구는 UR에 대응하는 소득보상의 당위성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농가소득 보상방안과 운용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개방화시대의 소득 문제에

대한 시사성이 큰 연구 다.

소득 문제의 중요성을 반 하여「농촌경제」에 발표된 연구논문도 적지 않다. 특히 노동소득의

배분을 다룬 김 식의 논문(RE 1978(1))은 농업과 제조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함수를 이

용한 계량적 수법을 처음으로 채용한 연구이다. 그 밖에 농업소득의 결정구조와 전망(이정환 등

R11, 1988), 저소득 농가의 문제와 대응방향(이정환 등, RE 1988(2)) 등도 농가소득에 미치는 요인

을 해명하면서 소득 창출의 경로를 계량적으로 파악하 다.

1990년대는 농가소득안정화 방안으로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이다. 이에 서종혁 등(C1996-12)은 일본, 미국, 캐나다, EU 등 외국의 직접지불정책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직접지불정책 도입에 시사점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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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무역자유협정(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대외

개방이 확대되는 등 시장위험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불안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고, 소득안정 방안으로 소득보전직불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황의식 등(R464, 2003)은 1998~2002년 농가단위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1997~

1998년의 외환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으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변동하 는가를 파악하고, 농가

유형별 소득 변동 수준을 분석하 다. 농가소득의 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이 낮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가 중요한 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 다.

오내원 등(C2001-7)은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살리면서 UR 농업협정문에서 허용대상으로

분류된 소득안정 및 가격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농가계층과 품목별 농업소득의 불안정

실태를 파악하여 경 체별 소득안정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 고 효과적인 소득안정 프로그램

실시 방안을 연구하 다. 김명환 등(C2002-15)은 논농업 소득직불제의 기본방향과 세부시행방안을

제시하 다. 오내원 등(C2002-7)은 농조건과 생활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하 다.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제 연구도 이 시기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지현 등(C2004-8)은 과수농가의

소득직불제, 박동규 등(C2004-11)은 쌀 농가의 직불제 확대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 다.

또한 박동규 등(C2004-6)은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으로 소득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종합적인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 방안을 제시하 다. 김태곤 등(C2005-44)은 시장개방 추세에 대응

하기 위해 중요품목이 존재하는 밭농업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시 방안을 제시

하 다.

이 밖에 소득안정화 연구로 김용택 등(R489, 2004)은 농업구조 변화와 개방화 확대에 대비한 품목

별 농가소득보전대책과 개별 정책프로그램을 연계시킨 종합적인 농가지원대책인 농가소득안전망

체계 확립 방안을 제시하 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농간 소득불균형은 심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

한 농업의 개방화 확대와 농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농가 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문제도

심화되었다. 최근 연구원에서도 농가소득 격차 실태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수행되었다.

이동필 등(R490, 2004)은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의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 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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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추진한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의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비와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 다.

박준기 등(P76, 2005)은 농가경제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 저

소득농가의 농가경제실태를 분석하 다. 박대식 등(R525, 2006)은 농촌 양극화를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농촌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 과제를 도출하 다.

농업경

1980년대 중반부터는 상업적 농시대의 경 전략(이 석 E18, 1985)이 말해 주듯이 농가경제

보다는 농업구조개선과 관련하여 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수도권 주변지역의 농업

구조 변화(이 석 R192, 1989), 가족농의 경 분석과 발전전략(김정호 등 M28-2, 1992), 평야지대의

농업경 조사연구(이동호 등 M28-6, 1992), 토지 이용형 농업의 경 체 확립 연구(김정호 등

R298, 1994), 농가경 성과의 사례연구(이 석 R323, 1995) 등은 농가의 경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특히 이 석의 연구는 개별농가의 부기기장을 토대로

경 설계 및 분석·진단의 방법론 개발을 시도한 현장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은순(W20, 2003)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모수적 방법으로 생산기술 효율을 추정

하여 농가유형별로 경 효율성을 분석하고 농가 간 효율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다.

농가의 성격 변화와 경 주체의 문제는 농촌사회 분야에서도 논의되어 1980년대부터 겸업농의

비교연구(최연자 해농자료, 1980),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최양부 등 R74, 1983) 등에서도 검토

되었다. 여기서도 농가인구의 감소와 겸업화를 배경으로 한 농업경 의 취약성이 지적되었지만,

이러한 농가의 성격 변질은 촌락 구조 및 농가 실태 조사결과(김성호 등 M27-2, 1992), 농가 정의

연구(김정호 R278, 1993) 등에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특히 김정호 등은 종래의 전통적인 농가 개념

에서 탈피하여 농업경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농업인 육성방안을 제시하 다.

농가 연구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농업경 의 승계 및 상속 문제이다. 농가의 동태적

변화 과정에 대하여 최양부(RE9, 1986)는 후계자의 존재와 자녀에 대한 상속 여하에 따라 세대간

경 규모가 변화한다고 하는 농가의 라이프 F-사이클 이론을 체계화하 다. 또한 농가상속이 농지

상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성호 등(R328, 1995)은 농가의 상속 및 경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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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을 기초로 농지유동화 전망까지 시도하 다.

농가의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인구학적 구조가 이질화되면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맞춤형 농정’추진이 제기되었다(김정호 등, 2006). 이를 위해

농규모, 농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농가유형구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김수석, 2006). 더 나아가

개별농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 다(오내원 등, 2005).

한편, 최근 들어 지역농업의 새로운 경 조직으로‘지역농업클러스터’가 대두되고 있다. 클러스

터는 산업집적의 개념으로서 국내에서는 산업자원부가 2002년에‘산업클러스터 활성화정책’을

시도하 으며, 농림부는 2004년에‘지역농업클러스터(regional agricultural cluster)’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김정호 등이 일련의 연구(R486, 2004/ C2004-30/ C2005-41)를 통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 및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특히 2005년부터 3년간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2008년부터 시행될 본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안하 다.

농업법인

농업경 주체에 관한 논의는 1990년의「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과 함께 더욱 활발하게 진전

되었다. 이즈음에 연구된 전업농 육성과 농조직 활성화 방안(김정호 외 R212, 1990)은 개별농가를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문제와 아울러 제도적으로 가시화된 위탁 농회사 및 농조합법인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설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특히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위탁 농회사의 운 실태와 정책지원 방향(강정일 등 R273, 1993),

위탁 농회사 운 실태 조사연구(강정일 등 R299, 1994), 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김정호

등 R301, 1994), 농업법인의 운 실태와 정책과제(김정호 등 P24, 1997) 등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경 주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위탁 농회사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농작업

서비스업체로 출발하여 점차 기업적 농업경 주체(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 변경)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박문호 등(C2000-44)은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의 검토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농업법인

경 의 평가를 토대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 유형별 발전 방향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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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등(P68, 2004)은 우리나라 농업이 가족농을 근간으로 다양한 농업경 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농업외부 자본에 의한 기업적 농업경 의 성립 및 발전 가능성과 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 다.

김수석 등(R522, 2006)은 현행 농업법인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농업경 체의 구조상 문제점과

이 대안으로 농업법인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현행 가족농 형태의 농가구조를 질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 체 유형을 농가의 법인화로 제시하 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농업법인은 농가(가족농)의 보완적인 형태로 제도가 도입되어 제한

적으로 육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래의 농업은 농가 이외의 다양한 농업경 체가 공존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경 체로서 정착하기 위한 법인경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업재정과 금융

농업재정 연구는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 재원의 조달과 배분 분야

를 주 대상으로 하며, 금융연구는 농

업분야 경제주체들 간의 자금융통과

자금의 이용에 관한 활동을 연구대상

으로 한다. 그러나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농업부문에서는 이 두

분야의 연구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기서는 정부의 재정투융자 활동에

중심을 둔연구는 재정분야로 분류하되, 필요한 경우금융연구 분야에도포함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재정연구를 분야별로 보면 재정구조와 기능분석, 재정정책의 효과, 조세, 지방재정, 외국의 투

융자 정책 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조세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속적

으로 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하 는데,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현장 중심의 미시적 접근을 통한

정책연구에 주력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농업금융 연구는 각 시대별 정책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연구원의 설립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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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주로 농촌금융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금융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고,

1980년대 중후반은 당시의 중요한 정책 현안이었던 농가부채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

조합 개편 등과 같은 금융제도 개선,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융자정책과 관련한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부채대책과 종합자금제 및 농업금융 제도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지역농협과 지역

축협, 후자에는 농업계 품목조합, 축산계 품목조합, 인삼업 관련조합이 해당된다. 그리고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있다. 이들 협동조합

및 관련기관들은 각종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경제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동

조합 연구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회원조합간의 관계, 회원

조합과 중앙회의 관계도 주요 연구주제의 하나이다.

농업재정

재정분석에 대한 초기연구는 김 식 등(RE 1980)의 정부재정 지출과 농업개발비의 지출구조에

대한 기능분석, 그리고 김기성(RE 1984)의 농업기금제도의 운용실태 분석이 있지만, 본격적인 의미

에서 재정부문을 대상으로 정규 연구과제가 수행된 것은 1990년이라고 할 수 있다(설광언 등 R215).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 재정규모와 재원배분 관계를 통한 총체적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관행적 재원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사회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 다.

재정투융자의 효과 또는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한 모델분석으로 재정투융자를

분석한 것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투융자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로 대별된다. 전자의 연구는

1980년대 중후반 이정환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의 농림수산부문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이정환 등(R113, 1985)의 연구는 농업부문 각 변수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고려한 총량모델을 개발하고, 농업투융자의 수요 추정과 투융자 방향을 제시하 다. 이어서

2년 뒤에는 이윤함수를 이용하여 농업재정투융자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이정환 등 R147,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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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이후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가 확대되면서 그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

이 많았다. 김용택 외(C2000)의 연구는 1단계 투융자사업의 성과를 생산성 향상과 그 요인분석의

관점에서 계량적으로 계측하고 분석하 다. 이어서 김용택 외(C2003-14)는 UR 타결 이후 10년간

농림부문에 투입된 투융자의 성과를 국민경제의 거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효과로 나누어 분석

하 다. 한편 농어촌발전대책(1994~1998)의 추진상황을 현장중심으로 파악하고 성과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는 강정일 등(C96-7, C97-2, C97-10)에 의해 3차례 행해졌다. 강정일 등은

연구에서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사업이 투입된 농어촌발전대책

의 문제점을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 다. 2000년에는 농림부의 연구용역

으로 김정호 등이‘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를 발간하 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배경, 실적,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관련정책 개선 및 투융자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UR 협상에 이어 DDA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진전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4년부터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의 재정적 뒷받침은 119조 원 농림투융자계획에 의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호 외(C2006-5)는 투융자계획과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해 수혜

자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박성재 등(C2007-3)은 지난 3년간 종합대책의 집행결과를 사업목적,

예산집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향후 7년간 투융자 예산 배분과 사업계획에 대해 제안하 다. 

선진국의 재정투융자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조사연구도 주요한 연구 분야이다.

1990년대 들어서 정부는 UR 협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계획’등을 마련

하 다. 이 계획과 관련하여 투융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데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정섭 등(R272, 1992)은 일본과 미국의 농업투융자 동향을 분석·정리하 다. 이전까지는 개별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필요에 따라 이들 국가의 농업정책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나, 이 보고서는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틀과 실적을 종합 정리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김정호 등(C2000-

38-1)은 미국, 일본 등 7개국의 투융자제도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다. 

이 밖에도 투융자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용택 외(C2005)는

투융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35개 개별사업의 투융자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개선방안도 제시

하 다. 또한 김용택 외(C2005)는 농정평가에는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을, 개별사업 평가에는

자료포락분석방법(DEA)을 각각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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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반면 박성재 등(C2006-10)은 투융자사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제시하 다. 

이외에 김정호(C2000-38-2)는 정책자금융자 지원조건이 농업투자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김용택(RE, 1988; 2003)은 IMF 관리체제가 농업재정 농업금융 부문에 미친 향과 대응

방안, 그리고 WTO/DDA 협상과 농림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각각 기고하 다.

농림수산 조세에 관한 연구는 농민이 부담하는 각종 조세, 그 중에서 특히 농지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는 비농업부문과 과세형평의 문제, 미약한 농어가 경제를 감안한 부담

경감 차원의 개선방안 제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중반 농가부채의 누적과 농가경제의

침체에 따른 농어촌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종합대책들이 발표

되어 농지세가 대폭 감면되었다. 조세 문제를 부담의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시각에서 볼 때 농지세가

더 이상 주요 연구대상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기성은 농민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문제

(RE 1987(2)), 농민부담 경감론과 관행적 이장조에 대한 고찰(RE 1987(4)),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조세적 접근(RE 1989(1)) 등으로 시야를 돌렸고, 1990년대 들어서는 농지세의 폐지에 관한 논의에

까지 미친다(RE 1991(1)). 나아가 농림축수산의 전 분야에 걸친 세제 고찰과 정리가 이루어졌다

(김기성 R280, 1993; R322, 1995; R360 1997).

1990년대 들어 UR 이후를 대비한 농업구조정책과 관련한 조세연구가 시도되었다. 김용택(R315,

1994)은 새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운용구조를 분석하고 효율적 이용방안을 제시하 다. 김정부

등(D71-2, 1992)은 일본의 농지관련 조세제도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 다.

지방재정 연구는 1980년대 중반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와 연계되어

수행되었다(이홍렬 등, R129, 1986; 강병주, RE 1988). 1990년대 중반에는‘농어촌발전대책’의 추진

에 따른 농림투융자사업이 확대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진행으로 지방농정과 관련한 지방

재정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김용택(JRD 1995) 외는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운용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 다. 박성재 등(C97-12)은 지방비 투입을 요구하는 국고

보조금사업의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보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농림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정의 평가체계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이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김용택 등

(C2005)에 의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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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

연구원 설립초기인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의 농촌금융시장은 고리의 사채 의존적인 시장구조

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정부재정으로는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금융 문제는 농촌 내에서의 저축 동원과 제도금융의 확충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반

하여 초기에는 농가의 소비·저축행태에 관한 논문과 농촌사채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현공남(RE 1978)은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을 적용하여 농가의 소비·저축행태를 분석하 고,

김 식 등(RE 1978)은 농가의 저축 수준과 금융저축 실태를 분석하여 사채의존적인 농촌금융시장이

점차 상호금융 중심의 제도금융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 다. 김 철(RE 1978, RE 1979)은

농촌의 고리 사채는 독점적인 시장구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높은 회수위험도(risk)를 반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시각은 곽병섭(RE 1981), 이정환 등(RE 1981)의 논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농업금융 발전의 열쇠가 사채금융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금융시장의 개선정책

에 있음을 주장하 다.

한편으로는 농가의 저축과 차입 행태의 분석에서 나아가 전체적인 농가자금수요의 추정과 금융

자금의 공급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정환 등 R16, 1980; 이 만 RE 1979; 곽병섭

R39, 1981). 이정환 등은 주체균형론적 시각에서의 저축행위를 설명하고 농가금융구조, 시장구조,

자금수요추정을 시도하 다. 또한 이 연구는 거래비용의 축소를 통한 능률적인 자원 배분의 관점

에서 접근한 유일한 연구라는 특색을 갖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농업기계화, 상업적 농업의 확산, 1982년의 금리 현실화, 1983~1985

년의 소 파동, 농업성장의 정체, 복합 농의 실패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농가부채는 198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하 다. 윤호섭 등(C83-12)은 농가조사를 통한 부채규모의 파악과 부채경감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다. 서종혁 등(R111, 1985; RE 1986)은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재무구조와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를 재무 상태

별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부채부담 정도와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1987년 농어촌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대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활용되었다. 1988년에 서종혁 등은 농수산부의 의

뢰를 받아 농가부채백서를 발간하 는데, 이 책자에서 1961년의 농촌고리채정리사업을 포함하여

1986~1987년의 부채대책 수립 과정 등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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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후반기는 전반기의 연구성과를 확장하면서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에 활발하게 전개된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자금 흐름 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 서종혁 등(R130, 1986; RE 1987)은 농촌제도금융 시장의 구조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

서는 처음으로 농촌에 진출해 있는 제도금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금융시장의 구조와 농촌

금융시장을 통한 농촌자금과 도시금융시장과의 자금 흐름의 연계를 파악하고 농촌지역 자금 공급

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 다. 

농가부채 문제는 1997년에 엄습한 외환위기와 금융시장의 급속한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박성재 등(R405, 1999)은 농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 부채대책

방향에 대해 제안하 다. 또, 박성재 등(C2003)은 농업부문에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하 고, 황의식 등(C2005)은 농가파산 및 회생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하 다. 이들은 농지임대차

시장에서의 농지 공급을 회귀분석(Censored Regression)으로 추정하 고 농지가격과 임차료의

인과성을 검증하 다. 일시적 경 위기에 처한 농가를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아웃방식의

프로그램과 회생 불가능한 농가가 원활하게 농업에서 은퇴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농가 상황에

따라 맞춤·지원하는 제도 시행의 단초를 제공하 다. 현재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

의 농가회생 프로그램은 이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가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정환 등(R141, 1987)이 농업 부문의 고정자산

형성을 파악 평가하고 농업금융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으며, 설광언 등(R175, 1988)은 저축을

통한 농가의 자체자금 조달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농업금융 공급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

하 다. 이어서 서종혁 등(R163, 1989)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를

추정하고 정책금융의 지원제도 개선방안(R210, 1990)을 제시하 다. 

1980년대 후반에는 금융연구 역을 확장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이다. 이정환 등(RE 1987(3))은 공공투자의 수익평가 문제를 쌍대이론(Duality)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하 으며, 서종혁 등(R163, 1988)은 농가의 재무지표 등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이용

하여 로짓(Logit) 모형으로 농가의 채무상환 행위를 설명하려 하 다. 또 설광언 등(R189, 1989)은

환율 변동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환율이 국내 농업분야에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85년부터 시작된 환율절상 현상에서 비롯

되었다. 설광언 등의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상승하는 환율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향평가를 하기 위해 자본집약도의 변화와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량 변동,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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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에 미치는 향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이후 김동민(RE 1994) 등은 농수산물시장 개방

이후 중국농산물의 대량 유입 문제와 관련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효과를 분석

하 다.

1990년대의 특징적인 연구 경향은 UR 이후의 한국농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활용이

금융연구의 핵심 분야가 되었다. 농업금융의 지원체계와 제도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지원자금의 원활한 배분을 위한 방법론이 검토되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제도가

검토되고(김정호 등 D68, 1992; 최정섭 등 R272, 1992), 농업금융제도의 축인 협동조합의 개혁과

합병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김용택 등 C93-11). 또한 농가의 신용력 보완을 위한 농업부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방안의 연구(박성재 등 R312, 1994)와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허길행 등 C96-14) 등이 이루어졌다.

김용택 등(1993)은 UR 이후의 농업경쟁체제와 금융자율화에 대응하고, 농업부문의 자원배분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수·축협 등의 농업금융기관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농·수·축협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전문성과 경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소위 신·경 분리안을 제시하고 농업정책금융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 다. 허길행 등은 농수축협 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성과를 평가하 으나, 그 기간이

짧아 명확한 평가 결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신·경 분리에 대한 논의와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2001년 박성재 외에 의해 기존연구와 연계 시행

되었다. 사안의 중요성과 정부를 포함한 농협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조정의 어려움 등

으로 인해 많은 진통 끝에 도출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신경분리를 미루고 그때까지 경제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 다.

박성재 등(1994)은 농가가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신용력 수준을 분석하고, 미약한

신용력 보완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김용택 등(R351,

1996)은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자금을 통폐합하고 유사자금

간의 지원조건을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허길행(RE15, 1993)은 금융자율화가 단위농협의

경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으며, 박성재(JRD 1994)는 단위농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과 비용 감소성(Cost Subadditivity)을 분석하여 합병론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 다. 또한

황의식 등(RE 1996)은 농림수산 사업의 평가방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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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 다.

1990년대 말까지 농업정책금융은 품목별·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용

되어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대응한 정책으로 농가가 필요에 따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의 용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자금제도가 제시

되었다(박성재 등, R388, 1998). 이후 1999년부터 축산과 원예부문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합자금

제도가 시행되어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까다로운 대출심사에

따른 세소농의 상대적 소외나 과도한 사후관리로 인한 관리비용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박성재 등(C2002-22)은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자금제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 고,

황의식 등(C2004-19)은 연체 비율, 지원규모 등을 가지고 종합자금제도를 평가한 뒤 농가의 자금

이용 편이성 제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경 컨설팅 체계의 정비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 다. 

농업금융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윤호섭(R376, 1998)은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금융제도의 개선방향을 농협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시하 다.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한 과감한 자기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강도 높은 금융

산업 구조조정과 금융 감독의 강화로 수많은 부실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농업

금융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상호금융은 예대마진의 하락과 경제사업의 적자 등으로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성재 등(C2000-50)은 농업금융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중앙회 은행 금융, 정책금융,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금융 인프라를 총체적

으로 점검,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박성재 등(C2007-9)은 전 연구를 보다 발전시켜 조합의 경

성과와 시장특성에 따라 조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상호금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 다.

북한의 체제개혁에 대비한 농업금융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 다(박준기 외, R463,

2003).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를 기초로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농업경제 여건변화와 농업금융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금융 개혁정책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 및 체제 전환 시 새로운 농업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을 최소화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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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을 비롯한 단체의 조직이나 기능과 관련한 연구수요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협동조합 및 농업관련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때는 1980년대 초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개혁의 분위기는 매우 고조되었으며,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급격

히 변화하여 협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 대한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농협(성배 등 C81-10), 축협과 수협의 조직과 기능 진단 연구(성배 등 C82-4 및

C82-5)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연구참여자가 재정리하고 협동조합의 일반 원리 및 역사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추가하여 연구총서(정찬길 S12, 1983)로 발간하 다. 

위의 연구들은 협동조합 및 농업관련 기관의 업무를 객관적·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경 개선 및

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외부기관의 조직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일부 조직 축소의 필요성이 제시됨으로써 해당 기관으로부터는 연구

결과에 대한 불만이 노출되기도 하 다. 

그 후 협동조합의 조직 문제와 관련된 주요한 연구는 김용택 외(C93-1)와 허길행 외(C96-14)가

있다. 정부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42조 원을 농업부문에 투자하기로 하 다. 이러한 각종 정책자금을 보다 효율

적으로 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금융자율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촌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이 생산자단체로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금융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농업금융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C93-1)를 하게 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농·수·축협의

종합적인 조직개편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1994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의 민주화와 경 효율

화,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의 육성, 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협동조합 간의 협동 등에 대

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4년에「농·수·축·임협법」을 개정하고,

1995년부터‘협동조합발전기획단’을 설치·운 하면서 신용·경제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재 등이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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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를 수행하 으며, 이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경 실태 분석, 회원조합 규모화, 농림수산 정책자

금의 관리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5개의 조직개편 대안을 비교하여 제시하 다. 

협동조합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협동조합과 학계는 물론 많은

농업인의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다. 위의 두 연구를 기초로 2001년 박성재 등은 신경분리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연구로는 현공남 등(R131, 1986)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이론에

관한 검토와 함께 협동조합은 물론 각종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생산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활성화와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 서중일·한상립(R156, 1987)은 농

수축협의 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조합원의 자격요건, 단위조합과 중앙회 관계,

조합경 관리 등 협동조합의 조직 문제보다는 운 과 관련된 현안 과제들을 검토하 다.

한편, 협동조합과 관련된 연구로서 정명채와 이동필(P18, 1996)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 화

에 따른 잎담배 부문과 홍삼사업의 정책과제와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 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필요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면서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이 폭넓게 제시되었다.

그 밖에 허길행 외(R112, 1985)는 농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유통사업 실태를 분석한 후 협동

조합 유통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 다. 또, 강정일 외(C85-3)는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비료,

농약, 하곡 및 추곡 수매, 정부양곡 판매와 같은 정책사업의 취급 원가를 조사하여 적정 취급 수수료

율을 산출하고 앞으로 정책사업에 적용할 적정 취급수수료의 정률화 방안을 모색하 다.

김명환 외(C94-12)는 UR 협상 타결로 인한 양곡정책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협

의 역할을 제시했으며, 김종숙(R354, 1996)은 생협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 구매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조직화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생협의 발전 방향을

제기코자 하 다. 그 밖에 김명환 외(C96-9)는 농협의 판매·가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평가

하고, 이에 바탕을 두어 발전전략을 제시하 으며, 최근 급증하는 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과

농협의 역할 조정, 회원조합·중앙회·일반 생산자조직 간의 협동화를 통한 사업성과의 극대화,

농협 직원의 의식 개선, 조합 합병을 통한 사업의 규모화 등을 검토하 다.

이들 연구는 허길행 외(R112, 1985)를 제외하면 대부분 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현안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허길행 외

(R112, 1985)는 협동조합의 조직적인 특성과 조합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협동조합 유통사업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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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발전방향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시하 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협동조합 문제와 관련한

논문으로 허길행(RE 1986(2))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론

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논문은 주로 유통사업과 관련한 연구가 많으며, 이것은

협동조합에서 유통사업의 중요성을 반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협동조합이 농업경제와 농촌사회에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적었던 이유는 협동조합 특히 농협의 문제들이 다른 연구

과제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농업경제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협동조합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협동조합을 둘러싼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 심화와 시장개방으로 경

의 수익성 악화와 조합의 존립 여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조달능력을 제고하고 경 능력도 전문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제안하 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다 효율적인 합병 추진방안, 합병효과 계측, 합병

조합 경 관리체제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가 박성재 외(R420, 2000)에 의해 수행되었다. 황의식 등

(R472, 2004)은 협동조합의 혁신, 신세대협동조합의 등장 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

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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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연구

농산업 연구는 쌀을 비롯한 경종작물과 축산, 원예 및 특작 등 농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소비 등의 여건을 분석하여 당면문제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이다. 

식량, 축산, 원예 등 품목별 정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또 해당품목의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급 및 경

분석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유통문제에 있어서는 도매시장 건설과 품목별 유통개선책 수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1990년대 들어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식품소비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농산업분야 연구는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농식품 소비분석, 친환경농업 육성 등 시장지향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품목연구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 향 분석과 대응방안, 소비분야는 소비 패턴 분석

과 전망, 식품안전성 제고방안 등이 시장개방에 대응한 연구로 부각되었다. 

유통분야는 산지의 조직화 문제와 소비지유통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친환경농업분야는 유통,

소비 및 인증 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등의 국제환경협약 및 바이오에너지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쌀산업

쌀 산업과 관련된 주요 연구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정부양곡 관리 방식의 효율성 제고,

미곡 유통의 현대화, 시장개방 협상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쌀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쌀 자급

이 달성된 이후에는 정부양곡 관리 방식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정부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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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식과 관련된 연구는 쌀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유통 활성화를 근간으

로 하는 양정개혁(1993) 수립에 기여하 다.

중장기적으로 쌀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의 쌀산업종합대책(1997)의 하나인 약정수매제 도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었다. 

2003년도부터는 2004년도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비한 연구를 수행하여 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

하 으며, 협상 결과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로 정책화되었다. 

수급안정

1980년대 중반까지 쌀 자급을 달성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그 이후

에는 공급과잉에 대비하여 수급안정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미곡유통에 관한 연구(1980)’에서 주요 식품들에 대한 수급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쌀 수요를 분석

하기 위해 1인당 평균 소비량은 쌀 가격, 보리 가격, 소득의 전대수형태 함수를 설정하 다. 분석

기간인 1960~1970년대에 증가 추세를 보이던 쌀 소비량이 1980년대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 다. 1991년까지의 단수 증가를 전망한 후 자급을 유지할 수 있는 목표 재배면적을

제시하 는데, 통일계 단수만 고려한 결과 자급에 필요한 재배면적을 과소 책정하 다. 주용재 등

(R32, 1981)은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식품별 소비량과 단수에 대한 전망치를 기초로 최소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별 토지배분을 선형계획법으로 추정하 다. 쌀 소비는 줄어들지만 사료용 곡물

수요가 늘어나 전체 곡물 자급률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 다.

‘미곡 계통별 수급반응 분석과 미곡정책 조정(1983)’에서 통일계, 일반계별 수급함수를 분석하여

쌀의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매 가격 인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 다. 수매 가격

인상은 수요에 큰 변동을 주지 않고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주용재 등

(R102, 1985)은 적정 수준의 양공급과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식품

소비패턴을 설정하기 위해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1991년의 품목별 적정 소비량을 전망하 다.

쌀 소비량은 농가, 비농가의 소비량 자료를 이용하여 단일 방정식 체계로 예측하 는데, 설명변수

로 쌀 가격과 소득을 포함하 고 함수식은 전대수 형태를 이용하 다. ‘양곡정책의 장기 방향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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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987)’에서는 농가, 비농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ARIMA 분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예측

하 다. 1인당 소비량이 1986~1991년 기간 동안 연간 1.4% 줄어들지만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면

쌀 소비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 다. 

‘미곡수급여건 변화와 양곡정책의 재조정 연구(1988)’에서는 농가, 비농가별 단일방정식 체계의

쌀 수요함수를 분석하 다. 선형, 전대수, 반대수, 역대수, 역지수, 역전대수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

이 도입되었다. 1986~1996년에 1인당 소비량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 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에 소비량 감소폭이 전망치를 초과하 다. 공급은 로지스틱 함수형태로 재배면적과 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 는데, 상한 점근치를 높게 설정하 으므로 전망치가 실제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정환 등(R197, 1989)은 쌀 수요함수를 가격과 소득의 전대함수로 설정한 후, 소득탄성치가 시간

이 지남에 따라서 작아지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전망하 다. 공급을 분석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이 타작물 및 휴경지와의 경합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중로짓(Multiple Logit) 모형을 적용

하 다. 농지 배분은 농산물 가격과 생산요소 가격의 함수로 설정하 으며, 단수는 시간의 함수로

하여 추세치를 구하 다. 이 연구에서는 공급함수에 타 작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 는데 과거 연구

에서 공급함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만 설정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2010년까지 장기 수급을 전망

한 결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2%씩 감소하며, 가격지지 정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비량

감소폭이 더욱 커져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 다. 반면 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

록 하면 쌀 가격은 매년 하락하여 공급량이 줄어들고 쌀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 다. 

‘전환기 양정의 종합적 개선방안(1991)’연구는 쌀 수요를 가격과 소득의 선형함수로 추정하고,

공급은 쌀 가격, 생산비, 단수의 로지스틱함수로 추정한 후 수급균형이 이루어지는 가격을 구하 다.

수급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질가격이 하락해야 하며, 가격지지 정책이 지속되면 과잉기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 다. 김명환 등(P9306, 1993)은 UR 협상 결과인 시장접근물량(MMA) 수입

을 고려한 수급균형식을 설정하여 수급을 전망하 다.

김정호(W3, 1996)는 쌀 단수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단수 추세를 로지스틱 함수형태로 계측하

다. 1960~1995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수가 약 10년을 주기로 변동하는 것을 분석하고, 1996

년부터는 흉작 주기에서 벗어나 1998년에 단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 다. 또한

1993~1995년의 단수 정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단수 결정 요인을 육종, 보급, 재배, 주기, 불규칙

요인으로 분해하 으며, 요인별 기여도는 불규칙요인, 주기요인, 육종요인, 보급요인의 순으로 분

석하 다.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1997)’연구에서는 쌀 수요함수를 쌀 가격, 기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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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소비량, 육류 소비량의 반대함수로

설정하 다. 공급분석에 있어서, 재배

면적 추정에는 선행연구인 다중로짓

모형을 적용하 으며, 단수 변동 추정

방식을 활용하 다.

이정환 등(C2002-6, 2002)은 쌀가격

이 안정되도록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수급조정정책을 통해 재고를 줄이는 경우,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경우별로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

량, 재고량 및 총 쌀 소득 등을 전망하 다.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특별처분, 생산조정 등의 정책으로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생산조정제가

가지는 문제점도 지적하 다. 정부는 재고쌀을 가공용이나 대북지원 등으로 특별처분하 고 2004

년도 쌀 협상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 다.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2005)’은 수급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고량은 공공비축제 기준

물량보다 많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정부재고가 공공비축제 기준물량보다 적으므로 생산조정제를

중단하고 2007년도에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 하여 생산조정제는 2006

년 이후 중단되었다. 2007년도에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중장기 쌀 수급

안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곡관리제도

쌀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양곡관리 방식의 불가피성, 정부양곡 관리방식의 효율성 제고,

정부 양곡관리는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미 관리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등 시기별로 차별화된

연구가 추진되었다. 

주용재 등(R9, 1980)은 쌀 수매가격은 높고 방출가격은 낮아서 발생하는 양특적자를 한국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것이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특적자를

한국은행 차입 대신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것을 제안하 다. 또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수매사

업의 가격안정 효과를 분석하고, 쌀은 방출가격이 고정되어서 연중 가격 변동이 없으므로 적절한

계절진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허신행 등(R51, 1982)은‘정부관리양곡 방출가격의 현실화’



제1편 연구사업의 전개와 동향 105

연구에서 방출가격이 현실화되면 양특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 다. 

김형화 등(총서14, 1984)은 해방 이후의 미곡정책 변화에 따른 시기를 구분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

하 는데, 대상 정책들은 해방 이후 전면적인 쌀 시장 통제정책, 부분적 시장통제정책, 1950년대의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정책과 미곡담보융자제도, 1960년대 이후의 수매방출제도, 1970년대의 다수

성 신품종 개발정책 등을 망라하 다. 

허신행 등(R124, 1986)은 정부양곡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 양특적자를 줄이기

위해 방출가격을 시가에 연동시켜야 하며,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유통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규모(가격안정용 수매량)를 생

산량의 약 20%로 제안하 다. 명광식 등(R152, 1987)은 2년까지 연속 흉작이 들 확률을 기준으로

생산량의 16%를 적정 재고량으로 제안하 다. 윤호섭 등(C89-9, 1989)은 수매 가격 산정 방식으로

한계생산비 방식, 생산비지수 이용 방식, 패리티 지수 이용 방식, 물가연동 방식, 가계비 미가 방식

등을 제시하고 시산하 다. 이들 방식들 중에서 한계생산비가 수매가 결정에 일차적인 기준이 되

었다.

‘전환기 양정의 종합적 개선방안(1991)’연구에서 쌀 가격 적정 계절진폭이 18% 정도가 되어야

민간유통이 활성화되고, 이를 위한 수매량은 생산량의 16%로 제시하 다. 또한 정부미 수매방식

을 미질별로 차등화하고 사전 예시할 것을 제안하 다. UR협상 타결 등에 대비하여 수매 가격 인

상을 통한 가격지지정책보다는 출하기에 가격폭락을 방지하는 정도의 양을 시가에 수매하여 민간

유통기능의 왜곡을 없애는 대신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 다. 이 연구결과로 정부의 1993

년‘양정개혁’의 핵심내용인 쌀 가격의 계절진폭 확대, 수매예시제와 조곡공매 방식 도입 등이 정

책으로 채택되었다.

‘세계의 쌀 수급과 시장구조(1993)’연구는 세계 쌀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고 독과점적인 가격이

형성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 다. ‘쌀값

계절진폭 확대의 향(1994)’연구는 계절진폭이 확대되면 농가의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도시근로자

의 후생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양정제도의 기본 문제는 정부재고의 증가와 간접적인 가격

규제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 구상(1996)’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합

한 수매방식을 검토하 다. 하한 가격을 보장하는 약정수매방식, 융자수매방식, 사전예시에 의한

정가수매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 다. 또한 순수한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축제도를 정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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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제기하 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1997년부터 약정수매제를 도입하 다. 이는

수매에 있어서 시장 기능이 어느 정도 반 되는 방식이다.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1997)’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약정수매제의 단점을 극복

하도록 시장원리에 맞는 수매방식을 검토하 다. 검토 대안으로 1)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입, 2)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필요물량 매입을 의뢰하고 농협중앙회는 입찰방식을

매입, 3) 융자수매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 다. 뒤이은‘미곡 융자수매제 시범사업 평가 및

정부 수매제 종합적 개편방안(2000)’연구에서 융자수매방식은 시장경제논리에 부합하지만 약정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수확기 매취방식이 일반화된 여건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 다. 융자수매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약정수매가격이 최저보장가격

개념이 되고 가격정산 보증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21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2000)’에서는 식량안보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제곡물시장 불안요인을

검토하여, 국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방안, 동북아 식량안보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 다. 이어서 성명환 등(C2003-12, 2003)은 대안별 적정 비축물량과 효율적인

비축물량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 고 준비기간을 두고 2005~2006년도에 비축제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2005년도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데에 기초자료

로 활용되었다.

‘쌀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2006)’는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방안

인 수의계약, 경쟁입찰, 지명입찰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 다.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

(AHP)에 의한 분석결과 바람직한 공공비축미 매입방안은 경쟁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순서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가의 편의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수매제도와 유사한 방식을

선택하 다. 잠정매입가격으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시장가격이 결정되면 정산하기로 하 다.

유통지원

유통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매시장 건립, 유통구조 개선,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 방식

개선 등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주용재 등(R21, 1980)은 미곡 유통의 실태를 조사하여, 생산농가의 벼 수확 후 처리에서부터 유통

단계별 시장을 거쳐 소비자 구입에 이르기까지의 물류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미곡의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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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술 개선(1981)’에서 수확 후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양적 손실률은 10%에 이른다고 추정

하고,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필요성을 제기하 다. 

‘서울시 미곡유통 개선방안 연구(1984)’는 과거 용산 시장에서 서초동 시장으로 이전된 양곡도매

시장을 다시 양재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하 다. 이어‘정부양곡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86)’는 민간유통 활성화의 당면과제로 도매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양곡정책의

장기 방향 정립 연구(1987)’는 산지 미곡 유통주체 및 수입곡물 가공업체들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개량곳간과 건조기 보급을 확대하고 임도정공장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전환기 양정의 종합적 개선방안(1991)’연구에서는 산지 미곡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정부는 1991년도에 당진군 합덕과 의성군 안계 등 2

개소에 미곡종합처리장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뒤이어 김명환 등(R257, 1992)은 미곡종합처리장

적정규모, 적정배치, 정부의 지원방식 등을 제시하 다. 7,500톤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은 재무

수익률이 7~11% 수준으로서 금리를 고려하여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500~650

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 다. ‘쌀 생산, 가공처리 및 판매의 시스템화에

관한 연구(R289, 1993)’는 미질향상, 비용절감, 브랜드화 등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추구하 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후방 계열화방안을 제시하 다. ‘일본의 경험에서 본 우리나라의

미곡종합처리장사업(1993)’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이 경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사업 대상지역

의 실태와 장래성을 면 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 다.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운 활성화 방안(2000)’에서는 사례 군을 선정하고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규모, 입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읍면별로 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하 다. 박동규 등(C2001-28, 2001)은 미곡종합처리장 경 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며, 그 방안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간의 합병, 통폐합, 위탁경 등을 제시

하 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수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전문경 체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제안하 다. 박동규 등(C2003-13, 2003)은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

하 다. 농협이 운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 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독립경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의 통폐합으로 경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정부가 2006년도부터 시·군별 통폐합을 통해 한 개의 통합미곡종합처리장을 설립하고 전문경

인을 입하면 시설현대화 자금 및 운 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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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미곡유통 실태 분석(2003)’은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의 용도

별, 시기별 쌀 소비 행태를 분석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판매방식을 분석하 다.

농가가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의 41% 정도가 미곡종합처리장에 판매되지만 정부 지원은 미곡종합

처리장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또한 농가는 10월

부터 익년도 1월까지의 판매량 비중이 76%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소득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쌀 시장 개방과 농가 소득지원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입쌀의 시장가치를 파악하는 방법과 쌀 농가의 소득하락에 대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WTO 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1994)’에서는 1995년부터 도입되는 수입쌀

관리방식이 안정되면 부분적으로 동시매매입찰(SBS)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SBS 방식은 수입쌀의 시장가격이 도출되므로 향후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의

지표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분석(1997)’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호주, 중국의 대표적

중단립계 품종 9개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지불의사 평가와 관능평가를 실시하 다. 미국과 중국산

최고급 쌀은 국내산 쌀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수입개방 시에 가격차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호주산과 중국산 중 품질이 낮은 것은 국내산 쌀과 10% 내외의 가격차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 다. 

WTO 출범 이후 수매제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므로 농민단체 중심으로 직불제에 대한

욕구는 점증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논농업 직접지불제(2000)’연구가 추진되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시장지향적 농정방향 추구, WTO 출범 이후 수매제도 위축에 따른

소득효과 감소분에 대한 보완, 식량안보를 유지 등을 제시하 으며, 직불제 도입과 동시에 시장을

왜곡시키는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WTO 출범 이후 쌀가격이 상승하 고,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한 적정 논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제가 적절한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소득효과 분석(2005)’에서 논농업직불제가 농가소득분배

에 미치는 향을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지원액의 비율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는데, 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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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풍작으로 인해 쌀가격이 5.3%나 하락하는 등 유통불안이 심화되었다. 쌀 공급과잉과

수입확대에 따라 쌀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쌀 농가의 경 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2002)’는 기준연도 조수입과 당년도 조수입

과의 차이의 일정비율을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하 다. 정부는 2002년도부터 과거 5년

동안의 수확기 쌀 가격과 당년도 수확기 쌀 가격과의 차이의 80%를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도입

하 으나, 2002년부터 기상이변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대북지원 등의 향으로 쌀가격이 상승

하여 직불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2003년도부터는 2004년도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 다. ‘쌀 소비

행태 분석(2003)’에서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쌀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조사대상의 54%가 수입쌀을 구입할 의향이 있

으며, 이 중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더 좋다면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43.5%로

조사되었다. 본격적인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 다. ‘산지 쌀 가격 조사체계 개선(2003)’은 쌀 농가에 대한 소득정책이 강화될 것에 대비

하여 소득지원의 기초 자료인 쌀 가격 조사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은 시·군별 쌀 누적 생산량이 87.4%에 해당하는 87개 모든 시·군과 전국 생산량에 대한 시·

군별 생산량 비중이 0.1~0.4% 수준으로 미미한 13개 시·군별로 5개 정도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므로 전수조사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 다.

‘국제 자포니카타입 쌀 시장에서 중국산과 미국산 간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2005)’도 수행하

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자포니카 타입 쌀 생산 보조금을 50% 감축하게 되면 미국의 자포니카

타입 생산량은 30% 이상 줄어들어 수출여력이 없어지지만 중국의 수출은 53% 정도 늘어나므로

국제 쌀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 다. 정정길 등(P69, 2004)은 대만이 쌀 시장을 관세

화로 전환한 배경과 결과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 다.‘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

과 협상 전략(2004)’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간 동등성을 분석하여 정책 담당자에게 판단의 근거

를 제공하 다. 관세상당치 및 시장개방폭 등에 관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2009년 예상

수입량은 시나리오별로 MMA 기준 4.3~5.9%, 2014년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서 4.9~7.5%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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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 소득안정방안 연구(2004)’에서는 기존의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통합

한 새로운 형태의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을 제안하 는데,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

의 80%를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준연도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생산을 직불금 지급조건

으로 하지 않는 것이 수급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 다. 이 연구결과는 큰 틀에서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나, 소득보전율은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이

생산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전후로 식량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수매제도

는 폐지되고, 수매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쌀 농가 소득향상 및 안정 문제는 직불제로 대응하고, 식량

안보 문제는 공공비축제로 대처하기로 하 다. 그리고 수급은 시장 기능에 의해 달성되도록 하 다. 

수확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공비축제는

원칙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이 본래 추구하 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전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

진다. 

또한 쌀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지속하는 것과 그 전이라도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의 유·

불리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합리적인 수입쌀 관리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세

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축산업

축산연구는 전통적으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여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의 문제

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축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식품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가축질병의 방역과 경제적 효과,

축산농가의 경 안정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추가되었다. 

1980년대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축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축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후반기에는 유통 문제가 중요시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0년대 들어 UR 협상에 대비한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었고 협상 타결 이후

에는 한국 축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 들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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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환경문제와 가축질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형성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축산업 육성과 중장기 계획 수립

1980년대에는 축산업 육성이 축산

정책의 중요과제 다. 이에 따라 1980

년대 초에는 가축사육두수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요

관심사 다. 1979년도‘축우증식의

잠재력 분석’연구를 시작으로‘가축

사육 예측모형 개발(1980)’, ‘축산부

문 모형개발과 정책실험(1983)’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앞의 두 연구에서는 가축의 생리적 특성과

추세치를 이용하여 사육두수를 전망하 으며, 후의 연구에서는 축종 간의 경합·보완관계를 고려

한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축산업 전체의 수급을 예측하 다.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가 정

책에 활용되는 비중도 높아졌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축산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86년

도에 허신행 등(R108, 1986)이 축산진흥을 위한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 으며, 후속과제로

‘축산물 장기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연구(1987)’와‘낙농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1989)’가 수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축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축종별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축산물 중 돼지고기의 가격 변동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양돈 산업 구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돼지생산의 집중화 현상(1981)’과‘돼지사육의 적정규모와 양돈업의 육성방안

(1982)’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돼지 생산의 지리적 분포와 인구분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돼지 생산의 입지 이동이 양돈업의 구조변화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석하 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낙농진흥법」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가 수차례 이루어졌다. ‘수도

권 낙농입지에 관한 연구(1985)’를 비롯하여‘우유 수급균형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1986)’, ‘낙농

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1989)’, ‘유제품시장 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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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1989)’등이 수행되었다. 수행된 연구결과는「낙농진흥법」개정안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한우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한우농가의 사육형태별 적정두수 변화에 관한 연구(1987)’와

‘소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대책에 관한 연구(1986)’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우의 번식과

비육에 대한 적정사육두수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제시

하 다. 

1980년대는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때문에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축산물 가격정책의 과제와 방향(1980)’,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의 과제와 방향

(1981)’, ‘육류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1981)’그리고‘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1984)’등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수립에 기여한 바가 크다. 

축산물 시장개방과 경쟁력 제고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자유화 일정이 확정되었고

축산업 대응방안 모색이 주요 연구과제가 되었다. 연구원은 1994년도에‘UR이후 축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1994)’연구를 통하여 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축산물시장개방이 국내축산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아래서 국내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으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여 한우고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조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유철호 등(R331, 1995)은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여 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추진방향

을 제시하 으며,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축협유통사업 활성화 방안(1997)’연구를 통하여 축협

유통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향후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축협유통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비용의 절감과 축산물 품질의 고급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유철호(R247, 1991)는 쇠고기 시장의 유통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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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고품질의

한우고기가 고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고품질 한육우 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을 제시

하 다. 김명환 등(R235, 1991)은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의 적정입지와 운 개선 연구를 통하여

도축장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육류유통에 관한 장기전망을 제시하여 육류 유통기구의

입지문제와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 다. 

유철호 등(C93-9, 1993)은 한우고기의 고급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 및 유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우고기의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제시하 다.

허덕 등(R358, 1997)은 원유의 품질향상을 위한 문제점을 경 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원유 품질의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 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 낙농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1990년대 하반기에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 놓이게

되고 축산업 또한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IMF 관리체제

가 축산업에 미친 향과 대응방향(1998)’연구를 통하여 외환위기의 파급 향 경로와 크기를 분석

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축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 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사료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는 크게 위축되어 한우 및 송아지 가격이 경 비

이하에서 형성됨에 따라 한우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송아지 생산 안정 기준 가격 설정 모델 개발(1999)’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정부의 송아지 생산 안정 기준 가격산정에 크게 기여하 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 생산두수가

안정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 다. 

1990년대는 축산경 여건변화에 있어 대내적으로 축산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시기이기

도 하다. 1980년대 이후 축산업 육성책으로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가축분뇨의 처리문제는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

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유철호 등(C1990-10, 1990)은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대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법 규제

대상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방법별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

하여 장·단기적인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이후에도‘가축 배설물 처리와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1991)’, ‘가축분뇨 관리상의 문제점과 시설비용에 관한 연구(1991)’, ‘가축배설물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1992)’등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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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처리 후 방류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요구됨에 따라 한계에 직면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유철호 등(RE 1996)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방안 연구를 통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의 제약요인을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허덕 등(R390, 1998)은 축분비

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축분비료 생산 현황과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생산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1990년대 하반기 들어 축산농가의 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공제 시범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가축공제의 전국적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다. 1998년대에 수행된‘특수가축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1998)’는 농가조사를

통하여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가축의 폐사율과 공제료를 산정하 으며, 가축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 다. 정민국(RE 1998. 1. 4)은 가축공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가축공제에 대한 정부보조의 효과와 가축의 폐사 위험에 대한 농가의 태도 및

도덕적 해이 여부를 분석하여 가축공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밖에도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

대의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의 필요성과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조사료 생산 확대방안 연구(1999)’,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되고 있는 닭고기 군납

방식을 단계적으로 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9)’등이 있다. 

김석현(RE 1998. 1)은 산지 돼지가격 변동 패턴과 그 원인 분석을 통하여 산지 돼지가격을 안정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조석진(RE 1998. 1)은‘낙농산업의 진로와 낙진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서 유제품수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장

하고 1997년 7월 30일 개정된「낙농진흥법」이 낙농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를 제시하 다. 허덕 등(RE 1999. 3)은‘농가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축산 인테그레이션 유형과 추진

방안’연구를 통하여 축산계열화를 농가의 입장에서 재조명하여 유형화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계열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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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향적 축산업 발전

가축의 산지가격과 도매시장의 지육가격은 연동되어 움직이는 데 반해 산지가격은 하락해도

소비자가격은 제때 하락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연구원에서는 소비자

의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연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이 수행되었다. 

정민국(RE 2000. 1)은‘유통단계별 쇠고기가격의 인과성 분석’연구에서 벡터자기회귀모형

(VAR)의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한우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간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인과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으며, 한우산업의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 다. 

최정섭 등(C2001-5, 2001)은‘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 모형 개발 연구’에서 유통단계별로 육류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 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지역별 유통비용을 조사

하여 소비자 권장가격을 산정하고 소비자 권장가격을 공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농림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농협중앙회의 담당부서에서 현재 이용

하고 있으며, 발표되고 있는 소비자 권장가격은 소비자가 육류를 구매할 때 참고가격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과 축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축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이 수행되었다. 연구원은‘쇠고기 유통과

소비행태 분석(2002)’연구에서 도소매업체 및 소비자의 쇠고기에 대한 구매행태 및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고 소득계층별 한우고기에 대한 지불의향(WTP) 수준을 파악하여 소비지 시장에서 한우고기

가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한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중심의 한우산업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제시하 다. 

2000년대 들어 가축 질병의 연이은 발생으로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부정축산물 유통,

비위생적 유통 등 유통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허덕 등(C2005-13, 2005)의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이력추적 체계 구축방안 연구와 송주호 등(C2006-34, 2006)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

템 전면 실시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연구에서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

시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역추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축산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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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2001년도에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연구원

에서는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해 2000년도에‘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발전방안’연구

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쇠고기 수입자유화의 향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제시하 으며,

쇠고기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적정 사육두수와 관련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수단을 제시하 다. 

허덕 등(P044, 2001)은‘한우산업의 전망과 정책방향’연구에서 외환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한우사육두수의 전환점을 전망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한우산업종합대책을 검토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는 농림부장관 보고를 통하여 축산정책에 반 되었다. 

2003년도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2004년부터 북미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변화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미국 BSE 발생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 변화 분석(2004)’등이 있다. 북미산 쇠고기 수입

중단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역이 호주 등으로 한정됨에 따라 호주의 쇠고기 수출 물량이 국내 수급

에 미치는 향을 감안하여‘호주의 쇠고기 생산과 수출 동향(2005)’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

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수출에 관한 현지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호주 쇠고기 산업의 중장기적

추세와 변화과정을 파악하 다. 

2005년 하반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급 향 분석(2005)’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시 예상되는 파

급 향을 미리 분석하고 사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축산농가의 경 활동과 정부의 정책수

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다. 

세계무역기구(WTO) 이후 유제품 시장이 거의 개방된 상황하에서 국내 우유과잉 생산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우유수급 전망과 수급조절 방안(2005)’연구도 수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농림부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에 한계

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친환경

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 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연구원은‘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 연구(2005)’를 통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

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 다.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한국형 유기축산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양분 총량제와도 연계하여 시행할 것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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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직불제 연구와 병행하여 사육두수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송주호

등(R487, 2004)은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환경에

대한 부하 실태를 분석하여 사육두수 제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으며, 사육두수 제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에 사육두수 총량제가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평가하 다.

아울러 국내외 총량규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축산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 으며, 사육두수 총량제의 국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고,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2000년 들어 가금인플루엔자, 구제역, 돼지콜레라, 소 브루셀라 등의 가축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및 가축방역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가축질병에 관한 연구로는‘구제역의 파급 향과 정책 과제

(2000), 구제역 발생 실태와 파급 향(2002)’, ‘최근 가축질병 발생이 육류 소비에 미친 향 분석

(2004)’, ‘가축질병의 경제적 향 분석(2006)’등이 수행되었으며, ‘가축방역을 위한 조직과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연구로 ’,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2001)’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원에서는 가축질병 발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축산업계가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 으며, 가축질병과 관련한 수의역학 자료와 경제적인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가축

질병의 경제적 향을 계측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 다.

가축질병의 조기 검진과 치료 및 예방은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의 축산물 잔류가능성

해소로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지적하고 기존의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송주호 등(C2006-6, 2006)은 가축공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가축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양축

농가의 경 및 소득 불안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축공제제도의 확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가축공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일본·대만 등의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축공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주요한 과제로 수행되었던 연구의 보완작업도 수행되었다. 유철호 등

(D148, 2000)은‘가축분뇨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통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촉진

되기 위해서는 현행「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축산폐수 부분을 분리하여

독자적인「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가칭)」을 제정해야 해야 함을 제시하 다. 허덕 등(C2000-6,

2000)은‘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운 비 조사연구’를 통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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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 에 대한 정부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허길행(RE 2000. 3)은 가축분뇨 발효액비화에 의한 농업부문 자연순환체계 복원 연구를 통하여

축산부문과 경종부문을 하나의 종합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가축분뇨를 액비화하고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비료로 사용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차 친환경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퇴비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다. 할인점과 백화점 등 소매단계에서

판매되는 우유제품별 판매량과 가격을 이용하여 우유제품별 수요의 자체가격 및 교차가격 탄력성

을 분석하고, 광고효과와 계절성이 우유 수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POS 데이터를 이용한 우유

수요 분석(2003)’연구가 있다. 이 밖에 가축개량사업의 성과 및 한우개량의 효과를 추정한‘한우

개량 정책의 성과 평가와 효과분석(2003)’연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단계적 재정자립화를 위한

등급판정수수료 부과 수준과 기준을 제시한‘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

(2001)’연구 등이 있다.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작으로 한·EU FTA, 한·중 FTA 체결 등이 예상되고 있고, 국내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의 경쟁은

한층 더 심화되는 반면 국내 축산물 생산 여건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 축산물의 경

쟁력 제고와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 지향적인 축산발전 연

구는 앞으로도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원예·특작산업

원예·특작산업연구는 채소, 과수, 시설원예, 화훼, 버섯, 양잠과 같이 1970년대 이후 농가의 소

득 작목으로서 성장해 온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에 대한 생산, 유통, 가격 등에 관한 실태분석을 통

해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들 작목에 대한 생산 및 소득 안정과 경 분석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추

진되었으며, UR타결을 전후로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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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품목도 시기에 따라

큰 변화를 보 는데 1980년대까

지는 양념채소가 주종을 이루었

고 양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양잠연구는 1980년

중반부터 산업이 쇠퇴하면서 중

단되었다. 1990년 중반 이후는

시장개방에 따라 감귤, 사과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화훼도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증대에 따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인삼과 버섯

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수출증대의 중요성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

가 추진되었다. 

1980년까지 이들 품목 연구는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을 완화시키면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

으며, 1990년대 접어들어 UR 타결과 한·칠레 FTA 타결 등 새로운 시장질서 속에서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산업의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관련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 다.

수급 및 가격 안정

1980년대 무·배추 같은 엽채류와 고추·마늘 같은 양념류는 가격등락이 심해 이들 품목에 대한

생산실태 분석과 가격안정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1978년 소위‘금치파동’에 이어

1982년 또 한 차례 파동을 겪으면서‘고랭지 채소의 재배현황과 수급에 관한 연구(1983)’와 같이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밖에 1990년대 중반까지 채소 수급과 관련해 수행된 연

구 중 대부분은 가격불안정을 완화하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주산지분석이나 경 성과분석을 중

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구천서 등(R10, 1980), 이중웅·전창곤(R193, 1989), 이

중웅((R306, 1994), (R346, 1996)) 등이 있으며, ‘채소생산입지와 출하시기의 동태성(1983)’, ‘가격형

성의 시차성을 이용한 김장채소생산의 예측가능성(1984)’논문이「농촌경제」에 발표되어 주산지

변동과 함수추정을 통해 김장채소와 양념채소의 생산 및 가격변동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

다.

‘주요채소의 수급안정방안(1993)’연구에서는 1990년대 초 주요 양념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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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요인을 분석하고, 1991년부터 실시해 온 생산출하조정 정책의

중간 평가를 위해서 평가기준에 의해 중간평가를 추진하 다. 이중웅·이 석(R330, 1995)은 고추,

마늘, 양파의 지역별, 생육단계 및 시기별로 식부면적과 단수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생산량예측을

시도하여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 다. 

1980년대까지 수행된 과수 연구는‘수입개방에 대응한 감귤농가의 경 실태연구(1987)’가 유일

한데, 이 연구는 바나나의 완전수입 개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 감귤농가에 대한 실태조사

를 통해서 경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 자료를 제공하 다. 이중웅·전창곤(R217, 1990)에서는 감귤

뿐만 아니라 사과에 대해서도 경 실태를 분석하여 감귤과 사과재배농가의 수익성 제고 방안과

과수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과실류의 시장개방을 앞두고 향후 과실 품목별 수급전망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조덕래 등

(R260, 1992)의 연구는 과실류 세부품목에 대한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장기 과실 수급을 전망하 다.

당시 과수의 수급예측이 식부면적과 단수 예측에 의한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던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연구는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과수 수급분석과 전망을 통해 중장기 수급전망

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조덕래·조재환(1994)은「농촌경제」논문발표를 통해

서 과수분야의 성장추세분석을 실시하고 성장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과수분야 정책자료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이어서 수행된 조덕래(R318, 1995) 연구는 수급모형분석을 통해 수급불

안정요인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구명하고 생산조정과 출하조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시설원예농업은 소비의 연중 평준화 추세로 1980년대부터 계속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 특히 시장 개방하에 소득 작목으로서 시설원예

가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시설원예농업의 실태와 육성방안(1992)’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원예농업의 기술적, 경제적 당면문제를 도출하 고,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를 제시하 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서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정부도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유리온실 등 첨단 시설원예사업을 지원하기에

이르 다. 첨단시설원예농업의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오세익 등(C1994-11, 1994) 및

오세익(RE 1993. 4), 오세익·최지현(RE 1995. 1)이 수행되었다.

화훼는 1980년대 생산문제와 유통문제에 대해 강수기(RE 1983. 2)와 성배 ·조명기(C1984-12-

04, 1984)의 연구가 각각 수행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90년대 접어들어 화훼가 성장작목으로 부상하게 되자 이 석·김정호(R218, 199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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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RE 1991. 1) 연구에서는 화훼산업의 전후방업체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산업차원

에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 다. 

참깨, 유채, 땅콩 등의 유지작물에 관한 연구는 반성환 등(R20, 1980)에서 추진된 이후 산업이

쇠퇴하면서 수행되지 못했다. 버섯연구는 양송이의 경우 이중웅 등(C82-2, 1982 및 R54, 1983)이

1980년대 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 다. 인삼은‘인삼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연구(1992)’를 통해서

산업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당시 노동력 부족 및 임금상승, 중국의 수출시장에서의 비중

증대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인삼산업의 위기감을 인식하고 인삼산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양잠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잠업전망연구인 김 진 등(C82--8, 1982)을 시작으로 이중웅 등

(C82-2, 1981)의 생산비 조사와 이중웅 등(R53, 1983)의 경 실태분석 등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중국산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산업이 크게 쇠퇴

하게 되어‘한국잠사업 현황·문제점 및 장기전망 연구(1988)’을 끝으로 해당 연구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경쟁력 제고와 소득안정화

1993년 UR이 타결되고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원예작물의 수입개방이 현실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원예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과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정책

연구의 수행이 요구되었다. ‘원예특작부문의 중장기 정책방향(1997)’연구는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화훼, 인삼, 버섯 등 원예 및 특용작물 등 부문별로 산업의 여건을 분석하여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 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정부로 하여금 당시 생산위주의 정책추진에서 전후방산업을 연계

한 정책 추진을 제안한 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 다. 김병률·최지현(RE 1997. 4)은 앞의

연구를 기초로 채소와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채소수급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위험관리기법을 이용한 농가 대응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정호 등(C2002-11, 2002)

및 안병일·김정호(RE 2002. 3)의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제시하 다. 과일, 채소, 과채

등의 수급예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면 농가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과일·과채·채소·축산 수급 및 반응함수 추정(2002)’연구는 당시 WTO/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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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정책당국의 농업협상력 제고와 품목별 중장기 적정수급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2000년대 접어들어 중국산 채소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채소 수급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병률 등(R484, 2004)은 중국의 채소수출기지인 산동성지역의 채소

생산, 유통, 수출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전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연중 등(W28, 2006)은

중국산 배추와 김치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계절별로 봄배추, 가을배추, 여름배추의 상호연관성

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계절별 배추모형을 연립방정식형태로 구축하 으며, 동태시뮬레이

션을 통해 구조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배추의 계절별 수급모형을 개발하여 보다 정교한

배추 수급예측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 다. 중국산 김치와 배추, 당근의 수입이 2005년부터

급증하면서 중국 현지의 생산, 유통, 수출 상황을 세 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김연중 등

(D213, 2006)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풍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2003년부터 마늘 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늘 구조조정특별 지원계획을 시행

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마늘구조조정 특별지원사업(2003)’이 단기과제로 수행되었는데 마늘

재배농가 의향조사 등의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부의 마늘 구조조정 시행지침을 도출하 다.

정부는 그동안 배추, 무 등의 수급안정을 위해 최소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시장개방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가 요구되었다. ‘시장개방

하의 채소수급안정제도 발전방향(2004)’은 최소가격보장제도의 폐지와 함께 계약재배사업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하 고 이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정책전환에 기여하 다. 또한 김병률

등(C2005-62, 2006)의 연구는 채소주산단지의 경쟁력제고와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여 고추, 마늘,

양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 다.

1994년 이후 과일 시장개방에 따라 품목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포도는 당시 수요증가로

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과잉기조에 접어들어 수급전망과 함께 수급안정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

다. ‘포도 수급전망과 정책과제(1999)’연구는 포도수급의 중장기 예측과 적정재배면적 제시를 통

해 이와 같은 당면문제 해결에 기여하 다. 2000년 과일가격은 전년도 과일생산량과 수입산 과일

이 크게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 다. 이에 대응하여 수행된‘과일가격 하락의 원인과 대응

방향(2000)’연구는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대체와 유통업체의 구매가격 인하 압력 행사 등이 가격

하락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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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와 같이 고정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농가의 합리적인 투자결정은 중요한 당면문제

다. 이에 착안하여 과수 투자모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박성재 등(C2002-09, 2002)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과수농가의 고정자본투자 결정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으로

써 농가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사회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함축성을 담고 있다. 

2003년 한·칠레 FTA가 체결됨에 따라 과수농가의 소득안정이 큰 주요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과수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

득보전 직불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최지현(C2004-4, 2004)에 의해 수행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모형을 기초로 소득보전 시행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한·칠레 FTA 이후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과 DDA 협상 진전에 따른 과수분야 개방 폭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수산업의 중장기전망과 발전전략 수립이 새롭게 요구되었다. ‘개방화

에 대응한 과수산업발전방안(2004)’연구는 개방화에 따른 향과 과수산업의 분야별 세부추진방안

을 제시하여 향후 추진되었던 한·미 FTA 협상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이 밖에 미국

의 사과산업과 오렌지·포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로는 최지현

(D188, 2004) 및 이용선(D191, 2004)이 있다. 중국의 과수산업에 대한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변화

를 전망한 연구로는 이용선·최지현(RE 2001. 3)이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이 원예산업에 미치는 향을 계측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김병률 등

(2001)에 의해 수행되었다. 분석은 고추, 마늘, 사과, 포도 등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관세

감축방식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 등이 계측되었다. 대응책으로서 긴급수입제한제도(SG)의 적절한

활용과 동식물검역 및 식품검사제도(SPS)의 효율적인 운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뿐만 아니라 향후 한·중 FTA에 대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병률

등(C2001-22, 2001)이 수행한 개방화 시대에 시설원예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정책, 농가경 , 전후방관련산업 및 외국사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당면문제와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2000년대 접어들어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산업에 미치는 향도 쌀과 함께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었다.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물에 미치는 향과 대응방안(2003)’연구는 원예특작

분야를 양념채소, 과일, 과채, 특작으로 구분하고 관세감축방식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소득 등에

미치는 향을 계측하고 대응과제를 제시하여 중장기 정책수립에 기여한 바 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 보급이 확대되어 장미, 백합 등 화훼재배면적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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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 고, 소득작목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농업에서 화훼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화훼

산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두순 등(R367, 1997)의 연구는 화훼산업의 여건

변화를 성장, 생산 및 소비, 유통, 수출입 등으로 파악하고 화훼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평가

하여 제도개선과 투융자방향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가, 도매시장, 연관산업 등 폭넓은 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도출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화훼 유통 및 소비를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한 연구로 박현태·김연중(RE 1998. 2)이

있으며, 화훼부문의 기술수요와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이두순·박기환(RE 1998. 2)이 수행하 다.

중국이 2000년 이후 화훼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수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화훼 생산, 소비 및 유통실태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했던

연구가 이두순 등(RE 2001. 3)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버섯은 1980년대 이후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 다. 결국 생산과잉

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수급불안정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석(R343, 1996)과 강창용 등

(R343, 2005)은 종균생산기술에서부터, 소비, 유통, 가공 및 농가경 에 이르는 산업차원에서의

실태를 분석하 고, 육성방안을 제시하 다.

인삼산업연구는 1990년대부터 수입개방으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의 과제를 안고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특히 1996년 인삼전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주체의 대응이 필요하 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성명환 등(C1999-1, 1999)은 인삼산업의 당면문제의 도출과 수급전망을

통해 인삼협동조합 경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WTO/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인삼

산업에 미치는 향과 대응방안 수립이 요청되었다. ‘WTO/DDA 협상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친

향과 경쟁력 확보방안(2004)’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삼의

소비 촉진,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가공 산업 육성, 수출 증대, 제도개선 등 인산산업에 대한

폭넓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정책대안과 수출촉진에 대한 세부내용은 성명환 등(C2004-12-1,

2004)과 성명환 등(C2004-12, 2004)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녹차 소비가 증대되면서 녹차시장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녹차산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녹차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1997)’연구는 녹차의 생산 및 소비실태를 분석

하고, 수익성 등 경 분석을 통해 녹차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 다. 녹차의 경우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WTO 협상품목으로서 그동안 높은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개방 시

산업에 미치는 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문호·임송수(C2002-14, 2002)는 WTO 농업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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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녹차산업의 향을 평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 고품질화 등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녹차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제공하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후속연구인‘녹차수출시장 진출 전략과 수출상품개발(2005)’

은 세계적으로 녹차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산업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서 수출을 지향하고자 추진

되었다.

최근 한·칠레 FTA와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원예·특작산업의 개방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국내 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원예·

특작연구는 시장개방에 따른 향평가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추진전략 수립에

집중되었다. 향후 정책연구는 해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품목별로 농가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업농가와 부업농가,

대규모농가와 세농가 등 정책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력이

낮은 특작품목의 경우 생산조정방안 등의 연구과제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실로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대 전후반에는 우리나라의

유통기반이 워낙 취약해 우선 농산물의 대량 수집과 분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통의 기본 인프라인 공 도매시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컸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성배 박사를 중심으로 한 도매시장유통 연구진에서 전국에 34개의 공 도매시장 배치계획을

수립하 으며, 공 도매시장 중에서 대표적인 가락동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서남권

도매시장 기본계획까지 상당수 도매시장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를 수행하 다. 1980년대에는 도매

시장 기본계획을 연구하는 중에도 이와 관련된 유통조성기반에 관련한 연구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도매시장 건설계획 연구뿐 아니라 산지유통센터(APC)와 소비지 물류센터(후에

종합유통센터로 개명) 등 이른바 현대적인 신유통시설에 대한 정부의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산지

유통센터와 물류센터의 건설 기본계획과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농협이나 도소매유통기업에서 도매물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줄고 정부 지원규모도

줄어들면서 물류센터 건설 기본계획 연구는 현저히 감소하 다. 산지유통센터에 관해서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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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산지유통센터 건설계획 연구 수요는 줄어들고 규모가 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설과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협동조합의 판매 사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늘어나고 그 대안으로 농조합법인 설립과 이에 의한 유통 사업이 늘어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판매사업 활성화, 연합사업, 공동마케팅사업, 조합공동사업, 공동계산제 등에 관한 연구와

컨설팅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에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산지와 도매 단계에서의 시설 현대화와 거래방식의 다양화 방안들에 관한 연구가 늘어

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의 시설 재정비와 거래제도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들이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 도매시장 건설 및 관리운 : 1990년 이전

공 도매시장 건설·관리 운

1977년 농수산부(현재 농림부)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의 타당성 연구를 의뢰하면서 유통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연구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공 도매시장 건설·운 ·관리와 관련된 연구

를 다수 수행하 으며 정책 형성에 상당한 향을 미쳐왔다. 성배 등(C1979-24, 1979)은 서울시

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예측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농수산물 공 도

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구축하 다. 이어서 성배

등(C1980-09, 1980)은 이듬해‘서울시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보완조사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 대한 보완연구를 수행하 고, 서울시 농수산물 반입량과 새로운 시장의 건립에 따른

사회적 후생 분석 등에 기초하여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계획을 제시하 다.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 도매시장인 만큼 개장 후의 운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컸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로는 성배 등(C1983-05, 1983/C-1990-07, 1990),

정찬길 등(C1983-06, 1983)이 있다. 특히 성배 등(1990)은‘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 방안 연구’에서 경 ·관리 주체의 이원화와 경매제도 도입의 미진, 비효율적인 시설 배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 과 성공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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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외에 허길행 등(D21, 1983)은 일본, 대만, 호주, 필리핀 등 해외 농수산물 유통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도매시장 건설 과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 다.

연구원에서는 1985년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개장된 이후에도 그동안의 운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건설 예정인 주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건설·운 ·관리에 대한 연구를 제시

하 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병호 등(R100, 1985), 성배 등(C1989-10, 1989), 성배 등(R238,

1991)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도매시장 개설 이후 운 현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래제도 및 하역 업무, 지정도매인 및 중매인제도, 유통관련 법규 및 세제 개선 방안 등

전반적인 각도에서 대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후에 건설된 공 도매시장에도 반 되었다. 현

재 건설 운 중인 32개 공 도매시장 중에서 많은 수의 도매시장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우리 연

구원에서 수립하 으며, 직접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도매시장에 대한 기본계획도 연구원

의 연구내용과 방법 등을 기초자료로 삼아 수립되었다. 연구원에서는 인천시 도매시장(C1985-01,

1985), 부산 서부권 도매시장(C1989-03, 1989), 창원시 도매시장(C1992-01, 1992), 구리시 도매시

장(C1992-04, 1992), 춘천시 도매시장(C1992-10, 1992), 부산 동부권 도매시장(C1994-6, 1994), 진

주시 도매시장(C1995-3, 1995), 제주시 농협공판장(C1995-13, 1995), 성남시 도매시장(C1996-01,

1996), 고양시 도매시장(C1996-2, 1996), 구미시 도매시장(C1996-10, 1996), 서남권 도매시장((C2000-

25, 2000) 등 공 도매시장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를 연차적으로 수행하 다. 이들 공 도매시장

외에 부류별 도매시장에 대한 건설계획과 운 방안 연구로는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의 적정

입지 및 운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환 등(R235, 1991)과 서울 외발산동 수산물 직판시장에 관한 연구

성배 등(C1993-08, 1993)이 있다. 주용재 등(M010, 1984)은 서울시 양곡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서울시 양곡 유통 개선을 위해 적정 비축량 확보와 가격진폭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언하 다. 

전국권 도매시장 유통 개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이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 도매시장 건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공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전국적

인 유통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성배 등(C1981-03, 1981/C82-14, 1984)은 부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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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광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유통현황을 분석하고 도매시장 육성 방안을 타진하는

한편,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 다. 이 연구 외에 성배

등 (C1984-12, 1984)은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담은 종합보고서 및 13개

분야의 세부 연구보고서를 발행하 다. 이 중 종합보고서(C1984-12-00)에서는 농산물시장에 대한

장기 전망을 수행하고 유통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세부연구에서는 청과물(C1984-

12-01), 수산물(C1984-12-02), 축산물(C1984-12-03), 화훼류(C1984-12-04) 등 각 부류별로 전국적인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와 함께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을 효

율화시킴과 동시에 지역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의 적정배치에 관한 계량분석을 하

으며(C1984-12-06), 향후 건설될 도매시장 운 효율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C1984-12-05).

농수산물 시장유통에서 중요한 기능인 물류기능(C1984-12-08), 산지유통과 농협 판매사업(C1984-

12-07) 및 유통조성기능인 법률 및 제도 정비(C1984-12-09), 교육훈련(C1984-12-10), 농수산물 유

통과 도시계획(C1984-12-11), 유통

투자 사업 분석(C1984-12-12) 등 농수

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야를 광범위

하게 다루고 기본 계획을 제시하

다. 이외에도 전국권 농수산물 도매

시장 건설·운 에 대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하여 장기계획을 제시한 연구

(정책토의시리즈 28, 1986)와 성배

등(C1991-07, 1991)의 연구가 있다.

유통조성 기능

유통조성 기능에 관한 연구는 유통정보, 유통관련 조세 제도, 기타 시장 조성 기능 연구로 구분

할 수 있다. 유통정보와 관련된 연구는 성배 (RE 1979. 1)에서 시장정보의 조건으로 완전성, 정확

성, 적시성을 제시하면서 기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시장정보체계의 종합적 개선대책을

시도하 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성배 (S7, 1982), 허길행 등(R132,

1986), 성배 (S18, 1987) 등을 거치면서 더욱 정 한 체계를 갖추었고, 1994년‘농안법 파동’직후

연구원에서 발간한‘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D93)’에서는 유통정보체계 확립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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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1981년 농수산부로부터 농업관측사업을 위촉받아‘농업관측(R28)’을 발간하 다. 이후

이장호 등(R148-03, 1987), 서보환 등(R148-7, 1990) 등을 거쳐, 현재는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

한 모형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농업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김정기(RE 1980. 3), 성배 등(R26, 1981)이 있다. 이들 연구

는 유통관련 조세를 규제가 아닌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과 현행 세법 및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농산물유통 근대화에 기여하 다. 그 외에 관련 연구로는 성배 (S7, 1982;

S18, 1987) 등이 있다.

성배 (S7, 1982)의 연구에서는 기타 조성 기능을 포장 및 등급화, 시장 금융, 법규, 교육 등으로

정의하 고, 이는 1986년‘농수산물 유통개선과 도매시장건설 장기계획 구상’에 참고가 되었다.

성배 (S18, 1987)은 기타 유통조성 기능을 보다 세분화하 고, ‘위험분산’의 개념을 도입하 다. 

신유통시설 및 협동조합 경제사업: 1990년대

산지유통센터, 물류센터 건설

공 도매시장 건립과 운 이 궤도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산지시장과 소비지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김명환 등(C1995-10, 1995)은 농산물 유통의 시점인 산지유통개선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는 유통시설인 농산물 포장센터의 설치와 운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는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및 운 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행된 것으로 포장센터의 기본 개념

과 기능, 전국적인 수요,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효율적인 운 을 위한 공동계산제방식 등을 제안

하 다. 

허길행 등(C1997-05)은‘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에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청과물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여 산지유통개선의 핵심적인 시설로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 허길행 등(R366,

1997)은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지단계에서 부류별로 필요한 시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유통 단계별 편익·비용을 분석하 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허길행 등(C1998-08, 1998)의 연구에서

는 농협 농산물 유통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산지유통기능의 강화와 유통

조직 간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강화를 들었다. 김병률 등(C1999-14)은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해남군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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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6년 유통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소매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 고, 이에 따라 산지 직거래 체계가 확보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자들의 유통경로 다각화로 이어졌다. 김병률 등(R422, 1999)은 농축산물 유통

경로 간의 운 효율성을 부류별로 비교하여 물류센터를 통한 출하의 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혔다. 박현태 등(R404, 1999)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공동)물류센터

도입을 통해 수급 조절과 가격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선(C1999-32)은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및 운 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 다.

1990년대 말경 물류센터 명칭이 종합유통센터로 변경되었으며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건립계획

및 타당성 연구가 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수원(2000), 금산 인삼(2001),

김해(C2001-3, 2001), 광양 수출(2001), 마산항 수출(C2002-1, 2002), 음성(C2003-37, 2003. 12),

울산(C2004-21, 2004. 6), 태안(C2005-8, 2005), 양산(C2005-20, 2005), 용인(C2005-39, 2005), 포천

(C2006-2, 2006)에 이어 최근 양주(C2007-21, 2007) 등 지역의 종합유통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전창곤, 조명기, 김병률, 황의식 등 유통관련 연구진을 중심으로 주도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금산, 음성, 태안, 포천, 용인 지역의 종합유통센터는 산지형 유통센터에 가까우며,

수원과 김해, 울산, 양산, 양주 지역의 종합유통센터는 소비지 도소매 유통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광양과 마산항에 건설된 종합유통센터는 처음부터 수출물류센터로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 판매사업 확대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의 업무

를 분석하고 경 개선을 위한 운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후 협동조합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주요 연구는 농협의 판매·가공·소비지 공판장 사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김명환 등(C1996-09, 1996)이 있다.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의 경 효율화, 품목 전문조합 육성, 중앙회의 신용·

경제 사업 분리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연구원에서는 허길행 등(C1996-14, 1996)이 연구를 수행

하 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들은 이후 공동계산제, 연합판매, 산지유통전문조직

활성화 등의 연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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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 다양화 및 공동출하: 199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서 관련 연구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연구원 역시 기존의 유통체계와 유통정책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김동환 등(R307, 1994/

R333, 1995)은 UR협상 타결로 유통시장을 비롯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우리나라의 유통체계 변화

에 미칠 향을 전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농산물의 소매유통체계 연구

에 초점을 맞추었다. 허길행 등(C1997-05-01, 1997)의 연구에서는 21세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수산

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부류별 농산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점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유통체계 모형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 다. 그 후 연구원에서는‘농산물

유통혁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SD022, 2002)’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대내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대형소매업체의 성장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증대를 들 수 있다.

대형소매업체는 기존의 도매시장 외에 새로운 유통경로로서 기능을 하 고, 이 과정에서 산지와의

직거래 확대라는 변화가 발생하 다. 친환경농산물 역시 초창기부터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생협

을 통한 직거래)를 통하거나 또는 친환경 생산자단체의 전문유통조직에 의해 중간유통이 이루어

지면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에 김명환 등(P027, 1998)은 직거래의 유형을 분류

하고 각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박현태 등(R404, 1999)은 친

환경농산물 유통경로를 생산자 주도형, 생산자·소비자 참여형, 소비자 주도형, 전문 업체 주도형

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유통체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유통경로와 제도

측면에서 제시하 다. 1990년대 중후반 직거래 붐이 일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지 직판장 운

이 늘어나면서 김병률 등(C1999-12, 1999)은 광군 농수축산물 소비지 직판장 건립 및 관리 방안

을 제시하 다.

산지 및 도매시장 시설 및 거래방식

유통경로의 다양화는 산지-도매-소비지 단계의 유통 체계에 전반적으로 향을 미쳤고, 이에 유통

환경의 변화가 산지와 소비지 유통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유통경로

전반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병률 등(R411, 1999)은 생산자 규모화·조직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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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등장 등의 변화 속에서 기

존 유통주체들의 유통 기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주요 품목

의 유통경로별로 운 효율성을 검토

하여 제고 방안을 제시하 다. 전창곤

등(C1999-25, 1999)은 유통체계 개선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진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표본 설계 방안을 제시하 다. 

허길행 등(R440, 2002)은 산지 규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 공동출하와 공동계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품목별로 판매가격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경제외적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고, 공동출하·계산의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한 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허길행 등(C2003-01, 2003)은 농산물 공동계산 표준모델을 제시하 는데, 공동계산의 발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 사항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부류를 10개 유형으로 구분

하여 현실에의 적용 가능성을 높 다. 황의식 등(R472, 2004)은 농산물 거래관계 변화가 산지유통

사업방식에 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하고,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관계 구축을

통한 차별화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적기 공급, 일정한 품질의 유지, 효율적인 물류 체계 구축, 편이

기능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특히 농협의 산지유통사업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지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 중심적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 외에 상품화와 전략적 마케팅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과 구체적인 혁신전략을 제시하 다. 김병률 등(C1999-14, 1999)은 해남

군 산지유통센터 건립·운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최지현 등(C2005-07-1), 김동환 등

(C2005-07-2)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 배치 및 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서성천 등(R511, 2005)은 소매단계의 대표적인 유통 주체인 대형소매업체의 농산물 구매 행태를

분석하여, 이들의 농산물 조달 및 판매 규모가 확대될수록 도매시장이 유통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위상이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산지 직거래 확대는 농산물

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직적 통합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생산지의 거래 교섭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했다.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는 기존의 주요 유통경로 던 도매시장의 거래 방식에도 향을 미쳤다.

현재까지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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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집중

적으로 건설되었던 공 도매시장의 노후화 등이 지적되면서 시장이전 또는 재건축 문제 역시 중요

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허길행 등(C2000-25, 2000)은 강서구 외발산동에 공 도매시장(강서도매

시장)을 건립하여 등포 유사시장 상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거래제도에서 시장도매

인제도 도입을 제안하 다. 2004년에 개장한 강서도매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도매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시장도매인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창곤

(C2004-23, 2004)은 농수산부류 거래방법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 는데 주로 수산물 부류의 거래

방법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명기 등(C2004-10, 2004)은 앞의 연구에 이어 강서도매시장의 활성

화 방안으로 등포 상권의 이전 촉진과 강서도매시장 상권 형성 완비, 도매시장 취급 품목의 확대,

도매시장 기능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하 다. 

조명기 등(C2004-28, 2004)은 현재 전국에서 운 되는 32개 공 도매시장의 유통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매시장 운 활성화 방안으로 도매시장의 관리 전문화, 도매

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규모화, 운 및 경 효율성 제고, 농산물의 집하·분산 능력 강화, 거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 고, 각각의 과제에 대한 세부전략을 제시하 다. 조명기 등

(C2006-15, 2006)은 앞의 연구에 이어 도매시장 운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최근에는 전국의 도매시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물류기능의 확충 등 새로운 기능을 요구받고 있어

도매시장 이전과 시설개선에 관련된 연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허길행 등(C2001-14, 2001)은 이미

2001년에 가락시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현재의 물량 포화상태

를 해소하고 물류기능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는 16만 평의 현재 시장 면적을 60여만 평 정도의

넓은 면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안부지에 대한 검토까지 제시하 다. 

김병률 등(C2005-43, 2005)은 공 도매시장 중에서 가장 먼저 건설되어 시설 재정비가 필요해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재건축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도매시장 시설 재

정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 다. 뒤이어 김병률 등(C2006-51, 2006)은 건축연수가 35년이나

되어 가락시장보다도 오래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재건축 기본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여 현재 재건축 계획이 본궤도에 올라 있다. 전창곤 등(C2006-41, 2006)은 진주 도매

시장에 대한 물류인프라 확충 등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 다. 2007년에는 국승용 등(C2007-11,

2007)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매시장의 이전 재건축 방안을 제시

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현재 도심에 위치하여 이전이 필요한 인천 구월동 도매시장의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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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도매시장의 시설 재정비, 재건축, 이전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연구수요는 향후 전국의 도매시장

으로부터 요구되고 있어 체계적인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농림부에서는 2006년 후반

연구원에 도매시장 제도·운 방식 및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 고, 김병률 등(C2006-52,

2006. 12)의 연구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제도와 운 방식의 개선뿐 아니라 전국

적인 시설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 다. 

공동계산제, 연합판매,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 활성화

허길행 등(R440, 2002/C2003-1, 2003)의 연구에서 공동계산의 기본적인 필요성과 효과, 외국의

추진현황을 정리하여 공동계산의 발전단계에 따른 추진전략과 품목유형별 전략을 제시하는 기초

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같은 해 전창곤 등(R458, 2003)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실태와 발전전망을 통해 브랜드화 특히 공동브랜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2000년대 초반에는 협동조합 판매사업 연구보다는 지역조합의 판매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졌다. 김병률 등(C2000-24-1~6)은 거창사과, 경남단감, 제주 서귀포, 제주 안덕, 제주 함덕,

경남 합천 율곡 농협 등 6개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 다. 2002년에 조명기·전창곤

등(C2002-31-1~4)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 횡성군 청일, 경남 하동군 화개, 하동군 횡천 농협, 2003

년에는 조명기 등(C2003-24-1~3, 2003)은 제주 북제주 시군지부, 남제주 대정, 충남 당진 합덕 농협

에 대한 판매사업 컨설팅을 수행하 다.

협동조합 판매 사업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황의식 등(R472, 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지유통 혁신을 위해 시장지향적인 협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황의식 등(C2004-53, 2004)은 산지유통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사례들을 검토한 후 공동

마케팅조직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 황의식·정호근(R534, 2006)은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시군단위 농협 등의 연합판매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된「농협법」에 새로 도입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발전방향을 제안하 다. 여기서 광역합병조합의

자회사와 기존 지역조합 간 연합판매사업과의 차별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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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통

김병률 등(R411, 1999)은 농축산물의 유통경로, 즉 도매시장 경로와 직거래 경로 사이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직거래 경로의 효율성이 높음을 분석하 으며, 김병률 등(C99-13, 1999)은

제도적인 연구로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의 도입방안을 연구하여 2000년「농안법」개정

시 유통명령제도의 실시를 법제화하는 데 기여하 다. 

박동규 등(C2001-29, 2001)은 2년에 걸쳐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부문의 계약에 관한 연구를 실

시하여 계약거래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계약의 정착 등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

하 다.

박현태 등(R411, 1999)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방향을 연구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환경에서 물류시스템 개선, 품질관리제도 개선, 판매망 확충과 정책자금 지원방안 등을 제시

하 다. 최근 들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김창길 등(R500, 2005)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구매행태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 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확산되고 친

환경농업이 크게 늘어나 유통의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유통대책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도 품목에 관련된 유통연구로는 박동규 등(R455, 2003)에 의한 농가의 미곡 유통실태 분

석과 2005~2007년 사이에 이루어진 쌀 유통부문 경쟁력 제고 시스템 개발이 있다. 박현태 등

(C2000-30, 2000)은 화훼류의 유통구조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화

훼류에 대한 국내유통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유통 관련 연구와 정책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연구는 선진국형 농업

을 실현하기 위한 유통시설의 현대화 또는 재정비(하드웨어)와 거래방식의 다양화(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에서는 거점 산지유통시설의 건설과 효율적인 운 방안에 대한 연구 수요가 늘어나고 전문

경 을 위한 컨설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동조합과 농조합법인이 소비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전문화하고 규모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지에서는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데 반해 도매시장 거래가 정체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도매시장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가공, 선별, 저장 등 물류기

능을 대폭 보강하는 시설 재정비계획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구수요가 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136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거래방식의 요구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거래제도의 탄력적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나아가 산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유통업체, 가공업체, 급식업체, 요식업체 등

농산물 실수요자들 사이에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가 늘어나고 계열화 등 선진적인

체계가 확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식품소비

식품소비 연구는 소비자의 수요 및

선호 분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의 경

쟁력을 제고시키고 효율적인 식품정

책이 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식품소

비구조와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규명

하고 식품산업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 식품소비를 전망하고 농업·식품산업·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1990년대까지는 식품수요분야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국내 농업의 공급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식품수요

분석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도입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 식품소비가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단계

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 식품의 소비행태를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 다. 식품산업

및 소비자 정보 분야가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식품산업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운 방안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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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요

식품 소비구조 분석

1980년대 중반까지 식품소비 관련 연구는 양개선과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과 수요 예측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주용재(RE 1979. 2)는 1968~1977년간의 식품소비구조 변화와 도농간의 소비지출동향 등을 분석

하 으며, 김기성(RE 1979. 2)은 소득·도시화·인구·식관습·가격 등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 다. ‘종합식품수급에 관한 연구(1981)’에서는 최소비용으로 공급

할 수 있는 품목별 토지배분을 선형계획법으로 도출하 다. 수요 분석에 있어서는 농가, 비농가의

소비량 자료를 이용하여 단일 방정식 체계로 소비를 예측하 다.

식품수요를 수요이론의 틀 속에서 실증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이정환 등(RE 1983(3), R92(1984),

D36(1986), RE 1986(1))과 김병호(RE 1984. 2)부터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요분석: 모형개발과 정책

실험(1984)’은 가계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수요체계 분석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로서,

AIDS체계를 이용하여 품목별 소득 및 가격탄성치를 추정하 다. ‘연령계층별 식품소비특성 분석

과 그 응용(1986)’은 연령계층별 소비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더미를 수요함수에 포함하여 분석하 으며, 가구의 세대별 특징이 식품수요 변화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 다. 

1990년을 전후하여 식품소비구조가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단계로 전환되었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소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가 몇 차례 수행되었다. 사공용 등(RE 1994. 3)은

비모수적 접근방법과 AIDS모형을 적용하여 구조적 변화를 추정하 으며, 한국의 곡류 소비와 미국

의 육류 소비에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 다. 최지현 등(R335, 1995)은 자료 이용의

제약 등으로 그동안 실시되지 못한 횡단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 다. 횡단면 자료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가구의 다양한 특성변수 등을 이용하여 식품 및 양소 수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주요 식품의 소비구조 변화를 전망하 다. 기본분석모형은 엥겔지출함수이며, 특정 식품

을 소비하지 않는 가구의 소비패턴을 모형화하기 위해 토빗모형을 적용하 다. 이정환 등(RE

1997. 3)은 197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 감소 요인이 쌀이 열등재이기 때문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쌀 소비 감소는 소득보다는 사회문화적요인 또는 기호요인에 따른 것으로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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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구조분석 연구로는‘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2002)’과

‘ 세민 식품보조제도 도입방안 연구(2003)’가 있다. 김성용 등(R438, 2002)은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다양한 지표와 모형을 가지고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실증 분석하여 농가소비와 소득과의

관계,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구조 차이,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구조 차이, 농가 소비

지출의 불균등도와 결정요인 등을 검증하 다.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지니계수와 엔트로피 불

균등도 지표를 사용하여 가구유형별로 비교 분석하 으며, 결정요인은 농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농가 유형 등이 포함된 소비함수 분석을 통해 도출하 다. 김성용 등(C2003-16, 2003)은 세민

대상 식품보조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식품

보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품비 지출구조, 식품공급의 안정성, 양섭취상태

등이 검토되었으며, 식품보조제도 도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 다. 2007년도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계층별 식품소비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2007)’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품목별 수요 및 소비행태 분석

품목별 수요 및 소비행태연구가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다. 박성쾌(P7, 1994)는 1972~1992년의 21년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13개 수산물에 대한 수

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 다. 또한 도농간 수산물 소비행태에 차

이가 있는가를 검증하 다. 이정환 등(RE 1997. 3)은 향후 쌀 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의

품질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입산 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

구에서는 한국, 미국, 호주, 중국 등의 9가지 중단립종 품종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시식 후 각각의

관능적 특성과 지불의사금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하 다. 

시계열자료는 물론 횡단면 자료 및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 등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소비행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이계임 등(R391, 1998)의 과실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부터이다. 이 연구에서는 1980~1990년대 과실류 소비 변화의 특징과 요인을 분석하 으며, 구입

행태와 선호분석에서는 IMF 관리체제 이후 변화양상에 주목하 다. 과실류 소비에 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분석을 위해 선형화된 AIDS 모형을 적용하 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 분석에는 1986

년과 1996년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이용되었다. 비소비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토빗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 다. 이후 1999년에는‘육류 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연구가, 200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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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요의 변화와 전망’연구가 연속해서 추진되었다. 이계임 등(R401, 1999)에서는 소비구조

와 구입행태 분석 이외에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을 앞두고 축산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품목간, 국내

산과 수입산 간 대체관계분석이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1994, 1998

년 등급판정 원자료를 헤도닉분석모형에 적용하여 소비자의 품질평가를 시도했다는 특징을 보인

다. 이계임 등(R415, 2000)은 김치 소비 감소와 더불어 시판김치 수요 및 김치수출 증가로 대표되는

김치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김치시장 구조를 밝히고, 가정 김치와 시판

김치를 구분하여 소비자 선호 및 소비행태를 분석하 다. 생산김치, 시판김치, 수출수요 등을 전

망하고, 김치 원료용 채소류 수요를 산출하 다. 

최근에 추진된 품목별 소비 분석 연구는‘쌀 소비행태 분석(2003)’, ‘수산물 소비구조분석(2003)’,

‘절임식품류 국내외 현황조사 분석(2004)’, 김경필 등(RE 2005, 3) 등이 있다. 이계임 등(R456,

2003)은 가정과 외식으로 구분하여 쌀 소비의 결정요인과 소비행태 등을 비교 분석하 다. 외식부문

을 가정 내와 구분하여 소비량, 결정요인, 구입행태, 수입쌀 구입의향 등을 분석하 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1년 기준 시 주식용 쌀 소비

량의 31% 정도는 외식에서 소비되며, 외식부문의 수입쌀 지불의향가격은 국내산의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

식품산업 관련 연구는 1990년대까지는 추진실적이 많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식품산업의 규모 확대와 식생활에서 가공식품 및 외식 등의 비중이 증가하여

식품산업과 농업의 효과적인 연계구축 여부에 농업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바

탕으로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추진된 연구는 주용재(R61(1983), RE 1984(3))와 백종희(R182, 1989)로 식품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산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 다. 주용재(R61, 1983)는 국산유지자원

활용방안 모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 으며, 백종희(R182, 1989)는 축산가공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를 검토하고, 축산가공산업의 부가가치를 농가에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 다. 

1990년대에 들어서 정부가 전통식품 육성정책을 법제화하고 전통식품인증제도와 자금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배경으로 이동필 등(R291, 1993)은 전통식품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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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등(R291, 1993)은 정부의 전통식품 활성화 지원정책현황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 다. 안동소주, 순창고추장, 돌산갓김치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통해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

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전통식품 가공산업의 육성방향을 모색하 다.

식품산업 관련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의 식품산업의 연계방안

(2001)’, 정 호 등(RE 2001. 2), 김재수(RE 2002. 3), ‘WTO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200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요인 분석(2003)’,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시장 활성화 방안(2006)’등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정 호 등(RE

2001. 2)과 김철민(R459, 2003)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식품산업의 타 산업과의 연계구조를 파악

하고자 하 다. 이동필 등(C2001-12, 2001)은 제도 및 산업현황을 검토하고 소비자의 가공식품 소비

및 차별화 실태 등을 분석하여 식품산업정책의 발전방향과 식품산업과 국내 농산물의 연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다. 이계임 등(R533, 2006)의 연구는 전통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소비자 인식의 면 한 분석을 통해 식품산업 환경에 적합한 마케팅 방향과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김치, 장류, 한과를 대상으로 하 으며, 법·제도·생산현황·

소비자평가·외국의 사례 등 다각적인 방법에 입각하여 분석되었다. 2007년도에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주요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방안’연구가 수행 중이다. 

소비자 정보

안전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고, 국내외 식품위해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원에서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연구가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식품 안전성을 대상으로 체계적

인 연구가 수행된 것은‘주요 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2001)’부터이다. 국내산 채소류와

축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리실태가 위해관리요소별 및 유통단계별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최지현 등(R425, 2001) 이후 선진국의 안전성 관리체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와 생산

및 수입단계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후속연구로 추진되었다.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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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국내 도입방안(2004)’은 선진국의 위해분석 틀에 입각하여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체계를 평가하 다. 그 밖에 김성각(RE 2003. 2)은 일본 JA전농의 쇠고기 안심

시스템 사례를, 김재수(RE 2005. 4)는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분석하 다. 

식품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약, 항생물질, 중금속

등 대표적인 위해요소가 유입되는 생산단계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수입개방 확대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중국 등으로부터의 식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수입식품의 안전

성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식품안전관련 의식 및 요구사항

조사(2003)’는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가 핵심사항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구축방향 정립을

위하여 소비자·생산자·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의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 다. ‘중국산 수입 농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2005)’은 김치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 다.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2006)’도 위험분석틀 내에서 생산단계 및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 다. 2007년도 식품안전성 관련연구과

제로서는 위해물질에 대한 경제분석의 일환으로‘신종위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경제 위해도

평가’연구를 수행 중이다. 

표시제도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맛과 안전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됨에 따라 식품속성에 대한 다양

한 정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 수요와 식품산업의 변화를

반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식품표시제도를 실시해왔다. 식품표시에 대한 연구는 박동규 등(P13,

1995)의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연구를 시작으로 성명환 등(C97-4, 1997)의 지리적표시제도

연구, 임송수(R433, 2001) 등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 연구 등 개별 제도의 도입 또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식품표시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표시제도 전반을 평가하는 연구는 김성용 등(RE 2001, 4)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이계임 등(C2004-32, 2004)에서 농산물 표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

으로 검토하고, 이계임 등(C2005-15, 2005)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전반에 걸친 표시제도의

효율적 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표시제도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계임 등(C2004-32, 2004)은 농

산물 관련 표시제도를 표시방식, 인증제도의 위상, 표시제도의 연계성과 차별성 등의 측면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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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 다. 이계임 등(C2005-15, 2005)은 식품표시관련 법·제도의 운 체계와 시행방식 평가를 위

해 제도별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하 으며, Codex의 식품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적합성을 평가하

고 주요국 표시제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 다. 

최근 수행된 표시제도 관련 연구는 법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계임 등(C2005-38, 2005)은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를, 오윤석(RE 2004. 4)은 지리

적 표시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 다. 이계임 등(C2005-38, 2005)에서는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가공업체·소비자·해외사례 등의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개정방안을

제시하 다. 

소비통계·정보 등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식품관련 행정당국과 생산업체 등이 식품소비

패턴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소비 통계 등 관련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식품통계 관련 처음 수행된 연구는 박세권 등(R165, 1988)과 이장호(RE 1988. 4)이다. 이들

연구는 기존의 양곡 및 주요 식품 소비량 조사 표본의 대표성과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허길행 등(C97-09, 1997)과 이용선 등(C99-24, 1999)은 식품소비통계조사의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식품소비 통계조사의 표본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제시하 다. 허길행 등

(C97-09, 1997)에서는 기존 소비관련 통계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식품소비통계 조사체계를 검토

하고, 소비량 통계조사를 제안하 다. 소비량 조사방법, 추진체계, 조사비용을 추정하 으며, 조사

설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시험하고 식품소비통계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용선 등

(C99-24, 1999)은 식품소비량 통계조사의 표본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제시하 다. 

‘식품수급표’는 식품수급상황과 1인 1일당 식품 및 양 공급량 등을 제시하여 식품수급정책의

기초자료와 국민 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로 널리 이용된다. FAO의 권장방식에 의거

하고 있어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1962년 이후 작성되어 왔다. 식품수급표는 식품수급자료를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취사, 조리,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량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섭취량

과 개념상 구별된다. 미우라요코(RE 2006. 2)는 공급량과 섭취량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는 식품 손실

량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연구로 일본과 한국의 식품손실량 추정을 시도하 다. 

1999년‘식품수급표’부터 에너지 자급률 등 주요 양소 자급률이 산정되고 있는데, 에너지 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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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산정방식은‘칼로리 자급률의 개념정립과 목표설정(2000)’의 연구결과를 반 한 것이다. 칼로리

자급률 관련 연구는 최지현 등(C2004-14, 2004)에서 다시 한번 정리되며,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에 관한 연구(2006)’에서 식량자급률의 목표 산정을 위해 활용된다.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소비분야 연구수요는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예상되는 소비분야의 주요 연구수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와 정책의 효율적 운 을 위한 식품수요구조와 소비행태 관련 기초연구가 확대될 필요

가 있다. 개별 품목과 특정 소비자계층을 대상으로 한 풍부한 소비행태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야 한다.

둘째, 식품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거 농산물

가공산업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식품산업 전반과 농업과의 연계기반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

히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 교육, 홍보, 소비자 조직, 관련

통계 등에 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식품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도 국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환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생산 활동을 위한 화학적 투입재의 과다사용, 가축분뇨의 대량발생

과 부적절한 처리에 따른 지속적인 오염원 배출 등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연구원의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환경친화적 농업 자원 관리,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환경

협약에 대응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농업분야의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점은 199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연구원에서는 1992년 서종혁 등(R262)과 1993년 오세익 등(R283)의

연구를 시발점으로 친환경농업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가 착수되었다. 현재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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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을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개발과 평가,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프로그램

개발, 농업생태계의 환경친화적 농업자원관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 농축산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농업환경의 외부효과 평가,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농업부문과 연계된 국제환경협약,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친환경농업 분야의 연구원 보고서로는 서종혁 등(R262, 1992), 오세익 등(R283, 1993), 오세익

등(R321, 1995), 김은순(R332, 1995), 최정섭 등(R357, 1996), 오세익 등(R361, 1997), 임송수 등

(R379, 1997), 김은순 등(R398, 1999), 박현태 등(R404, 1998)을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 보고서는

허장 등(R417, 2000), 김창길 등(R441, 2002), 김창길 등(R451, 2003), 김창길 등(R469, 2004), 오세익

등(R485, 2004), 송주호 등(R487, 2004), 김창길 등(R500, 2005), 김창길 등(R520, 2006), 강창용 등

(R523, 2006) 등이 발간되었다.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개발 및 평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국가전체와 지역단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가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1993)’에서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환경농업의 개념과 정책에 관한 개괄적이고 포괄

적인 연구로서 연구원 친환경농업분야 연구사의 일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기능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료와 외국의 환경유지 기준, 공해감소 정책, 지속

적 농업, 청정기술 및 관련법규 등을 수집하여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 방향과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 다. 후속 연구인‘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1997)’에서는 환경

보전형 농업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농업환경의 오염실태와 오염물질의 감소방안 및 환경

보전형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신기술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 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1992년 리우선언 10주년 기념으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 대비하여‘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전략(2002)’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와 관련한 지속가능

지표 개발, 이들 지표를 이용한 이행평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 농업전반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농업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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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물질순환 및 환경부하 분석(2003)’

연구는 우리 연구원과 더불어 농업과학

기술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

에서는 농업생태계의 물질수지분석 방

법론을 체계화하 고, 홍성군과 옥천군

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물질수지 측면

에서의 환경분석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분석을 시도하 다. 후속

연구인‘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2004)’은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개발과 관련 전략분석, 전략선택, 전략실천 등 3단계 접근이 이루어졌다. 전략선택에 있어

서는 계층분석 의사결정과정(AHP)을 적용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 고, 전략실천에 있어서는 2014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초기

발전단계-도약단계-정착단계’등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정책추진 로드맵을 제시하 다. 

친환경농업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는‘농업관련 환경정책 분석모형에 관한 기초연구(1995)’에서

동태적 계획법과 최적제어법을 적용하여 농업환경 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틀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분석결과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농업환경 정책 효과분석

의 가능성과 분석자료의 가용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 다. 다음으로‘농업환경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1999)’에 관한 연구는 농업중심의 환경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실제로

적용하여 정책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환경농업정책사업에 대해서 농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성적 평가결과도 제시하 다. 이후‘친환경농축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2003)’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프로그램을 평가

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정책목표는 적합성, 충분성, 실현가능성, 정책수단은 효과성, 타당성, 만족

도 등의 기준을 제시하 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책담당자와 정책대상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주요 외국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강원도 지역

유기-자연농산물 개발계획(1991)’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

으로 유기-자연농업의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유기-자연농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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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당시 국내에서는 유기-자연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청정 이미지를 가진

강원도가 유기-자연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단계적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다.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2000)’는 지역별 농업환경여건 분석을 기초로 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는 농업환경모형의 기본적인 구조로 조건(Condition, C), 상태(State, S), 계획(Plan, P)을 연계하는

C-S-P 체계를 제시하 고 지역단위 환경부하를 평가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 다. 후속연구로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2002)’에서는 C-S-P 체계와 지역단위 농업환경

분석을 위한 부문별 지표와 물질수지분석 이론을 기초로 지역단위 농업환경부하 분석방법을 체계

화하 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기도 양평군과 충북 진천군 사례지역의 농업환경상태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농업환경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2007)’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진안군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기반조성단계-도약단계-정착단계」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 다.

특히 이 연구에는 지역단위 양분수지분석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적정가축사육 두수

도출과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 농업인과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방향 및 핵심사업 등을 제시하 다. 

농업생태계의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농업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

의 과다사용으로 수질 오염 등을 발생시켜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

자부담원칙 적용 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1999)’에 관한 연구는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 모색과 관련

하여 오염자부담원칙의 이론적 배경, 주요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화학비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 등 농업부분의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가능성 검토 등을 제시하 다. 또한‘환경

친화적 벼농사의 적정 시비 수준과 정책방향(1999)’연구에서는 벼농사의 환경보전형 시비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수도작의 화학비료 과다사용의 문제점, 시비-수량 반응함수를 이용한 적정시비

수준 결정,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환경세 부과의 정책효과 분석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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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문에서 가축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이루어진‘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4)’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축산부문의 총량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집 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사육두수의 상한 설정, 축산부문의 환경부하 실태 진단, 총량규제의 국내외 적용사례

와 시사점 도출,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 검토, 사육두수 총량제의 지역사례 적용 방안 등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과 관련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로부터의

과다한 양분투입으로 농경지의 잉여양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로‘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연구(2005)’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수지에 과학

적인 진단을 기초로 농축산물의 생산활동 및 투입자재 조절 등을 통해 과잉양분을 관리하는 양분

총량제의 선결조건 및 세부 시행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인 하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부문

에서 접근한‘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농업부문(2006)’연구는 하구역 지역 농축산부문의 실태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기초로 하구역 관리전략 수립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관리전략을 제시하 다.

그동안 농업부문에서는 하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으나, 이 연구

는 향후 관련분야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유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측면에서의 연구는‘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와 장기발전 방향

(1992)’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유기농업에 대한 국내의 연구실적이 매우 제한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국내 유기농산물의 유통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다는 점에서 유기농업연구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

에서 국내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 및 유통실태에 관한 진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 방향(1999)’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와 유통

경로 및 유통경로의 유형화를 시도하 고, 이를 기초로 유형별 유통활동 비교와 유통경로의 전개

방향 모색과 함께 유통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또한‘유기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방향(199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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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논문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유통실태를 진단하고 캐나다와 독일 등 주요국의 유통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유기농산물의 유통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이후 2004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유통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에‘친환경 쌀의 재배유형별 생산·유통·소비구조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2005)’에서 친환경 쌀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자와 유통주체의 마케팅 실태

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통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 쌀의 유통

에 대한 분석과 함께 소비측면에서 인식도와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소비확대를 위한 시사

점을 도출하 다. 다음으로‘친환경농산물의 거래특성(2006)’에 관한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시장특성과 유통의 전개과정, 식품시스템 측면에서 연쇄구조와 경쟁구조의 진단, 가격결정과 품질

조정 등 친환경농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 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수요측면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는‘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2005)’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과

소비구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친환경농산물의 구매행태 및 속성 분석, 친환경

농산물의 잠재적 수요 추정 및 소비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프리미엄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검증과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호도를 반 하여

가격 프리미엄의 구성요인에 대한 실제적인 기여도를 추정하 다. 

농축산폐기물의 관리

농축산부문의 부산물 또는 폐기물 관리는 농촌지역 폐기물과 축산부문 폐기물인 가축분뇨처리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농촌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 생활폐기물과 폐 농자재

등 농촌쓰레기의 수거체계와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춘‘농촌 쓰레기 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1999)’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농촌 쓰레기 문제점 도출과 국내외

주요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불법 소각과 매립 관행의 개선, 농촌쓰레기 종량제 재검토, 자원화를 통

한 쓰레기 감량, 수거체계 개선 등 농촌지역 쓰레기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폐 농자재의 발생 및 수거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2002)’연구에서는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

생하는 폐 농자재의 적절한 배출과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폐 농자재

의 배출실태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폐 농자재 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폐 농자재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체계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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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와 관련하여‘가축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에 관한 연구(1990)’에서

는 환경관련법상 규제대상규모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가축분뇨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처리방법별 경제성 분석과 축분자원화 및 폐수처리 대책 등을 제시하 다. 이후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해서는‘가축배설물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1992)’,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연구

(1994)’,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방안(1996)’,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1998)’, ‘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운 비 조사연구(2000)’등 일련의 연구가 약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들 연구는 가축분뇨자원화 촉진과 관련한 생산기술·경 및 판매·지원제도 측면에서의 문제점

도출, 처리방법별 경제성 평가와 부문별 해결방안 제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부문의 외부효과 평가

농업은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환경

의 외부경제효과, 외부불경제효과라고 한다. 농업환경의 외부경제효과로는 홍수조절효과, 토양

보전효과, 지하수함양효과, 지반침하방지효과, 대기정화효과, 오폐수정화효과, 생태계보전효과,

정서함양 및 교육적 효과, 녹색경관 제공효과,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효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농업환경의 외부불경제효과로는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과 가축사육

두수의 증가에 따른 다량의 가축분뇨의 발생 및 부적절한 처리에 따르는 수질오염 등이 포함된다.

농업생태계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의 평가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방법인 대체법(대체비용법),

가상가치평가법, 속성가격법, 여행비용법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농업의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 평가는‘쌀 농업의 환경보전효과에 관한 연구(1995)’가 우리 연구원

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를 평가한 선구적인 연구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논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차원에서 대체법과 가상가치방

법을 적용하여 쌀 농업의 환경보전효과를 평가하 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1999)’에서는 WTO

농산물 협상에서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사항을 검토하고 다원적 기능에 관한 공감

대 형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 다. 이후‘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에서는 그동

안 논의되어온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가상순위결정법을 이용하여 다원적 기능에 대

한 계량화를 시도하 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

원방안도 제시하 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04)’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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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대한 일반국민(도시민)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기능별 중요도에 대

한 특성분석을 기초로 다원적 기능에 관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 다. 이 연구는 농

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약해지는 시점에서 적절한 홍보방안을 제시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한편 농업환경의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를 기초로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감안

한 적절한 농업환경 정책의 선택과 수립이 요구된다. ‘농업부문 녹색 GDP 산출을 위한 기초연구

(1999)’는 농업환경 정책의 선택에 앞서 정책효과 분석의 필요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는 환경계정체계 및 녹색 GDP 추계방법과 농업부문의 환경물량 추계 등을 기초로 농업부문 그린

GDP 산출을 시도하 다. 농업부문의 환경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양 측면의 공정한 평가가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린 GDP 산출에 대한 계량화는

미래의 농업환경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환경논의 대응 및 농업환경지표 개발

농업부문과 관련된 국제적 환경 관련 협약의 내용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는

‘국제환경 및 자원보전협약의 추이와 전망(1995)’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지구

환경 문제의 논의내용과 전망을 농업과 연계시켜 검토하 으며, 주요 국제환경협약 중 농업과 접

한 관계가 있는 기후변화협약, 야생동식물보호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 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국제환경보전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리우선언’과 실천계획

인‘의제 21’도 농업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 다. 또한 기존의 GATT 체제하에서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조치, WTO를 중심으로 한 환경 라운드 추진 동향과 전망, 국제환경협약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이후‘무역·환경연계 논의 동향과 우리 농업의 대응 방향(1996)’에서는

WTO 무역환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무역·환경 연계 논의 동향을 농업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정리

하여 우리 농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 다. 또한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농업분야와 관련된 의제,

OECD의 농업과 환경에 대한 연계논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농업관련 향 가능성 등을 분석

하 다. 

범지구적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국에 포함되고 있지 않으나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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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농업부문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 향 분석(2006)’에 관한 연구는 2013년 이후 온실

가스 의무감축을 이행하는 경우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향을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하여 계측

하고, 화석연료에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후속연구로 교토의정서

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이행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농업부문 대응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에너지 분야에서 대응책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농업부문 바이오

에너지 관련연구로는‘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2006)’이 처음

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2년차 과제의 1차연도 연구결과로 바이오매스 이용의 사회경제적 의의,

주요 선진국의 바이오매스 관련정책,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정책과 과제제시,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등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2차연도 연구에서

는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국가별 농업환경 상태를 비교하고 농업정책의 환경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논의가 1990년대 초반부터 OECD 농업환경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다. 농업환경지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과 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요소(물, 토양, 공기) 가운데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농업환경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농업환경지표 개발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는 1999~2002년의

3년 동안 수행한 임송수 등(C2002-8, 2002)으로 농장관리지표, 농장재정지표, 사회문화지표 등 3

개 지표에 대한 개발 및 농업환경지표와 농업환경 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 다. 이후 김창길 등

(C2004-25, 2004)은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지표 작성의 일환으로 토지이용, 토양자원, 수자원,

생물다양성, 양분균형, 농약이용 및 위험성, 수질, 암모니아 방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균형, 자원

이용효율, 농장관리지표 등 11개 핵심지표에 대하여 OECD에서 제시한 설문서를 작성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은 농장관리지표를 제외한 양분수지지표, 농약사용지표, 에너지

지표, 토양지표, 물사용지표, 수질지표, 대기·기후변화지표, 생물다양성지표 등 대부분의 지표가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연구원과 농업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농업

환경지표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료집(2006)을 발간하 다. OECD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

환경지표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논의해 온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국의 농업환경상태 진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152

비교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연구가 김창길 등(C2006-48, 2006)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농업환경지표를 적용한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상태 비교,

농업환경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과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 다. 농업

환경지표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향후 OECD의 논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국내 농업정책 및 친환경농업정책의 환경성과 분석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2007년도 친환경농업 분야의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여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과‘제3차 기후변화협약대책 농림분야 평가 및 제4

차 종합대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지역별 농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경종-축산부문의 유기적인 연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지역단위 순환농업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와 농업환경지표에 대한 평가와 개발된 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농업환경지표를 이용

한 정책의 연계성 분석 및 평가’, ‘농업환경자원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에 관한 연구는 농업환경을 분석하고 농업환경 정책을 평가하는 이론적인

연구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상태를 진단하는 현장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향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는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환경성과와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초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상호준수(Cross-

compliance)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여건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및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실패를 최소

화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수단과 경제적 수단 및 자발적 수단 등을 결합하는 새로운

정책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지향적 정책수단을

농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분석과 실제적인 적용사례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친환경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분야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계측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비시장적 가치평가는 물론 시장적 가치평가

모두를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계량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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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의 빠른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농산물 주류시장

(Mainstream Market)으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농업환경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긍정적 측면에서의 외부경제 효과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정적 측면에서 외부불경제 효과 계측에 관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자재 및 농업기술

농자재 및 농업기술 연구는 농업생

산에 필요한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등의 투입재에 대한 생산, 소비, 유통

등 농자재 시장 연구와 경제적 관점에

서 파악한 농업기술 연구를 포함한다.

이들 연구 분야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그동안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분야로서 우리 연구원이 독보적으로 연구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이 분야의 연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적정이용과 수급안정이 정책적 관심사 으나 1990년대

접어들어 경지면적의 감소와 친환경농업의 진전으로 비료와 농약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

과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시장개방하에 정부의 농자재

투입재 보조문제가 쟁점으로 부상되면서 비료 등 농자재 시장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비료와 농약공급의 주체 던 농협도 새로운 여건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 다.

이 절에서는 농자재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화, 비료, 농약, 종자, 기술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아쉽게도 2000년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이 축소되면서 농자재 시장과 관련

한 정책 연구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후속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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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농업기계화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꾸준하게 수행되었다. 한국 농업의 기계화 여건과 수행

연구의 성격을 고려할 때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는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성 및 적정 이용

규모의 설정, 정책차원에서는 중장기 기계화 추진방향 제시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유출은 농업의 구조개선 문제와 연계

되었고, 이에 따라 농업기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계화의 본격적 추진

에 앞서 정책방향의 설정, 추진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지원시책의 확립이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농업구조개선과 기계화전략(1979)’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초로 농업기계화 정책추진방향

을 제시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농업구조 개선과 연계해서 농업기계화 방향을 설정

하 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인 김 식 등(C80-1, 1980)의 연구는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유통 및 사후봉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농업기계화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점과 대안을 제시하 다. 이 만 등(R30, 1981)의 연구는 선형계획법에 의한 수요추정방식을 제시한

점에서 당시 다른 주요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선행연구를 더욱 발전시킨 연구로서는‘농업기계화 장기계획을 위한 기초연구(1983)’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가격정책의 후퇴와 개방화로 이행하는 시기에 기계화 장기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정책실험을 통해 1991년까지의 기계수요를 추정하고 갱신수요와 신규

수요를 구분하여 추정한 방식이 소개되었다. 이 시기에 수행된 연구가 기계화 목표, 수요추정에

중점을 두어 관련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 다. 당시 농기계 수요 추정과 관련해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농기계의 수요예측(1979)’, ‘선형계획법에 의한 수도작 경지조건과 기계화 수요

분석(1982)’, ‘농가의 경운기 갱신 수요 추정(1984)’등이다. 농기계 가격보조정책이 수도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논문도 강정일·최지현(RE 1989. 1)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농업기계화가 급진전되면서 공급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한 나머지 유통이나

산업 측면에 대한 정책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정일 등(R125, 1986)의 연구

는 농기계 산업의 경 진단과 대리점 경 실태, A/S 문제 등 농기계 유통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농기계 공급이 증가하면서 농기계 과잉공급

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로서‘농업기계화 사업의

장기 정책방향 연구(1988)’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기계 수급, 금융,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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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 다. 이중웅 등(R172, 1988)의 연구는 기종별 경제성을 분석하고

기계화 대농경 의 추진방향을 제시하 다. 그러나 조사 자료의 제약으로 기종별 적정규모의 도출,

손익규모의 산출, 적정 기계 결합 등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도작 외에 전작 기계화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보리 재배 기계화에 관한 연구(1989)’도

수행되어 보리 재배 기계화 방향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21세기 농업기계화의 전망과 목표설정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2000년대 농업기계화의 전망과 과제(1991)’연구가 수행되기에 이르 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발전에 대응한 중장기기계화 추진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농기계 산업의 발전

방향이 다루어졌다. 한편 농기계 산업의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를 파악한‘농기계시장구조

분석(1990)’논문이 발표되어 농기계 산업에 대한 문제가 체계적으로 파악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 다. 

당시 정부는 농기계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계화 농단을 운 해왔는데 당시 부실화

문제가 심각했다. 따라서 기계화 농단의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강정일

등(R209, 1990)의 연구가 수행되어 정책 전환에 크게 기여하 다. 농기계 이용과 관련한 논문은

이정용·현공남(RE 1980. 3), 이정용(RE 1984. 2), 강정일·강창용(RE 1989. 4), 강창용·이성호

(RE 1990. 2), 강정일 등(RE 1991. 2) 등이 발표되었다.

농기계 대리점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 및 A/S 부실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기계 대리점

운 실태와 적정수수료율 산정 등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농업기계 유통체계 개선방향

(1992)’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대리점 수수료 인상보다는 대리점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

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정책을 개편하는 데 기여하 다. 

UR 타결 이후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탁 농회사(농업회사법인), 농법인 등 새로운

경 체의 육성이 추진되면서 농업 기계화 관련 연구도 경 체와 이들의 적정 농기계 이용규모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지원 위탁 농회사의 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강정일 등(R273, 1993; R299, 1994)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1차연도에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치중하고, 2차연도에는 경 성과 및 제도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농기계

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검토한 강정일 등(RE 1994. 4)의 연구에서도 농기계산업과 유통과 관련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1993년‘농어촌발전대책’이 수립되어 농기계 공급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작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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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적정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 다. 이에 따라‘수도작 기계화의 적정규모

에 관한 연구(1995)’가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와 연계하여 김석현 등(RE 1996, 2)의 논문이 발표되

었다. 이 논문에서는 선형계획법에 의한 적정농기계 결합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농기계 공

급 계획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한편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농기계구입자금 보조가 감소하여 중고 농기계

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중고 농기계의 유통실태와 이용 활성화 방안(2001)’은

중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서 경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중고 농기계 수출확대 방안

까지 제시하여 정부의 중고농기계 지원계획 수립에 기여하 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농기계 공동

이용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는데, 대안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강창용 등

(C2003-21, 2002)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공하 다.

1990년대 접어들어 식부면적 감소와 농기계 구입자금의 보조 중단에 따라 농기계 수요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의 밑그림을 그리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김철민 등(C1999-08, 1999)과 강창용 등(C2005-08, 2005)의 연구는 농기계의

장기수요전망과 적정공급, 농기계 산업의 발전방향, 수출 증대방안, 농기계정책방향 등을 제시함

으로써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농기계 보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이용사고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에서 사고실태 파악과 비용추정을 위한

연구가 강창용·오세익(R457, 2003)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연구결과가 농기계 사고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향후 농업기계화와 관련한 연구수요는 산업의 경쟁

력 제고와 수출입시장에 대한 분석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

1980년대까지의 비료 관련 연구는 크게 수급 및 유통문제와 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1970년대에

이미 비료의 과다사용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비료 수급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청되었고, 정부

주도 비료 공급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비료유통에 대한 연구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비료 연구는 1980년대에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접어들어 비료의 자유판매가 실시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비료 실질가격이 하락하 고, 수출의 지속적 추진으로 비료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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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유지되면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연구시기는 비료판매가 자유판매로 전환된 1988년을 기준

으로 구분되며, 관련연구의 시기별 흐름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초까지도 비료가 농업경 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비료가격 변동이 미곡생산과

농가소득에 큰 향을 주었다. 김동희 등(R43, 1981)의 연구는 수도의 비료 반응시험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수도의 비료수요함수를 계측하고 가격변동이 소득과 생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는 국내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최초로 비료 수량반응함수와 수요함수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또한 비료관련 연구사를 종합 정리함으로써 후에 진행될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을 주

었다. 기타 비료수요 분석연구로서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비종별로 비료수요를 추정한‘비료의

수요전망(1986)’이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계속적인 비료가격보조에 따른 비료계정적자의 누적과 외국합작

투자회사의 이익보전에 따른 비료산업의 경쟁력약화 등의 현안이 대두되면서 비료 수급정책 전반

에 대한 분석이‘비료수급에 관한 연구(1983)’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주도한

비료 공급정책이 과다한 보관료, 수송비 및 취급수수료의 발생 원인임을 밝혀 비료공급체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 관련된 후속연구와 발표논문은 강정일 등(R88, R89, 1984), 김정부

(RE 1985. 4), 이두순(RE 1986. 4) 등이 있다.

이듬해 후속연구인 비료판매제도 개선 연구가 강정일 등(R119, 1986)을 통해 수행되었고, ‘자유

시판 비료의 소비 및 유통실태조사연구(1987)’를 통해 이미 자유시판 중인 원예·특작 비료의

소비·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 는데, 이 연구결과는 자유판매를 앞둔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여 1988년 비료공급제도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위주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한국의 비료가격보조정책에 대한 평가는 Anderson(JRD 1983. 1)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당시 한

국의 비료가격보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여 쟁점이 되었다. 비료산업에 대한 논문으로 강정일(RE

1983. 3)이 발표되었는데 비료의 과잉시설과 비료계정의 비효율적 운용을 지적하여 문제의 심각성

을 환기시켰다. 

1988년 비료의 자유판매가 실시되면서 농협은 비료판매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비료사업에 대한 성과가 농협 수익과 직결됨에 따라 비료유통 비용절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

하게 되었다. 농협 비료사업 경 개선의 일환으로 비료적정 취급원가를 산정하는 작업이 강정일

등(C89-1, 1989)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후 농협의 내부취급수수료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농협의 비료구매사업에 대한 문제는‘농협 비료·농약 구매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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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제(1987)’논문을 통해 제기되었는데 대량구매, 전문성 확보 등이 당면과제로 도출되었다. 

1990년대 공산품 시장의 개방이 급진전되면서 비료시장도 1996년 완전개방을 앞두게 되었다.

농협은 더욱 저렴한 비료를 안정적으로 구매·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료수입의 가능성과

효율적인 비료수입 방안의 수립 등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최지현(C95-8, 1995)의 연구는

비료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로 농협의 남해화학 인수를 제안하여 농협의 비료사업 효율

화에 기여하 다. 최근 보조금 철폐에 따른 비료수요의 변화 등을 분석한 권오상(RE 2005. 1)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보조금 철폐에 따른 비료수요 감소에 대응한 비료산업의 생산능력 감축과

구조조정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비료분야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저투입농업, 경제적 시비 등 이용 측면과 비료산업의 해외투자

등 국제시장 분석과 관련하여 연구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약

농약관련 연구도 비료와 마찬가지로 크게 수급과 유통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

농약사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 으며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 다. 농약의 수급과 가격은 재배

여건에 따라 불안정하고, 자유판매로 인해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 다. 198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병충해 방제체제 개선에 대한 이중웅 등(R18, 1980)의 연구 외에는 농약 관련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었으나 강정일 등(R106, 1985)에 의해 농약수급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

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농약수요 추정을 최초로 시도하 고 농약산업의 경 실태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당면과제를 제시하 다.

선행연구의 후속연구로서는 농협농약 공급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연구로 강정일 등

(C86-7, 1986)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약계정적자의 해소방안, 계통 이용률 제고

방안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 농협농약 공급 제도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1987년 물질특허의 도입과 1993년 농약시장개방은 당시 국내 농약 여건의 큰 변화 다. 특히 농약

의 안전사용이 중요한 상황에서 1980년대 개정된「농약관리법」은 재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1990)’는 농약제조업과 제조품목 관리, 수입업 및 수입품목

관리, 신농약시험과 심의 등「농약관리법」핵심사항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결과는 1992년「농약관리법」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농기계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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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농업자재시장의 구조분석(1988)’연구에 기초하여 농약에 대해서도 강정일·김철민(RE

1990. 1)의 연구를 통해 농약의 시장구조를 분석하 다.

농약은 1990년대 이후 농약 수급 및 산업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가 없으나 비료와 마찬가지로

농업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환경친화형 저투입농업과 잔류농약 문제 등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에 더욱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자

종자관련 연구는 주로 미래 식량자원의 근원이 되는 유전자원의 확보 및 품종육성, 그리고 이들

종자관리제도의개선등과관련하여1980년대와1990년대에각각1편씩수행되었다. 이러한의미에서

윤호섭 등(R104, 1985)의 연구는 종자관련 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

연구는 정부 보급종자 위주로 생산과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1990년대 국내 종자시장 여건이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개방과 국제적 조류인 식물신품종보호

제도 및 OECD 종자보증제도의 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종자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었다. ‘종자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1994)’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

전 준비연구로서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채소 종자 생산·관

리 문제가 언급되었고「종자법」개정과 종자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IMF 이후 채소종자의 수입자유화와 국내 대부분의 종묘회사가 외국계 회사에 인수 합병되는 등

종자산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향후 종자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 다. 박현태 등(C2001-19, 2001)은 품종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종자

산업의 당면문제를 도출하고 종자산업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종자산업의 좌표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다. 김재수(RE 2000. 4)는 채소종자기업의 인수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향을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종자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농

업분야에 미치는 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WTO 체제하에서의 유전자 품종의 보호문제,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농업자재 분야 중 비료, 농약, 농기계를 종합적으로 취급한 연구가 1988년과 1990년에 각각 수

행되었다. 비료, 농약, 농기계시장에 대한 구조분석연구가 시장구조-시장행위-성과의 분석틀을 기

초로 강정일 등(R179, 1988)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자재산업의 판매전략, 가격전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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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성과분석에 연계시킴으로써 기존 농업자재 연구 분야에 새로운 분석기법을 제공하 다.

‘농업자재수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1990)’연구는 1990년대 농업자재의 수입개방계획이

발표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의 수입개방이 미치는 향을 계량화하고 정부와 산업의 대비책을

제시하 다. 이 밖에 최근 농촌지역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폐비닐 등 시설농업용 폐 농자재에

대한 농가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강창용 등(C2004-A1,

2004)에 의해 수행되는 등 농업자재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농업기술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자원과 기술을 기초로 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신기술 개발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규모가 세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선진 농업

국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약한 상태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는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가

능한데, 여기에는 농업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 ·경제적 관점에서 농업기술을 파악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

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농업기술 문제도 품목별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왔다. 농업기술 문제를

직접 과제로 해서 접근한 것은 윤호섭, 어명근(R105, 1985)의 연구가 최초이다. 이 연구는 한국, 미

국, 일본, 대만 4개국의 미곡 및 맥류의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산출 비율, 다요소 생산성

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위치를 파악하고, 금후 농업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

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생산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은 작물의 투입·산출 비교를 통해 생산의 효

율성 면에서 농업기술을 파악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UR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경

쟁력 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며, 이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별기술의 필요성이 증

가되었다. ‘UR 협상 대응 농업기술개발 대책수립 조사 연구(1991)’는 이와 같은 시대적 여건에 부

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991년 5월‘국제화시대의 중기·단기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국제화

시대의 중기·단기 농업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우리 연구원의 주제 발표 후, UR 협상에 대응하여

분야별 당면 기술개발 과제로서 농업생산, 축산, 농업기계, 가공기술, 유전공학의 6개 분야에 걸쳐



제1편 연구사업의 전개와 동향 161

발표되었다. 이 공청회를 계기로 자연과학자들과 협동연구형태로‘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

수산 기술개발 정책방향(1995)’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는 경종농업, 원예, 생산기반, 첨단

기술, 축산, 수산업, 임업, 농산물 가공, 수출농업, 농업기계화, 정보기술, 환경보전형 농업에 12 분

야의 전문가가 참여하 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기술개발 정책방향(1996)’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특정연구과제로

수행되었다. 1995년 연구와 다른 점은 전자가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수평적으로 접

근한 반면,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 기술의 보급까지를 수직적

으로 다루고 있다. 1995년 수행된 연구를 기초로‘농업기술 연구개발 체계의 정립방향(1996)’과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기술 개발정책방향(1996)’이 논문으로 발표되어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들 연구결과는 당시 농림기술관리센터(ARPC)의 설립과 운 의

핵심지침이 되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 개발투자가 쌀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한 김용택(W15, 2003)과

농림기술 개발사업의 기술이전 성과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권오상·한귀덕(RE

2006. 3)의 논문 등 농업기술 개발사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농업경제학자의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기술의 발달은 농업경쟁력의 원천이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기술개발에 달려

있고, 기술개발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한 나라 농업의 존폐가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농업기술 개발연구는 선진국의 기술개발 방향과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계측 등 거시적이

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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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발전연구

농촌발전분야의 연구는 농촌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농업구조 혹은

농산업 분야의 연구가 산업적인 특징을 다루는 반면 농촌발전 연구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농촌발전분야 연구는 지역연구 방법론을 중시한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촌발전 분야의 연구는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해 왔지만

크게 농촌사회, 농촌 지역경제, 농촌의 물리적인 공간 정비, 농촌주민의 복리 후생과 관련한 연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농촌사회와 관련한 연구는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농촌사회의 변화를 분석하는

농촌사회변동에 관한 기초연구, 농촌 인구 및 가구의 변화, 마을 등에 존재하는 농촌 사회 조직의

변화, 농촌 주민의 의식 변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농촌사회와 관련한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산업으로서의 농업 정책연구를 우선으로 하는 연구원의 속성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농정에서 사람의 중요

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농업 문제에서 농촌과 복지 문제로 농정의 초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 분야

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할 것이다.

농촌 지역경제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농외소득정책과 농촌지역의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세부적인 연구 분야는 시대상황과 이를 반 한 당시의 정책의 흐름과 접하게 연관된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는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농외

소득 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 다. 농촌공업화정책,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개발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1990년대 UR이후 농업개방이 가속

화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외소득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었다. 기존 정책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 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촌관광, 도농교류와

같이 농업인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민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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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지역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메니티 및 문화자원을

포함한 향토산업 육성 방안, 향토음식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등 농촌지역 산업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모색되고 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지역 계획수립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연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새마을운동의 일부로서 다루어

졌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과 관련된 연구와 농촌생활환경의 물리적인 정비 방법 및 농

어촌지역 계획수립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의 농촌정책

으로의 확대와 체계화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농촌복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 다. 농촌복지의 총론이나

복지 전반을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농업인재

해보험, 농업재해보험 등이 다루어졌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보건의료체계와 서비스를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여성농업인과 노인과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농업인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된 농촌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이하에서는 농촌발전에 대한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농촌사회 변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변화는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대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는 농촌마을의 조직체와 공동체의 존립 그 자체에도 향을 미쳤

으며, 농촌의 가족구조와 남아 있는 주민들의 의식,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70년도 우리나라 농가구는 전체 가구의 42.4%,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44.7%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나 35년이 지난 2005년에는 각각 8%, 7.1%로 줄어들었다. 농업종사 인구가 농촌인구의

대부분이었던 산업화 초기의 이농은 대부분‘이촌향도’ 다. 1975~1990 기간의 연평균 농가인구

감소는 4.5%이며 같은 기간 농촌인구 감소율은 3.1% 다. 1990~2005년의 농가인구 감소율은

4.3%인데 비하여 농촌인구 감소율은 1.6%에 불과하 다. 농가인구의 감소가 농촌 거주인구의 감

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재촌탈농’현상이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가족구조도 변하 다. 가구당 가구원 수 5.8명(1970)이 2.7명(2005)으로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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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9.1%(2005)가 되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가 사라지고 노령 부부 위주의 핵가족가구, 혹은 단신가구로 가족형태가 변모하 다. 

농촌 인구감소는 마을을 단위로 혈연, 지연에 입각하여 구성된 전통적 마을사회조직을 약화시

키고 지도력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에 읍·면 단위 이상으로 확대된 보다 이익집단적인 사

회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하 다.

농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

연구원이 설립된 1970년대 말 당시는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촌사회의 변동을 목격하면서 연구원은 농촌사회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기초연구에 착수하 다. 농촌지역사회와 마을, 가족, 개인을 연구

단위로 하여 도시화, 산업화가 농촌주민, 농촌사회에 주는 향을‘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측정

하고 해석한‘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1982)’은 그 최초의 성과 다. 이 연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반면, 연이어 수행된‘농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관한 기초조사(1984)’는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의 8개 마을을 사례연구지역으로 지정하고 마을조사, 질문지 조사, 참여관찰을 통하여

일반현황, 경제(작부체계, 농현황 등), 사회(인구, 사회조직, 의식 등), 환경(교통, 공동시설, 주거

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 다. 이 연구는 1981~1982년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출간한 뒤, 조사내용

과 연구사업의 운 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무리되었다.

이를 이어받은‘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연구는 1986년 첫 보고서가

나온 뒤 1998년 21권이 나올 때까지 연구원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장기간 시행한 패널 스터

디이다. 농촌사회학계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연구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해마다 기초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고 농가경제, 마을 공간, 의식·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장기연구는

이 연구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 충남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농촌사회의

변화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농촌사회의 대응방식을 규명하며 정책적 의미를 탐색

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마을의 개방성이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며 소농 가족경제가 해체되면서

농업의 상업화, 자본화가 진행된다는 가설과 아울러, 전통적 가치가 근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마을

공동체는 새로운 지역사회로 재편될 것이라는 가설적 변화방향이 맞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특히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한 것과 별도로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 마을 사회집단의 변천, 마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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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 마을역사, 그리고 주민의 의식·가치관 등에 대한 특별조사연구도 수행하면서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 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미시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이 연구는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

지만, 아쉽게도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종합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축적된 사례마을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현지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 지역을 사례지역

으로 한 개별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보고서로 발간됨으로써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을 하 다. 대표적

으로는‘이농·탈농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1990)’,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1993)’, ‘노령

농업인의 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2000)’, ‘농촌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2001)’, 4

년에 걸쳐 3권의 보고서를 발간한‘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연구(2003;

2004; 2006)’,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2003)’,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2004)’등을 꼽을 수 있다.

농촌인구 및 가구 변화에 관한 연구

농촌인구의 이동은 산업화 내내 농

촌과 도시에 모두 큰 향을 미쳤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을 에워싼 사회,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면서 그 양상과

결과도 필연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초기의 이농은 단신, 혹은 부분가족

이 도시로의 이농이 많았기에 이농의 원인과 농촌 본가와의 관계, 지역사회에 미친 향, 그리고

이농민의 도시 정착과정, 농촌문화의 유지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농촌인구 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1983)’, ‘마을 발전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1984)’). 1990년도에도 이농

민에 관한 비슷한 연구로, ‘이농·탈농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1990)’가 수행되었는데 연구방법

상으로 재촌가구주와 이농민을 모두 조사하면서 재촌가구주의 이농 가능성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 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농촌인구와 농가인구 등에 대한 장기예측모형을 개발하여 2000년대의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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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모습을 예측한 연구로서, ‘한국농업의 여건변화와 발전 전략(1983),’‘농가인구의 장기예

측: 모형개발과 2000년에의 적용(RE 1985. 12)’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농업노동력의 부

족, 농촌사회 활력저하, 농촌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고 발전방향과 대안전략을 제시하 다.

1990년대 들어서도 농촌인구의 감소는 지속되어 이와 관련한 연구는 계속되었다. ‘촌락 및 농가

실태 조사결과(1991)’는 농가경제조사 표본마을의 인구, 가구분포 및 이들의 인구이동 전망과 그

것이 농업생산, 농촌사회구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전업농 육성, 농지이용 대책, 은

퇴·탈농대책 등의 수립을 제안하 다. 이듬해 실시된‘촌락사회의 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1992)’

는 농촌의 과소화, 농가경 주의 노령화가 농정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소

농경 자가 촌락 내부의 농업구조 변동에 대응하여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 다.

1993년도에는 농가의 이농에 따른 가족구조, 농업노동력, 농지소유관계의 변화, 그리고 가족농

과 기업농의 전망에 관하여 전국적 통계자료를 사용한‘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1993)’가

수행되었다. 농촌인구와 농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변화된 환경을 반 하도록 농가의

성격을 재규정함으로써 이를 고려한 새로운 농정을 제안하려는 연구가 1980년대 중반‘농가경제

의 유형과 성격분석(1983)’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래, 1990년대 후반에‘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1998)’이 패널연구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모태로 현재 논의

가 진행되고 있는 농가등록제를 위한 연구, 즉‘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2006)’가 최근에 수

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농촌인구와 농가인구의 감소와 관련한 연구는 마을단위에서 지역 혹은

전국적인 단위로 바뀌어 갔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특히 지역

적으로 큰 편차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점에서 지역과 국토의 균형개발에도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

을 분석하고자 여러 가지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연구(1999)’를 비롯하여, 인구감소와 몇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기초로 국토계획, 농촌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다(‘제4차 국토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001)’,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방안

연구(2002)’,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2004)’,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

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2004)’). 이들 가운데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구가 줄 것인지, 이

것이 지역적으로 혹은 지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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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농촌지역 인구이동： 실태·요인·전망(2003)’,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2003)’,‘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2004)’). 

농촌 사회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최근 들어 마을개발이 중요시되면서 농촌 사회조직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분

야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나마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미 1980년대 초에 마을발전의 사회, 경

제적 요인을 분석하면서 마을사회집단의 활성화, 마을주민의 참여정도 등이 마을의 발전수준과

접한 관계가 있다는‘마을 발전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1984)’가 수행되었다. 위탁

농조직 등 농조직 육성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제안하는‘전업농 육성과 농조직 활성화 방

안연구(1990)’와 같은 농업조직 활성화 연구 이외에도,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 2001)’연구 시리즈의 하나로 발간된 마을사회집단 연구(1987), 그리고「농촌경제」에 소개

된‘농촌지역의 사회집단 분류에 관한 연구(RE 1988. 1)’는 이익집단을 포함하여 마을사회 안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조직과 관련한 본격적인 미시적 연구에 속한다. 농축협이나 품목별 협회 등 전

국 단위의 생산자단체, 농민운동단체와 같은 조직에 관한 연구도 어려운 여건 아래 몇 차례 수행

되었고,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외국 농민단체의 사례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의 조직활성화방안 연구(1986)’,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1995)’, ‘농업관련

NGO의 농정 참여에 관한 연구(2002)’, ‘외국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연구(2004)’). 

최근에는 마을개발과 연계된 농촌 사회조직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

었다.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연구(2003, 2004, 2006)’에서는 사회집단을

자생적·비자생적, 지연·혈연·이익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사례마을에서 이 집단들이 운 되

는 메카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집단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 다. 성공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는 농촌 사회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리더십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음을 밝힌

‘농촌마을의 리더십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2002)’가 있다.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

와 모형 정립연구(2004)’에서도 리더십을 갖춘 리더, 마을내외의 협력자와 함께 주민조직의 중요

성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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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사회의 공동체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또 1990년대부터는 개방

화의 물결 속에서 농업의 상대적 지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촌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농촌주민의 사회관과 대정부

태도의 사회학적 분석(RE 1980. 9)’, ‘농촌공업화가 주민의 의식구조에 미치는 향(RE 1982. 12)’은

각각 산업사회로의 과도기에 처한 농민의 사회심리적 상태와 농촌공업화의 향을 파악하여 새

농정의 방향을 제시하 다.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1982)’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사회

적, 상호작용적인 면에서는 만족하고 있지만 소득, 농사일처럼 개인생활을 반 하는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연구 시리즈의 하나로 수행된‘농촌주민의

의식·가치관(1989)’연구는 기존의 의식, 가치관에 관한 연구가 일회성에 그친 것과는 달리 산업

화 과정에서 농촌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의식, 가치관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 틀

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 틀에 따라 이후 정기조사 때마다 의식조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역할, 장래 모습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

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1994)’연구는 도시민

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역할,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 농촌상 등을 조사하 다. 여기

서는 국민교육과 사회운동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시하 다.

‘농촌 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1992)’는 농가의 부인을 대상으로 농참여 실태와

더불어 여성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뒤, 농업 생산활동에 여성의 참여도가 증가하 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의 의식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보조적 농업종사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 다.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의 역할을 조사한‘농업·농촌

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1999)’에서는 농산물 수입 등 현안과 21세기 농업, 농촌의 역할,

환경보전과 식량안보에서의 역할, 농본주의에 대한 의식 등이 조사항목으로 사용되었다. 또, 농업·

농촌의 다원적 역할에 부응하는 농정의 준비, 식량안보 대책의 마련, 농업·농촌에 관한 국민의식의

객관적 파악 및 홍보, 농업·농촌 관련 학교,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도시·농촌 교류사업의

확대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 다.

이와는 별도로 연구원은 농정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여론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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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과 연구내용에 반 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초창기에는 농정여론실을 중심으로 매년 말 연구

원의 현지통신원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주요 농정현안에 관한 농업인 의식조사를 실시하여「농촌

경제」에 게재하 다. 2001년부터는 조사결과를 별도의 자료집으로 하여,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혹은‘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제목

으로 발간하 다(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히 2006년에는 일반국민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도시에 대한 농촌의 여건을 경제적 수준만이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는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2002)’는 이를 위한 기초

적 연구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주기적 측정체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 다.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2005)’에서는 도시와 농촌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을

비교하 다. 연구원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농림부 등 1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이 발표되고 농어촌 교육, 복지, 지역개발, 복합산업활성

화 등의 부문별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데 크게 기여하 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연구원의 농촌사회 변화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

와 발전(1985~2001)’연구를 제외하면, 농촌사회의 각종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형과제는

없었다. 이는 농산물 개방과 농촌개발 등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현안 관련 연구에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이에 즉각 대응하여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 혹은 기초 연구적 성격

의 과제선정 및 수행이 어려웠던 점에 기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 지역사회는 전통사회에서 산업화, 개방화된 현대사회로의 이행이 거의

완료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촌의 지역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농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농업·농촌의 현장을 잘 반 한 연구와

농정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잘 이해한 연구와 농정에 다름 아니며, ‘사람’에 대한 연구가 농촌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핵심이 된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연구과제로는 산업화, 개방화된 농촌에서의 지역 공동체의

존재양태와 역할, 변화에의 적응 등에 관한 연구, 인구학적, 경제적으로 이질화된 농촌사회의 통합

에 관한 연구, 농정의 자율적 추진을 담당할 사회조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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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 및 지역산업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시작된 때는 1970년대 일어난 새마을운동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농가부업과 새마을 공장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 다. 하지만 농외

소득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된 때는 1980년대 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곡 자급이 달성되

고 개방농정이 대두되기 시작한 때로 농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

고 농가의 소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외소득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정책

은 농촌공업화 정책이다. 1983년 발표된「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서는 기존의 부업단지와 농

산물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농공단지와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

로 설정하고 있다. 

1990년대 UR이후 농업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외소득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었다. 농가소득 중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18.1%에서 1997년 36.9%까지

증가했지만 바람직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입이 논의되었다.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서 식품가공 등 농업 관련 산업의 개발, 전통가공

식품 육성 방안 정책 등이 논의되어 정책화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외소득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대상이나 방법 측면에서 매우 다양

하게 전개되고 있다. 농촌관광, 도농교류와 같이 농업인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민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과 같이 지역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모색

되고 있다. 또한 특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농촌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여건 변화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존 정책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다. 지금부터 지난 30년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새마을운동과 농외소득 연구의 시작

1970년대 말 우리 연구원이 출범할 무렵에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외소득 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당시 내무부의‘농외소득증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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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으로 대표되는 정책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연구원의 전신인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

서는‘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황홍도, 1978)’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개원과 함께 최양부 등이 경제기획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새마을 공

장을 포함한 농촌공업의 문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농외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1978)’를

발표하고, IBRD차관으로 추진된 새마을 사업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농촌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1978)’, ‘Situation of Rural Industry in Korea(1978)’, ‘농촌공업의 문제점과 파급효과(1979)’,

‘Evaluation Study on IBRD Loan Program: Rural Industralization in Korea(1979)’등 농촌공업개

발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농촌가내공업의 현황과 문제점(1980)’, ‘농어촌

부업단지 현황과 개선방안(1981)’등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의 실태와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 다.

이 시기에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외소득 및 농촌공업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대만 및 일본의 농외소득 실태를 비교하거나 농촌부업단지 및 새마을

공장의 유형과 성격, 가동 실태 등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해 농외소득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다는 점 외에도 농외소득정책으로서 농촌공업개발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정립

하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촌공업화 정책과 농외소득 관련 연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논의된 수입개방과 쌀값 지지에 의한 농업소득한계론

이 구체화됨에 따라 농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 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우리 농업

이 소득을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촌공업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발상

으로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 는데 이

때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농외소득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1983년의「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1984년 6월 20일‘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소득원개발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에서 최양부·이동필이 발표한‘농어촌소득원개발의 정책과제’는 농촌공업 및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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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계기를 마련하 을 뿐만 아니

라 이 분야의 정책 수행 및 연구의 기

본 방향을 제시하 다. 

그 후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 다. 농공단지 개발사

업에 관한 연구로 정책추진 방향과 효

율적인 추진 방안의 기초 연구(1984, 1986)가 이루어졌다. 한편 198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7

개의 농공단지개발이 완료되고 그 운 이 정상화됨에 따라 1987~1990년에는 경제기획원의 연구

비 지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 다. 즉‘농어촌 공업개발

효과 조사연구(1988)’와‘농공단지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1988)’를

통해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완하는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하 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 연구원은 정부가 농공단지 사업을 정책적으로 구체

화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 다. 결과적으로 농공단지개발 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정부의 대표적인 농외소득정책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농외소득 증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책 수단이 한정된 상황에서 농촌공업화를 포함한 농외소득

원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연구원은 1991년에‘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평가와 장단기발전전략(1991)’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농공단지와

특산단지, 농어촌휴양지개발 등 기존의 농외소득원개발정책에 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농외소득

원으로서의 농업 관련 산업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 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동인구 변화를 전

망하고 농어민 직업훈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모색하 다.

1994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경련이 공동으로‘농업여건 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후속작업으로‘농촌지역 2·3차 산업 활성화 방안(1995)’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산업구조와 2·3차 산업의 개발 실태를 살펴

보고, 전국의 농촌지역을 공업발전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2·3차 산업이 낙후한 원인을 규명한

후 농촌지역 산업구조 개편의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 다. 이때 외부기업 유치를 통한 농촌공업

개발과 지연산업(地緣産業)의 육성, 그리고‘농업의 복합산업화’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 방향을



제1편 연구사업의 전개와 동향 173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및 인력양성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한 연구로‘산림자원의 휴양·관광자원화를 위한 기준설정(1991)’,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1992)’, ‘전통가공식품육성방안(1993)’, ‘지역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1993)’,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실태와 개발과제(1995)’,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1996)’등이 수행

되었다. 이 밖에도 1983년에는 농산물가공산업 연구가, 1987년에는 농어촌부업단지 육성에 관한

연구도 실시되었다.

농외소득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농가소득 중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1997년 36.9%에서 2000년에는 32.2%로 하락) 농외소득 증대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었다. 또한

농공단지 사업 중심의 기존 정책과는 다른 관점에서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외소득을 연계하고, 도시

와의 관계 속에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구체적으로는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정책이 추진되었다.

농촌관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관광농원이 농림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여가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관광농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관광농원개발사업

의 평가와 개선방안(1997)’과‘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연구(1998)’를 실시하여 1984년

부터 시작된 관광농원의 현황과 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 다. 이 연구는 연구

원의 연구 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 으며 2000년대 농촌관광이 중요한 농외소득 정책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제공하 다.

2000년대 이후 관광농원에서 벗어나 농촌관광을 다양화하려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2001)’에서는 기존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관련 정책을 평가한 후, 여건변화

를 감안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공업화와 그린투어리즘의 발전 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

하 다. 이어‘우리나라 농촌관광의 발전방향과 정책 방안(2003)’에서 기존의 관광농업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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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한 마을 단위 농촌관광개발 모델을 제시하 다. 이 보고서와 함께 외국의 농촌관광정책과 추진

사례에 관한 연구 자료가 간행되었다. ‘농가숙박업의 제도화 방안(2003)’에서는 개별 농가가 농촌

관광을 추진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는 숙박업의 인허가 제도를 분석하고 농가 숙박업 등록 제도를

제안하 다. ‘농촌관광 수요 확대 방안 연구(2005)’에서 농촌관광 수요와 지출의 결정요인을 추정

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요인 분석을 통해 농촌관광 수요확대 방안을 제안하 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 되었다. 2004년부터는 녹색농촌체험

마을(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등의 관광마을이 지정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가 운 되기 시작하 으며, 농촌관광 경 자에 대한 교육 훈련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농가민박 등록제도가 실시되었다.

한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자원화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하 다.

‘새로운 접근법에 의한 21세기 농업·농촌 정비방향(2001)’에서 한국적 농촌 어메니티 증진사업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농촌의 부존자원을 소득화하려는 연구도 꾸준이 진행되었는데‘전통

민속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1994)’, ‘지역특산품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1999)’

이 그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농촌지역 산업진흥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 다. 이를 위해「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 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

위원회를 설치하 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조직, 그리고 예산을 바탕으로 과거 정부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 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기업도시의 건설은 국가적인 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촌

지역과 관련하여 신활력사업의 추진, 농산어촌 RIS사업 구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대책 등

이 추진되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그 특성상 여러 부처의 사업으로 나뉘어서 추진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이

분야의 축적된 연구 결과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장점을 살려 정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을 지원하 다.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연구 사업은 물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자문활동과 관련 부처의 정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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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업 평가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 

먼저 지역균형과 관련된 연구는 도·농 소득격차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는

3년도에 걸쳐 수행되었다. 제1차연도에는‘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2004)’

이란 부제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발생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제2차연도에는‘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2005)’이란 부제목으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다. 제3차연도에는‘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2006)’

이란 부제목으로 농촌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 는데, 여기에는 농촌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산업화 방안, 농촌지역 2·3차 산업 활성화 방안,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활용 방안,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체계 정립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지역의 산업진흥과 관련한 연구로는‘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향(2004)’, ‘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2004)’,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방안(2005)’등이 있다.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자문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획하고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신활력

사업에 대한 활동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도가 높은 70개 시군을 선정하여 정부

포괄 지원금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포괄지원금의 규모가

크고, 사업내용도 사전에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지원사업에 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재량이 많은 반면 사업계획 수립과 실천에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하 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하여 2006년에 제천시, 보은군, 장흥

군, 양군, 함양군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2003년 제정된「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

거하여 매년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데 여기에도 우리 연구원

의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의 평가는 농림어업인의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지역 개발, 복합산업 활성화로 나뉘어 추진되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 다.

한편 한·미 FTA 등으로 농정여건이 대폭 변하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산업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 하여 2007년 우리 연구원에서는 향토음식산업 활성

화 방안,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촌지역경제 활성

화 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0년 농업부분의 축소와 함께 농외소득과 농촌지역경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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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꾸준히 증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기대 수준도

높아져 왔다. 연구원은 농촌공업, 농촌관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

으며, 향토산업 진흥,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농외소득 증가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는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만

으로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현실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

분야 연구자 수가 한정되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농업의 2·3차 산업화가 진행되고, 농촌의 산업진흥이 갈수록 중요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연구 수요는 향후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자원에 바탕을 둔 산업의 진흥방안

과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생적 관점에서의 지역개발전략, 농촌지역경제의 순환 메커

니즘에 관한 실증적 연구, 농촌관광, 농산물 가공산업, 농촌지역의 서비스 산업과 같이 개별 산업

에 대한 진흥 전략,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역특구 등과 지역단위에서의 경제활성화 전략, 신활력사업

등과 같은 기존 정책의 개선 방안 등이 앞으로도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인력 등을 보강하여 이 분야의 연구 및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생활환경 및 지역계획

최근 농촌정책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화

한 탓도 있겠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책이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농촌지역이 발전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지역 계획수립이 농촌정책의 한 분야로 출발하 던 계기는 1970년

대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넘어 국가 예산이 본격 투입되는

정책 사업으로서 추진되었던 것은 1980년대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및 1990년대 농어촌발전대책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정책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보다 폭넓은 분야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추진 방식도 보다 체계화되고

종합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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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맞물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 던 연구의 흐름은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 우선,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이다. 연구의 초기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연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새마을운동의 일부로서 다루어지는 특징을 보 다. 둘째,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 되고 정책의 현장 적용을 통해

다시 연구가 발전하는 등 농촌정책 분야의 이론적 논의가 현장과의 접목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셋

째,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지역 계획수립과 관련된 연구이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및

‘농어촌발전대책’과 긴 히 연계되어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지역 계획수립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넷째,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의 농촌정책으로의 확대와 체계화에 관련된 연

구이다. 생활환경의 기능별 물리적 정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농촌정책을 발전시

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새마을운동

연구원이 발족한 1978년경에는 농촌생활환경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가 곧바로 수행되지는 않았다.

단지 그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사회적 여건에서 화두가 되었던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농촌생활환경 분야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연구는 농촌새마을사업 평가와 이론화 작업으로 대별된다.

예를 들어, ‘농어촌하부구조개발사업 평가 연구(1978)’는 IBRD 차관을 가지고 1977년과 1978년

에 걸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단위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농로

및 교량사업, 연료림조성사업, 농어촌전화사업, 야산개발사업, 간이상수도사업, 중규모수리사업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었다. 이와 더불어‘간이급수시설사업 평가 연구(1979)’, ‘용수 및 소하천

개발 사업 평가 연구(1979)’, ‘농어촌 통신사업 평가 연구(1979)’등 정부가 외자를 도입하여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농촌생활환경의 실태나 향후 정책

에 관한 종합적인 관점이나 분석은 담고 있지 않았지만, 각 단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한편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이론들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생활

환경 개선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로‘농촌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성과 분석(1978)’과‘한국의 종

합농촌개발 모델(1979; 1980)’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이후 농촌생활환경 관련 연구에 있어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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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요한 역할을 하 다. 새마을운동의 추진 단위로서 농촌 마을에 대한 기본 특성을 이론화함으

로써 농촌생활환경 정비의 기초 단위로 마을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농촌개발 모델로서 주민 조

직화와 의식 개혁, 자발적 주민참여와 자원 동원, 효율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 밑으로부터의 개발과

위로부터의 개발을 혼합한 개발 방식 추구,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는 농촌종합개발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 다.

정주생활권과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마을운

동의 붐이 약화되기 시작하 다. 따라

서 농촌 새마을운동에 기대어 전개되

었던 농촌개발의 모델을 대체할 수 있

는 새로운 농촌개발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 공간구조 및 농촌개발

방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의 집약된 연구 결과로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을 들 수 있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은 개발의 공간적 범위를 새마을운동 당시의 마을이 아닌 중심지와 배후지가

통합된 보다 광역화된 정주생활권으로서 상정하 다. 하나의 정주생활권에서 소득, 생활환경, 사회

문화 등에 관련된 각종 단위 사업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셈이다. 

특히 이 시기의 연구 방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의 과정을 통해서 이론이 체계화

되고, 그 이론이 다른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에 다시 반 되는 일련의‘현장-이론-현장…’의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으로 1982년에 수행한‘강진 정주생활권 개발에 관한 연구(1982)’라는 개발

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에 관한 연구 시리즈 Ⅰ, Ⅱ, Ⅲ이 발표되었다. 각각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 개발(1984)’, ‘마을종합개발의 계획적 접근(1984)’, ‘농촌의료전달

체계의 문제점과 새로운 구상(1984)’이란 제목으로 정리되었다. 이 중에서 시리즈 Ⅰ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 개발’연구에서는 농촌 중심지를 중심성의 정도에 따라 소도시,

소도읍Ⅰ, 소도읍Ⅱ, 중심마을 등과 같이 계층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계층에 따른 중심지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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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농촌개발 전략은 우리 연구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당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수행되는 농촌지역 개발에 관련된 연구 및

정책의 기본 틀을 형성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에 힘입어 1986년에는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이 시범적인 정책으로서 실시

되었다. 물론 동시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가령, ‘정주

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1985)’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주생활권을 실제의 자료를 토대로 획정한

뒤 각 정주생활권의 특성을 유형화하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농촌정주생활권의 특성비교 연구

(1987)’에서는 유형별 정주생활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시도를 하 다. 이어서‘농촌중심

지의 기능 분석(1989)’연구가 이루어졌고,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1987)’에서는 농촌 정주생활

권과 지역종합개발 전략을 종합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었다.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1986)’및‘지방정부

예산편성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86)’등은 지방 현장에서 발견되는 구체적 문제에 기초

하되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들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분야별로 제안한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유용성이 여전히 크다.

한편‘농어촌의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보건소 조직의 활성화 방안(1986)’연구와‘농촌도로

체계의 설정 연구(1987)’등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관련된 각론의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의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보건소 조직의 활성화 방안(1986)’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의료

보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보건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농촌도로체계의 설정 연구(1987)’에서

는 농촌도로의 성격과 기능을 파악하고 농촌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기초한 농촌도로체계를 설정

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 결과는 공주, 청송, 강진 등 3개의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시범 수립 대상지의 계획에 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연수 교육 교재 등으로 작성되어 이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 다.

연구원에서는 일련의 정주생활권 개발 연구를 통해 농어촌 지역종합개발이라는 새로운 농촌개

발 방식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 다(1983; 1985; 1986). 이는 도농통합적 개발, 종합적 개발, 밑으로

부터의 개발, 계획적 개발을 지향하 으며, 1985년에는 예산 정책에도 반 되기 시작하 다. 청

송, 공주, 강진 등 3개 실험 지역을 선정하여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방식에 의한 계획 수립과 재정

투자를 지원하고 1986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 다. 이를 위해‘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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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이 연구원 내에 상설기구로 설치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제도적 미비와

지방자치제의 미실현, 사업 관련 부처간 인식의 차이 등의 이유로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말았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촌생활환경 연구 분야 확대

정부는 1990년 농어촌지역의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농업

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 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농

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단위로서 면 단위 종합개발 방식이 규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군 단위 정주생활권과 비교해서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가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시·군‘농어촌발전계획’과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계획의 법제적 일원화를 주장하는 연구(1991)에서는 시·군 농어촌지역의 종합개발

관련 업무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같은 법을 통해 종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와 더불어 면 단위 정주권 개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생활환경 정비 방식을 제안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는‘농촌생활환경정비와 면 단위 정주권 개발방안(1990)’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면 단위 정주생활권 개발의 대상공간으로 거주공간과 생산공간을 포함하면서

몇 개의 행정리가 연합된 개발권역을 제시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 방향(1992)’에서는「농촌계획법(가칭)」의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농

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규정하는 면 단위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을「국토건설계획

법」상의‘군종합건설계획’과 통합시키고 면 단위 정주권개발은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면 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상세계획의 도입까지 주장

하 다. 이러한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농촌계획법의 제정을 건의하 다. 그 다음

해에‘농촌계획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1993)’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농촌의 계획적 개발이 제도

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그 일환으로서「농촌계획법」제정

을 다시 주장하 다. 이는 비록 당시에 정책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으나 농촌지역에도 도시계획과

같은 법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즈음까지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면 단위 정주권개발사업은 비록 그 대상 지역이 면 단위이기는 했지만 중심마을을 집중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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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발의 효과가 주변 마을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거점개발 방식을 채택하 다. 이에 대응

하여 2개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하는‘21세기 농촌 비전제시를 위한 마을 종합정비계획 구상

(1991)’이 연구되었다. 마을의 경제사회적 구조와 자연환경, 공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마을의 인구와 가구, 산업구조 등을 예측한 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구별 상세계획을

세우고 투자계획을 실천하여 장기 비전하에서 농촌마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 다.

이러한 마을 계획은 마을개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립되는 각종

마을계획의 모델이 되었다. 오늘날 정책 사업화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역시 이러한 모델과 무관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발표된 농정개혁과 농어촌발전대책에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취급하기 시작하 다. 농특세의 27.4%에 해당하는 예산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배분

되었다. 이와 같이 안정적 재원의 확보는 보다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 다. 즉, 농어촌도로·주택·상하수도 정비·신규마을의 조성 등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들이 이 시기에 입안되고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생활

환경 정비에 관한 연구는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수준으로 발전하 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 전반

에 관한 정책 평가와 다양한 정책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기도 하 는데,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마을 정비방안(1995)’에서는 농촌생활환경 관련 정책이 지역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한 중간 평가로 이어져 상당 부분 정책에 반 되었다.

한편‘농어촌마을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1996)’에서는 더욱 다양한 개발전략의 하나로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과 같이 토지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고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으로 구성된 조합, 개발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으로 토지구획정리에 의거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이른바 협동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농촌지역은 기존처럼 공공개발사업 형태

로 추진하되 여타 건설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자고 주장하 다. 민간자본 도입

에 관한 연구는 정책으로 반 되지는 않았지만 농촌생활환경 정비에서도 도시개발과 같이 다양한

개발전략 등이 도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교통 여건과 주민의 통행 행태(1996)’에서는 과소화가 진전되어가는 농촌지역에서

점차 소외시되고 있는 농촌 대중교통 정책의 대상 역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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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문제의식과 정책 과제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나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후속연구는 없는 상태다.

한편, 19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을 평가하고 더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서‘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1997)’이 발표

되었다. 또한‘농촌 쓰레기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1999)’등과 같이 생활환경 정비 정책의 중요

역이지만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던 분야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 다. ‘인천광역시 농업

타운 조성에 관한 연구(1996)’와‘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1996)’등과 같이 새로운 역의

농어촌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농촌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1999)’연구는

읍·면별로 인구 과소화의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취업·지역사회 활성화 대책을 제안

하면서 훗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모태가 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2000)’에서는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종합적 마을 정비, 생활환경 각 부문에 걸쳐 도시적 편리성보다는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마을 정비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외국의 환경친화적 농촌

정비(1999)’, ‘유럽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2000)’등의 자료집을 통해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과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환경친화적 마을 가꾸기의 동향과 정책 제안(2000)’등 일련의 세미나

자료집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모형 마을 정비 방식을 정책에 도입할 것

등이 주장되었다. 이는 이후 많은 농촌개발사업들이 상향식으로 전환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

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촌정책 수요 확대와 농촌생활환경 연구 분야 다양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지역계획 수립에 관련한 연구에 많은 변화

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에서 다루어지던 연구 역이 크게 확장되었

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공간 범위에 대한 재검토, 단위 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지역개발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농촌의 내부적 여건이

변화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농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자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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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커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연구들은 크

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의 연

장선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이 물리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협소하게 접근하

던 것을 비판하면서 농촌정책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킨 연구, 더 직접적인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에

관련된 연구, 다양한 지역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 등이다. 

우선, 기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책 연구 분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기존의 농촌

생활환경 정비 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거의 사각지대에 속했다고 할 수 있었던 공동시설, 정보화,

경관, 지역축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2001)’,

‘농촌지역의 정보화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2001)’,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

에 미치는 향(2004)’,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2005)’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농촌생활

환경 정비 정책 분야에서 다루던 역이 물리적 측면이 강한 항목들이었던 데 반하여, 농촌정책의

추진 주체와 참여 문제, 농촌지역의 역량 강화 문제, 농촌정책의 추진 체계 변화 문제 등과 같이 연

성적 역을 주 내용으로 삼는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 던 것이다.‘농촌마을의 리더쉽 구조와 역할

에 관한 연구(2002)’,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03)’, ‘농촌지역 사

회적 자본의 존재양태 분석(2003)’,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연구(2004)’,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 과정(2005)’,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2005; 2006)’, ‘농촌

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2005; 2006)’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직접적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새로운 정책의 현장 적용에 대응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연구도 많았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사업화 방안 연구

(2003)’,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방안 연구(2003)’,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2004)’,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2004)’, ‘기업

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2005)’,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2006)’,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2006)’, ‘농어촌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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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006)’등이 그것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로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사업 중심의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한계를 비판하고, 지역 내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생활권이 동질적인 3~5개 법정리를 대상

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종합개발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으로서 실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 다. 또한‘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방안 연구’를 통해 농촌정책에 관련되는 15개 중앙행정기관의 100여 개 사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 다. ‘농어촌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행정자치부의 단위사업 4개가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관되기도 하 다.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연구에 따라‘지자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등을 비롯한

도시민을 농촌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정책 사업이 본격 도입되었다.

넷째, 전통적인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이외에 특정 법률을 근거로 하는 지역계획이나, 지자체

의 요구에 의한 농업·농촌 발전계획, 혹은 특정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목적의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하 다. 먼저 2001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공모형 마을개발

사업인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양양군 송천리와 보은군 구병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2002).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1990년대 말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제시해

온 주민참여형 상향식의 종합적 마을가꾸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실험하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의미

가 있다. 또한‘제주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2003)’, ‘강원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

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2004) 수립’, ‘충북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2005)’등과

같이 특정 지역의 광역적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개발계획

을 수립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한편, 각 지자체의 농업·농촌 분야의 장기 비전을 확립하고 사업 전략을 제시하는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무주군(1999), 충주시(2000), 제천시(2001), 양시(2003), 장

성군(2004), 화천군(2005), 진천군(2005), 청원군(2005), 서산시(2006), 기장군(2006), 김해시

(2007), 거제시(2007), 제천시(2007) 등을 대상으로 관점과 강조점은 다소 달랐으나 현장 착형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 진단과 사업안 구상 및 투융자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하는 시·군 농업·농

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는 농촌개발 연구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 다. 여러 지자체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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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발전계획 수립은 과거에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던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이「농업·농촌기

본법」및「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등을 근거로 농

업·농촌 부문에 대해 특화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실천성

과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군 기

본계획 및 관리계획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기초적 제도 연구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자체의 계획 수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0년대 중반에는 단양군, 보은군, 산청군, 양군, 장흥군 등 5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신

활력사업 컨설팅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신활력사업은 지자체의 인구, 산업, 재정적 변인을 고려

하여 전국의 70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설정하고 낙후도에 따라 3년간 특별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예산이 1년간 2천억 원 투입되는 대규모 정책 사업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농촌

정책 사업이라 할 만한 신활력사업이 집행되는 농촌 지자체 5곳에 대하여 현장 착형 관찰 결과

를 토대로 보고서로 발간함으로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신활력사업은 2007년 3년간의

제1기 사업을 마치고 2008년부터 3년간 제2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미래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농촌정책 연구 측면

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교통통신이 지금보다 더욱 발달하고 일상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농촌의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문제나 도농통합적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의 주택, 경관, 어메니티, 문화적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있어서 과거 물리적 단위 사업을 대체하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고령화되고 분산된 패턴으로 거주하는 농촌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정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획기적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 등도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미래 농촌의 내부 구성원 역시 기존 주민과 신규 유입된 주민들이 새로운 공동체

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촌에서 새로운 정주를

시작하려는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새로운 도농통합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농촌정책의 기획, 집행 주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 정확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지역을 진단하고 차별적 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는 연구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이나 농촌지역

내·외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주체가 조직화되어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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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등이 핵심적인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농촌정책 연구의 주제는 현재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이며 고려해야 할 주체도 매우 광범

위해질 것이라 전망된다. 농촌지역 내·외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의 향도로서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삼되 그와는 차별적인 관점과

접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농촌복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루는 농촌복지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는 광

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원이 개원하던 시기에 이미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고도 경제성

장에 따라 도·농간의 격차는 커지고 농가경제의 상대적 열악성 또한 심화되었다. 따라서 1980년

대의 농촌복지 관련 연구들은‘복지’라는 관점보다는 농가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농촌 생활의

불편을 완화시키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주로 농업인력의 고령화(R103,

1985; R159, 1987. 6), 농촌여성의 노동 과중(RE1981(2); RE1982(1,2,3)), 보건·의료(RE1979(1);

R083-01, 1984; R122, 1986) 및 자녀교육(R096, 1985)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모

색하 다.

이에 비해 1990년대는 농촌복지에 대한 연구가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시장개방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농가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정책

이외에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수행된 연구가‘농어촌 복지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1991)’이다. 이 연구는 이후 농촌복지 관련 연구나 정책 수립의 기본 참고서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1994년 UR 협상 타결 이후 후속 대책으로 수립된‘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농업·농촌

종합대책’등에 농촌복지정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는데,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 다. 

2000년대 들어 농정에서 농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행 농촌복지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

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JRD2002(1); RE2004(3)).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된 연구가‘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1)’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 차원의 가칭‘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중장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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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11)’을 수립하여 재원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를 위해 가칭「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 다. 이 연구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2004. 3. 5)(약칭 삶의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 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중앙단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강구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방안 마련을 뒷

받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C2004-20, 2004). 이 연구 결과는「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2005~2009)」과 시행계획 작성에 그대로 반 되었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중앙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직접 제천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하 다(C2005-32, 2005).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과 아울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도시민과 비교하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는데(R374, 1997; R444, 2002; C2005-43, 2005), 이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한편, 최근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정책이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부처간 사업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C2006-18, 2006). 이 연구

에서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유사 사업은 추진부서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하에서는 농촌복지를 사회보험, 보건·의료, 농촌 여성·노인, 농촌교육분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사회보험

국민연금

196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

의 젊은이들이 이농함에 따라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었다. 1980년대 들어 농업부문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농규모확대가 절실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

의 고령화는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를 보장하면서 조기은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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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R103, 1985). 이 연구에서는 고령농업인들의 조

기은퇴를 유도하되 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노후문제 대책으로 농업자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R159, 1987; RE1989(1);

R227,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농어민연금제도의 별도 실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국민연금을 1995년에 도시지역보다 우선하여 농촌지역에 확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에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 경 이양

장려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농업경 이양 장려금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C1994-10, 1994). 

이상의 연금 관련 연구들이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면서 농업구조 개선 효과

를 거두려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체 농가들의 소득불안정 문제를 다루면서 농가 유형별로 소득

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수행되었다(R489, 2004).

건강보험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농어촌 지역은

1988년부터 실시되어 농어촌 주민들도 비로소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의료

보험제도는 조합주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은 적자가 누적되는

반면, 지역조합에 비해 젊고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은

흑자를 기록하 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업인들이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면서도 의료보험 혜택은 덜 받는 실정이었다. 1988년 의료

보험이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R164,

1988; RE1988(3)). 이들 연구는 의료보험이 농어촌 지역 실정 및 농어가의 사정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하여 보험료 부담의 과중성, 부과기준의 불공평성, 진료자유의 불공평한 제한성, 의료시설과

인력의 부족, 조합운 체제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분석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며, 농어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과 아울러 행정적인 지원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국민의료보험 통합과 농어촌

적용 대책(R381, 1998)’도 의료보험의 전국적 단일화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보험 불공평

성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파악하고, 의료보험 통합시의 농어촌 적용 방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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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에 기초하여 10여 년 이상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의료보험조합들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져 비로소 1998년「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하 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면서 농어업인을 포함한 자 업자들은 소득파악이 어려워 보험료 부담

의 형평성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2000)’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조세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통합에

맞추어 농어업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

결과는 농어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병의원 및 전문의 등의 의료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도서 및 오·벽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에 비해 훨씬 미흡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주민과 농업인들

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22~50%)을 경감하 다. 그러나 이 경감제도가 고소득 농업인들

까지 지원하는 것은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농

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2006)’은 경감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일정 등급까지는 본인부담분의 50%를 경감해 주고 일정 등급 이상은

일정 등급 보험료의 절반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제안은 일부 수정되어

2007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재해보상과 재해보험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기계화가 급진전되면서 농작업 사고와 각종

사고가 빈발하 다. ‘농작업사고대책과 농업노동재해보험 연구(1989)’는 농업의 기계화와 다양한

농작업이 불가피한 농업인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입는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농업노동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업인

재해공제와 농기계공제 를 실시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농업인재해보상보

험 도입 논의의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농업은 특성상 자연의 향을 크게 받는다(RE1979(2)). 농과정

에서 자연재해를 입으면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폐농에까지 이른다. 재해 시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재해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1975년 연구원의 전신인 국립농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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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검토되었다. 이후 1979~1980년의 2년간 농업재해보험제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R19, 1980; RE1980(2)). 이 연구가 수행되던 1980년에 유례 없는 냉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연구가

제안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82년에 시험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1981년

에는 시험사업설계와 관련한 연구가 추진되었다(R36, 1981). 3개도 3개 면을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시험사업지역을 8개 도 8개 군 24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

으로 변경되면서 시험사업 설계가 추가로 진행되었다(R47, 1982). 1984년부터 시험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다시 계획이 수정되어 시험사업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사업이 진행되었다

(R93, 1985; R116, 1986; R140, 1987; R162, 1988; R181, 1989). 

조사사업이 추진되는 중에도 농업재해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정책협의회(PS024, 1985)와 공청회

(PS037, 1988) 그리고 논문발표(RE1986(3)) 등이 수행되었다. 

5년 이상 조사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정책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 다. 1980년 이후 계속된

풍년으로 재해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재해보험 도입의 기술적 어려움 및 그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사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그동안의 연구사업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 다(D65, 1991).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과 관련한 연구는 중단되었으나 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농업재해

대책과 재해보험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검토는 가끔 추진되었다(P2, 1993; P34, 1998; R427, 2001).

현재 과수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해보험의 기초가 된 연구는‘농작물보험의 도입에 관한

연구(1996)’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도작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수도작 이외에 재해보험 도입이 가능한 품목을 분석하 다. 이 연구 결과

는 2000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사과와 배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부터 실시된 사과와 배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준비과정에 관련 연구자가 실무

진으로 참여하는 한편, 표준수확량 산정과 손해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연구도 수행하 다(C2001-

02, 2001). 

재해 보험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나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R461,

2003) 구체적인 품목 확대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2004)’이다.

보험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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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가소득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득보험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이 연구는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2002년과 2003년 연이어 막대한 태풍피해를 입게 되자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제도화되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어업인들은 일반재해지역의 농어업인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다 신고,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사유재산피해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연재난지원체계를‘재난구호

+ 재해보험’의 이원구조로 하되, 분야별로 분산지원되던 재난지원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사유재산

피해 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성 문제 등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C2004-17, 2004; C2005-2, 2005). 이 연구 결과는 거의 그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 정책에 반 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축산분야는 과수분야보다 빨리 1997년부터 가축공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시 가축공제는

축협에서 추진하 는데, 가축공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C1998-1, 1998;

RE1998(2)). 가축공제는 이후 계속 축종과 공제대상 사고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0여년 가까이

경과되었지만 가축공제는 활성화되지 못하 다. 2006년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C2006-06, 2006; RE2006(2)).

2000년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우리나라 산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화재로 산림이 황폐

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산림보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C2001-32, 2001; C2003-30,

2003; RE2003(3)). 검토과정에서 임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험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임목보다는 임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 도입을 검토하 는데, 주로 밤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하 다(C2004-44, 2004; C2005-50, 2005). 이 연구결과들은 2007년부터 밤의 시범

사업 실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발족하기 전까지 우리 연구원에는 수산분야 연구진들이 있어 수산분야

재해보험에 대하여도 연구가 추진되었다(R7, 1979; RE1980(3); R60, 1983; JRD1987(2); R176,

1988; JRD1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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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농어촌의 고령화, 부녀화, 기계화 등으로 농어촌에는 노인성 질병과 농작업의 특수성에서 기인

하는 농부증 등이 증가하 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의료 문제

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R83-3, 1984; RE1985(2); R122, 1986). 

UR협상 타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UR대책

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여건 개선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농어촌발전위원회, 1994). 연구

원의 관련 연구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 다.

1995년부터 추진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 다. 그러나

주요 사업인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은 군청 소재지의 보건소의 기능(주로 건물 신축)을

강화하는 데 집중된 반면, 농어업인들의 접근도가 높은 면 단위 이하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상대적으로 소홀하 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R409,

1999). 이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질병 특성 및 의료기관 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농어촌 지역에 새

로운 의료전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협

동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제시하 다. 

한편 농특세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의 중간점검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연구가 수행되었다(C2000-28, 2000). 이 연구는 이 사업의

성과가 크고 목적 달성 가능성도 높으므로 재정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역보건기능의 강화 방안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 다. 

농촌 여성·노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청장년 농업인의 이·탈농은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면서 농업노동력

의 고령화, 부녀화를 심화시켰다(JRD1993(1)). 이 과정에서 농가 여성들의 노동 부담 과중 문제가

대두되었다. 가사와 육아 이외에 농 활동에도 상당 부분 참여하여야 했기 때문이다(RE1981(2);

RE1982(2,3)).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농업 종사자의 위치에 있는 농촌 여성이 농가 주부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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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가 아닌 여성 농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21세기 한국 농업을 이끌어갈 주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농촌 여성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R268,

1992). 이 연구는 농가 여성의 농 참여 및 생활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의 지위가 단순 노동을 제공

하는 농사 보조자에서 농업경 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의식 개발은 물론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여성의 농업노동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평가하고 이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

나아가 농가 여성들이 남성들과 대등한 경제활동의 한 주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R373, 1997). 이 연구에서는 농가 여성 노동

력 구조의 특성과 취업구조를 분석하고 농업과 비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여성들의 기계화,

분업체계, 기술수준, 노동시간과 가사노동 분담, 출산휴식 및 육아 등 노동환경과 복지환경을 분석

하여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2002)’이다. 이 연구는 WTO 시대에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 다. 이를

위해 기존 여성농업인 교육기관의 교육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로 여성농업인대학 설립방안을 제시하 다.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농가도우미제도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 는데,‘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1999)’에서 이론적 뒷받침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

하 다. 

여성농업인의 농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졌다

(JRD1997(2); RE2006(4)). 이에 따라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경 능력 강화, 지위향상 촉진 및 정책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 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에 관한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을 입안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2002)’가 수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 증산 위주의 농업소득증대정책에서 농외소득증대정책으로 정책 전환이 시도되었

으나 고령 세농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이나 농외소득정책 어느 것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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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농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결되어야 올바른 방향을 정립

할 수 있고 무리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세농의 생활과 복지실태를 분석한 것이‘ 세농의

생활과 복지실태(1989)’이다.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를 통한 세대교체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원만한

은퇴를 유도하려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농어촌 적용 확대

시에 고령, 은퇴농업인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경 이양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수행

되었다(R267, 1992)

고령농업인에 대한 관심은 중소농 대책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농가의 다수를 차지

하는 중소농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농업구조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데, 중소농

의 절대다수가 고령농업인이기 때문이다(R203, 1984; RE1988(2); R227, 1992; R267, 1995; R370,

1997).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 교육 및 부양에

온 힘을 기울여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인, 특히 농촌노인들은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적인 안정장치의 미비로 노후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졌다(RE1988(2)). 자신들이 청장년 시절에 기여

한 공로는 간과된 채 뚜렷한 노후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농어촌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농어촌 노인복지의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R347, 1996; JRD1999(1)). 

나아가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고령자들을 일방적인 시혜계층으로 파악하여 각종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실정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R419, 2000; R481, 2004). 전자는 고령농업인이

노년기에도 농,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 제공 등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하 다. 후자는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농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리하고 이들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차별적이면서도 다양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 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도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

왔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농촌 노인과 관련한 사회안전망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시한 연구로‘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2006)’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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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육

산업화에 따라 농어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취업이나 보다

나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스러

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청장년 농업인들이 향도이촌하는 주

원인이 자녀교육이라는 인식이 퍼지

면서 농어촌 교육문제가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되었다.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추진된 연구는‘농가의 교육비투자와 농촌교육개발

(1985)’이다. 이후 농가의 교육비 부담문제(RE1986(4))나 농어촌 교육여건(RE1989(1)) 등과 관련

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 으나 연구원의 정규과제로 수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수립된 각종 정책에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농촌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 다.

한편 장차 농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특히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농업·

농촌관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올바로 수정·보완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C2000-45, 2000). 이 연구 결과는 곧바로

제7차 교육과정 개선 작업에 반 되었으며, 이후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농촌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서 아무 불편 없이 도시민 못지않은 삶을 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정책의 보완책으로 산발적

으로 추진되던 각종 농촌복지정책(사업)들은 최근들어 체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양해

졌다. 즉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정도까지 구색을 갖추고 계속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복지 분야의 향후 과제는 기존의 각종 정책들을 내실화하면서 변화하는

여건에 걸맞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 분야는 제

도의 취지에 걸맞게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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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는

시대에 걸맞은 농촌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농촌 여성·노인

분야는 농촌여성들의 권익향상은 물론 이들의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제 결혼 여성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다음으로 장수 시대에 농촌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

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농촌 교육 분야는 산업화와 국토

개발 등으로 농촌지역도 이미 이질화·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

한 농촌 교육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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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연구

연구원 설립 초기에 국제농업 및 통상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 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 규

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대외 개방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 다.

1980년대 말에는 한·미 통상협상, GATT 국제수지(BOP) 조항 협의 등이 이어지면서 농산물의 시

장개방이 확대되기 시작하 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1994), 한·중 국교 정상화(1992),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일 문

제 등이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 말에 겪은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을 바

꾸어 놓았으며,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전환에도 향을 미쳤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의 대외경제정책은 다자주의 중심에서 다자와 양자(또는 지역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

회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부각되었다.

연구원의 통상 관련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 하여 사회적인 수요에 대응

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농산물 수출입 및 교역 관련 제도 문제를 많이

다루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 시장개방 향 등을 주로 다루었다. 1990년대

에는 UR 협상 및 협상타결에 따른 향과 대책, 한·중 교역 및 중국 농산물 수입증대에 따른 파

급 향, 남북한농업부문 교류협력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개방화에 따른 수입관리 방

안, 수출증대, 국내대책 등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WTO 다자

간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한·칠레, 한·미 등 FTA 협상이 새로운 주제로 추가되었

다. 그 밖에 외국의 농업현황 및 제도에 대한 분석, FAO와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연구도 수

행되었다.

농산물 무역 연구는 수출증대 및 수입관리 방안, 교역제도 등의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수

입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수입 차익 관리 등 농업정책 개발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

다. 다자간 협상(WTO/DDA 및 GATT/UR)과 양자간 협상(FTA 등) 관련 연구는 주로 협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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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농업 및 교역정책 분석, 개방 수준에 따른 향평가를 통해 협상전략 및 국내대책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 다.

북한농업 연구는 북한농업 및 농정을 분석하고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고자 하 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중 수교 정상화(1992) 이후 우리 연구원은 중국농업에 대해 특별한 관

심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진행하 다. 중국 관련 연구는 중국의 농업, 농정, 한·중 농산물 교역 등

을 분석하여 중국농업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시장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농정 및 농업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 다.

다자협상

1948년에 발효된‘관세무역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은 자유

무역과 무차별의 원칙을 내세우며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규범으로 발전해왔다. GATT 체제

는 8번의 다자 무역라운드를 통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 고,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개편되어 상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으로

규범 대상을 확대하 다. WTO 체제 출범 후 첫 다자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2001년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 5월 현재 150개 회원국이 DDA 협상에 참여하

고 있다.

무역규범에서 다양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던 농업 부문과 농산물은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를 통해 본격적인 규율 대상이 되었으며,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의 틀 안

에서 농산물 관세와 농업보조가 감축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UR 협상이 시작된 1986년을 기

점으로 다자협상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면서 오늘날 DDA 농업협상에 관한 연구에 이르 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제1절은 UR 농업협상 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 다.

제2절은 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쟁점 분석 및 전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절은 UR 농업

협정을 근거로 추진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과 결과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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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업협상과 협정 분석

1986~1994년에 추진된 UR 협상은 농정과 농산물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다자협상이

었다. 이 협상을 계기로 다자협상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내용도 협상이

진전될수록 협상 동향과 쟁점 분석, 수입관리제도의 운용,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파급 향과 농정

개혁 방안 분석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연구 내용이 확충되면서 다자협상 연구는 국제농업연구

분야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UR 협상동향과 전략

김기성 등(R154, 1987)은 UR 협상이 추진된 배경과 내용을 개관하고 수출입 정책 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관련 연구의 시발점을 제공하 다. 이재옥 등(R187, 1988)은 각국의 협상 제안서를 분석

하고 우리나라의 협상 제안서 작성 방향 등 협상대책을 논하 다. 협상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협상

논의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었는데, 이재옥 등(D53-1, 1990)과 최양부 등

(D53-3, 1991)은 협상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고 전망하 다. 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최양부 등(C91-

1, 1991)은 협상 및 수입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하 고, 서종혁 등(D53-2, 1991)은 우리나라가 주요

국에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 다. 이재옥(RE 1990, 3)과 최양부 등(RE 1990, 4)은 UR 논의동향과

전망 및 협상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하 다. 

UR 파급 향과 사전 대책

UR 협상이 진행되면서 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칠 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는 효과적인 협상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국내대책을 마련하려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허신행 등(R200, 1989)은 탄성치를 활용하여 가격, 생산, 소비, 소득 측면에서 시장개방의 파급

향을 계측하 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물가와 생산유발 효과 등을 분석하 다. 이재옥 등(C89-

6, 1989)은 수입자유화의 장단기 대책을 제시하 고, 성배 등(C90-3, 1990)은 농업 부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관세제도의 정비 방안과 비관세 장벽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 다.

부문별 연구로는 강정일 등(R220, 1990)이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농자재 수입자유화의 파급 향

을 분석하 고, 윤호섭 등(R230, 1990)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두의 수입자유화 향을 계측하 다.

박성쾌 등(R224, 1990)과 김정봉 등(R266, 1992)은 수산물의 수입개방 대책과 수산양식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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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안을 각각 제시하 다. 

UR 이후를 대비하여 농정개편, 수출 증대,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농업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최세균 등(R239, 1991/ R271, 1993)은 국내 농업의 관점에서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와

곡물시장의 변화 및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농정 변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재옥 등(R243, 1991)

과 이재옥 등(C92-12, 1992)이 농산물 무역정책과 가격정책의 조정 방향을 내놓았다. 최정섭 등

(R241, 1991)은 농가소득 보상 방안을 마련하 고 김정호 등(D68, 1992)이 효율적인 농업자금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최세균 등(R244, 1991)과 박성쾌 등(R248, 1991)은 각각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 증대 방안을 연구하 으며, 최정섭 등(C92-12, 1992)은 수출지원에 관한 연구 자료

를 내놓았다. 이 밖에도 이중웅 등(R245, 1991)은 전략 작목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정리

하 다.

논문으로서 이재옥 등(RE 1989. 4)은 농업보호 총량측정 방식을 제시하 고 최정섭 등(RE 1991.

4)은 농가에 대한 직접 보상을 다루었다. 이정환 등(RE 1990. 4)과 이정환(RE 1991. 1)은 UR의 국내

향을 분석하고 농정의 갈 길을 제시하 다. 임정빈(RE 2000. 2)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가격과 교역

변동 측면에서 다름을 규명하 다.

UR 농업협정 분석 및 평가

1986년부터 시작된 협상이 7년 만에 타결되자 UR 농업협정에 관한 내용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먼저 연구

원은‘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E26, 1994)’을 발간하여 농업협정 원문과 번역 전문을 소개

하고 주요 조항을 설명하 다. 또한, 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 결과를‘UR 타결과 농정의 대응 방향

(D86, 1994)’과‘UR 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 방향(D88, 1994)’등으로 정리하여 자료로 발간하

다. 이재옥 등(D94, 1994)은 협상의 전개 과정과 타결내용 및 의의와 평가 등 협상의 모든 사항을

백서 형태로 정리하 다. 협상 타결에 따른 전반적인 파급 향은 최양부 등(P6, 1993)이 계측하 다.

부문별 연구로는 김명환 등(R286, 1993)이 콩 수급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고, 서종혁 등

(R302, 1994)이 시장개방의 피해를 지역별로 유형화하여 지역 단위 대책을 제시하 다. 또한, 김명환

등(R313, 1994)은 식량작물의 중장기 수급대책을 내놓았고, 유철호 등(C94-4, 1994)은 축산물 시장

개방이 축산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산업 측면의 대책과 발전 방향을 연구하 다. 수산업의

대응 방안은 이용숙(M36, 1994)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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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이후의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이

재옥 등(P9/C94-3, 1994)은 관세화 이

행에 따른 효율적인 수입관리제도 운

용 방안과 국 무역을 통한 수입관리

방안을 제시하 다. 미국과 EU의 수출

정책 방향과 변화 전망을 담은 어명근

(D96, 1994)과 최세균(D97, 1994)의

연구 자료도 발간되었다.

UR 협정 이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에 관하여 여러 논문들이 제시되었다. 양승룡(RE

1995. 4)은 분쟁해결 절차를 다루었고, 임정빈(RE 2000. 3/4)은 시장접근 관리방식과 관세구조에

관하여 분석하 다. 최세균 등(RE 1998. 4)과 최세균(RE 2001. 2)은 관세체계를 분석하고 관세구조

비교 및 관세감축 효과를 계측하 다.

DDA 농업협상 분석

1995년에는 GATT가 WTO 체제로 전환되고 UR 농업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WTO 규범 아래 농정변화와 산업별 대책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고 2000년대 초에 출범

하는 뉴라운드에 대비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새로운 농업협상은 농업협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부터 시작되었으나, 2001년에 DDA가 정식 출범하면서 DDA 의제로 통합되었다. DDA 협상은 진전

과 정체를 반복하면서 진행되고 있지만, 협상 대응과 전략 및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WTO 체제 출범과 뉴라운드 대응

이재옥 등(1995)은 WTO 체제 아래 태평양 연안 국가 간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쌀,

쇠고기, 사료 곡물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 으며, 윤호섭(D122, 1996)은 농업협정 효과에 대한

예비 평가를 내렸다. 이정환 등(P14, 1995)은 농업협정과 WTO 규범 아래 직접지불 제도를 분석

하 다. 이재옥 등(R364, 1997)은 시장개방과 보조감축 이행의 향을 주요 품목별로 계측 및 평가

하고 효율적인 수입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 임정빈 등(R422, 2000)은 WTO 협상의 쟁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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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하나로 관세할당(TRQ) 제도를 점검하고 주요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탐구하 다.

최세균 등(C2000-46, 2000)은 거시지표 변화와 양돈 및 감귤산업에 미치는 향 등 농업협정 이행에

따른 향을 계측하 다. 또한, 최세균 등(R383, 1998)은 UR 협상 결과로 더욱 복잡해진, 특히 농업

과 식품산업 간의 관세체계를 분석하고 개편방향을 내놓았다.

2000년부터 개시되는 WTO 뉴라운드를 대비하는 연구도 추진되었는데, 최세균 등(R348, 1996)이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과 대책을 정리하 다. 이재옥 등(R384, 1998)은 주요국의 이행사항 점검과

쟁점 정리 및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 다. 또한, 이재옥 등(C99-36, 1999)은 차기 협상의 전망과

대책을 논하 고, 임정빈 등(C2000-48, 2000)은 관세구조, 수입물량관리, 국내보조 이행상황 등을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 이재옥 등(C2001-8, 2001)은 WTO 농업위원회의 논의를 근거로

설정한 협상 대안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리를 제시하 다. 임업 분야

의 대응 방안은 어명근 등(C2000-29, 2000)이 다루었다. 

외국의 협상전략을 파악하는 연구로는 최정섭 등(C99-37, 1999)이 주요 수출국의 차기 협상 대응

을 탐구하 고, 임정빈 등(C2001-34, 2001)은 협상 향력이 큰 미국, EU, 일본 등의 농정변화를

파악하여 그들의 협상전략을 분석하 다.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통상 의제로 대두된 무역과 환경의 연계성은

최정섭 등(R357, 1996), 최정섭 등(RE 1996. 3), 임송수 등(R379, 1998), 임송수(P32, 1998)가 국제

무역과 환경규범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대응 방안과 국내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

하 다. 이 밖에도 이재옥 등(P38, 2000)은 미국 등 수출국들이 우리나라의 쇠고기 보조 산출 방식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한 사건의 내용과 판결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정리하 다.

DDA 협상에 따른 대응과 대책

2001년 DDA 협상의 출범 이후 협상동향과 대응, 분야별 쟁점분석과 국내대책에 관한 연구가 추진

되었다. 이재옥 등(P53, 2002)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협상 모댈리티 수립에 관한 논의와 과제를 정리

하 고, 임송수(P54, 2002)와 임송수(P58, 2003)는 각각 국내보조분야에서 논의 동향과 과제 및 협상

전략을 제시하 다. 이재옥 등(C2002-4, 2002)은 주요국 제안서의 배경을 자국 농정과 농업 여건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의제별 쟁점을 논하 다.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2002)’연구와 최세균(RE 2002. 4) 논문은 협상 중 제시된 방식별 관세감축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분석하 다. 임송수 등(C2003-23, 2003)은 2003년 WTO 칸쿤(Cancun) 각료회의에서 제시



제1편 연구사업의 전개와 동향 203

된 협상 초안을 근거로 국내 파급 향을 분석하고 농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 다. 임송수 등

(PR10, 2004)은 2004년 8월에 합의한 기본 골격(Framework)의 의미를 논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고,

서진교 등(C2004-56, 2004)은 기본 골격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모댈리티 협상 전략과 이행계획서

(C/S) 작성방향을 제시하 다. 이재옥 등(C2005-57, 2004)도 이행당사국별 양자협상 전략을 세웠다.

부문별 연구로는 박문호 등(C2002-14, 2002)과 성명환 등(C2004-11, 2004)이 각각 녹차산업과

인삼산업에 미치는 DDA 협상의 향을 분석하여 산업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제시

하 고, 석현덕 등(C2004-43, 2004)은 DDA 협상이 임산물 관련 분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또한, 김병률 등(C2003-19, 2003)은 원예특작 부문에 미칠 향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 으며, 최세균

등(C2003-9, 2003)은 식품산업의 협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최세균 등(C2003-A4,

2003)은 WTO/SPS 협정 관련 분쟁과 외국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검역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찾았고,

서진교 등(C2004-A6, 2003)은 WTO 체제 아래 쌀, , 옥수수 등 곡물교역과 재고행위를 분석하여

안정된 수입과 재고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 다. 서진교 등(C2004-A5, 2004)은 DDA 협상 논의결과

를 바탕으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 고, 최세균 등(C2003-9, 2003)은

TRQ와 관세 분야의 협상 쟁점을 분석하고 이행계약서(C/S) 작성 방향을 내놓았다. 김용택(RE 2003.

1)은 DDA 시대에 농림재정 정책의 나아갈 길을 논하 다.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의제 가운데 하나인 개도국

지위 유지에 관한 연구도 잇따라 추진되었다. 임정빈 등(C2002-2, 2002)은 국제기구들의 규정을

검토하고 통계자료를 근거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대응논리와 전략을 제시하 고, 임송수 등

(P60, 2003)은 다른 OECD 회원국의 경제 및 농업구조를 비교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개도국 논리를

밝혔다. 임송수(C2005-35, 2005)는 지표분석과 군집분석에 근거하여 개도국 협상 논리를 추가로

개발하 다. 또한, 농업협정 제20조에 명시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협상에 반 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된 임송수 등(C2002-39, 2002)은 식량안보, 소규모 가족농, 농업경관, 농촌활력과 개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 임정빈(RE 2003. 3)은 개도국 지위 유지의 의미를 당시 농업

협상회의 의장이던 하빈슨의 모댈리티(세부원칙) 틀 안에서 분석하 다.

2005년 말에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모댈리티 협상을 타결한다는 시한이 제시된 가운데 DDA

협상 연구는 매우 도 있게 추진되었다. 서진교 등(R496, 2005)은 모댈리티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

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쟁점별로 협상전략을 수립하 다. 또한, 서진교 등(C2005-11,

2005)과 서진교 등(C2005-14, 2005)은 관세구조의 특징과 민감 품목의 기준 설정을 통해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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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 으며, 조규대 등(C2005-10, 2005)과 조규대 등(C2005-48, 2005)은 주요

국의 농정변화를 검토하고 국내보조 분야의 쟁점분석과 대응전략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국에 중요한 민감 품목 선정과 관세감축 효과는 이재옥 등(C2005-61, 2005)이 논하 고, 개도국

에 허용된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의 선정과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의 운용 방안은 이재옥 등(C2005-54, 2005)에서 탐구되었다. 또한, 이재옥(S-24,

2005)은‘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란 연구총서를 통해 WTO 농업협상의 전개 과정과

다양한 의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적 쟁점을 자세하게 설명하 다.

기대와 달리 협상 시한을 맞추지 못한 DDA 협상은 결국 2006년 7월에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하 고, 이에 대해 임송수(PR34, 2006)는 협상중단의 의미를 분석하고 전망을 하 다. 또한,

임송수 등(R538, 2006)은 시나리오 분석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모댈리티 협상안을 평가

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 다. 임송수 등(C2006-37, 2006)은 모댈리티 협상안에 따른 향 평가와

C/S 작성방향을 제시하 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분석

우리나라는 농업협정 부속서(Annex) 5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을 2004년에 추진하 다.

협상 상대국은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등 9개국이었다. 그러나 WTO 관련 조항이 명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례 없는 협상을 진행해야 했고, 불확실한 DDA 협상 결과 탓에 관세화와 관세

화 유예 사이의 대안 분석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은 불확실성 아래 여러

대안들의 공통점을 찾아 비교하고 분석하는 접근방식 위주로 추진되었다. 

쌀 협상을 준비하는 사전 연구로서 이재옥 등(C2003-8, 2003)은 쌀 협상 시나리오별 향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 다. 김태곤 등(PR8, 2004)과 정정길 등(P69, 2004)은 관세화로 쌀 시장을 이미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각각 조사하고 수입쌀 관리와 정책변화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 다. 최세균 등(C2004-50, 2004)은 쌀 협상 결과 수입쌀을 식탁용으로 유통할 경우 나타날 충격을

분석하고 식미 검사와 유통업체 조사 및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수입 쌀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서진교 등(R496, 2005)은 쌀 협상의 시나리오별 파급 향을 분석하고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간의

확률적 접근에 따른 동등성 분석을 통해 협상 대안을 제시하 다. 또한, 서진교 등(C2004-47,

2004)은 동등성 분석 외에도 쌀 수급 전망과 수입 쌀 유통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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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수(C2004-58, 2004)는 쌀 협상 결과를 반 하여 농업협정 부속서 5를 수정하는 방안과 C/S

작성방안을 제시하 고, 임송수(PR10, 2004)는 WTO 규정에 관한 해석을 통해 쌀 협상 시한이

2004년이란 견해를 밝혔다. 

쌀 협상의 향과 농업 부문의 연계성은 협상 개시 전에 김명환 등(W21, 2003)이 쌀 수매와 소득

정책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김정호 등(R477, 2004)은 DDA와 쌀 협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벼 재배

면적 변화를 계측하고 농가소득 변화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 다.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

연장으로 타결된 후에는 김홍상 등(R512, 2005)이 농지 이용구조의 변화 전망과 대책을 제시하 다.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대표적)의 역사는 1834년 프로이센의

주도하에 맺어진 독일 관세동맹, 1860년 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협정 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무역협정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지역은 유럽으로 1958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으로 발전하 다. 북미주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1994년에 발효되었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세안자유무역지대 등 근접국가 간의 지역무역

협정은 물론 유럽연합과 멕시코, 미국과 칠레, 멕시코와 일본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등 멀리 떨어진

국가들 간의 결합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및 심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 다. 우리나라가 지역무역협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구조조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이 경제 및 통상정책의

현안으로 등장하 다. 우리나라는 WTO(또는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이외에 지역무역협정

을 축으로 하는 양자간 협상을 대외경제정책의 축으로 선택하고 칠레를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 다.

연구원의 양자간 협상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따라서 FTA

연구는 1990년대 말에 시작되어 10년이 채 안 되는 역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99년‘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동북아 농업협력 방안(어명근 외. C1999-35)’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2006년

까지 20여 종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가운데‘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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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C2006-9)’보고서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중요한 국가들(중국, 미국,

EU, ASEAN, 인도, 멕시코, MERCOSUR 등)을 대부분 포함시킨 것은 물론 다양한 FTA 관련 사례

및 규정 등을 분석한 종합보고서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연구원의 연구진에 의한 FTA 관련 논문은

5~6편 정도가 발표되었다.

연구는 주로 협상 개시 이전 단계, 협상 단계, 협상 타결 이후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협상 개시 이전 단계에서는 협상 대상국의 농업, 농정, 교역, 무역장벽, FTA로 인한 교역 증가 가능

성 및 파급 향 등을 분석하여 협상의 타당성 및 협상 단계에서 유의할 점 등을 발굴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협상 단계에서의 연구는 민감품목 선정, 단계별 양허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가져다 줄 향을 평가하고 보완대책 방향을 제시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협정 이행 단계에서의 연구는 주로 파급 향 계측과 보완대책, 향후 진행

될 기타 국가와의 FTA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 제안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칠레, 아세안 10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4개국, 싱가포르(이상 협상 체결), 미국(협상 타결), 캐나다, 유럽연합 25개국, 멕시코, 일본

(이상 협상 중), 남미 관세동맹(MERCOSUR) 4개국, 중국, 걸프연안협력체 4개국, 호주, 뉴질랜드

(이상 협상 추진 중) 등이다. 이러한 동시다발적 FTA 협상에 대비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칠레 FTA

우리나라 최초로 칠레와 FTA를 체결하 으며 이에 대비한 연구로 1999년에‘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추진과 동북아 농업협력 방안(C1999-35)’이 수행되었다. 이는 연구원이 수행한 최초의 FTA

관련 보고서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보고서는 칠레의 농업, 한·칠레 농산물 교역, 칠레의 농산물

무역 정책(관세, 비관세 등), FTA 체결에 따른 교역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파급 향 등을 다루고 있다.

2002년 칠레와의 FTA가 타결되자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대한 향평가와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칠레와의

FTA로 시장이 개방되는 농산물 가운데 포도,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 등이 가장 큰 향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가운데 포도, 키위, 복숭아 등 과일류의 수입 증가로 인한 파급 향을 계측

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칠레와의 FTA는 2004년 4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이행에 따른 향을 평가한 연구결과가 매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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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최세균 외, 농정연구속보 23호. 2005. 4, C2006-23, 2006. 9, 농정연구속보 30권, 2006. 4).

그 밖에 한·칠레 FTA와 관련된 저서로‘한·칠레 FTA 협상 백서’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

으로 출간하 다(2004. 10). 한·칠레 FTA 백서는 협상 추진 배경, 과정, 결과, 향 평가, 국회 비준

및 보완 대책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기타 국가와의 FTA

및 국내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출간되었다.

한·미 FTA

한·미 FTA는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안보 등 경제외적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으로 지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미 FTA는 추진 과정부터 충분한 연구와 검토

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 다.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소위 4대 선결조건 문제,

협상 시한 문제 등 협상 이전에 우리나라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협상을 시작한다는 비판

이 많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미국과의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도 있지만 농업은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사안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미 FTA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미국과의 대외협상은 물론 국내

이해 그룹 사이의 갈등 조정, 보완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미 FTA에 대한 연구는 2006년 4월에 출간된‘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

(C2006-9)’과‘한·미 FTA 향분석(C2006-9-1. 2006. 4)’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은 FTA 관련 종합보고서로 미국 이외에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등 중요한 협상 대상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과의 협상이 개시되기 전인

2005년에 시작되어 1차 공식 협상 직전에 발표된 시의성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협상전략 및 국내대책에 관한 보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미 FTA 품목별 향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구(C2006-59)’는 2005년에 수행된

과제의 일반균형 모형에 의한 향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품목별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농산물별로 FTA가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민감품목을 선정함으로써 협상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품목의 중요도를 구분하 다.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농정연구

속보 호, 2006. 4)’은 미국의 FTA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협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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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농업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촉발

되었고, 이러한 논쟁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수행된 연구로‘NAFTA 이후 멕시코 농업의 변화

분석(2006)’이 있다.

한·일 FTA

거대경제권에 속하는 일본과의 FTA는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일 FTA에 대비한 연구로 협상 개시 이전에 수행된‘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C2001-25, 2001. 10)’은 일본의 농업 및 농업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의 교역 관계,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 FTA로 인한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증대 효과를 추정한

보고서이다. 일본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협상 가운데 농업부문에 이익을 가져다

줄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부문에 미치는 전반적인 향을

평가하고,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증대 효과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적으로 추정하 다.

일본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세번별 양허전략을 수립하기 위해‘한·일 FTA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C2004-13, 2004. 4)’를 비롯하여‘한·일 FTA 농업부문 파급 향 및 협상

전략(R475, 2004. 12)’, ‘한·일 FTA와 한국농업(SD37, 2004. 2)’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밖에

임업부문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한·일 FTA 체결과 임업

부문의 정책과제(C2004-18, 2004. 6)’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FTA가 타결되지 못하고 중단

됨에 따라 타결에 따른 향평가와 보완대책 관련 연구 등은 수행되지 않았다.

한·중 FTA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농업부문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2007년 현재까지 중국

과의 FTA 협상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 전단계로 볼 수 있는 산·

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 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과의 FTA에 대비한 연구는 2002년에 이미 수행된 바 있다. 최세균 외(C2002-38, 2002. 12)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에서 중국의 농업, 농정, 교역, 양국 간의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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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경쟁력, CGE 모형에 의한 파급 향 등을 분석하고 협상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의 FTA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 FTA에 대비

한 연구로‘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어명근 외, C2004-52, 2004. 12)’이 수행되었

으며, 이 가운데 한·중 FTA 효과 등이 분석되었다. 2006년에도 중국과의 FTA는‘한·중 FTA 향

분석(C2006-9-2)’과제가 수행되는 등 체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타 국가와의 FTA

우리나라 FTA 대상국 가운데 거대 경제권 국가에 속하는 유럽연합과 아세안을 비롯하여 인도,

캐나다, 남미 관세동맹(MERCOSUR), 멕시코 등과의 FTA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이나 일본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하 다. 대부분 협상 개시 이전에 타당성 및 협상

전략 수립을 위해 수행된 것으로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양허전략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 관한 연구로는 2004년에 수행된‘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

한 농업부문 기초연구(2004)’와‘한·ASEAN FTA 협상 대응방안(2006. 4)’가 있다. 그러나 ASEAN

과의 FTA 타결에 따른 파급 향이나 보완대책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 다. ASEA과의 FTA

에서 중요한 농산물이 대부분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양허 수준이 낮게 타결되어 농업부문

에 미칠 파급 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거대경제권에 속하는 FTA 대상국가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 증대 가능성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EU와의 FTA에 대비한 연구는‘한·EU FTA 향분석(C2006-9-3, 2006. 4)’이 유일하다.

멕시코, 캐나다와의 FTA에 대비한 연구로‘농업부문 FTA 파급 향 및 대응방안: 한·캐나다,

한·멕시코(C2006-9-5, 2006. 4)’가 있고, 인도와의 FTA 대비 연구로는‘한·인도 FTA 향 분석

(C2006-9-6, 2006. 4)’이 있다. 그 밖에‘한·MERCOSUR FTA 향분석(C2006-9-7, 2006. 4)’, ‘한·

EFTA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C2004-41, 2004. 12)’등이 남미공동시장 4개국 및 유럽

자유무역연합 4개국과의 FTA에 대비한 연구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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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TA 및 농업협력

특정 FTA 대상국에 대한 연구가 아닌 FTA 관련 종합보고서 형태로는‘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R503, 2005. 12)’과‘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C2006-9,

2006. 4)’, ‘농업부문 FTA 파급 향과 대응전략’이 대표적이다. 이들 보고서의 특징은 어느 특정

FTA 대상국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협상(예, WTO의 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 유사한 형태의 접근 방법을 시도

하 다. 주요 연구내용은 FTA 추진 절차, 시장개방에 따른 민감 농산물 선정, 동시다발적 FTA의

파급 향, 협상 및 보완대책 등이다. 동북아 지역 FTA 향에 대한 연구로‘Effects of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on Agriculture(2005. 10)’가 있다. 그 밖에 FTA와 관련된 연구로‘FTA 추진

에 따른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분석(2006. 8)’, ‘방콕협정의 농산물 무역전환 효과와 협상 대책(2004.

7)’, ‘주요 FTA 대상국 농산물 관세체계 비교분석(2007. 3)’등이 있다.

FTA라는 경쟁적 관점보다는 경제협력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로‘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

부문 대응방안(R514, 2005. 12)’, ‘동북아지역 농업협력 강화방안(C2001-35, 2001. 12)’, ‘Northeast

Asian Agriculture: Cooperation or Competition(2006. 12)’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동북아 지역

에서의 농업협력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다루고 있다.

농산물 무역

연구원 설립 초기인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주로 생산, 유통

등 국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입 등 무역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

되지 못했다. 연구원에 농산물 무역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실이 설치된 것은 1985년에

들어와서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농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국들의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우루과이라운드(UR) 등 시장개방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무역과 협상 관련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하 다.

UR 협상은 농업부문을 본격적으로 국제 규율에 적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농정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구원의 농산물 무역 연구는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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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부터는 UR 협상의 이행과 국내 대책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UR 협상 결과 탄생한 국제

무역기구(WTO)는 UR 협상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시장개방 및 농정개혁 규율을

회원국에 적용하고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시작하 으며,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

한 연구를 시도하 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은 GATT 또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주의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양자주의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양자주의가 대외경제정책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된 연구의 비중도 높아지게 되었다.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에 관한 연구는 각각 다른 절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무역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농산물 무역 관련 연구는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수입관리 방안, 수입으로

인해 축소된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출증대 방안, 경쟁력 및 수입수요 분석 등 무역 관련

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행되었다.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무역

관련 연구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시장 개방은 1988년 한·미 통상협상에

의해 1989~1991년에 243개 농림수산물에 대한 시장이 개방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86~1989

년에 발생한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GATT의 국제수지조항(18조 B항)을 원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273개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계획이 실행되어 추가적으로 주요 농림

수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다. 이러한 개방화 추세는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통상

협상에 농산물이 포함됨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결국 1994년에 UR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농산물

시장개방은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농산물 무역과 무역정책 관련 연구

도 이러한 현실을 반 하여 시의성 있

는 주제를 다루었다. 우리 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농정변화를 선도

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입

관리 방안, 수출증대 방안, 협상전략

수립, 시장개방 향평가 및 국내대책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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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향평가 및 수입관리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일부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말미암아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를

제기하 다. 따라서 이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업부문 및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향과 대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의 수입 증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생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이외에 동식물 검역,

수입에 따른 이익의 분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수입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

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입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입관리 정책의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한·미 통상협상, GATT 국제수지조항 원용 중단

(일명 BOP 졸업)으로 이어지는 시장개방 추세에 대응하여 수행된 연구로‘농산물 시장개방의 향

과 대응전략(R200, 1989)’,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장단기 대책에 관한 연구(C1989-6, 1989)’, ‘쇠

고기 수입자유화가 축산업에 미치는 향 연구(C1989-13, 1989)’, ‘대두 관련 제품 수입 자유화의

향 및 대응방안(R230, 1990)’, ‘농업자재 수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R220, 1990)’등이 있다.

연구논문으로‘한·미 농산물 통상현안과 주요 육성품목 선정에 관한 소고(1988)’가 대표적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 및 이행은 우리나라 농업 및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연구 가운데 시장개방 향평가와 국내 대책과 관련된 것으로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농업(R239, 1991)’, ‘UR 이후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R271, 1993)’, ‘농산물 시장개방 향 및 대책의 지역별 유형화(R302, 1994)’, ‘농산물 수입개방의

향평가와 수입관리정책 방향(R364, 1997)’등이 있다. 연구논문으로는‘UR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향 분석(1990)’, ‘쇠고기 수입 확대가 한우 소비에 미치는 향(1993)’, ‘축산물 시장개방의 파급

향(1994)’, ‘시장개방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향(2001)’등을 들 수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UR

협상에서 설정된 관세율쿼터(또는 관세할당: TRQ)의 수입 및 관리는 농업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소비자 보호와 수입 차액의 귀속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로 연구와 평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로‘농축산물의 효율적 수입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C1990-3, 1990)’,

‘UR 농산물 협상 및 수입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C1991-1, 1991)’,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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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C2004-A5, 2004)’,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 방향(R422, 2000)’등이

수행되었다.

농산물 수출

시장개방의 확대로 외국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국내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은 수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농가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 시장의

개척 및 확대의 필요성, 정책 방향, 전략 등과 관련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수출정책 관련

연구를 선도하 다.

시장 개방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연구도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증가

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수입 증가는 국내 시장

에 대한 농산물 공급의 증가를 의미하며 공급의 증가는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시장의 확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연구

가 다각도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출 시장인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 방안

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UR 이후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도

증가하기 시작하 다. 농산물 수출 관련 연구는 1990년대에 절정에 달하 다. 그러나 수출 관련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2000년대에 수행된 수출 관련 연구는 다섯 건

정도이고 발표된 논문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산물 수출 관련 연구는 국내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것과 해외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출 증대를 위한 국내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 수출 관련

재정·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 생산자 조직 및 유통 개선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제도

를 중심으로 수행된 수출증대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농림수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R120, 1986)’, ‘UR 이후 주요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R244, 1991)’, ‘UR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연구(C1992-13, 1992)’, ‘가공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C1993-12,

1993)’,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R502, 2005)’, ‘농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확대 전략 수립 연구(C2006-14, 2006)’, ‘수출농업 활성화 방안(P22, 1997)’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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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연구논문으로는‘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출구조 분석(1991)’이 있다.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 시장개척 관련 연구는 특정 품목(품목류) 또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 다. 특정 품목 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증대 연구로는‘돈육의 수출

촉진 방안 연구(R170, 1988)’,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육 수출 증대 방안(R240, 1991)’, ‘대미

배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R256, 1992)’,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 방안(R287, 1993)’, ‘주요 농산

물의 대일 수출 증대 방안(R385, 1998)’, ‘감귤 수출증대 방안 연구(C1998-3, 1998)’, ‘녹차 수출시장

진출 전략과 수출상품 개발(C2005-31, 2005)’등이 있다.

품목별 또는 수출 시장별 연구와 관련된 논문으로‘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대일 수출시장과 무역

구조 분석(1988)’, ‘신고배의 대미 수출 전망과 과제(1993)’,‘대일 농산물 수출의 당면과제와 확대

방안 (1993)’, ‘절화류 수출확대 방안(1998)’등이 있다.

그 밖에 주요 수출국의 수출지원 제도 등에 관한 사례연구로‘외국의 농산물 지원실태(R410,

1999)’, ‘UR 이후 미국의 농산물 수출정책 전망(D96, 1994)’, ‘UR 이후 EU의 농산물 수출보조정책

전망(D97, 1994)’등이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제도와 정책(1993)’이 발표

되었다.

무역정책

농산물 교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경쟁력(가격, 품질 등), 관세, 동식물 검역 등이다. 국제

경쟁력은 생산비, 유통의 효율성, 농업정책 등에 향을 받으며, 여기에는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

력(품질경쟁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수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

국의 국경조치는 교역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 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입국의 관세

수준이 가격경쟁력 우위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높으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식물검역조치가 관세보다 높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했다. 동식물검역조치는 동물은 물론 식물에

유해한 병해충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에 엄격한 제약을 가

한다. 농산물 무역 및 무역정책 연구는 주로 관세, 동식물검역, 국제경쟁력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농산물 관세 및 관세제도 분석,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이 관세 수준

에 미치는 향 분석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의 시작으로‘농수산물 관세제도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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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용에 관한 연구(R114, 1985)’를 들 수 있으며 이후‘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R383, 1998)’,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R448, 2002)’등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논문도 발표되었다(최세균 외. 1998, 최세균. 2001). 다자

간 협상 결과가 가져다 줄 국제적인 관세체계 변화를 분석한 연구논문으로‘WTO 농업협상 관세

감축 방식 분석(2002)’이 있다. 관세제도 분석과 유사한 연구로‘농수산물 수입부과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1986)’에서 관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 및 향을 검토하 다.

동식물검역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또한 동식물검역은 유해병해충

및 질병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제2의 국방’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 향이 큰 사안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역 문제가 주로 자연과학

적,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원에서는

자연과학이나 기술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검역문제에 접근하여 제도 개선에 일조

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동식물검역 관련 연구인‘농축산물의 효율적 수입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1990)’에서 우리

나라 검역체계와 예산, 인력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검역 기반의 확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동식물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1993)’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검역 관련 연구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은‘동식물검역 효율화 방안 및 WTO/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2003)’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검역제도 및 체계에 관한 분석은 물론 검역 관련 국제

판례, 주요 선진국의 제도 등을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위험평가 부분

을 다루고 있는 종합적인 보고서로 평가된다.

농산물 국제경쟁력 분석, 무역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분석방법과 연구대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국제경쟁력 분석은 초기에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종합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허신행은 축산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수출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1980년에 수행한 바 있다(C1980-5).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국제 교역의 흐름

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논문으로‘국제 곡물가격의 변동과 비교우위성의 동태적 변화(1987)’,

‘국내 자원비용 분석에 의한 주요 농산물의 비교우위성 측정(1988)’등이 있다. 보다 종합적인 지표

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로는‘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2001)’이 있고,

연구논문으로는‘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전략작목 선정(1992)’, ‘가공식품의 국제경쟁력 결정

요인(1994)’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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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무역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1980~1990년대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 관련 연구 기반이 척박한 상황에서도 연구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고서와 논문 형태로 발표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 연구를 선도하 다. 무역정책 관련 연구로‘주요국의 농림수산물

수출입제도 및 전략에 관한 연구(1987)’, ‘뉴라운드에 대응하는 농림수산물 수출입정책 방향

(1987)’등이 초기에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연구주제가 세분화되어 관세, 검역, 수입관리(수입쿼터

등), 수출 등의 분리된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무역정책 관련 연구논문으로는‘우리나라 무역

정책의 전개과정과 당면과제(1981)’, ‘개방경제에 대응한 농산물 교역과 농업개방 방향(1988)’,

‘축산물 수입자유화와 정책과제(1997)’등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국제화에 대응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제시장의 변화, 환율의 변화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많았다. 예를 들면,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의 변화와 한국농업(R239, 1991)’은 UR 협상과 EC 통합

등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칠 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그 밖에 국제질서의 변화

에 대응한 연구로‘WTO 체제하의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전망과 대응방안(R325, 1995)’,

‘무역·환경 연계 논의 동향과 우리 농업의 대응 방향(R357, 1996)’등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후로 관련 연구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특히 일반균형이론, 수입 상품의 차별성 등 무역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도 이 시기에 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면, ‘수입자유화 효과분석에 대한 일반

균형이론의 적용(1991)’, ‘쇠고기 수입수요 행태와 아밍톤 가설 검정(1992)’등이 이러한 시도에

속한다. 논문의 주제는 수입자유화 향이나 대응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유병서 1988, 허신행

1989, 이정환 외 1990, 전창곤 1992, 사공용 1993, 성명환 1997, 유철호 1997).

주요 선진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을 분석하는 일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은 물론 수입관리, 협상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 통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로는‘주요국의 농림수산물 수출입제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1987)’,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1996)’,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의

변화 분석(2006)’등이 있다.

농산물 무역이 증가하면서 교역 상대국과의 분쟁도 많아졌다. 농산물 교역을 둘러싼 마찰은 때에

따라서는 한·중 마늘 분쟁과 같이 경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되기도 하 다. 수입

농산물에 의한 유통질서 교란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특히 값싼 외국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혼합, 위장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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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에 대비한 연구로‘WTO 쇠고기 분쟁 패널의 내용과 향후 대책(2000)’,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제한과 한·중·일 교역관계(P48, 2001)’,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의 파급 향과 대책(P51,

2002)’, ‘동식물검역 효율화 방안 및 WTO/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C2003-A4, 2003)’등이

수행되었다. 최세균 외(2003)는 동식물검역을 둘러싼 외국의 분쟁사례(미·일 간의 사과 분쟁 등)

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 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로는‘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P13, 1995)’와‘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P81,

2005)’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UR 협상을 통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조금 문제에 대응한 연구로‘주요 농산물의

PSE/CSE 추계(R340, 1995)’등이 있고, 환율 및 국제가격 변화에 의한 국내 농산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연구로‘농산물 시장의 국제 가격전이 효과 분석모형의 개발 및 응용(C2003-A5, 2003)’,

‘환율변화가 농산물 수입과 농가의 농업경 비에 미치는 향(1989)’, ‘농산물 무역정책 자유화에

따른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과 그 함축성(1991)’, ‘급변하는 국제곡물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

(1995)’등을 들 수 있다.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문도 발표되었다. UR 협상에서 이용된 관세상당치 개념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농산물 관세상당액 측정상의 문제점 및 적용의 한계(1991)’,

농산물 교역 자유화의 긍적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동태경제 속에서의 무역자유화 효과

(1991)’, ‘개방화에 따른 궁핍화 가능성(1994)’등이 있다. 그 밖에‘최적 농산물 무역정책의 결정

과 농산물 교역국가간의 상호 연계성(1993)’, ‘절연정책과 세계 쌀시장의 가격 안정성(1995)’등도

이론적인 성격을 띠는 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원이 수행한 농산물 무역 및 통상 관련 연구는 주제와 방법론 등에 있어서 시대별

국내외 정책의 흐름에 대응하거나 정책을 선도하고자 한 것이 많았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농산물 수입관리와 수출 증대 방안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었으나 연구원이 수행한 전체 연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한·미 통상협상, GATT 국제

수지조항 원용 중단(BOP 졸업), UR 협상 등 시장개방 협상과 개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협상전략,

수입관리 등 시장개방 대응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WTO 협상, FTA 협상

등 우리나라 대외통상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 관련 연구가 많았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초기에 농산물 무역 관련 이론과 서술적 분석 방법에 의한 연구가 많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귀분석 기법이나 연산모형(예, 응용일반균형 모형)의 적용 사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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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순수이론, 계량경제 모형(회귀분석, 일반균형분석, 산업연관분석 등), 서술적 방법 등 다양

한 방법론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객관성을 높여 학문적,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농업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맞물려 장

기 침체에 빠져 있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1980년대 말 급격한 체제전

환에 돌입하 다. 그 가운데 가장 중

요한 사건 중 하나는 동서독의 통일이

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

러일으켰다. 그때까지 먼 미래의 여망

차원에 머무르고 있던 한반도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현실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남북한 관계도 크게 변화하 다. 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이 한창 진행되던 1990

년대 초 남북 양측은‘남북기본합의서(1991. 12)’를 채택하여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1994년 북한 핵 문제가 돌출되면서 정치적 대결 시대를 종식시키지는 못하 다. 남북한 관계를 근본

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2000년의‘6·15공동선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년 12월에는‘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협력과 지원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농업교류협력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비록 정부 당국 간 농업교류협력은 답보 상태에 있으

나 민간 차원의 농업교류협력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왔다.

사회주의 경제권이 해체되면서 북한경제도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산업시설 가동률이 급락

하면서 농업부문에서는 농자재 조달이 어려워졌다. 농업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낙후되었다. 1990

년대 중반에는 연이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북한은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식량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토지, 노동력, 농자재 등 가용 자원을 식량생산부문에 우선 배분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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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업부문의 위축을 초래하 다.

북한을 둘러싼 일련의 급격한 변화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각 분야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1992년‘북한농업연구실’을 설치하 다. 북한농업연구실은 1998년에‘북한농업연구

센터’로 확대·개편되었다가 2002년에는‘국제농업연구부(현 국제농업연구센터)’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농업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북한농업 기초 연구, 통일 대비 연구,

남북 간 농업협력 관련 연구를 큰 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초기의 통일 대비 연구는 동구권의 급격한 체제전환, 독일의 통일, 1990년대에 지속된 북한의

위기상황 등과 관련하여 주로 급변 상황에 대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남북

간 농업협력과 점진적 통일 상황을 전제로 한 연구가 비중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간 농업교류

협력 연구는 북한농업생산부문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 남북한농업의 상호 보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협사업, 전문가와 기술을 교류하는 교류사업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농업 기초 연구는

효과적인 교류협력사업과 통일 대비 정책을 수립하려면 북한농업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는 기본 입장하에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 수행해 온 북한농업 관련 연구를 성격별로 구분하고 그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농업 기초연구

1980년대의 북한농업 및 통일 대비 연구는 뚜렷한 사회적 이슈가 없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는 북

한농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적(史的) 고찰에 머물 던 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최초로 수행한 북한농업연구는‘북한의 농업생산능력에 대한 평가(1983)’이다. 이 연구는 북한농

업의 변천과정과 농업생산량을 추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농업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던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북한의 농업부문 실상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오랫동안 관련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족하 을 뿐만 아니

라 북한농업 연구에 대한 사회적·정책적인 수요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최초의 북한농업 연구 이

후 현황 자료를 기초로 한 진전된 연구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이후의 연구도 북한의 토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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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5, RE13(2), 1989), 북한의 농업협동화에 관한 연구(RE14(4), 1989) 등 사적 고찰에 관한 것이었

으며 양적인 측면에서도 제한된 상태에 머물 다.

1990년대 초반 급박한 상황 변화의 와중에서 한숨 돌리게 되자 기초 연구의 중요성이 재론되기

시작하 다. 논의의 요점은 북한농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취득하기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농업의 현황을 꾸준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모아졌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연구가 수행되어 1994년‘북한의 농업개황(D90-1, 1994)’과‘북한의 임업과 수산업개황(D90-2,

1994)’이 발간되었다. 이들 연구는 우리와 매우 이질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거의 반세기에

걸쳐 전개되어 온 북한의 농림수산업 부문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소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

되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농림수산부문의 부존자원, 정책의 기조 변화, 관련 기구와 경 관리

방식 등에 대한 정리, 생산량 추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새롭게 나타난 환경 변화가 북한의 식량난이다. 이 시기 연이은 홍수피해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부족 실태가 누적되어 식량위기 상황에까지 이르 다. 북한은 외부에 지원을 요청

하 으며 국제기구와 국제 NGO 등은 현지 실태조사와 함께 식량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우리는 우선 북한 식량난의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전부터 연구원에서는 북한 식량생산량 추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RE16(3), 1993, M37, 1994) 보다 정례적인 추정치의 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는 연구(P19, 1996, P35, 1999, C99-28, 2000)와 농자재의 공급 상황을 추정하는 연구(P12,

1995, P35, 1999, C99-28, 2000)도 추진하 다.

북한농업센터 설치 이후 식량수급 이외의 농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많이 수행되

었다.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 운 실태(1999)’는 북한 농산물의 전통적인 분배체계와 함께

자유시장으로서의 농민시장 실태를 조망한 것이다. ‘북한농업 정보체계 구축 방안(1999)’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북한농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DB화하는 방안을 연구한 것

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농업 관련 법령을 정리한 연구도 수행하 다(C99-26-2).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2001)’에서는 북한의 협동농장과 국 농장에서 노동보수

지급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농업생산부문의 분배제도 개선 실태를 파악하 다.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과 정비방안 연구(2002)’와‘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

방안 연구(2006)’는 선정된 북한 지역의 농업기반과 산림실태를 위성 상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농업기반 분야에서 남북 협력 방향을 제시하 다. 최근에 수행된 분야별 연구로는‘북한의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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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남북한 축산협력 방향(2005)’이 있다.

북한농업 실태에 대한 각론적 연구 외에 총론적인 연구도 수행하 다.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

보호 계획과 국제사회의 지원(2000)’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자료를 근간으로 1990년대 후반

북한농업이 안고 있던 문제를 소개하 다.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정책과 남북협력(2004)’은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농업당국이 추구해 온 개혁·개방 정책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농업부문의

개발 전략을 정리하 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 간 협력방향을 제시하 다. 최근에는 1990년대 중반

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북한농업의 변화 상황을 분석한 연구로서‘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

업과 농정변화 분석-1995~2005년(2006)’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북한농업 전반에 관한 일관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1999년부터‘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을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농업 관련 이슈를 정리

한 논설 혹은 자료, 북한의 미디어에 나타나는 농업 관련 기사, 대북 교류협력정책의 해설과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간지는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북한농업에 관한 기초연구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서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크게 부

족하여 농업부문 세부 분야의 기초연구 수행이 제약받고 있다. 향후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개방이 확대된다면 보다 많은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대비 연구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실정 및 통일에 대비한 연구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

하 다. 이는 남북한 간의 관계 변화에 기인하 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지각 변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 소련의 해체 직후 동구 사회주의체제도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

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기에 이르 다. 또한 1990년 말 서독연방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은 유사한 상황에 있던 남북한 관계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

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의 북한농업관련 연구사업도 1991년부터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

다. 가장 먼저 착수한 연구사업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년간 수행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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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대비 농림수산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북한의 농림수산업(1992)’이다. 이 연구는 제목

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급변 상황이 발생하여 남북한이 단기간에 통일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농림

수산부문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이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주된 자료는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러시아, 중국 및 동독의 사례(1992)’, ‘구동독 농업의 구조

개편(1992)’, ‘독일통합 과정의 농업시책(1992)’, ‘구동독 농가들을 위한 농업정보(1992)’, ‘농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례(1992)’등 자료집을 엮어내었다. 이들 자료집

은 통독 과정의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 새로 편입된 동독 지역의 농업을 대상으로 시행

된 특별 시책, 시장경제에 대한 정보가 없고 경 경험이 부족한 동독지역 농민들에게 제공된 교육

자료 등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밖에 1990년대 중반에 수행된‘통합대비 식량수급 및 북한

농지 처리방안 연구(1995)’, ‘통일이후 산지제도(1996)’, ‘통일 대비 북한 산림 관리방안(1998)’등은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관한 각론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초기의 통일 대비 연구사업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없지 않았다. 북한농업의 각 분야에 대한 현황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통일 이후의 계획을 성급하게 논의하 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많은

부분 타당한 것이라 인정된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의 연구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및 독일의 통일과 북한체제의 불안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와 우리 연구원의 즉각적인 대응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국제 정치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도로 볼 때 북한체제의

붕괴와 한반도의 급변상황 전개를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 연구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 으며 농업부문에서 통일과 관련된 논의와 관심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위기 상황은 한 고비를 넘겼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식량위기 상황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한 관계도 해빙 무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의 격변과

북한의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한 급변통일에 대비한 연구의 필요성은 감소하게 되었다. 남북한 관계

변화와 함께 북한농업 연구사업의 중심은 기초 연구와 농업부문 교류협력 연구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우리 연구원은 북한농업연구실을 북한농업센터로 확대하 으며, 농림부는 북한농업 연구

사업비를 책정하여 우리 연구원의 북한농업 연구를 뒷받침하기 시작하 다.

통일 대비 농업부문 연구를 재개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농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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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그간의 북한농업 연구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 다.

그 결과 향후 북한농업 연구를‘기초 연구’, ‘교류협력 연구’, ‘통일 대비 연구’로 구분하고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로 하 다.

이에 의거하여 가장 먼저 추진된 연구는‘통일에 대비한 농업분야 통합방안 연구(2005)’이다. 이

연구는 연구범위에 있어 1992년에 수행된 연구와 유사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 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수행될 농업의 각 분야별 통합대비 연구의 서론적이며 총론적인 연구로서 이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이어받아 가장 먼저 수행된 각론적 연구는‘통합대비 농업부문 계획 -농지소유 및 이용

제도- (2007)’이다. 이 연구는 통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사유화와 민 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후속 연구 사업으로‘통합대비 농업부문 계획 -농업조직 통합 및 경 체 육성- (2008)’도 수행

하 다. 이 연구는 남북 간의 이질적인 농업조직을 통합하고 북한지역의 농업경 체를 통합경제

체제에 맞게 전환하여 육성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농업교류협력

북한의 경제와 농업의 침체가 드러

나면서 남한에서는 남북한 간 농업교

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한농업을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 초기에 수행된 연구로는 남북한

간에 농수산물 교역, 협력사업의 실태

와 확대 방안 등을 다룬 연구사업

(RE16(4), 1993. R309, 1994. RE17(4), 1994. RE18(1), 1995. RE19(2), 1996)이 있다. 이들 연구의 일차

적인 목적은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교역과 협력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었지만, 북한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방안도 다양한 형태로 포함하고 있었다.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북 지원은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식량

과 농자재의 원조라든가 농업생산기반의 복구 등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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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이 그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농업협력 관련 연구를 통해 농림업부문의 지원 가능 분야와 그

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사업도 1998년 북한농업센터 설치와 정부의

북한농업 관련 연구사업비 지원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대

별된다. 하나는 전반적인 협력 전략과 정책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분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전반적인 협력 전략과 정책에 관한 연구 중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가장 먼저 수행한 연구는‘남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1999)’이다. 이 연구는 대북 농업교류협력을 그 성격과 추진

주체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리한 후 장기적인 접근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와 함께

농업부문 교역 활성화와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연구(C99-18-2, C99-18-3, 1999)도 수행

되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구는 1999년에 수행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수행된 연구는 북한의 농업발전 방향(C2000-31, 2000), 시범협력농장

추진 방향(C2000-33, 2000), 종자산업의 협력(C2001-37, 2001), 남북한농업의 상호보완성(C2001-

38, 2001) 등에 관한 연구이다.

2002년에는 남북 당국자 간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 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를 개발하여 제시

한 바 있다(C2002-32, 2002). 그러나 정작 남북의 농업 당국자가 만나 남북 농업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때는 2005년이다(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2005. 8). 이 회담을 준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은‘남북농업협력 추진대책 수립

을 위한 연구(2005)’와‘남북 공동 시범 농단지 조성과 발전방향 연구(2005)’를 수행하 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협력 과제가 우리 정부의 회담 의제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5개 협력 과제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되기에 이르 다. 2006년

에는 2005년에 수행한 연구와 협력추진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의 연구 과제(C2007-45, 2006)를 추가

적으로 수행하 다.

농업의 각 분야를 대상으로 대북 협력방안을 다룬 연구는 비교적 많다. 우선 농기자재와 농기계

분야의 현황과 협력방안 연구는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수행되었다(C99-3, 1999. C2004-

36, 2004).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00)’에서는 우리나라 민간지원단체

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제도 개선방안(2001)’은 농업부문에서 남북한 간 상업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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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을 고찰하거나 국제협력하에서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 다.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2002)’은 교착 상태에 빠진 남

북한 간 농업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북한농업 개발협력사업을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C2003-05, 2003)도 수행

한 바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현실적 목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수행된 것이 특구 및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농업협력 추진에 관한 연구이다

(P55, 2002. M063, 2003. C2005-46, 2005. C2006-12, 2006). 이들 연구는 특구에서의 시범 농단지

조성과 운 의 협력, 그리고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확충 협력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 연구원의

특구 농업협력 연구는 실제로 금강산 지역과 개성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의

도상 모델을 제공하 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후 부문 연구로서 잠사업 부문의 협력(C2006-13,

2006)과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협력(C2007-2, 2007)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연구사업 수행 결과 북한의 농업부문에 대해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들은 남북한 관계와 북한농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 으며 대북

농업정책 개발이나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농업 연구는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07년 6자회담

이 진척됨에 따라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고 있으며, 10월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우리 앞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변화에 조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이다.

남북한 관계 변화와 한반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북한경제의 위치를 고려할 때 북한농업의 회생과

발전은 여러 차원에서 중요하다. 우선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농업발전을 통해 경제발전 초기와 도약 단계에서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산림이나 수리기반시설 복구는 국토가 지닌 생산기반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농업개발은 남북한농업의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도 된다. 남한의 자본·기술·

시장·개발경험과 북한의 기반·노동력을 결합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농업발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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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북한의 농업이 발전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정시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요건은 제도 개혁과 자본 조달이다.

지금까지 북한농업은 개혁과 자본조달에서 성공하지 못하 으며, 그 결과는 농업생산의 장기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개혁을 체제 불안을 부추기는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경제개혁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확인하지 않고는 대규모

자본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데 섣불리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남한 정부와 기업도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지원과 대규모 투자를 오랜 기간 심사숙고

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관계는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부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한다. 선택 가

능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북한농업 관련 연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국농업

우리 연구원의 중국농업에 대한 연구는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

와의 교역과 협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중 수교의 의미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2000년

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농업이 국제 농산물 시장 및 농업 관련 협상에

미치는 향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농업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미국 등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중국농업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

하 다.

여기서는 우리 연구원의 중국농업 연구를 한·중 수교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수교 이후의 연

구는 다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제로 구분하 다. 첫째, 중국농업 현황과 농산물 품목별 연구,

둘째, 중국농업 정책과 한·중 양국 간 농업협력 관련 연구, 셋째,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연구, 넷

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분쟁 관련 연구, 그리고 중국 농산물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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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이전 중국농업

한·중 수교 이전의 중국농업 관련 연구의 내용과 성격은 대체로 자료집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연구원 최초의 중국 관련 연구인‘중공(1979)’은 해외농업자료로서 중국의 농업 현황

과 주요 농산물 생산 및 무역, 그리고 주요 농업정책과 농업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2년 뒤 발간된

해외농업자료‘중공의 농업현황과 전망(1981)’은 당시로서는 최대의 관심사인 중국의 식량 자급

과 농업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어 FAS13호인‘중공 작물육종의 근황(1981)’은 중국의 작물 육종

등 농업기술 수준을 가늠키 위한 초보적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 중국농업 관련 연구가 단순한 자료 수집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연구 형태로 추진된 것은

연구보고서 R171호인‘중국의 농림수산물 생산 및 무역현황 분석(1988)’이 발간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농업 자원과 생산 현황 그리고 1978년 시작된 중국의 농업개혁과 개방

정책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민간 차원에서 긴 한 교역 관계에 있는 한·중 간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농업생산비가 우리나라의 20% 수준인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우리 농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연구보고서‘한·중 농산물 교역전망과 수출경합에 관한 연구(1989)’

는 중국의 인구 급증 추세에 주목하여 2000년경에는 중국이 곡물을 수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 다.

또한 한·중 양국 간 농산물 품목별 비교우위지수와 수입결합도를 분석한 결과 향후 중국산 곡물

및 곡물조제품, 유지종자, 그리고 과일류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 으며, 중국과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일본과 유럽 시장에서 상호 경합하고 있다고 분석하 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농업

1992년 한·중 양국간 국교 수립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료집인 중국농업 시리즈가 발간되었다.

첫 번째 시리즈인‘중국농업시리즈: 중국의 경제개혁과 농업현황(1992)’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업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의 발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중국농업시리즈: 한·중 농림수산

분야 협력방안(1992)’은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한·중 수교로 인해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되고 협력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한·중 간 농업

부문 교역 현황과 변화 전망(최세균 등(RE 1992(3))’은 양국간 수교 이전의 농산물 교역 동향 분석

에 이어 향후 공식적인 농산물 교역 변화 방향을 전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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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이후 중국농업 관련 연구는 급속하게 확산되어 후속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결과 2003년 중국농업과 관련한 국내 모든 연구

내용을 망라한 자료집인‘중국농업연구초록(2003)’이 출간되기에 이르 다. 이 자료는 1980년대

이후 2003년 상반기까지 발간된 130편의 중국농업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130편의 중국농업 연구는 시기별로 1980년대 7편(5%), 1990년대 74편

(57%), 그리고 2003년 6월 말까지 3년 반 동안 49편(38%)으로 나타나 중국농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농산물 품목별 연구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농업

현황과 품목 및 기능에 관한 연구는

연구보고서 2건과 용역연구 4건, 그리

고 연구자료 4건과 정책보고 2건 등

모두 12건이 수행되었으며 2007년 연

구보고서 1건을 출간할 예정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중국농업 전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쌀과 밤 또는 원예작물 등 품목별 연구와 유통 또는

식품 안전성 등 특정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1993년에는 용역연구보고‘가공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중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을 중심으로(1993)’와‘중국 농축산업의 현황과 전망(1993)’이 잇달아 출간되었다. 또한 1992년에

이은 연구자료집‘중국농업시리즈: 중국 연변지역의 농림수산업과 농촌유통(1993)’이 나왔으며,

연구보고서‘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1994)’가 발간되었다. 이후 2000년대까지 중국농업

현황은 연구보고서 주제로 취급되지 않았다. 대신 수산업 분야의 용역연구‘중국 수산업의 조사

연구(1996)’와 연구자료집‘중국농업시리즈: 중국 식량수급의 현황과 전망(1996)’이 중국 관련 연구

의 맥을 이어갔다. 1997년에는 중국의 쌀 수급 사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자료집‘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특성(1997)’이 발간되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농업의 특정 분야별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연구보고서‘중국의 농산

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2002)’가 발간되었다. 현지 조사를 통해 청과류 유통 경로를 심층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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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중국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해 자료집‘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생산구조(2002)’와 임업 분야의 용역

연구보고‘중국의 밤 산업 동향(2002)’이 출간되었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의 WTO 쌀 재협상과

관련하여 중국산 쌀 수입 가능성에 대해 심층 분석한 정책보고서‘중국의 중단립종 쌀 생산·수출

잠재력(2004)’이 나왔으며, 이듬해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사건 등에 따른‘중국산 수입 농식품

의 안전성 확보 방안(2005)’이 출간되었다. 2007년에는 기본과제‘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방안

(2007)’을 연구보고서로 출간하 다.

중국농업 정책 및 한·중 농업협력

1993년 이후 2006년까지 중국의 농업 정책과 양국간 농업협력에 관한 연구는 연구보고서 2건,

용역연구보고서 2건, 그리고 자료집 6건과 연구속보 1건 등 모두 11건이 수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

에는 주로 농업협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중국의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향 분석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기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1993년에는 중국농업시리즈 세 권이 함께 발간되었다. 자료집‘중국농업시리즈: 중국 수산

업 및 임업현황과 한·중 협력방안(1993)’과 자료집‘중국농업시리즈: 중국 농촌경제체제의 변천

과 농업교육(1993)’그리고 자료집‘중국농업시리즈: 중국의 농업관련 주요 법규와 조례(1993)’가

그것이다. 1995년에는 WTO 출범의 분위기를 타고 해외농업 개발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중국 동

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해외 개발 수입 문제를 다룬 연구보고서‘동북아 역내 농산물무

역 및 농업개발 협력의 현황과 과제-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및 북한을 중심으로(1995)’가

출간되었다.

2000년 들어 중국의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료집‘중국농업과 농정의 전개

과정(2000)’이 출간되었지만, 중국 또는 동북아 지역의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연구보고서‘한·중·일 농업발전 전망과 협력방안(2001)’과 용역연구보고‘동북아지역

농업협력 강화 방안(2001)’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이 타결된 이후

중국농업 관련 연구는 급속하게 정책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자료집‘중국의 사회·경제구조와

농업정책(2002)’을 발간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같은 정책 변수 변화의 파급

효과를 계측한 연구속보‘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향(2005)’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에 따른 향을 분석한 용역연구보고서‘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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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향(2005)’가 출간되었다. 아울러 2006년에는 최근 중국농업정책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3농 문제에 대한 중국내 농업 전문가 및 정책담당

자들의 처방과 그 배경을 엮은‘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2006)’의 한 번역판이 출간되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자료로 활용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

중국농업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1978년의 개혁 개방이라 할 수 있다. 만성적인 식량 부

족에 시달리던 13억 인구의 먹는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된

21세기에 중국농업은 한번 더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는데, 바로 2001년 WTO 가입이다. 각종 관세

와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되던 중국농업이 바야흐로 세계 각처의 농업선진국들과의 무한 경쟁에

직면함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이 근대 농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연구는 용역연구보고 2건과 보조금 과제 1건, 그리고 자료집 2건 등 모두 5건이며, 시

기적으로 가입 당해연도인 2001년에서 가입시 양허한 내용의 이행이 끝나는 2004년까지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2001년 용역연구보고‘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원예산업의 향과 대응방향

(2001)’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양자 간 쌍무적 시장개방 압력뿐만 아니라

다자간 기구를 통한 원예작물 수입 개방 압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 다. 또한 품목별로

마늘, 양파, 생강 등은 시장접근물량 확대가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고추, 사과, 참깨

등은 양허관세가 중국과의 가격차보다 작아 수입가능성이 크므로 관세 감축 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의 용역연구보고서‘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산물 교역과 대응

방안 연구(2002)’는 임업 분야의 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임산물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류 품질검사제 도입과 탄력관세제도

정비, 그리고 한·중 통상마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환경보조금 직접지불제도 도입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지원 확대,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에는 2001년부터 2년간 수행되어 온 보조금 과제‘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방안 연구(2002)’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 타결한 양자협상 내용을 이행할 경우 관세쿼터 설정과 국 무역 폐지 등으로 인해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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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증가하고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수출은 증가하여 세계시장은 물론 우리나라에 큰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 다. 중국의 세계 농산물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됨에 따라 우리가 불가

피하게 수입하는 곡물류 가격은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수입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과일과 채소류 가격은 하락하여 국내 농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되 상호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양국 농업의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 다. 

같은 해 발간된 자료집‘WTO 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및 농정과제(2002)’는 1999년

부터 연례행사로 개최해 온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의 세번째 논문집이다. 또한 2004년에도 중국

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간 농업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자료집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2004)’이 발간되었다.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분쟁

한·중 농산물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통상 마찰도 증가하 다. 특히 2000년 발생한 수입마늘 긴급

관세 조치로 인한 분쟁은 양국간 농산물 무역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토의용 논문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수입마늘 긴급관세조치를 중심으로(2000)’는 양국간 마늘

무역마찰이 발생한 배경과 경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향후 농산물 통상 마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 분쟁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과 지역협력체 창설에 관한 연구

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를 맞이하 다. 먼저 2002년 양국간 FTA 체결에 관한 첫 번째 연구인

용역연구보고서‘한·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2002)’이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한·중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한·중 FTA 체결

의 파급효과를 계측하 으며 계량경제 모형에 의해 품목별 농업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향을 분석

하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감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농업구조조정 지원 등 생존 대책을 촉구하 다. 

2003년에는 중국과의 본격적인 농산물 교역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농업의 중장기적 전망인 용역연구보고‘중국농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 농업의 중장기 비전(2003)’

이 출간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체 창설

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향후 3년간 연구과제로 추진한‘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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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첫 번째 연구보고서‘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2003)’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농업 현황과 농산물 교역구조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변화

요인을 규명하 다. 아울러 3국 농업의 상호보완적인 동시에 경합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향후 창설될 동북아 역내 농산물 시장을 공유하기 위해서 상호 경쟁보다는 협력에 바탕을

둔 공생 노력이 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05년 11월 일본의 출판사

‘비스타PS’에서‘日中韓 域內農業協力の可能性’으로 일본어 번역판이 출간되어 번역본 판권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상기‘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의 두 번째 보고서‘동북아경제

협력체 창설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2004)’이 발간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도 2006년 6월 일본

출판사‘비스타PS’에서‘北東アジア經濟協力體制の創設と三カ國農業への波及效果’라는 제목으로

일본어 번역판이 발행되었다. 또한 이 연구의 내용은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기관간 공동연구 시리즈인 용역연구보고서‘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2004)’으로 출간되었다. 같은 해 수행된 연구보고서‘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2004)’는 중국을 농산물 공급기지로만 보던 종래의 시각에서 전환하여 시장으로서의 중국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상해시에서 중국산 사과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일본산 수입 사과가 유통되는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고품질, 고급 이미지 등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 다.

2005년에는 3년간에 걸친‘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의 완결판 보고서‘동북아

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2005)’이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경제

협력체 창설은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농업의 국제분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데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농산물간 경합이 치열해져 그나마

수출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통합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역내국간 농업협력 사업 활성화와 지역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대외협상 전략 수립,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 다. 특히 대외 협상

전략으로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에 앞서 러시아 및 대만과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하

다. 농업부문에 미치는 피해가 덜할 뿐만 아니라 협상상대국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협상력 제고와 민감품목 특별 취급 등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

보고서 역시 일본 출판사‘비스타PS’에 의해 일본어 번역판‘日中韓FTAを生き拔く農業戰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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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2007년 8월 발간되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대형 과제‘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구축’이 FTA 기금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과제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를 계측한 용역연구보고‘한·중 FTA 향분석(2006)’이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농업의 현황과 경쟁력 분석에 이어 FTA 체결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을 비교하 다. 또한 농산물 품목

별 특성과 수출입 형태 등을 고려하여 수입가능성을 분석하 다.

중국 농산물 수급 전망

마지막으로 중국농업의 수급 전망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연구보고서 4건과 자료집 2건

등 모두 6건이 있다. 먼저 자료집‘중국농업의 국제화와 발전과제(2002)’는 2001년 완료된‘동북

아지역 농업협력 강화방안’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관련 자료들을 엮은 것으로 중국의

WTO 가입 등에 따른 국제화 과정과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발행된 연구보고서‘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2003)’은 쌀이 국내 농업계의 가장 큰

의제로 대두되었던 2003년 당시 중국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약한 보고서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중 국제공동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쌀 정책과 수급구조 분석, 쌀의 국제경쟁력 계측, 그리고 중국의 쌀 산업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다. 

2004년부터는 주요 품목별 수급 현황 및 전망과 중장기 농업 전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연구보고서‘중국 산동성의 채소류 생산, 유통, 수출 현황과 전망(2004)’은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의

원예작물 공급기지인 중국의 산동성을 직접 조사하여 생산 현황은 물론 유통체계와 수출 절차까지

심층 분석한 것이다. 

2005년에는 지금까지의 중국농업 관련 연구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중장기적인 농산물 수급 전

망을 2년 과제로 시작하 다. 첫 번째 연구보고서‘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2005)’은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급 추이와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 으며 정부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 다. 또한 중

국농업과학원의 중국농업시뮬레이션(CAPSiM) 모형을 이용하여 곡물류와 양념채소류의 중장기

수급 상황을 전망하 다. 

2006년에는 연구과제 2차연도 보고서‘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2006)’이 완료되었다.

이 보고서는 대상 품목을 곡물류 4종, 채소와 과일류 각각 5종, 그리고 육류 3종 등 모두 1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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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중국의 농업시뮬레이션(CAPSiM)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를 OECD의 Aglink 모형과 미국

농무부의 예측치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주요 농산물 중장기 수급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하 다. 그러나 이들 모형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시각에서 구축

되어 우리 농업의 특성과 소비자 기호를 적절히 반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의 독자적인 중국농업 관측 및 전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해 발간된

자료집‘중국 김치·당근의 생산·유통·수출 현황과 전망(2006)’은 중국 산동사회과학원 농촌경제

연구소와 공동으로 배추와 당근의 생산과 유통, 수출 동향을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

집은 산동성 일대의 김치 가공 및 수출업체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김치와 당근의 한국시장 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향에 대한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중국농업 관련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 한·중 관계가 더욱 접하게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국 농산물 주요 품목별 생산, 가공, 유통

등 세 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특화 정책에 따른 지역별 특화농산물 생산과 유통 등에 관해 현장감 있는 연구

와 조사가 요구된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의 식품 위생 및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유기 농산물

과 친환경 농산물 등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과 품질경쟁

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고소득

소비자 계층의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기호와 취향 변화 및 소비패턴 등에 관한 연구도 요구된다.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고급품 이미지 확산을 위한 일종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우리 농업의 생존

전략의 하나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농업과 농정

오늘날 농업은 GATT와 WTO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국내시장은 세계시장과 더욱 통합되고 외국과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주요국의 농산물 수급 변화는 세계시장을 거쳐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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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의 관계도 성립한다. 세계시장

과 외국농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접근

은 주로 수입국의 관점에서 이루어졌

다는 특징을 지닌다.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도 세계 농업

의 흐름은 중요하다. 개방화 시대에

무역과 국내정책은 국제 규범의 틀 안

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은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정책을

실제로 제한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정과 제도가 능동적으로 변해 왔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은 UR 타결을 앞둔 1992년에 농정개혁을 통하여 직접지불제를 도입하 다.

일본도 WTO 체제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방향을 제시하 으며, 미국은 1996년「농업

법」을 제정하여 가격이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고정 직접지불제를 실시하 다. 여러 나라에서

WTO 허용보조(green box)에 근거한 농가소득 지원책이 추진된 것이다. WTO 체제 아래 외국의 농

정개혁과 경험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국 농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특히 1997년부터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면서 선진국의 소득지지 정책에 대한 면 한 검토

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외국의 농촌개발 제도와 유통, 농업협력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 농업 협력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또한, 2000

년대 들어 FTA 추진과 DDA 농업협상의 진척은 무역 상대국 농업에 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다음에 소개하는 연구들은 외국농업과 농정에 대한 보고서나 자료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가 외국

농업과 농정 사례들을 본문 속에 포함하고 있다. 

지금부터 일본, 유럽연합,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 미국, 기타 등 국가별로 나누어 내용을 소개

하겠다. 

일본

우리나라와 농업구조 및 여건의 유사함, 근접한 위치, 쉽고 빠른 자료 접근성, 양국 연구자 간 접

한 교류 등의 덕택으로 일본은 외국농업 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특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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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의 변화는 꾸준히 관측되어 국내에 소개되었다.

먼저, 농정 측면에서 일찍이‘일본의 식량관리제도(1978)’연구와‘일본 농업의 기본 문제와 기본

대책(1979)’자료가 제시되었다. 1980년대에는 1980년대 일본 농정의 기본방향(1980)’과‘1981년

도 일본의 농업시책(1981)’이 연이어 발간되었다. ‘일본과 대만의 식량정책 비교 연구(1986)’는 식량

정책을, ‘일본 농업과 농정의 발전(1986)’은 전반적 농정에 관하여 논하 다. 

변화하는 농업과 농정 환경 아래 일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는‘21세기를 맞는 일본의 농업

과 농촌(1985)’과‘제3의 물결을 타는 일본의 새로운 농업과 농촌(1987)’이 다루었다. 1990년대 들어

서는 UR 대비 또는 협상 타결 이후 무역 자유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정에 관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일본의 신농정 방향(1992)’, ‘일본 신농정의 구조(1993)’, ‘WTO 체제에 대응한 일본의 농정전환에

관한 연구(1996)’, ‘일본의 농정 추진체제에 관한 연구(1996)’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전망 자료

로는‘21세기 일본농업의 전망(1991)’과‘일본의 농업구조와 변화 전망(2004)’등이 있다.

농지제도와 농업구조 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

졌다. ‘일본의 농지3법(1988)’,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제도(1988)’, ‘일본의 농지보전과 농업구조

정책(1989)’등이 자료집 시리즈 형태로 발간되었다.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농지제도 운 실태

(1990)’와‘일본의 토지기본법 관련 제도(1992)’및‘일본의 농지 관련 조세제도(1992)’도 다른 나라

사례와 함께 자료집으로 제시되었다. 논문으로는 김태곤 등(RE 1986. 2)과 김정부(RE 1988. 1)가

농지 및 소작료 정책을 다루었다.

농촌개발과 정책에 관한 연구는‘일본 농촌공업화의 현황 및 향 분석(1978)’을 시작으로‘일본

의 농촌 정주권 개발(1982)’과‘일본의 해양종합개발 구상(1982)’및‘일본의 국토종합개발과 농촌

지역개발(1985)’등이 있다. 장우환(RE 1997. 2)과 김태곤(RE 2000. 1)은 각각 중산간지역을 정의

하여 구분하고 직접지불제에 관해 논하 다.

품목(산업) 및 경 관련 연구로는‘일본의 농산물시장 조사연구: 신선채소류를 중심으로

(1992)’, ‘일본의 화우산업(1993)’, ‘일본의 대규모 수도작 경 의 실태와 정책 과제(1993)’등이

있다. 과수공제와 관련하여‘일본의 과수공제 손해평가 요강(2001)’, ‘일본의 과수공제 인수요강

(2001)’, ‘일본의 과수공제 손해평가 현지조사 요령(2001)’등이 자료집 시리즈로 발간되었다. 이

밖에‘일본 농업의 기계화(2001)’도 있다. 쌀 수급과 관리제도에 관한 논문으론 김기성(RE 1978.

2)과 유남식(RE 1987. 1)이 있다. 전창곤(RE 1998. 3)은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을, 이철현(RE 1999.

2)은 육우시장 가격결정 구조를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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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일본 농산물 국 무역제도의 현황(1994)’과 김동민(RE 1994. 2) 및‘일본의 신선

채소 수입제한과 한·중·일 교역 관계(2001)’는 제도 측면의 현황과 문제를 다루었다.

끝으로, 유통에 관한 최근 자료집으로‘일본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활동과 지방정부의 유통정책

(2005)’이 발간되었다.

유럽연합(EU)

EU 연구는 공동농업정책(CAP)과 농촌개발 정책을 조사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CAP에 관한

첫 자료집은‘EC의 공동농업정책(1978)’이었고‘유럽의 농업정책(1979)’이 이어 출간되었다. 1980

년대 들어서는‘EC 공동농업정책의 발전(1982)’, ‘EEC 공동농업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1986)’,

‘EC의 공동농업정책(1990)’등 변화를 맞는 유럽 농업에 관한 소개가 주류를 이루었다. 1992년 농정

개혁의 내용과 농정 방향을 담은‘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1994)’연구가 제시되었고,

이어 직접지불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간된‘EU의 직접지불제도 자료집(1996)’은 가격보조

수준을 낮추는 대신에 면적기준 보상 직접지불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 다.

2003년 농정개혁과 관련해서는‘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2003)’가 농정속보

로 발간되었다.

농촌개발 정책은 주로 회원국 사례 위주로 연구되었다. 초기 연구로는‘독일의 농촌개발 정책

(1985)’, ‘ 국의 지역개발 계획과 농촌개발 정책(1985)’, ‘ 국, 프랑스, 독일의 농촌 지역 개발정책

비교(1986)’, ‘프랑스의 국토종합개발과 농촌 지역 개발(1987)’등이 있다. 환경 및 농촌관광 측면의

농촌개발 이슈는‘외국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의 사례(1999)’, ‘유럽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 국, 프랑스, 독일, EU의 경험(2000)’, ‘외국의 농촌관광: 국, 프랑스,

독일, 대만(2003)’등이 다루었다. 최근에는‘ 국의 농촌 지역 사회개발정책(2006)’자료집이 발간

되었다.

1990년 독일 통일을 전후해서는 독일의 농업구조 개편과 농지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초창기 연구로‘서독의 농업(1983)’이 있었고, ‘서독의 농지법제(1988)’와‘서독의 토지이용

조정과 농지정비제도(1989)’는 통독 전 농지제도를 다룬 자료집이다. 통일 후 연구로는‘독일의

농지제도와 농장 상속제도(1992)’가 있다. 독일농업 시리즈로서‘구동독 농업의 구조개편(1992)’,

‘독일 통합과정의 농업지원정책(1992)’,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브란덴브르크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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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구동독 농가들을 위한 농업정보(1992)’가 잇따라 발간되었다. 논문으론 김경량 등(RE

1995. 1)이 농업구조 개편을, 김수석(RE 2001. 1/2)이 농업투융자 지원제도와「농지상속법」을 다

루었다. 통일 후 동독지역 집단농장의 사유화 과정은 김수석(RE 1997, 4)이 논하 다.

구조정책과 농지제도 측면에서는‘프랑스의 농업기본법과 농업구조정책(1988)’, ‘ 국의 농지

관련 제도(1992)’, ‘프랑스·독일의 농규모화사업 관련 제도(1998)’등이 시차를 두고 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

이 밖에도 유럽 농업에 관한 자료집으로‘덴마크 농업(1978)’, ‘전환기의 서구농업과 협동농정의

실상: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덴마크의 시찰결과(1982)’, ‘서독의 농산물 판매 촉진 기금과 중앙

농산물 판매회사(1986)’, ‘독일과 프랑스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2005)’등이 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연구원 초창기인 1980년대에는 아시아 중 일본을 빼고 대만 농업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

으로 많았다. 2000년대 들어 동북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지역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기

차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의 연구로는‘아시아 제국의 식품유통(1980)’과‘신흥공업국의 농업조정(1980)’,

‘아세안(ASEAN)의 농업개황(1981)’등이 있다. 이스라엘 농업개발에 관한 연구 자료도 발간되었

는데, ‘이스라엘 농업개발 6개년 계획(1980~1985)(1981)’과‘이스라엘의 종합농촌개발 정책모형

(1985)’이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농업개발협력 방안(1983)’도 제시되었다.

대만농업 연구는 주로 농지제도와 연관된 것이 많다. ‘대만의 농업근대화(1980)’에 관한 연구

이후‘대만의 토지개혁과 농지제도(1983)’, ‘대만의 농지관계법(1988)’, ‘대만의 비도시 토지이용

제도(1988)’, ‘대만의 농지 관련 제도(1990)’, ‘외국의 농지전용허가 기준: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1993)’, ‘일본·대만의 농규모화사업 관련 제도(1998)’등이 꾸준히 발간되었다. 

대만을 포함한 국가간 비교 연구로‘농수산물 유통 해외조사 보고서: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1983)’, ‘농가소득구조 개편을 위한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1983)’, ‘일본

과 대만의 식량정책 비교 연구(1986)’등이 있다.

동북아와 태평양 연안국 농업과 농산물 무역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1995년에는 문자료 두 편

이 발간되었는데, ‘태평양 연안국의 농산물 무역(1995)’과‘동북아 농산물 무역과 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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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이다. 이 밖에도‘동북아역내 농산물 무역 및 농업개발 협력의 현황과 과제(1995)’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한·중·일 농업발전 전망과 협력 방안(2001)’과‘동북아 농업

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2003)’및‘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2005)’은

동북아 농업의 공존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 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농업과 농정에 관한 자료집도 출간되었다. 먼저 호주 농업과 관련

한 자료집으로‘호주의 ·쌀·쇠고기 산업(1995)’과‘동남아 주요 미곡 수출국 및 호주의 쌀 수급

현황과 특성(1997)’이 있다. 임송수 등(RE 1996. 2)과 박동규(RE 1997. 1)는 호주의 쌀 수급과 가능

성을 다루었고 강창용(RE 1998. 4)과 정민국(RE 2005. 1)은 각각 축산업과 쇠고기 수급 문제를 논

하 다. 

뉴질랜드 농정개혁과 관련하여‘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변화(1996)’가

연구 발표되었고, 산업 측면에선‘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과 전망(2004)’과‘뉴질랜드의 키위

산업 동향과 전망(2005)’이 잇따라 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 박현태(RE 2006, 4)는 농정개혁에서

농민단체의 역할을 논하 다.

이 밖에‘아세안 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 전략(2005)’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및 라오스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다.

미국

미국농업에 관한 연구는 초창기부터 활기차게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쌀과 과실 및 농가소득제도

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80년대 연구 대상은 다양한데, ‘FAO와 USDA의 통계자료 비교연구

(1981)’와 같은 통계문제부터‘미국의 대소곡물 금수(1982)’와‘미·일 농산물 교섭(1982)’등 무역

문제, ‘미국 및 캐나다 농산물 유통 현지조사 보고서(1984)’와 환경‘미·일·서독의 유기농업

(1983)’등 유통과 환경 문제까지 폭 넓다. 이 밖에‘일본·미국의 농업 투융자 동향(1993)’연구가

있었다.

품목과 산업 관련 연구로는‘미국 캘리포니아의 쌀 산업(1992)’, ‘미국의 양곡정책 변화와 쌀 수급

전망(1997)’, ‘미국 사과산업의 동향과 전망(2004)’, ‘미국의 오렌지·포도 산업(2004)’등이 있다.

농정 측면에선‘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2002)’과‘미국과 EU의 가격·소득지지정책

(2003)’등 주요국 농정을 서로 비교한 연구가 있다. 이 밖에‘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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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과‘미국 작물보험의 확대과정과 시사점(2006)’이 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

기타

옛 공산권 국가의 농업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이나마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폴란드의 농업 문제

와 그 전망(1981)’, ‘소련농업의 현황과 전망(1982)’, ‘소련의 농업 및 농산물 무역현황(1990)’, ‘사회

주의 농업의 변모(1992)’,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1997)’,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2003)’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선진국 농정과 국제 농산물 시장에 관한

내용이 주류이다. 예를 들면, ‘선진제국의 농업정책(1983)’, ‘주요국가의 농업정책비교 연구

(1993)’, ‘주요국의 농산물 가격안정책과 화훼 유통(1987)’, ‘주요국의 농림수산물 수출입제도 및

전략에 관한 연구(1988)’등이다.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협력 가능성(1996)’에 관한 연구도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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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연구

산림부문의 연구는 농업부문과는 달리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전반적인 역을 대상으로 수행되

었다. 1986년 산촌경제연구실에서 산림부문의 연구를 처음 시작하여 후에 수산경제연구실과 통합

된 산림수산경제연구부에서 수행하 고, 그 후 수산경제연구팀이 해양수산개발연구원으로 분리

되면서 산림경제연구실로 독립하 다가, 산림정책연구실로 개편되면서 산림부문의 연구는 본격

적으로 그 역을 넓히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의 연구는 한정된 연구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임정발전에 커다란 향

을 미치는 중요한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즉 산지·산촌·산림자원 등 시대별로 중

요한 이슈와 현안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산림정책을 견인하는 중요한 연

구를 수행하 다.

이 장에서는 지난 30년간 산림부문의 주요 연구실적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연구 동향과 실적, 그

리고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일부 내용은 20년사에서 설명되었던 것을 요약 정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후 10년간의 연구결과를 상술하 다.

산림부문 연구는 크게 산지, 산촌, 산림자원, 임업 등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서술할 수 있다.

산지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주제로, 제1절에서는 소유에서 이용, 개발, 보호에 이르기

까지 산지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정리하 다. 제2절에서는 임업을 위할 수 있는 저변으로서의

산촌에 대한 연구동향을 정리하 고, 제3절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동향을 정리하 다. 제4절에서는 산림자원과 임산물을 이용

하는 산업으로서의 임업에 관한 연구동향을 정리하 다. 

산림부문 연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시대별로 중요한 이슈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

난 30년간의 우리 산림정책의 기조는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다시 가꾸는 정책에서 누리

고 이용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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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대적인 치산녹화 정책이 수

립되었고 모든 사업이 여기에 집

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산지, 산

촌, 임업, 산림자원 등과 관련된

연구는 빠른 시일에 효과적으로

산림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는 조림과 황폐

산지복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심은 나무들을 가꾸기 위한 자원화 정책이 부각되었고, 관련 분야

의 연구도 자원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대가 다가오면서 산림정책의 기조

는 심고 가꾸는 정책에서, 누리고 이용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 즉

시간을 초월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 이라는 개념으로 변모하 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향후 산림분야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 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즉 산림을 현세

대가 누리는 만큼 후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림자원

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즉, 산림자원을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산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미래에도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지역 산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산촌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해당 산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좀더 광범위한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지역사회, 산림자원, 산

림산업 즉 산림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주체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이들

을 연결시키는 역할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 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들, 즉 산림, 지역사회, 산림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

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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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우리 연구원 초기의 산지에 관한 연구는 당시 농정현안이었던 산지개발과 이용에 중심을 두었

다. 즉 산지의 농업적 이용에 목적을 둔 산지개발의 문제점과 경제적 이용규모, 개발방법 등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덴마크 협동농장을 모델로 한‘산지농장 사례연구(1978)’는 우리나라 최초

의 산지개발 연구로서 고산지 산지농장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그 후 야산개발 사업평가 연

구인‘농촌 에너지수급에 관한 연구(1981)’, ‘산지개발의 경제성 분석(1979)’에서 야산개발의 경

제적 타당성을 제시하 다.

그 후 농지확대와 초지조성을 통한 산지농업 개발 연구가 산지에 관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산지이용의 현황과 합리적 이용방안(1981)’, ‘산지초지 개발방향과 그 경제성(1982)’, ‘산지초지

개발에 관한 연구(1983)’등이 여기에 속했다. 한편 산지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로

‘산지의 합리적 개발방향(1982)’도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농어촌지역 사회의 변화, 농산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

업 여건의 변화로 당시의 제도적·법률적 지원정책만으로는 산지개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

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산지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와 함께 합리적인 산지이용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산지개발과 이용의 정책방향 연구(1987)’, ‘산지

이용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87)’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산지관련 행정체계 및 조

직개편방안(1987)’연구는 산지관련 행정체계 및 조직정비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 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우리 사회가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산업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산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산지이용체계와 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88년은 산림청이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림실의 연구에 전환점을 마련한

해이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산지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산지이용

체계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이는‘21세기를 향한 임업발전과 산지이용 전략(1989)’, ‘산지

자원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1988)’,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향(1991)’,

‘통일 이후 산지제도(1996)’등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업발전과 산

지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완성하 다. 

한편 그 당시 산림이용과 관련하여 묘지 문제가 주목을 끌었다. 이로 인해 묘지 및 장제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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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증가하는 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산지소유와 묘지제도(1990)’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최근 산지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도시림에 대한 연구도 산림정책실

에서 일찍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3년에

수행하 던‘도시림관리정책의 개선방향(2003)’에서 도시림 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

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도시림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산림청 소관이 아니

었고 산림청에서도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로

인해 숲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도시림을 관장하는 팀을 산림청에 신설하는 데 향을

주는 등 오늘의 도시림 정책을 만드는 데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산지문제는 산지의 이용이나 보호 같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임정 전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종합적인 산지이용 시각에서 접근되었다. 21세기의 산지이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전문가의 설문조사와 미래학을 접목하여 조명하 으며, 이

를 임업전체 문제와 연관시켜 설명하 다. 한편 산지 활용문제는 과거의 산지를 개발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산지를 생태적으로 활용하여 산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산림농업(Agro forestry) 방향으로 발전하 다. 산림농업에 관한 연구동향은 추후 임업문제를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산촌

산촌개발에 관한 최초 연구는‘농림가 육성과 산촌진흥에 관한 사례연구(1985)’로서 산촌사회

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소화에 부딪힌 산촌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 다. 그 후‘횡성지

역 종합개발계획(1988)’에서 산촌지역이 가지는 정주생활권의 특성과 산촌지역 사회의 잠재력을

종합한 지역개발 계획을 시도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농산어촌개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21세기를 향한 농산어촌발전과 새 전략(1989)’이 수행되었다.

한편 199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농림업 정책은 대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라는 개방화

물결과 대내적으로 노동력 부족 및 노임상승·농업소득 저하 등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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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따라 산촌에서도 노동력 부족과 농업소득의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 개발

과 노동력 확보방안, 그리고 개발주체를 육성하는 데 대한 대책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산촌 연구

는 농산촌 소득증대 차원에서 임업경 ·산림휴양·산지농업 등을 포함한 산지·산림자원의 합리

적 이용개발모형과 산촌종합개발모형 개발이라는 포괄적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 일환으로 1990년

대 초반 산촌지역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휴양과 연계한‘산촌휴양지 개발방향과

휴양체계(1991)’와‘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 모형 연구(1991)’, ‘농산

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 모형(1993)’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새로운 산촌종합개발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실제로 산촌

정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산촌개발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산촌정책 방향을 정립한

‘산촌종합개발 정책방향과 추진체계(1995)’그리고 실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산촌종합개발 모형과 개발계획(1995)’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산촌종합개발 정책방향과 실제

개발계획 수립기법을 제시하 다. 

1995년부터 산림청은 2004년까지 150개 산촌마을을 조성할 목표로 산촌종합개발 정책을 도입

하 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대상지역의 공간단위가 마을이기 때

문에 지역적, 산업적, 생활환경적 측면에서의 복합적 특성을 계획에 반 하기 어렵고 경제성 측면

에서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촌종합개발 대

상지역 범위를 마을단위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한‘지리산권 산림산촌종합개발계획 연구(1995)’를

시도하여 광역단위 산촌종합개발 계획 수립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 후 산촌에 관련된 연구는 산촌개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판단하에 산촌지역 주민

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촌지역의 소득문제로 연구방향이 옮겨지게 되었다. 즉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연구된‘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 지역 소득증대 방안 연구(2000)’를 통해 산촌지역에

서 생산되는 약용자원을 활용하여 농림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는 당시 중국

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와 대비하여 국산한약재의 우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촌에서 생산되

는 한약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9개의 주

요 한약재 생산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 으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산촌지역의 경제작물로 임

산약용자원의 재배 가능성을 제시하 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촌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단순히 산촌지역을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하는 과거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산촌이 생태적으로 보호되면서 정주권이 형성되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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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산촌개발이 새로운 개발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

림관리(SFM)라는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촌지역이 생태적으로 안

정된 정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게 개발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

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가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2005년에 시행한‘산림 산촌 클

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2005)’로서 산촌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산림과 산촌

을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 다. 

산림자원

산림자원 정책에 관한 초기 연구는 그 당시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목재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한 원자재 확보 문제가 주요 연구 분야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산림정책연구실

의 전신인 자원경제실에서 국내목재산업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입각한 장기 목재수급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목재 수요를 예측하기도 하 다.

1987년에는 산림청이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면서 산림자원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길목에서 산림정책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해 1989년에 새로

운 임업발전 전략을 제시하 다. 

그 후 산림정책연구실의 전신인 산림경제연구실에서 정통임업과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를 본격

적으로 시작하 는데, 1992년에는 우리나라 조림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미래의 조림정책을 수립하

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과거의 조림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목재수급동향과 용도별 목재 수

요를 전망하여 장기 조림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연구를 시행하 다. 

특히, 합판산업은 한때 단일산업으로 외화를 가장 많이 획득하 으며 고용확대 등 경제사회 전

반에 향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의 산림자원 보유국들이

자국의 임산업, 특히 합판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면서 한국의 합판산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

다. 이에 한국의 합판산업을 조명하고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1991년과 1994년에 발표되었

다. 이 연구들은 한국 합판산업의 생산비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개방화로 인해 우리 임업이 겪게 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즉 UR 이후 개방사회에

서 임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임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과제 다. 산림경제연구실은‘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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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 조성과 임도 및 임업기계화(1993)’연구, ‘경제임업의 창출과 임업경 계획 및 산림계획

의 전산화(1993)’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임도개발 방법과 임업기계화 추진의 적정시기를 산출

하고,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 가능성을 타진하 다. 그리고 임업노임 소득을 올리는 데 필요

한 산림경 규모와 그 당시 정부의 산림지원 규모를 토대로 법정상태의 산림경 이 가능한 투자

규모 및 노동인력 등을 계산하고 산림을 경 할 산림계획을 전산화하는 방법 등을 모형화하 다.

1994년에는 임업수익성 확보와 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림단비의 지원비율과 금융조건

등을 제시한 조림제도개선방안도 연구하 다.

또한 1992년은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해로서 우리 산림행정이 지방화로 전환한 일대 변환의

시대 다. 산림자원도 지방정부와 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림경제연구실에서는‘지

방화시대의 임업·임정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1997)’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

초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임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시 및 농촌임업,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역할 및 업무분담 등을 연구하여 새로운 시대조류에 합당한 임정방향을 제시하 다.

한편 그간 국유림의 경 부진으로 국유임야를 매각해서 경 비용을 충당하는 등 국유림 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유림 경 여건 개선은 현안으로 떠

올랐다. 국유림을 경 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국가 토지를 판매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유림 관리인원의 인건비까지 국가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해 왔다. 이에 산림경제연구실은

1993년과 1995년 연구에서 국유림의 회계제도 개편과 함께 국유림 경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1996년에도 국유림의 경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림 내의 특정 자원을 개발하여 세입화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국유림 내 휴양림, 온천자원, 송이 채취 등의 각종 특정 자원과 토지자원의 활용

을 통한 세입원 확대 방법을 제시하 다. 특히 국유임야를 장래 토지자원 비축기지로 활용하여 국가

가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값싸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 수입 확대 방법을 건의하 다. 

21세기 산림정책에 대비하는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94년에 수행된‘산림 100년계획 수

립을 위한 기초연구(1994)’를 통하여 정보통신사회인 21세기에 적합한 중장기 산림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실시하 다. 이 연구는 특히 지금까지 관심 밖이었던 미래학을 임업에

접목시켜서 100년을 바라보는 초장기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다.

1996년은 우리 임정사에서 산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해이다. 매년 약 3천ha의 산을 태우는

큰 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산림을 불살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불에 관한 연구보고서 하나

발간되지 않은 상태 다. 이에 산림경제연구실은 1997년에 산불발생 실태와 이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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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는 무엇이며 산불의 대형화에 대응한 산불예방 대책과 진화방법 등을 제시하 다. 그 후에 우

리 산림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고성 산불이 일어났고 이 연구는 정부 차원에서 산불에 대한 대

대적인 대책 마련에 크게 기여하 다.

산림자원과 관련된 연구는 그 후 약 10여 년이 지나 다시 시작되었는데, 2004년에 연구된‘중장

기 산림자원 육성 전략수립 및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2004)’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산림관리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SFM)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

도의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 다. 이 연구는 특별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의

이해로부터 이에 대한 정리 등, 우리나라 산림관리에 관한 연구를 일차적으로 정리한 데 큰 의의

가 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선도국가들의 정책과 관

련 사업을 면 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산림관리에 있어서 적용여부를 검토하 으며 이를 통해 우

리 산림이 SFM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실 그 때까지만 해

도 SFM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가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

로 진행되어 이를 집대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구가 필요하 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

던 연구는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고 SFM과 관련된 정책을 펴는 데 지대

한 공헌을 하 다.

임업

지난 10년간 산림정책연구실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역량을 쏟은 분야는 단기임산물의 생

산을 포함한 전통적인 임업분야라 할 수 있다. 그 간의 산림자원 조성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시기

적으로 산림자원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농업이 WTO/DDR 등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

로운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

능성을 지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조림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조림정책을 그대로 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과거의 계획조림에서는 산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나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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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 위주의 경제수가 국가 전체의 산지자원화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배정되었던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조림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조림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1999)’에서는 묘목공급

시스템을 계약재배에서 공매제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시장체제로 만들어 산주는 자기가 원

하는 묘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양묘업자는 효율적으로 묘목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제안은 몇 년이 지난 후

에 시범적으로 묘목공급에 대한 공매제를 시행하는 초석이 되었고, 양묘업계의 기술개발에 자극

이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유림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2000)’에서는 사유림투자에 있어서 정부지원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타당한 것인가를 평가하 다. 연

구결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유림에 대한 투자지원이 연구대상인 모든 수종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산림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방법에 있어서 융자위주의 지원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융자 이외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

여 제공하 다.

산림자원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 임업을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산업으로 만드는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개방화로

인한 우리 농림업 지원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즉 국산재의 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국산재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임산물 가공센터를 전국에 3군데 건립하는 계획으로 이

끌어졌다. 가장 먼저 세워진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하 고, 운 상의 어려

움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산재의 가공촉진을 위한 임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유용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 이로 인해 원래 계획되었던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고 위치선정과 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우리 연구원의 산림경제연구실에 의뢰되었다.

2000년에 연구된‘제2임산물 종합유통연구센터 입지분석 연구(2000)’와‘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분석 및 관리운 방안(2000)’연구는 WTO 등 개방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침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임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산림경제연구실에서

는 1차적으로 선정된 강원도 강릉과 동해, 그리고 경북 덕을 대상으로 위치 선정 이론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강원도 동해에 가장 좋은 점수를 주게 되었다. 물론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의 건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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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위치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치가 선정되었지만, 우리 연구원

의 연구결과가 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 다. 강원도 동해에 건립된 제2임산

물 종합유통센터는 여주시에서 가동 중인 제1임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비해 경 정상화 속도가 빨

랐고, 경 성적도 훨씬 좋았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고급 국산 건축자재 시장에 대한 공급이 종합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급 국산재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산간벌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그 당시 간벌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간벌재로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가공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추구되었지만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목초액이

간벌재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 중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숯과 목초액의 유용성은 그 당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던 친환경 자재로서 이미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산림경제연구실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기 시작하 다. 그때

까지 숯과 목초액은 재래식 숯가마에서 생산되는 정도 고 생산된 숯은 대부분 식당의 구이용 정

도로 활용되었고, 목초액도 친환경농업자재로 대중화되지 않는 등 시장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숯과 목초액의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용 자재로서의

유용성을 검토하 고, 1999년에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목탄 목초액의 산업화 연구(1999)’를 통

해 제기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목탄산업을 첨단탄화장치를 통해 산업화하는 방안을 검

토하 다. 즉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간벌재를 활용하여 숯을 만들고 친환경농용자

재로 대량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숯가마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아

래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하 다. 이 연구는 결국 자동화된 목탄산업

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첨단탄화장치를 장착한 목탄공장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에 웰빙문화가 확산되어 숯과 목초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증막 시설 위주의

재래식 숯가마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이로 인해 목탄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지만, 이

연구는 간벌재를 숯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목탄 목초액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에 시행한

‘산림내 폐잔재의 현지 활용을 위한 한국형 조립식 탄화장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2004)’는

목탄산업의 주원료인 간벌재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생산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목탄산업의 경

수지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먼저 연구되었던‘목탄 목초액의 산업화 연

구(1999)’와는 차별되게 이동식 목탄생산설비를 숲 가꾸기 현장으로 이동시키므로 수집비용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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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고, 규모가 작은 이동식 생산

설비로 인해 산주나 농민들이 생

산설비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간벌재를 숯과 목초액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결과는 간벌재의 부가가

치를 최대한 높이고 친환경농업

의 원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어 연구된‘목초액의 한방 이용 시 경제성 분석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

(2004)’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던 목초액에 대한 효능검증과 아울러 한방으

로 이용 시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하 다. 이 연구는 기존에 연구된 목초액의 친환경농자재로서의

활용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한약재로서의 사용가능성을 조사하 고, 이를 위한 산업화 방

안을 제시하 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1996년 봄에 발생되었던 고성산불은 우리나라 산불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그 피해도 막심했다.

그 당시 고성 산불은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농산촌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어 산불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산불과 같은 재해에 대비하는 우리 임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 시작하 고 일반국민들

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산불피해지 복구문제도 예전과는 달리

신중하게 추진하 다. 이와 더불어 임업투자에 있어서 산불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산림청도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산주들의 불안을 막는 방법을 찾고 있

었고, 산주들은 일본처럼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산림국 보험을 시행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형국이었다. 

역사상 최대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보험을 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산림보험

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산불을 중심으로 산림

에 가해지는 각종 재해에 대한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2003년에 완료된‘산림

보험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2003)’에서는 보험개발 전문연구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삼성

화재 및 현대해상의 보험제품개발 전문가들과 함께 산림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

으로 검토하 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우리 연구원들의 임업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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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부터 민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험형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국

보험형태로 출발한 일본과 민 보험형태로 운 되고 있는 핀란드에 대한 정 검토는 보험제도의

도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결과, 우리 임업의 경 수지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보험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산림투자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물론 국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산림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이 생산비 전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 보험을 통해 전액지원하다는 것은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

이 있다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또한 더 우려되는 문제는 산불보험 보상금이 목재생산으로 발생되는

수익보다 크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끄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

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산림재해보험의 전면적인 시행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해 산림재해보험의 전면적인 시행은 유보되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거대한 태풍이 발생하여 남부지역 밤나무 재배 단지에 태풍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밤을 포함한 임산물에 대한 부분적인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기 시작하 다.

우리 임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인 밤은 매년 8, 9월에 발생되는 태풍으로 피해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태풍피해가 심한 경남과 전남지역에 밤나무 재배 단지가 집되면서 태풍과 냉해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는 밤나무 재배농가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

하고 있던 차에 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임업부문에서도 제기되기 시작하 다. 그

당시 농업부문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미 실시되고 있었고 대규모 태풍이 몇 해 동안 계속되면서

임업부문에서도 밤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이의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산림청에서 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연구원은 2004년‘밤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2004)’를 수행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농작물 재해보험을 밤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이를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밤에 대한 재해보험을 면 히 검토하 다. 연구

결과 밤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는 결론이 나왔다. 예를 들면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나 표준수확률에 대한 기초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밤 재해보험상품을 누가

주도적으로 운 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산림조합이나 일반 보험회사에서 밤 품목 하나만을 취급

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당시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게 맡기기에는 다른 농작물재해보험사업으로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어 부담이 되고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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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밤재해보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혀 구비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 다.

밤 재해보험을 시행하기 위해 재해로 인한 피해율과 보험요율을 파악해야 하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5년‘밤 재해보험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조사연구

(2005)’를 수행하 다. 이 연구는 밤 재해보험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밤 주산지의 주요 재배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제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우리 연구원

에서 시행한 세 번에 걸친 산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의 결과는, 2008년에 전격적으로 시행될

밤 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하 다. 

임업관측사업은 최근에 산림정책연구실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실제 임산물 재배농가들

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았다. 그동안 임업관측사업은

임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예측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통과 생산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장의 재배자들과 유통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임업관

측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산림청의 관련국과 협의하여 2002년

부터 가장 중요한 임산물인 밤을 대상으로 임업관측사업을 시작하 다. 임업관측사업에 대한 농

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커지고 임산물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그 이듬해 표고

버섯이 추가되었고, 2006년에는 떫은 감과 대추가 추가되는 등 임업관측사업은 질과 양 모든 면에

서 발전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매년 연초에 추진하고 있

는 농업전망사업에서도 밤을 비롯한 주요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임

산물 재배농가와 지역자치단체 등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조사하는 임업관

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임업관측 결과에 대한 재배농가들의 만족도가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산림정책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업관측사업이 임산물 재배농가와 유

통업무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산림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산림투자가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보다 수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산림투자자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간의 산림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주로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용하 으나 한쪽 방향

에 치우친 정책만으로는 산림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열대지역에서 산림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산림농업(Agro-forestry)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고,

이를 우리 임업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참살이에 대한 국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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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정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인터넷 등 틈새시장을 활용

할 수 있는 유통수단이 임산물에 우호적으로 작용하 다. 동시에 주 5일제 근무제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산지를 활용해서 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산주들이 많아지면서 나무를 키우며 임산

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산림농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은 농림기술관리

센터(ARPC)를 통해 임업특정연구로서 5년의 연구기간에 걸쳐 산림농업의 시업법에서 정책화하는

방안까지 산림농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대형용역을 발주하

다. 우리 연구원은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원 등과 연구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산림농업에 대한 시업법

을 유형별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산림농업의 가능성을

제시하 고 산림농업의 일반적인 시업법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확인시켰으며, 법적 제도적으로 지

역사회에서 산림농업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주요 임산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 다. 그 배경은 개방화에 따른 단기 임

산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중국의 임산물이 쏟아지리

라는 예측에서 우리 임산물의 미래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4년에 추진한‘우리나라

표고산업의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2004)’연구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산 표고를 앞두고

우리 표고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그때까지 금기시 되

어 왔던 배지재배만이 중국산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 고, 배지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

배지 공급센터를 만들기를 권유하는 등 당시로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가 주장한

대로 현재 우리나라 표고산업은 늦었지만 배지재배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2004년에 추진한‘임

산물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전략품목개발을 위한 시장조사(2004)’연구도 밤과 표고

버섯 등 주요 임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전략을 제시하 다. 2003

년의‘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2003)’연구는 밤 산업이 가장 중요한 임산산업임에도 불구하

고 재배실태와 같은 기초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채 정책을 펴왔던 것을 반성하면서, 전국에 걸쳐

밤 재배 실태조사를 단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농림업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WTO/DDR, FTA 등 개방화에 관한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산림정책연구실에서도 임업부문에 있어서 WTO 체제의 출범과 FTA 협상체결에 따

른 피해문제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연속적으로 수행되었다. 2000년에 이루어진‘임업분야 WTO

뉴라운드 대응방안 연구(2000)’는 그 당시 진행 중이었던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임업분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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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방안을 모색하 고, 뉴라운드 협상결과를 시나리오별로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산림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 다. WTO 협상과 관련된 후속적인 연구는 그 후에 이루어진‘WTO/DDA 협상에 따

른 임산물에 대한 향분석(2004)’으로 그때까지 진행되어온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임업부문의

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 다. 산림정책연구실에

서 실시한 일련의 임산물시장개방에 관한 국제협상관련 연구들은 국제협상에 따른 피해계측을 정

확히 하 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 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정책연구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추후 대응 정책수립의 주요한 자료

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협상관련 연구는 그 후 한·미, 한·캐나다 FTA, 한·중, 한·EU FTA 연구

로 이어지고 있다.

개방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접지불제가 농업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 다. 임산물

은 농산물에 비해 시장개방으로 인해 산업을 접을 정도로 심각한 품목은 없어서 농업에서 사용되

는 직접지불제와 동일한 방식의 지원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임업

분야에서는 직접지불제를 다른 차원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

하는 입장이다. 이는 임업을 위함으로써 발생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공짜로 누리고 있

다는 것에 대한 보상문제에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임업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보

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6년에‘임업부문의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2006)’이라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임업에서 생산되는 공익기능을 보상하기 위한 방

편으로 직접지불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하 고, 만약 도입이 타당하고 하

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 다. 이 연구를 토대로 산림청에서

는 직접지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공익기능별로 직접 지

불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7년에 추가적으로 발주시킨 상태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직접

지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다음 본격적인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직접

지불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익기능 중에 수자원 함양기능에 대한 직접지불방식에 대한 연구를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2005년은 2002년 임업관측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이래, 산림정책연구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해로 볼 수 있다. 2005년에 완성된‘05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연구-주요 산림사업을 중심으로-

(2005)’연구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 다. 재정모니터링사업은 일반적인 정책평가와는 달리 사업의 결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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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금이 제대로, 적절하게 배정되었는지를 우선 평가하고 사

업진행과정에서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 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다. 모니터링 평

가사업은 사업결과에 대한 단순평가에서 벗어나 사업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이를 사업부

서에서 고칠 경우 사업평가가 좋아지는 등 평가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목

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원은 2005년에 시작한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

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으며 그 결과 산림청에서는 모니터링 연구사업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모니터링사업에 대한 예산도 늘렸으며 사업대상도 주요한 몇 개의

사업에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2006년에는 더 많은 사업에 대한 모

니터링 평가를 시행하 다. 특히 최근 우리 산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재선충병의 방제사업에 대

한 모니터링은 재선충이 옮겨지는 선단지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방제 지역을 조사하 고, 그 결과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 다. 모니터링 연구 사업은 2007년에

도 추진되었으며, 사업예산과 대상 사업도 훨씬 많아졌다. 몇 년 동안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면

서 우리 연구원의 전문성도 제고되었다. 특히 처음에 시작한 2005년에는 일부 사업의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해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움을 받았지만 수년간 같은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추진하

면서 평가능력은 향상되었다. 사실 우리 연구진들은 산림청에서 운 하는 다양한 평가위원회에서

산림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평가사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가 힘들었고, 대부

분 정책이 완성된 후에 평가를 하 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평가

모니터링사업은 재정사업을 저변에서 진행과정을 샅샅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성과 모니터링사업은 정책연구를 하는 우리 연구원의 특성상 매우 의미 있

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들의 성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3년에 시행한‘산림사업법인의 실태분석(2003)’도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 다. 수년 전까지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독점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었지만 폐해도 많았다. 그래서 정부가 산림

사업에 대한 독점폐해를 막기 위해 산림사업법인을 양성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안과 함께

육성정책을 펴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점체제가 무너지면서 사업의 질이 높아지기도 하 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림사업법인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과거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

었다. 이 연구는 산림사업법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 2 편
정책지원과 연구지원 활동

연구원사총설

정책지원활동

연구지원활동





연구원사총설

설립 전사

설립 배경과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설립되었지만 그 시초는 1967년 9월 8일 발족한 농촌진흥청 농업

경 연구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진흥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기술개발의 경제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농업인 지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당시 시험국 경 과를 확대 개편한 것이

농업경 연구소 다. 연구소는 당초 1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으나 차츰 인재를 확보해 연구 능력

을 확충해 나갔다. 

연구소의 농업경 과 농산물유통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가 축적되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1970년에는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같은 해에 윤근환 소장이 청와대 농림수산 담당 비서관으로 발탁

되는 등 연구소의 기능이 강화되고 위상도 제고되었다. 1973년에는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 개편

되어 본격적인 연구 수행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우수한 연구원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켜 선진 학문

을 익히게 함으로써 장기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 다.

한편, 1970년대 중후반 국민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수산경제와 농어촌사회도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도시·공업 중심의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농어촌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도·농간의 소득과 생활환경 격차가 심화되어 갔다. 따라서 농수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어촌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이 당면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신속하고 능률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존의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서는 우수한 연구진의 확보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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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뿐만 아니라 운 의 경직성 때문에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폭넓은 연구를 능동·자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1977년부터는 연구소 시절에 미국 유학을 떠났던 젊은 박사들이 속속 귀국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대학 수준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 농산어촌경제를 다루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 모델로 1971년에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검토

되고 대통령에게 건의되어 연구원이 설립되게 되었다. 마침내 정부와 관련단체의 출연금을 기금

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78년 4월 1일에 창설되기에 이르 고, 이듬해에는「한국농촌경제

연구원육성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장덕진 농림수산부 장관은 연구원이 빠른 시간 내에 체제를 정비하고 운 동력을 얻기 위해

서는 장관 출신의 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끝에

김보현 전 장관을 초대 원장으로 입하고, 현직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이던 김동희 씨를 부원장

으로 임명하여 경 진을 구성하게 되었다.

연구원의 임무와 기능

설립 시 연구원의 정관에는 목적을‘농수산경제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로 규정하 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

되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후에 수산부문이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으로 분리되고 농림기술개

발사업의 관리 임무가 추가되는 등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연구원의 궁극적인 목

표를 농업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경제 발전까지 포함하여 설정하 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경

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발전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는 앞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연

구원의 문표기에서‘Agricultural Economics’가 아니라‘Rural Economics’를 채택한 것과도 맥

을 같이 한다.

정관에서 연구원의 기능은 농어촌경제연구와 농어촌사회연구, 농어촌여론조사, 교육훈련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다. 

구체적 연구 분야를 보면 설립 당시의 농업·농촌문제가 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식량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정책, 투융자 타당성 평가, 농업기계화와 구조개선, 토지정책, 무역

정책 및 해외농업, 지역개발과 농가소득 증대, 농촌 사회구조와 복지, 농촌인구와 청소년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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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 연구 분야로 예시되어 있다.

농어촌 여론조사와 농어민, 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주요 기능으로 강조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여론조사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파악·분석하여 정책에 반

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초기사(1978~1985)

개요

연구원은 전환기 농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 수행과 지원

시스템을 확립해 나갔다.

초기에는 장기 농업발전전략, 농산물 유통구조, 식량 수급, 농지제도, 농업기계화, 농외소득, 농촌

정주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과제를 수행하 다. 1978년의 정규 연구과제는 19개 지

만 1979년에는 24개, 1980년에는 32개, 1981년에는 44개 등 연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났다. 이와 더

불어 정부의 요청에 의한 단기연구과제와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 농정여론조사를 수행

하여 농정방향과 시책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개원 당시 국내외의 우수한 인력을 초치하 지만 박사급 인력은 소수에 불과한 취약한 인력구조

다. 연구인력의 자질향상은 시급한 과제 고 이를 위해 각종 세미나와 저명인사의 특강을 수시로

개최하고, 예산의 제한 속에서도 해외 출장과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다. 특히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콜린 클라크 교수, 미국 미시간 대학의 렌 존슨 교수 등 해외 석학을 초청한 국제세미나

는 연구진의 시야를 넓히고 농정방향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하 다.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자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설계서의 작성부터 최종

평가까지 착된 연구관리를 하 다. 연구원은 실용적인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의 진흥

에도 힘써 창립한 해인 1978년에 국문 학술계간지「농촌경제」와 문지「JRD(Journal of Rural

Development)」를 창간하 다. 

연구수요의 증가에 따라 기존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서 넘어 온 인력 외에 신규인력의 확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농림부와 예산당국을 설득하여 정원을 확보하면서 국내외의 능력 있는 박

사와 석사들을 공채하 다. 그 결과 연구직 정원은 개원 당시 50명에서 1985년 말에는 배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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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예산과 처우 때문에 기껏 확보한 인

력이 대학으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어

려운 시기이기도 하 다.

직원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건물이 비

좁아 새로운 청사를 건축하게 되었다.

1980년 12월에 준공된 신축청사는 김수

근 공간사 대표가 설계하 고 그해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받았다. 한편, 1982년 7월 1일에는 연구

원의 원훈(院訓)을‘넓은 시야, 깊은 연구, 높은 긍지’로 제정하여 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직원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았다.

1982년부터 2년간은 봄·가을로 전체 연구직원이 농수산 공직자와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경제교육을 실시하 다. 농어업의 장기발전 방향, 정부시책의 홍보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

었지만, 당시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추하곡 수매가격 인상의 억제로 높아진 농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응 조치로 연구원이 동원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연구원의 연구와 농정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충실도도 높아졌다. 아시아·아프

리카농촌개발재건기구(AARRO),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1983

년과 1985년에는 농촌개발과 농촌공업화에 대한 대규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 다. 농촌개발에

대한 연구 축적, 지자체의 개발계획 수립 수요를 바탕으로 1985년에는‘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

단’을 설치하고 관련 심포지엄, 정책담당자 워크숍 개최, 교재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개발해 나

갔다.

또한‘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및‘제6차 5개년계획’등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전문가협의회와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국가 경제·사회발전 농업부문 계획의 수립

과 여론수렴에 기여하 다.

이처럼 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활발한 조사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해 정부의 농정개발에 기여

하고 학문적 실적을 축적해 나갔다. 반면, 정부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편향성, 농업 내부 문제에

집중되어 경제 전체와의 연계가 불충분하 던 점이 아쉬움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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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조사연구의 수행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사연구사업을 통한 정책제안이다. 1978년 개원 당년의 연구과제

는 19개 지만 이후 1985년까지 연간 30개 내외, 총 240 개의 과제를 수행하 다.

과제는 제안자에 따라 자체연구과제, 정부위촉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로 구분되

었다. 과제는 연구실별 협의를 통해 제안되고 각급 심의과정 또는 별도의 과제선정 기획조정위원

회를 구성하여 선정하 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선정된 연구사업은 연구자문위

원회의 종합적인 자문을 거쳐 세부설계가 이루어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

해 품질관리가 이루어졌다. 

단기 정책과제

정규 연구과제 외에도 농림부 등의 요청에 따라 농정현안에 대해 신속한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 다. 1980년대 초중반에는 대체로 쌀, 보리,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

정 문제,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 등이 중요한 과제 다. 1980~1985년에 수행한 단기과제는 모두

71건이었으며, 대부분 농림부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양곡관리체계 개선 및 조작비 절감방안(허

신행 외, 1982. 4)’처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보고한 과제도 적지 않았다.

정책협의회

1980년을 전후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은 빠른 구조변화를 겪고 있었고, 그에 따라 농정도 개방

농정, 복합 농, 농외소득농정 등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핵심적 농정이슈에 대해

농림부와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언론, 농업인단체,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

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 다.

특히 1979년 4월 3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한‘농수산물 가격정책과 80년대의 농정방향’

토론회, 동년 8월 30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80년대의 농업전망과 농지제도’토론회, 1984

년 9월 14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농촌지역종합개발 심포지엄’은 전환기 농정방향 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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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여론조사

농정여론조사의 목적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수집·

분석하여 정책에 반 하고, 주요 농정시책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여론조사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원 초부터 현지통신원 제도를

도입하 다. 현지통신원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독농가로 농촌지도소(시·군 농업기술센터)

의 추천을 받아 읍면당 1명 이상씩 두었다. 통신원은 1978년 10월에 950명을 처음 위촉한 이후

해마다 늘어나 1987년에는 2,410명에 이르게 되었고, 매년 10여 건의 조사를 우편, 전화, 면접 등

을 통해 수행하 다.

인원과 예산

연구원 설립시의 정원은 이사장 겸 원장을 포함하여 총 87명이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시장개방

과 전환기 농정에 대응한 연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원의 정원도 급격히 확충되어 1985년 말

에는 149명으로 늘어났다.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어 연구직 정원이 설립시 50명(57%)에서 112명

(75%)으로 늘어난 반면 지원인력은 37명 선을 유지함으로써 연구지원기능의 효율화와 연구능력

확충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성장발전사(1986~현재)

UR 협상과 대책 마련에 선도 역할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경제는 본격적으로 개방화로 치닫게 되었다. 1986년에는 우루과이라

운드 협상(UR)이 시작되었고, 한편에서는 아시안 게임을 치르면서 2년 뒤의 서울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다. 1989년에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GATT의 BOP 조항을 졸업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게 되었다.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정도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농가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 대증적 시책이 병행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은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합동작업,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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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재옥 등의‘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1988)’등 다수

의 보고서에서 각국의 협상제안서와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의 협상대책을 제시하 다(제1편 연구사

참조). 그뿐만 아니라 최양부 부원장이 농림수산부 장관 자문관으로 위촉되고(1991) 원내에‘UR 대

책반’을 구성하여 운 하는 등 여러 전문가가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 다.

또한, 1980년대 중후반에는 농업구조 연구,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관한 연구, 농가소득과 부채문제

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 연구결과는 1986년의‘농어촌 종합대책’, 1987년의‘농어가

부채경감대책’, 1989년의‘농어촌 경제활성화 대책’등 전환기의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시급

한 부채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구조농정기의 정책 참여와 기능 확대

1993년‘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당시 허신행 원장이 발탁되면서 연구

원의 농정 참여는 더욱 확대되었다. 농지의 소유상한을 확대하고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는 양정

개혁을 포함한 청와대 특별 보고 등으로 연구원은 신농정을 선도해 나아갔다. 연말에는 최양부 박사

가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어 4년간 재임하 다.

UR 타결에 대응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확대된다. 단기적으로는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운 하 고, 중장기적으로 관측업무의 체계화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관리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1994년 2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운 된 대통령 자문기구인‘농어촌발전위원회’사무국이 우리

연구원에 설치되고 정 일 원장이 사무국장 겸 위원을 맡게 되었다. 최정섭, 정명채, 서종혁, 김명환

박사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 고 그 외에도 많은 직원이 회의의 진행과 발표, 보고서 작성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 다. 농발위의 성과는 정부의 투융자계획에 반 되어 1990년대 중후반 구조농정의

근간이 되었다.

1995년부터는 농업관측업무를 우리 연구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상업적 농과 시장경쟁 속에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과 농업경 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관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측사업의 주관은 농림부 채소과에서 담당하고 우리 연구원은 품목별

관측소위원회를 운 하며 관측 결과를 월보와 통신망을 통해 전파하는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이었다. 이 문제는 1999년 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가 설치되면서 점차 해소되게 된다.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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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은 처음에는 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 등 6개 채소류에 국한되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2007년에는 쌀과 축산물을 포함한 28개 농산물과 밤, 표고버섯 등 임산물 4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시작한 농업전망대회는 연초에 농업생산과 농촌경제의 장단기 전망을 발표

하고 주요 농정발전 이슈에 대해 농업인과 학계, 정책담당자가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농업계 최대

의 행사로 발전하 다. 

1994년 6월 UR 대책으로 마련된‘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은‘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상위 목표로 삼고 그 달성방안의 하나로 10년간 4,650억 원을 기술개발에 투입하기로

계획하 다. 기술개발연구사업은 처음에는 농림수산부에서 관리를 맡았으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 을 위해 연구관리전담기구를 두기로 하고, 1995년 9월 27일 우리 연구원 부설로 농림수산기술

관리센터(ARPC)를 설치하 다. ARPC는 초기에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연구사업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갔다. 1998년 4월에는 수산분야가 분리되어 농림기술관리센터로

바뀌었으며, 연간 4, 5백억 원 내외의 연구비로 객관적인 사업선정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용

화·산업화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평가에서

2000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평가등급(A)을, 2004년과 2005년에는 우수등급(B)을 부여하여 긍정적

으로 평가하 다. ARPC는 향후 농림부의 기술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명실상부한 연구

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21세기 농업·농촌 발전 비전과 과제 제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경 혁신 계획의 하나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와 고용

제도 등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99년부터 연구원의 감독부서가 개별 부처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되고 경제사회연구회가 출범하여 이사회 역할을 맡게 되었다. 조직 축소도 이루어져 정원이 198명

에서 151명으로 감축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이 퇴직하게 되는 아픔도 겪었다. 같은 해에

전 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제와 연봉제를 도입하고, 연구조원을 제외한 연구직 전체와 관리직 2·3

급에 대한 풀티오제를 실시함으로써 능력위주의 승진과 급여를 통해 업무능률을 제고시키는 계기

를 마련하 다.

구조조정과 경 혁신의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청사 신축은 연구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가져

왔다. 박상우 원장 재임시 신축 예산이 확보되어, 기존 2층 건물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현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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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현재의 연구동이 준공되었다(2000. 3). 쾌적하고 조용한 연구공간의 확보와 함께 각 층에

설치된 3개의 회의실은 연구원의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된 별관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키게 되었다.

WTO의 새로운 라운드가 예고된 가운데 우리 농업의 비전을 모색하고 농정과제와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연구사 참조). 연구과제 수행 외에도‘21세기 농업·

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2001)’등 다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 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DDA)이 출범하면서 개방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로 약칭)’가 설치되

었다. 2002년 3월 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농특위에는 이정환 당시 원장이 사무국장 겸

본위원회 위원을 맡고, 많은 직원이 상임위원과 분과위원, 전문연구위원으로 참여하 다. 농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특별대책연구단’을 구성하여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연구를 시작하여 그 결과를 농특위의 각급 위원회에서 검토하 다. 농특위의 논의 결과는 2002년

말‘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안)’보고서로 정리되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참여정부의 농정 로드맵‘농업·농촌종합대책(2004. 2)’이 마련되었다.

참여정부는 공공부문의 경 혁신과 함께 정책홍보를 강조하 다. 이에 농림부의 주요 정책홍보

를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실태, 농식품 소비촉진 등 종합적 홍보를 위해 연구원 부설로

‘농촌정보문화센터(CRIC)’를 2005년 7월 1일자로 설치하 다.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민간의 발달

된 홍보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소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을 외부의 홍보전문가로 충원하 다.

이제 설립 2년여에 불과하지만 홍보 외에도 도농교류와 친환경농업, 귀농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교재

발간 등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고객지향적 연구와 성과확산을 중심으로 한 경 혁신

최근 공공부문 혁신의 핵심은‘고객지향적 경 ’이라 할 수 있다. 연구원은 시대변화에 걸맞는

연구원의 비전과 정체성 정립을 위한 CI 작업을 추진하여 2005년 3월 31일에‘국내외적으로 신뢰

받는 자랑스러운 초일류 연구원’을 비전으로 하는 신가치(MI)와 CI 선포식을 가졌다. 그 후에도

연구원의 경 목표 수립과 정부의 연구기관 평가를 통해 경 혁신 작업은 더욱 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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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고객만족컨설팅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과제와 추진전략을 도출하 다.

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과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원은 연구과제의 발굴과 수행,

성과물의 생산과 보급에서 다양한 고객층의 수요를 반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홈페이지에서 연중 과제제안시스템을 운 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정부

관계자, 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기획위원회를 열어 제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구 추진과정에서도 과제별로 전문가와 중앙부처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수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반 하고 관련 이슈 선도에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이 특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성과확산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연구결과의 발표는 주로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출입기자들을 연구원으로 초청해 설명회를

가지고 기사화에 노력을 기울 다. 이 외에도 신문·잡지에 기고하거나 TV·라디오 등에 출연하여

농촌문제의 실상과 대책 등을 밝히기도 하 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

었다.

1997년 3월에 홈페이지(www.krei.re.kr)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의 질적 도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정보검색시스템, 북한농업정보, 농업전망 자료 등이 추가되어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원 발간자료의 전산 DB화를 꾸준히 진행하여 2005년부터는

보고서와 정기간행물, 외부의 전자저널을 검색하고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갖추어

외부 회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 다. 

홈페이지를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제도를 2002년에 도입하 다.

또 같은 분야 연구자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식·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럼 홈

페이지를 구축하 다(현재 농산물전자상거래 등 9개 포럼 운 중).

2005년 최정섭 원장 취임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성과확산에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학계와 정책

담당자, 농업인, 소비자 등 다양한 고객에게 연구원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리고 원하는 정보를 신

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연구원의 존재가치를 뒷받침한다는 인식 하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 다. 농정

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단이 대폭 활성화되었고,

동 상 정보와 농촌현장동향, 세계농업정보 등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다. 

콘텐츠의 내실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웹 디자인으로 연구원 홈페이지는 매월 8만 명 내외가

접속하여 경제분야 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손꼽히는 사이트로 발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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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지식경 시스템 구축

연구원에 PC가 도입된 것은 1989년 9월이었는데 주로 문서작성과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1995년에야 비로소 LAN 시스템이 구축되고, 연구전산망 가입, 직원 개인별 이메일 ID 할당을 통해

국내외 학술정보의 활용과 사무자동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LAN 시스템을 활용하여 1995년에는 도서자료에 대한 검색서비스 등 정보서비스체제가 구축되었

으며 1997년에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이듬해 DB, 홈페이지, 이메일, 웹서버를 기반으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관리, 인사, 회계, 예산, 급여 등의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하 는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 그룹웨어시스템(게시판, 일정관리), 연구관리 및 평가

시스템, 경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 다. 2003년에는 지식경 시스템

(AGRE)을 개발하여 연구와 업무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 연구관리와 인사·회계 등 주요

업무의 온라인화, 효율적인 전자도서관 구축과 그룹웨어 구성을 통해 연구와 행정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 2007년 현재 발전된 IT

기반과 연구자 수요를 대폭 반 하여 명실상부한 지식경 시스템이 되도록 AGRE 개편 작업을 수행

하고 있다.

평가와 과제

연구원 성과 평가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2007년까지 정규보고서

1,300여 건을 포함해 2,300건에 가까운 각종 보고서와 자료집을 발간하여 학계와 정부, 생산자,

소비자가 원하는 연구결과를 제공하 다. 1978년에 창간된 논문집 농촌경제와 JRD는 2005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록학술지로 등재되어 농업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경제학뿐만

아니라 경 학, 지역개발학, 농촌사회학, 산림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학제적 연구수행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인재를 양성하여 대학과 관련 기관에 배출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하 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역농업과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등 새로운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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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연구원의 활동 역을 넓혀가고 있

다. 농정의 지방화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

자치단체의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 농외

소득원 확충, 도농교류 확대, 생활환경

정비 등 각종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발전

모형과 전략을 제시하는 선도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UNESCAP 등과 함께 아시아 국가의

농촌빈곤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자문, 교육·연수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대학과 연구협력협정(MOU)을 맺어 네트

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일본의 농업정책연구소, 중국의 농업경제연구소와 함께

동북아농업정책연구포럼(FANEA)을 운 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에는 북경에 중국사무소를 개설

하여 중국농업 연구 및 한·중 FTA 등 현안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었다.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과 경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연구원은 농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경 평가와 혁신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여 왔다.

반면 평가와 성과급 제도의 강화에 따른 개인주의 경향과 과다한 업무량, 현안과제 집중에 따라

기초연구에 충분한 역량을 배치하지 못한 것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개방

확대로 인한 농촌경제의 쇠퇴 속에서 연구자들의 현실 책무 의식은 귀중한 연구 동력이기도 하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미래의 도전과 과제

이제 설립 30주년을 맞은 연구원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원은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여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005년에 정부는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대부분의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과 별도로 우리

연구원을 전남지역 이전 대상기관으로 분류하 다. 이어 나주 혁신도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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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주 이전이 현실화되면 관련 연구기관, 정부

부처와의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연구 인프라의 취약성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큰 장애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기관의 가장 큰 재산은 우수한 인력이다. 연구원은 대학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인재를 양성

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연구원 설립 30년이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발하고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면서 우려되던 인력의 고령화와 정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

고 평가된다. 하지만 연구원의 지방 이전은 우수인력의 유치에서 대학이나 민간연구소와의 경쟁을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원의 지방 이전이라는 엄혹한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고객지향적인 자세

를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진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학문

사조와 방법론을 익히고, 농촌 현장에 착하여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며,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필요한 고객에게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 비전과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원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음으로써 지방이전의 불리함

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결과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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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활동

수시연구과제

개요

우리 연구원은 정규 연구과제 외에 당면한 주요 농정과제와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에 대한 신속

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하여 수시연구과제(단기정책과제)를 수행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을 지원

하여 왔다. 수시연구과제 수행은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지원활동(공청회, 토론회,

자료지원, 위원회 활동 등) 중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행실적은 연구원 설립 이후

총 357건(연평균 12.3건)이었다.

단기정책과제 수행실적
단위: 건

설립시기~1980년대

연구원 설립 이후 1980년대까지 농정의 핵심 현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식량수급

안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연구원은 매년 쌀, 보리 등 식량작물의 국내외 수급 현황 분석을 위한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 다. 주요 연구로는‘맥류 재배대책(1978)’, ‘세계 식량사정(1978)’, ‘국제

곡물 무역동향과 대응책(1980)’, ‘미곡 수급 및 재해대책에 관한 자료(1980)’, ‘미가의 동향과 안정

대책(1981)’, ‘곡물 도입량 감축과 자급률 제고가능성 검토(1981)’, ‘세계 곡물사정과 수급 예측

(1983)’, ‘미곡 소매에 대한 농민 여론조사(1985)’, ‘정부미 방출가 인하조치에 따른 농민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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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87)’, ‘농지 임차 및 추곡수매에 관한 농민 여론조사(1989)’, ‘주요국의 양곡 수매제도 및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1989)’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농수산물 가격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은 품목별 수급 예측, 선진국 사례 분석, 가격

안정 방안 등과 같은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 다. 주요 연구로는‘농산물 가격 동향 및 대도시 농

산물 유통 현황(1978)’, ‘선진국의 농산물가격 정책 모델(1979)’, ‘마늘의 수급과 가격 안정대책

(1981)’, ‘돈육 수급 및 가격 전망과 대책(1981)’, ‘돼지 사육두수 및 가격 예측(1982)’, ‘소 가격 단기

예측과 안정방안(1983)’, ‘농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지지(1985)’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농업 기계화, 농업구조 개선 방향 제시, 농지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수시연구

과제도 병행하여 수행하 다. 

1990년대

1990년대에 당면한 주요 농정이슈는 개방화, 국제협상 및 대응방안 수립이라 할 수 있다. 1990

년대 전반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개방화를 위한 국제협상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도

이에 대응한 수시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하 다. 1990년에는‘UR 농업협상 특별작업반’설치

및 운 을 통하여 연구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 으며, ‘UR 농산물 협상 추이와 전망

(1991)’, ‘GATT/UR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1991)’, ‘UR 농업협상 지원(1991, 1992)’, ‘무역정책

검토제도(GATT/TPRM) 지원(1992)’등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응한 협상전략 및 정책

지원 연구에 집중하 다. 

1990년대 후반기는 UR 협상 결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통상협상 대응과 국내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 다. 이와 관련하여‘WTO 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1995)’,

‘WTO 논의동향과 대응방안(1997)’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APEC과 NAFTA 출범에 대응한

‘APEC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향(1994)’, ‘NAFTA에 대한 농업부문 대응전략(1994)’, ‘유럽 연합

(EU) 공동농업정책의 최근 동향과 전망(1994)’등의 연구를 통해 개방화에 대응한 전략 제시에 집중

하 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 제시, 경쟁력 제고, 농가경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본격적

으로 수행하 다. 농업의 비전 제시를 위한 주요 연구로는‘21세기를 대비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방향(1991)’, ‘세계 농업의 전망과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1991)’, ‘농림수산업의 세계화 과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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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1994)’, ‘21세기를 향한 농업농촌의 과제와 정책방향(1998)’등을 들 수 있다. 농가경제의 안정

과 복지대책 마련을 위하여‘농어민연금 확대 실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방안(1992)’, ‘농작물

재해공제제도 도입방안(1994)’, ‘농어촌 의료보험료 부담과 개선대책(1994)’, ‘농작물보험에 민간

부문 참여방안 및 재해지원 개선방안(1998)’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활로 모색을 위한 주요 연구로는‘농림수산물 수출입 종합대책

(1992)’, ‘농업법인 육성 대책(1994)’, ‘농어촌지역의 유형 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1996)’, ‘농업경 체의 경 개선활동 지원시책에 관한 연구(199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직거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1998)’등을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

2001~2006년 동안 수행된 수시연구과제 건수는 100건으로 전체 과제 수행 건수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단기 농정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가 많았다. 이 시기에는 개방화 시대 이후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농업구조개선, 국제농업협상 대응, 농촌개발, 인력육성 및 농촌복지정책 등 다양

한 이슈들에 대응한 연구를 추진하 다.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 분야는 품목별 및 기능별 경쟁력 제고 관련 현안의 개선과제를 제시하 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2001년에는‘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검토(2001)’, ‘쌀 산업 여건변화와 대응

방안(2001)’,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2001)’을 들 수 있다. 또한‘마늘산업의 당면 문제와

대책(2002)’, ‘농가유형별 기술효율, 생산성, 환경성과 비교분석(2003)’,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 형성과 발전방향(2004)’, ‘농산업의 계열화 유형별 비교분석(2005)’

등도 이 분야와 관련하여 수행된 주요 연구과제들이다.

농업구조개선과 관련한 단기 현안 연구로는‘농가경제·부채 실태와 정책과제(2001)’, ‘한국경제

의 비전과 전략: 농림수산분야(2001)’, ‘농지은행기능 농지신탁제도에 관한 연구(2003)’, ‘농업부문

워크아웃제 도입방향(2003)’, ‘농어촌재정운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3)’, ‘농지제도의 기본방향

(2004)’,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2006)’등이 수행되었다. 

국제농업협상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단기 정책지원 연구로는‘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을 위한 CGE 모형 개발(2001)’,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2002)’, ‘DDA 협상 이후

쌀산업 전망과 정책방향(2003)’,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유지방안(2003)’, ‘WTO 체제 하 농업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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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과 과제(2004)’,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의 변화 분석(2006)’, ‘DDA 농업협상 향 평가

(2006)’등을 들 수 있다. 

농업정책 중심의 농정에서 농촌정책으로 정책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농촌개발 정책 관련 단기

현안 대응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촌

계획의 위상과 방향 정립(2001)’,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와 실천방안 연구(2003)’, ‘신국토구상과

농산촌 혁신체계의 구축(2004)’,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2004)’,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2006)’등이 있다. 

농촌복지제도, 인력육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는‘가족농업의 경 주에 대한 국제비교

의식조사(2002)’,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2002)’, ‘농가 숙박업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3)’, ‘외국의 농민단체의 농정참여 제도 연구(2004)’, ‘성공적인 농업 CEO의 경 전략

분석(2005)’,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실태(2005)’, ‘농촌지역 행정체계 혁신방안(2006)’,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방안(2006)’등을 들 수 있다.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개방화와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농

림경제 및 농촌사회도 변화하 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은 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왔다. 농업·농촌 정책연구의 허브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은 총 351회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 다.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실적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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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기~1980년대 중반

연구원 설립시기인 1970년대 후반부터 값 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과 이에 따른 물가

안정의 필요성이 증대하 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1980년대 초반까지 농축산물

의 가격안정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한 정책협의회와 공청회를 개최하 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가소득원 발굴, 농촌지역 종합개발,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 농공지구 개발 등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개발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 다. 

주요 내역을 보면 1979년에‘농수산물 가격정책과 80년대의 농정 방향’, 1980년에는‘축산물 가격

정책의 과제와 방향’,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공청회’등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방안 모색

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 다. 한편 농업인력 육성 차원에서 1982년에는‘한국농촌 여성의 노동

생산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촌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실태, 가사노동 및 농업생산참여

실태와 활용방안을 논의하 으며, ‘농수산물 관세정책 협의회’를 통해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농수

산물 관세정책 수립을 지원하 다. 

1984년에는‘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농어촌소득원 개발 정책 개발

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농가소득 안정 방안을 논의하 으며, ‘농촌지역 종합개발 심포지엄’을 개

최하여 농촌지역종합개발정책의 추진 방향, 과제와 전략 등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농산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 다. 또한‘전국권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관한 심포

지엄’을 통해 1980~1990년대 추진된 도매시장 정책을 뒷받침하 다. 

1985년에는‘2000년을 향한 농업부문 장기발전 구상 공청회’, ‘농수산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등을 통해 새로운 21세기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농정방향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이외에‘농업의 현실과 농업기계화에 관한 세미나’, ‘농업

재해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정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의 국제적 압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 고, 특히 미국의 개방 압력으로 1989~1991년 사이에 243개 농림수산물 품목의 시장개방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와 같은 대외 개방 압력으로 1988년부터 개최된 주요 공청회와 토론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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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개최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촌소득원 발굴을 위한 농공지구 개발, 농지

제도 개선,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마련 등 주로 국내 농업·농촌정책 지원 중심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가 실시되었다. 1990년부터는 UR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시대에

대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에 대응한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 다. ‘농산물 수입개방

에 대응한 전략품목의 개발과 수출 증대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 ‘전환기 양정개선을 위한 대토론

회’의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1991~1992년에는‘BOP 협의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제 무역환경 변화와 BOP 협의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 다. 

1993~1994년에는 농업인력 육성, 기술농업 육성, 농외소득원 개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과

정주권 개발, 복지증진대책 마련, 농규모 확대와 농지기반 정비 등 농업·농촌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과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위한 토론회와‘UR 타결과 농정의

대응 방향에 관한 세미나’, ‘UR 타결과 산림·산지정책의 과제에 관한 세미나’등 UR 이후 농림업

부문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실시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에 의한 예외 없는 관세화가 타결(1994)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정책, 농지제도 및 농업경 체 육성 등 UR 타결

이후의 농정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에 대비한 농업·농촌의 비전 제시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집중적으로 실시

되었다. 

특히 1998~1999년에는‘1998년 농업전망 발표대회’를 개최하 는데 이 대회는 현재까지 10회

를 개최해 오면서 전국의 농업·농촌의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는 농업부문의 핵심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 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관 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 토론회’, ‘환경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농

업·농촌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농정의 핵심 구조와 정책들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또한‘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동북아 농업협력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농업부문의 FTA 시대를 준비하는 토론회를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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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2000년대에는 WTO/DDA 및 FTA 농업협상, 농가소득안정화와 복지대책 마련, 친환경농업 육성,

농식품 안전성 제고 등이 주요 농정이슈로 등장하 다. 연구원은 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복지

수요 증가 등 농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 방안 마련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 다.

2000~2001년에는 농가의 소득 및 경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 다. 2000년에는‘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WTO 체제 하에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 으며,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환경시대의 농촌마을 정비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다. 2001년에는‘21세기

농업·농촌 정비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와‘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 분야별 전문

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21세기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 으며, ‘조건불리

지역 밭농업직접지불제 세부시행 방안 연구 정책토론회’, ‘산림재해보험 제도화 방안 심포지엄’,

‘개별 경 체별 종합적 소득안정화 방안 연구 정책토론회’등을 통해 농림업 부문의 소득 및 경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 다. 

2002년에는‘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2002년 쌀산업 안정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

과 지방에서 6회 실시하여 개방화와 쌀 협상에 대비한 쌀 산업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 다. 특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농업정책의 핵심 의제들(농업구조조정, 유통혁신, 직접지불제 확충, 농업·농촌 비전제시, 농지제도

정비 등)의 종합적 점검과 새로운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8회 실시하여 개방화시대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틀을 구축하는 데 우리 연구원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 다. 또한‘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농어촌 교육여

건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개최 등 농정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의 장을 마련하 다. 

2003~2004년에는 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국제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

마련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 다. 주요 토론회로 2003년에는‘개도국

지위 유지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와‘DDA 협상과 추곡수매가 등에 관한 집중 토론회’를 들 수 있으

며, 2004년에는‘2004년 쌀 재협상 전략 수립에 관한 토론회’, ‘쌀 협상 관련 국민 대토론회(농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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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공동 주최)’등 쌀 협상 대응방안 모색에 집중하 다. 한편, 대외 개방 압력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하여‘과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공동마케팅

조직 발전전략 토론회’,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DDA/FTA 개방화시대

의 농식품 수출확대방안 토론회’등을 개최하 다. 

2005년에는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정의 틀을 새로 정비하기 위하여‘농업·농촌기본

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 ‘친환경농업 발전 대토론회’,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

에 관한 토론회’등을 개최하 다. 이와 함께‘쌀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쌀

수매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하 으며, ‘우유수급조절방안 토론회’를 통해 원유의 수급안정

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 다. 

2006년에는 한·미 FTA 협상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향분석 결과

제시, 협상전략 모색, FTA 협상 완료 후의 농업부문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 다. ‘한·미 FTA 공청회’, ‘한·미 FTA 의의와 향’, ‘한·미 FTA와 한국경제’

등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농업부문의 향, 경쟁력 제고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거대경제권

과의 FTA 추진에 따른 정책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하 다. 한편, 농정 모니터링 및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하여‘농업·농촌종합대책 집행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 으며, 정책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농가등록제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다. 농업정책 중심에서 농촌정책

으로의 정책적 지평의 확대를 위하여‘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에 대한 개발 토론회’, ‘농촌

공간 2020 - 농촌의 미래모습’, ‘도·농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등의 토론회도 개최하 다. 

2007년에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 시장 개방 확대, 소비자의 안전 농식품 수요 증가, 농촌

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 증가 등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선진형 농정으로의 전환

을 위한 활발한 공개토론회 및 세미나를 실시하 다. 주요 공개토론회를 정리하면,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등을 통해 세계 주요

국의 농정 변화와 우리 농정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 으며,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워크숍을 개최하여 농촌정책의 실태와 살기 좋은 농촌공간을 위한 정책 재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 다. 또한‘중국 원예산업의 발저과 대응방안’,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등 국제농업협상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의 장을 마련하 으며, ‘국제곡물가격 상승 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쌀 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등 농정 현안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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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동향분석과 위원회 활동

농업·농촌 환경 변화

시장개방의 진전

연구원이 개원된 1978년은 우리 농업·농촌의 역사에서 큰 변혁의 시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해 2월에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기본방침이 발표되면서 현재까지 30년 동안 개방화시대의

농업·농촌이 전개되었다. 수입자유화 기본방침에 의거해 3차에 걸친 수입개방 조치가 단행되어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이 1978년 54%에서 1982년 75%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해 왔던 GATT 18조 B

항인 국제수지 조항을 1989년 10월에 졸업하고 11조 이행국으로 전환되었다. 8년간에 걸쳐 수입

제한품목 273개를 연차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하 다. 1989년에 발표한‘농림수산물 수입

자유화 3개년 계획’으로 1991년까지 243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이

88.5%에 달하 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이행할 131개‘농림수산물 수입예시계획’을 발표하

으며,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은 1994년 92.3%로 확대되었다.

1984년 국내 소값이 폭락하자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 는데, 이로 인해 쇠고기 수출국들은 1989

년에 GATT 패널에 제소하 고 GATT는 수출국과 쌍무협상을 하도록 권고하 다. 쇠고기 수출국

과의 협상 결과 한국은 1990년부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여 수입물량을 1990년 5만 8천 톤에서

1992년 6만 6천 톤으로 확대하 다. 

GATT 체제 하에서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정립하고자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이 1986

년에 개시되어 7년 후인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다.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의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다. 이행기간인 1995년부터 2004까지 10년간 농산물 관세를 24%

인하하 다.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은 199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수입량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쇠고기도 2001년 이후에는 관세화되었다. 한국은 이행계획서 검증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국의 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수입하는 방식으로 타결되었다.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5(B)에 따라 2004년에 미국 등 9개국과의 협상을 거쳐 관세화 유예를 10

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의무수입 물량과 시중판매 비율을 늘리도록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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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이다. 최초의 FTA는 칠레를 대상으로

1999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 10월에 타결하 다. 타결 이후 과수 농가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립, 피해보상과 관련된 이견 등으로 1년 4개월이 지난 2004년 2월 국회 비준을 받아 4

월에 발효되었다. 

정부는 2004년 3월 칠레와의 FTA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상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 다. 또한 FTA 체결 이후 해당국가로

부터의 수입 증가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을 위해 2004~2010년까지 7년간

1조 2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 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2006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10여 차례 회의 끝에 2007년 4월 최종 타결되

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대상이 된 농산물 수는 1,531개 다. 협상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

던 쌀(구체적으로 HS 세번 분류로 16개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 또는 쿼터를 제공하도록 타결되었다. 

한·미 FTA의 주요 특징은 최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장기간으로 설정

한 것이다. 또한 주요품목 관세인하시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렌지, 포도에 대해 계절관세를 적용하도록 하 다. 

칠레 및 미국과의 FTA 외에 한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 FTA를 체결하 다. 그 외에도

인도, 중국,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일본과 FTA는

2003년 4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농업 비중의 하락과 식량자급률 저하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국민총생산(GNP)

에서 농업생산액 비중이 40%에서 7%까지 감소하는 데 26년이 걸렸는데, 이는 선진국(유럽 5개국 평

균 117년, 미국 92년, 일본 73년)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편이다. 

1960년 이후‘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수출주도형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됨

으로써 경제구조가 크게 변모하 다. GNP나 전체 노동력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상대적 비중과 중요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GNP 비중에서 농업이 서비스업보다 낮아진

해는 1965년이며 광공업보다 낮아진 해는 1973년이다. 고용면에서 농업이 서비스업보다 낮아진

해는 1978년이며 광공업보다 낮아진 해는 198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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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은 공업부문에 노동력을 공급해 주었으며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수

시장 역할을 담당하 다. 공업부문의 노동력 공급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가

197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 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서구화, 외부화되고 다양화, 고급화되어 주식인

쌀 소비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육류 소비가 늘었다. 이와 함께 육류와 사료곡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농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1973년 통일벼 품종의 도입으로 녹색혁명이 시작되어 1977년 주곡의 자급이 달성되었음에도,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식품 소비구조가 달라지면서 가루, 옥수수, 콩 등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농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현행 감소율이 지속되면 2015년

칼로리 자급률은 37%까지 하락하고, 201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0kg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업 경 구조의 변화

1960년대 이후 추진된‘경제개발계획’추진과 공업화 정책으로 농가 인구와 농업 노동력이 비농

부문, 도시지역으로 유출되고, 1978년 이후‘수입자유화계획’추진, GATT BOP 조항 졸업, UR 농업

협상, FTA 체결과 이행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도농소득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 인구와 노동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젊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유출됨에 따라 농업 노동력

의 노령화, 부녀화가 심화되어 농업생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농가인구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1/4로 대폭 줄어 총 인구의 7.1%가 되었으나, 농가구 수는

그에 상응하여 줄어들지 않아 규모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농가 인구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60

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75년 8.8%에서 2005년에는 40.1%로 크게 증가하 다. 농촌은 1998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 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2026년에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 고령화

가 28년 앞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1975년에서 2005년까지 35년간 연평균 6.0%씩

감소한 데 비해, 전체 취업자에서 농업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49.5%에서 7.6%로서 동기간

에 연평균 5.2%씩 감소하 다. 농업취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과잉취업 상태라기보다 고령농의

잔존이 심화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직이 어려운 40대 이상 인력이 농업부문

에 누적되고 고령화되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즉, 농림업 취업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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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비중이 1970년에 6.3%에서 1980년 11.1%, 1990년 23.7%, 2005년 54.8%로 높아지고 있

다. 연령구조곡선(Age Profile Curve)으로 볼 때 1970년 이전까지는 30대 미만이 상당히 존재하는

‘U’자형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젊은 층은 거의 없고 고령층이 비대한‘J’자형 모습으로 변하

다. 결국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공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는 고령농들이 생계형

농에 종사하는 구조로 고착되었다.

농업취업자의 고령화는 농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경 주체인 농가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농업총조사와 농업기본통계를 분석하여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

보면, 1980년대까지는 전형적인‘피라미드’형이었고, 1990년까지만 해도 10대와 50대 비중이 상대

적으로 두터운‘항아리’형이었으나, 2005년에는 60대 비중이 가장 높은‘역피라미드’형이 되었다.

고령농가에 농승계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농가 중 농승계자가 있는 농가비율이 1990년 16.4%에서 1995년 13.1%, 2000년 10.9%(15만 가구)

로 계속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3.6%에 불과하다. 특히 70세 이상이 경 주인 약 31만 호 가운데

농후계자를 보유한 농가는 12,000호(3.8%) 밖에 되지 않아 향후 10년 이내에 많은 농가가 농촌에

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계 학교 졸업생들의 농정착률이 매우 낮아 농업분야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

이다. 연간 10만 명 가량의 농고, 전문대, 농과대 재학생 중에서 졸업 후 농에 정착한 인력이 연간

6.7%인 1,200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신규 귀농인수도

연간 1,200~1,300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업에 매년 4,000~5,000명의 신규 인력 유입이 필요

한 상황이나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유입되고 있다.

농가호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경지면적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여 호당 경지규모는

다소 확대되었다. 농가호수는 1970년을 정점으로 2005년까지 연평균 1.9%씩 감소하 으며, 경지

면적은 1968년을 정점으로 연평균 0.6%씩 감소하 다. 

우리나라에서 농지소유 규모에 따라 농가 계층이 분화되는 이른바 농가의‘계층분화’는 4단계

시기를 거쳐 변모하 다. 1기는 농지개혁 이후부터 총농가호수가 증가한 1967년까지로 0.1ha 미만

세농과 3ha 이상 대농이 증가한 양극 집중 시기이며, 2기는 농가호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1968년

부터 1983년까지로 0.5~1.5ha 사이의 중농층이 늘어난 중농화 시기이다. 3기인 1984년부터 1990

년대 중반까지는 전 계층이 상향 이동한 시기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인 4기에는

양극화가 정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2~3ha 계층의 농가 비율이 감소하여 계층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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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기점이 상승하고 있으며, 0.5ha 미만과 3ha 이상 계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양극화가 명확해

졌다. 중농은 주로 농지를 임차하여 대농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소농은 주로 경

주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농과 대농으로의 양극화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위원회 활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족한 1978년

이래 연구원에서는 1994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와 같은

정부의 중요한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

하 으며, 2002년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 중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

원회에도 연구진들이 위원 자격으로 참

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농정 수립에 많은 향

을 주고 있다. 연구원 개원 이후 정부 및 주요 관련 단체의 중요한 위원회 활동만을 간추려보면 다음

과 같다. 

농업과 관련한 정부의 중요한 위원회 중에서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연구원에서 사무국을 운 하여

위원회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위원회이다. UR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위기 상황

을 극복하고 중장기 농어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농어촌발전위원회(이하 농발

위)’가 1994년 2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운 되었다. 위원회 사무국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설치

되었으며 연구원장(당시 정 일 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위원 겸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 다.

당시 동향분석실장이었던 최정섭 현 원장이 총괄간사를 맡고 정명채, 서종혁, 김명환 박사 등 4명의

연구진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 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명의 인원이 위원회

사무국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 다. 연구원은 사무국으로서 회의의 진행과 내용정리, 보고자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 등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

농발위는 우리 농정사에 있어서 상당한 의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정부도 농어촌을 살리자는

의지를 가지고 농발위 건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농정의 큰 틀을 새로 짜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 다. 또한 투자계획 조정과 농특세 신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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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는 점도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러한 중요한 작업에서 연구원이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 다는 점은 연구원의 30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농정사에서도 그 의미를 중요하게 평가

받게 될 것이다(연구원의 구체적인 농발위 활동내용은 20년사 참조).

수입 유제품의 급속한 국내시장 잠식과 1995년 10월‘고름 우유’파동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국산

시유에 대한 불신으로 낙농산업이 크게 위축되자 한국낙농학회는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낙농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개월 동안 운 하 다. 사무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설치되었으며, 연구원에서는 허 덕 박사

등 4명의 연구진이 간사 겸 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의의 진행과 내용 정리, 보고 및 심포지엄 자료

준비와 최종보고서 발간 등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 다.

낙농제도개선위원회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하 으며, 정부도

낙농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최근에는 낙농업의 오랜 숙원이었던「낙농진흥

법」을 발전적으로 개정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낙농제도개선위원회의

운 에 있어 그동안 연구원이 수행하 던 역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연구원의 구체적인

낙농제도개선위원회 활동내용은 20년사 참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는 2001년 초 WTO 뉴라운드에 따른

새로운 농어업대책을 경제부처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수립할 것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

한 후 그 해 말 법률안이 통과되어 이듬해인 2002년 초에 발족, 운 되기 시작하 다. 농특위는 경제

부처 장관과 소비자시민단체, 생산자단체, 학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 소위원회가 분야별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특위 초기부터 원장(당시 이정환 원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오세익, 김정호, 이동필, 오내원,

박성재, 박시현, 박대식, 김병률, 황의식, 송미령 등 많은 연구진들이 전문위원과 분과위원회, 소위

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 밖에도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분야별로 주제발표를 담당

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발족되었

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지방분산과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

하고 있다. 균발위는 공공기관이전 특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별위원회, 지역혁신전문

위원회, 지역개발전문위원회, 제도운 전문위원회,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송미령 박사가 지역개발전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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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균발위에서 2005년부터 시작한 신활력사업 민간자문위원회에 정명채, 박시현, 김병률, 송미령

박사 등 수명의 연구진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 운 되어 2007년 1월 24일 협동조합 신용, 경제사업 분리 방안에 대해 대정부 건의안

을 마련한 신·경분리위원회(공동위원장: 농림부 차관, 김 철 건국대 명예교수)에도 연구원에서

박성재 박사 등이 참여하여 기여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에 대

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11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1월 24일

(수)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 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최근 운 중인 정부 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의 사회건강전문위원회. 국토

자연전문위원회에 김홍상, 송미령 박사 등 연구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산림정책

평가위원회에 석현덕 박사가,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에는 이동필 박사가, 농림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박대식 박사가, 농림부 자체평가위원회에 이동필, 김병률, 황의식, 김창길 박사 등의

연구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업관측사업

사업추진 배경과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설립

사업추진 배경 및 변천과정

초기 농업관측사업은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부와 관련 유관기관에 의해 주도되었다. 최초로 실시

된 농업관측사업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1월 농업관측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받은 농림부장관은 이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고하 다. 이를 검토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농림부에 농업관측사업의 실시를 의장각서로 시달함으로써 농업관측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이후 1965년 조사업무를 위한 인적 진용이 갖추어진 농협중앙회에 농업관측사업을 위촉하 다.

농협중앙회는 전문가를 초빙하고 중국농업관측자료를 입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또한 국내 통

계자료 정비와 관측기법 개발 등 실질적인 관측업무의 기틀을 마련하 다. 농협이 1966년에 농업관

측사업 실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967년 농림부 농가경제조사원과 농가경제 표본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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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처음으로 15개 작물에 대하여 농가 식부의향조사를 실시하 다.

이후 농업관측을 위한 첫 법률적 토대로「농업기본법(1967)」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관측사

업 시행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었으나 그에 대한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시되지 않아 상

당기간 체계적인 관측사업 시행은 불가능하 다. 

1974년부터 주요 통계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으로써 기존 통계가 정비되고 정확성도

제고되었다. 이로써 농업관측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정부에서 작성하게 되고, 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 정부가 농업관측사업을 인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1974년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1976년 농협으로부터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 농업관측사업이 이관되었다. 이 후 관측유형의

정립과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려 하 으나 1978년 농수산부 직제 개정으로

국립농업경제연구소가 폐지되고 농수산부 농업통계관실로 농업관측업무가 이관되어 농업통계관실

이 작물의 식부의향조사, 식부면적조사, 작황조사, 예상수확량조사 등을 실시하 다. 조사품목은

하계작물인 논벼 신품종, 콩, 땅콩, 감자, 고구마, 참깨, 고추 등 7개 작물, 동계작물인 보리, 쌀보리,

, 마늘, 양파, 유채 등 7개 작물이었고, 김장용으로 무, 배추를 조사하 다. 

수요 및 가격에 대한 관측은 1980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위촉하여 실시하 다.

농수산부의 위촉을 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관측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전문가를

소집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 으며,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과 전문가의 직관에 의한 판단방법을 활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81년부터 단기관측 품목으로 여름작물 벼, 콩, 참깨, 땅콩,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과 겨울

작물 겉보리, 쌀보리, , 맥주맥, 마늘, 양파, 유채 등 7개 품목, 기타작물 김장무, 김장배추 2개 품목

등 총 16개 품목을 조사하 다. 이러한 관측사업 추진은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80년부터 2000년 농업관측센터로 이관될 때까지 진행된 축산관측은 축협에 의해 5개 축종에 대해

실시되었다. 

1990년에 제정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좀 더 상세한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이 법에서는 농업관측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하 으며, 이를 기초로 출하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

았다. 또한 후속 시행령 상에서 구체적인 업무추진 내용을 담았다. 초기 시행령에는 농업관측협의

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계속된 개정을 통해 관측품목, 시행방법·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 다. 이로써 정부에 의해 주도된 농업관측사업은 농업관측협의회를 중심으로 새로

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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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센터의 설립

「농업기본법(1967)」의 후신인「농

업·농촌기본법(1999)」은 그 전 법률

에 비해 좀 더 상세한 세부 규정을 갖

고 있었으나 관측사업 시행을 위한 구

체적인 내용을 후속 시행령·시행규

칙에 담고 있지는 못했다. 그에 반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은 법

률 제정 이후 후속된 시행령 개정으

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0)」은 후속 시행규칙으로 관측사업 세부시행 방안

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농어

촌발전특별조치법(1990)」에서 농업관측 및 관측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 고, 관측품목에

대한 언급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5. 7. 8 농림수산부령 제1200호)에서

최초로 6개 채소품목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후 1999년에 개정된 시행규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1999. 12. 31 제1354호)에서 채소 6개 품목, 과일 3개 품목, 축산 5개 품목까지

확대되었다. 

1995년부터 농업관측업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안기금 지원을 통해 운 토록 하 다.

1996년 9월부터는 매월 농업관측협의회를 개최하여 관측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동향과 전망을

분석, 관측월보를 제작·배포하고 공중통신망을 통해 홍보하 다. 이를 통해 관측정보의 신속하고

정기적인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관측정보의 일관성 확보와 수시이용 및 의견교환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업관측사업은 농림부 채소과에서 채소수급 안정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주관되었고, 품목별 농업관측소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년 단위로 보조금

을 받아 채소과를 대신해서 운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와 같이 주관부서와 운 기관이 구분된

상태에서 업무협조 미흡, 모호한 책임한계 등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수매(또는

수입)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책임까지 져야하는 사업부서인 농림부 채소과에서

농업관측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생산자단체인 축협이 축산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객관성’원칙

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농업관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관측사업은 중복투자 문제, 가공정보 부족, 객관성 결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288



정보분산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고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

었다. 문제 자체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강력한 지휘·조

정기구인‘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이었다. 농업관측위원회 구성원으로는 농림부(원예특작국장,

축산국장, 통계정보관 및 식량정책심의관), 기상청, 농촌진흥청을 위시해서 각 자료생산기관의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관측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각 기관에 대해 적절한 업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위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동시에 이들 기관이나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했다. 그리하여 농업 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법률에

의해‘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 다. ‘농업관측전담기관’은 농림수산 관련기관이 생산한 1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관측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관측사업의 추진을 위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에 의해

구성된 농업관측협의회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0)」에 의거하여 농업관측

심의위원회로 격상되어진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7조 1항에 의거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되게 된다. 이후「농림부훈령」1033호에 의거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게 되고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로 설치된 농업관측센터는 무·배추·고추·마늘·양파·

파 등 채소류 6개 품목에 대해 재배의향, 파종면적, 작황, 예상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가격동향

등을 조사·분석·분산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적정한 양을 재배·생산·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 이후 관측 대상 품목에 채소류 6개 외에 사과·배·포도 등 과실류 3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한육우·젖소·돼지·산란계·육계 등 축산 5품목은 축협으로부터 2000년에 이관 받게 된다. 이후

계속된 품목확대를 통해 2002년까지 채소, 과일, 과채, 축산 총 26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농업관측정보는 관측월보와 농업·농촌경제동향 등 인쇄매체를 통해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등에 보급되었으며, 부가적으로 농업전문지 또는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기도

하 다. 또한 농업관측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와 ARS 등도 활용되었다. 농업

관측센터의 조직구성은 2000년까지 채소관측팀, 과일관측팀, 과채관측팀, 축산관측팀의 4개 품목

팀과 계량경제분석을 위한 농업전망팀으로 구성되어 5팀 체제로 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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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관측품목 확대추이

2006년도 이후 연도별 관측품목 확대추이

농업관측센터는 월보중심의 관측정보생산 및 배포 외에 중장기 전망을 위해 1999년 설립이후

매년 1월에 농업전망 발표대회를 개최하 다. 또한 농업관측사업 초기에는 외부용역사업을 통해

농업관측정보화를 시범적으로 구현하 다. 1999년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연구(농림부

용역과제)를 통해 농산물 유통정보의 흐름과 활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 구축(한국전산원 용역과제)과 2001년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

구축(한국전산원 용역과제)사업을 통해 농업관측정보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 다. 

농업관측정보센터로의 개편과 발전

농업관측센터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확대와 이관을 실시하여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 다. 그러나 관측업무는 종이조사표와 전화조사방식에 의존하 고, 이에 디지털화

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업관측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2002년

농업관측센터는 농업관측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전망팀을 확대 개편하여 농업정보화팀

을 신설하 다. 이후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 구축, 조사자료·유관기관자료 관리 등을 위해 농업

관측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농업관측 업무를 구현하게 되었다. 또한 각 품목담당자

가 관리하던 품목별 개별계량경제모델은 품목관측계량모형인 KREI-COMO모델과 총량모형인

KREI-ASMO모델로 이원화하여 발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체재와 보완재 등의 품목 간 향력을

체계적으로 반 한 관측정보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위주의 관측에서 벗어나 수출입과 소비

자부문에 대한 고려도 확대되었다. 특히 농업인의 오랜 바람이었던 쌀관측을 위해 2006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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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측 시범사업을 실시하 고, 이후 2007년 정식으로 쌀관측팀을 신설하 다. 쌀관측팀은 2008

년도 대두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곡물관측팀으로 확대·개편되었다. 

2002년 26개 품목으로 고정된 관측품목 수는 2006년 풋고추, 2007년 쌀 품목 추가로 2007년 현재

총 28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농업관측정보센터는 현재의 6개 팀 체제로 구성·운 되고 있다.

농업관측정보센터 조직도

농업관측정보센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연구센터 중 하나이며, 각 팀별로 외부

품목전문가를 중앙자문위원회와 지역자문

위원회로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센터 내의 6개 팀은 각각 품목 5개 팀과 1개

농업정보화팀으로 구성된다.

중앙자문위원은 농림부, 유관기관 담당자

나 생산자, 유통업자 등으로 구성되며, 통상 월보 발행 전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중앙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지역자문위원은 산지 생산자와 관련조합 담당자, 지자체 농담당자

들로 구성된다. 지역자문회의는 산지출장 시점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개최되며, 이를 통해 산지

동향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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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사업의 목적

농업관측정보는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농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홍보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 가격 그 밖에 농업에 관련된 제반사정에 대한 미래

의 사항을 예측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예측된 사항을 농업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홍보함으로써

농산물수급과 가격 안정을 기하여 적정가격이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생산자나 소비자를 동시

에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가 없는 능률적인 농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농업관측정보의 확산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대상 관측품목의 수급과 가격전망을 매월 발표하고 이를 월보형태의 인쇄

물과 디지털파일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특성으로 인해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는데, 축산관측팀의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와 쌀관측팀의 쌀은 분기

보로 제공하고 있다. 월보는 각 품목특성과 업무소요 등을 고려하여 채소관측팀은 매월 1일, 과일

관측팀과 과채관측팀, 쌀관측팀은 매분기 또는 매월 10일, 축산관측팀은 매분기 또는 매월 25일에

발간·공표하고 있다. 그 외에 수확기 등에 발행되는 주산지 속보는 쌀(수확기 1~2회), 고랭지

무·배추, 마늘, 양파(7~10월 중 월 1~2회) 등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급변하는 수확기 산지동향을

반 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 전망을 위해 분기동향을 알려주는‘농업·농촌경제동향’과 매년 1

월 실시되는 농업전망 발표대회에서 장기전망을 제시하는‘농업전망’등을 발간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월보발행 부수는 연간 총 857,000부이며, 월보요약 포스터는 총

3,000부가 발행되어 농업기술센터 및 도매시장 등에 배포·공개되고 있다. 또한「농업·농촌경제

동향」은 매 분기 500부씩 농업유관기관과 관계자에게 배포되고 있다. 이렇게 배포되는 농업관측

정보는 주요 농업전문지 등의 지면을 통해 재배포되는데 1999년 76건이었던 보도는 2007년 562건

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 외에 중앙일간지와 방송을 통한 농업관측정보 분산도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2006년 이후 농업인의 이해 증진을 위해 컬러 관측보의 제공을 시작하 으며 활자

크기 및 각종 도형과 내용의 배치도 재구성을 하여 농업인과 농업관계자들에게 편리한 관측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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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과채, 과일, 쌀, 축산관측 월보

농업관측정보시스템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관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농업

관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은 조사 및 조사자료 저장을 위한 농업관측

웹조사시스템, 유관기관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 그리고 농업관측

센터 홈페이지로 구성된다.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은 1999년 이후 연차적으로 진행된 복수의 정보화

사업이 축적된 시스템체계이다.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은 2002년까지 외부 용역과제를 통해 기초를 마련하 으며, 2003년부터 본격

적으로 출연금 형태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재의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2004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농업관측 정보화사업으로는‘PDA를 활용한 산지정보

수집체계 개선사업’, ‘GIS를 이용한 관측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 ‘물류 및 저장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사업’등이며, 각 사업은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현재의 농업관측정보

시스템 내에서 통합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은 관측업무과정에서 인력의

감축과 효율적인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실시간 자료수집 및 조사오류 최소화 등의 역할을 수행

했다.

농업관측웹조사시스템은 2000년 구축된 구)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이 개선된 시스템으로

농업관측 조사와 관련 조사표 및 조사결과 관리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화조사원 조사,

메일조사, PDA조사, 온라인 FAX 조사방식을 웹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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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에 의존하던 형태를 웹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효율과 신속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조사 중 실시간으로 조사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품목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관측웹조사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대상은 조사표본, 모니터, 소비자, 저장업체

등이다. 2007년 현재 농업관측표본농가는 13,491농가이고, 1,792명의 국내 모니터, 44명의 해외

모니터 1,473개의 저장업체 표본을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표본은 주요 5대 도시 소비자 1,149명

이다.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은 2001년도에 구축된 구)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이 개선된

시스템으로 농업관측을 위한 유관기관 통계 및 가격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2005년 이후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 중국농업부 정보중심 등과 자료공유를 실시 중에 있다. 2007년 현재 기초

자료(가락시장가격 외 24개 콘텐츠), 관측통계정보(가락시장 가격 및 반입량 외 11개 콘텐츠), 지리

분석정보(생산정보 GIS 외 2개 콘텐츠) 등 3개 방식으로 총 40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유관

기관자료는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의 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30대 도매시장 가격·

반입량 자료 및 농업통계, 소매상 POS자료 등이 있다.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는 2002년 오픈하 으며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온라인 서

비스로 농업관측사업 소개 및 농업관측정보(월보, 분기보, 연보(농업전망), 농산물 일일거래동향

등) 등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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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로는 농업관측메일서비스(KREI iZINE 웹메일 서비스), 농업관측알림서비스(휴대폰

단문(SMS) 서비스), e-농업관측 서비스(요약속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 하반

기부터 농업전망 행사등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전망대회 참석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농업

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인원수는 2005년 70,796명에서 2007년 88,93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가서비스로는 2007년 현재 e-농업관측 35,731명, 농업관측알림서비스(휴대폰 단문(SMS)

서비스) 1,314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메일(KREI iZINE 웹메일 서비스) 123,648명이 서

비스를 받고 있다.

농업전망 발표대회의 발전

농업전망 발표대회는 농림업 부문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

전망하기 위해 매년 1월 개최되어 왔다. 1998년 1회 대회 당시 원내 대강당에서 150여 명의 소규모

참석자로 시작한 전망대회는 4회 때 천여 명이 참석하는 농업계 최대의 행사로 발전하 으며 2007

년 대회는 1,600여 명이 참석하고 총 30여 개의 주제가 발표되는 큰 대회로 성장하 다. 

농업전망 발표대회 참석자 성향을 보면 농업인과 지방공무원(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지방

자치단체) 등 농업현장 전문가의 참여비중이 높으나, 지속적으로 농기업체, 농업단체 그리고 중앙

부처 공무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농업전망 발표대회가 농업계 전체의 관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전망 발표대회 연차별 참석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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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발표대회 연차별 참석자 성향변화

농업전망 발표대회는 매년 품목별 전

망 외에 해당연도의 주요 현안을 다루어

왔다. 이를 통해 향후 농림업 부문 변화

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농림업 생산자,

소비자, 정부와 농림업 관련 종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농업인 지

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전망 발표대회는 단순한 발표대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

라 농업계 담당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열린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

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전망 발표대회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이라

는 농업관측사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농업관측계량모델 KREI-ASMO, KREI-COMO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95년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부문 연간 전망모형인

KREI-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델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를 반 하고 있

다. KREI-ASMO를 보다 견고한 모형으로 유지·발전시키면서 그 신뢰도와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각 변수를 갱신·수정하고 있으며, 농업전망 발표대회를 통해 장기 전망치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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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위해 매년 개별 품목 모듈 내의 행태방정식 및 경지배분모형 등을 모두 재추정하고, 모

형 구조가 이에 적합하도록 갱신하고 있다.

KREI-ASMO가 총량모형이라면 각 품목의 전망치 산출을 위해 좀 더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게 되

었는데 이것이 바로 농업관측 품목모형인 KREI-COMO(Commodity Model)이다. KREI-COMO는

관측사업 대상 품목의 수급 분석을 위해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갱신, 운용되고 있는데 예측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자료의 정리에서부터 모형의 수정·변경, 예측결과의 평가가 매

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REI-COMO는 매년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모수들이 재추정되고

있다. 이는 모형의 예측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함수 형태를 수정함으로써 경제이론과 생산·소

비 실태를 반 할 수 있는 변수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KREI-ASMO와 KREI-COMO로 이루어진 농업관측모형의 개선을 위해 미국

미주리대의 FAPRI 모형 등 해외모형을 연구하고, 현실 설명력과 관측모형의 정 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연구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관측사업 평가와 비전

농업관측사업은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품목전망을 담당하는 인력의 안정성과 관측품질 개선을 위한 정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관측정보센터는 1인 1품목 담당자제의 정착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직무 안정성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위성정보와 전자태그(RFID) 등 최신 선진기

술을 농업관측업무 과정에 활용하도록 정보화역량을 강화하고, 총량과 품목으로 이원화되었던 관

측계량모델도 KREI-ASMO로 일원화하여 품목 관측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업관측사업 평가

농업관측사업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산 및 출하조절 유도를 위해 과다재배 의향조사시 경고

성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재배면적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산지농협, 산지유통인, 도매상, 소매유

통업체의 저장, 출하, 거래교섭에 직접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농축산물 수급안정사업의 산지폐기, 출하품질규제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 및 공급 대책 추진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대농민 교육·지도에 활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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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농축산물 수급안정 사례로는 2002년도 대파의 과잉생산 억제를 위해 대파 전국협의회의

출하조절 및 산지 폐기를 유도한 사례로서 산지 폐기시점 및 폐기량 결정에 관측정보가 활용되었다.

그 외에도 2005년 양파 과잉생산 예측에 따른 자율감축 및 수확기 가격안정 대책 추진 그리고 동년

애호박 출하량 증가에 따른 산지폐기와 출하억제로 산지가격 안정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

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측사업 과정에서 인력문제 해결, 계량모델 개선, 정보화 기술도입 등의

다양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11월 초에 시행된 농업관측정보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농가 68%, 농업관련기관 종사자 97% 수준이며, 특히 품목군 중 축산은 82%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는 관측정보를 농업관측지(37%), 농업전문지(33%), 인터넷(9%), E-

mail(1%), 기타 기관 및 방송(20%)을 통해 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인쇄매체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접하게 된 관측정보는 농가의 농 의사결정에 활용되며, 농업관련기관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농

지도와 업무·보고 자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농업관측정보 입수경로

관측정보의 신뢰도는 농업인(신뢰한다 39%, 보통수준 54%, 신뢰하지 않는다 7%)보다 농업관련

기관 종사자(신뢰한다 71%, 보통수준 28%, 신뢰하지 않는다 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관측정보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농업인의 37%, 농업관련기관 종사자의 57%가 개선되었

다고 답변하고 있다.

관측품목에 대한 조정의견으로는 상추를 비롯한 시설작물, 콩, 약용작물 등에 대해서는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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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으며 파, 수박, 호박 등에 대해서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가 지역

별(주산지별) 물량 및 판매가격, 주산지 포전거래 동향 및 수출입 정보를 포함하고, 농회나 작목

반 단위로 제공되길 요청하고 있다. 

중장기 비전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농업관측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통해 정보의 수

집·분석력과 예측력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현재 센터의 사업목표는 첫째, 신

뢰도 높은 농업관측정보의 생산 둘째, 농업관측정보의 활용도 제고이다. 이를 위해 제1기 아날로

그 관측사업(1999~2002)과 제2기 디지털 관측사업(2003~2007)에 이어 위성 정보와 전자태그

(RFID)정보를 활용한 제3기 관측사업(2008~2012)을 준비 중에 있다.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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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등 첨단기술 적용

⊙ 관측모형 확충

⊙ 관측대상품목 확대

⊙ 관측정보시스템 첨단화

⊙ 관측정보확산 체계 선진화

⊙ 관측요원 정예화

관측품질 고도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농업관측



관측품목 확대 계획(안)

또한, 관측품목 분석력 강화를 위해 농업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품목담당자는 현재 2개 품목

씩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는 1인 1품목 담당제로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품목당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것도 품질 높은 관측정보 생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담당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관측정보센터는 품목담당자의 확대와 직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림부

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농업인의 요구를 반 하여 관측대상품목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9년부터 농업관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래 관측품목수가

당초 9개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최대 46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농업관측사업이 질적

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연구를 준비 중이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앞으로 관측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측기법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원격탐사와 전자태그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위성을

활용한 농업관측은 미국(USDA), 유럽(MARS), 수산관측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 위성사진

의 범용화와 국적위성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전자태그 기술의 경우

생산이력제 등 제한적인 역에서 사용되다가 전국적인 규모의 실시간 물류정보 수집체계 구축으

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관측품질 재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빈번해지는 기상재해와 주산지 이동과 관련해서도 위성정보와 실시간 물류정보의 활용도

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정보와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류정보를 활용함으

로써 표본조사나 출하의향조사와 같은 조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북한, 중국 등 해외산지

관측능력을 향상시켜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관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5년

간 위성을 활용한 농업관측기법 연구와 전자태그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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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2010년 이후)단기(2008~2009)

대두

1

보리

시금치

자두, 참다래

멜론, 상추(시설), 파프리카, 가지

오리, 벌꿀, 사슴

느타리, 양송이, 장미, 국화, 인삼, 녹차

17

구 분

곡물

채소

과일

과채

축산

기타

대상

품목

품목수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관측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농업관측정보

시스템의 공개·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관측 웹조사시스템이 그동안 보유한 관측

조사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연구에서 관측자료가 활용하고, 좀 더 나은

관측기법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의 일반 공개를 확대

함으로써 농산물을 생산·거래하는 농업인과 유통인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REI-ASMO와 KREI-COMO는 총량과 품목이라는 각각의 거시적·미시적 전망에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 으나 이원화된 모델 방식으로 전망치 제시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이를 해결하고 일관성과 신뢰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KREI-ASMO 내에 KREI-COMO를 통

합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BARE) 등과 협력하여 농업부문 일반균형이론(CGE) 모형을 구축하여 농업내외부의

충격이 농업내부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실시간 물류정보) 기반 구축 시스템

제2편 정책지원과 연구지원 활동 301

농업관측 출하의사 결정 유통명령

저장시설 반출입량 정보 산지 출하량 정보 소비자 반입량 정보



임업관측사업

태동기

임업관측은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임산물 시장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전망하여 신속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농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농가들은

관측결과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시장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임산물의 수급이 안정될 수 있다.

임업관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산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은 분산되어 이용하기에 어려웠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임산물의 과잉 또는 과소생산

으로 산주를 포함한 생산농가의 임산소득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다. 임산물의 생산·유통·가

공·수출입·가격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함과 동시에 DB를 구축하고 분석한 다음 그 결과물

을 분산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임업관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중국의 밤 산업동향(2002)’를 통해 당시 생산액이 연간 2,300억 원, 수출

이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밤산업의 발전과 중국 밤에 적극적인 대응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산, 유통, 가격, 수출입 동향에 관한 장단기 관측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단기소득 임산물관측연구(2001. 4~2003. 3)’를 통해

임업관측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관측사업의 체계 및 임업관측사업 실시요령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 가운데 가장 큰 소득 작목인 밤부터 관측사업을 실행하고 차

후에 표고버섯을 포함한 임산물관측사업을 산림청에서 매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건의하 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산림정책연구실에서 밤을 대상으로 2003년 5월 15일 처음 관측

월보를 발행하여 임업관측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관측품목의 확대

임업관측사업은 2003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밤 1개 품목, 2004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밤과

표고버섯 등 2개 품목, 2006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밤, 표고버섯, 떫은 감, 대추 등 4개 품목을

관측하는 등 관측품목과 예산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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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03년 5월 15일 밤 품목을 대상

으로「임업관측」창간호가 발간되었

다. 월보는 5월, 7월, 9월, 11월 15일

에, 8월과 10월에는 속보가 발행되는

등 연간 총 6회의 임업관측보가 발행

되었다. 당시에는 총 6,000부(매월

1,000부)를 발행하기로 계획하 으나

7월부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0부를 늘린 총 8,000부를 발행하여 배포하 다. 동시에 임업관측

보에 대한 재배자 의식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9월호에 게재한 바 있다.

2004년에는 표고버섯이 관측품목에 추가되면서 밤과 표고버섯 등 2개 품목에 대해 관측사업을

실시하 다. 밤 관측에 대한 수요 증가로 3월에도 월보를 발행함으로써 발간횟수는 연간 총 6회에서

7회로 늘어났다. 표고버섯 관측월보는 12월, 1월, 2월을 제외하고 매달 15일에 발행하여 연간 총 9

회를 발행하 다. 관측횟수와 관측품목의 확대 그리고 수요의 증가로 월보의 발간 부수가 증가하

는데, 처음에는 월보를 총 24,000부를 발행하 으나 총 3,000부를 늘린 27,000부를 발행하여 배포

하 다. 즉 밤(연 7회): 10,500부 예정→13,200부로 2,700부 증가, 표고버섯(연 9회): 13,500부 예정

→13,800부로 300부 늘려 발행·배포하 다.

2005년에는 밤과 표고버섯 등 2개 품목에 대해 관측사업을 실시하 으며 밤 및 표고버섯의 관측

결과에 대한 월보 발행을 40,000부로 예정하 으나 2,400부를 늘린 총 42,400부를 발행·배포하

다. 즉 밤(연 7회): 17,500부 발행예정→19,900부로 2,400부 증가, 표고버섯(연 9회): 22,500부 발행

예정→22,500부 발간하 다.

2006년에는 기존의 밤과 표고버섯에 떫은 감, 대추 등 2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되어 총 4개 품목

에 대해 관측사업을 실시하 다. 밤 관측월보는 연간 총 7회(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월보를, 8

월 및 10월에는 속보를 발행)를 유지하 고, 표고버섯은 연간 총 9회에서 8월을 제외한 총 8회(3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로 조정되었으며, 떫은 감 및 대추는 연간 총 4회(8월, 9월,

10월, 11월) 발간하 다. 관측월보 발간 부수는 월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품목의 확대로 총 53,000

부를 발행하여 배포하 다. 즉 밤(연 7회): 21,000부(매월 3,000부), 표고버섯(연 8회): 24,000부(매월

3,000부), 대추 및 떫은 감(연 4회): 8,000부(매월 2,000부)를 발행하 다.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생산, 유통, 기술, 정책, 수출입 등에 관해 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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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중앙자문위원회 14~15명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 자문위원 및 통신원이 23~43명, 표본농

가는 250~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가 있다. 연령, 경력, 학식,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선

정하여 운 하고 있다. 현지 방문 및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조사한 다음 매달 9일 전후에 중앙자

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월보를 발간하고 있다.

임업관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각 품목별 관측월보 발행과 함께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물을 게시한다. 또 전문지 및 언론(TV, 방송) 등을 통해 관측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정보의

분산체계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년 농업전망대회를 통해 밤과 표고버섯에 대한

연차전망을 발표하 다. 임업관측에 대한 산주 의식조사결과, 밤 및 표고버섯 연차 전망, 당해연도

사업결과와 차기연도 추진계획 등을 담은‘임업관측사업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임업관측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우리 연구원은 처음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업관측사업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임업관측사업에 대한 산주의식조사 결과 임업관측을 통해 산주에게는 생산과 관련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산주로부터는 현장의 동향과 문제를 파악

하여 산림청의 정책수립에 조언을 하는 등 현장과 정책수립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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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단계

가공분석단계

분산단계

관측월보 초안 작성
(매월 5~8일)

표본 농가조사
(매월)

지역자문위원
조사(매월)

지역자문회의
(필요시)

자료 수집
(수시)

중앙자문회의 검토
(매월 10일 전후)

관측월보 보완 및 인쇄
(매월 11~13일)

배포 및 인터넷 게시 홍보
(매월 15일)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향후 임업관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품목별 최신 해외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네트

워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앙자문위원회-지역자문 및 통신원-표본농가로

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수급모델을

개발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WTO/DDA, FTA 등 국제무역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측대상의 품목 수를 확대시킴으로써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와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림기술관리센터 활동

설립배경과 추진경과

사업추진배경 및 변천과정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급변하는 국제적 여건변화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

하지 않았으며, 1986년 마련된‘농어촌종합대책’에도 개방화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 다. 그러나

1993년 12월 UR농업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농업의 위기의식은 한층 고조되었다. 시장개방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도 확산되기

시작하 다.

이를 반 하듯 1994년 6월에 마련된‘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상위 목표로 삼았다. 그 달성방안으로는‘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생산기반 정비와 지

원제도 개선 등 농업의 하부구조 개선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1994년부터 10년간 4,650억 원을 기

술개발에 투입하기로 결정하 다. 이에 근거하여 같은 해 8월 농림수산부는‘농수산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 으며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한국식품개발연구

원 등은 각 소관분야별로 예산을 요구, 연구개발 사업비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마침내 농림수산기술

개발사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1998년 4월 수산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명칭이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업 초기의 법적 근거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었다. 동법 제10조의 2는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을‘농림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규정하 다. 또

1998년 1월에 마련된‘농업기술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은 사업의 목표를‘국제화·개방화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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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갈 수 있는 농업기술력의 확보’로 설정하 다. 이처럼 사업목적과 목표가 거시적이고 웅대하

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예산)비는 500억 원 내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 다.

2000년부터는 사업추진의 근거조항이 한시법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농업·농촌기본

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는 이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 사업이 기본농정

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주요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농림기술관리센터(ARPC)의 설립 및 성장

시행 초기에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체계는 분산형 체계를 특징

으로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연구기획·관리·평가·집행 등을 분야

별 소관 부·청과 연구기관이 각각 나누

어 추진 및 관리하 기 때문이다. 연구과

제의 접수경로도 매우 복잡하 다. 현장

애로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3청, 연구기관이 각 시·도를 거쳐 과제를 접수하 으며,

첨단기술개발분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와 3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다. 접수된 연구과

제는 기존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를 거쳐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1994년 5월 발족)에서 심의

한 후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해 확정되었다. 그러나 연구과제가 확정된 이후 연구협약의 체결, 연구

결과의 제출 및 평가, 연구성과의 활용,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등이 다시 소관 부·청, 시·도

또는 관련기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추진 및 관리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이와 같은 분산형 사업관리체계는 예상대로 시행 첫해부터 난관에 봉착하 다. 우선, 농정의 방향

에 부응하는 일관성있는 기술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

다. 또 각 시·도가 급히 접수한 연구과제 계획서는 부실한 경우가 많았고 분야별·지역별로 연구

과제가 할당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농과계 대학교수들과 농업인 단체의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이에 농림수산부는 농업구조정책국이 사업관리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부내에 연구개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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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설하기로 하 으며, 별도로 연구개발사업을 전담 관리할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 다. 특히, 연구관리전담기구 설치방안으로는 ▷농림수산부 산하에 평가관리전담기관 설치

▷정부출연기관의 부설기구로 설치 ▷농촌진흥청 내에 평가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3개 대안을 검토

하 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설기구로 연구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부설기구인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ARPC) 설치를 의결하 고, 마침내 1995년 9월 27일 동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설립초기 조직은 소장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비상근)와 2실(기획평가실·관리운 실) 4팀(기획팀, 평가팀, 조성과, 운

과)으로 구성되었다. 정원은 10명이었는데 여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6명, 타기관(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각각 1명씩 4명을 지원하여 총 20명의 직원을 확보하

으며, 사무실 위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이었다.

농림수산분야 연구관리전담기구인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의 설립은 당시 과학기술처가 한국과학

기술원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를, 상공자원부는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기술관리본부를

각각 연구관리전문기구로 설치 운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결정은 아니지만 당시까지

연구개발분야에 별다른 소관업무가 없었던 농림수산부의 입장에서는 사업관리체계를 농림수산부

로 일원화하고, R&D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는 설립 초기에 농림수산분야 유일의 R&D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시 과학기술처 소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이었던 과학기술

정책연구소(STEPI)의 관리체계가 큰 도움이 되었다.

사업의 하위 R&D프로그램의 증가나 조정에 따라 ARPC의 업무량도 많이 증가하 다. 하위 프로

그램으로는 1997년에는 농정차원의 시급성 과제를 지정하여 추진하는‘기획연구과제’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는‘농업인개발과제’가, 1998년에는‘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가

각각 신설되었다. 또 1997년 말에는‘농업기술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 및

전문작업단이 대대적으로 가동되기도 했다. 1998년 9월에는 농림부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을 주관하여 개최하 으며, 1999년에는 성과관리과를 신설하 고, 농림

기술(사이버)복덕방을 개설하기도 하 다. 그러던 중에 해양수산부의 출범으로 1998년 수산분야를

이관함에 따라 기관명칭이‘농림기술관리센터’로 변경되었다. 2007년 말 현재 조직은 2실(기획평가

실, 관리운 실) 7팀(혁신전략팀, 기획예산팀, 평가협약팀, 성과확산팀, 관리팀, 운 팀, 정보지원

팀)으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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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사업의 목적 및 중점추진 방향

농림기술개발사업은‘산업화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

을 성장 동력원으로 하는 농림 생명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농산업체 등 민간의 기

술개발역량 강화와 세계 일류의 고부가가치 농림산물·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 우수 기술

력 확보’라는 비전을 제시하 다. 이는 2000년「농업·농촌기본법」의 발효에 따라 농림기술개발

사업이 계속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2004년 수립된‘농림과학기술 중장기 기본계획’과 2006

년 수립된‘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마련된 사업 목표이며 비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 방향(전략)은 1998년 수립된‘농업기술개발 중장

기 기본계획’에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묘사되었다. 즉, ▷경쟁력확보를 위한 신품종개발 및 첨단생

산·재배기술 개발 ▷농업을 종합생물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환경 및 자원보전형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가공·저장·유통기술 개발 ▷산림자원의 이용·보전 및 새로운

용도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 및 정보기술 개발 ▷통일대비 북한농업 공여기술 개발 등 7

대 전략이 그것이다.

이후 2004년 수립된‘농림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세부실천계획’과 2006년 수립된‘농림기술개발

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에서는 제2기 사업기간에 적용될 다음과 같은 실천전략이 마련되었다.

첫째, 산업화 위주의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연구과제는 산업체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산업화·실용화 기술개발로 연구목표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일류의 고품질·고부가

가치 농림산물·식품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과제는 공모형태에 따라 기획과제(정부지정형)와 일반과제(자유응모형)로 구분하되,

개발될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셋째, 기술의 분류는 품목이나 학문체계 등 경직화된 분류를 사용하기보다는 대내·외 환경변화

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분류방식을 채택하되, 기술의 수요 및 기술개발 동향

에 따라 새롭고도 다양한 첨단기술분야를 융통성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예측과 기획을 실시하며, BT·NT·IT 등 첨단 분야의 기술

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 과제군을 체계적으로 그룹화하여 연구사업

단 과제로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체계, 사업지원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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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농림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역할배분 원칙을 확립하고 해당 사업 역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사업간, 과제간 중복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사후에도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과제는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유형

사업 초기에는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심이었던 사업유형이 1997년 이후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

연구과제, 농업인개발과제, 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등이 추가되면서 하위 사업유형이 5개

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각 하위사업 간의 차별화가 다소 미흡할뿐만 아니라 명칭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림부는 2004년 중장기계획에서 하위사업을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술개발

사업, 농산업기술개발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재편하 으며 연구사업단 과제를 핵심전략기술개발

사업 하위에 배치하여 중규모 수준의 연구과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다시 개편(2006)하여, 2007년부터는 하위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고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정부 지정에 의한 기획과제와 자유응모에 의한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현장 5개 분야(경종, 원예, 축산, 임업, 수산), 첨단 11

개 분야(현장 5개 분야에 가공, 유통, 생산기반·기계화, 생명공학, 자원환경, 경 정보 등 6개 분야

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추진하 다. 이후 수산분야를 이관하고, 자원과 환경분야를 분리하 으며,

생산기반을 자원분야에 통합함으로써 다시 11개 분야로 재편하 다.

이 11개 분야의 분류체계는 약 10년간 운용되어 왔다. 농학계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분야가 되었지

만 분류기준이 품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가 혼재되어 있어 평가를 위한 전문가 분류기준으로는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연구분야 공모를 위한 분류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제2편 정책지원과 연구지원 활동 309

2004 이전

현장애로

농 업 인

첨단기술

기획연구

벤 처 형

2005 ~ 2006

핵심전략
(10억 원/5년)

현장적용
(10억 원/3년)

농 산 업
(5억 원/3년)

2007 이후

기획과제
(50억 원/5년)

일반과제
(10억 원/5년)

사업유형 및 지원한도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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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에 농림부는 2006년에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면서 농정차원의 주요 이슈이자, 연구성과의

활용 역을 기준으로 크게 4개 분야(고품질·친환경·고부가가치, 생명공학·생명자원, 농기자재,

가공·유통)의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업추진주체별 역할분담

농 림 부

사업총괄/중장기계획 수립

기술개발관리감독/재원마련

농림기술관리센터

사업기획/공고/과제선정평가

과제협약/진도관리/성과평가

성과관리/성과확산/사업화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팀 관리/운

선행기술 조사/분석

연구과제수행/자원활용

연구성과확산/실용화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연구참여기업/기술실시기업

산학연 연구개발참여

연구성과 사업화/수행

평가위원회

연구과제검토 및 선정평가

연차 및 최종, 성과평가

전문위원회

사업전담관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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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관리체계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지정공모)과제 및 일반(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농림부)

○ 인터넷/신문 공고 및 홍보(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농림기술관리센터)

○사전검토·평가/공개발표평가(농림기술관리센터)

○ 과제선정: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농림부)

○ 연구협약: 농림기술관리센터/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비 서면평가/산학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 구성(농림기술관리센터)

○ 미진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농림기술관리센터)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공개발표평가 실시(주관연구기관/농림기술관리센터)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기관)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주관연구기관/농림기술관리

센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주관연구기관/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사이버시장을 통해 개발기술의 산업체 이전 촉진

(농림기술관리센터) 

○ 기술실시계약/기술료징수·관리(주관연구기관/기술실시기업/농림기술

관리센터)

○ 우수과제 설명·발표회 개최/전시·박람회 출품/농업과학기술상 시상을

통한 연구성과의 홍보(주관연구기관/농림기술관리센터/농림부)

과제발굴·기획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신청·접수

과제선정·연구협약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개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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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과 성과

사업추진실적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된 연구과제는 단기 실용화·산업화부문

기술을 중심으로 총 3,902과제에 5,093억 원을 지원하 다.

2007년 분류기준에 따라 세부지원유형별 지원현황을 보면, 정부지정과제인 135과제의 기획과제

에 843억 원, 자유응모과제인 일반과제에 3,890과제에 4,681억 원을 각각 지원하 다. 2007년에는

계속과제 223과제(243억 원)와 신규과제 123과제(188억 원) 등 총 346과제(431억 원)를 지원하 다.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실적

단위: 과제, 억 원

사업추진성과와 대내외 평가

사업추진성과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다양한 형태로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의 목표와 주요활용 역을 기준으로 크게 산업체활용, 농현장활용, 정책반

및 농업인교육지도에의 활용 등 3가지 활용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활용의 매개체 또는 부가성과

라고 할 수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나 논문 등이 기타 주요성과로 분류될 수 있다.

2007년 말 현재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총 3,320과제이며, 이

중 약 64.4%인 2,138과제가 위의 3가지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1,182과제는 아직 실용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적절한 활용 역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과제이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성과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성과의 대표적인 성과지표 중의 하나인 특허 등 지적재산

권은 2,017건이 출원되어 1,439건이 등록되었으며, 국내외 논문발표는 7,500여 건에 달하는 연구

개발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합 계1994~2006 2007

과제수 금 액 계속과제수 금 액 신규과제수 금 액 과제수 금 액

3,902

114

3,788

5,093

685

4,408

223

24

199

243

70

173

123

21

102

188

88

100

4,025

135

3,890

5,524

843

4,681

구 분

합 　 　 계

기획과제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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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활용 유형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연구성과 활용내역

단위: 건(과제)

주) 2007. 12. 31 잠정집계

연구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노력

농림기술개발사업이 높은 실용화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연구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농림부 주최, 농림기술관리센터

주관의‘농림과학기술대전’을 들 수 있다.

2004년 8,000여 명의 참관객을 유치한 바 있는 농림과학기술대전은 2006년 2회때에는 109개 기관

과 업체에서 326개 기술·상품을 전시하 고, 기술이전상담 375건, 특허상담 100건, 기술보증상담

성　과
활용도
(%)

성과활용 과제
활　용
추진중계

산업체
이전활용

농가이전
활용

교육지도·
정책활용

2,138

64

2,074

242

16

226

405

0

405

1,491

48

1,443

1,182

23

1,159

64.4

73.6

64.2

부문별
완료
과제

계

기획과제

일반과제

3,320

87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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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건 등 획기적인 기술상담 건수와 함

께 참관객 11,000여 명을 유치하는 데 성

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계 전

시회로 자리잡았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우수연구성과를

발표·전시하는 행사로는 농림기술관리

센터 주관으로 매년 3~4회 개최되는 우

수기술 발표 및 전시회가 있다. 이 행사는 주로 유망품목별, 분야별, 기술테마별, 지역별 전시회로

기획됨으로써 농업경 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우 인기가 높다.

한편,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농림기술이전전담조직(ATLO)

간 네트워킹이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각종 정보제공기관이나 기술보증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교환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농림기술사이버시장

은 2005년에 대대적인 사이트 개편작업을 완료하여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농산업기술 홍보를

위한 웹진(Web-Zine)도 정기적으로 메일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는 기술이전실적과 기술료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는데, 2000년 이전까지

미미하던 기술이전실적이 매년 30여 건을 초과하고 있고, 순수하게 농림기술관리센터로 이체되는

연간 기술료 규모도 2006년 3억 원을 넘어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대내외 평가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사업초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과 미진 등의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부정

적 여론에 시달렸다. 그러나 외부기관의 다양한 긍정적 평가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다.

먼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림재정사업 평가를 의뢰받은 단국대 등 5개 평가기관은 농림

기술개발사업에 대해‘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 종합생물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 평가하 다(1999). 또 200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투자효율성이 매우 높고(IRR

27.8%), 사업추진성과가 매우 우수하다(응답자의 87.4%)’고 평가하 다(STEPI, 농림기술개발사업

투자효율성 분석: 2001. 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04년에도‘농림기술개발사업 10년

의 성과와 발전방향’연구에서 설문에 의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하 는데, 농림산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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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산물부가가치(3.9), 현장애로해결(3.8), 친환경농업발전(3.5), 소득증대(3.3)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보 다고 분석하 다. 또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는 농림기술개발사업

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몇 차례

건의하기도 하 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를 시행하는데,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단기산업연구부문에서 4년 연속(2000~2003) 최우수

평가등급인‘A’를, 2년 연속(2004~2005) 우수 평가등급인‘B’를 부여함으로써 농업계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을 보여주었다. 국과위는 특히 2004년도 평가

의견에서‘과학기술기본계획과 NTRM 등에 잘 부합하며, 산업계 등 민간기술역량 제고와 DDA·

FTA 등 시장개방에의 대처를 위한 적절한 R&D사업’이라고 평가하 다. 다만, 2006년에는 농촌

진흥청과의 차별화 미흡, 농림분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위상 미흡(법인화 추진 미흡) 등을 이유로

평가등급‘D’를 부여하기도 하 다.

사업 비전과 센터의 미래

1990년대 UR협상과 2000년대 FTA협상타결에서 보듯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와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림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이러한 점을 주목해 볼 때 이 사업은 농업분야의 다른 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농림업을 산업의 역으로, 농산물을 상품의 역으로, 농업인을 경 체의 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이 사업은 농림업을 시장 및 소비자지향적 산업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림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농림기술개발사업 초기에는 다소 생소하 을 수 있으나 지금은

너무도 일반화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즉, 앞으로의 농림상품

은 넓어진 시장과 까다로워진 소비자기호에 잘 부합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속에서 더 이상 살아

남기 어려울 것이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세부사업 유형과 추진방식 등이 여러 차례 수정된 바 있으나 실용화·산업

화를 지향하는 기본 방향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기조가 점차 강화되어 왔다. 최근에

는 공공연구기관보다는 시장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간기관 중심의 지원을 강화

하 으며, 산·학·연 협동연구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던 전략을 넘어서 아예 농업경 체 및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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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등을 획기적으로 우대하는 전략으로 강화되었다. 또, 연구과제별 목표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그 성과에 따라 정부포상이 추천되거나 제재가 부여되는 등 연구성과와 실용화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전략이 향후 10년 정도만 지속되더라도 기술력과 R&D역량을 갖춘 우수

한 농업경 체 및 농산업체가 많이 발굴 또는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로부터의 기술혁신

은 농림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006년 말 수립한‘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이러한 비전을

잘 표출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사업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ARPC의 위상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로 2006년 6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등 10개 기관과 함께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를 농림부문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현재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는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만을 전담관리하는

실정이지만 향후 농림부문의 새로운 R&D사업을 발굴·기획하여 전문화된 체계로 관리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농림부문 최고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정보문화센터 활동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어느 때보다 변화

의 물결이 거세며, 농산물 시장개방 파고는

우리 농업을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

어 농업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

는 힘든 도전의 시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도

전에는 응전이 있는 법이고, 또 위기는 기회

이기도 하다.

비록 더딘 걸음이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도 앞서나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희망의 용틀임이 시작

되고 있으며,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희

망의 메시지 전파에 온힘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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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희망농촌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5년도에 설립된 농촌정보문화센터 태동

배경, 그간의 홍보사업 추진성과, 현 시점에서의 당면과제 및 향후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1절은 센터의 설립목적과 배경,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제2절에서는 홍보

기반사업과 매체홍보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며,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현재 당면한 센터

의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중추적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설립배경 및 주요업무

설립배경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우리농업·농촌의 희망메시지 전파를 위해,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2005년 7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개소하 다.

연혁을 살펴보면, 2004년 2월 농림부 농업농촌대책 보고 시‘농업·농촌분야에도 민간의 발달

된 홍보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칭) 농촌홍보재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

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농촌정보문화센터’라는 기관명을 확정하고,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초대 소장으로는‘민간의 발달된 홍보기법 도입’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추어 공모를 통해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출신인 진재학 소장이 선임되어 홍보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 고, 2007년

현재에는 농업전문 PD 출신인 신동헌 소장이 제2대 소장으로 선임되어 센터를 대표하고 있다.

조직 및 주요업무

2005년 7월 개소 당시, 소장 및 실장과 5인의 실무인력으로 시작된 농촌정보문화센터는 그 해 9

월 추가인력 증원을 통하여 4팀의 조직을 갖추었고, 이후 순차적인 조직개편을 거쳐 2007년 9월

현재 1실 5팀 조직 하에 1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조직은 초기 평가기획, 정보문화, 홍보개발, 관리운 등 4팀이었으나, 이후 순차적인 조직개편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현재 1실(기획조정

실) 5팀(혁신기획, 정보문화, 전략지원, 미디어홍보, 관리운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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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농정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국민인식도 및 PR수요조사, 농정홍보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홍보기획 등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둘째, 농림부의 주요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4대 홍보사업인 농업·농촌 가치, 농식품

소비촉진, 농업정책, 성공사례 등에 대한 홍보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팀별 주요업무현황을 살펴보면, ‘혁신기획팀’은 근간사업인‘홍보역량 기반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실행업무 위주의‘홍보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 팀인‘정보문화팀’과

‘미디어홍보팀’은 언론 및 방송홍보, 행사·이벤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지원팀은 사업

의 외연확대를 위한 유관기관(단체)과의 업무협력, 관리 운 팀은 예산·지출 등 센터 살림을 맡아

운 하고 있다.

농촌정보문화센터 조직도

사업실적 및 성과

정량적 성과

농업·농촌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센터의 노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우선적으로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16명 내외의 센터 사업인력이 설립 후 2년 반(2005. 7.~

2007. 12) 동안 115건에 달하는 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인력 1인당 평균 7건 정도의 실적

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기본 사업뿐만 아니라 농림부 각

실국의 수탁사업들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내부적으로는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기관의 전문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센터 소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기획팀 정보문화팀 전략지원팀 미디어홍보팀 관리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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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인식도조사, 홍보사업평가, 중장기 농정홍보 전략수립 등의 조사·분석

사업을 수행하 고, 농업경 혁신시리즈, 친환경 및 농촌관광사례집 등의 출판물과 현장농정수첩,

리플릿 등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 다. 행사·이벤트로는 농업인의 날 가래떡 데이 행사, 농업벤처

투자설명회, 농업100년 온라인 사진전, 우리농업 희망찾기 공모전, 아침밥 먹기 다짐 해맞이 행사

등을 추진하 고, 그 외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애니메이션, 농식품 소비촉진 TV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방송프로그램도 기획·제작하 다.

연도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총 27건의 사업에 대하여 16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집행

하 으며, 2006년도에는 총 36건의 사업에 대하여 27억 수준, 2007년도에는 총 52건의 사업에 대

하여 36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 다. 또한 기본사업보다는 수탁사업의 비중이 좀더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2007년 농촌정보문화센터 사업실적 현황

정성적 성과

농촌정보문화센터는 기존농업·농촌 홍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질적제고성과를 달성하 다. 

첫째, 농업·농촌 홍보사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한층 심화된 조사결과를 도출하 다. 2005년도

에 실시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농업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과 우리 농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향후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

하 으며, 2006~2007년도에는 농업·농촌·농정 홍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홍보전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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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위한 기초자료 또한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농정상

담역을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대한 여론조

사를 실시하여 국회 보고 및 경제정책 조정회의 안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농촌정보문화센

터에서 실시한 인식도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정확

성과 객관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고객들의 인식

을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

니고 있다.  

둘째,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한 홍보전략 수립을 통

하여 효율적인 농정홍보의 실행기반을 마련하 다. 2005

년도에 실시한‘쌀 협상 홍보사업 평가’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한 쌀협상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고 타깃별·시기별·매체별 홍보전략을 제시하 다. 2006년도에 수행한‘중장기 농정홍보전

략수립’을 통해서는 환경분석·언론분석·공중인식분석·조직분석 등의 상황분석 기법을 통하여

농정신뢰회복을 위한 중장기 농정홍보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 다. 특히‘중장기 농정홍보전

략수립’사업결과는 농정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2007 농림기관 홍보연찬회’교육 자료로 제

공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셋째, 참신한 기획과 편집이 두드러진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농업·농촌 홍보의 품질을 향상시

켰다. 2005년도에는 농업경 체 우수 성공사례 가이드북인‘농자천하지 대박’과‘또 하나의 성공전

략, 농업경 컨설팅’을 제작하여 교육기관·지자체·유관기관·농업경 체 등에 1,500여 부를 배

포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농의욕과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 또, 성공적인 농을 위한 지침서

‘100% 도시총각 농사꾼으로 거듭나기’와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농촌 체험학습안내서‘아스팔트

아이들, 농촌에서 보물찾기’를 발간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농촌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센터의 위상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 다. 2006년도에는 귀촌성공사례집‘Encore! Your

Life’4,500여 부를 발간하고, 친환경농업워크북 14만 부를 발간하여 초등학교 570여 개교의 교육

교재로 활용하 고, 2007년도에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례집 3,000부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을 대

상으로 우리 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동화책‘1등이 되고 말테야’1만 부를 발간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참신한 홍보 콘텐츠 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다.

넷째, 시의성 있고 주목받는 행사·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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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 다. 2005년도는‘농업벤처 투자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

수농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기회를 제공하 고, 이 밖에‘농업교육체계 개편 설명회’, ‘혁신

농업경 CEO초청간담회 및 전시회’주관 등 진부성과 보수성을 탈피한 행사기획을 다수 수행

하 다. 2006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홍보로서‘가래떡 데이’행사를 진행하여 도시민에게 농

업·농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큰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가래떡 데이’행사의 경우 주요 언론 등에

집중 홍보되어 1,500만 원의 예산집행만으로 50배 수준인 7억여 원의 홍보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7년도에는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 및 이를 통한 우리 농촌의 든든한 기반

을 마련하고자 노력하 다.

이외에도 참여농정의 기틀을 마련한‘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공모전’, 미래성장 동력인 아이들

에게 소중한 우리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자 2007년부터 추진 중인‘1교1촌 프로젝트’등은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는 동시에 센터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주요 홍보성과

라 할 수 있다.

당면과제와 센터의 발전방향

당면과제

위와 같은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사업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

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사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홍보매체를 좀더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센터의 홍보 방법은 이벤트성 및 인쇄매체 중심의 홍보에 치중해 온 성향이 짙다. 물론 방송매체

등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예산 등의 여건상 고비용 매체에 대한 홍보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것은 사실이다. 2006년도 까지 TV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우리 농식품 소

비촉진 애니메이션인‘요리조리 맛술사’를 제작 기획 한 것 이외에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었다. 다행

히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CF ‘오늘 뭐 먹지’제작기획, ‘(가칭)10년 후 한국

농업’TV 다큐멘터리 제작기획, 설날특집‘주한 외국인 한식요리 대결’방송프로그램 협찬, 한식

세계화 TV다큐멘터리 제작기획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에서 실시

한 홍보매체 관련 국민의식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써 TV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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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매체에 대한 비중이 67%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2006~2007 농촌정보문화센터 매체별 홍보실적

단위: 비율, %

다음으로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와 운 비가 부족하여 조직기반이 불안정하게 운

된다는 점이다. 현재 농촌정보문화센터의 정원은 16명이나 이중 12명분만 정부출연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운 비 또한 소요예산의 72%만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부족분에 대하여 민간출연금(마사회 적립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어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은 센터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므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센터가 그간 추진한 사업의 대부분이 농림부의 업무에 국한되고 있어 업무 외연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센터는 2007년도에 한국 화훼생산자 협회, 한국 오

리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홍보업무 협약체결을 통하여 외연확대를 위한 첫 기반을 마련하 다.

또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사과·배 소비촉진 캠페인’, ‘인삼 자조금 사업계획 컨설팅’등의 홍보

업무를 지원하 다. 이를 시발점으로 외연확대를 위한 더욱 많은 노력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향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설립된 지 2년여 동안 부족한 여건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농촌

을 알리는 데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설립초기 기관의 안정을 위하여 성과위주의 홍보,

예산제약으로 인한 일부 홍보기법 치중 등 수행상의 시행착오를 겪어온 점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책홍보의 품질을 한 단계 높 음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그동안의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농업·농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전문기관으로 전진

구 분 계 TV·신문 디지털 인쇄 행사 기타

100.0

100.0

9.1

16.7

9.1

4.8

40.9

33.3

9.1

14.3

31.8

31.0

2006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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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고자 홍보역량을 구축해온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내외적으로 홍보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농업·농촌·농정 홍보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2007년도에는「도농교류촉진법」이 제정되어 센

터가 농업·농촌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 또한 조성되었기에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농촌정보문화센터는 항상 고객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고, 대상별 맞

춤형 홍보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즉,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방송매체 등의 효율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농업·농촌 가

치홍보를 강화하며, 유관기관·생산자 단체 등의 홍보도우미 역할 등을 통하여 농식품 소비촉진

사업 또한 다각화 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 농업·농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농정홍보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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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 학술교류, 관련국 간 이해 증진, 최신 국제

동향 파악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총 58건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 다. 1978년에 개원기념 국제

학술세미나로‘전환기의 농정과제와 정책대안’을 개최하 는데 농촌개발의 전망, 전환기의 농촌경

제, 농정과제와 대안 등 9건의 주제발표를 통해 농정 전반의 방향 설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회

가 되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 실적

단위: 건

1980년에는 2건의 국제세미나가 있었다. ‘아시아 제국의 식품유통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는

15건의 식품유통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아시아 주요국의 식품유통의 이해도 제고와 시사점 도출의

기회가 되었다. 일본, 대만, 한국의 청과물 및 수산물 유통 실태, 필리핀과 태국의 식품유통체계,

대만과 일본의 식품포장·가공 및 시장정보 체계 실태 등 아시아 주요국의 식품유통 사례가 발표

되고, 한국의 식품유통체계, 시장 및 가격정책 등을 중심으로 우리 식품유통실태와 과제를 제시하

다. ‘신흥공업국의 농업조정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농업의 역할,

농지제도와 사회경제발전, 도시경제체제 하에서 기술발전 및 경제여건이 농업에 미치는 향, 식품

유통과 경제성장, 농산물 가격과 국제무역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정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1981~1985년에는 주로 농촌개발 및 협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아시아 태평양지

역 농촌중심권 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1981)’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이식가능성, 아시

아 주요 국가(인도, 방 라데시, 홍콩, 일본, 이란, 인도네시아 등)의 농촌중심권 개발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 다. ‘개발도상국 간의 농업·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1983)’에서는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개도국간 협력방안, 농촌지도사업 모델 개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또한‘아

구 분 1978~1984 1985~1989 1990~1995 1996~2000 2001~2007 계

6 4 6 9 33 58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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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지역의 국가발전과 농촌공업의 역

할에 관한 국제세미나(1985)’에서는 아

시아 몬순 지역에서 농외소득 증대방안,

농촌공업개발에서 생산성과 형평의 문

제, 농촌지역의 비농업부문 개발, 아시아

주요국(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농

촌공업화 사례, 한국의 지역개발을 위한

농촌공업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농산물 무역협상, 농업구조개선, 농산물

교역 등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 다. ‘PECC 농업정책, 무역 및 개발에 관한 국제워크숍

(1989)’에서는 농산물 무역에 관한 경제적 분석, 농산물 무역개선과 구조조정, 농산물 무역 자유화

에 관한 국가별 연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UR 농산물 무역협상에 관한 국제세미나

(1989)’에서는 한국농업과 UR 농산물 무역협상, UR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도국 문제와 농업의 비경

제적 역할 등 지금도 국제협상의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하 다. 한편 농업구조개선과 관련하여서는‘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

(1992)’와‘일본농업과 구조경 정책에 관한 간담회(1992)’를 통해 한·일간 농업구조 현황과 과제,

일본과 한국의 농업문제와 농업구조정책 과제 등을 주제로 한·일 양국가의 관련 전문가들이 농업

구조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하 다. 

1995년에는‘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실시하 다. 이 학술대회에서는‘제1주제: 한국

농업 50년의 회고와 전망’, ‘제2주제: WTO 체제 하의 태평양 연안국가와의 농산물 교역전망과 발전

방향’, ‘제3주제: 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 및 농업개발협력의 발전방향’을 핵심 주제로 대전과 서울

에서 3회에 걸쳐 개최하 다. 이 학술대회는 명실 공히 광복 이후 한국농업의 발전과정과 향후 농

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WTO 국제협상 대응과 친환경농업을 핵심 이슈로 다루었으며, 특히 우리

연구원이주도적으로추진하여한·중·일3국의연구기관으로구성된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을 발족하 다. 연례적으로 3국 공동 국제학술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북농업협력,

중국의 쌀산업, 학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 다. 

국제협상 관련 세미나로는‘차기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쟁점 국제학술대회(1999)’,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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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향과 평가(1999)’, ‘WTO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응 국제세미나

(2000)’, ‘제1차 한·중 농업발전에 관한 국제학술대회(2000)’,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

협력 국제학술대회(2001)’, ‘한국의 쌀협상과 일본과 대만의 경험(2003)’, ‘WTO/DDA 협상과 농업

정책 개혁(2004)’등을 개최하 다. 이를 통해 관련 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국제농업협상 지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지원과 연구협력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 다. 

친환경농업 관련 국제세미나로는‘한계지의 자원관리와 환경농업에 관한 국제세미나(1998)’를

개최하여 한계지 농업의 주요 자원관리 기법 경제성 평가, 한계지의 토양 및 수자원 보전, 한국 조건

불리지역의 농업현황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 다.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

농촌 정비 국제학술대회(2001)’에서는 농업·농촌 정비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과제 도출, 환경과

어메니티를 고려한 농업·농촌정비 방안을 제시하 다. 이외에도‘농업 및 환경정책통합 KREI/

FFTC 국제세미나(2001)’, ‘친환경농업과 농업경 안정화 한·일 심포지엄(2004)’등 친환경농업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 다. 

2000년 이후에는 한·일간 국제학술대회가 다수 개최되었다. 주요 학술대회로는‘한·일 농업경

제 학술교류 워크숍(2004)’, ‘친환경농업과 농업경 안정화 한·일 심포지엄(2004)’, ‘한·일 공동

연구 1차 심포지엄(2005)’(4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적 연구결과 교류와 양

국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남북한 농업협력 방안 모색, 동아시아 농업

이해, 농업의 가치와 소농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어 국내외에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외국의 실상을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 다.

특히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우리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일본 농림수산정책

연구소 및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북아 역내 농업·농촌의 정책 연구

개발, 정보 및 자료 교류, 학술활동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10월에 발족한 학술포럼이다. 이 포럼은

매년 각국이 돌아가며 공동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동북아농정연구포럼’홈페이지를 구축·

운 하여 3국간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공동연구 추진, 정보 및 전문연구인력 교류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을 통해 2007년까지 5회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 다. 2003년 창립

대회(한국)에서는‘동북아시아 지역의 농업협력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대주제를 제시하고, 동북

아지역 농업 및 농산물 무역구조의 현황과 전망, WTO/DDA 협상이 한·중일 농업에 미치는 향

과 전망, 동북아 농정연구 협력 과제 등에 대하여 3국의 연구자들이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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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2004년에는 제2회 대회(중국)로‘동북아 식량안보 정책’, ‘식품안전과 품질문제’, ‘동북아

지역의 농업교역’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2005년 제3회 대회(일본)에서는‘세계

경제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대주제로 하여 동북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동북

아 농촌개발과 불균형문제, 동북아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환경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

어졌다. 2006년 제4회 대회(한국)에서는‘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을 주제로 한·중·일 3개국

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와 농업정책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이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농업분야

에 미치는 향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지역 농업분야의 협력과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 다. 2007년 제5회 대회(중국)에서는‘농업금융 및 보험’, ‘고령화와 농촌개

발’, ‘바이오에너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 다.

연구협력협정

국제기관과 연구협력협정(MOU) 

연구원은 국내외 관련 기관, 주요 대학

등과 연구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설

립 이후 지속적인 자매결연 및 연구협정

을 추진하 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기관 간 상호 협력 증진과 교류의 정례화

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협력협정

(MOU)를 체결하고 있다. 1978년 연구원

설립 이래 2007년까지 외국대학, 국제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연구협력협정은 13건이며, 이를 통해 상

호 정보교류, 공동학술대회 개최,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 다. 

주요 국제연구협력 실적을 정리하면,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식량 및 사료곡물연구소, 1980), 미

국 미주리 주립대학교(2001, 2006),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2003), 일본 도쿄농공대학교(2006) 등

주요 대학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관리센터(FFTC, 1983),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경

책연구소(2001, 2003), 호주 농업자원경제국(2004) 등과 같은 정책연구소와 연구협력협정을 체결

하 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과 다수의 연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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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하 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업개발연구소(1992),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2000), 중국 상해시 농업과학원(2001), 중국농업부 정보중심(2004) 등과 농촌경제연구, 농촌개발

및 복지연구, 연구인력 교류,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등을 목적으로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교류

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국제적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회 사무국 운 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아시아농업경제학회 사무국 운 (1991~1999)’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농업경제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전문가 간 인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 다. ‘동아시아 농업사 국제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 (2003)’을 통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사 연구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다. 또한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세계농촌사회학대회 조직위원회(2006~2008)’사무국을 연구

원에 설치·운 하여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 참석

우리 연구원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정

보 및 인력 교류, 연구결과 발표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국제적 학술논의 동향

파악 및 연구의 품질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제기관 및 관련 학회가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에 2007년까지 총 498회(연평

균 17.2회) 참석하여 각종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 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출장경비를 지원하며, 외국 학술대

회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할 경우 그 실적을 평가에 반 하는 등 학술대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 참석 실적
건수: 회

구 분 1978~1984 1985~1989 1990~1995 1996~2000 2001~2007 계

54 37 61 130 219 498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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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촌개발협력

여건 변화

1960년대 전반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 다. 그러나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사에 유례 없는 고도성장을 하여 2006년에는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1961년도에 81달러에 달했던 1인당 GNP는 2006년도에 20,000달러에 육박하는 고소득 국

가가 되었고 OECD 회원국이 되어 선진국의 문턱에 섰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 빈곤은 극복되었고 농촌지역의 발전도 이룩하게 되

었다. 특히 1970년대에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한 농촌 새마을운동의 결과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소득을 상회할 만큼 성장하 고 농촌지역의 생산 인프라와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운동이지만 농촌지역사회 안에서는 주민 참여 하에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높은 농촌개발 모델로 평가받기

시작하 다. 특히, 1971~1982 기간 중에 투자된 전체 새마을운동 예산 중에서 정부가 투자한 비중

은 51%, 주민들이 부담한 예산액은 4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달성한 농촌개발, 특히 우리나라의 농촌 새마을운동은 많은 개도국에게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개발협력 단체에서는 한국의 농촌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인 농촌개발 모델로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모델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해 줄 것을 우리 연구원에 요청하기

시작했다. 

개도국 연수 프로그램 운

우리 연구원이 개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기 위한 연수사업을 시작

한 것은 2000년도부터이다. 독일 기술협력회사(GTZ)는 베트남 투자계획청 산하의 경제관리중앙

연구소(CIEM)의 직원 10명에게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해 주는 연수를 우리 연구

원에 위탁하 다.

2000년도 이전에도 그룹별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지만 연수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330

이 연수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연구원은 매년 2~3건의 국제 농촌개발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으며 베트남에서 시작된 대상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방 라데

시, 파키스탄, 네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몽골, 에티오피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엘살바도르, 에

콰도르 등으로 확대 되었다. 2000년 이후 우리 연구원이 담당해 온 국제농촌개발 연수사업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국제농촌개발 연수사업에서 우리 연구원이 중점적으로 담당해 온 분야는 농업·농촌개발 정책

과 농촌개발 모델로서의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다. 한국은 1960년대의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고

1970년대에 쌀의 자급을 달성하 다. 한국의 녹색혁명은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설립된 이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세계의 식량 부족 국가들이 한국의 농업개발 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우리 연구원이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1960~1970년대에 전개한 농업개발 정책,

농촌공업화 정책, 농가소득 정책, 농산물 유통 정책 등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한

사례연구를 포함하 으며 1980년대 이후 시장 개방과 WTO 가입 이후의 농업구조조정 정책 등이

소개되었다. 

국제 농촌개발 연수 실적

지원기관대 상기 간 과 정 명

한국의 농업과 농촌개발 베트남 농업·경제관료(10명) 독일 GTZ재단

한국의 농정개혁과 농촌개발 네팔, 태국, 필리핀, 이라크, 에티오피아, KOICA

몽골, 나이지리아, 리비아, 엘살바도르(14명)

농촌 새마을운동 베트남 관료 및 농촌지도자(26명) KOICA

아세안·캄보디아 농업발전 정책 캄보디아 관료(20명) KOICA

아세안·미얀마 농업발전 정책 미얀마 고위공무원(20명) KOICA

아프간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아프간 공직자(22명) KOICA

아프간 농촌개발 아프간 공직자 및 농촌지도자(18명) KOICA

UNESCAP 농촌개발을 위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공직자(11명) KOICA

새마을운동

서남아시아 농촌개발 네팔, 방 라데시, 스리랑카, KOICA

파키스탄 공직자 및 NGO 책임자(15명)

베트남 농촌개발 베트남 공직자(15명) KOICA

베트남 농촌개발 베트남 고위공직자(5명) 농림부

에콰도르 농촌개발 에콰도르 시장군수(20명) KOICA

2000.10.23~11.4(13일간)

2001.3.1~3.14(14일간)

2001.9.17~9.27(11일간)

2001.10.8~10.20(13일간)

2002.6.2~6.15(14일간)

2002.9.27~10.11(15일간)

2003.8.17~8.29(13일간)

2004.2.15~2.28(14일간)

2006.7.20~8.14(16일간)

2006.10.15~10.30(16일간)

2007.2.5~2.9(5일간)

2007.5.6~5.18(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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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촌개발 자문 활동

우리 연구원의 해외 자문활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요청으로 이동필 박사가 스리랑카

(1993) 및 인도네시아(1996)의 농업 관련산업 육성정책 수립을 지원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2000년도에 정기환 박사가 베트남에 파견되어 베트남 농촌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베트남의 국립농

업발전계획연구소(NIAPP) 직원과 함께 2개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다.

이 때 수립된 2개 농촌지역 에 대한 개발 계획은 2001년도 KOICA의 농촌개발 협력사업으로 채택

되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2006년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가 농촌개발 모델로 채택하 으며 2007년부터 이 모델에 기초하여 전국 600여 개 마을에 시범사업

을 전개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 유엔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UNESCAP)는 우리나라의 농촌 새마을운동

모델을 도입하여 아시아 최빈국의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실시하기로 결의하 다. UNESCAP은 2003년도에 우리 연구원에 해당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새마을운동 방법론 연수와 사업 추진에 따른 현지 자문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 다. 

UNESCAP과의 계약에 따라서 200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정기환 박사가 캄보디아의 6개

부락, 라오스의 4개 부락, 네팔의 2개 부락에서 실시하는 농촌 지역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자문활

동을 하 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 2004년 2월에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정부의 시범사업 담당 공무

원들을 우리 연구원에 초청하여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 다. 

2004년 4월부터 3개국 현지에서 시범사업을 담당할 공무원과 시범마을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추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으며 시범지역별로 지역사회의 실태 조사를 실시

하 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개발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 다. 2006년 6월까지는 실시

계획의 집행과 평가 과정에 대한 자문활동을 전개하 다.

2006년 6월에 완료된 이 사업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네팔은 마오이스트(Maoist) 반란군의 시범지역 점령과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의 회귀를 둘러

싼 정정불안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베트남의 농촌개발 사례지역은 꽝찌성 빈링현내 현릉마을(QuangTri Province Vinh Linh District Vinh Thanh Commune Hien Lung

Village)과 타이웬성 다이뜨현내 6개 마을이다(Thai Nguyen Province Dai Tu District Khioi Ky Com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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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는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의 농촌 지역개발계

획 수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활

동을 실시하 다. 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의 국립농업발전계획연구

소와 자문활동을 위한 협약(MOU)

을 체결하 다. 계획수립을 위한

교육 훈련, 베트남 농촌개발 분야

고위직 공무원 초청 연수, 2개 농촌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와 마을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개발

된 농촌지역개발 모델 확산을 위한 베트남 국내 워크숍을 실시하 다.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의 후속으로 베트남 2개 농촌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 다. 이 사업

은 2007~2011년 기간에 총 449,331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베트남 지방정부가 총 투자액의

29.5%를, 지역 주민들이 25.5%를 투자하고 한국의 농림부가 총 투자액의 44.9%인 201,966천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베트남의 광찌성과 타이웬성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에서 실시하는 이 시범사업은 베트남 정부

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 농촌개발 신모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역할

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양성된 농촌개발 전문인력이 베트남의 전국 현장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UNESCAP 사업 지구 현황(2007년)

사업 지구국 가 담당 부서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브얀티안 특별시

(Vientian Municipality)

네팔국가발전자원봉사단

(National Development

Volunteer Service)

Roungdamrey and Thmey villages in Trop commune, Kampong

Cham province 

Prosam and Trapeang snor villages in Tum Nup commune,

Kampong Cham province

Pre Praset village in Oback Roteas commune, Kokhong province

Thmei village in Kam Pong Siela commune, Kokhong province

Ban None, Ban Xiengleetha, Ban Xiengleena, Ban Veunkaboa in

Pakngum district, Vientian Metropolotan City

Madawa village of Chanai VDC, and Jushia village of Hariharpur

VDC of Kapilbastu district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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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촌 지역개발 시범사업 개요(2007년)

단위: 천 원

재 원

한국
정부

베트남
지방정부

지역
주민

계
시범지역 주요사업

소득증대사업

기반정비사업

마을사회개발

생활환경개선

계

소득증대사업

기반정비사업

마을사회개발

생활환경개선

계

계

22,417

28,853

9,000

39,000

99,271

43,034

45,369

2,592

11,700

102,695

201,966

1,972

59,403

3,000

15,000

85,375

19,316

27,221

-

720

47,257

132,632

1,959

30,550

3,000

21,000

50,509

38,636

18,148

360

7,080

64,223

114,732

26,348

118,808

15,000

75,000

235,155

100,986

90,738

2,952

19,500

214,176

449,331

Guia village 

PhuTho 

province

Hoan village

Bac Giang 

province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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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혁신과 교육

혁신

우리 연구원은 농업정책 수립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구기관으로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 본격화 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도·농간 발전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1999년 경제사회연구회 체제로, 다시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연구원을 포함한 출연연구기관의 경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처럼 연구기관들이 관련 부처 소속에서 하나의 관리체제로 개편되면서 연구기관 간에도 경쟁이

심화되었고, 정책담당자 중심의 고객대응도 더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돼 기존의 연구와 경 시스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정부산하기관과 투자기관에만 적용하던 혁신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2004년부터는 출연연구

기관까지 확대하 으며, 매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부평가도 한층 강화되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초

부터 경 의 효율성과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혁신을 본격화하 다. 평가시스템을 기반

으로 한 전직원 연봉제, 100% 전자결재시스템을 구현한 경 시스템의 IT화, 지식경 시스템(KMS)

구축, 인력순환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구조의 효율화를 실현하 다. 

2005년 9월 10대 원장 취임 이후 경 진단 컨설팅을 거쳐 실현 가능한 중장기 비전과 경 목표

를 설정하여 내부혁신으로는 연구품질 제고와 현장연구 강화 및 조직혁신을, 관계혁신으로는 고객

만족경 실천과 네트워킹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원의 위상과 조직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2005년 말부터 혁신조직과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시작해 2006년 1월은 경 혁신위원회와

혁신전담조직인 혁신전략팀을 지정하는 등 혁신의 기반을 강화하 고, 젊은 층의 혁신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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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창구인 주니어보드 운 도 2006년 3월부터 본격화하 다. 

혁신 전담부서를 운 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한 것도 2006년 들어서 본격화되어 정부가

24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혁신평가에서 연구원은 2004년 2단계, 2005년 3단계,

2006년 4단계로 매년 1단계씩 상승하는 등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구체적인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 핵심 혁신전략은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IT

를 활용한 경 의 효율성 제고로 설정하고 자체수입 증대를 통한 인센티브 확대, 지식경 시스템

도입과 100% 전자결재 등의 혁신 성과를 올렸다.

2004년은 인력순환 구조조정을 추진해 연구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연구

원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CI 개편작업에 착수하 다. 

2005년은 고객만족경 기틀 마련, 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성과확산 전담

인력과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팀을 구성하 으며, 교육훈련의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방침을 제정

하고 KREI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교육훈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 다.

2006년은 10대 원장이 취임해(2005. 9. 29) 비전 재정립을 위한 의견수렴과 경 진단에 착수하

다. 합리적인 기관운 과 체계적인 혁신 추진을 위해 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 고, 한편으로 혁신

우수기관 벤치마킹, 각계 혁신인사 초청강연 등을 통해 혁신마인드를 확산하 다.

2006년은 고객만족경 을 위한 기반확립에 혁신역량을 집중해 고객 편의를 높인 보고서 출판과

온라인 성과확산의 강화,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고객만족경 컨설팅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하 다.

특히, 연구결과물의 품질제고와 고객만족 경 의 본격화, 인재확보와 육성, 조직활력 회복을 혁신

목표로 설정하여 보고서의 내용과 편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으며,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구축과 연구동 상 제공 등 고객편의를 확대하 다. 

우수연구자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과 멘토링제도 도입 등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을 추진하 고,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금연프로그램 운 , 혁신제안제도 제정, 3040간담회 등 조직 안정과 활력

을 위한 다양한 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혁신성과 보상제도로 지식마일리지 보상제도, 모니터보상제도, 혁신우수자 연수제도

를 운 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간 2차례 정례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경 을 실천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지출업무 인터넷뱅킹 도입,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온라인

채용시스템 개설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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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직원의 연구 및 업무능률 향상

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

은 2000년대 이전에는 소규모 위

탁교육이 진행되는 정도 으나,

2003년 이후 크게 강화되어 2003

년 5월‘교육훈련 지원지침’을 마

련하고 직원들의 직무 또는 어학

위탁교육 지원을 제도화했다.

2004년은 연구지원부서 직원의 해외연수가 크게 확대되어 전체 지원부서 직원의 50% 수준인 18

명이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3월부터는 교육훈련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10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인, 공통, 그룹

별 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시작하 다. 개인별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해 교육

훈련 목표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도 시작하 다. 

2006년에 들어서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BPR(업무

프로세스 관계관리) 교육과 농업전망 발표자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 고, 전 직원 대상으로 격월 특강 프로그램을 도입해 각계의 다양한 지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또 교육훈련 내실화에 관심을 가져 연수제도와 초청강연 등을 신설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진행하여 교육훈련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연수제도는 기존의 벤치마킹 중심 연수를 탈피해 내실을 다지기 위해 2006년 자율연수와

직무연수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와 업무관련 연수의 목적을 명확히 하 다. 

자율연수는 총 4명이 선발되어 프랑스와 호주를 체험하고 돌아왔다. 연수결과 발표대회를 통해

전직원이 연수경험을 공유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라는 평가와 함께 호응이 높았다. 

오리엔테이션 수준으로 이뤄지던 신입직원 교육훈련도 2006년부터는 대폭 강화되어 임용 첫 해

60시간의 교육목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신입직원 교육교재 제작, 위탁 강좌, 현장연수 등

의 내용도 다양화하여 신입직원이 업무에 적응하고 비전을 갖고 출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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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다.

이 밖에 2006년 10월에는 멘토링제도를 도입해 13쌍 26명이 6개월 동안 활동하 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연구원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연구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2005년 도입한 사이버어학원은 매년 6개월씩 80~90여 명의 직원이

수강하고 있으며, 개인이 연구원에 신청해 지원을 받는 교육훈련도 2004년 34건에서 2006년 89건

으로 크게 늘어 직원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교육훈련 실적도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여 2004년에는 직무위탁교육 등 6개 과정에 54회의

교육훈련이 실시되어 343명 참여하 고, 2005년부터는 온라인 어학교육을 도입해 연중 운 하는

등 교육훈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보 다. 

2006년 이후 교육훈련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인재육성과 연구역량 개발이라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예산과 회계

연구원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농업관측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예산구조는 정부출연금과 자체

수입(용역수입, 이자수입, 간행물 판매수입 등)으로 편성·운 된다. 정부출연금 수입과 관련한

일반회계는 국무조정실, 특별회계는 농림부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의존율은 일반회계

40%, 특별회계 3%로(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준) 운 되고 있다.

예산과 세입

연구원 총수입 예산액은 1978년도 579백만 원에서 2007년도 18,002백만 원으로 29년 동안 약 30

배 정도의 규모로 확대 되었다. 설립 해인 1978년도에 전신인 국립농업경제연구소 폐지에 따라 국고

보조금으로 전용한 정부출연금 200백만 원, 농·축·수협 출연금 300백만 원, 대통령 출연금 1백만

원, 용역수입액은 70백만 원으로 출발하여 2007년도에 정부출연금 11,250백만 원, 용역수입 7,474

백만 원 등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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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은 1978년도에 500백만 원으로 출발하여 1988년도에 3,036백만 원으로 10년 후에 30

억 규모로 성장하 다. 8년 후인 1996년에는 5,391백만 원 규모로 성장하 고, 다시 10년 후인

2006년에 드디어 출연금 100억 시대를 연 10,868백 만을 달성하 다.

연도별 출연금 추이

단위: 억 원

자체수입: 기금전입금, 용역수입 등

연구원 자체수입은 기금전입액, 용역수입, 이자수입, 간행물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부터 세입세출잉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적립금 중에서 1980년에는 32백만 원, 1985년 538백

만 원, 1986년 685백만 원, 1987년 490백만 원, 1988년 83백만 원을 자체수입 기금전입금으로 편성

하여 총 1,828백만 원을 운 비로 집행하 다. 또한 1995년 12월에「기금관리법」이 개정되어‘법정

기금’이 폐지되고 연구활동 지원 등 연구원 운 에 필요한 공익성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자체

기금’으로 전환하여 1996년도에 566백만 원 전액을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 다.

자체수입 중 그 비중이 80% 이상인 용역수입은 1978년도에 70백만 원으로 시작하여 1988년도

321백만 원, 1992년도 980백만 원, 1995년 1,365백만 원, 1999년 2,048백만 원으로 성장하 고,

2000년 이후부터는 DDA, FTA 관련 등 연구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3,613백만 원, 2004년

4,704백만 원, 2007년 6,209백만 원으로 최초연도 대비 88배 이상으로 고성장 추세에 있다.

연도별 용역수입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1978 1983 1988 199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5 17 30 54 56 68 82 96 99 109 113출연금

1978 1988 1992 1995 1999 2002 2004 2006 2007구　분 비 고

1999년
건설비
차입금
24.7억

자체수입 ⓐ 0.8 6 11 16 53 39 49 68 75

용역수입 ⓑ 0.7 3 10 14 20 36 47 56 62

비 율 ⓑ/ⓐ 87% 50% 91% 88% 38% 92% 96%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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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세출

연구원 회계상 세출과목은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 비, 시설비, 초과수입 대응지출 등으로 편성

되어 있다. 이중 인건비 비율은 35.3%, 사업비(수탁사업비 포함) 43.6%, 경상운 비(시설비 포함)

7.2%, 초과수입 대응지출(경 성과급 등) 8.6%, 차기이월액(잉여금 포함) 5.2%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준)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는 크게 급여부문과 법정부담금으로 구분되며, 급여부문은 연봉급으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지급되며 연봉외 급여로 가족수당, 중식대, 학자금, 통근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 부담금으로 구성된 사회보험료로 편성되어 있다. 

퇴직충당금은 1998년도에 누진제에서 1년에 1월분 지급방식으로 제도가 변경 되었으며, 이에

따른 1998년도 이전분에 대한 중간정산액 4,794백만 원이 미지급 채무액으로 발생하 다. 이후 연

구원은 퇴직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수입 초과액, 인건비 등 절감액, 사택매각(8세대 -

1,660백만 원)재원 등을 활용하여 1998년도 이전분에 대한 중간정산을 2001년도에 시작하여 2003

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완료하 고, 2004년도에 퇴직충당금 총 추계액 1,964백만 원을 100% 적립

하 다.

연도별 퇴직충당금 적립 실적

단위: 억 원

사업비, 경상비

사업비는 자체연구비와 수탁사업 직접경비로 구분되며 자체연구비는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사업, 연구지원사업, 일반사업비로 편성된다. 또한 경상운 비는 기본공과금, 자산관리유지비, 일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구　분

추계액 58 63 67 36 20 16 20 25 28 31

적립액 10 16 21 5 2 12 20 25 28 31

부족액 48 47 46 31 18 4 - - - -

적립률 17% 25% 31% 14% 10% 75%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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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비, 시설비로 구성된다.

자체연구비는 1978년 154백만 원으로 시작하여 1988년 533백만 원, 1996년 1,042백만 원, 2001

년 1,266백만 원, 2003년 2,612백만 원, 2005년 3,086백만 원, 2007년 4,927백만 원으로 연구사업규

모가 30배로 성장하 다.

경상운 비는 최초연도에 138백만 원으로 시작하여 2003년도에 별도의 건축비 없이 10억대를

확보하여 2006년에 1,278백만 원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여 예산절감액 등을 활용하여

종합검진비, 복지카드비를 지원하는 등 직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도별 사업비, 경상운 비 추이

단위: 억 원

초과수입 대응지출

연구원은 2000년도에 회계처리 방식 변경 및 자체수입 증대로 처음으로 수입대응 지출로 250백만

을 집행하 으며, 2004년에 퇴직충당금 적립액을 100% 달성하여, 이후 발생한 자체수입 초과액에

대해서는 기관운 을 위한 경 성과급 지급, 기관발전을 위한 컨설턴트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

연도별 초과수입 대응지출 집행 실적

단위: 억 원

1978 1988 1996 2001 2003 2005 2006 2007구　분

자체연구비 2 5 10 13 26 31 47 49

수탁직접비 1 2 9 29 23 29 30 33

경상운 비 1 9 7 9 14 13 13 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구　분

퇴직충당금 2.5 15 5 5 1 - - 1.8

경 성과급 - - - - 9 8.3 14.9 1.3

기관발전비 - - - - - 0.3 0.3 1.4

수탁직접비 - - 4 7 11 12.2 11.6 1

계 2.5 15 9 12 21 20.8 26.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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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직종 및 직급

1978년 설립당시 연구원에는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두 직종이 있었다. 직급은 연구직 5개 직급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조원)과 관리직 5개 직급(1급, 2급, 3급, 4급 관리

원, 기능원)으로 구분되었다. 1988년 말 직종을 세분화하여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혼재된 전산, 출판,

사서업무는 전문직으로 분리하고 운전 등 기능업무를 관리직에서 분리함으로서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기능직으로 4개 직종이 되었다. 직급 또한 직원들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연구직은 5

개 직급에서 부연구위원 직급이 신설된 6개 직급(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

원, 연구원, 연구조원)으로 변경했다. 관리직도 기능원을 포함한 5개 직급에서 기능원은 기능직으로

분리하고 관리직만 5개 직급(선임관리원, 1급~4급 관리원)으로 재정비하 다. 

1999년부터 연구원의 감독부서가 국무총리로 변경되고 경제사회연구회가 출범하면서 연구기관

의 경 혁신을 위한 조직 슬림화의 일환으로 직종과 직급의 단순화가 추진되었다. 직종은 기능직을

관리직의 기능원으로 소속시켜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3개 직종으로 슬림화하 다. 직급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직 6개 직급, 관리직 5개 직급 체제가 표준안으로 채택되어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1년 12월 추가적인 직종 단순화를 위하여 전문직을 관리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연구직과 관리

직 2개 직종으로 개편하 다. 전문직은 그 후 농촌정보문화센터의 홍보 전문인력 채용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12월 다시 부활되어 2007년 현재는 연구직, 전문직, 관리직 3개 직종이 있다.

직급은 2006년 8월에 기능원급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임기능원의 상위직급으로 책임급(책임기능

원, 책임행정조원, 책임연구조원)을 신설했다. 

1989년에는 출연연구기관에도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능력있는 우수인력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

대시키기 위해 풀 티오제를 도입했다. 우리 연구원도 능력위주의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1차적으로

연구직 직급 중 하위 2개 직급인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직급의 정원을 통합하 다. 그 후 풀티오제

는 1999년 9월에 연구조원을 제외한 연구직 전체직급으로, 비연구직은 2급~3급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행정조원과 기능원을 제외한 관리직 3급 관리원부터 선임관리원까지 전체직급

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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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도

직원의 임용형태는 처음부터 일반임용과 특수임용으로 시작했다. 일반임용은 피임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원장이 임용하며, 특수임용은 책임연구원(현재 직급으로는 부연구위원) 이상에 한하여 2년

씩 2회의 계약제를 거쳐 일반임용으로 전환되는 임용제도이다. 그리고 특수임용을 거쳐 일반임용

으로 전환되면 다시 특수임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1999년 정부의 경 혁신 5대 항목의 하나

로 출연 연구기관 고용계약제가 추진되면서 우리 연구원도 1999년 8월 전 직원 고용계약제를 도입

하 다. 정상적인 계약기간은 2년이며 부연구위원급 이상 직급으로 채용되거나 승진하면 2회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일반재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연구원은 2003년 2월 석사학위를 소지한 초청연구원 제도를 도입하 다. 연구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정규직 연구원들의 해외유학을 위한 장기휴직으로 발생하는 석사급 연구 인력의 공백을 공식

전형절차를 거친 우수인력으로 충원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초청연구원은 최대고용 기간 4년 조건

으로 채용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와 업무를 부여한다. 3년 근무 후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소정의 학비를 지원하여 연구원의 미래 기간요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중장기

우수인력 확보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 다. 초청연구원 제도는 2006년 5월에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당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연구여건을 제공하고 유학준비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고용기간 4년을 해제하 다. 따라서 이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한 번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근무하면서 유학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청전문연구원으로 승진도 가능

하다. 2007년 12월 현재 초청연구원 출신 해외유학 중인 연구원은 15명이다. 

초청직과는 별도로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거나 용역과제 증가로 인한

한시적인 인력수요가 있을 시에는 제한적으로 위촉직원을 활용하고 있다. 위촉직은 채용시 학력

및 능력에 따라 위촉연구조원, 위촉연구원, 위촉전문연구원 직급이 주어진다.

보수제도

직원들의 보수제도도 우리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설립 당시에는 공공기

관이나 개인기업에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우리 연구원도 호봉제로 시작하 다. 정상적으

로 1년을 근무하면 차 상위 호봉으로 승급을 하 고 그만큼 월급이 인상되었다. 그 당시 임금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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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봉, 기말수당(일명 상여금), 연구활동비,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비, 중고생 및 대학생 학자

금 보조비, 체력단련비, 능률제고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달 현금을 담은

월급봉투를 지급했다. 1990년 1월부터는 종전의 직종별 직급별 호봉제가 폐지되고 직종별로만 호

봉을 부여하는 단일호봉제가 도입되었다. 단일호봉제는 승진에 의한 메리트가 없어져 직급간 임

금격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 다. 1999년부터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임금항목도 계약연봉, 가

족수당, 연구조사비, 교통비 보조로 대폭 단순화 되었다. 연봉제 도입이후 과거 호봉제처럼 근속

연수나 승진에 따른 급여상의 인센티브는 없어지고 직원 보수는 개인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년 인상폭이 차등적용 된다. 1999년부터 정부의 인건비 예산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당년도 경 성

과에 따른 경 성과급 지급이 허용되었으나 연구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2004년부터 경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경 혁신 성과로 인한 재정여건 개선과 예산확보

노력으로 직원들의 보수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2007년에는 경 성과급을 포함하

여 1억 원 이상의 연봉자가 일부 나왔다. 1978년 설립 당시 연구직 최고 월급 420,000원과 비교하

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정원 운

1978년 설립 당시 인력은 이사장 겸 원장 1명을 포함하여 87명으로 출발하 다. 이듬해인 1979

년과 1980년 각각 22명과 26명을 증원하여 전체인력은 135명으로 늘어나 1984년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농업부문의 시장개방 논의가 농정의 중심이 되면서 연구수요도 급격히 늘어나 설립 8년이

지난 1985년부터 연구인력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 다. 1985년에 13명이 증원되고, 1986년 10명,

1987년 4명, 개원 10주년인 1988년에는 잡급직원 3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 직제정원

은 19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연구원의 열악한 처우수준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1994년에는 결원 T/O를 7명 축소하여 직제정원을 188명으로 조정하 다. 1995년에는 농림수산기술

관리센터(ARPC, 지금의 농림기술관리센터)가 설립되어 정원 10명을 확보하여 총 정원은 198명이

되었다. 

1998년 김 삼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국정방향에 따라 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경 혁신을 추진하 다. 본원의 정원은 188명에서 현원기준인 141명으로 조정되었고 농림기술관

리센터를 포함한 총 정원은 151명이 되었다. 실제로 연구원은 그 당시 급여수준이 낮아서 직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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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모두 충원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력은 설립시 10명으로 출발하 으나 연구개발 과제수의 증가 및 설립 당시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들이 원 소속기관의 인력운용 계획에 의거 원대복귀하면서 부설센터

자체 T/O가 확대되어 22명으로 증가 되었다. 

또한, 2005년 농림부의 농정홍보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농촌정보문화센터

(CRIC)’가 설치되어 인력 16명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2007년 총 정원은 179명이 되었다.

연도별 직제정원

단위: 명

조직관리

1978년 연구원은 소연구실 체제인 10개 연구부서와 3개의 지원부서로 출범하 다. 연구부서는

장기전망연구실, 식량정책연구실, 축산개발연구실, 토지자원연구실, 해외농업연구실, 산지개발

연구실, 수산경제연구실, 농촌개발연구실, 농산물유통연구실, 농정여론조사실로 구성되었고, 지원

부서는 연구기획실, 행정실, 전산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소연구실 체제는 중간에 연구수요의 변화

에 따라 실 명칭은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1993년까지 유지되었다.

2000년 10월에 연구조직으로 부서 내에 연구팀제가 도입되었다. 연구팀제는 팀제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2006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독점과 인력활용의 제한 등 팀간 보

이지 않는 장벽에 의한 부작용으로 농업관측정보센터와 지원부서를 제외하고는 2006년 말 부서

연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87

-

-

87

109

-

-

109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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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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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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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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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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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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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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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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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

188

188

-

-

188

188

10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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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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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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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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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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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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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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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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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141

10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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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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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9

141

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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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팀제를 폐지하고 센터체제로 복귀하 다. 

주요 연구분야별 연구조직의 변천과정을 보면 국제농업분야는 초기에 해외농업자원 위주의 해외

농업연구실로 출범하 으나 1980년 말부터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1984년에 국제

농업실로 개편되었다. 1990년 10월 동서독 통일로 한반도 통일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통일대비 연구

를 위하여 1992년 국제농업실에서 북한농업연구가 분리되어 북한농업실을 별도로 설치했다. 이후

대실 체제 하에서는 북한농업실을 통합한 국제농업연구부로 유지되다가 1998년 말 다시 국제농업

연구실로 변경되었다. 2002년 6월 연구부서의 센터체제 전환과 함께 농정연구센터로 통합되었다가

2007년 1월에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의 WTO/DDA, FTA 협상전략 지원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정연구센터는 국제농업연구센터와 농업구조·경 연구센터로 분리되었다.

국제농업연구센터는 농정연구센터의 농업통상팀, 동북아농업팀, 북한팀으로, 농업구조·경 연구

센터에는 재정금융팀, 경 팀, 농정동향팀, 토지·수자원팀으로 구성되었다.

1978년에 농촌개발연구실은 1985년부터 농촌종합개발 방식이 정책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개발실, 제도개발실, 교육훈련실로 확대되었고, 1986년에는 농촌계획전담반으로 통합

하여 개편되었다. 1994년 대실체제 하에서는 농어촌개발연구부로 통합되었으며 1997년 수산부문

이관 후 농촌발전연구연구부로 개편되어 농촌발전연구센터로 개칭되었다.

수산분야는 수산경제연구실로 시작하 으나 1979년에 어업자원, 어촌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축

을 이루면서 수산개발실로 개편되었다. 1984년부터 수산물유통 분야가 부각되면서 수산경제실로

개칭되었고 1994년 대실 체제 하에서는 산림분야와 함께 산림수산경제연구부로 통합되었다가

1997년 4월 정부 방침에 의거 수협중앙회의 경제조사 분야와 함께 현재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이관되었다.

산림분야는 1978년 산지개발실로 시작하여 1980년에 자원경제연구실로 흡수되어 농지와 함께

연구되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는 자원경제연구실이 토지경제실로 조정되면서 토지경제실

에서 다루어지다가 1986년에 농촌종합개발 사업 정책이 추진되면서 산촌개발실이 신설되었다.

1988년에는 산림청의 농림수산부 이관 이후 1989년에 산림경제실로 변경되었다가 1994년 도입된

대실 체제 하에서는 산림수산경제연구부에서 수산부문과 함께 연구되었다. 이후 1997년에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이 설립되어 수산분야가 이관되면서 다시 산림경제연구실로 독립되었고 2002년에

산림정책연구실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6년에는 농업사연구실이 설치되어 1993년까지 존치되다가 1994년 대실체제 하에서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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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부로 통합되어 한국농업 50년사, 100년사를 마지막으로 2005년에 그 기능이 없어졌다.

1998년 12월에는 농업관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내에 농업관측정보센터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쌀을 포함하여 28개 품목에 대한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2007년 말 현재 2개의 부설기관을 두고 있다. 1995년 9월 UR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른

농림업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연구과제 관리를 위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를 설치

하 다. 2005년 4월에는 농림부의 농업정책 홍보기획, 평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

정보문화센터(CRIC)를 설치하 다.

또한, 농산물 개방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기술개발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2년

연구원에도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었다. 설립당시 3개 업체로 출발하여 2007년 말 현재는 10개

업체가 남아있으며, 그동안 연구원을 거쳐간 벤처기업은 13개 업체이다. 

문헌정보관리 및 정보서비스

정보자료실 운

1978년 개원과 함께 5,000여 권의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장서를 이관 받아 출발한 자료실은

1978~1979년에 걸쳐 전체장서에 대한 재정리 작업과 필수자료의 확보, 전문사서직 보강 등 정보

서비스 활동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국내외 자료 교환망을 구축하여 해외 130개 기관, 국내 400여

기관(시·군 포함)에서 750여 종의 정기간행물 자료를 기증받게 되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일환으로‘홍릉과학단지 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하여 종합목록 발간사업과 상호자료 이용을 도모

하 다.

1980년 본관 신축으로 도서실 열람공간을 확충하고 열람실, 정리실, 특수간행물 및 복사실을 확

보하 다. 도서실(외부명칭)의 조직편제는 초창기 행정실 도서과에서 1986년 독립부서인 자료실

로 승격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시 자료실, 전산실, 출판실이 한데 통합

되어 정보관리실로 개편되었고, 1999년도부터 별도팀인 정보관리실 자료팀으로 운 되었다. 

초창기에는 필수도서의 비치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 고, 1982~1983년에는 2차 검색서지

자료를 갖추려고 노력하 다. 또한 해방 전 농업관련 고문헌 자료(원자료 및 인본 농서, 경제사

자료)를 확보하 다. 1984년부터는‘자료전산화 계획’을 수립, 자료전산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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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2만 여 장서의 목록데이터베이스

를 입력하 다. 1995년에는 원내 LAN 환

경이 구축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Cli

ent/Server 환경의 상용 도서관전산화시

스템인 Vintage LAS(공급회사 오롬정보)

를 도입하여 편목, 검색, 연속간행물 정

리, 대출 및 반납 등 도서관 전체업무를

총괄 처리하는 Total System을 도입함으로써 훨씬 진전된 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 다. 특히, 이

용자 검색시스템은 PC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Web 환경으로 구현되어 보다 편

리하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내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과 전자저널, 전자파일

등의 증가로 전자자료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연구원 간행물에 대한 원문관리를 일원화할 필요

성이 제기되어 통합 웹환경 전자도서관시스템인 iLips(공급회사 링크소프트)를 도입하 다.

1988년에는 별관신축과 함께 자료실을 확장(128평) 이전하여 시설 장비를 일신하 다. 2000년도

에는 최신 자료와 신간잡지를 별도의 공간에 전시하여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정보플라자를 신설하 다. 2004년에는 별관에 위치한 자료실이 연구자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관과 별관을 선큰가든을 통해 직접 연결하는 리모델링 공사

를 하 다. 이때, 조명·공조시설 등을 재정비하면서 도서관의 열람환경을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또, 별관 열람실과 사무실(정리실)이 서로 떨어져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별관 지하 열람실로 2층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공간과 열람공간을 한 공간으로 통합하 다.

2007년도에는 정보플라자 정보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카펫 시공, 소파 설치, 창문 우드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아늑한 열람공간으로 리모델링하 다.

자료수집

연구원의 연구 목표와 성격에 적합한 문헌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분석과

그에 따른 자료수집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초창기는 농업경제학 및 인접 사회과학 기본도서의 확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자료, 정부간행물, 회의자료, 통계자료 등에 중점

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 다. 1978~1980년까지 이에 맞추어 1만여 권의 장서를 확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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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982년에는 주요학술잡지의 결호를 보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AJAE(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Economica’등 주요 경제학 학술지 기

간호(Back Issues)를 창간호부터 완질로 채우는 데 힘썼다. 또한 참고문헌 조사에 꼭 필요한 서지,

색인, 초록, 장서목록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국내외 필수 참고서지를

다수 갖추게 되었다.

국내 및 해외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교환 수집망을 확보하여, 1993년에 들어서 국내

179개처, 유럽, 미국지역 63개처, 일본·대만 등 40개처와 자료를 교환하게 되었다. 1985~1987년

에는 농업사 고문헌자료 수집을 계획하고 힘쓴 바, 원자료 30점, 인본 80점 등을 수집하 다.

1986년의 마이크로폼 리더기 장비의 비치에 따라 마이크로 폼 자료를 구입하여 왔고, 1990년대

들어서는 멀티미디어 매체의 발달에 따라 CD-ROM Title의 구입을 계획하고 세계적인 농업서지

데이터베이스 CD-ROM인 AGRIS, AGRICOLA, AgEcon CD 등을 매년 갱신입수하 으나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한 전자저널과 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러한 정보들이 서비스 됨으로써 현재는

완전히 입수 중단된 상태이다. 

1998년도 외환위기로 인해 환율의 급등과 예산부족으로 전체 구독종수의 30% 이상을 구독 중지

하 다. 구독중지 잡지 선별작업은 이용자들의 이용률, 구독금액, 타기관 구독여부, 학문 내에서

의 저널 향지수(Impact Factor)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연구원에서 자체적인 가중치를 부여

하는 작업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도에는 자료실 공간확보를 위해 소장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이용률이 극히 낮은 각종 홍보성 자료, 단행본, 교양도서, 데이터자료 등을 대량 폐기하

여 자료 소장 공간을 일부 확보하여 이용률이 높거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배열하 다.

200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국내 학회지 및 구미계 학술지를 인쇄자료 형태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전자적인 형태로 구독한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져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구독하게

되었다. 2003년도에는 Elsvier사의 Science Direct와 Swets Blackwell, 국내학회지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의 KISS 등 총 3종의 전자저널을 구독한 이래, 2007년에는 Science Direct, Blackwell,

EBSCO HOST BSC, JSTOR, Agra Europe, GeNii(일본학술데이터베이스), Inside U.S Trade,

EconLit, OLISNet(OECD 정보제공 사이트) 등 9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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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보유량 변화
단위: 건

도서류 장서보유
단위: 권

2007년 12월 31일

비도서류 장서보유
단위: 종

2007년 12월 31일

정기간행물류 장서보유
단위: 종

2007년 12월 31일

1978 1987 1997 2007
연 도

장서구분

구독

수증

전자저널/Web DB

3,309

4,359

-

7,688

149

455

-

12,451

12,300

3,626

28,377

244

742

-

19,451

19,795

6,275

46,066

181

752

-

24,059

30,788

8,112

62,959

175

468

10종

단행본

연구자료

제본잡지

소 계

구 분 단행본 연구자료 제본잡지 계

10,310

9,185

4,564

24,059

22,363

5,053

3,372

30,788

3,156

3,559

1,397

8,112

35,829

17,797

9,333

62,959

국 내 서

구 미 계

일본·기타

계

학술

잡지

자료구분 수 량 비 고

27종(22/5)

370종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정보서비스

신문(국내/국외)

CD-ROM 자료

구 분 구 독 수 증 계
전체간행물수
(누적증수)

62

79

34

175

345

65

58

468

407

144

92

643

675

329

129

1,113

KISS(국내DB)

DBpia(국내DB)

ScienceDirect

Blackwell

JSTOR

EBSCO BSC

GeNii(일본DB)

EconLit

Inside U.S.Trade

OLIS net

Agra Europe

EJS

국 내 지

구 미 계

일본·기타

계

구독 전자저널

및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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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리체계 정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원초기(1978~1979)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부터 이관 받은 장서에 대하여 전면적인 분류 및

목록작업을 실시하 다. 1986~1987년에는 단행본 이외의 연구 자료에 대하여 청구기호 및 자료재

구성 작업을 추진하 다. 1988년에는 소장단행본 및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온라인 목록작업을 실시

하여 카드목록과 병행 사용하 고, 1996년부터는 카드목록을 전면 폐지하고, LAN을 통한 온라인

목록을 MARC 기반으로 구축하 다. 2003년도에는 연구원 구독 정기간행물의 목록DB와 국내학술

지의 경우 논문기사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목록작업은‘한국목록규칙(KCR ; Korean Cataloging Rules) 제3판’을 기본으로 하되 기본표목을

채택하는 절충방법을 사용하며, 구미계도서는 AACR(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를 적용

하고 있다. 목록구성은 처음부터 서가목록겸 사무용 목록, 저자·서명목록, 주제명 목록으로 구성

하 으나, 1996년부터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카드목록을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목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4~2005년도에는 단행본류 목록작업뿐만 아니라 연속간행물 서지목록

및 소장정보 입력작업을 완료하 다. 국내 학술지 기사색인 DB 구축작업도 분기별로 일괄 반입하

는 방식으로 구축하여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도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다. 

소장도서는 단행본, 연구보고서, 통계연보류, 데이터류, 정기간행물로 구분하여 오다가, 1990년

이후부터는 비도서자료 및 첨단정보매체를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단행본의 분류는 초기에 DDC 18판을 계속 사용하다가 1996년부터 DDC 20판으로 변경 적용

하 고, 2007년도 7월 이후 부터는 DDC 22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및 통계

연보는 별도의 기관별 코드에 따라 분류·배열하고 있으며, 데이터자료는 각 용도별 기호를 사용

하여 분류하고 있다.

주제별 표목의 선정은‘리재철 주제명 표목표’를 사용하다가, 1985년‘농업경제문헌검색어집

(Thesaurus)’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1978년도 연구원 개원 이래 발간한 보고서, 논문, 총서 등 2002년까지 발행된 모든

간행물을 스캔을 통해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보고서 및 간행물 2,076건 337, 763쪽을

PDF 형식으로 전자화하여 연구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그리고 연구정보포탈시스템인 IKIS를 통해

서비스하고, 연구정보의 활발한 이용에 기여하며 연구원 저작물의 Digital Archiving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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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서비스

자료의 이용

수집·가공 정리된 모든 문헌자료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용자에게 활용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978년 연구원 개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열람실, 자료, 장비 등이 미비하 고, 연구원의

대외 홍보가 부족하여 외부 열람자가 많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여 왔다. 초기

에는 자료의 복사 이용이 많아(행정실과 자료실에 복사기 비치)전담직원이 봉사하 다. 

1988년 12월에 별관 신축건물로 자료실이 이전(128평)됨으로써 이용공간이 확대되어 쾌적한 열

람분위기로 일신하 으나, 본관-구관 사이의 통행 불편에 따라 원내 이용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

하 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에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본관 지하 다용도실

과 별관 지하 열람실을 직접 연결시켜 이용의 편의성을 높 으며, 자주 이용하는 정보자원들을 전

자화하고, 전자문헌 구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이용자들이 열람실에 직접 오지 않고 자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정보서비스 활동

입수되고 있는 문헌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최신정보지(Current Awareness)로‘주간신착자료

안내’를 간행하고, 1984년까지는 원내 간행물인‘월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에 고정란으로

‘근착도서 안내’를 통해 월별로 자료실에 입수된 주요 자료를 소개하 다. 또 1984년부터는 주요

학술잡지(주로 국내)의 논문(Articles) 색인지‘농경문헌정보’를 격월로 발행하여 왔고, 1986년에

는‘농업경제연구’등 국내 8개 학술지 기사색인집‘농업경제학술잡지 기사색인’을 발행하 다. 

이러한 색인지는 물론 각종 참고문헌 도구인 장서목록, 서지(Bibliographies) 등을 계속 작성하여

발간하 다. ‘장서종합목록(1982)’, ‘농림수산경제연구인명록(1983)’, ‘과학단지장서목록: 서양서

(1980~1986)’, ‘북방관련문헌목록(1987)’, ‘참고문헌서지목록(1988)’, ‘국제무역관련 문헌목록

(1990)’, ‘무역자유화 및 무역교섭 관련문헌목록(1990)’, ‘농업발전·전망문헌목록(1991)’, ‘중국

관련 문헌목록(1992)’, ‘연속간행물종합목록(1997)’등을 발간하 다.

개원 때부터‘주제명 카드목록’으로 문헌을 검색해 왔으나 1986년‘농업경제 검색어집’의 개발

에 이어 1990년 연구자료 관리시스템 문헌 DB의 가동으로 PC를 통한 완벽 자동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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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는 CD-ROM 수집으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분기

별 갱신으로 최신 학술정보를 PC를 통해 연구실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여러 장의 CD를 LAN을 통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Multi CD-Net Drive를 구입하여 여러 종류의 서지

초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CD-ROM 형태로 판매되던 각종 데이터베이스들이 인터넷을 통한 Web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Web Database로 전환되면서 CD-ROM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몇몇 통계

자료들만 CD-ROM으로 구입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기존에 CD-ROM으로 구입하던 AGRIS(FAO), AGRICOLA(US. NAL), AgEcon CD(CAB), EconLit

(AEA) 등의 해외 서지데이터베이스와 국내 문헌정보 CD-ROM인 국립중앙도서관의‘한국문헌

정보’, ‘국회도서관문헌정보(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석박사학위논문)’등의 데이터베이스

는 최근 들어 웹 데이터베이스(Web DB)나 기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

고, 특히 EconLit의 경우 전자저널에 통합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원 자료실에서는 이 전

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License)을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Elsvier사의 Science Direct, Blackwell 출판사의 전자저널, 한국학술정보의

국내학술전자저널(KISS)을 시작으로 이후 EBSCO BSC(Business Source Corporate),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 분야의 핵심저널을 기록목적(Archiving)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JSTOR, 일본학술데이터베이스인 Genii, 또 다른 국내학술데이터베이스인 DB-Pia 등을 구독하여

연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경 ·사회과학 분야 저널들을 전자형태로 구비하게 되었다. 이러

한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원 설립 후 초창기부터 신간 입수자료에 대한 문헌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제작한‘주간신착자료안내’를 기존에 책자로 프린트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던 것을 전자우편

으로 대체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주간신착자료안내에는 매주 입수되는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

문의 목차를 스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화된 논문의 경우 본문을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원문을 링크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2006년도부터는 기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조사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기본과제 설계세미나를 개최하기 전에 연구 설계서를 연구관리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여 검색결과를 서비스하고, 연구책임자에게서 적절한 키워드를 제공받아서

관련 문헌을 과제 수행팀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고, 연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보다 착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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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수탁과제에도 선행연구조사 서비스를 실시하 는데,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구계획서를 입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원 소장문헌 및 접근 가능한 전자자원 등을 제공

하게 되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과제를 대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용자 교육

2003년부터 전자저널을 구독하면서 원내직원들의 정보이용 능력향상과 전자저널에 대한 홍보

를 목적으로 정보이용 교육을 매년 실시하 다. 교육내용은 연구원 전자도서관 이용방법, 새롭게

구독하기 시작한 전자저널 소개와 검색방법, 인터넷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 효과적인 방법

(Tip)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2006년도에는 전자도서관시스템에 새롭게 메타검색시스템과 NDSL

통합검색 및 원문복사시스템인 NOS(NDSL On Site)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

하 다. 2007년도에는 이용자 검색교육 내용을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전자도서관 이용법,

국내외 전자저널 이용법 등을 Flash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이용교

육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러한 이용자 교육은 원내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이용소양교육(Information Literacy)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가의 데이터베이스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및 운

도서관전산화 이력

자료실은 1983년도부터 업무전산화를 검토하 으나, 당시의 도서관전산화는 대형 기종을 중심

으로 자체 또는 용역에 의하여 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실정에서는 막대한 투자

와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산화 개발에 앞서 기존업무를

보다 체계적이며 표준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1985년에 통제된 주제어로 데이터를 축적 검색할 수 있도록 3,211개의 용어를 수록한‘농업경제

문헌검색어집(Thesaurus)’을 발간하 고, 현재까지 계속 문헌의 주제분류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

1986~1987년에는 자료전산화를 위한 또 다른 준비로써 기존의 자료구성과 분류 및 청구기호개선

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조직하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354

1987년 전산실에 MV/7800 주전산기

가 도입됨에 따라 1988~1989년‘자료전

산시스템(KREILAS)’을 자체개발하

다. 당시 인력 및 예산지원이 어려운 여

건에서 시스템 분석과 설계를 하 고,

17,000여 건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

해서 6개월간의 코딩작업과 3개월의

입력기간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구축

된 DB를 중심으로 온라인 검색, 카드

목록의 자동출력, 바코드 방식의 대출

관리, 대출 DB구성 및 대출기록 자동출력 등 직접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당초 자료전산화 추진목적이

었던‘자료관리 업무의 효율화’와‘자료DB화를 통한검색기능강화’를어느정도충족할 수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인용 컴퓨터(PC)의 보급에 발맞추어,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상업용 도서관리 프로그램 패키지들이 속속 개발되었고, 자체 개발된 KREI LAS도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갖고 있던 중, 1995년 말 편리한 윈도우즈 환경의 이용

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상업용 패키지인‘Vintage LAS(오롬정보) 시스템’을 도입하 다. 이 시스템

으로 기존 목록데이터를 국제표준서지포멧인 MARC(Machine Readable Catalog) 형태로 전환함

으로써 외부와 데이터 교환 및 반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검색기능과 수서, 목록, 대출, 연속

간행물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토털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기능에 대한 요구

증가와 원문데이터 관리의 필요에 따라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 다. 또, KAIST를 중심으로 해외 학술

지 논문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국가전자도서관인 NDSL의 개발, 전자저널 및 웹 데이터베이스

의 증가, 연구원 간행물의 원문DB구축 등 안팎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3년도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업무를 웹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으며, 연구원 발간 보고서 및

논문의 원문파일을 보고서·논문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면 자동으로 서버에서 PDF 형태로 변환

되어 전자도서관과 연구원 홈페이지, 지식경 시스템(AGRE), 연구기관지식정보 포털시스템인

IKIS(Integrated Knowledge & Information System)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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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소장 데이터를 자료 형태별로 분리하여 통합검색시 형태별로 검색

할 수 있도록 구현하 으며, 연구원 구독 학술지 논문을 정기적으로 반입하여 논문단위 검색과 원

문 URL을 연결하여 한 번의 검색으로 논문색인과 원문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 다.

2006년에 들어와서 과제별 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이고 검색의 효

율성도 제고하기 위하여 메타검색시스템과 NOS 시스템을 구축하 다. 메타검색시스템은 한 번의

검색으로 다수의 정보원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구원이 구독하

는 국내외 전자저널, 국회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포털 등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

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편의를 높 고, 원하는 논문이나 도서 검색시, 연구원에서 원문을 이용하

고 있지 않거나 소장하고 있지 않는 자료는 타기관 원문복사 신청이나 도서구입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 다. 

NOS(Ndsl On Site)시스템은 국가학술지논문포털사이트인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을 연구원 전자도서관에 탑재하여 연구원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서브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결합한 시스템이다. 연구원 통합검색을 통해 연구원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NDSL도

한꺼번에 검색하기 때문에 폭넓은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연구원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주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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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호이용 협약체결을 통한 성과확산

정보자료 수집 및 원활한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연구원 발간물을 널리 알리는 성과확산에 기여

하기 위하여 원외 관련 기관과의 활발한 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자료 이용과 관련해서는 1978년‘홍릉연구단지도서관협의회’의 가입으로 상호대차제

(Inter-Library Loan)를 실시하여 왔고, 1990년에는‘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의 발족으로 현재

40여 개 기관과 상호대차 및 학술정보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1989~1990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KOLAS 계획’과 1989~1995년 국가표준서지인‘KORMARC

기술교육’에 참여하 고,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 부회 회원기관 자료공동교환, 46개 사회과학

관련 기관협의체인‘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KOSSIC)’와의 자료교환, 상호대차, 학술회의

활동(1990~1998년까지 회장 기관), 통일원의‘북방정보자료교류협의회의’회원기관 참여(1989),

학술진흥재단의‘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공동참여(1990~1994), ‘산업경제정보기관실무자회의’

를 통한 실무자 교육 등에 활발히 참여하 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보상호 이용을 위한 협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발간물을 외부

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원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2년

도에는 서울대학교 농생명연구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와의 정보상호이용협약을 체결하 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원 발간 보고서와 연구정보를 정보센터에 제공하고, 정보센터에서는 서비

스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연구원에 부여하 다. 이 정보센터는 농생명분야

연구 정보, 세미나자료, 각종 통계 등을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농생명과학분야 전문정보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국회도서관과 정보상호 이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연구원 간행물을 모두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 및

성과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2006년도에는 국내최대 학술지논문포털서비스(KISS)를 개발·운 하는 업체인 (주)한국학술정보

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우리 연구원의 발간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원 성과확산을 위한 온라인 유통채널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

이용 및 공급계약을 통해 연구원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연구

원에서 발행하는 연구 결과물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다.



제2편 정책지원과 연구지원 활동 357

전산과 정보화

전산시스템

연구원 개원과 동시에‘효율적인 연구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1978년

6월 PDP 11/05 뱃치터미널(Batch Terminal)을 도입하여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메인 컴퓨터에

연결하여 전산업무 처리를 하 다. 1982년 11월부터 DATA POINT 4750 미니 컴퓨터를 도입, 농림부

IBM 4341 시스템과 한국과학기술원 CDC 170-835 시스템에 동시 연결하여 대부분의 전산업무를

터미널 작업으로 처리하 다. 그러나 전산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1987년 12월에 주기억 용량

4MB의 ECLIPS MP/7800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하여 연구원 전산업무 지원체제를 개선하 으며,

1991년 1월에 MV/7800시스템에 SAS 통계패키지를 설치하고 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스

템 이용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 본인이 전산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다.

최초로 1989년 9월에 PC/XT 20대와 프린터 20대를 도입하여 워드프로세스, 스프레드시트 등을

사용하여 사무자동화의 기반을 구축하 으며, 1993년과 1994년에는 연구원의‘전산시스템 개선

계획’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141대, 레이저 프린터 60대, UNIX 워크스테이션, 파일서버, 메일서버,

통신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 다.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자료 및 정보, 각종

주변기기 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자원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도록 STANDARD BASE-BAND(IEEE802.3/ 10BASE5, 10BASET) 방식의 LAN(Local Area Network,

10Mbps) 시스템을 구축하 다. LAN시스템 구축과 운 에 필요한 IP를 1994년 11월에 한국전산원

으로부터 C class 4개 총 1,024개의 IP를 할당받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1995년도에는 LAN 시스템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운 하 으며, 7월에는 연구

전산망에 가입하여 국내외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개인별 E-mail 아이디

를 할당하 다.

또한 연구원의 LAN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각종 S/W, H/W 장비를 공동 활용토록 하 고,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구전산망(56Kbps), 국내 공중통신망(HITEL, 천리안)에 가입하여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 연구 자료 및 정보수집,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의사 교환, PC통신

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 다.

1996년에는 농림수산정보센터 및 연구원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와 전용선으로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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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 고 1998년 1월에는 연구

전산망 전용회선을 56Kbps에서

2Mbps로 대역폭을 확장하 으며,

2003년 10월에 ATM 10Mbps, 2007

년 4월에 ATM 30Mbps로 확장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 다. 

1998년에는 SUN E-450 서버를

도입하여 DB, 홈페이지, E-mail,

ORACLE Web Server를 기반으로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연구관리, 인사, 회계, 예산, 급여 등) 운 서버로 활용하 다.

2000년 4월에 본관과 신축 연구동, 별관을 1Gbps의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각 건물 내에는 100Mbps

를 지원하는 LAN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2001년 12월에는 농

림부 KMS 이용을 위하여 본원과 농림부 간에 512Kbps 전용선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관측정보지원시스템 운 을 위하여 2001년 8월에 HP ML-570 서버시스템, SUN storEDGE A1000

디스크 어레이와 2002년 7월에 SUN BLADE-1000 서버 및 DBMS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9i을 도입

하 다.

2002년 4월에 외부에서 연구원 전산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 접근통제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 연구원의 중요 정보 및 자료를 보호하고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

보안시스템(방화벽시스템, 어울림정보의 시큐어웍스)을 구축하 다.

2003년 1월에‘지식경 시스템구축 계획’에 따라 SUN V-480 서버시스템 2대 및 DBMS 오라클

9i 1조를 도입하여 지식경 시스템(AGRE)을 개발하고 개발완료 후 운 서버로 활용하 다. 2003

년 10월부터 ATM 10Mbps로 대역폭을 확장하여 초고속연구망에 접속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속도

를 개선하 다.

2004년 1월에 본관 2층 중회의실(경연당)과 본관 지하 대회의실(다산홀)에 그리고 2004년 10월에

본관 4층 관측센터 전화조사실에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시스템을 구축하 다. 

2005년 7월에는 본원 부설로 농촌정보문화센터가 발족하면서 전용선(2Mbps)으로 본원과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2005년 12월에 관측정보지원시스템의 OLAP 운 을 위한 Dell AS-PE6850 서버를 도입하 다.



제2편 정책지원과 연구지원 활동 359

2006년 1월에 DB 관리운 을 위한 Prime Power 450 DB서버를 도입하 으며, 2006년 10월에

각 서버에 분산되어 있는 중요 정보 및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백업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

스토리지 AMS-200, LTOⅢ까지 지원하는 테이프 백업장비 Neo 2000, 백업 S/W Veritas Netbackup,

Sphereon SAN 스위치 등으로 통합스토리지시스템을 구축하 다. 2006년 12월 백본스위치(3COM

7754), IPS기능이 추가된 어울림사의 K3000 보안시스템, 2007년 1월에 라우터 CISCO 3845(ATM 1

조, WAN E1 1조) 및 UPS(10KVA)를 도입하고 2007년 1월에 FTA 홈페이지 운 을 위한 SUN V440

서버 및 DB관리를 위한 오라클 10g를 도입 운 함으로써 연구원 전산시스템과 네트워크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

2007년 4월에 빠른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초고속연구망과의 네트워크 접속 대역폭을

ATM 30Mbps로 확장 개선하 고 본원과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간에는 전용회선 2Mbps에서

ATM Metro 20M로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장하 다. 2007년 7월에는 본원과 부설 농촌정보문화센

터간에도 전용회선 2Mbps에서 ATM Metro 20M로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장하 다.

정보시스템

1982년까지는 KIST 전산시스템에 터미널로 접속하여 자료의 집계·분석과 통계처리 등을 하

으나 1982년 12월에 도입한 DATA POINT 4750 미니컴퓨터에 SPSS 통계 패키지를 설치하여 자체

시스템으로 자료의 집계·분석과 통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연구지원을 위한 전산업무 처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었다. 1984년에 급여관리 및 연말정산시스템을 최초로 전산화하여

업무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하 으며 1985년에는 출장비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원들의 출장관련

업무부담을 개선하 다.

자료실 소장 장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 및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시스템을 1989년 12월에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1990년 1월부터 자료실 이용자들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 다. 

1991년 1월부터 MV7800시스템에 SAS 통계패키지를 임차하여 설치 운 함으로써 신속하게 24

시간 언제든지 연구자들이 다양한 통계 분석 및 전산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자체 개발한 도서관리시스템은 처리속도가 느리고 확장에 제약이 있어 1994년에 LAN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LAN 환경에 적합하고 자료실 운 에 필요한 기능이 포함된 상용 자료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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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tage LAS)을 1995년 12월에 도입하여 1996년 1월부터 2월까지 자료변환과정을 거쳐 3월부터

검색, 편목, 대출·반납, 수서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 다. 또한 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헌정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 다.

연구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 등의 경 정보시스템을 오라클 WAS 및 개발

툴을 사용하여 개발하 으며, 그룹웨어(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는 상용패키지를 구입하여 통합

정보시스템(인트라넷)을 1998년 10월에 구축 완료하고 2개월의 시험운 을 거처 1999년 1월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운 하 다. 

다양화되고 늘어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 6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기존의 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여 2002년 3월부터

운 하 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 그룹웨어시스템(게시판, 일정관리 등), 연구관리

및 평가시스템, 경 정보시스템(인사, 예산, 회계, 급여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구축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

또한 Web 메일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다.

정보시스템이 확충됨에 따라 2002년 4월에 연구원 전산장비에 대한 접근통제, 정보 및 자료,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통제와 정보보호를 위하여 어울림정보시스템의 시큐어웍스를 도입하여 정보

보호시스템(Firewall)을 구축하 다.

연구업무 및 연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통계·핵심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양질의 연구결과를 창출하고 경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경 시스템(AGRE)을 구축하여 2003년 6월부터 운 하 다. 지식경 시스템(AGRE)

은 지식관리시스템(KMS), 연구관리·평가시스템, 경 정보시스템(MIS), 전자문서관리시스템

(EDMS), 전자도서관(DL), 전자결재시스템, 그룹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식경 시스템

과 홈페이지 등 연구원의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도 구축하 다.

2004년 6월에는 날로 증가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스팸메일차단시

스템(컴투루테크놀로지사의 클린스팸)을 구축하 다. 2005년 1월에는 홈페이지의 방문자 속성을

파악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에 참조하기 위한 Weblog 분석시스템(넷스루사의 WiseLog)을 도

입하 다. 2006년 10월에는 방화벽기능(Firewall)에 침입탐지기능(IPS)이 보강된 어울림정보시스

템의 정보보호시스템 K3000을 도입하여 정보보호 기능을 보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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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우리 연구원은 1997년 3월에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사이버상에서 연구원을 소개하고 홍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krei.re.kr로 설정하 다. 홈페이지에는 연

구원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초록, 농업관측정보, 자료실 소장 약 3만여 권에 대한 문헌정보, 연구

원 소개 및 홍보자료, 행사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 다. 1997년 7월에 국문 홈페이지를 기초로

문 홈페이지를 구축, 서비스하 다.

1998년 3월에 정보검색시스템을 추가하여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홈페이지

를 재구축하여 서비스하 다. 1999년 8월에는 북한의 동향분석자료, 농업동향, 교류협력동향, 농

업자료,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북한농업정보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 다. 

2000년에는 관측정보에 농업전망 및 농업·농촌경제동향 자료를 추가하고, 농업·농촌의 최근

동향을 정리한 동향리포트, 연구진 소개, 직원 검색, 월간 뉴스레터, 농업협상 관련 자료 제공을 위

한 WTO농업협상자료, 외국의 농업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세계농업정보, 국외출장과 국제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국외출장정보 등을 추가하여 지식과 정보

를 공유하 다.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신설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토록 하 다.

2001년 5월에는 필요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구성하 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 다. 또

한 홈페이지에 회원제를 도입하여 회원 가입시 등록한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Push-Mail 시스템을 구축하 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결과와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운 하고자 홈페이지 모니터 제도를 2002년 9월부터 운 하 다. 제1기 모니

터 요원은 학생, 공무원, 농업인, 학계, 농업관련 종사자 5개 그룹 75명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연

구원 내부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보험, 농촌관광&마을가꾸기,

동북아농업, 지속가능 농업, 협동조합 등 6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럼이 결성되었다. 또한 사이

버상에서도 포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에 KREI 포럼 홈페이지를 구축하 다. 

2003년 6월에 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42,300여 권의 단행본, 1,070여 종의 정기간행물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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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35,000여 건의 기사색인, 211종의 CD-OM 목록과 국내학회지 DB, 구미계 해외학술지 중

NDSL(KAIST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의 목록 및 기사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고, 인쇄저널 및

Science Direct, EBSCO Host, Econlit, 국내 학회지 DB 등의 전자저널을 원내에서 검색하고 원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하 다.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주소는 library.krei.

re.kr이다.

우리 연구원에서 작성 발표하는 15개 식품군 200여 품목에 대한 식품수급 통계자료를 DB로 구축

하고 품목과 기간을 선택하여 통계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선택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증감, 구성비 등 분석과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추가 개발하여 2003년 6월부터 서비스하여 식품수급

표의 활용도를 제고하 다.

2003년 9월에 제2기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으로 학생, 공무원, 농업인, 학계, 농업관련 종사자 5

개 그룹에 92명을 위촉하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럼에 농업생산성연구, 농림과학기술정책,

산림정책 포럼이 추가로 결성되어 총 9개의 포럼 홈페이지를 운 하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3개 기관을 주

축으로 3국의 농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하여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을 결성하고 국어, 어, 중

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03년 10월부터 운 하 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fanea.org이다.

2004년 5월에 연구원은 가족을, 가족은 연구원을 이해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연구원 직원

가족 24명을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 다. 2004년 9월에는 제3기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학생, 공무원, 농업인, 학계, 농업관련 종사자 5개 그룹에 91명을 위촉하 다. 

2004년 10월에 쌀 협상에 대한 주요 정보나 이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쌀협상자료와 우리 연구원

에서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언론사에 발표한 기고문·칼럼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논단을 신설하 다. 세계농업정보는 토픽, 농업개황, 농업정책, 관련보고서 등으로

세분화하고 국별·품목별·정보형태별로 분류하여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보강

하 다.

2004년 12월에 FTA포럼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럼에 추가되었다. FTA포럼은 FTA 향분석

및 국내대책에 관한 연구와 FTA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결성

되었다. 우리술카페는 우리 술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정보교환 및 지식공유를 위해 2004년 8월

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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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구원 개원 이후 발간된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전자문서화

(PDF 파일)하여 원문을 DB로 구축하고 공개 가능한 1,441종의 원문을 추가로 2005년 1월에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하 다.

2005년 2월부터 지역통계정보를 DB화하여 GIS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역자원·

지역개발 제도 및 정책, 국내외 지역활성화 성공사례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정보 홈페이지

를 추가로 구축하 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rais.krei.re.kr이다.

2005년 5월에는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KREI I-Zine을 창간

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 다. OECD에 관한 정보 및 자료 공유와 농업부분

의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럼에 OECD농정연구포럼을

2005년 4월에 추가 개설하 다. 

FTA에 대한 농업부분의 협상전략 및 표준협상모델, 대상국별 대응전략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47개 국가별 통계 및 참조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 다. DB를 이용하여 각종 보고서와 그래프

등을 생성할 수 있고 해당자료를 엑셀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여 2006년 1월부터 홈페

이지를 통해 일반인은 사용 할 수 없고 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시작하 다. 홈페이

지 주소는 fta.krei.re.kr이다. 

2006년 10월에는 이를 부분 개편하여 일반인들이 국내 및 해외 농업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농업사례와 해외농업사례, 에니메이션과 가상현실기법(VR)을 활용한 사이버안내실,

연구원 홍보 상, 자유게시판과 혁신제안코너를 신설하 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농정연구속

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단 등에 의견을 달 수 있는 댓 기능을 추가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

션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편, 건전한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비방·광고·음해성 을 예방하

기 위하여 실명인증을 거쳐 댓 을 쓸 수 있도록 하 다. 

2007년 1월에는 홈페이지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 다. 원내외 설문조사,

인터뷰, 주요 유관기관 및 우수기관 홈페이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통해 3단계 홈페

이지 발전방향을 정립했다. 1단계(2007)는 연구원 온라인 인지도 강화와 다양한 고객군 발굴을 통

해 농업, 농촌 지식채널의 기반을 다지고, 2단계(2008)에서는 연구원과 고객, 고객과 고객 간의 쌍

방향 지식 채널을 확대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 다. 3단계(2009)에는 농업, 농촌 전반에

걸친 지식 포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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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이후 4개월 여에 걸쳐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진행되었다.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통해 연구

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정리해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개편된 사

이트는 연구원 국문, 문 홈페이지와 농업관측정보센터 국문, 문 홈페이지이다. 홈페이지 개편

시에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지침 및 보안지침을 적용해 고객 정보 노출, 해킹 등의 위험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보안도 대폭 강화했다. 

개편된 연구원 홈페이지는 2007년 1월에 도입된 검색 기능을 전면에 배치해 홈페이지 이용 편리

성을 높 으며 메뉴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수요자의 편리성을 높 다. 또한 컨설팅 결과와 방문객의

요구를 적극 반 해 쌍방향 교류 역을 확대하 다. 분산되어 있던 통계자료를 모으고 활용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가공해 농업통계 콘텐츠를 신설하는 등 고객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 다. 문홈페이지는 외국에서 연구원의 연구자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 고,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이용자 편의에 맞게 관측정보 위주로 메뉴를 재구성 하는 등 전면

개편하 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는 연구자료의 이용 편리성을 대폭 향상시킨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연구원 발간자료에 대해서는‘연구자료 스크랩’, ‘추천메일’, ‘저자문의’등

의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했고 노령의 저시력자 농업인들을 위해 씨크기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또한 동 상 정보도 대폭 확충하여 한국정책방송과 함께 만드는 시사농업해설,

농업관측정보 동 상, 연구보고서 동 상, 토론회·세미나 동 상 정보 등 다양한 동 상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 적으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도농상생 개념을 도입해 이미지화했으며, 각 서브 페이

지도 카테고리 별로 고유의 감각을 살릴 수 있게 배색과 이미지를 달리해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검색기능’과‘최신 연구동향’코너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중앙에 배치해 연구원의 핵심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고객센터’와‘한 눈에 보는 추천서비스 코너’도 메

인화면에 구성하여 고객의 이용편의성을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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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메인화면 디자인 변화

2003. 12. 16 2005. 9. 15

2007. 6. 1

2006. 10. 23

200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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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2003년에 구축한 지식경 시스템(AGRE)을 운 하면서 업무처리의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사항

들을 종합하여 반 하고 기존의 웹방식과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이 혼합되어 사용상의 불편점 등

을 개선하고 완전한 웹방식으로 2008년 4월까지 재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용 전산장비(PC,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와 서버장비 및 네트워크장비 등 노후 장비들

을 지속적으로 교체 및 개선할 예정이다.

홍보·출판

홍보

1984년 농정여론조사실을 설치하면서 연구원의 홍보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1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홍보와 출판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홍보출판실을 두게 되었다.

1999년 감독기관이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바뀌면서 홍보업무는 기획조정실, 출판업무는 자료

정보지원실에서 각각 추진하 다. 2000년에 농정분석실을 만들어 홍보와 농정조사 분석업무를 담

당하 다. 2002년에 외부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장 직속으로 홍보담당을 두었다.

2005년부터 성과확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기획조정실 홍보출판팀에

서 홍보와 출판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는 홈페이지 관리업무도 홍보출판팀

에서 맡아, 온·오프라인 홍보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 다.

1990년대 초반에는 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행사 홍보에 초점을 두어 홍보업무를 추진하

다. 홍보의 일환으로 주요 농정현안이 나오고 보고서가 발간되면 연구원 출입기자들을 연구원

으로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일간지와 중앙방송 농림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설명회를 수시로 가졌다. 특히 연구원은 1995년부터 언론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 주요 이슈를 선정해 일간지 농림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특히

연구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발간되는 2월에는 농림부 기자실에서 방송과 일간지 기자를 대상으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2004년까지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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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를 맞아 농림부, 재경부, 산자부 기자실을 재경부로 통합하면서 관련 부처 외청에 국한

해 브리핑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현재 일간지와 방송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보고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연도별 일간지와 전문지 보도실적을 보면 1995년까지 400여 회에 달하던 것이 1996년 500여 회,

2001년 1,100여 회, 2002년 1,500여 회, 2002년 1,600여 회, 2004년에 2,100여 회가 넘어선 뒤 최근

까지 매년 2,000여 회에 달하고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보도실적은 1995년에 25회에 달하던 것

이 1996년 66회, 1998년 100여 회를 넘은 이래 2004년 140여 회, 최근에는 90회에 달하고 있다. 전

체 방송횟수는 줄었지만 텔레비전 방송횟수는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원은 2002년 11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에 관심이

있는 일간지 논설위원들을 한 데 모아‘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1차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

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13개 신문사 경제담당 논설위원들이 참여하 다. 이 모임은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히

쌀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농업의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005년 말에는 방송국 논설위원을 섭외하여 모임을 갖고 있다.

1999년도 농업전망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행사장에서 출판물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특히 2006

년 농업전망대회 때는 주요보고서를 요약한 포스터를 만들어 전시하여 전망대회 참가자들의 관심

을 끌었다. 또한 2005년에는 연구원에서 주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연구성과 발표대회를 가졌다.

2007년 농업전망 행사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보고서를 선정, 내용을 요약하여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연구원은 사내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일환으로 2003년 8월 4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침편지’

를 만들어 음악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송하고 있다. 토요 휴무제에 발맞춰 2005년 6월

3일부터 아침편지를 보강, 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정보를 담은‘문화나들이’를 제작,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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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및 전문지 게재 기사, 기고 실적

단위: 회

TV·라디오 방송 실적

단위: 회

연도 TV 라디오 계

1993 10 20 30

1994 5 12 17

1995 14 11 25

1996 40 26 66

1997 21 67 88

1998 42 59 101

1999 69 80 149

2000 41 63 104

2001 41 64 105

2002 33 37 70

2003 67 65 132

2004 90 53 143

2005 45 33 78

2006 71 23 94

2007 66 23 89

연도 기사 기고 계

1993 356 43 399

1994 355 78 433

1995 266 66 332

1996 457 67 524

1997 579 105 684

1998 667 114 781

1999 630 107 737

2000 545 593 1138

2001 961 115 1076

2002 1466 111 1577

2003 1774 103 1877

2004 1921 160 2081

2005 1682 137 1819

2006 1821 112 1933

2007 1889 86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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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1978년 4월 개원과 함께 연구원을 상징할 로고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간사’에 의뢰, 로고 제작에 들어갔다. 로고는 2개월 여의 작업을 거쳐 6

월에 완성돼 봉투 등 연구원의 각종 인쇄물에 적용하 고, 본관 건물 설계

의 바탕이 되었다.

이때 제작된 연구원 심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두음(頭音) 자인‘농’과‘경’의‘ㄴ’과‘ㄱ’을

채자한 것으로 정사각형의 전체 바탕 위에‘ㄴ’과‘ㄱ’을 서로 어깨를 맞대어 조형시켜 안정감을

이루는 동시에 협동심을 고취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탕의 엷은 녹색은 넓고 생기에 찬 대지를, 가운데의 짙은 녹색은 그 대지에서 이룩해야 할 힘

찬 미래의 생명력을 표상한다. 미학적인 면에서 엷은 녹색과 짙은 녹색이 대비됨으로써 밝고 활동

적이며 진취적인 도약감을 주어 미래 지향적인 연구원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다. 엷은 녹색 바탕 위

에‘ㄱ’과‘ㄴ’이 이루는 시각적인 안정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내지 제반활동의 정

확성과 긴 성, 상호유대관계를 토대로 해서 생겨나는 모든 결과물을 표현하고 있다. 

허신행 원장 취임 이후 기존의 로고를 인쇄에 적용할 경우 색상이 불명확하여 전달력이 약하다

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새로운 로고 작업에 들어갔다. 2차 로고 작업은 1991년‘나라기획’에 의뢰

해 1992년 5월 11일, 6개월 만에 새로운 로고가 완성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연구원 로고는‘농’의‘ㄴ’과‘경’의‘ㄱ’을 녹색 삼각형 두 개로 상징화 한 것으로

모든 직원이 화합하여, 푸르게 펼쳐진 들판처럼 넓은 시야로, 농산어촌의 안정된 발전을 깊이 연구

하는, 산처럼 높은 긍지를 가진 연구원을 나타낸다. 로고체는 세종대왕체에 변화를 주어 발전과

안정을 나타냈다.

2003년 11월 시대변화에 걸맞는 연구원의 비전과 정체성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CI(Cooperation Identity) 제작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 CI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연

구원은 6명의 CI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까지 CI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연구원 지식관리

시스템(AGRE)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경로로 통해 직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 다. CI 추진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초 6명으로 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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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추진위원회를 16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에 박성재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04년 4월 4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CI 추진 관련 부서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조태희 홍보담당이 CI 개념과 추진 사례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본격적인 CI 논의를 시작

했다. 5월에는 부서별 수련회를 가지며 CI의 핵심인 연구원의 비전과 사명, 역할, 경 원칙, 원훈

제정을 위한 MI(Mind Identity)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다. 이어 6월에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그

동안 논의된 MI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실무추진위원회가 맡아 추진하 다. 최종적으로 MI 설정

을 위해 7월에 부서장과 실무추진위원들이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MI작업을 마쳤다. CI

작업에 이어 실제 CI 디자인 작업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결과 총 5개 업체

가 응찰, 엄정한 심사를 거쳐‘디자인파크’가 CI 추진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원은 CI 제작

파트너가 된 디자인파크와 9월에 계약을 하고 CI작업에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MI 중 비전은‘국내외적으로 신뢰 받는 자랑스러운 초일류 연구원’이며, 사

명은‘농업인에게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품을, 도시민에게 아

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을 보장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합의를 선

도한다’로 정했다. 연구원의 역할은‘위험과 기회를 알리는 메신저, 정책 대안의 결과를 제시하는 이

정표, 가야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리는 신호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정했다. 원훈은 기존

의‘넓은 시야, 깊은 연구, 높은 긍지’를 그대로 쓰기로 합의했다.

2004년 10월에는 미리내캠프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CI 추진 경과와 일정을 전직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자인파크는 도출된 MI를 토대로 기본시스템과 응용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CI 기본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여 기본시스템을 결정한 뒤 응용시스템 디자인에 들어갔다.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워드

마크, 로고타입 등 15가지의 기본시스템을 결정하 다. 이어 명함, 봉투, 신분증 등 70여 가지의

응용시스템을 제작하 다.

2005년 3월 31일 1년 반에 걸쳐 도출한 신가치(MI)와 개발된 CI 선포식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개발된 CI는 출판물을 비롯 연구원의 시설물 등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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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타입

로고타입은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형태로 초일류 연구원

으로서의 자신감을 표현하 고, 로고의 주색인 청록색은 젊고 진취적인 색상으로 새롭게 변모하

고자 하는 연구원의 의지를 담았다. 디자인의 모티브로 삼은 R과 싹(잎)은 농촌(Rural)과 생명을

의미하고, 동시에 신뢰(Reliability)와 탐구(Research), 책임(Responsibility)을 상징한다.

워드마크

시그니춰

시그니춰는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된 것을 말한다. 개발된 시그니춰

는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활용한다. 개발된 시그니춰가 아닌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개인의

취향으로 임의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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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 기사 분석

전국 각지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방신문(21개)에 게재된 농어촌 혹은 농정관련 자료를 수집·정리

한‘지방일간지 농어촌관련 주요기사’자료를 매주 1회씩 작성하여 원내 연구 참고자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림부, 국회, 청와대 등에 우송하고 있다. 1980년 11월 20일 제1호를 제작·발간,

1997년 12월 말까지 총 888호를 제작·배포하 다. 2000년 초반에는 주요 농정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하 으나 정부가 저작권법을 강화하면서 지방일간지 농어촌관련 주요기사 자료집 발간을 중

단하고 매일 농업·농촌관련 기사와 주요 기사를 스크랩하여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다.

출판

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수효가 몇 안 되었으므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출판 규

정을 찾기 어려웠다. 연구원은 필요할 때마다 간행물 발행 규칙, 원고료 지급 기준, 배부 기준 등을

차례로 갖추었다. 1986년 9월에는‘간행물 유별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간행물의 종류를 체계

적으로 구분하 다. 1985년 10월에는‘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를 상설하 으며, 1992년 5월 이후

편집위원회를 3개(농촌경제, Journ al of Rural Development, 연구원 뉴스)로 나누어 운 해 왔다. 

1992년 10월에는 지금까지 만든 각종 기준을‘간행물 발행규칙’으로 통합 정비하 다.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새 출판규정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 다. 연구원은「정기간행물 등록

및 출판사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농촌경제」(바-520: 1978. 5. 30)와「JRD」(사-790: 1978. 10.

23)를 정기간행물로 등록하 다. ‘연구원 뉴스’는 1979년부터 등록하려고 하 지만, 1982년 4월에

야 등록증을 받았다. 연구총서 1호 발간에 즈음하여, 출판사 등록(제 5-10: 1979. 5. 25)을 하 다.

「농촌경제」와「JRD」도 유가지로 등록하려 하 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 다. 

개원 직후부터 외부인들은 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하 다. 연구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

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공하기 위하여 1980년 2월에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간행물

구독 회원제’를 실시하 고, 2월에 일간 내외경제와 4월에 교보문고에 간행물 판매를 위탁하 다. 

1992년 10월에는 워드 프로세서 도입에 맞추어‘편집체제에 관한 매뉴얼’을 정하 다. 1993년

에는‘스타일 파일’을 만들어 누구나(직원과 인쇄소) 쉽게 통일된 규격(판형, 꼴, 활자 크기 및

행간)으로 조판할 수 있게 되었다. 스타일 파일에 맞춰 인쇄소 결과물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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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 10월에는‘빠른 교정 파일’을 보급

함으로써, 한 맞춤법이나 표준어가 틀리는 빈도가 50% 가량 줄어들었다. 1997년 10월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는 최초로‘원고 작성 매뉴얼: KREI Style Manual’을 발행하 다. 

2005년 12월 29일에「농촌경제」가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농촌·경제 사회 분야

학술을 이끄는 학술지로 공인 받았다. 농촌경제가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2006년 JRD가 제29권

제4호부터「농촌경제」와 합쳐져 연간 6회(국문 4회, 문 2회)발행하고 있다.

2005년에 새롭게 만든 연구원 CI를 적용하여 보고서와 인쇄물 전반의 디자인을 바꾸었다. 새로운

CI를 적용한 여러 인쇄물은 일관적으로 정리된 디자인으로 연구원 각종 서적과 홍보물에 통일성

과 전문성을 부여하 다. 2006년에는 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하여 표지를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

하여 새롭게 바꾸었고 옵셋 인쇄하 다. 옵셋 인쇄 시 기존에 사용하던 지질인 모조지를 코트지로

바꿔 인쇄 결과물의 선명도를 높 다.

2007년에는 연구원의 기본연구보고서 5종을 기획 발간하 다. 기획발간보고서는 표지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고 내지를 2도로 편집하여 표와 그림의 이해도를 높 다. 또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

도록 전문 편집인이 윤문하여 품질을 제고하 다.

간행물의 종류와 성격

연구원이 발행하는 간행물은 크게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정기간행물 세 가지이다. 연구보고

서는 5가지(연구보고, 정책보고, 연구총서, 수탁보고서, 기타 연구보고서), 연구자료는 2가지(연구

자료, 교육홍보자료), 정기간행물은 5가지(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농업관측, 임업

관측, 축산관측)이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연구원의 연구간행물 중 기본이 되는 보고서이다. 이론·정책 개발이 주된 내용

이고 일반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는 간행물이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선정한 과제와 정부가 위촉한

과제의 연구 결과는 주로‘연구보고’로 발행한다.

정책보고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보고서이다. 연구원 임직원과

정책 실무자에게 주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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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는 학문적으로 대학생 및 일반 독자들에게도 배포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이론 중심

의 간행물이다.

수탁보고서는 연구원이 제삼자로부터 연구를 수탁받아 발행한 간행물이다. 출판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일반인에게는 배포하지 않는다.

기타 연구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연구보고서이며, 정부가 요청하는 단기정책과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구자료

연구원은 개원 초기에 연구자료, 해외농업동향, 해외농업 시리즈, 정책토의 시리즈, 해외농업 등

을 발행하다가, 이것들을 모두‘연구자료’로 통합하 다.

‘해외농업동향’은 각국 농업의 흐름과 연구 동향의 요점을 연구진과 농정 실무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월간 2회 발행되었다. 외국의 신문과 농업 관계 잡지에서 기사를 고르고, 텔렉스

(연합통신)로 날마다 경제 및 농업 기사를 받아서 해외농업연구실과 함께 활용하 다. 1978년 5월

15일 창간호를 발행하여, 1979년 12월까지 모두 40개 호에 기사 315건(2,922면)을 실었다. ‘해외농업

동향’의 기사는 시사성이 있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단편적이어서‘해외농업 시리즈’로 대체

하 다.

‘해외농업 시리즈’는 연구와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의 최신

연구물 및 정보를 번역(편역)한 단행본이다. 이 시리즈는 1980년 2월에 제1권‘농업과 에너지’가

발행되어, 1988년 12월까지 모두 43권이 발행되다가 연구자료로 통합되었다.

‘해외농업’은 각국별로 농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곁들인 자료집이다. 연구원이 처음

으로 특정 국가의 농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원은 2007년

초 해외농업시리즈를 복간하여‘뉴질랜드 농업’을 시작으로 해외농업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정책토의 시리즈’는 연구원이 주최한 각종 정책 관련 회의(토론회, 협의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

한 논문과 토의 내용을 기록 보존하고 연구와 정책 실무에 활용하며, 일반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발행하 다. 처음에는‘정책협의회 시리즈’로 발행하다가 1984년부터‘정책토의 시리즈’로 이름

을 바꾸었으며, 1988년까지 37권을 발행한 후‘연구자료’로 통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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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농촌경제」는 1978년 5월 31일에

창간하 다. 연구진의 새로운 연구

및 연구결과를 널리 보급하여 정책

반 도와 학문적 기여도를 높이고,

연구진의 발표 활동을 돕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다.

제1권 제2호부터 연구 아이디어 개

발을 촉진하고 부수적인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연구 노트’와‘연구자료’를 게재하 다. 연구 교류를 위하여 외부인이 집필한

논문도 게재하며, 주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특집을 싣기도 한다. 30권 6호까지 논문과 연구자료 총

1,149편을 수록하 다. 임직원, 학계, 행정부와 국회 및 농촌지도소 등에 배포하고 있다.

「농촌경제」는 처음에는 논문 외에 좌담, 국제회의 참가기, 국제농업기구 시찰기,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뉴스 등을 싣는‘종합연구지’로 출발하 다. 그러나 독자마다 요구하는 기사가 달라 3권 1

호(1980년 3월)부터 학술지로 바꾸고, 그 밖에 정보는‘해외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정책협의회 시리즈’등으로 제공하 다. 2005년에 학술진흥재단에 학술지로 등재되면서 관련 연

구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원고 투고율이 더욱 향상되어 2006년부터는 JRD와 합쳐 어논문집 2회

를 추가하여 연간 6회 발행하고 있다.

「Journal of Rural Development」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1978년 11월) 발행된

문 학술지다. 연구원이 개원기념 국제 학술세미나(전환기의 농정과제와 정책대안, 세종문화회관,

1978. 11. 7~11. 11)를 여는 것을 계기로 한국 농업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학술을 교류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다. 30권 5호까지 수록된 논문 중에서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인 학자들의 논문(연구원 연구진과 공동 집필한 것을 포함)은 33% 정도이다. 연구원은 JRD를 각국

의 농업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2006년부터 농업 관련 연구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농

촌경제와 합쳐 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이하 농경연 뉴스)’는 연구원의 활동을 기록·보존하고 홍보하기 위

한 월간 시사지이다. 연구원 소식, 시론, 연구결과 요약, 해외농업 시찰기 및 연구원의 활동을 게재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실무자 및 현지통신원에게 연구원의 활동을 알리는 기능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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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뉴스’는「농촌경제」에 있던‘농경연 뉴스’지면을 분리한 것으로, 1980년 1월에 창간

되었다. 계엄사령부가 간행물 발행을 검열하 던 1980년 11~12월과 1981년 2~4월에는 발행을 중단

하 다가 1981년 4월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받고(라-2663) 제14호부터 다시 발행하 다. 이 무렵까

지‘농경연 뉴스’의 편집 디자인은 다소 떨어졌다. 1982년 5월에 출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편집 디자인을 전문 회사에 위탁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4년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원 뉴스를 당초 2면에서 4면으로 늘렸으며, 디자인도 2005년 4월

호부터 연구원의 CI를 응용하여 새롭게 바꿨다.

편집체제와 인쇄 품질의 변화

간행물의 발행부수와 인쇄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간, 비용(예산), 품질 세 가지이다. 연구원

은 주로 시간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인쇄방법을 선택하 으며,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립농업경제연구소의 인쇄 방법도 참조하 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연구보고서 인쇄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인쇄를 선택하

다. 「농촌경제」,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연구총서 등은 활판으로 인쇄하 다. 이것들은

발행부수가 700부 이상이고, 다소 시간의 여유(45~90일간)를 가지고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쇄 용지는 중질지를 사용하기도 하 지만, 되도록 백상지를 선택하 다. 중질지에 인쇄하면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도‘백상지에 인쇄’하는 것을 정부는 사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보고서 표지는 초기에는 질기고 빨리 인쇄할 수 있는 레자크 지를 주로 쓰다

가, 1990년부터 아트지로 바꾸었다.

연구원이 발행하는 간행물의 크기는 대체로 4·6배판과 변형 국판 두 가지이다. 책의 판형을 정

할 때 (1)연구원이 발행한 책을 한 곳에 모을 때에 높이를 같게 하고 (2)판형을 잘못 정하면 용지를

낭비하므로 용지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크기 (3)인쇄비용을 줄이고 실로 묶기 쉽도록 16페이지

를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는 크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문저널, 연구총서, 연구보고서는 손에 잡히는 크기인 변형 국판을 선택하 다. 국전지(930×

630mm)를 16절로 접어서 최대 크기로 제단하면 223×150mm 정도가 된다. 이 판형은 조금 길쭉

한 느낌을 주므로 1992년에 228×157 mm로 바꾸었다.

연구원의 간행물은 1990년대 초까지 일부 정부 부처 인쇄물의 편집 체제 및 표지 디자인에 향

을 주었다. 인쇄업체들이 다른 기관에 연구원 간행물을 본보기로 제시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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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정부부처들도 홍보전문 회사에 편집 디자인을 의뢰하여 눈에 띄는 간행물을 발

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연구원은 표지 디자인에 공을 들이고 있고 연구원을 상징하고 독자

들이 원하는 수준의 표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연구원은 개원 초기부터 보기 좋게 편집하되 한 페이지에 한 줄, 한 자라도 더 넣는 편집 방법을

선택하여 왔다. 그러나 인쇄 방법에 맞추어 편집해야 하므로 공판으로 인쇄할 때는 자유롭게 편집

할 수 없었다.

공판타자기의 구조는 자간과 행간을 세 하게 조정할 수 없었고, 획수가 많은 한자는 자가

번졌다. 활자는 5호(약 9포인트)와 4호(약 12포인트) 두 가지 활자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4·6배판 1면에 5호 활자로 26행(다른 기관의 간행물은 23행)을 넘게 넣을 수 없었다(공판인쇄는

공판타자기로 스텐셜 지에 활자 구멍을 내고, 이 구멍으로 인쇄 잉크가 종이에 배게 하는 등사 방법

인데, 일본에서 1910년대 말에 개발되어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초에 들어왔다).

1980년대 초에는 공판타자기도 1포인트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개선되었고, 종이에 직접 타자

[白打]하여 마스터 페이퍼(1980년대 중반에는 습식 페이퍼)에 인쇄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꼴

을 선택하고 행간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인쇄 선명도도 높아졌다. 이로써 9포인트 활자

를 변형국판에는 28행을, 4·6배판에는 34행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꼴은 명조체와 고딕체를 기본으로 사용해 왔다. 한 의 꼴이 다양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지

만, 한자나 문자를 아울러 써야 하므로 꼴을 선택할 때 제약을 받고 있다.

연구원은「농촌경제」, ‘ 문저널’, ‘연구총서’를 활판으로 조판하 으나, 1989년 4월부터 전산사

식기로 조판하 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제 대신 국산 전산사식기가 널리 보급되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PC로 조판하는 인쇄소가 늘어나기 시작하 다. 전산사식기와 PC로 조판하면 비용은 비

슷하지만 활판이나 공판타자보다 빠르게 조판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말에는 인쇄용 시약의 품질도

향상되어 인쇄 후 몇 년이 지나면 종이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단점도 개선되었다.

PC가 보급되면서 전에는 인쇄소만이 조판하 으나, 필자가 PC로 작성한 원고를 인쇄소가(아스

키 파일로 전환하여) 재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활판 인쇄와 공판타자는 우리나라에

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 다.

연구원도 1992년부터 연구자들이 직접‘워드 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하 다. 이로써 조판 기

간이 1/2 정도로 짧아졌고, 활자 크기와 행간을 1/100mm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사

회 전반적으로 신문을 비롯한 각종 인쇄물의 활자가 커지기 시작하 고, 연구원도 보고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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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 크기를 10포인트로 키웠다. 연구원 직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도 한 가지 원인이었다. 기

본활자의 크기는 1996년에 10.2포인트로, 1997년에 10.5포인트로 커져 현재는 11.2포인트와 12포

인트를 연구보고서의 기본활자 크기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3월 말에는 연구원의 CI가 바뀌어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연구원의 각종 인쇄물의 표지와

내지 디자인을 새롭게 디자인하 고, 이를 계기로 연구원의 인쇄물 대부분이 시각적으로 통일되

었다. 

2006년부터는 연구보고서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표지와 내지의 디자인을 바꾸

었다. 또한 2007년에는 기본연구보고서 5종

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윤문하고 2도로

편집하여 발간하 다. 인쇄방식도 마스터에

서 옵셋으로 전환하 으며, 보고서를 위한

지질도 모조지에서 코트지로 일부 교체하여

품질을 한 단계 높 다. 

농정여론조사

농정여론조사 사업은 농촌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수집하여 분석해 농림정책

에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 사업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78년 개원 이후 현지통신원 제도를 도입하

여 현재까지 운 하고 있다.

현지통신원 제도 운

현지통신원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독농가로서 각 지역의 농업기술

센터, 농협, 축협, 임협, 기타 농업인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다.

현지통신원은 읍면당 1명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작목별 주산지 등에서는 인원을 늘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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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1978년 10월 현지통신원 950명을 처음 위촉하 고, 1979년 6월에는 작목별(시설원예,

고랭지채소, 고추, 마늘, 양파, 감귤, 한우, 젖소, 돼지, 닭)로각50명씩총500명을추가로위촉하 다. 

1980년에는 현지통신원 수를 전반적으로 늘려 1,249명을 추가로 위촉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농, 별세 등으로 현지통신원 수가 날로 줄어들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1983년에 23명, 1984년에

411명, 1987년에 473명을 추천 받아 위촉하 다.

현지통신원들을 1978년 구성한 뒤 일정한 구성원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보충해 왔으나 현지통신

원으로 위촉한 지가 오래되어 이농, 사망한 이들이 많고 노령화되어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이에

연구원은 1996년 말부터 현지통신원 재정비작업에 착수하 다. 

농업기술센터(당시 농촌지도소), 농협, 축협, 임협, 농업인단체들로부터 4천여 명을 추천받아

지역, 연령, 학력, 경작규모, 작목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현지통신원을 포함해 최종 2,071명을 선발

해 1997년 4월 1일자로 위촉하 다. 이후 몇 차례의 보강과 정리를 통해 2007년 5월 현재 1,959명

의 현지통신원을 운 하고 있다.

현지통신원 운용은 1,959명 개개인의 농지규모와 주소득작목 등 26개 정보를 DB로 관리하며,

조사 표본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농정 건의나 농촌현장 여론을 수시로 접수해 현장감 있는

연구수행에 참고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1월 현지통신원 사례금 온라인 입금을 위한 계좌조사를 실시하여 이사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 예방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 그해 5~6월에는 현지통신원 이용 특성과 분야별로

DB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회수율 높은 우수 통신원들을 별도 분류·관리함으로써 조사 회

수율을 높이고 있다. 

2007년에는 이메일을 보유한 현지통신원들에게 온라인정보 발송 및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

을 이용한 관계 확대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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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통신원 구성 현황(2007년)

도별 분포

학력별 분포

연령별 분포

경작규모별 분포

농사경력별 분포

현지통신원 대상 여론조사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농업인 의식, 농촌경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화 혹은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연구사업을 위한 조사가 연평균 10여 차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말 전수조사로 실시하

구 분 21년 이상 11~20 6~10 2~5 1년이하(미기재포함) 계

809

41.3

666

34.0

131

6.7

57

2.9

296

15.1

1,959

100.0

인원수(명)

구성비(%)

구 분
1,500평 미만
(미기재포함)

1,500~
3,000평

3,000~
6,000평

6,000~
1만 평

1만 평~
3만 평

3만평이상 계

57

3.0

183

9.3

587

30.0

607

31.0

472

24.1

53

2.7

1,959

100.0

인원수(명)

구성비(%)

구 분 60세 이상 50~60세 40~50세 30~40세 30세미만(미기재포함) 계

758

38.7

540

27.6

453

23.1

44

2.2

164

8.4

1,959

100.0

인원수(명)

구성비(%)

구 분 국문해독 국 졸 중 졸 고 졸 초대졸 대 졸 대학원졸 계

2

0.1

167

8.5

515

26.3

1,097

56.0

42

2.1

128

6.5

7

0.4

1,959

100

인원수(명)

구성비(%)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계

220

11.2

151

7.7

157

8.0

296

15.1

199

10.2

340

17.4

268

13.7

265

13.5

33

1.7

30

1.5

1,959

100

인원수(명)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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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부터 2007년 말 현재까지

현지통신원을 이용한 여론조사는 총 281건에 달하고 있다.

평균적인 조사 응답률은 50% 내외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조사에 참가하는 연인원은 매년 8천

여 명에서 1만여 명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연구사업 여론조사

연구사업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매년 초 농업전망 발표를 위한‘쌀 재배면적 의향조사’를 시작으

로 연중 기본연구사업과 관련한 10차례의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연구에 반 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결과는 농정연구속보로 발간해 신속히 제공한다.

연구사업과 관련한 현지통신원 활용은 전화나 우편조사 이외에도 현지출장을 통한 면담조사에도

활용해 현장연구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연구원은 1978년 개원 시부터 전체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사항과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차년도 연구사업에 반 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제공함으로써 농업계의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적으로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의식구조조사는 갈수록 관심이 증가해 2004년 3월에 발표한‘2003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결과’

는‘조선일보’등 중앙지 10건, 지방지 12건, 전문지 7건 등 모두 29개 언론이 주요기사로 보도

하 다. 이 밖에 홈페이지 조회수가 1,353회에 달했으며, 참고문헌에 5건이 인용되는 등 성과가 나타

났다. 

2004년 조사에서는 쌀 관세화유예 협상과 FTA 등 농업개방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 여론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정 평가와 요구에 관련된 문항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과제로 수행하기 시작하 다.

2006년 3월에는‘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연구 자료로 발간하여

배포하 고, 2006년도 조사는 12월 말부터 실시하 다. 

2006년 조사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농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의식구조를 파악할 목

적으로 기존 현지통신원 전수조사를 포함해 일반국민 1,500명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도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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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 다. 

2007년 2월 조사결과를 속보로 발표한데 이어 3월에는 보고서로 발간하여 공개함으로써 대부분

의 중앙언론과 주요 방송, 전문지 등에 주요 이슈로 다뤄지면서 도시민들의 농업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조사결과는 도시민들의 농업개방에 대한 견해와 개방에 따른 농산물 선택조건 등을 구체

적으로 파악해 발표함으로써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농촌 문제를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

인 도시민 입장에서 균형있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복리후생

학자금 지원제도

학자금 지원은 1978년부터 중·고, 대학생에 한하여 100%를 지급하 다. 그러나 1997년부터

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학생 학비보조는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2인 이내 1

자녀 당 한 학기 60만 원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1999년 경 혁신의 일환으로 연봉제가

도입되고 개인의 성과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제 수당이 성과연봉으로 통합되면서 1999년 대학생

학비보조는 과다복지제도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도 1999년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하는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제도를 폐지하 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내 직원

들의 월 급여에서 갹출하는 회비로 운 하는 상조회인 원우회에서 대학생 학비 보조를 하기로 하고

지급한도는 60만 원으로 하 다. 60만 원 한도는 2005년까지 시행하 고 원우회 재정여건이 개선되

면서 2006년에는 70만 원으로, 그리고 2007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다시 인상하 다.

사택지원제도

연구원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직원들에게 사택

(아파트)을 제공하 다. 이를 위해 1980년 5월 방배동에 35평형(소라아파트) 아파트 6개동을 구입

하 고, 이후 1987년 도봉구 방학동에 35평형 2개동을 구입하여 전체적으로 8개동의 사택을 보유

하 다.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수선비는 물론 유지관리비까지도 기관에서 부담하 다. 그러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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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인력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월세와 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8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경 혁신 시책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간 정산 자금이 필요했고, 공공기관들은 중간정산 재

원 마련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종용받았다. 마침 소라아파트가 2001년도에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었고 연구원은 재건축에 대한 초기부담금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 재

원도 필요하여 소라아파트 6개동을 매각하 다. 방학동 아파트 2개동은 그 후 2003년도에 매각하

으며, 재원은 모두 2004년 퇴직금중간정산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교통보조비 지급

1978년 개원 당시에는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온 고급인력에게는 아파트와 함께 3인당 출퇴근용

승용차(당시 차종은 포니) 1대를 기사와 함께 제공하 다. 5년 후 포니 승용차는 대부분 타고 다니던

직원들에게 매각되어 개인소유로 운행되었다. 그리고 차량지원 대신 자가용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인근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

연구원(KIET)과 함께 대형버스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공동 운행하 다. 직원들은 퇴근 시 정문

에서 우리 연구원 통근버스를 타고 KDI, KIET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각자 노선버스를 타고 퇴근

하 다. 출근 시에도 노선별 도착지에 내려서 기다리다가 연구원으로 오는 버스를 이용하 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1978년과 1987년에 각각 45인승 버스 1대를 구입하여 투입하 다. 그러나 통근버스

제도는 80년대 후반 일반직원들의 자가용 소유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통근버스 이용자가 줄어

들어 폐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에게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 다.

선택적 복지제도

2005년 도입된 선택적 복지제도는 직원 복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은 성과

급 재원으로 흡수되었지만 1999년 이전에는 하계휴가비 성격으로 여름에 능률제고 수당을 일부

지급하 다. 휴가비가 여름한 때 일률적 소비성으로 사용되었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개별적으로

책정된 연간 한도 내에서 체력단련, 건강검진, 자기개발 등 개인의 필요에 맞게 사용토록 하는 제도

로 직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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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관리제도

과거에 비해 용역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재정여건이 개선되면서 보수수준은 향상되었다고 하지

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었다. 연구원은 직원 복지 확충차원에서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직원들의 종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 다. 종합건강관리

제도는 종합검진제도와 건강보험가입 제도를 포함한다. 

건강검진 제도는 종전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검진항목 중 일반적인 항목

을 줄이는 대신 실제로 필요한 항목을 대폭 늘리고 정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 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외에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종합건강보험제도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연구원 차원에서 직원 단체로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이 보험 가입 이후 혜택을 본 직원들이 많이 있다.

퇴직연금제도

1998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2004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은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연구원은 직원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말에 지급되는 경 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권장하 다. 이러한

결과 대부분의 장기근속 직원들이 가입,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다. 이

제도는 60세까지 불입 후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자금 및 가계자금 대출제도

연구원 상조회인 원우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주택자금 및 가계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재원

은 매월 급여에서 갹출된 회비와 그동안 사택아파트 입주부담금, 자금 대출이자, 식당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것이다. 주택자금은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우선으로 1,000만 원 한도이며 대출일로

부터 12개월 거치 60개월 균등 분할상환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1년 이상 근속자로 300만 원 이내

로 하며, 일시불 또는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둘 다 연리 3%이며 연체이율은 13%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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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와 4대보험 가입

퇴직금제도는 1999년부터 누진제가 폐지되고 1년 근속당 1개월 평균임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98년 말 기준으로 2004년에 중간정산을 완료함에 따라 현재 적립액은 1999년부터 적립된 것이

다. 퇴직금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건강보

험은 과거의 의료보험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원 종합건강관리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1인 이

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노무와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1987년 6월 항쟁으로 6공화국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 다. 이로부터 전국의 많은 사업장

에서 노동쟁위가 발생하 고 신규 노동조합이 빠른 속도로 설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와 그동안 내부적으로 누적된 요구가 표출되면서 연구원에도 노동조합 설립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1987년 12월 4일 연구원 인근식당인 복래관에서 이두순 외 80명이 결성대회

를 가졌다. 그 날 대회참석 인원은 남자 54명, 여자 27명이었다. 조합원 가입 서명자는 129명이었

으며 의장에 이두순, 사회 및 임시의장에 이 석, 서기는 이성복 씨가 맡았다. 결성대회에서 위원

장에는 이두순, 부위원장으로 이 석, 오내원, 이점모, 사무국장에 이성복, 회계감사에 김정부, 허

구, 김은순 씨가 당선되었고 제10장으로 구성된‘노동조합 규약’을 통과시켰다. 대회 후‘가맹인

준신청서’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제출하고‘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에 제출하 다. 12월 5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김락기 위원장으로부터‘인준필증(1193호)’이 교

부되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해 12월 22일 이두순을 대표자로‘노동조합설립신고증(제

87~19호)’이 교부되었다. 노동조합은 다음날 12월 2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결성보고 대회를 가짐

으로써 합법적으로 활동을 개시하 다. 그 당시 설립동기와 배경은 박사학위 소지자 위주의 승진

제도 불만, 해외 유학시 휴직제도 폐지 반대, 상위직 대비 상대적 저임인 하위직의 보수 불만, 잡

급직(임시직)의 정규화 요구 등이다. 노동조합 설립은 출연연구기관 중 1987년 9월 22일 산업연구

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직의 변천

1987년 출범한 노동조합은 1988년

3월 12개 연구기관 노동조합으로 구

성된‘연구전문노조협의회’에 참여하

으며, 1989년 10월 14일에는 설립

당시 가입한 한국노총 산하 연맹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을 탈퇴하고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

련)’에 가입하 다. 1997년 7월 3일 전문노련은‘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조연맹(공익연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 으며 공익연맹은 1995년 11월 11일 창립된‘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1997년

7월 8일에는 개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단위노동조합을 해산하고‘전국연구전

문노동조합’을 결성하 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명칭도‘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지부’로 개칭되었다. 이후에도 규약 개정으로‘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

공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로 개편되었다. 2007년 3월 27일 자연과학분야

연구기관으로 결성된‘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으로 결성된‘전국공공

연구전문노동조합’이 결성대회를 통해‘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통합함에 따라 현재는‘민주

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가 되었다.

기구 및 전임자

노동조합 기구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가 있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

의원회의가 있다. 집행기구로는 임원과 부장으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가 있다. 또한 연 2회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감사가 있으며, 임원선거는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

한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은 노보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운 되기도

하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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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상근자 명단

노동조합원

노동조합 설립 해인 1987년 조합원은 129명이었고, 이듬해 말에는 123명으로 95%의 가입률을

보 다. 이후 매년 감소하여 1991년에는 91명으로 72%, 1994년에는 77명으로 64%, 1997년에는 64

명으로 50%로 떨어졌다. 2005년 53명으로 45%, 2007년 56명 47.5%를 나타내고 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 설립 이후 1988년 1월 16일 최초의 포괄단체협약 체결 이후 7차례의 단체협약이 체결

되었으며, 2007년 현재 유효한 협약은 1993년 8월 4일 체결한 포괄단체협약이다. 2006년에는 처음

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 공동으로 5개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

하 다. 단체협약과 별도로 임금협약은 당년도 처우개선에 대한 협약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다.

연구원 노사간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3개

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간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이두순

이성복

이 희

허 구

김재홍

이 희

허 구

허　장

조원

허 구

최주호

김혜경

허 구

김호년

김은정

김형모

허 구

손광순

허 구

손광순

허 구

손광순

허 구 허 구

위원장 허 구 허 구 허 구 허 구 허 구 허 구 허 구 허 구 허 구 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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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 개선과 시설 관리

1978년 설립 직후 연구원은「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정부(농수

산부)로부터 토지 21,937㎡ 및 건물

1,866㎡을 무상으로 양수(1979. 4.

16)받았다. 양수 당시의 토지는 모두

임야(도시계획상 공원시설) 으나

본관 건물 신축 등을 위해 대지 4,800

㎡(연구시설), 도로 692㎡(공원시설), 임야 16,445㎡(공원시설)로 분할등기(1979. 7. 31)하여 현재

에 이르고 있다. 건물은 사무실(구관, 지상 2층) 1,609㎡, 창고(단층) 243㎡ 및 수위실 14㎡ 등 3개

동으로 모두 196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이었으나 청사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

는 건물은 없다.

현재 연구원 본관(지하 1층, 지상 4층/건축연면적 3,851.65㎡)건물은 1979년 10월 16일 착공하

여 1980년 12월 20일 준공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028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주)공간연구소가 설

계와 공사감리를 맡았고 롯데건설(주)에서 시공하 다.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처음 건축한 이 건물

은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1980년 우수건축상’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함께 이후 설립되는

출연연구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또한 1980년에는 본관 건물 준공 이외에도 수위실을

재건축(건축연면적 15㎡)하고 구관 및 창고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연구원 청사로서의 기본

적인 면모를 갖추었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는 구관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추진하 다. 건물의 골조를

제외한 건축 내·외장재, 냉·난방 설비 및 전기·통신선로 교체 등을 통해 본관 건물에 버금가는

연구환경 조성에 힘썼으나 협소한 면적, 취약한 단열조건 등 기존 건물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1988년에는 업무공간 확충과 대강당, 세미나실, 자료서고·열람실 등의 마련을 위해 양수받은

창고를 철거하고, 별관 건물(창조관: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225.53㎡)을 신축하 다.

1988년 4월 18일 착공하고 1988년 11월 14일 준공한 이 건물의 총 사업비는 378백만 원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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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간연구소가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하고 신우건설산업(주)에서 시공하 다. 시간이 지나면

서 이 건물 1층(세미나실 및 사무실)은 2001년 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가 입주하 고, 2층(대

강당)은 1998년 연구동 재건축 사업 착수에 따라 임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4년에 업무공

간 확충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연구실 및 사무실로 변경되었다.

연구원은 한때 외무부 주관으로 추진하는‘국제연구교류단지’로 청사이전을 추진하 다. 연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협소하고 열악한 업무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1992년부터 청사이전을 모색하 다. 그러나 주관부처의 해당 사업 지지부진으로 1995년에 사업

참여를철회하고, 1996년부터구관건물을대상으로한연구동‘재건축사업계획’을수립하게되었다.

당초 2층으로 건축된 구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구동(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2,911.74㎡)을 신축한 재건축 사업은 본관의 냉·난방 및 수변전 설비 통합공사 및 배수로 복개,

산책로 조성, 신규 하수관로 매설, 도로 재포장 등을 위한 조경·토목공사 등을 병행 시공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6,351백만 원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추진하 다. 이 사업은 당초 직원들의 큰 기대

를 담아 1997년 6월 설계에 착수하 으나 수도권 인구과 억제정책, IMF 경제위기 등 난관으로

사업규모 조정을 거쳐 1998년 11월에서야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1998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2000년 3월 27일 준공하 다.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하고

(주)신성에서 시공한 연구동 재건축 사업의 준공으로 연구원 청사는 현재의 3개 건물과 수위실 등

8,004㎡의 건축면적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1년에는 직원들의 도서자료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사업비 134백만 원(중소기업청 지원금 80

백만 원 포함)으로 본관 1층에 정보플라자를 신설하고, 별관 1층 업무공간을 구조 변경하여 2002

년부터 현재까지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로 운 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20년 이상된 본관건물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연구시설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인 공사를 추진하 다. 옥상·외벽 방수,

사무실 구조변경 내장보수, 냉·난방 및 전기·통신설비 개·보수, 회의실 방송· 상설비 설치,

체육시설, 선큰가든 및 조경 시설물 보수 등 전반적인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

말까지 총 2,395백만 원의 시설비를 집중 투자하 다.

이와 같은 연구환경 개선 노력으로 연구원은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연구공간과 시설장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마음껏 연구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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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보유 부동산의 변천

주: 1978년은 실제 사용 부동산(1979. 4. 16자 농수산부로부터 무상 양수) 기준

건 축 연 면 적 (㎡)
사 택
아파트

비 고

토 지 면 적 (㎡)

대지 도로 임야 계
본　관
(태동관)

연구동
(혜림관)

별　관
(창조관)

수위실 계
연도

1978 - - 21,937 21,937 - 1,609 243 14 1,866 -
연구동(구관): 2층 건물

별관(창고): 단층 건물

1979 4,800 692 16,445 21,937 - 1,609 243 14 1,866 - 토지 분할등기

본관(지하 1층, 지상 4층)

1980 4,800 692 16,445 21,937 3,852 1,609 243 15 5,719 6동
신축, 수위실 재건축 및

사택(소라APT, 33평형)

6동 취득

1987 4,800 692 16,445 21,937 3,852 1,609 243 15 5,719 8동
사택(신동아APT, 35평형)

2동 취득

1988 4,800 692 16,445 21,937 3,852 1,609 1,225 15 6,701 8동
창고 멸실 후, 별관(지하

1층, 지상 2층) 신축

1999 4,800 692 16,445 21,937 3,852 - 1,225 15 5,092 8동 구관 철거(멸실)

2000 4,800 692 16,445 21,937 3,852 2,912 1,225 15 8,004 8동
연구동(지하 1층, 지상 5층)

신축및배수로복개정비

2001 4,800 692 16,445 21,937 3,852 2,912 1,225 15 8,004 2동
사택(소라APT, 33평형)

6동 매각처분

2003 4,800 692 16,445 21,937 3,852 2,912 1,225 15 8,004 -
사택(신동아APT, 35평형)

2동 매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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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지방이전 추진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24일‘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 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30년 동안 자리잡았던 홍릉 연구단지를 떠나 전라남도 혁신

도시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라남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우리 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연수원,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한국

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해양경찰학교 등

15개 기관이다.

연구원에서는 청사이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정부의 계획 확정·발표 전후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과 농림부 등 정부부처와의 연계성, 우수인력 유치의 한계, 연구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로의 이전을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탄원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5년 8월 26일 정부 방침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 일정에 따라, 관련 7개 정부부처 장관(청장),

전라남도지사 및 연구원(기관장 공석으로 원장 권한대행 참여)을 포함한 전라남도 이전대상 1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 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합의하여 2005년

11월 30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대를‘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입지로 확정하 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광주광역시 이전대상 3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을 포함하여 17개 기관(전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해양경찰학교

는 여수로 이전)이 되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11월 23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대 7,295천㎡를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2007. 1. 11 제정·공포, 2007. 2. 12 시행)」에 의거, 2007년 3월 19일‘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하 다.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주도로 진행된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2006년 5월 착수) 및 조사·

설계 용역사업(2006년 9월 착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협의로 작성된‘공동



혁신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혁신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26일

승인 고시되었다. 실시계획에 반 된 연구원 예정부지는 35,702㎡이었으며, 혁신도시 서측 진입

로 북쪽에 배치(전남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2-99 일원)되었다.

정부 작성지침에 따라 2007년 7월 말 작성한‘연구원 지방이전계획’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조정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2007년 12월 11일)를 거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가시화를 위해 혁신도시 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이전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지방이전을 마무리 하는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연구원은 청사 지방이전을 기관경 의 핵심이슈로 선정하고, 지방이전사업

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가며 대내외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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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안목으로대형과제

연구에매진하기를

나는 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던 1988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0년사를 이미 쓴 바 있다. 이후

1998년에 20년사를 쓰고, 다시 30년사에 내 을 싣게 되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나는 타의에

의해서 뒤늦게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고 80에 가까운 나이까지 연구에만 매달렸다. 오랫동안 연구원

에서 생활한 만큼 추억 역시 세월만큼 많이 쌓 다.

1977년 단군 이래 대풍작으로 쌀 4,170만 석을 거두고 5만 톤의 쌀을 인도네시아에 대여하게 되자

예산당국의 태도가 돌변하여 증산일변도의 농업투자나 대농민 보조를 중지하려는 의도를 비쳤다.

농업투자가 정책에 걸맞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산당국의 배후

에서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농림부에는 이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연말 개각

때 장덕진 장관이 신임 농림부장관으로 부임하여 왔다. 그는 두뇌회전이 빠르고 의욕적인 분이라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었다. 나는 연구기관의 신설을 위해 기존의 농업경제연구소를 해체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이 연구진에게 파격적 대우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고 구두 건의하 다.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978년 4월 기존의 정부기구인 농업경제연구소가 해체되고 오늘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 차관보 던 나는 아이

디어 제공자에 불과했고 설립기획 등의 실무는 당시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며 연구원 초대부원장

이 되신 김동희 박사가 담당하셨다. 그렇게 설립된 연구원이 발족 1년 7개월째 되는 1980년 11월,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연구원의 초청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나와 연구원의 기연이 아닐

수 없다. 그 무렵 새로 정부를 인수받은 전두환 정권은 발족 초부터 정부기구 축소를 단행하 다.

농림부도 차관보 두 자리, 국립종축장장 등 3개의 1급 자리가 없어지고 국(局)이나 관서도 통폐합

김 진 3~4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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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도 그

화가 미처 국제경제연구원(전 중동경

제연구소)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리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농

업에 심한 편견을 갖고 있던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 씨 때문이었다. 그

가 경제수석으로 있던 1983년에는 추

곡수매가격이 단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을 정도 다. 그가 경제를 잘 모르던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교사까지 겸하고 있다는 풍문도 나

돌았다.

당시 부원장이던 김동희 박사가 단국대학교 농대 학장으로 떠나고 나는 연장자로 섭외업무를

맡아 동향인 행정개혁위원회 김 휘 위원과 위원장이던 손수익 씨의 협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은 존치하는 것으로 안을 작성하여 청와대로 갔다. 청와대에서는 행정수석이 부서조정업무를

보았는데, 후일 전남지사와 교통부장관을 역임한 김창식 씨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종친

회 총무를 볼 때 그가 차장이었던 인연으로 쉽게 그를 설득할 수 있었다.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인

데 김재익 경제수석에게서 얻은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맘에 걸렸다. 다행히 그 무렵 대학후배인 허

문도 씨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을 만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존치

에 대해 상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허문도 씨는 당시 실세 던 3허(許)의 한 분으로 후일 통

일부장관을 역임하 다. 연구원이 존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보현 원장에게 보고하 더니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적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와서 연구원을 살렸다고 과분한 칭찬을 하 다.

그 후 내가 원장이 되고나서 연구원에 공이 있는 장덕진, 김창식, 허문도 등 세 분을 연구원의 월례

특강에 차례로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해드린 바 있다. 

김재익 경제수석과의 악연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어느 날 그가 연구원 운 의 혁신안을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 혁신안의 방향 제시도 없었다. 이수 연구조정실 실장과 상의하여 원장이 겸임

하던 이사장을 분리시키고 더욱 도 있는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적절히 혁신안을 작성하여

그에게로 가지고 갔다. 그는 내용설명도 듣지 않은 채 원장이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무례

하고 공직사회의 도의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김 원장이 농림부 장관일 때 그는 기획예산처의

새파란 기획국장이었고, 연령으로 보더라도 그보다 15살이 더 많은 김 원장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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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이었다. 아니 되레 김 원장이 자청하여 가겠다고 하더라도 오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할 수 없이 원장을 모시고 국보위 시절 김재익 씨와 같이 근무하여 그를 잘 아는

성배 연구위원과 셋이 김 수석을 만났다. 보고를 받은 그는 누가 이런 것이나 만들라고 하 느냐

고 소리를 지르면서 연구는 치우고 연구원 모두 한자리물가 유지를 위한 대농민경제교육이나 하라

는 것이었다. 청와대를 나온 후 위경련 약을 사 먹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다른 방도 없이 그 지시에

따라야 했다. 약한 자의 비애라고 할 수 밖에. 당시로서는 거액인 6천만 원의 연구예산을 들여 전

연구진이 3개월간 전국의 각 군을 돌며 대농민 경제교육을 실시하 다. 김재익 경제수석은 연구원

을 없애지 못한 분풀이를 이렇게 한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에는 20여개 경제 관련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중에는 역할이 불분명한 기관

도 있다. 그러나 2008년 들어설 새 정부가 과잉비대한 정부기구나 연구원들을 정리한다고 하더라

도 대내보다 대외문제가 더 큰 우리 연구원이 존폐위기에 빠질 위험은 없다. 앞으로 연구원에 바라

는 점이 있다면 정책 기여도가 큰 대형과제로 긴 안목을 가진 연구를 많이 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

내 나이를 보아 40년사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바라는 점을 스스럼없이 적었다. 행여나 망언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며 이 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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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운명을바꾼

나의첫연구보고서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했던 1968년 초 ROTC 4기생들의 제대가 연기되는

바람에 나는 3개월을 더 근무하고 육군 중위로 예편하 다. 집으로 돌아왔으나 할 일이 없었던 나는

대학교 도서관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었다. 그 해 여름 어느 날 대학 은사 던 박진환 교수님을 찾아

가 진로문제를 상의 드렸더니, 추천장을 한 장 써 주시면서 농촌진흥청 윤근환 박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셨다.

농촌진흥청에서 가장 막강한 연구조정과장으로 널리 알려진 윤근환 박사님을 찾아가 추천장을

내 었을 때 나에게 제일 먼저 날아온 질문은“그래 무엇을 해보고 싶으냐?”이었다. “도서관에서

한 4~5년 임시직으로 일하며 책을 원 없이 읽어보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대답한 나

에게 돌아온 그 분의 말 은 의외로 냉정했다. “젊은 시절 미스터 허와 같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요. 나도 그랬으니까. 생각이 있으니 잠시 기다리고 있으시오.”

그 사이 대학 선배 한 분이 농촌진흥청 청소년과 김문헌 과장님 밑에서 어번역 일을 한 번 해

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해 왔다. 먹고 살 겸해서 그 제안을 수락하고, 3개월 째 일하던 어느 날 퇴근

길 시내버스 안에서 윤근환 박사님을 만났다. “아! 미스터 허! 이리 와 봐요. 왜 그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기다렸는데……. 내일 농업경 연구소로 와 봐요.”

나는 윤근환 박사님이 농업경 연구소 소장으로 발령이 난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농업경

연구소에 와서 전공분야를 열심히 공부하여 해외유학도 다녀오고, 성장해 보라는 그분의 말을 따

르기로 하고 1968년 12월 10일, 임시직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 다. 

그런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먼저 연구제목이라도 설정해야 할 판인

데 연구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 다. 나는 고민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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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식품가공업계를 돌아다니며 연구 제목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아보기로 하 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절임채소를 일본에 수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업자를 한 분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의 말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은 락교나 오이, 무 등 절인 채소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채소의 품질

이 좋고 생산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낮으므로 절임만 잘해서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 다.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나는 그 회사를 단 걸음에 찾아가 일본의 절임채소

샘플을 구경하고 기술적인 문제 등에 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바로 이것이로구나! 농산물에 관한 한 PL 480 원조나 부족한 달러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

나라에서 순수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 흥분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소로 돌아오자마자

대학 1학년 때 기계적으로 배웠던 통계학 책을 뒤척여가며 계산기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통해 일본

으로 수출 가능한 물량과 금액을 예측해보았다. 나는 그때 통계적 예측량보다는 업자들의 직관적인

수출 가능물량이 오히려 더 심증에 닿았지만, 윗분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통계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석결과는 의외 다. 락교, 오이 등 절임채소의 대일 수출 가능액은 2백만

달러,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던 한국에서 농산물을 수출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윤근환 소장님은 나에게 브리핑 자료를 잘 만들어보라고 지시

하 다. 윤 소장님과 내가 농촌진흥청 차장과 김인환 청장께 절차를 밟아 보고를 드렸더니 대단히

놀라면서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해보라고 하셨다. 우리는 자료를 보완하여 진봉현 차관을 거쳐 조

시형 장관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다. 브리핑 전에 윤근환 소장님이 나를 장관께 소개할 때“허신행

연구관입니다”라고 하 는데, 그때 나는 임시직으로 있었다. 부하 직원을 아껴주고 배려해 주는

윤 소장님이 고마웠지만, 사실이 아니었기에 머쓱해지면서‘하루 속히 임시직을 면하고 떳떳한

연구관이 되어야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

긴장 속에서 브리핑이 그런대로 끝나고 어떤 코멘트가 나올까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군 출신으로

서 결단력이 강한 조시형 장관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 하셨다. “아니 이런 좋은 연구소가 왜 농촌

진흥청 산하에 있는 거요?”장관님의 일갈에 문을 모른 참석자들은 눈만 휘둥그레질 뿐이었다.

2백만 달러어치의 우리 농산물 수출 가능성을 분석해 낸 연구기관이라면 농정을 수립 집행하는

중앙부처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기술을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에 있느냐 하는 질책성 발언이었다.

당장에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농업경 연구소를 농림수산부 직속으로 개편하라는 명령이 떨어

졌다. 그 후 몇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1970년 4월 8일, 농림수산부‘농업경 연구소’로 개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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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무실도 수원의 콘센트 가건물에서 서울 광화문 앞 구 농지개량조합사무실로 옮겨 왔다.

그리고 1973년 11월 30일자로 농림수산부 산하‘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 개칭되었다. 그때 연구

내용은 1970년‘절임용 채소재배의 경제성 분석’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그 후 국립농업경제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농정과제를 수행하여 국가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 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아 윤근환 소장님은 청와대 농림건설 담당 비서관으로

전을 하기에 이르 다. 나는 197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8년

에 귀국하 다. 윤근환 비서관님은 농림수산부 차관보로 승진 전보하게 되었고, 1978년 4월 1일

국립농업경제연구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 다. 나는

1978년 8월 귀국하자마자 국립농업경제연구소의 옷을 벗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합류하게 되

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농촌진흥청 농업경 연구소에서 농림수산부 농업경 연구소, 국립농업경제

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 성장 발전하 다. 그 와중에서 윤근환 박사님과 나는 서로 맞

물려 오랫동안 끈끈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던 셈이다. 윤근환 박사님은 6공화국에서 나는 문민정

부에서 장관으로 농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맡기까지 하 으니 우리가 한국농업에 끼친 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어느 소수 인재들만의 노력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역사적 교훈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농경·일손 사회가 1970년에 끝나고, 산업·지식 사회에서 농기계 및 기술 중심의 자

본주의적 농업으로 탈바꿈되지 못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은 한 몸·정각 사회를 맞이하여 첨단기

술 농업, 생명공학 농업, 친환경 농업, 유비쿼터스 및 어메니티 농업 등 새로운 기능주의 농업으로

대 전환을 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사양화되어 가는 산업, 지식 사회에서 탈락되는 중소기업인들과 자 업자들, 그리고 농과대학

을 졸업하고 새로운 창업에 부푼 꿈을 가진 젊은이들로 하여금 황무지나 다를 바 없는 농촌에서

희망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찾아보고 싶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면서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아직도 식지 않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

을 가지고 농촌을 위해 더 노력해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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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에서새롭게자리매김

할수있도록거듭나길

우리 연구원이 정부조직의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으로 새 출발한 지 올해로 서른 돌을 맞았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이 이루어 온 커다란 성과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모든 가족과 함께 개원 30주년을 축하하고, 앞날의 더 큰 성취를 기원하는 바이다. 

돌이켜 보면 1978년에 우리 연구원이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에 뒤이어 출연연구기관

형태로 홍릉연구기관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개방체제 이행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농업·농촌부문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이 절실

히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쌀 자급 달성, 중화학

공업화에 따른 급속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무역 의존도의 급상승 아래서‘전환기 농정’내지

‘개방농정’으로 표현되었던 농정전환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정립

할 우수한 연구능력을 지닌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연구원은 한국 농업·농촌이 직면해 온 갖가지 상황에 대한 여건전망과 현상

분석, 정책 대응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많은 연구 인력의 육성과 배출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전문 분야 인재 공급의 산실이 되었다. 

우리의 연구 대상인 농업·농촌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30년은 UR타결 이전의 시기

(1978~1992)와 WTO 이행기(1993~현재)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농정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제1기는 대내적으로는 고도성장과 내수확대를 기반으로 축산과 원예부분을 중심으로 한 농업성장

이 지속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협상을 통한 농산물시장 개방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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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로 여건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UR 타결과 WTO 농업협정의 발효에 따른‘WTO 이행기’

에 해당하는 제2기에는 본격적인 시장접근의 확대와 국내보조의 감축이라는 다자협정의 제약 아

래 농정을 운 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 

본인이 6대 원장으로 연구원의 관리를 맡게 된 1993년 4월은, 7년을 끌어 온 UR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타결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이 쌀을 비롯한 우리의 핵심과제에

집중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1993년 우리 연구원의 주된 업무는 UR농업협상과정의 지원과 협상

타결이 국내농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만들어 추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

하는 일이었다. 

당시 우리는 UR 협상지원을 위해 정부 자문관으로 파견되었던 최양부 부원장이 제네바 협상 현장

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 협상전망과 한국 농업에 대한 파급 향추정을 위한 분석 작업

을 진행하 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작업내용을 참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다. 당시에는‘쌀시장은 한 톨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론으로 집약되어서 개방파급효과

추정작업 조차도 정부와 무관하게 연구원의 책임 아래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덧붙인다면 담당연구자의 자료 관리 소홀로 전문지 기자의 손에

들어 간 개방피해 추정 문건이 전문지 보도를 거쳐 일간지의 1면 톱기사로 대서특필된 일이 있었다.

결과만 요약하면 이 사건에 대한 문책은 전혀 없었으며, 사과 방문차 나를 찾아왔던 기자에게 당

신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는 격려의 말을 전달하고 함께 악수를 나눈 기억이 난다. 순전히 개인

적인 억측이지만 이 해프닝이 1994년 초에 발표된‘42조 원 투융자계획’의 조기집행과 농특세재원

추가를 포함한 대규모의 UR대책을 이끌어 낸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연구원의 운 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과 연구인력 보강 및 국내외 연수기회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한정된 연구인력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3~5인 정도의 소규모 연구실로 세분되어 있던

연구부서를 연구 역에 따라 6개로 개편하고, 부서장의 순환보직제를 도입하 다. 대규모 협동

연구의 수행이 용이한 체제로 개편되면서 개원 이래 행정직이 맡아왔던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책

을 연구직이 순환보직으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획과 예산작업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실은 집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기획과 집행을 분리하 다. 이와 같은 운 체제 개편

과정에서 상당 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과 워크숍 등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 다.  

1994년과 1995년에는 박사급 연구원을 7~8명씩 공채로 선발함으로써 종래 석사급 연구원 충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402



방식으로 운 되어 온 관행을 벗어나 시급한 연구수요에 부응할 고급 인력을 확보하 다. 연구 성과

물에는 참여자의 분담내용을 명기함으로써 개인의 연구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밖에

연구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종래 수석연구원에 한정되었던 연구안식년제의 수혜기회를 확대

하고, 위탁교육의 형태로 외국어 등 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 다. 

연구원 생활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94년 대통령자문 농어촌발전위원회(이하 농발위)의

지원활동이다. UR의 충격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 아래 1994년 2월부터 6

개월간 설치되었던 위원회의 중심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었다. 4억 원이라는 적은 예비비만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원인력과 시설을 전담하기로 하고 농발위를 출범하 다. 운 기간에 연

구원의 역량은 농발위 활동에 집중되었으며, 나 역시 원장의 고유 업무보다 농발위 사무국장 일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 다. 

김범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계를 대표하는 30인의 위원, 최정섭 총괄간사를 중심으로 한 10인의

전문위원과 동향분석실 연구원들, 홍성종 행정실장 이하 사무국 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

차례의 대통령 보고, 11차례의 전체회의, 29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11차례의 운 협의회, 9개 도의

현지 여론수렴간담회, 여러 차례 중간보고서 및 대통령보고 자료작성특위 등 강행군을 펼치며 축조

심의를 거쳐‘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최종보고서를 완성하 다. 이 보고서는 재야농민단

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여과 없는 자유토론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농정

개혁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농발위 활동은 대통령자문기구의 취지에 맞춰 운 일정과 보고서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은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및 토의과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는 방식

으로 운 되었다는 점도 우리 사회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주목할 만하다. 

농발위 활동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많은 진통을 거쳐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했던 많은

제도 개선과제들이 그 후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이나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제대로 실천

에 옮겨지지 못함으로써 농정개혁이 순탄하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인이 대학으로 돌아간 1996년 이후 우리 연구원은 유능하고 의욕적인 역대 원장들의 노력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국제교류단지 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따른 연구원 신청사의 신축과 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 농업전망대회를 포함한 농업관측사업의 적극적 추진,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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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및 중국사무소의 신설과 같은 국제협력사업의 활성화, 예산 및 연구인력의 획기적 확충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연구원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이 뿌듯함을 느낀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연구원에서 나와 함께 팀을 이루어 연구원 발전을 위해 땀 흘린 당시의 강정일 부원

장, 이정환 기획실장, 최정섭 동향분석실장 겸 농발위 총괄 전문위원께서 잇달아 연구원 경 을

맡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이제 개원 30주년을 맞은 우리 연구원은‘농업 전면 개방시대’라는 제3기를 맞이하고 있다. 거대

경제권과의 최초의 FTA인 한·미FT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고 뒤이은 한·EU FTA협상

이 중반을 넘기고 있으며 뒤이어 한·중, 한·일 FTA 등이 공동 연구단계를 지나 구체적 의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협상구조 때문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DDA도 국제정치적 여건이

성숙하면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

농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하며 농업이

외에 농촌경제 발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주도의 자생력을 길러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

에 직면하 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에 대한 적극적 도전을 요구하며, 도전에 성공하려면

연구역량의 획기적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 분야는 지난 30년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우리가 공급

하는 연구서비스의 수요자들 또한 국내외 연수 및 활동경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

하 다. 즉 꾸준한 연구와 내공을 쌓은 성과만이‘고객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시대

적 고민을 공유하고, 연구원이 농업계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원 가족 모두 한층

더 분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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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이성과뜨거운가슴으로

농업비전제시하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 20주년 발간사를 쓴 것이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흘러 다시‘회고와

기대’를 쓰게 되니 남다른 감회에 젖게 됩니다. 저는 1996년 4월 12일 취임사에서 제가 할 일로 첫째,

우리 연구원을 농업정책의 산실인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둘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연구공간, 보수, 승진, 연구장비 등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라고 밝혔습니다.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예산과 맞물려 있어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예산

당국의 실무자부터 시작하여 예산실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찾아다니며 교섭한 결과 몇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째, 1997년 4월에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상위직 열자리를 만들어 승진

도 시키고 급여도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 연구원의 보수 기준이 낮아서 목돈을 타다가

기준을 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재경부의 1개 예산과에서 모든 국책 연구기관들의 예산을 한꺼번에

다루는 관계로 특정연구원에 특혜를 주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경제수석을 움직여

1998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IMF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1997년 11월에 미리 예산을 집행

하 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2호봉씩 승급하 고 하마터면 IMF사태로 예산을 회수당할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셋째, 연구공간이 열악하여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새로운

연구동을 건축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1997년 설계비 등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수단

을 강구했습니다. 주춧돌에 제 이름 하나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연구동은 참으로 어렵사리 지어진

건물이고 연구실, 회의실은 물론 지하실의 운동시설, 샤워장, 화장실 크기까지 설계에 많은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수선한 잡목으로 뒷산이 쓸모없이 버려져 있어서 산림과학원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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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1997년과 1998년 2년에 걸쳐 봄에 식목하고 가을에 육림하여 지금의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둘러보곤 하는데 세월이 지나니 더욱 훌륭한 숲과 산

책로로 가꾸어져서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는 연구원이 농업정책의 산실이 되려면 유용한 연구를 많이 하고, 앞서가는 두뇌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실용적인 연구 보고서를 내자는 저와 더 학문적인 보고서를 내자는

연구원들 사이에 이견도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정책에 반 하는 보고서 발간, 정부와의 협력

에 관심을 기울 습니다. 농업상황의 촉수역할을 하는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국 농무성과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이 개최하는 농업전망회의에 우리 연구원을

파견하 습니다. 그 곳에서 선진국의 기법을 배워 1998년 농업관측센터를 설립하고, 1999년 초에

제1회 농업전망대회를 연구원에서 개최했습니다. 당시에는 참가비도 없고, 책자도 무료로 배포했

는데 저는 언젠가는 전망대회가 발전하여 전문화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바람이 그대로 실현

된 요즘의 전망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후배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좀 더 쾌적한 연구 분위기를 만들려는 큰 그림이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다 그려지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만, 제에게는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생활했던 3년이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릉에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옛 벗들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정담을 나누는 일이 즐겁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걸어온 지난 30년보다 향후 우리 농업·농촌은 더욱 심한 풍랑을 맞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다함께 노력한다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 어떤 파도도 능히 헤쳐 나갈 것이며 우리 농정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극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가려면 직원들은 더욱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갖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남보다 한 걸음 앞선 생각과 깊이 있는 연구로 어려움에 처

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에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를 하길 당부 드립니

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고찰하라’는 중용(中庸)의 말처럼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원 30년사가

과거를 돌아보며 향후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개원 3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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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을뒤돌아보며

미래를준비하자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

하 다. 이와 같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에 설립된 후 3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업적의 질과 양, 그리고 정책기여도 면에서 세계수준의 농업·농촌경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평생을 연구원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오늘날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는 많은 선배 기관장과 연구원 가족들의 헌신

적인 노력과 땀이 뒷받침되었다. 연구원의 발전에 공헌하신 많은 분들 중에서 초대 부원장을 역임

하신 김동희 박사의 연구원 설립과 육성과정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30년사에 기록하여 밝혀 두고자 한다.

김동희 박사께서는 1965년 농촌진흥청 초대 농업경 과장을 맡으면서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67년 농업경 연구소 설립의 산파역할을 하셨고, 초대 소장으로서 연구소의 조직과 운

의 기초를 닦았다. 김 박사께서는 이 당시 이미 연구소를 세계수준의 농업경제연구기관으로 발전

시키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겼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독기관인 농림부

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매년 정규 연구 인력의 10% 이상을 해외로 보내어 연구능력을 함양케

하 다. 국내 우수교수를 연구관으로 초빙하여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외국연구기관이나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1970년대 중반에 이미 국제수준의 연구를 수행하 다. 

197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당시 김 박사께서는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연구원 설립

을 위한 기획 및 설계를 맡아 연구원 설립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 다. 연구원이 설립된 후 초대 부

원장으로 부임하여 국내외에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조직과 연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

적으로 노력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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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족된 후 짧은 기간에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국제수준의 연구업적

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김동희 박사의 이러한 인재양성과 국제수준의 연구를 향한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농업정책연구의 총본산으로서 수많은 연구보고서

와 정책건의를 통해 농업정책 개발 과정에서 농정의 두뇌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 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경제학 분야의 인재양성과 학문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 다.

우리나라 유수의 농과대학 농업경제학 관련학과에 우리 연구원 출신이 없는 곳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재를 대학으로 배출하 다. 또한 한국농업경제학회를 비롯한 농업경제학 관련학회

에 게재된 논문의 상당 부분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진들에 의해 발표되었고, 관련학회를 이끌고 있는

임원들도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 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미국 ERS, 호주의 ABARE, 일본의 농수산

정책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농업경제관련 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우리 연구원이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 농업과 농촌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경쟁

력 있는 산업으로 존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 농업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연구원의 활동 역을 국내 농업·농촌문제를 넘어서 외국의 농업, 농촌문제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 30년간의 농업정책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가의 농업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업무 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방화 시대에

농업분야의 국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연구원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과 연

구원의 독립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론과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원 가족의 화합과 단합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연구원 가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훌륭한 원훈(院訓)대로‘넓은 시야와 높은

긍지를 가지고 깊은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원이 쌓아온 명성과 위상을 유지 발전시켜 줄 것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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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탐구가

행복한추억을만든다

1980년 5월, 채용통고를 받고 연구원 정문에 들어서자 오른편 공터에서는 본관 건물의 신축공사

가 한창이었고, 왼편에 있는 2층짜리 자그만 건물만이 고즈넉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구소

부지는 꽤 넓어 보 고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보기 좋았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넓은

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설렘을 안고 원장실에 들어섰다. 초대

원장이신 김보현 원장님이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시며“일본 농업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

하세요?”라고 물으셨다. 바짝 긴장하여 일본농업의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하 던 듯하고, 원장님은

농업금융실을 맡았던 사람이 그만두었으니 그 일을 맡아 달라고 하셨다. 사실 나는 농업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으나, 때마침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탓에 나의 연구원 생활은 금융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라 했던가! 

아무튼 관련 서적과 논문을 꼼꼼히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길을 찾아갔다.

김 식 박사님과 오호성 박사님(당시 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현재 고려대와 성균관대 명예교수)은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고 김 철 박사님(당시 농협 조사역으로 현재 건국대 명예교수)과 현공남

현 제주대 교수(당시 책임연구원)는 좋은 토론상대가 되어 주셨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

데도 조사원으로 참가한 박성재 박사(당시 대학원생)와 같이 농가조사도 무사히 마쳤다. 당시 금융

연구실의 유일한 연구원이었던 정안성 현 전북대 교수는 나의 끝없는 자료 분석 요구를 빈틈없이

해냈다. 그렇게 하여 나의 첫 번째 작품‘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가 출간되었고, 나는

지금도 이 보고서를 가장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연구원 생활은 겉으로는 이렇게 순탄한 듯 보 으나 사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당시 다른

박사들은 수석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연구원 사택에 기거하며 승용차로 출퇴근을 했는데, 나는 2년

이 정 환 9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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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나 책임연구원에 머물면서 시흥 자택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고, 숙직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그리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아 해결되었고, 토지·노동·수요·소득

문제 등으로 연구 분야를 넓혀가는 사이 어느덧 연구원의 중진이 되어 젊은 후배들의 불평과 하소

연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월급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도 어렵다는 후배 직원의 풀죽은 이야기, 정년 후 생활대책이

깜깜하다는 동료의 탄식, 소외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어떤 직원의 푸념, ‘복도통신’에 귀를

쫑긋거리는 직원의 모습, 연구원의 보고서가 형편없다는 사람들의 비판, 우리는 이류라고 자조하는

동료의 표정 등 이런 우울한 모습들이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 덫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쳤

다. 마침 기획실장이 되어 연구관리 방식을 개혁하고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하

다.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으나 저항과 비판이 적지 않았고 나는 마음고생으로 밤잠

을 설치곤 했다. 더욱이 그 후 부원장 인사에 번번이 리며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었고 자존심에

큰 상처도 받았다. 

지금 돌이켜 보면, 많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며 잊혀지기도 하고 해결되었으며, 연구하고 일하며

연구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사이 새로운 성취감을 나에게 안겨 주었다. 당시 부원장이 되지

못하 기에 조재환 교수와 같이 농업부문모형 KREI-ASMO를 만들 수 있었고,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졸음운전하면서 관측사업을 일으켜 세워 지금은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연구원 경 을 책임지는 기회를 얻어 우리를 옥죄던 덫을 하나씩

벗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고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 

아마 지금도 위 아래와의 갈등, 연구원의 나주 이전,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 폭주하는 업무, 농민

단체의 비판 등 이런 것들이 연구원 가족들을 우울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때 제일 중요하

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나의 경험을 전하고 싶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

울하게 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탐구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지금의‘자신’을 옥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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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0년대

연구원생활회고

1980년대 초 - 유학 전

첫첫 출출근근은 1980년 9월이었다. 허신행 박사가 책임을 맡은‘축산물 비교우위 분석’이라는 축산진

흥회 용역과제의 임시연구원이었다. 월급은 13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지금 연구동 자리에 있던 2

층 건물 아래층‘가격정책 및 축산개발연구실’에 책상을 배정받았다. 허신행 실장을 모시고 김형화

교수, 김병택 교수, 황연수 교수, 이은우 교수, 이철현 형, 이성규 씨, 정덕귀 양에 나까지 9명이 한 방

을 썼다. 프라이버시는 사치품이었다. 걸려오는 전화는“네, 가축실입니다”하며 씩씩하게 받았다. 

통근버스가 있었다. 연구원 소유의 버스 1대,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버스 각 2대 그리고

임차 버스(삼우관광)로 10개 정도의 노선이 운행되었다. 나는 처음에 정릉 노선을 이용했다. 다음은

면목동 노선을 이용했는데 이 차는 면목동에서 남양주 시민들을 내려놓고 광장동 쪽으로 갔기 때문

에 망우리 고개를 넘기 전에 누군가가 발동을 걸면 선술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사람이 살짝 암시를 주면 그대로 몰려갔다. 노선별 압력단체가 비공식적으로 구성되었고,

소식통들이 끼어 있는 노선은 정보가 빨랐다. 

연구보고서는 200자 원고지에 일일이 손으로 썼기 때문에 남의 을 대량으로 베끼기는 어려웠

다. 가위는 자 간에 맞춰 원고지를 자르기 위한 필수품이었다. 연말이 되면 300매 내지 400매 정

도의 원고지 왼쪽에 펀치로 구멍을 뚫고 흑표지를 붙여 결재를 받았다. 대체로 12월 마지막 날은

밤을 꼬박 새워 작업을 했다. 

전산장비는 대형 컴퓨터가 전산실에 있었다. 회귀분석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짜고 데이터와 함께

키펀치를 하는 여직원에게 갖다 주었다. 구멍 뚫린 천공지를 카드 리더기에 넣으면 지폐 세는 기계

처럼 다르륵 읽어 내었다. 처리된 결과는 커다란 프린터에서 치과 드릴 같은 소리를 내며 찍혀 나

최 정 섭 10대 원장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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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여직원과 친분이 있으면 일주일에 두

세 번의 회귀분석이 가능했다. 노란 천공지

와 양쪽에 구멍이 뚫리고 신문을 반으로 접

어놓은 크기의 프린트지를 좀 쌓아 놓아야

관록이 붙은 연구원 행세를 하 다. 개인용

컴퓨터와 플로피 디스켓(요즘은 사라진 5¼

인치)은 1986년 미국 유학 가서 처음 보았

다. 워드 프로세서가 없던 시절이라 필체가 좋은 사람이 출세하는 일도 생겼다.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료는 광화문의 전문 필경사에서 장당 1만 원을 주고 대필했다. 

출출장장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 다. 원거리는 고속버스와 버스를 주로 타고 다녔다. 군청과 면

사무소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면담하거나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인터뷰하다 늦으면 하룻밤을 보내

기도 하 다. 군 농촌지도소와 마을 주재원에게서 가장 현장과 착되고 정리된 답을 들을 수 있었

다. 연구책임자를 모시고 대여섯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당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숙소

를 구하는 것 모두가 힘든 일이었다. 핸드폰이라도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복사기는 도서관에 한 대 있었는데 고장이 잘 났다. 복사를 하려면 대장에 기입하여 실장의 결재

를 받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확인을 받았다. 소모품이 참 귀하던 시절이었다. 그 무렵 미국에서 유학

중인 동료의 엽서에‘물자가 풍부한 나라’라는 표현이 쓰여 있던 기억이 난다.

전화는 교환 전화 다. 구내 번호가 있었고 교환원 2명이 근무했다.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교환

이 받아서 연결해주고, 서울 시내 전화는‘외선 하나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걸고 시외전화는 번호

를 알려주면 연결시켜 주었다. 국제전화는 기안 용지에 부원장 결재를 받아야 걸 수 있었다.

숙직과일직 근무가 있었다. 밤마다 2명씩 숙직을 했고, 일요일에는 일직이 있었다. 저녁식사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었는데 구내식당이 생긴 뒤로는 밥과 반찬을 남겨 두면 가서 먹었다.

당시에는 연구원 근처에서 자취나 하숙하는 직원이 많았는데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혜택이었다.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숙직을 바꾸러 다녔는데, 몇몇 총각 직원들은 자주 숙직을 하여

배도 채우고 숙직비도 챙겼다. 선임자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연구원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예비군훈련도 젊은 사람들이 많아 독립 부대로써 자체적으로 시행하 다. 그러다 보니 추억거리

가 많이 쌓 다. 경계 훈련하는 밤, 뒷산 참호에서 보초를 서다가 후배들을 밖에 보내 술을 사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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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마시고 군대 말년에 저지르던 비리를 복습하다 기합을 받기도 하 다. 동대문 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은 금곡에 있었는데, 집과 가까워서 훈련을 마친 직원 10여 명이 우리 집에 들러서 놀다

가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맥주와 라면뿐이어서 미안하 지만 인간적인 정이 오가는 자리 다.

원내에 예비군실도 있었고, 담당직원도 있었다. 

회식은 연중 행사 다. 연구원과 경희대 사이에는 분식집 몇 군데 외에는 그럴듯한 식당이 없었

다. 회기역 입구 불고기 집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회식을 했다. 조금 더 오붓하게 먹기 위해서는

경동시장이나 청량리로 나갔다.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귀한 시절이었다. 최근 문을 닫은‘오륙도’가

원래는 그 전 블록에 있는 빌딩 지하‘복래관’이라는 삼겹살집이었다. 그 앞의 해물탕집, 그 지하

민속주점이 기억에 남아 있는 오래된 식당들이다. 

1990년대 초 - 유학 후

첫 보직은 1991년에 맡은‘거시농업실장 직무대리’ 다. 같이 일할 연구원으로 권오복 박사가

처음으로 배속되었는데 일을 나누어 주고 진도를 체크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어려웠다. 혼자 일

하는 것에 익숙해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야 조금씩 일을 나눠주는 방법을 터득했다. 다음

보직은‘동향분석실장’이었고, 안식년 후‘농산업경제연구부장’과‘농업관측센터장’을 맡았다. 국

제식량농업기구 식량정상회의 로마선언문 문건협상, 농어촌발전위원회 전문위원, 2003 농업전망대

회 등이 얼른 떠오르는 일들이다. 

식량정상회의 문건협상은 1996년 11월 16일 FAO에서 세계정상들이 모여 발표한‘로마선언문’

을 작성하기 위해서 열렸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어 협정문의 위력을 잘 알게 된 농림부에서는

문건에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은 줄이고, 유리한 내용은 많이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

다. 우리가 싸움을 세게 걸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농무부 대표를 통상전문가로 교체하는

일까지 생겼다. 전체 회의, 주요국 회의, 초안작성 회의 등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있을 법한 모든

형식을 거쳐 약 10개월 만에 탄생한 것이‘로마선언문’이다. 이는 한 단어 한 단어 싸우다시피 만든

문건이다. 마지막 날 FAO 역사상 유래 없는 철야 회의를 거쳐 대부분 합의되고 한 문장에 대해서만

우리나라가 반대하여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 대표단은 내부 논의 끝에 정회를 요청하 다. 1시간

남짓 지나서 창 밖이 훤히 밝아오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의 속개를 요구하고 내가

발언을 하 다. 비장한 목소리로 장황한 설명을 하고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대세를 받아들인다고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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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짓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아침에 호텔 방으로 돌아오니 무척 분하고 허탈하

다.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일부 성과에 만족하자면서 수석대표인 최용규 국제국장과 오경

태 사무관, 그리고 나는 서로를 위로하 다.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 총괄간사를 맡아 6개월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지냈다. 1993년 12

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자 청와대에 농수산수석비서관이 신설되고, 1994년 농어촌발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민간인 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우리

연구원에 두었다. 실태 파악, 토론, 대통령 보고를 위해 모든 참여자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 회의는

주로 연구원 대강당(지금 산림실)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을 이용했다. 일과시간이 지나서까지 토론

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잔디밭 건너 편 테니스 코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다. 위원회가 농지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논지로 신문에 보도된 날은 전화에 대고 욕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화기를 의자 방석 밑에 넣어둘 정도 다. 전문위원 회의가 자정을 넘기

던 날, 라면 끓일 물을 받다가 파이프가 터져서 얼굴에 물벼락을 맞고 혼자 쓸하게 웃었던 기억

이 생생하다.

농업전망대회는 농업관측센터가 주관하는 연례행사인데 관측센터장으로서‘농업전망 2003’대

회를 치 다. 대회는 남대문 옆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는데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

람들이 참석하 다.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참가비를 받기 시작하 다. 책을 그냥 달라는 참석자도

있어서 고성이 나오기도 하 다. 원고 작성, 책자 발간, 발표 자료 준비, 행사 계획 모두 만만치 않

았다. 연구원 생활을 통해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구성원간의 협동이 일 추진에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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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 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설립배경

농사원은 1957년 7월경에 발족하 으며 초대 원장에는 정남규 박사가 임명되었다. 농촌진흥청

농업경 연구소의 시작은 농사원 농업시험장 경 기술과 경 계라고 생각한다. 1961년 10월 2일

농사원이 기구개편되면서 농사원 시험국 농공이용부 농업경 과가 신설되었다. 

1962년 4월 1일 농사원이 농촌진흥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그 때 농사원 시험국 농공이용부도

농촌진흥청 농공이용연구소로 개편되었고, 농업경 과에서 농업경 조사연구를 하게 되었다. 초

대 농업경 과장은 최 래 씨 다. 

농업경 과로 발족한 초기여서 그런지 그 성과는 종전 조사연구를 탈피하지 못하 다. 주요 업무

가 기장조사로 농가에 기장을 시켜서 조사하는 데 불과한 조사 보고서에 그쳤고, 활용도 또한 낮았

다. 당시의 청장과 시험국장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그 분들은 모든 시험연구 분야에

서 나오는 결과를 경제 분석해서 농가 경 및 농산물 유통연구를 해야 하는데 조사연구보고서로

끝나는 사실을 못 마땅하게 여겼다. 그들은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며 실용적인 조사연구를 하

여 주기를 바랐다. 1963년 10월 5일 농공이용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시험국 농업경 과로 옮기고

지도국 김동희 과장을 입하 다.

그 때 각 분야의 시험장과 연구소에서 많은 시험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농민들에게 어떻게

이용 보급되고 농정시책에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사연구결과를 농가에

보급하려면 경제성이 있어야 했다. 농촌과 농가의 현장에 접목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농가 보급과 시책화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시간이 지나도 조금 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시험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적 분석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서는‘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에 주산단지를 조

윤 근 환

前 농림부 농업경 연구소장, 前 농림수산부 장관

연구원 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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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고자‘식량증산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다. 1966년 5월에 이태

현 청장이 시험국 연구조정과장인 나에게 농업경 연구와 경제분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험국 농업경 과를 농촌진흥청의 농업경 연구소로 확장 개편하는 것이 연구를 확대하는 데

좋겠다고 보고하 더니 정부의 조직개편 주무부처인 총무처와 협의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청장과

차장을 수행하여 총무처 장·차관에게 개편의 중대성을 설명하 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벽에 부딪

쳤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1967년 9월 8일 연구소를 발족시킬 수 있었다. 당시 총무처 행정관

리국장인 동홍욱 씨와 조직관리 과장인 손관호 씨의 이해와 적극적인 도움이 컸다는 이야기를 하

고 싶다. 또한 연구조정과의 주무계장인 김강식 씨의 뒷받침도 컸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김동희 과장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1968년 East West Center 자금으로

미국 하와이대학 농업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8월에 하와이로 떠났다. 1971년에 박사 학위를

받고 농림부 농업경 연구소장으로 다시 부임하여 연구를 계속하 다. 그러나 연구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부족하고 당시 연구소 인원은 소장, 연구과장(2), 연구관, 연구사, 관리과 직원, 기능직

합하여 19명에 불과하 다. 그래서 조사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1968년 5월 농림부 농정차관보 김인환 박사가 청장으로 부임하 다. 1968년 8월 어느 날 김인환

청장이 나에게 김동희 소장 후임으로 소장 자리를 맡아 달라고 했다. 나는 서울대학교 농업경제

학과에 입학하 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복교하니 교수도 적고 연구실도

갖춰지지 않아 농학과로 전과하여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서울대학교 농대 농학과 조교로

있다가 1957년 7월에 농사원으로 자리를 옮겨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시험장에 근무

했다. 연구조정과장으로 8년간 시험연구행정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장이 되어 농업경제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 농촌과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2, 3일 생각 끝에

승낙했다. 

신년도 예산 등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을 마무리 짓고 10월 2일자로 소장 자리를 맡았다. 업무를

맡아보니 모든 것이 과거 업무를 답습하고 있었으며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또한 정부

에서는 1967년 가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특별사업을 추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특사업에 대

한 경제분석이었다. 그러나 경제분석을 전담할 부서가 없었다. 농특사업은 농림부 농업개발관 소

관이었는데 그 때 국장은 고병우 씨 고, 농업개발과장인 정용복 씨가 연구소에 표준수익성을 의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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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그것은 단순히 경 성과를 시산

하는 데 그칠 뿐이지 연구가 아니라

며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농림부의

필요한 조사 연구기관으로 탈바꿈 하

려면 품목별 수익성을 만들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표준수익성표를 시산해서 만들었다.

그래야만 우리 연구소의 입지가 농림

부로부터 확고해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때 이질현, 김정배, 한건우, 김 식, 안창복, 설인준 등 연구관들이 이것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 다.

그 시절 경 연구소 직원들의 월급은 정말 형편없었다. 시대가 시대 던 만큼 보너스 같은 수입은

상상하기 어려운 때 다. 일반 공무원은 여비로 일부 생활비를 보태던 때 다. 그러나 나는 직원

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그들이 연구에 더욱 몰두할 것이며 그것이 곧 조사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 다. 그래서 관리과장인 김항섭 씨에게 고리채를 얻어 직원들에게 추석보너스를

주고 1969년 여비에서 갚으라고 하 다. 

지금 생각하니 참 무모한 일이라 생각된다. 일반 직원에게는 5만 원, 사무관급 연구관에게는 10만

원, 과장에게는 2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너스로 주었다. 연구소에 근무할 때 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인재를 뽑는 데도 각별히 관심을 쏟았다. 그래서 김성호, 최양부, 허신행, 황홍도,

강정일, 주용재 등 훗날 연구원을 이끌어 온 좋은 인재를 입하 다. 그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연구

를 하 다. 특히 김성호 박사와 허신행 박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 다. 지금 생각

해도 참 고마운 분들이다.

이 밖에도 나는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개개인

의 시험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장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가 필요하며 먼저 정부의 시책에 필요

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표준수익성을 만들었다. 

이것은 농특사업 경제성 분석의 지침서가 되었는데 농림부의 반응이 뜨거웠다. 비록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같지 않은 연구라고 생각하여 꺼렸지만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그 때 조시형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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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관이 농특사업에 대한 경제분석은 농촌진흥청 농업경 연구소가 담당해야 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하 다. 또한 서중일 과장과 허신행 박사의 도움을 받아 농산물 유통에 대한 자료

를 분석, 농림부에 브리핑하여 농산물 유통 시책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연구기관은 수요자가 원하는 연구를 해야 하며 연구가 단지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연구원과 연구자 모두 정체되고 만다.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만이 뜻있는 연구다.’나

는 이와 같은 철칙을 연구자들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연구자들도 역시 이에 따라 열심히 연구에 임

했다. 그 때는 야근비가 따로 예산에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나는 수고하는 연구자들에게 그 정도

비용을 지급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관리과장에게 야근식대를 여비에서 뽑아서 지급하라고 지시

하 던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면 서슴없이 인력을 고용하라고 말했다. 40여 명의 연구 임시

직을 채용하여 각종 연구를 수행하 다. 대부분 직원들은 통행금지 시간 가까이까지 연구를 계속

하 다. 예를 들면 김성호 박사는 자기 연구실에 야전 침대까지 갖다 놓고 주야로 연구에 몰두하

다. 내 기억으로는「농지법」초안과 이에 부수되는 자료, ‘농업기계화 10개년 계획’초안 및 이에

부수되는 자료와 농업지대구분 등이 그가 연구한 분야이다.

연구소장으로서 나는 목표를 한국은행 조사부, KDI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올리고 정부와 농민이

원하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체 교육, 우수한 인력확

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유스럽고 자율적이며 협동적인 연구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연구소를 경 하 다.

농림부 과장, 국장, 실장, 차관보 등에게 시책으로 건의할 자료를 브리핑하여 지적된 것을 보완,

당시 조시형 농림부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 하 다. ‘농업기계화 계획’초안은 당시 경제기획원 기

획관리실장인 정재철 씨에게 보고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다. 그런 연유로 농림부 한봉수 기획관리

실장, 이득용 식산차관보, 김용환 농정차관보가 시간 나는 대로 연구소의 각종 시책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완하여 주셨고 연구소를 후원하여 주셨다. 그 때 연구소의 모든 직원들이 참으로 열

심히 일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성호 박사와 허신행 박사가 연구결과를 시책건의자료로 만

들어 농림부에 보고한 일이다. 

그들 덕분에 연구소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필요한 연구기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회고하고,

이 사실을 여기에 꼭 밝혀두고 싶다. 농촌진흥청 농업경 연구소에서 나도 모르게 농림부 농업경

연구소로 승격하도록 국가 원수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 나는 그 때나 지금이나 모든 일에 사심



제3편 남기고 싶은 이야기 419

없이 국가최고 경 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연구를 수행한다면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연구소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한 점은 장관이나 청장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한 진취적·발전적·긍정적·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활

용할 수 있도록 거시·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조사·분석·연구하여야만 산 연구이자 실용적인 연

구가 된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농림부 초도순시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에 대한 경제분

석이 필요하다고 말 하셨다. 그 자리에서 조시형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업경 연구소를 농림부

농업경 연구소로 승격시켜 그 일을 전담시키겠다고 보고하 다. 1970년 4월 8일‘농림부 농업경

연구소’로 조직이 개편되고 구 경기도청 인근의 구 토련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때 정원이

19명에서 49명으로 확충되어 능력 있는 연구자를 입하 고, 촉탁직원을 정규화시켰다. 인적자

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미국 등 ADC 자금과 외국 장학금으로 연구원들이 선진국에서 대학원 과정

을 밟도록 하 다. 인적자원 확보와 연구원의 사기진작,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속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신조 다.

그 후 조시형 장관이 진봉현 차관을 통하여 나에게 국장급인 오혁종 씨 후임으로 농림부 수출진

흥관으로 옮길 것을 제의하셨지만 정중히 사양하고 나는 농업경 연구소가 원활히 운 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전하고 농업경 연구소장으로서 업무에 전념하 다. 

1970년 11월경에 조시형 장관이 장관 방 옆에 소장 방을 만들어 줄테니 종합청사 이전할 때 옮기

라고 말 하셨다. 그러나 12월 19일 정부 인사에서 조 장관은 농림부장관을 그만두게 되었다. 

1970년 12월에 청와대 경제수석 정소 박사가 나를 불 다. 박명근 경제비서관 후임으로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맡아 달라고 제의하 다. 나는 농림부 농업경 연구소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갈

수 없다고 했다. 12월 27일 김정렴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를 찾는다고 하여 올라갔더니 대통령 결재

가 났으니 28일부터 근무하라고 말 하여 경제비서실에 근무하게 되었다.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김용환 차관보가 비서관 후보로 나를 추천하고 청와대에서는 정소 수석과 김정렴 실장이 인선

하여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었다.

비서실 경제비서관으로 1970년 말부터 1974년 초까지 근무하면서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키웠다. 또한 경제비서실에 있으면서 연구소 연구관들과 농림부 직원들이 박사과정

을 밟게 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하 다. 허신행 박사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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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한 것이 제도의 효시일 것이다.

나는 2대 째에 농촌진흥청 농업경 연구소장이 되었지만 농림부 농업경 연구소장은 1대이고,

그 후 1973년 11월 31일에 국립농업경제연구소가 되었다. 김동희 박사가 6년간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농업경제연구소가 국립이 되었다. 이후 김성호 박사가 국립농업경제연구소장이 되었다. 그 후 나는

1974년 2월에 농수산부 농산차관보, 1977년 2월에 식산차관보가 되었다. 

1977년 11월 쯤 허신행 씨가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나를 찾아와서 대학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 남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대학에서 자꾸 부른다고 전하 다.

그 후 김 식, 최양부 씨가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1977년 12월 당시 최각규 장관이 상공부

장관으로 가고 경제기획원 차관인 장덕진 씨가 농수산부장관으로 부임하 다. 장관 주재로 1급 회

의를 할 때 장덕진 장관에게 정부 출연금으로 KDI 같은 싱크탱크를 만들어 미국서 돌아온 박사를

대학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하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란 싱크탱크는 대통령이 설립

자로 나서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만들었다. 

그때 장덕진 장관이 기관명을 Agricultural Economic을 Rural Economic으로 쓸 수 있느냐고 김

동희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 후 장관께서 대통령께 건의하

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장덕진 장관의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은 매우 늦게 발족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이름 역시 그분이 지었다. 어쨌거나 발족 당시 나는 김동희 박사가

초대원장에 임명될 줄 알았는데,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타 부처 연구원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원장이 되어 기관을 운 하고 있으니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장관을 지낸 사람이 초대원장에 임명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관의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김보현 전 장관이 초대원장에 임명되었고, 기획

관리실장이었던 김동희 박사가 부원장에 임명되었다. 

농촌진흥청 농업경 연구소 을 때에는 연구직이 아닌 나머지 직책은 모두 임시직이었는데,

농림부 국립농업경 연구소로 바뀌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국립으로 승격되어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게 되었다. 이런 우여

곡절 끝에 터를 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나주로 이전하게 되면 인재들이 대학으로 가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나만

의 바람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우리 연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농촌 및 농어민과 국가의

사랑받는 연구원으로 남아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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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연구의자존심과자부심

한국농정과함께한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을 축하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과 농정연구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다. 그리

고 연구원은 나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기도 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포근

한 고향 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 역사를 기념하게 되었다. 연구원이 지

나온 30년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이 기념잔치에 참여하여 연구원과 함께 보냈던 지

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큰 광으로 생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걸어온 지난 30년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현대 농정 30년 사이고, 농업·

농촌연구의 30년 사이고, 농업경제학 연구의 30년 사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30년을 시작

하기 위해 지난 30년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되었다. 

지난 30년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

왔는가? 우리가 기여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시대적으로 당면한 농업·농촌·농민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우리 농정의 30년에 어떠한 자취를 남겼으며, 우리 농정을 어디로

이끌어 왔는가? 농업과 농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한국농업경제와 농촌사회의 이론화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가? 과연 우리는 농업·농촌분야의 정책연구자로서 정책개발이란 공공적 기

여와 농업경제 또는 농촌사회학자로서 농업·농촌에 관한 사회과학적 지식의 발전이란 2가지 사회

적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해 왔는가? 

연구원 탄생과 성장

최 양 부

1990. 3.~1993. 12. 근무, 現 전남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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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출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출범한 1977~1978년은 우리 농정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기 농정론이

제기되고, 특히 1976년 주곡자급 달성으로 이중곡가제에 따른 양특적자 누증문제, 도시근로자들

의 소득향상에 따른 소득탄력성이 높은 과일, 채소, 육류, 우유 등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대를 뒤따

르지 못하는 공급부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 주도론이 대두하 던 시기다.

주곡의 자급달성을 위해 매진해 온 농업계가 주곡자급 달성 이후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농정방안 마련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요청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김동희 농림

부 기획관리실장의 주도로 국립농업경제연구소를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고, 1997년 12월 장덕진 농림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연구원 설립 작업

이 본격화 되었다. 

그 때 나는 미국유학에서 막 돌아온 직후로 자연스럽게 연구원 설립 작업에 직·간접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 당시를 돌이켜 볼 때 가장 기억에 남은 하나는 연구원의 명칭을 농업경제연구원이라

고 하지 않고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정한 것이다. 당시 농림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림어가

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 ·경제적 연구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농산어촌 전

반에 걸친 사회경제적 연구를 중요한 연구 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한 농촌경제란 이름을 건의하 고, 그것이 채택되는 데 일조하 다. 

증산농정론과 개방농정론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 모색의 5년(1977~1981)

내가 1977년 8월 미국유학에서 돌아와 첫 번째로 수행한 과제는 농촌새마을운동평가연구 다.

당시 연구소는 IBRD 차관사업의 하나로 새마을사업을 평가하는 대규모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새마을운동의 성격과 본질, 운동 원리와 추진전략 등을 체계화하는

연구가 나의 첫 과제 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농촌새마을운동 이후의 새로운 농촌개발전략을

모색하는 농촌정주생활권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농촌새마을운동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당시 김성호 국립농업경제연구소장의 권유가 있었다. 미국유학으로 나가있는 5년

동안(1972. 6~1977. 8) 한국에서는 농촌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는데, 김성호 소장은 5년간의 시간적

단절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1978년 4월 연구원 출범 이후 농외소득과 농촌공업개발에 관해 경제기획원이 발주한 용역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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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당시 경제기획원이 제기한 개방농정론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이기도

했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 다. 사실 농외소득연구는 이중곡가제

폐지 등 후퇴하는 농업소득정책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수단의 개발이란 기획원의 불순한

동기(?)가 바탕에 깔린 용역연구 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개방농정론과 함께 대두된 농외소득론에 대해서 농외소득 증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경제기획원은 농외소득정책을 농산물가격지지 철폐, 특히 이중곡가제

폐지로 인한 농가소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중곡가제 폐지

등에 반대하던 농수산부는 농외소득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보완적이고 추가적인 정책으로 생각

하는 정책적 시각차가 있었다. 

이 때문에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간 진행된 농외소득과 농촌공업개발연구는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다. 용역발주처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농업발전과 농가경제

의 입장에서 과연 농외소득증대문제가 중요한지,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고, 농외소득이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농촌공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설득력 있는 연구가 시급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치우치지

않은 연구가 필요했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시절 김성호 소장이 1972~1977년에

수행한 농외소득결정요인의 거시적 분석과 한·일 간 농외소득 성장비교 등 농외소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농외소득연구를 개척한 것으로 나의 농외소득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1978~1981년에 진행된 농외소득연구는 먼저 개방농정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농산물가격지지

정책의 후퇴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농업소득의 감소를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선택·차별적으로 일부

농가에서 가능한 농외소득 증대로 대체한다는 발상의 비논리성과 허구성을 비판했다.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의 후퇴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소득 감소문제를 농외소득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점

을 지적하고 농외소득정책은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촌인력개발, 농촌

공업육성과 이를 지원할 농촌하부구조개발 확충 등과 연관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이란 점을 분명히 하 다. 

그리고 농촌공업을 단순히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라는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농촌지역경제 발전

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란 관점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농공단지개발정책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농촌지역의 향토산업, 전통식품 가공산업 등 2, 3차 산업개발을 위한 다양

한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의 연구결과는 1981년 경제기획원의‘농외소득개발기획

연구원 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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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농외소득증대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었다. 이어「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1983

년 12월)으로 이어졌고, 1984년부터 농어촌지역에‘농공지구’개발을 위한 농공단지 설립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당시의 농외소득연구는 개방농정론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농외

소득론’이란 새로운 이론적 틀을 만들고 농촌공업개발이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농가의 농외취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전업, 겸업, 탈농이란 농가

유형론이란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농가발전 지원정책을

구상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 고 농업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과정에서 쌀

농업 중심의 답작사회 공업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M-Cycle 함정 가설’을 정리하기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새롭게 발족하던 1970년대 말의 우리 농정은 증산농정의 지속을 바라는

농업계의 입장과 증산농정론을 비판하면서 농정전환론의 입장에서 등장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방농정론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자유

로울 수는 없었다. 긴장된 상황에서 제3의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원 차원의 고민이 시작되었고

1980년 11월‘1980년대 새 농정방향의 구상’을 위한 특별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김동희 부원장과

함께 내가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때의 고민의 결과가‘1980년대 새 농정방향의 구상(1980년

12월 27일 1980년대 농정방향 구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새 농정론은 당시 우리 농정의 기조 던 주곡증산농정론의 한계를 비판하 다. 주곡

증산농정은 정부주도의 미곡생산 목표달성에 집착한 강제농정이었으며, 미곡편중의 농업개발투

자로 국민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농민을 농업경제의 주체로서 그리고 농정의

주요 목표로서가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 고, 농가에 대한 지원도 작목중

심으로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오히려 농가 간 소득격차 발생을 유발하는 비

효율성 문제, 농정의 범위를 식량증산으로만 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와 농민복지에 대한 배려 없

는 증산농정의 한계를 비판하 다. 이러한 주곡 증산농정에 대한 대안으로 1977년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방농정론은 비교우위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국내 농업여건을 무시하거나 포기

하 다. 개방농정론은 국민식량의 항구적인 해외의존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잘못을 내포하고 있

는 점을 비판하 다. 그리고 주곡증산농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농정론의 비현실성을 넘어선

제3의 방안으로 국민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확보(국내 공급기반의 재정비 강화와 농산물 수입의 합

리화), 기간농가의 선택적 육성(농업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농촌경제조직의 재편성), 농가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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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합리적 조정(농정운용의 능률향상과 다양화), 농촌지역의 균형적 개발(농촌경제권 설정을 통

한 농촌인구와 산업의 재배치) 등 4가지 새 농정방향을 제시하 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년

대 새 농정방향의 구상, 정책협의회시리즈 6, 1981. 1).

1980년대 새 농정구상은 당시로서는 농업계가 선뜻 수용하기에는 너무 앞선 대담한 발상의 전환

이었고 개혁적인 정책구상이었다. 개방농정론을 주도하는 경제기획원측에도 부담을 주는 방안이

었기 때문에 이 구상의 발표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했다. 특히 농림부의 주류 정책라인과 요즈음 말

로‘코드가 안 맞는’주장들 때문에, 이 일로 당시 김동희 부원장에게 큰 부담을 드렸다. 이듬해 결

국 김동희 부원장은 연구원을 떠나 단국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 때의 갈등이 전적인 이

유 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이 김 부원장의 대학행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새 농정구상은 그 후 나의 농정연구의 어젠다 역할을 했다. 당시에 제시되었던 새 농정

구상은 그야말로 구상이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했다. 이 때문에 1982년

이후 나의 관심은 새 농정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연구로 모아졌고 그것 가운데 내가

직접 맡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농가경제와 농촌정주생활권 연구로 발전되었다. 

농가경제와 농촌정주생활권을 연구하며 지샌 날들: 다시 5년(1982~1987)

1978년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외취업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틀로부터 시작된 농가경

제에 대한 관심은 농가유형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농가경제에 대한 나의 학문적

관심은 한국적 농가경제 행동원리의 이론화라는 사회과학 철학적 관심과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사회과학 철학의 관점에서 한국농업경제학의 학문적 정체성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이론이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서술이란 인식론적 관점에서 미시경제이론은 당시에는 우리 농가경제의 현

실에 대한 사실적인 서술이기보다는 시장경제로의 진행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가경제가 행동원리

로서 수용해야 할 이념이고 가치 다. 시장경제화 이전의 농경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가진 한국적

소농경제인 농가경제의 행동원리 그 자체에 대한 성격규명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는 우리 농가경

제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의미했다.

김준보 교수님의 비자본제적 소농경제론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 비자본제적 농가경제가

연구원 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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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만나면

서 어떤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

는가, 그리고 그들을 시장경제

화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

에 적응하게 하려면 어떠한 정

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가 이어졌

다. 그 결과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지게 되었고, 농가생애주기가설(Farm Household Life-Cycle, F-Cycle 가설)과 농가유형별 발전

전략이란 정책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1977년 농촌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로 시작된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성 극복을 위한 농촌개

발전략연구에 대한 관심은 새마을 방식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을 찾게 하 다. 이후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시작되었고 1982년 전남 강진을 대상으로 한 농촌정주

생활권연구를 시작으로 불이 붙었다.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농

업·농촌·농민에 대해 고민했던 각별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이 때문에 당시 연구진과

같이 다산초당에 모여 다산에게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새롭다. 한

국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론, 실천전략을 만들어 보자는 다짐과 함께 시작된 연구는

1983년도에는 경기 안성, 경남 고성으로 이어졌다. 1984년 9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농촌

지역종합개발 심포지엄을 계기로 농촌지역종합개발론은 정책적 관심대상으로 새롭게 부각되었

고, 1985년에는 연구원에‘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이란 특별기구가 신설되었다. 

당시 농림부는 농촌개발문제는 농림부의 정책적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원이

농촌개발연구를 확대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기까지 했다. 특히 연구원에서 농촌개발정책

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농촌개발에 대한 농림부의 몰이해로 당시 농림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농촌연구에 대한 항의성 전화를 받기도 했다. 농림부를 위한 연구는

안 하고 내무부를 위한 연구만 한다는 것이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유치한 이야기지만

당시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는 사실 농림부보다는 경제기획원 등이 더 적극성을 가지고 뒷받침

하 다. 1986년 3월 농어촌종합대책 이후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등으로 이어지면서 농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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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농정을 떠받치는 3대 지주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82~1989년의

활발한 농촌개발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활동을 중심에서 이끌었던 것을 나는 큰 보람으

로 생각한다. 

1985년 연구단의 발족과 함께 소득개발, 사회개발, 환경개발, 제도개발, 그리고 교육훈련 등 5개

실이 생겨났다. 인력도 30여 명으로 대폭 증원되었고 예산도 크게 증가하 다. 즉 연구원의 대폭

적인 인력 및 예산증액을 가져온 최대 프로젝트가 된 것이다. 활동 역도 이제는 단순한 지역계획

수립 등에 그치지 않고 정책연구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등 7차례의 워크숍, 특별

연구로 크게 확대되었다. 1989년 폐지될 때까지 연구단은 우리나라 농촌개발연구와 정책의 중심에

서 있었다. 농촌정주생활권 연구는 인간정주 선호가설과 농촌정주생활권과 정주체계라는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한 농도통합적인 농촌지역종합개발방식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때의 연구 결과들은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으로 정리되어 연구총서로 출판(1987)되었다. 

농촌정주생활권론은 농촌을 인간정주 공간으로 파악하고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안정

된 일자리와 소득을 얻고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

도록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 농촌을 건설하는 것을 이상으로 제시하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실천과제로 농업발전의 지역화와 능률화, 농촌경제의 재편성과 기반강화, 농촌환경의 도시화

와 복지증진, 그리고 농촌사회의 개방화와 문화발전의 4가지를 제시하 다. 농촌정주생활권을 단

위로 지역현실에 맞는 중장기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역종합개발방식을

제시하 다. 

농촌지역종합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는 지역농업개발이었다. 이 과제는 전국이라는

획일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과 경제 지리적 환경에 따라 개발하는 지역농업개발론을 확립

하는 전기를 가져왔다. 내가 지역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원 시절(1968~1972)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농가소득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부터 다. 특히

‘지역경제의 불균형성장과 농업발전의 지역성(1971)’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982년 농촌정주생활권 연구의 착수와 함께 지역농업개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역농업개발의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 1986년 발표한‘한국농업발전의 방향과 지역농업개발’이란

논문 후 이를 구체화하는 도별 지역농업개발 사례연구(1988~1990)와 도별로 개최된 지역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지역농업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촌정주생활권 연구 결과는 1986년 3월 발표된 정부의‘농어촌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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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반 되기 시작했다. 농어촌종합개발방식과 군단위 지역개발 계획수립과 지역별 예산편

성방식의 도입 등은 물론 농어촌 사회 간접자본 확충,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등이 농정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9년 4월에‘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라는 구체

적인 정책사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 다. 농촌정주생활권 연구는 새마을운동 이후 새로운 농촌

지역개발전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농업일변도로 추진되어 온 농정의 관심 역을

농촌생활환경과 사회복지개발까지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촌정주생활권 연구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역 및 마을종합개발계획수립의 제도

화, 기존의 보조금 내시로 이뤄졌던 예산편성방식에‘보조금신청방식’을 도입하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86. 12), 도농통합적 시군통합과 같은 행정구역개편(1994~1995) 등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농업 토목중심의 농업

진흥공사에 농촌계획과 농촌토목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관명칭도 농어촌진흥공사, 한국농촌공

사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농촌지역종합개발방식이 전

제로 삼아온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1995. 7)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 1985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의 농가

경제와 농촌마을 사회의 장기적인 변화실태를 관찰하고 기록한‘한국농촌경제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이 그것이다. 이 조사연구는 당초 계획대로 2001년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결과를 정리하지 못한 채 미완으로 남아있다. 

산업화, 시장화, 민주화, 개방화의 충격과 농업의 장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1987~1990)

1987년의 6월 항쟁은 1961년 5. 16군사혁명으로 시작된 26년간의 개발독재시대를 마감하고 민주

화와 시장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해 11월에 제기되었던 GATT-BOP(가트-국제수지위원회)

졸업론과 그보다 앞서 개시된 GATT-UR 농업협상으로(1986년 9월) 개방화라는 태풍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덮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농촌은 1977년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개방농정론의 여파로

이중곡가제가 후퇴하고 농산물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 농촌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후퇴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연속적인 자연재해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인재(1978년의

노풍피해, 고추파동, 1980년 쌀 생산량 가운데 40% 정도의 감산을 가져온 냉해피해, 그리고 복합

농 사업으로 추진된 해외 송아지 입식 사이 초래된 1984~1985년간의 소파동 등등)가 겹치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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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경제는 침체와 불황의 끝없는 늪에 빠져 들었고 농가경제는 늘어나는 부채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러한 개방화의 먹구름 속에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1986년 3월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정대책수립을

위해 1986년 8월 유럽농정조사단을 파견하 다. 1987년 1월 이 조사단이 대통령보고에서 건의한

특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1987년 2월 연구원에‘21세기 농정기획반’이 설치되었다. 나는 1980년에

이어 다시 한번 기획반장의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고 나의 모든 관심은 사실상 특별작업으로

모아졌다. 

이 특별작업은 2년 동안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초청 토론회와 분야별 토론회, 그리고 특별연구

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이 작업은 당시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두뇌들이 대거 참여한 연구원으로서도

전무후무(?)한 대규모 프로젝트 다. 농정기획반의 작업 결과는 2년 후인 1989년 5월‘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경제의 갈등과 도전’이란 이름의 종합보고서와 10권의 작업분야별 보고서로 집대성

되어 출판되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 작업의 결과는 보고서 발간 이전부터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농림부의 특별작업팀에게 전달되었다. 결국 1989년 4월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그리고 1991년 7월의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등에 다양한 형태로 반 되었

다. 그리고 1993년 12월 내가 대통령 농수산수석비서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농정개혁의 기본텍스

트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별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1987년 민주항쟁이 있었고 정부교체가 일어났다. 또한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강화되었다. 우리의 GATT-BOP 졸업이 확실시 되자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5월 대통령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설치하고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 다. 나는 자문회의의 농정부문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사실상 농정부분의 보고서 작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때의 경험이 그 후 1994년 2월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작업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문회의는 피할 수 없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거쳐‘농산물 시장개방의 4원칙 (개

방계획의 예시, 농업구조혁신과의 연계, 가격안정화와 보상, 수출의 촉진)’과 농림수산업의 능률

화와 구조혁신, 농산생활기반 확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채택하 다(대통령 경제구조조정자문

회의, 경제선진화를 위한 기본구상, 1988. 10:57-61, 88-105, 150-157). 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21세기 농정기획반의 특별작업으로 미래농정에 대한 구상

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문회의의 정책건의와 21세기 농정기획반의 작업결과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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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4월 GATT-BOP 졸업에 대응한 개방시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주 골자로

하는‘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 다. 

21세기 농정작업은 1977년 농정전환론이 제기되고 증산농정론과 개방농정론이 충돌하면서 빚어

온 갈등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혁신이란 관점에서 조정·타협하는 제3의 방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농정작업은 1970년대 증산농정시대를 마감하고

혼란기를 거쳐 개방·확대 속에서 구조혁신시대로의 농정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본 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77년 이후 제시되었던 다양한 농정대안들을 집대성하는 작업이었고,

개인적으로는 1977년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 한 후 지난 10년간의 농정대안 모색에 대한 나의 생각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 특별작업에서 농업분야는 이정환, 임업분야는 이광원,

수산분야는 박성쾌 박사가 책임을 맡았고, 나는 21세기 농정의 기본 틀을 정리하고 농촌분야와 농정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 분야를 맡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경제의 갈등

과 새 도전, 21세기 농정종합보고서, 1989. 5).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와 21세기 농정기획반의 정책건의는 피할 수 없는 개방화의 현실을 수용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감한 농정개혁을 요구하 다.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981년 초에 이어 다시 한번 일부 농업계의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고, 결국 잠

시 국내를 떠나있다 오는 것도 좋겠다는 주위의 의견과 개인적으로도 려오는 피로감으로 좀 쉬

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연구원 설립 후 처음으로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고 첫 번

째로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안식년(1989. 6. 1~1990. 1. 31)을 떠나게 되었다. 

GATT-UR 농업협상과 함께한 부원장 시절(1990. 3~1993. 12)

1990년 2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원에서 초빙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연구원에 복귀하고 3월부터

부원장을 맡게 되면서 나의 연구원 생활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연구에서 연구관리

행정으로 중심이 옮겨졌고, 특히 그해 10월부터 나는 농림수산부 장관 자문관 자격으로 UR농업협상

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실 나는 UR농업협상에 대해서는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 고

나의 전공도 관심 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7월 GATT-

UR 농업협상 참관을 위한 나의 제네바 행이 그 후 나의 인생 진로를 연구자에서 정책수립가로 그

리고 다시 외교관으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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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경 당시 UR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농림부의 윤장배 사무관(현 농수산

물유통공사 사장)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부원장으로서 UR협상에 대해 너무 모르

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과 함께 UR협

상에 대한 연구원적 지원을 부탁했다. 그

리고 제네바에서 열리는 UR농업협상에

참관할 것을 제안하 다. 이때는 1990년 12월로 예정된 브럿셀 장관회의를 앞두고 UR협상을 진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던 시기 다. 나는 윤 사무관의 스위스 알프스 구경도 할 수 있다는

말에 끌려 구경도 하고 UR농업협상이 이루어지는 현장도 살펴볼 겸 제네바를 다녀오게 되었다. 귀

국 후 나는 UR농업협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연구원에‘UR농업협상특별작업반’을 설치하

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거원적으로 UR협상지원에 나섰고 이재옥 박사를 비롯하여 최세

균, 김동민, 권오복, 임정빈 연구원과 김한호, 서진교 연구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 

1990년 8월 어느 날 나는 농림수산부 장관실로부터 점심을 같이 하자는 전갈을 받고 지정된 식당

으로 나갔다. 그 자리에는 강보성 장관과 이병기 차관을 비롯한 당시 농림수산부의 고위직 인사들

이 모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강 장관은 내게 UR농업협상의 정부측 협상가

(Negotiator)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 다. 정말 뜻밖이었고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렇다

고 거부할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당시는 UR농업무역협상위원회의가 1990년 7월초 드쥬 의장 초

안이라 부른 협상안 초안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 개방과 쌀 가격지지정책 중단

과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로 한마디로 농업계가 발칵 뒤집혀 있을 때 다. 

무거운 중압감 속에 1990년 10월 나는 제네바 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브뤼쉘에서 열린 GATT-UR농업협상 장관회의에 조경식 장관을 모시고 참석하게 되었다. 장관급이

모인 농업협상장에서 드쥬 의장 초안에 따른 숫자를 제시한 헬스토롬 의장이 제시한 비공식 중재

안에 대한 수용여부 등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문제가 된“We cannot accept…….”로 시작하는

장관 발언문을 작성했고 그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하 다. 당시 이상옥 대사는 우리나라도 이

제는 국제무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되었다는 말 과 함께 농림부장관의

발언에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눈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미

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농업협상안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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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1991년 초부터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던켈의 사회로 농업

협상위원회가 매월 한 차례씩 열리게 되었다. 나는 매 회의 때마다 제네바를 방문해야 했고 1991

년 한 해에 무려 13회나 제네바를 다녀와야 했다. 

1990년 10월부터 1993년 3월(당시 허신행 장관)까지 2년여 동안 나는 농림수산부장관 UR협상

자문관으로 UR농업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부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협상에만

매달려야 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연구원에 미안할 뿐이다. 1993년 12월 나는 갑작스럽게

정부대표단의 일원에 포함되어 다시 제네바에 가게 되었으며, 12월 15일 8년간(1986. 9~1993. 12)

을 끌어온 UR협상의 타결이 이루어지는 숨 막혔던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이미 나는 장관 자문관 직을 사직한 뒤 고, 나의 제네바 행은 정말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졌

다. 11월이 되면서 UR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쌀 관세화 예외 문제로 고민해온

정부는 협상전략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당시 송희 조선일보 기자와 막

바지 쌀 협상전략 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나의 인터뷰 기사가 11월 30일자 조선일보

에 실렸는데 이를 보신 황인성 국무총리께서 점심을 같이 하자는 전갈을 보내왔다. 그 때는 이미

허신행 농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UR협상대표단이 우리의 협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 제네바로 떠나기 하루 전이었다. 내가 제시한 협상전략안을 들으신 총리께서는 즉석에

서 내가 설명한 협상전략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게 자료로 만들 것을 지시하셨다. 그 날 보

고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연구원으로 돌아왔는데 총리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내일 대표단과 같

이 제네바로 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나는 쌀 협상에 관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갑작스

럽게 대표단과 같이 제네바로 가게 되었고, 쌀 관세화 10년 유예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로 쌀 협상이 타결되는 숨 가빴던 역사적 현장을 같이 하고 12월 17일 대표단과 함께 서울로 돌아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만들어 간 신농정 4년(1993. 12~1998. 2)

UR농업협상의 타결을 보고 귀국하던 12월 17일 새벽, 나는 김포 공항에서 내일(12월 18일) 아침

청와대에서 열리는 UR협상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는 대통령 조찬모임에 대표단과 같이 참석하라

는 전갈을 받았다. 그것이 나의 15년 연구원 생활을 마감하고(1993. 12. 23), 대통령 농수산수석

비서관으로서 4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날 나와 김 삼 대통령과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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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이루어졌고 며칠 후 나는 우리나라 정부조직 역사상 현재까지는 전무후무한 대통령 농수산

수석비서관(1996년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농림해양수산수석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

임명받아 연구원 15년 생활을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할 겨를도 없이 마감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이후 4년간 나와 연구원과는 UR이후 농정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특별한 관계로 발전

하 다. 연구원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연구원과의 관계는 더욱 긴 하게 새로운 방향에서 이루어

졌다. 그것은 UR 이후 한국농정을 새롭게 세우는 국가적인 작업이었고 연구원과 같이 신농정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연구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에서 4년 세월을 보내면서 농정개혁과 신농정 수립에 적극 나설 수 있었다. 또한 연구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축적된 연구 결과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21세기 농정기획반 작업을 통해 농정개혁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르긴 해도 그 때처럼 활발하게 연구원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정책에 반 된 적이 있었을까 싶다.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위상도 더욱 높아

지고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게 되었다.

청와대 생활 4년여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로 UR 이후 농정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위해 출범한‘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이하 농

발위)’의 사무국으로서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과 책임(1994. 2~8)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당

시 농림수산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인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30명의 위원과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0명의 순수 민간 전문위원으로 발족한 농발위는 6개월 동안 정부의 간섭 없이 11

차례의 전체회의와 3개 소위원회(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진흥, 농어민 후생복지)별로

9~10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보고서(‘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채택

대통령에게 건의(4. 19 중간보고, 5. 24 최종보고)하 다. 그 때 이루어진 건의 가운데 80~90%가

정책으로 반 되었다. 농발위의 건의를 수용하여 정부는 1994년 6월 14일‘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

개혁추진 방안’을 발표하 다. 

그 당시 농발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범일 위원장과 농발위원 겸 사무국장의 중책을 맡아 수고

하여 주신 정 일 원장, 그리고 전문위원회의 총 간사역할을 잘 수행해준 최정섭 박사(현 원장)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아직까지 그 때의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고 싶다. 농발위 활동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했던 막중한 역

할은 우리 농정사에, 그리고 연구원사에 원히 기록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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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0)한 일이다. 1994년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면서 농특세의 사용과 관련 정부와 협의 과정

에서 나는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연간 500억씩 10년간 5,000억의 투자배분을 강력히

요구하 고 최종적으로 4,650억 원이 반 되면서 R&D 자금의 사용배분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당초 농수산부는 이 예산을 농촌진흥청 등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보고했다. 이러한

방식은 그렇지 않아도 농학연구가 진흥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전국 농과대학이나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경쟁적인 연구를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촉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공모방식으로 모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 제3의 기

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R&D 투자를 관리하는 별도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관리센터를 농촌진

흥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확보된 연구개발투

자는 그 후 농과계 대학의 연구 활동을 크게 활성화시켰고, 우리나라 농업기술발전에도 크게 기여

했다. 연구원에 센터가 설치되면서 연구원은 우리 농학계의 중심기관의 하나가 되었고 위상도 더

욱 높아졌다. 

세 번째는 우리 농정사상 최초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1단계, 1996. 2~6; 2단계, 1996. 10~

1997. 4; 3단계, 1997. 4~12) 농림사업 중간평가와 연구원의 역할이다. 이 작업을 통해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은 연구를 통한 정책대안의 개발·제시뿐만 아니라, 농정의 추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까지 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 농정의 중심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각종제도 개선과 기관설립 등 농정개혁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이다.

당시 전국의 농업계 대학이 모두 반대했던 한국농업전문학교(최근에 한국농업대학으로 명칭변경)

의 설립을 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농발위에서의 정명채 박사의 역할 그리고 이 석 박사의 유럽

에서의 경험, 조언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다. 우리나라 농정사상 최초로 환경농업정책을

도입하고 제도화하게 된 것은 사실 연구원과 같이 노력한 결과다. 특히 1994~1997년에「환경농업육

성법」제정을 위해 서종혁, 김종숙 박사의 노고가 컸다. 양정개혁과 관련 특히 쌀값계절진폭제와 약

정수매제의 도입에 있어서는 김명환 박사의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1994년의「농지법」

제정에 있어서는 김성호 고문을 중심으로 김운근, 김정부 박사 등에 의해 이루어졌던 연구가, 1994

년「농안법」파동을 수습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과 관련해서는 성배 , 허길행 박사 등의 역할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농어민특례연금제도의 도입과 국민연금의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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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 제정 등과 관련해서는 정명채 박사 등의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인삼산업의 개혁을 가

져온「인삼산업법」제정과 관련한 연구는 서종혁, 이동필 박사의 연구가 그 토대가 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2006년 9월에는 연구원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1993년 12월 연구원을 떠난 지 13년 만에 다시 연구

원을 찾게 되어 새로운 감회에 젖었다. 2007년 1월 고문취임을 기념하면서 가진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세미나에서 나는 그 때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우리 농이 처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함과 막막함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살다보니 세월의 흐름에 떠 려 어느덧 더 이상 쳐다볼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인생 사다리의 맨

끝에 올라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홀로 서 있다는 고독을 느끼곤 한다. 이제는 나를 쳐다보는 후배

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다. 오늘은 집 떠난

지 13년 만에 찾은 고향집 식구들과 답답함을 풀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의 대화를 갖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었을 뿐 연구원의 현실은 전과 달리 모두가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연구원들이 자기 월급과 상여금을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4~5개의 크고 작은 과제에 이름을 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 확실히 내가 연구원에서 일하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모두가

용역과제에 휘말리면서 중장기적 정책비전을 생각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연구원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누군가는 시류

를 떠나 역사도 생각하고, 비전

도 생각하고, 철학도 생각해야

한다. 연구원은 최소한 3대 7

또는 2대 8의 비율로 미래와 현

실에 대해 연구 인력과 재정을

배분해야 그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연구

원의 오늘을 모두 제도의 탓만

연구원 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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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리는 것은 집단적 무책임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연구원의 더 큰 문제는 과연 연구원이 지난 30년간 우리 농정에 어떠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

해 왔는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연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6차례의 정부·

정권교체가 있었고 농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87년 이후 5년 주기의 정부·정권교체가

제도화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정책의 비전을 5년으로 단기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

고 있다. 

정부·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정치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빈번한 중단과 시작의 반복

때문에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실종되었다. 정부교체로 정치에 따라 정책

이 춤을 추고 연구도 춤을 추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책과 정책연구 모두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87체제 확립 이후 잦은 선거로 정책의 정치상품화가 이루어지고, 표를 받기

위한 단기적인 인기 합적(포퓰리즘적) 정책도입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현실들은 정책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총체적인 국가 정책의 부실을 낳고 정부의 무책임성을 키우는 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정책연구자들

에게 특별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5년마다 변하는 정부와 정권이 부르는 노래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춤을 추어야 하는데, 연구원이 5년마다 바뀌는 노래에 따라 매번 다른 춤을 추

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논리와 진리를 과학성과 객관성, 합리성

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30년을 맞이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 농업경제학자 집단의 자존심으로서 지난 30년간의

학문적 성과와 정책적 기여에 대한 진솔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농업경제학의 학문집단으로서 과연 한국농업의 이해와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점검

해 볼 때가 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시대적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처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해 왔는지를 분야별로 따져볼 때가 되었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정책이란 시대적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를 미래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노력의 집합이며, 대중적 인기와 역사적 책임 사이에서 내린 지도자들의 고독한 결단의 결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도 과학적 객관성과 진리성과 같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연구자에게 있어서 결국 모든 것은 자기와의 고독한 싸움일 수밖

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비전과 논리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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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용기와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야 한다. 자존과 권위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그것을 만들어 세우고 지키려는 용기 있는 노력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농업경제학은 화려한 거대 담론의 중심에 있지도 않고 주류의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쉽게 무시

되거나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학문으로 인식된다. 우리는 누가 관심을 가져 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혼 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따라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적인 농업문제, 농촌문제, 농민문제가 무엇

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지식정보사회로 향하고 있는 문명의

전환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변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의 뉴 프론티어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를 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론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치를 부단히 사회에 알려야 한다. 

농업경제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학문으로 존재성을 인정받으려면 현실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능력을 가져야 하고 학문을 구성하는 공동체가 이론적·학문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아 태어났고 30년을

살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왔는지, 우리가 만들어 온 연구원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볼 때가 되었고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30년을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연구원의 집단적인 창조적 상상력과 비판정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식의 수준과 깊이가

곧 대한민국 농정과 농업경제학의 수준이고 깊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의 시대적 문제를 붙잡고

고뇌하며, 보다 나은 농의 미래를 논하며 오늘도 열띤 토론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는 후배들이

있는 한 우리 연구원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고뇌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있는 한 30년 후 농의 미래에도 희망의 태양이 뜰 것이다. 

연구원 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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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99년의연구원

경 혁신을돌아보며

나는 처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인연을 맺고 2002년 6월 말 정년퇴직할 때까지 24년 1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연구원 재직하면서 몇몇 보직을 경험하 는데, 연구원에 들어온 지 20년째 되는 해인 1998

년 4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 다. 이때가 가장 보람되면서도

힘들었던 시기 다. 

내가 기획조정실장이 된 직후인 1998년 4월 초에‘국민의 정부’에서‘정부출연연구기관 경

혁신’을 추진하 고 1997년 말에 터진 IMF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과 운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가속화되었다. 연구분야를 나누어 연구회가 설립되었고, 연구기관 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연구원과 관련된 외·내부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가 해결하고 대처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설립된 1978년 이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격동기 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의 경 혁신 추진 그리고 IMF 사태

내가 기획조정실장 직을 받아 업무를 시작한 즈음인 1998년 2월말 출범한‘국민의 정부’기획

예산위원회로부터‘정부출연연구기관 경 혁신 추진지침’이 시달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경

혁신의 목적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 

경 혁신의 핵심 내용은 연구기관의 구조조정과 운 시스템 개선이었다. 구조조정의 원칙은

첫째,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능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통폐합 하거나 폐지할 것. 둘째, 민간

김 정 부

1978. 6.~2002. 7. 근무, 現 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부소장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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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효율적인 기관은 민 화 또는 민간 위탁할 것. 셋째, 고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관

은 검토 후 폐지할 것. 넷째, 기구와 인력은 연구기능 위주로 편성하되 최소한의 규모로 조정할 것

이었다. 운 시스템의 개선 원칙은 첫째,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및 기관운 에 대한

규제 완화. 둘째,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인평가제도를 확립하여 성과급에 기초

한 연봉제 도입. 셋째, 고객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연구기관 구조조정 방침이 알려지자 출연연구기관 사이에서 기관 통

폐합 문제와 인력감축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침의 추진결과는 1999년도

예산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각 연구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책 마련에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 다.

경제사회연구회의 설립과 연구회 차원의 경 혁신

1998년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계 33개, 인문계 25개로서 모두 58개에 달하 으며, 이와

같은 18개 정부부처를 관리하는 데 독립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재 관리제도를 부처별

관리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1998년 6월부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운 에

관한법률안’을 검토하기 시작하 으며, 2차례의‘정부출연연구기관 경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면서 많은 의견 수렴과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차 공청회는 1998년 4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명의 발제자와 7명의 토론자, 그리고 다수의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는‘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경 혁신 방안(송하중 경희대학교 교수)’과‘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경 혁신 방안(정문수 인하

대학교 교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제2차 공청회는 1998년 5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1명의 발제자와 11명의 토론자,

그리고 다수의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경 혁신 시안’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판석 교수(행정개혁위원회 위원)가 발제하 다.

발제자는 출연연구기관의 혁신방안으로 운 시스템과 관리방식 개선을 제시하 다. 운 방식

개선 방안으로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 구축, 연구원장 공모제 채택과 연구원 계약제 도입

연구원 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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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민간경 개념 도입, 개방형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학연간 합동연구 활성화, 예산 20% 삭감,

출연금의 차등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제기하 다. 

그 후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출연연구기관의 관리는 현재 각 정부부처 소속에서 국무총리

실로 그 권리를 이양한다. 둘째, 출연연구기관을 분야별로 경제사회분야, 인문분야, 기초과학분야,

응용과학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연구회를 설립하여 관리한다. 셋째, 연구회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개별 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근거인 특별법은 폐기한다.

그 결과 1999년 1월 5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9년 1월 29일 동법률 시행령을 공포하 다. 1999년 3월 13일 임종철 교수가 경제사회연구회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 으며, 1999년 3월 15일에는 14개 경제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기관을 관리

하는‘경제사회연구회’가 설립되었다. 농업과 농촌경제를 연구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경제

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리가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사회연구회로 이관됨에 따라

경 혁신과 관련된 업무추진도 경제사회연구회의 지침에 따라야 했고, 업무보고도 해야 했다.

경제사회연구회에서는 종전의 기획예산위원회가 추진하던 ① 전 직원 연봉제 및 계약제 실시

② 정년 조정 ③ 퇴직금제도 개선 ④ 조직 간소화 및 인력구조 조정 ⑤ 평가시스템 제도의 합리적

운 등 경 혁신 5대 과제의 추진을 거듭 강조하 다.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연구결과의 질적

평가, 경 평가, 예산의 일정 부문은 수탁사업으로 충당과 같은 계획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국무조정실은 1999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경제사회연구회 산하의 경 혁신 5대과제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 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판단이 내려졌다. 각 연구기관별로 부진

사유를 파악한 결과 경 혁신의 기준, 예산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개혁과제와 인력구조 조정

1998년 4월부터 추진된 정부의 5대 혁신과제는 단시일에 추진하여야 할 과제와 장기적으로 추진

하여야 할 과제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서 단기간에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 인력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 연봉제 실시, 예산 절감

등이었는데, 이는 IMF관리체제가 발생하면서 개혁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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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구조조정은 2000년까지 현원 대비 15%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하 다. 2000년까지 정원

15% 감축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명예퇴직 16명,

조기퇴직 8명 총 24명을 감축하여 1998년 목표 23명보다 1명을 초과 달성하 다. 당시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연

월차 수당의 일부를 갹출, 그들과 아픔을 나누었다.

연구부서와 관리부서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 다. 연구부서를 5부 1센터 2실에서 2부 2센터 2실로

축소하는 한편 팀제를 활성화 하 으며, 지원부서는 현행 4실 3과를 3실 2과로 개편하 다. 개편된

연구부서는 농산업연구부, 농업발전연구부, 농업관측센터, 북한농업연구센터, 국제농업연구실,

산림경제연구실로 편성하 다. 지원부서는 기획조정실, 행정실, 정보관리실로 개편하 는데, 자료

실, 전산실 및 홍보출판실의 업무를 통합하여 정보관리실로 개편하고, 감사실을 축소하 다. 개편

된 조직은 1999년 1월부터 운 되었다. 전 직원 연봉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1998년 11월 7일 개최

된 이사회의 의결로 연봉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1999년부터 시행하도록 하 다.

예산 절감부문에서는 1999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출연금 20%가 삭감되고, 연구사업

비는 50%가 삭감되어 농림부 정책연구비로 이관되었다. 이는 IMF관리체제가 발생한 후 실시된

정부의 강력한 예산절감과 관련이 있었다. 그 결과 박상우 전 원장의 노력으로 마련되었던 연구원의

구관 재건축을 위한 22억 원에 달하는 1998년도 예산이 추경 시에 전액 삭감되어 계획되었던 건설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박상우 전 원장의 노력으로 다시 1999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후임인

강정일 원장의 재임기간에 지금의 신관을 무사히 건축할 수 있었다.

우리 연구원이 1998년도에 추진한 경 혁신 추진 과정을 보면 기획예산위원회의 경 혁신 지침

에 맞추어 1998년 4월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 혁신 방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보완

하여 동년 10월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사이에「연구원 경 혁신안

합의서」를 작성하 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28일‘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다.

경 혁신 추진사항은 11월 9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 고, 12월 23일에는 농림부에 추진실적을

보고하 다. 1999년 1월 13일 기획예산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하 다.

이러한 와중에 1997년 11월에 IMF 관리사태가 발생하여 연구원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쳤다. 기획

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의‘정부출연연구기관 경 혁신 계획’을 더욱 강화한

개선안을 요구하 다. 강력한 인력감축, 예산절감, 관리제도 개선 등 구조조정과 운 시스템 개선

등 더욱 혁신적인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연구원 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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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연봉제 및 계약제 실시

기존의 급여제도를 직종별 직급별 단일호봉제에서 성과 연봉제로 바꾸는 연봉제 실시는 모든

직원의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을 바꾸는 매우 민감한 과제 다.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는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 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 다. 전 직원 연봉

제를 검토하기 위해 1999년 1월 26일 직급별 대표 10명으로‘연봉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 다. 이

협의회에서 1999년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2개월 동안 직원들이 의견을 수렴하여‘전 직원 연봉

제 추진 계획안’을 3월 12일까지 작성하도록 하 다.

1999년 1월 30일에 연봉제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무려 8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1999년 연봉제 시행방안’을 마련하 다. 1999년 3월 10일 전 직원을 상대

로 설명회를 열고 1999년 3월 12일 최종안을 작성하 다.

합의된 연봉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 직원 연봉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1999년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한다. 둘째,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계와 연봉제를 연결하고 셋째, 1999년부터 부연구

위원급 이상 직원 60명에게만 실시한다. 넷째, 2000년부터 전 직원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연구원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연봉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쟁점사항은 1999년 연봉제에 기존 평가시스템의 적용 문제, 1999년

연봉제 등급별 분포와 등급별 차등 폭의 수준문제, 연도별 등급변화와 기초연봉액 책정 방식의

문제, 연봉제의 정의와 총연봉의 구조, 연봉 등급과 등급 간 차등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었

으며, 이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당시 연구원의 직원 고용제도는 연구직의 경우 책임연구원급 이상은 계약제 으며, 관리직 전원

과 연구원급 이하는 정년제 다. 계약제는 전 직원의 고용을 계약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즉 정부

에서는 급여제도와 고용제도는 어느 하나만 바꾸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2가지를 동시에 바꾸라고

지시하 다.

전 직원들이 합의한 계약제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계약제도를 보완·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직원 계약제도는 연구직의 경우 책임연구원 이상은 채용시 2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2년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통과되면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3번째

계약을 할 때 다시 심의에 통과되면 계약 없이 종신 임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 직원에 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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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입은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과 선임관리원, 1급관리원과 1급전문원은 1999년 8월 10일부터,

부연구위원과 책임연구원, 2급관리원과 2급전문원은 1999년 12월 24일부터 각각 부분적으로 실시

하고, 2000년 1월부터는 전 직원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 다.

종신임용이 된 고위직과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과 직급 등에 속하는 기득권자들과 노동조합

은 전 직원 계약제 도입에 대해 크게 반대하 다. 또한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쟁점

이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내가 최초로 종신임용되었다. 

정년제도의 조정은 현행 정년을 조정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었다. 정년제도의 개선결과는

직급별로 정년을 조정하되, 2000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 다. 정년 조정 내용을 보면 책임연구원

및 2급관리원과 2급전문원은 정년 60세에서 58세로, 연구원 및 3급관리원과 3급전문원은 58세에서

57세로 각각 조정하고, 책임연구원 이상은 대학교수의 정년과 동급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당시의 정년 60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 다. 정년 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하위 직급

에서 반대가 많았다.

퇴직금제도는 당시 시행된 퇴직금 누진제 및 가산금제도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은

경직성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며, 앞으로 시행될 계약제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의 퇴직금

제도로 발생한 퇴직금을 모두 개인에게 지급하고, 앞으로는 1년 근무 1개월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

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었다.

많은 논의를 거쳐 수립된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누진제 및 가산금을 폐지하고, 1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퇴직금 지급규정을 1999년 8월까지 개정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며, 중간정산 금액을 미지급 시는 평균임금변동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으로 개선하 다. 또한「명예퇴직금규정」을 제정하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 수당도 지급받도록 하 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이의와 반대가 있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확정되었다.

새로 도입된 평가시스템

평가시스템의 개선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균형 유지, 연구 참여자 개인별 기여도 평가 강화

등으로 집약된다. 평가시스템의 합리적 운 과 관련된 개선 내용은 1995년부터 시행된 기존의 평가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는 연구실적의

연구원 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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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평가(150점), 연구과제의 질적 평가(150점), 학술활동(100점), 정책지원활동(100점), 근무평점

(10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선에서 추가되는 평가시스템은 연구실적과 질 위주의 평가, 공동연구과제의 실질기여도에

의한 성과평가제 도입, 과제별 배점제 실시 등이었다. 또한 이번에 개선되는 평가시스템을 1999년

부터 실적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적용하며, 1999년 과제 평가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12월에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결과의 승진·

승급 및 연봉계약에 반 하도록 하 다.

특히 과거 연구자들 사이에 있었던 소위‘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동연구과제의

실질 기여도에 의한 성과평가제 도입은 연구자가 보직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팀장이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며, 연구 결과물에 저자명을 기재할 경우

연구기여도 순으로 기재하도록 하 다.

평가시스템의 합리적 운 과 관련된 제도개선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려고 여러 가지 세부내용을 마련하 다. 10년이 지난 요즘 우리 연구

원의 구성원들이 평가점수를 많이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체제로 변한 것은 당시 평가제도 개선의

후유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너무 엄격한 평가제도가 연구원 구성원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여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상호간의 인간미 상실 등이 우려되는 것은 나의

지나친 노파심일지도 모르겠다. 어떻든 간에 요즘 연구원에 들르면 모두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과제

수를 늘리려는 노력과 대형 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면 불행의 씨앗을 내가 뿌려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자책해 본다.

지금까지 추진한 개별적인 혁신과제를‘연구원 경 목표’의 설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1999년 8월 23일에 직원설명회를 개최하여 합의를 얻어 확정하고, 이를 연구회에 보고함으로써

정부에서 요구한 연구원의 경 혁신과제를 마무리 지었다. 직원설명회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에게

받은 심한 질책과 야유는 아직도 나의 기억에 남아 있다.

경제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평가편람’을 확립하고,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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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경 혁신 과제들이 모두 반 된‘평가편람’을 완성하여 1999년 11

월 19일 우리 연구원에 통보해 왔다.

경제사회연구회의 평가는‘1999년도 연구기관 운 실적’으로 하고, 평가일자는 2000년 1월 31

일로 결정하여 통보되었다. ‘1999년도 기관운 평가’는 4개 분과로 나누어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분과별로‘1999년도 자체평가 보고서’를 먼저 만들어 평가받을 자료로 제본하며, 이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 및 서류는 평가단이 평가 시에 요구하면 제시하도록 하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는 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각 연구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평가준비를 하 다.

평가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 을 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인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 다.

먼저 평가항목을 면 히 분석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정리하여 평가자료에

수록하고, 연구보고서의 질적 평가대상으로 제시할 보고서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이를

보완하 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을 평가할 평가위원의 인적사항과 평가위원들의 예상 질문 및 성향

을 탐지하 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하루 먼저 평가를 받는 기관인 KDI에서 어떻게 준비하 으며,

평가 당일에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KDI를 방문하기도 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연구원은 큰 차질 없이 무난하게 평가를 끝마칠 수 있었다.

평가결과는 2000년 4월에 발표되었는데, 우리 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의 14개 연구기관 가운데

100점 만점에 평점 92.64점을 받아 6위를 차지하 다. 이러한 성적은 당시 우리 연구원의 최대 약점

이었던 퇴직금제도 개선의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결과 다.

한편 경제사회연구회 제17차 이사회(2000. 4. 20)에서는 2000년도 각 연구원의 사업비 예산에서

3%를 장려금 기금으로 연구회에서 일괄하여 공제하여 둔 것을, 1999년 기관평가 성적에 따라

2000년 예산에 가산금으로 차등 지급하는 연구비 배분방안을 의결하 다.

경제사회연구회의 14개 연구기관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위로 C등급이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가 2000년에 배분하는 연구비(4억 5천만 원)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비 공제액 3%인 1천 7백만 원을 배분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강정일 원장의 노력과 모든 연구원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기획

조정실 직원들의 밤낮 없는 노력으로 얻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연구원 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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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을 마치며

이 을 쓰는 이유는 내가 기획조정실장 재임 중 처리한 업무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1997년 11월에 IMF 관리사태가 터졌고 10년 전인 1998년 2월‘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경 혁신이 일어났다. 그 때 함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위기를 극복하 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선배·동료들에게는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지 못했던 후배들에게는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 의 목적이다. 

‘국민의 정부’출범 당시 추진된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경 혁신 조치는 거역하면 기관의 존폐를

포함하여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다. 이러한 상황에서‘소나기는 피하라’는 옛말처럼

경 혁신 과제는 먼저 우리 연구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연구원 발전의 초

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동료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도 있었는데, 이로 인

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선배, 동료, 후배도 있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 

또한 그 당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종 위원회나 검토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 던 선배·

동료·후배들에게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모든 연구원 가족들에게 크게 감사한다. 아울러

사명감에 불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시한에 맞추고자 밤을 지새우며 함께 고생했던

기획조정실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건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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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

호랑이담배피우던시절, 

출장에관한소묘

소묘 1

농촌진흥청 농업경 계 시절, 당시 군사 정권은 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각 주요 부서에 젊은 감독 장교를 파견하여 배치하 다. 그들의 임무는 각 부서의 부조리를 찾아

내고 발견하는 대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정부가 기관장을 직위 해제시키고 청렴결백한 새 사람을

임명하여 그 기관을 쇄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파견기관 업무에 무지했으며 그런 사실은 파견 장교뿐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인

기관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장교와 기관원 모두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다른 기관에서 들려

오는 파면이나 면직 소식이 원내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부임 후 여러 날이 지나도 장교는

이권이란 없는 기술원에서 부조리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어느 날 성과에 대한 압박

감으로 시종일관 우울해 하던 장교의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 다. 그런

장교의 모습에 가장 긴장한 곳은 총무과와 재무계 다. 재무계장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을 희생

해서 연구원장과 연구원들 그리고 연구원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자신의 처자식을 생각하면

그 다짐이 흔들렸다. 예상했던 대로 장교실에서 재무계장을 불 다. 

“재무계장, 어느 놈이 개성에 출장을 갔었단 말이오!”

개성 출장이 말이나 되는 소리라며 반문하 지만 재무계장은 내심 오금이 저려 어찌할 바를 몰

랐다. 당시 기관 직원들의 월급은 형편없이 적었다. 그 방편으로‘가라출장’이라고 명명된 편법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었다. 말 그대로 가짜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산정하여 서류로 작성하는 것으

로, 하자가 없도록 총무부에서 출장지들을 모아 정리하 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구 천 서

1978. 4.~1982. 3. 근무, 現 단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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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도에는 휴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 바람에 어떤 직원이 실수로

개성을 출장지로 서류에 적어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발뺌할 수도 없게 서류에는

계장, 과장, 국장, 원장의 사인이 쓰여 있었다. 재무계장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서류를 들고 장교실

을 나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개성출장이라고 쓰인 종이를 찢어 직원에게 건네며 태워버리라고

지시했다. 그 후 다시 장교실로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개성 출장이라고 쓰인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들은 장교는 기가 차하면서 계장을 향해 권총을 뽑아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장교

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재무계장은 자신의 의지를 굳히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장교는 껄껄 웃으

며 이렇게 말했다. 

“그놈 배짱한번 두둑하군! 좋아, 그럼 이제 나가봐.”

장교실을 빠져나온 계장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직원들을 지키려한 계장에 대한 존경의

눈물을 흘렸다. 

소묘 2

나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시절 농업경 과 연구관으로 재직하 다. 대통령은 농어촌 부흥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에 관심이 많았고 이와 관련한 많은 정책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빈번히 간첩을 파견하여 남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 다. 정부는 간첩을 색출,

체포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대간첩 교육을 실시하면서 큰 포상금(2,000만 원)을 내걸었다. 당시

에는 논밭 한 평이 100원 내외 으니 가히 파격적인 액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쌀을 위시하여 보리,

콩, 고구마 등 주요 식량작물의 증산왕(增産王)을 뽑아 시상하 는데, 막대한 시상금과 함께 명예

도 누릴 수 있어 시·도간 경쟁뿐 아니라 농민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던 때 다.

한편 공무원들은 급료가 너무 적어 몇 푼 안 되는 출장비라도 아껴보려고 안간힘을 썼고, 지방관

청과 관련이 있는 출장인 경우 출발하기 전에 도와 군에 알림으로써, 지방 관청의 차로 안내를 받

아 업무를 수행하면 일도 빠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내가 농림 공무원 교육원(조교관 당시 3급 을류)에서 농업경 과 연구관으로 발령이 된 때는

1965년 경으로 미국 유학길에서 막 돌아와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관행에 익숙하지 못하 다. 그때

필자에게 주어진 출장업무는 조사표를 가지고 전남 무안과 장성 그리고 단양에 가서 고구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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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쌀(단양), 콩(장성)생산 농가를 현지 조사하는 일이었다. 

무안의 버스 정류장에서 운봉면으로 가는 버스 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안군 현경면은 고구마

주산지로 그해 말에 시상 예정인 고구마 증산왕의 경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혼자 출장을 온 것

이었다. 버스에서 만난 아낙들의 도움으로 출장지인 운봉면 안양환 씨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조사가 쉽게 끝났다. 

나는 다음 목적지인 담양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잡아탔다. 저녁 무렵 담양에 도착하여

이장님이 계신 사무실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한 고교생이 아이들에게 과외지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내내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 다. 내가 하는 질문이

쌀 생산과는 무관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사표에는 부락이름이라든지, 개천의 폭,

깊이, 학교와 학생의 수와 같은 것들이 적혀있었는데, 지방 출장 조사가 힘든 시절이라 기회가 있을

때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항목을 포함한 조사표를 만든 듯했다. 조사를 마치고 이장이

쌀 증산왕으로 추천한 농가를 찾아 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 부었다. 한참을 열심히 이야기

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어젖히면서 손들라고 소리치며 총을 들이댔다. 십여 개의 총구

가 나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다. 간첩신고를 받은 경찰이 검거에 나선 것이었다. 나를 유심히 관찰

하던 고등학생이 나를 간첩으로 오인하고 신고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간첩으로 의심해 볼만한

인상착의와 나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했기 때문이다. 깡마르고, 햇볕에 그을린 모습, 권력기관원을

사칭, 폭파물을 넣은 가방 소지 등등. 

경찰의 총구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 순간, 학생시절 시위대와 마주한 경찰들의 호전적인 모습

이 떠올랐고 섣불리 저항해선 안 되겠다는 육감으로 순순히 그들의 명령에 따랐다. 그러나 그들이

내 소지품 검사를 할 때 조사표는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들을 막았다. 그

조사는 공식 발표 전까지 공개할 수 없는 비 조사 기 때문이다. 내 의지에 기가 꺾었는지 다행히

그들은 조사표를 조사하지 않았고 경찰들이 내 가방에서 찾아낸 것은 냄새나는 양말과 속옷, 세면

도구뿐이었다. 나의 무죄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어제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한 보상

이라는 듯 지역 유지인 면장님이 거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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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사

1980년 3월 연구원에 입사하 을 때만 해도 나는 동원예비군 신분이었다. 동원예비군이란 유사

시에 동원되는 신분으로 매년 2박 3일 정도 지정된 부대에 소집되어 집단 훈련을 받는다는 점이

일반예비군과 다르다. 

예비군의 정확한 명칭은‘향토예비군’이다. 1968년 북한의 경보병 사단인 124군이 청와대를 습격

한 사건 이후 창설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우리 연구원에는 직장예비군 소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적어도 소대 정도의 예비군이 있어야만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었다. 그 때만 해도 젊은 사람이

많아 소대를 편성하고도 남았다. 초대 소대장은 김정기 박사(예비역 중위로 지금은 퇴직하 음)

고, 2대 소대장은 이 석 박사(현 한국농업대학 교수) 다. 그때만 해도 소대장의 위세와 권한은 대

단하 다. 직장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면 근무시간 중에 연구동 앞 잔디밭에 예비군을 집합시켜 제

식훈련, 수류탄 투척, 총검술 등 온갖 훈련을 책임지고 교육시킨다. 대간첩작전이라도 하게 되면

예비군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원까지 밤새 지휘한다.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게 되면 우리 연구원 소속 예비군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는다. 인근 연구원 소속 예비군들과 함께 중대를 구성하게 된다. 훈련이라고 해보았

자 실제 훈련은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주로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 훈련장 테두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훈련이랄까.

예비군 모자만 쓰면 졸리고, 춥고, 배고프다고 했던가? 그러니 훈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

로 식사 시간이었다. 아침 일찍 훈련장에 도착하면 점심을 기다리고, 점심 먹고 나면 훈련 후 한 잔

할 시간만 기다린다. 점심이 되면 함께 모여 연구원에서 공수해준 국과 도시락을 먹는다. 꿀맛이

따로 없다. 구내식당에서 먹을 때는 맛있는 줄 몰랐는데 밖에서 먹으니 우리 연구원 국 맛이 일품

이다. 훈련이 끝나면 이때부터 본론으로 들어간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예비군 훈련장 인근 음식점

권 태 진

1980. 3.~, 現 국제농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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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든가 근처에 있는 직원 집으로 쳐들어간다.

내가 호평리 남양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도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박성재 박사네 집에 갔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남양아파트에는 박성재 박사와 정철모 교수(현 전주대학교 교수)가 살고 있

었다. 서울에 소재한 허름한 아파트 13평 전세금만 있으면 방3칸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다

는 말에 혹하여 일을 저질 다. 내가 이사를 간 후 허 구 노조위원장과 김경덕 박사가 남양아파트

로 이사를 와서 우리 직원이 모두 5명이나 되었다. 천마산 일대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겨울에

눈이라도 내릴 참이면 평내역에서 함께 기차를 타고 출근하 던 아스라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도 예비군 훈련 덕택이다. 호평리에 들어가기는 쉬워도 그 동네를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다섯 중 아직도 호평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평리에서 서울 쪽으로 1km 옮기

는 데 평균 1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다. 예비군 훈련 때문인지 그 당시에는 망우리 바깥에 사는 직원

이 유난히도 많았다. 망우리 바깥에 살면서 통근버스를 같이 이용하는 직원들 모임이 있었는데,

모두 다 모이면 10명이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연구원 직원의 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다.

사건은 바깥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역사는 밤에 만들어진다고 했던

가? 대간첩작전이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준다. 지금은 뒷동산이 깨끗하게 정비되었지만 1980년대

만 해도 뒷동산은 숲이 울창하여 숲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과학원 아파트

쪽 3초소는 으레 주당들의 차지 다. 으슥한데다 순찰도 잘 돌지 않고 간첩이 나타날 가능성도 낮

아 작당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대간첩작전은 예비군뿐만 아니라 민방위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세대를 뛰어넘어 술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3초소로 모여들었다. 술자리가 어찌 3초소뿐이겠는가.

구석구석마다 또래들이 모여 그들 주머니 사정에 맞게 조촐한 파티가 벌어진다. 술은 사람의 간을

부풀게 한다. 한 잔 들어가면 이성적 판단을 할 겨를이 없다. 소위‘성중위 사건’이나‘가짜총개머리

빠따 사건’도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 중 벌어진 사건들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은 소 뒷발질에

쥐 잡는 격으로 모의 간첩 하나를 잡았다. 잡았다기 보다는 얼치기 간첩이 굴러들어왔다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얼차려를 받아 기분이 잔뜩 상해 있는 터에 간첩을 잡았으니 그냥 둘 리가 있나.

불쌍한 간첩은 머리통에 여러 군데 혹을 달았는데, 부대에 돌아가서도 무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중견 간부 이상은 모두 은퇴하고 한창 팔팔하던 연구원들이 지금은 선임이 되어 연구원을

지키고 있다. 향토예비군 훈련을 통해 술기운이 오른 상태에서도 간첩을 잡아내던 그 기개로 그들은

여전히 우리 연구원을 사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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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목련과연우회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법. 그리워하면서 만날 수 없다면 삶 자체에 그늘

이 진다고하 다. 매년 봄만 되면 그리움에 너울거리는 아지랑이처럼 출 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까지 이르러 연우회가 잉태하게 되었다.

1984년 1월 30일 연구원에 재직했던 임직원과 파견관 등 연구원을 거쳐 간 분들이 그리움 속에서

상호 우의를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면서 끈끈한 정을 나누고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를 창립

하 다. 초대 회장으로 연구원 태동과 설립에 직접 관여하시고 부원장을 지낸 김동희(전 단국대

교수)님을 선임하여 회칙을 정하고 그동안 퇴직한 분들의 주소록을 정리하 다. 회원의 구성은

1967년 9월 8일 농업경 연구소로부터 태동하여 1978년 4월 1일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족하 기 때문에 역사성을 계승하고 유지·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연구소에 재직하 던 분들

도 포함하 으며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 다.

연우회가 개최되는 3월 말, 연구원 앞 잔디광장에 백목련 꽃을 보면 그 해 겨울이 따뜻했는지 추웠

는지가 가름된다. 겨울이 따뜻했으면 백목련 꽃이 활짝 피어 있고 추웠으면 꽃망울만 맺혀있다.

개원기념일이 가까워지면 백목련을 자주 쳐다보면서 그해 그해 백목련의 꽃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

해진다.

2002년도 연우회 총회 때 가양주 품평회를 곁들여 개최하 다. 집에서 잘 담근 인삼주, 더덕주,

모과주, 산사주, 포도주, 지버섯주, 장생도라지주, 뱀주 등 최상급 원료에다 몸에도 좋은 술이 다

모 으니 주당들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모여들었는데 특히 이인철 님, 유광남 님, 이기중 님,

이재옥 님 등은 술독에 빠져 외박까지 했다는 소식들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왔다 그 후 사모님들의

따가운 눈빛에 원로 회원님을 보호하느라 몇 년째 가양주 품평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

운 사연이 있다. 

김 광 진

1978. 4.~, 現 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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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우회 총회때만 나타나는‘고조리’라는 인물들이 있다. 고스톱의 고도리에서 따와 쉽게

부르는 별칭이다. 이들의 활약상은 198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 못된 직원이 여

직원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가 여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여 해당 직원을 불러놓고 사실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때 얼마나 확실한 취조를 했는지 강력계 검사는 저리가라 다는 후문이 있은

후 붙여진 별명이다. 그 후 연구원에서는 직원들이 함부로 말을 하면 청문회에 가고 싶은가 하고

말하면 조신해 진다고 하며, 특히 여직원들에게는 향기나는 고운 말을 쓰는 풍습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춘복, 조성자, 이순애, 김현 등 그들과 매년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다시 보게 될 날이 기다려진다.

지난번 연우회에는 이효복 님과 유철인 님이 참석하 다. 연구원을 떠난 후 처음으로 참석하

는데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 다. 연우회원들이 이들을 마치 집나간 자식이 돌

아온 것을 반기는 부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껴안아 주었으며, 모처럼 고향에 온 포근함 속에 재

직 직원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었는데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매년 새로움을 느낄 정도로 발전하는 연구원과 직원들의 단합된 열정을 보았으며, 회원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을 보면서 연우회의 뒷자리가 자랑스러웠다.

내년 연구원의 백목련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할까,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연구원을 거쳐간 분들간에 끈끈한 정을

나누고자 만들어진 연우회를 통해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연우회가 열리는 백목련 피는 때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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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를위한마음의안식처

1967년 9월 8일 농촌진흥청 농업경 연구소의 설립 후 1970년 4월 8일 농림부 농업경 연구소로

개편하고, 1973년 11월 30일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 다시 개편하여 연구활동을 지속해

온 조직을 모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4월 1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후 2008년 4월 1일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필자는 1973년 2월 서울대 대학원 농경제학과에서‘선형계획에 의한 동태적 농장설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년 3월 15일 농림부 농업경 연구소에 입사하 다. 11월 30일 농업

경 연구소가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 개편되어 동연구소 농산경제과에 배치받아 농축산

물의 표준수익성분석을 위한 조사·연구에 집중하 다. 농축산물 표준수익성 분석을 위해서 강원

도에서 제주도까지 9개도의 산간·중간·평야 3개 지대로 구분하여 농축산물의 투입물 및 산출물

을 표본농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실태조사 분석결과를‘농축산물표준 수익성’으로

발간·공표한 바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1975년 전국을 9개도로 나누어 작부체계별로 구분하고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농축산물의 입치배치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 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81

년 기준 농축산물 생산의 지역분담을 위한 자원의 최적배분과 농축산물의 수급조정에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규범적인 연구로서 실제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로는 지도자 김동희

국립농업경제연구소장, 김승재 농산경제과장, 윤덕균 농업연구관, 이정용 농업연구사, 김상종 농업

연구사보가 있었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농축산물 표준수익성’을 전국기준으로 작성하여 농업경제 연구자료

제44호로 발간한 바 있으며, 연구지도자는 김성호 국립농업경제연구소장, 김승재 농산경제과장,

연구담당자는 천기길 농업연구관, 김상종 농업연구사보, 김광진 연구원이었다. 

1978년 4월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원함에 따라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연구인력의 일부는

김 상 종

1978. 4.~1980. 3. 근무, 現 동국대학교 경 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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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농업진흥공사, 축산진흥회 등

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필자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에 참여하게 되어 당시 공무

원 연구직(연구사보, 4급을류)을 사직하

게 되었다. 

1978년 4월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준비에 헌신적으로 임하셨던 김보

현 전 농림부 장관이 초대원장으로 취임

하셨다. 

김동희 국립농업경제연구소장이 1976년 10월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후 부원장으로 취임하셨고, 1976년 10월 국립농업경제연구소장으로 취임

하신 김성호 소장은 1978년 3월말까지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연구소의 발전적 해체에 따른 이직

직원들의 안정적 취업에 최선을 다하셨다. 

필자는 1978년 4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연구실에 배치되어 구천서 실장과 약 3개

월간 해외농업동향에 대한 연구를 하 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한 조사 연구인력이

요구되어 농산물유통연구실로 재배치되었다. 

1970년대의 수출주도적 고도공업성장과 도시화의 가속화로 서울 및 근교 인구의 급증으로 농수산

물의 대도시 유통량이 확대되었다.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1978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FAO/IBRD 사업계획 준비단의 지원에 의해 서울종합도매시장 사업계획을 1978년 3월에 착수하여

7월 문으로 완성하 으며, 연구참여자는 종합 및 조정에 KDI 김 봉 박사, 양곡유통 서울대 오

상락 교수, 수산물유통 서울대 반성환 교수, 청과유통 및 재무분석 중앙대 김성훈 교수, 식육유통

서강대 성배 교수 다. 

서울지역에 종합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세계은행 측의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에서는 농수산부와 용역계약에 의거 서울시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을 조사·분석하 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정비육성계획 수립추진과 소매망 개선계획 및 새로이 개설될 강남지구 농수산

물종합도매시장의 운 방침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시코자 도매시장 내 1,417

명의 도소매 상인과 소매시장 내 419명의 소매상인을 대상으로 학부학생 40명을 동원하여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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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조사 결과는 1979년 12월‘서울시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동과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로 농수산부에 보고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용산청과물 도매시장을 가락동으로 옮기는 기초

자료가 되었다. 

당시 연구책임자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한 성배 박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유통연구실장(수석연구원)으로 취임하여 맡았고, 연구자문은 세계은행자문위원인 전도일 박사가

맡았으며, 연구담당자는 김상종 책임연구원, 오치주, 김정기, 김명환, 허정회, 김수욱, 백종희 연구

원이었다. 

이 연구는 한국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최초의 연구결과로 후속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축산물 표준수익성에 대한 원고 2편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1편은 당시 김동희 부원장과 김승

재 과장의 재가를 받아 농촌진흥청 경 관실로 이관하 다. 그 후 진흥청에서 이를 토대로 매년 표

준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다. 필자가 보관 중인 마지막 1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기증하고 싶

다. 더불어 필자가 보관하고 있는‘서울시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활동과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표 1부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기증하려고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만 1년 11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 지만 농림부

농업경 연구소와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를 포함하면 약 만 7년이 되며 만 31세에서 38세

까지 젊은 시절에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을 자부하고 싶다. 

비록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연구원의 상사들로부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았으며, 연구원 분

들과 화목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연구활동을 충실히 하 다. 그 때의 기억이 퇴직 후 학교에

부임하여 정년을 맞을 때까지 연구하고 교육한 일보다 더 생생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나의

마음 속에 고향이자 안식처로 원히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과 농민, 농촌을 위하고 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농업이 성장

산업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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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성공사례연구국무총리보고회

2003년 8월 7일, 아침부터 연구원이 바빠졌다. 정문 앞에서 많은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어보니 청량리경찰서에서 외곽 경비를 지원나왔다고 했다. 수위장 장 차 씨는 어깨에

한껏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다. 연구동으로 올라가는 길은 환경미화를 한 덕분에 말끔하게 정

리되고, 본관 지하 대회의실의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정돈되었다.

나는 서둘러 연구실에 들어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넘기면서 미리 작성한 원고를 꼼꼼히 다시 읽

어내려 갔다. 어제 저녁에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하 지만, 좀 더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문구를

하나씩 수정하 다. 11시 10분 전, 스피커에서“곧 대회의실에서 농업 성공사례연구 국무총리 보

고회가 개최 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총리 보고회 추진 배경과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4월 11일에 광화문 정부종합청

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하개발어젠다(DDA) 관련 정책간담

회가 열렸다. 회의 말미에 국무총리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에게“성공사례에서 농업의 비전

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건 총리는 1980년대에 농수산부장관을 역임하여 농업 문제에 나

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익히 알고 있던 터 다. 이정환 원장의 전언에 의하면,

시장개방으로 농업이 어렵지만 성공사례에서 미래 비전과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며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고 한다.

나는 며칠간 연구계획을 구상하여 4월 20일에 수시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참여 연구자로 황의식,

박문호, 정민국 등을 선정하 다. 다음 날부터 총리 보고를 목표로 조사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진들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그 중 50

여개를 선정하여 방문하 다. 특히 20여개 사례에 대해서는 성공요인을 심층 조사하고 디지털카

메라로 사진을 찍어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 다.

김 정 호

1986. 3.~, 現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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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조사는 연구자로서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마침 농번기가 시작되어 농업인을 만

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고, 인터뷰 시간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었다. 그동안 틈틈이 농촌 조

사를 다닌 경험으로 초면인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것까지는 잘 진행되었으나, 총리 보고회에 성공

사례로 보고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농업인도 있었다. 현장 사진을 찍을 때에“세상에 알려

지면 좋을 것이 없다고”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설득하여 인

터뷰와 사진이 세트로 갖춰져야 보고자료가 완성되겠기에 열심히 현장을 찾아 다녔다.

6월 23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 검토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하여“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농업

의 미래를 본다”라는 주제로 파워포인트 자료 50매를 발표하 다.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그 후 현지조사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7월 말에 보고서를 마무리하 다. 보고 자료는 유인물과

파워포인트로 작성하 으며, 이제 보고 날짜만 잡으면 되었다.

한편, 기획조정실장 이동필 박사는 보고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총리실과 접촉하여 기왕이면 총

리께서 연구원에 오셔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겠다는 뜻을 전하 다. 이 박사는 전에 국무조정실

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에 파견된 경험을 토대로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리 없이 의전 담당

에게 이러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로소 연구원은 8월 7일 오전 11시에“한국 농업의 현실과 비전”을 주제로 연구 보고회를 겸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 다. 이 자리에는 한갑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허상만 농

림부 장관,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농림부 관계관이 참석하여 농정

현안에 대한 고견과 함께 연구에 대한 격려의 말 을 주셨다.

총리보고회는 두 주제로 나

누어 제1부는“농업의 현실과

새로운 정책 체계 - 새로운 정

책 틀로 농업의 활로를 연다”라

는 주제로 이정환 원장이 발표

하 다. 이 보고에서는 최근의

농업 성장의 정체와 농가경제

가 악화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책으로 목표소득

지지제도, 이탈농에 대한 사회

고건 총리 지시로 성공사례를 통해 미래 비전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열린 보고회에서‘한국농업의 비전 -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농업의 미래를 본다’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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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차별적 부채대책, 식품안전성 보장과 농촌환경보전 시스템 등을 제안하 다.

이어 제2부는“한국 농업의 비전 -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본다”라는 주제로 내가

발표하 다. 보고 자료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농업이 시장개방 진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

나 잠재력과 가능성이 매우 크며, 농업의 새로운 활로로서 코스트 혁신, 상품 혁신, 마케팅 혁신,

서비스 혁신 등 4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4대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의 사례

에 대해 각각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 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소개하 다. 

또 보고의 말미에는 이러한 혁신의 성공사례가 미래 농업의 모습이 될 것이며, 성공사례의 확산

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하 다. 특히 현장의 농업인들이 제안한 규모화 사업의 지

속적 추진 및 중소농의 조직화 지원, 수확후 관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및 농가형 농

산물가공 관련 규제완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 그린투어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마을정비

와 교육 훈련, 우수사례에‘농업사’자격 및 농업컨설턴트 활용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 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성공사례 보고

회가 개최되었으며, 한국 농업의 미래는“농업경 혁신, 코스트·상품·마케팅·서비스에 달려

있다”라고 행사 내용을 소개하 다. 또 농업경 혁신의 방향으로‘신기술을 도입하라. 개척자 정

신으로 벤처 농업을 추구하라. 그리고 항상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게재하 다.

끝으로 오찬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며 이 을 마무리 해야겠다. 보고회를 마치면 마침 오찬 시간

인지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결국 양사 박현준 씨는 고건 총리의 음식 선

호에 대한 오륙도 식당의 자문을 받아 우거지갈비탕을 준비하여 중회의실에서 소찬을 대접할 수

있었다. 오찬 후 총리께서는 연구동 앞 잔디밭에서 기념사진을 촬 하고 떠나셨다. 연구원 처음으

로 국무총리를 모신 행사는 그렇게 종료되었다.



농업의심퍼시와낭만이가득한배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만든추억

직장이 학교와 같다면 참 좋을 것이다. 학교가 사람을 키우고 평생을 같이 할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듯이 직장이 그 사람을 키워주고 평생 같이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직장은 일터

이기 보다는 배움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나에게 학교나 다

름없었다. 평생을 같이 할 연구자 선배 동료를 만나 학문과 연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

이다. 연구원에서 한국농업대학으로 적을 옮긴 후에도 여전히 연구원 가족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여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간을 연구원에

서 보냈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농업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수한 분야 던 것 같다. 특히 30여 년 전

어린 여학생에게는 더욱 그러하 다. 전공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끝에는 항상 왜 농업경제학이냐는

물음이 따랐고 그 때마다‘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라는 대답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먹거리에

관한 사회과학, 그리고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감성적 심퍼시가 농업경제학

연구를 직업으로 여기기 보다는 공부로 생각하는 삶을 이어가게 했다. 

대학 1학년 농업경제학 시간에 추상이라는 연구방법론을 접하고 학문에 대한 강한 매력을 느꼈던

것이 졸업 후 직업으로 연구원을 택하게 된 출발이었던 것 같다. 연구원 생활은 생산경제연구실에서

시작하 다. 처음 연구는 양파 주산지 연구 다. 양파를 먹을 줄만 알았지 재배해 보기는커녕 양파

밭도 본 적이 없는 신입연구원으로서는 양파 재배방법부터 자료를 찾아 공부해야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친구들이 무슨 연구를 하느냐고 물어 양파를 연구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매우 신기해 하 다.

그 친구는 30년이 지난 후에도 양파를 물어보며 양파를 연구하는 나를 매우 흥미롭게 여겼다. 그만

큼 나는 농촌 출신이 아니어서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채 먹는다는 것, 먹을거리라는 것이 사

김 종 숙

1979. 1.~1984. 4. 근무, 現 한국농업대학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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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사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하나로 농업경제학 연구의 길에 들어섰다.

연구원에서의 생활은 항상 즐거웠고 이제 생각해 보면 매우 낭만적이었던 것 같다. 연구원 공채

2기로 10명의 동기생들과 함께(지금은 모두 연구원이 배출한 대학교수가 되어 활동 중) 오리엔테

이션 교육을 받고 각자 정해진 자기 분야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 다. 모두 젊고 패기가 넘쳤고

연구원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배움을 공유하며 우정을 쌓아갔다. 송년의 밤에는

모두 하나가 되어 밤새 정열적으로 젊음을 구가하기도 하 다.

농촌을 모르고서는 농업 연구를 할 수는 없는 법. 농촌조사를 위해 일년에 몇 달은 출장을 나가

있었다. 부산도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요즘과 달리 초창기 연구원에서 행해진 출장은 버스를 타고

조사표 보따리를 들고 하루 걸려 조사지에 도착해서 며칠씩 머무르며 면소재지 여관에서 조사 자료

를 정리하곤 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는 그야말로 옛날식 시골다방에서 진한 커피를 마시며 그 지역 경제형편

을 알아볼 수도 있었다. 해남 땅끝마을까지 내려가서 화단이 잘 가꾸어진 여관에서 조사표를 정리하

며 많은 동양화 그림들이 걸려 있던 남도의 정취를 덤으로 얻어오기도 하 다.

연구원 재직 당시 농촌출장이 많아 대한민국 안가본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원

가족들 모두 출장이 많지만 나의 경우 농업보험설계 연구사업으로 24개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녔다. 각지의 특산물 향토요리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집을 떠나 불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방출장은 나에게 농촌의 아름다움과 지역자원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었다.

조사지역에서 만난 어느 단아한 할머니는 자신의 일생을 소설로 쓰고 싶다고 하셨고, 늦은 저녁

고등어 추어탕을 대접해 주던 경주지방의 어느 조사농가도 기억이 난다. 

연구원 시절 나는 주류경제학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분야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는

과거의 통계자료 분석, 또는 실태조사에 의해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 또는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식의 정책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농업·농민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려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데 새로운 접근방법은 매우 취약했다. 

비전을 제시하려면 그에 맞는 현실적 모형제시가 필요한데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해서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에 의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단편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새로운 현

장이 필요했다. 새로운 현장을 발굴하여 작동원리를 찾아내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주요 정책이 된 친환경유기농업 연구를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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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에 관한 연구 역시 주류 농업경제학에서는 널리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이나 연구원 재직

이래 나의 중요 연구분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친환경유기농업이나 농촌여성은 이제 농촌사회의

비전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니 이 분야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은

가히 선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장창조적, 가치창조적인 연구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 농업·

농촌의 정책연구가 문제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재조정에 따른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치창조 연구는 연구자의 창의력과

감수성, 직관력, 통찰력 등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연구원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순수하고 낭만적인

연구 분위기에서 솟아날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 찾아도 항상 반갑고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갖는 이유는 농업· 농촌에 대한 연구원의 열정을

언제까지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한 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이면 평생 연구원!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촌과 함께 무궁히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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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봉사활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30년사에 실을 대민 봉사활동에 대

한 회고록을 써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쓸 만한 것이 없었

고, 연차보고서에도 겨우 날짜만 적혀 있

는 정도라 전적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그

시절을 추억해 보았다.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대민봉사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논농사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3년까지 매년 실시하던 모내기·벼 베기 일손 돕기와 농민들에게 막심한 피해

를 끼친 태풍 등에 대한 재해복구 일손돕기다. 

대민봉사활동의 역사는 연구원이 개원하던 1978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15년 동안 수행되었다. 

연구원이 개원하던 때만 해도 매년 5월 하순에는 전국적으로 각급학교와 기관·단체 및 군장병,

기업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모내기 대민봉사가 농수산부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국립농업경제연구소가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새롭게 개원되어 분위기가 어수선하

지만 우리도 대민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하 다. 경기도 양주군청에 알아보았더니 백석면에 경지

정리작업이 늦어져 일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 다. 요청에 따라 5월 27일 원장님(김보현)

이하 40여 명이 지원을 나갔다. 

들이 제법 넓어 외무부에서도 대민봉사를 나와 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내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긴 하지만 중앙부처나 서울소재 기업들은

꺼려하 다. 중앙부처나 서울소재기업 직원들은 모내기 경험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 모를 깊게

박 찬 남

1978. 4.~2004. 7.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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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거나 뜬 모를 내는 등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가 돕기로 한 논 주인도 처음에는 못미더워 하는 얼굴이었는데, 오전이 지나고 새참을

먹을 때쯤엔 떫은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덕분이었다. 우리가 누구인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농수산 공직자가 아닌가! 그날

우리는 적은 일손으로는 어림도 없는 열 마지기(2,000평) 논에 모를 다 내고 돌아왔다. 매년 실시

되는 모내기·벼 베기 일손 돕기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장님의 방침에 따라 각각 2

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985년 5월 23일 제2대 김 진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연구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을

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매결연을 맺기로 결정하 다.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진관부락과 자매

결연을 맺고 5월 24일·25일 모내기를 돕고, 10월 8일·16일 벼 베기를 돕게 된 이래 논농사 기계화

로 모내기 및 벼 베기 일손 돕기가 긴요하지 않게 된 1993년까지 진행되었다. 1993년 봄 자매부락

소재 진건면장에게 벼 이앙기 1대를 기증하고 모내기와 벼 베기 봉사활동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농촌일손 돕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1987년 7월 29일 충남 부여지역의 수해복구지원을

시작으로 재해복구 일손 돕기로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2004년 설해로 무너진 시설농가의 비닐

온실 위에 쌓인 눈과 폐자재를 치우기 위해 전남 담양까지 먼 길을 다녀오기도 하 다. 

농업·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원의 업무적인 특성상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모내기와

벼 베기 봉사활동은 특히 값진 경험이 되었다. 하루 동안에 벼농사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모내기 지원을 나갔을 때 모내기의 모자도 모르던 신참내기가 딴에는 머리를 써서

쉬운 일을 고른다고 못 줄잡이로 나섰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억울해 하던 일이며,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시원한 막걸리나 마셔 보자고 자진해서 벼 베기 지원을 나왔다가 무논에서 벼를 베어서 묶어

내는 교육을 받느라 쩔쩔매던 신참내기들의 모습도 그리워진다. 

신록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오월 하순에 따가운 햇볕을 등에 지고 못줄 코에 맞춰 모를 심다보면

일찌감치 모를 다 꽂은 장난기 많은 고참이 먹줄을 튕겨서 얼굴이 온통 흙탕물 범벅이 되어 웃어

대던 일, 호랑이 같은 고참 줄잡이의 야속한“줄-”하는 소리에 허덕이며 따라 가다 보면 어느 새

한 배미 논 가득히 방금 꽂은 여린 모들로 푸르게 한들거리던 모습, 우리가 심었던 벼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인 채 논을 가득 메우고 있던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던 뿌듯함, 이런 감정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농심인데, 우리는 운 좋게도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그 마음을 조금이

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 기억은 아직까지도 나의 마음 속에 값지고 보람된 추억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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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미숙했던

초기 양사시절을돌아보며

나는 1982년 7월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에 처음으로 발을 들

여놓았다. 사실 처음 기관명을

듣고 매우 고리타분한 곳일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건물이나 사

람들 모두 활기차 보 다. 당시

구관이라 불 던 연구동 1층에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초대 양사로서 새롭게 구성된 조리

사 3명과 함께 식단을 짜고 요리를 준비하 는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실습 경력이 부족하여

양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식자재가 배달된 후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 창고를 뒤지느라 침이 바짝

바짝 마를 정도 다. 

당시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농림기관들 간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식자재를 농림부에서 할당받았다.

어느 날 햄 몇 박스가 식자재로 할당되었는데, 인스턴트식품이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꺼려졌지만

하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또 LPG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한 겨울이면 연소가 잘 되지 않아

불이 쉽게 꺼졌다. 밥이 설익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관계자를 찾아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

하다. 가을 김장이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 는데, 금요일 날 배추를 절여놓고, 토요일 날 도우미들과

함께 배춧속을 만들어 김장하 다. 그날이면 원구원에 김치냄새가 진동을 했다. 

소복이 내린 하얀 눈을 맞은 뒷산을 배경으로 떡국을 끓 는데(신기하게도 떡국을 끓이는 날에는

항상 눈이 내렸다), 사골 국물 냄새가 아직 코끝에 생생히 느껴지는 걸 보니 후각으로 추억을 되새

박 현 준

1997. 4.~, 現 주임기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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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는 말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금은 사방이 막힌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운치를 느낄 수는 없지만 지금도 떡국을 끓이는 날이면 창밖에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곤 한다.

지금의 식당은 외관이나 시설 모두 여느 호텔 식당 못지않을 정도로 훌륭하지만 초기에는 환기

시설도 극히 미비 했고, 각종 조리도구도 현대화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일화를 소개하면 연구원

식당은 1981년 10월 초에 만들어졌다. 기념으로 삼계탕을 준비했는데 조리사들의 경험미숙으로 생

닭을 사용해야 할 삼계탕에 해동이 되지 않은 닭을 사용했다. 가뜩이나 손이 많이 가는 삼계탕인데

해동까지 시켜야 하니 조리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 결과 무려 4번이나 시간 변경에 대한 양해 방송

을내보내야 했다. 오후 2가되어서야 식사를할수있었다고 하니주방식구들이 얼마나 애가탔을까.

내가 연구원에서 일하기 전에는 메뉴위원회가 구성되어 약 6개월간 활동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식단을 짰는데 모두의 의견이 달라 어떤 날은 밥 대신 햄버거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식당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박형삼 팀장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

셨다. 식재료가 부족할 때는 직접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셨다고 하니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가끔씩 그 모습이 상상되어 혼자 웃음 짓곤 한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식단을 짤 때 잡곡밥을 고수했다.

그래서 팥밥과 콩밥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배에 가스가 찬다며 항의를 하셨다. 그런데도 나는

내 고집을 굽히지 않고 나의 원칙을 따랐다. 또 인기 없는 메뉴의 중단을 요구하는 연구원 직원들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두 융통성 없이 이론과 원칙에만 충실했던 나의 불찰이다. 지금은

나름대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융통성이 생겨 별 탈 없이 식당을 꾸

려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예전에는 원우회에서 운 하던 다용도실이 본관 지하에 있었다. 예쁜

잔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마시고 빵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난다. 대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과시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다가 윗분들의

제재를 받았던 일도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구원을 그만두고 9년 만에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사라진 다과실을 보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을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 프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사람들의 입맛도 까다로워지고 건강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구내식당도 최상의 재료와 요리법의 다양화 등 서비스를 개선하여 집 밥같이 안전하고 맛깔

스러운 밥상을 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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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고좋은분들과함께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생활

‘농업문제야 말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갖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이다. 농업내부

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 농업보호와 지원을 당연히 여기는 당위론적인 주장이

곧 농업을 위하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비농업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마치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의 매력과 문제점이 잘 보이

는 것처럼, 필자는 농업에 귀화한 일반경제학자의 눈으로 한국농업을 들여다보고, 농업의 선진화

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의 전환과 농업발전 전략이 필요한 지를 제시하고자 하 다.’

위의 긴 인용문은 10년 전인 1997년 외환위기 때 필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농업개혁’

이란 이름으로 쓴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을 쓰기 꼭 10년 전인 1987년 독일에서 통화정책연구로 학위

를 마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첫 직장을 얻었고 1992년까지 근무하 다. 

모든 것이 낯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첫발을 디디게 된 동기는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

장으로 계시던 학창시절의 은사이신 성배 박사님의 초청 때문이다. 독일에서 학위를 마칠 즈음

에 김 진 원장님의 초청 편지를 받고 4월 달에 귀국하는 대로 출근할 수 있다고 답장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실수를 하게 되었다. 나는 편지 보낸 사람이 인사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인 줄 알고 답장의

첫마디에 일반적인 존칭을 붙여‘김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는데,

막상 귀국하여 첫 출근을 해 보니 김 선생님이 아니라 원장님이셨다. 그 실수로 출근 첫날 성배

부원장님으로부터“원장님 보고 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꾸중을 들었고, 첫 출근

부터 뭔가 잘못되어가는 듯한 불안감과 미안함에 몸 둘 바를 몰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한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세미나에서 학위논문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데 이해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고, 내 자신이 다른 분들의 중간세미나에 들어가도 내용을 알아

설 광 언

1987. 5.~1992. 10. 근무, 現 KDI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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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가 없었다. 우선 용어가 생소하 고, 연구의 주안점이 너무나 달랐던 기억이 난다. 그 때의

느낌은 위에 표현한대로 나 혼자 농업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온 이방인 같았다.

당시 대부분의 미시적 자료는 연구자들이 직접 농촌 현장에 출장을 가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얻었고, 그것을 정리 가공하여 연구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아서 농촌 현장출장이 잦았다. 모든 게

낯설었던 나는 직장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 연구팀의 중간보고세미나에 살며시 들어가서

질문도 해보려고 하 는데, 내가 배운 경제학 지식이나 분석도구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보고내용이 철저히 현장조사결과 중심이라서, 어느 지역의 감자와 양파가 알이 굵고 출하시기가

빠르며, 남부 호남지역은 스페인산 마늘을 많이 심고, 보다 북쪽은 우리 전통 6쪽마늘을 주로 심고

있고, 출하하는 곳은 주로 어느 시장이다 하는 등의 보고를 하는데, 당시 연구소의 최고참 연구자이

신 어떤 연구위원님께서 사실 확인이 아주 잘된 의미있는 보고라고 칭찬하셨다. 

그 때의 난감했던 심정은 몇 달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고 내가 과연 저런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에 쌓이기도 하 다. 내가 여기에 계속 남아서 전혀 낯선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지 수없이 고민할 때마다 떠올린 것은 나를 믿고 초청해주신 성배 박사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해 홍수 피해가 막심하여 모든 직원이 농촌에 내려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봉사

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를 계기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늘고 현장출장을 다니면서 농업에 대한 나름

대로의 시각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 다. 다행히 당시 직장동료들이 다들 좋고 순수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정부 관련자와의 네트워크도 생기면서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데 재미도 붙이게

되었고, 직장선배들이셨던 이정환 박사님, 이재옥 박사님. 서종혁 박사님, 허신행 박사님, 정명채

박사님 등의 배려와 무엇보다도 후배인 김경덕 박사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조직에 적응하게

되었다.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처음 얻은 방은 예전의 농업연구소 때 사용하던 낡은

2층의 조그만 방(지금은 멋진 새로운 건물이 올라간 연구동 자리다)이었다. 노천 행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철제의자에 앉아 볼펜으로 원고지에 원고를 작성하면, 여직원이 타이프라이터로 정리해

주는 작업을 하 다. 전동타이프라이터가 한 층에 1대 밖에 없어서 타이프라이터를 찾아 이 방 저 방

으로 옮겨 다니면서 타이핑 작업을 했고, 계량작업을 하려면 전적으로 전산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환경에서연구를 하 다. 곧 286, 386, 개인컴퓨터가 도입되어이러한 불편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286, 386 컴퓨터도 가격이 꽤 비싸서 각 실에 1대씩 밖에 지급할 수 없었는데, 문제는

이 한 대의 PC를 연구실의 누구에게 배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때는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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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각종 연구보고서 타이핑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연구보조원인 여

직원에게 PC를 우선 배정하고, 각 실

에서 필요하면 여직원에게 부탁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

을 보고 당시의 전산실장을 맡고 계

시던 박세권 박사께서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말 하셨다. “앞으로 연구자

들은 필수적으로 컴퓨터 조작기술을 갖추어야 하는데, 연구실의 박사들과 연구원은 PC가 없어 컴

맹이 되어 연구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보조행정 여직원이 PC를 가장 잘 다루는데 타이핑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단견이다. 박사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고 여직원에 의존하고 있으니 연구자들

의 장래가 걱정이다.”

지금은 누구나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 고성능의 PC를 어릴 적

부터 다루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들은 다르다. 박세권 박

사님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컴퓨터 때문에 상당기간 애를 먹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하고 운 할 때에는 긴 안목을 갖고 매

사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당시의 연구원은 인원이 제한된 학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연구소의 분

위기가 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개별적으로는 모두가 선후배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가족적이고 허물없이 지낼 수 있어서 처음 들어 온 직원들은 쉽게 연구원에 적응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직장이 학교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면 건전한 토론이나 학문적 비판이 약화될 수 있다.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연구주제의 선정이나 접근방법 및 연구결과 등에 제약을 가져와서 연구

자 개인의 능력이나 주장이 사장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그러다 보면 연구성향이나 결과가 특정

시각에 한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연구 역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

여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 깊고 보람 있었던 일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

련하여 국내보조금을 계산하는 일을 맡았을 때와 동향분석실을 관리하면서‘7차 5개년계획’작업

을 맡았던 일이다. 당시에 같은 연구실에 근무한 사람들로는 한두봉 교수(고려대), 권오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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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박성재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있었다. 한두봉 박사는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우리 작업에

투입되어 매일 밤 12시 넘어서까지 야근하고 수원까지‘총알택시’를 타고 퇴근하 는데, 그 당시

초임 박사들의 박봉을 생각하면, 아마 월급의 절반은 택시비로 날렸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너

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권오상 교수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내 방에 책상을 마주 놓고 앉아 석사논문도 쓰고 연구보

고서 작업도 도와주느라 고생하셨다. 그의 도움으로 그 해 좋은 보고서를 쓰게 되었고, 나는 상금

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석사논문 출판에 보태라고 주었다. 

우리 집사람이 두 사람 분의 도시락을 싸주면 당시 총각으로 하숙생활을 하던 권오상 교수와 연

구실에 앉아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서 야근하던 즐거운 추억이 있다. 당시 같은 팀 연구원으로 계

시던 박성재 박사님, 김병률 박사님, 김창길 박사님은 정말 사람 좋고 부지런한 분들로‘제7차 5개

년계획’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제 이 분들이 모두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대학의 교수가 되

었거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축 멤버로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걸 보면서, 이런 훌륭

한 분들과 젊은 시절에 한 팀을 이루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보람

있고 추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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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창고를채우면서

우리 연구원 별관 지하에는 우리나라 농업경제 및 정책전문자료의 보고인 자료실이 있다. 자료

실은 1978년 개원 당시 우리 연구원의 전신인 국립농업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모태가 되었다. 현재는 각종 단행본과 농업관련 및 시군 통계자료, 관련 분야 정기간

행물 등 명실상부한 농업경제 및 정책전문도서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연구원 자료실의 태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정리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그 전에 근무하셨던 선배들의 경험을 과 이야기로 듣고

정리한 결과를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개원 초기 도서관은 현재의 연구동 자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관청건물형식으로 본관 2층에 30여

평 규모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장서가 5,000여 권 있었는데, 대부분의 자료가 시군통계연보와

오래된 단행본 그리고 각종 팸플릿 종류들로 자료의 질로 보면 전문도서관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당시 비전문직 여직원 2명이 있었는데, 최초로 도서관학을 전공한 유광남 전임실장이

부임하면서 기존자료 분류, 국내외 기증처 발굴 등의 작업을 수행하 다. 유 전실장은 도서관학과

3~4학년들을 일용직으로 고용

하여 자료정리하면서 1978년 여

름을 먼지와 땀 속에서 보냈다.

이때 연구원에서 채택한 서가

배열기준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십진분류

법(DDC)으로서 연구자들이 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성 진 석

1999. 1.~, 現 자료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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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익숙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보편화된 분류법이다. 대부분의 인근 홍릉지역 도서관은 미국의

회도서관의 LC(Library of Congress) 분류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초기

전담사서인 유전실장이 현장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여 익숙하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KIST

등 홍릉과학단지와도 학문분야가 많이 달라 자료 상호대출 등의 협조체제가 전무했다.

1979년도에‘홍릉과학단지 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하여 상호대출과 공동장서목록작업 등을 수행

하 는데,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우리 연구원이 가입한다고 했을 때 당시 회장단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홍릉과학단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고의 엘리트 직장으로 이름을

떨칠 때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후 적극적인

활동으로‘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회원기관도 20여개로 확장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활발한 활동을 펼쳐 이 협의회의 회장기관까지 역임하게 되었다.

개원 후 연구원 자료실은 농업경제 및 농업정책과 관련된 체계적인 기초장서를 확보하는 데 심혈

을 기울 다. 특히 경제학 및 농업경제학 분야의 주요 저널의 확보, 농민과 농촌사회에 관한 주요

학회지 발굴과 구독에 주력하 다. 해외 주요 농업관련 기관, 경제전문연구소 및 기관과 자료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발행 자료 수집에 힘을 쏟았다. 특히 도서구입을 위해 도서선정위원회에

상정할 기초목록은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와 다양한 서지도구를 활용하여 최신목록을 작성함

으로써 질 높은 장서확보에 주력하 다. 농업경제학분야 주요 저널의 결호를 구입하여 전질을 갖추

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현재 별관 지하열람실은 세 번째로 옮긴 자료실로서 처음에는 당시 본관(현재의 연구동 자리) 2

층에서 현재 본관 3층으로 이전하 고, 1988년 다시 현재 위치인 별관 신축 후 지하 1층으로 옮기게

되었다. 1988년 별관이 신축되면서 당초 지하 열람실과 1층 전부를 자료실로 배치하여 늘어나는

장서에 대비할 예정이었으나, 연구원 사정으로 1층에는 사무실과 실장실만 배치하고 지하층을 열람

실과 특수 자료실로 배치하 다. 1998년 연구동 신축시 현재 자리에서 연구동 2층으로 옮길 계획

이었으나, 당시 IMF가 터지면서 배정된 예산이 삭감되어 당초 계획보다 층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개인 연구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에 려 애석하게도 연구지원의 핵심시설인 도서관이 현재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자료실이 지하에 위치하면 먼지와 곰팡이, 습기로 인해 도서들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해는

장마가 한 달 이상 지속되었는데,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많은 도서에 곰팡이가 피어 자료실에 초비

상이 걸린 적이 있었다. 당시 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제습기를 설치하고 난방을 가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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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날 때마다 책을 밖으로 꺼내서 말리는 등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국내에는 마땅한 제습기가

없어서 미국 에어컨 전문업체의 냉방기를 개조하여 만들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서울시내 종로와

명륜동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다니기도 했다. 그 뒤에도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 날에는 열람실 천

정에서 빗물이 떨어져 퇴근 후나 일요일에도 현장체크를 해야 했다. 2004년도에 별관 리모델링공사

를 통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방수시설 작업을 마친 결과 이제 그런 풍경은 과거 속으로 사라

진 추억이 되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입수하기도 용이하다.

그러나 예전에는 생산되는 정보의 양도 한정적이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자료실에서 정보에 대한 색인을 매주 작성하여 격월간으로 안내하 고, 각종 주제별 서지정

보도 제공하 다. 이런 색인서비스와 신간정보 안내는 당시 연구자들이 최신 정보를 입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해외자료도 당시 산업기술정보원(현재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통해 꼭 필요

한 논문을 제공하 다. 이러한 서비스에 만족하는 연구자들을 보면서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자료

실은 외부손님이 기관을 방문할 때나 일반인들이 연구원에 방문하면 꼭 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연구원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창구역할을 한다. 외부기관에서 연구원을 방문하면 대

부분 자료실을 둘러보고, 방문자들은 만남과 대기의 장소로 자료실을 찾는다. 

자료실의 형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료실의 업무특성과 고충을 잘 알지 못하고 항상 판에 박힌

업무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표시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많

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크게 인정받는 부서가 아니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연구자

들의 연구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필요한 자료를 미리 검색

해서 전달하고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구해주었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보람

을 느끼고 있다. 

가끔씩 자료실에 근무했던 선배들을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일 때, 그들은 자리에 앉기 무섭게 연구

원 소식부터 묻는다. 몸은 떠나 있지만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연구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들 연구원에서 많게는 20년 적게는 10년 이상씩 재직하셨던 분들이라 아직도 연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연구원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을 쓰는 나도 20년 후에 50년사에 을 싣는

다면 우리 연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 추억을 더듬으며 자료실의 과거와 현재를 즐겁게 이야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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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후우리가만들어갈추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초년병인 저는 지난 해 7월 16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6개월도 안 된 애송

이라 할 수 있겠죠. 30년 창립 멤버들이 아직도 5명이나 생존(?)해 있다죠? 대선배들 앞에서 문자는

쓸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문자’는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30년 후 함께 기억할 타임캡슐에 추억

거리를 남기려 합니다. 훗날 그것을 본 후배들이“아하~ 30년 전 그땐 그랬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말입니다. 소재는 2008년 1월 7일 월요일 간부회의, 2008년 첫 번째 아침회의 풍경입니다. 

1월 7일 회의는 아침 9시에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원장님 주재가 맞는데 최정섭 원장님께서는 새

해 벽두부터(1월 5일)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셔서 김정호 부원장님께서 주재하셨습니다. 부원장님

앉으신 오른쪽 뒤편에 스탠드 국기와 왼쪽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기의 무게감이 새해 첫 아침회

의라 그럴까요? 무척 새롭습니다. 2008년 무자년(戊子年)의 새 기운이 꽉찬 듯한 분위기입니다. 

좌석의 왼편부터 최지현 기획조정실장(원장 수행출장)을 대신하여 박준기 팀장이 앉았고, 농림

기술관리센터 강학원 실장(이규천 소장은 출장), 농촌정보문화센터 신동헌 소장, 박시현 농촌발전

연구센터장, 정인걸 자료정보지원실장, 김광진 감사담당 순으로 착석했고, 건너편 오른쪽부터 박

동규 농업관측정보센터장, 오내원 농업구조·경 연구센터장, 박현태 농산업연구센터장, 최세균

국제농업연구센터장, 석현덕 산림정책연구실장, 김병률 동향분석실장, 옥치목 행정실장, 심긍섭

팀장 총 15명이 참석하여 타원 형태로 착석하 습니다. 

새해 첫 회의인지라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는 듯하여 회의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지 정보문화

센터의 경우는 홍보업무 자체가 남들 쉴 때 하는 서비스 성격을 띠어 1월 1일 새벽 마포‘하늘공

원’에서 있었던‘아침밥 챙겨먹기’행사를 KBS ‘세상의 아침’생방송으로 잘 마쳤다는 보고와 회

의 하루 전인 일요일(6일)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지역농업클러스터‘신년회 회식상 차리기’행사

에 13개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참여했다는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문 인력 공채마감

신 동 헌

2007. 7.~, 現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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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보고도 곁들 습니다. 부원장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 저녁 농민신문사와 내일 축

산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신년하례식에 참석할 것과 2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08농업전망

대회에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중국 출장과 관련하여(1월 4, 5, 6

일) 중국북경사무소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북경사무소 개소식은 딱 2달 후 3월 6일에 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 걱정

이다. 컴퓨터가 있어도 한 프로그램은 소장에게만 깔려있고, 엑셀 같은 기본 프로그램도 깔려있

지 않아 직원들의 불편이 크다. 그리고 사무실 소모품도 전혀 없다. 무엇이라도 보내줘야 한다.”

새해 첫 회의라서 일까요? 무거운 업무보고 대신 가벼운 내용의 다양한 제안이 새롭게 논의되었

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대화가 중요하다란 느낌을 받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축은 보통

40대 중반, 50대 연구원인데 연구동 문이 꼭 닫혀 있어 연구원들끼리 대화가 단절되어 활력을 잃고

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금요일만이라도 연구원의 문을 열어 대화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좋을

듯 싶다(박현태 박사).”이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적극‘마실을 다니자’라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었으니까요. 

“본원에 올 때마다 표지판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입구 표지판은 한 문 표기로 되어있는데

‘KREI’라는 브랜드가 빠져있다. 또 외관은 참 좋은데 현관에 들어오면 붉은 벽돌건물이라 대체로

어둡다. 그래서 2층 벽에 대형 형광간판을 만들어 개원 30주년을 잘 알릴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설치하자. 그러면 본원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질 것이다(신동헌 소장).”

‘인수위’에 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합병에 준비를 해야

한다(최세균 박사).”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모두의 촉각이 세워졌죠.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

두고 농업조직 개편안과 공공기관의 진로는 아직 안개 속에 쌓여있습니다. 안테나를 세워보지만

잘 잡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저도 직장생활 30년째입니다. 1978년 대학 4학년 가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요. 첫 출발이 엊그제인데 이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좋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30년 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노년기로 접어듭니다. 그 때 회의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업무보고

를 논하고 있을까요? 싱싱한 열매 맺기는 튼튼한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30년 후의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어둠속철문을넘어

두 사람은 철문이 닫히기 직전 가까스로 정문을 빠져나왔다. 아무 말도 안했지만 약속이나 한 듯

근처 구멍가게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등받이 없는 간이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 맥주

컵에 한 잔씩 따라 호기 있게 잔을 부딪치고 소주를 들이켰다. 안주는 날계란 하나와 소금 약간. 또

한 병을 주문했고 같은 식으로 단숨에 쭉. 채 30분도 안 되어 소주 세 병을 비우고 정문으로 되돌아

온 그들을 막아 선 건 굳게 잠긴 철문과 침투조에 맞서기 위한 대항군들. 두 사람은 숙달된 솜씨로

철문을 넘어 1985년 3월 시작된 독수리 훈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 다. 이어 조별로 나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초소에 투입되는 대원들을 환송하면서 원위치로 복귀하 다. 

저녁을 굶어 슬슬 시장기가 돌던 예비역 육군 중위와 유디티(UDT) 출신 전 병장은 당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입맛을 끌던 컵라면 냄새에 이끌려 상황실로 들어갔다. 호랑이 굴이라는

주변의 만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취기도 오르고 객기도 발동하여 오로지 컵라면을 위해 지휘

부 간부들이 TV로 중계되는 청와대 부근의 훈련 상황을 시청하고 있던 본관 1층 상황실로 들어간

것이다. 둘은 일단 컵라면을 하나씩 받아 들고 뜨거운 물을 부어 주린 속을 달래는 데 성공했다. 

술기운에 대담해진 예비역 중위가“장교 출신이 컵라면 껍질 치우게 생겼나. 전 병장 쓰레기 좀

치우지”라며 지시하자, 예비역 병장은“유디티 병장이 육군 중위 말 듣게 생겼나”며 반발하 다.이

모습을 본 예비역 소위 허 모 연구위원이 이들을 상대로 미국 교통경찰이 하던 방식대로 일직선 똑

바로 걷기, 입 냄새 맡기 등 관능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음주 사실이 탄로나 버렸다. 하지만 예

비군 훈련에서 음주 정도는 다반사로 생각하고 있던 두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대원들

과 함께 은닉된 소주를 색출할 때마다 희희낙락 건배를 외치곤 했다. 

어지간히 마신 후 숙직실에서 단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원내 방송을 통해 십여 명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지금 즉시 소회의실로 모이라는 허 위원의 호령이 떨어졌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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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명 근

1985. 1.~, 現 국제농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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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비비며 소회의실에 모인 음주혐

의자들을 향해 허 모 위원은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꾸짖었다.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는 TV를 통

해 비록 공포탄이지만 땅에 누워 헬

기를 향해 대공사격을 하는 등 진지

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은 술이나 먹고 소란을 부리면 되겠나?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보니 미군 병사들은 술 마시고

댄스홀에 가더라도 듀리아워(근무시간)를 적은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근무시간이 되

면 자발적으로 귀대하더라. 근데 여러분 같이 예비군 훈련에서 술이나 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는 민주화가 안 되는 거야.”

서슬 퍼런 국보위를 거쳐 제5공화국이 완숙 단계에 이르던 시절인 만큼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분

위기 지만한창기가오른예비역중위는억울한마음을금할길없어그만오른손을번쩍들었다. 

“뭐야? 어 중위!”

“예비군 훈련시간에 술 마신 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예비군들은 훈련가면 술 한 잔씩 하

면서 시간 때우기가 예사 아닙니까? 그것 땜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안 된다는 논리는 좀 납득하기

힘든…….”

“어 중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당신 연구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나? 당신 앞으로 이매지(이미

지) 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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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즐거움

1978년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창설 멤버로 연구원에 합류한 나는 수석연구원으로 임용되

어 자원경제연구실장의 보직을 받았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자원경제학은 생소한 분야 는데 부원

장이던 김동희 박사께서 한국에서도 자원경제를 연구할 때가 되었다고 자원경제연구실을 만들고

나를 실장으로 발령하셨다. 

김동희 박사는 국립농업경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립을 위해 수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분으로 사실상 오늘의 연구원을 탄생시킨 분이다. 나는 명지대학 경상

학부의 부교수로 있었는데 미국에서 수자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그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대우는 대학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별도로 아파트와 승용차

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있었다. 1970년대 말에는 아파트와 자동차를 제공하는 직장은 KAIST와 한

국개발연구원 정도 고 사회과학분야의 국책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밖

에 없어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보수보다는 전공을 살려 자원 및

환경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뻤다. 그 때는 자원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들어와 처음 받은 연구과제는‘농지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다. 경제

제도의 연구는 자원경제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다. 다른 수석연구원들은 중·장기

과제 이외에도 단기과제를 몇 건 씩 받았으나 나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이 과제에만

정력을 쏟을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농지제도를 개편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

고 새로 출범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이 과제의 연구를 맡겼다. 

연구를 시작한지 1년 후에 개선안이 완성되었다. 개선안은 여러 차례의 원내 회의와 전문가 검토

오 호 성

1978. 4.~1981. 3. 근무, 現 성균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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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친 후 세종회관에서 대형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 안은 입법 일보 전까지 갔으나 뜻밖

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정계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바람에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남은 기간 동안 연구를 더욱 알차게 하여 연구총서로 출판할 수 있도록 다짐하 다. 

1970년대 후반의 한국 경제는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처음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농가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비농업부문의 소득이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체하여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농업부문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 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당시의 농지제도는 해방 후 1949년에 만든「농지개혁법」의 규정을 원용하여 운 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의 근간은 경자유전 및 타경 금지와 3정보 소유상한이었다. 농지제도의 개편문제는 1960년

이후 3~4년 마다 한 번씩 제기될 정도로 큰 이슈 으나 갑론을박 끝에 결론 없이 폐기되곤 했다. 

이때까지 농지문제의 쟁점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었다. 찬반의 논리

는「농지법」제정 이래 2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농지제도의 수정을 주장하는 쪽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경자유전과 타경금지는 유명무실해졌으므로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과 경 규모 확대

를 위해 소유상한을 확대하고 타경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농지제도의 개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자유전의 폐지는 농촌을 토지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고 지주·소작제도의 부활과 그에 따라 빈농의 구 소작인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

를 폈다. 

경제발전이 미미했던 시절 농지제도의 개편문제는 항상 몇 주일씩 신문의 1면과 3면, 논설란을

도배할 정도로 사회적 폭발력이 강한 과제 다. 당시 농지제도 문제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학자들

이나 언론기관은 실증적 연구없이 큰 목소리로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던 시절이었다. 

연구원에 들어와 처음 수행했던 과제가‘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다. 

농지제도 개선안은 1년 안에 완성되어 입법 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정계 소용돌이로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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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실에 발판을 두지 않은 가치론적 접근에서 완전히 벗어나 농림부의 농가경제조사자료

원본을 이용하여 경지규모별 효율성을 분석하고 장래의 호당 경지규모를 예측하는 등 당시의 농

지제도 연구에서는 획기적일 정도의 실증적 분석을 행하 다. 그리고 제도를 농업구조를 개선하

는 중심 정책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와 기타 보조수단을 디

자인하 다. 

이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제도를 구조개선의 엔진으로 사용한다

는 측면에서 과거의 농지제도 연구와는 확연히 차별되는 것이었다. 나의 농지제도에 관한 연구는

비록 입법에는 실패하 으나 그 후 한국 농업정책의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 다고 확신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농지제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총서 제5호로 1981년 봄에 출판되었다.

잉크냄새가 가시지 않은 책을 받아든 순간 나는 가벼운 전율감과 함께 가슴 뿌듯한 행복감을 느꼈

다. 당시로서는 드문 하드 카버 양장본이어서 더욱 흡족하 다. 이 책은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

자의 생활을 시작한 후 처음 저술한 책이었다. 

학자나 문인들이 가장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때는 자기의 연구결과나 작품이 책으로 출판

되었을 때라고 한다. 이 즐거움은 사업가가 큰 거래를 성공시켰을 때, 정치가들이 치열한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와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과 농지제도’의 연구에 정열을 쏟은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에서

정년퇴임 한 지 2년이 넘었다.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 지만 그때만큼 열심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던 때는 없었다. 연구자는 모름지기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실행하지

못하 다. 다시 30년 전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눈 팔지 않고 노력하여 농업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오래 남을 수 있는 대작을 쓰기 위해 온 힘을 기울

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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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판의각다귀들

이 이야기는 내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장에서 행정실 관리회계팀장으로 발령받아 연구원 청사

관리 업무와 회계업무를 맡았던 2003년에 있었던 일로 윗선에 보고되지 않은 일화이다. 연구원은

2002년 하반기부터‘청사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와 공사설계에 착수하 다.

2003년 초부터 1차연도 계획으로 본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다. 건물골조와 1~3층 배

관부분만 제외하고 지하 대회의실에서부터 옥상까지 실내 구조변경을 포함하여 건축, 설비, 전기,

방수, 백화제거, 도장 공사 등 건물 안팎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는 일이다. 2월 1일 보직변경 발령

을 받아 행정실에 와 보니 설계도면이 책상 옆에 1미터 정도 쌓여 있었다. 공사 준비가 이 단계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정환 원장님의 관리회계팀장을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덥석 답한

결과 다. 안 해본 일이니 한 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첫마디에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시설공사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둔 적도 없었다. 설계서를 넘겨보니 도면이나 수치, 계산,

법률, 용어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팀장인 내가 모르고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밤과 휴일도 없이 법과 제도와 용어 그리고 과거 업무처리 서류와 처리근거 등을 익혀 나갔다. 

5월 3일 개원기념행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느긋하게 공부할 시간도 없었다. 드디어 3월 8

일 입찰공고가 나가고 계약이 체결되고 3월 20일 착공에 들어갔다. 소위 노가다 업무가 처음인 사람

이 겁도 없이 어붙인 것이다. 철거가 시작되자 본관 건물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 다. 4층의 옥상

톱 라이트를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위해 주변을 해체하니 옥상은 폭격을 맞은 냥 구멍이 뻥 뚫렸다.

그 구멍으로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먼지와 그라인더로 갈아낸 붉은 벽돌가루가 뒤범벅이 되어 구

름처럼 하늘로 피어올랐다. 말 그대로 공사판이 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무사고 없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될지 두렵기도 했다. 공

사가 착공되고 얼마 지난 4월 7일 오후 외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

옥 치 목

1978. 5.~, 現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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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있는데 담당자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대뜸 담당자 이름

부터 물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전화하신 분은 누구냐고 했더니, 김아무개라고 하면서 자

기 동생(김명호)이 지난 주에 벽체철거를 위한 벽터기 공사 중 손가락과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

원했다면서 담당자가 누구냐고 계속 물었다. 나는 이름은 알 필요없고 공사담당 팀장을 찾으면 된

다고 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었다. 다친 현장이 여기가 맞느냐, 어디를 얼마나 다쳤느냐, 어느 병

원에 입원을 했느냐고 물었다. 손가락은 납작하게 오징어처럼 눌러 붙었고 허리도 많이 다쳐서 누

운 상태에서 꼼짝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동생이 공사현장이 카이스트 옆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라고 했다고 덧붙 다. 듣고 보니 엊그제까지 4층 철거공사를 하 으니 철거공사 중에 다쳤다는

것도 맞고 카이스트 옆이라는 것도 맞았다. 그렇다면 안전사고인데 감독관인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안전관리 수칙 준수여부는

물론 각종 건축공사 관련법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것은 뻔한 일이고, 그 많은 법을 다 지켜가면

서 일하는 공사현장은 없을 터이니, 나는 팀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공사업무도 처

음인데 안전사고까지 일어난 것이다. 

나는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얼른 현장의 건축, 설비,

전기 등 공종별 현장대리인들을 소집시켰다.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 중에 김명호라는 사람이 있느

냐,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다가 다친 적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설비공사에 김명호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오늘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4층 벽체 철거공사를 했던 건축공사에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구해오는 사람일 경우 이름을 일일이 다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확한 정황 파악이 안 되니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도 없었다. 

2003년 노후된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람도 있었지만,

공사판 각다귀들로 인해 마음 고생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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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어 우리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직접 와서 현장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

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정부기관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고 책임만 면하려고 한다며 피

해자의 형이라는 사람이 큰소리를 쳤다. 사람이 다쳤는데 관심도 안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겁을 팍 주며 그는 전화를 끊었다.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라 당황도 하고 겁도 좀 났다. 다음날 또

전화가 왔다. 그렇잖아도 업자들과 싸우면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사고까지 났

으니 밥맛도 없었다. 거기다가 노가다를 하다보니 말투나 성질도 점점 거칠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그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무슨 공직자가 전화 받는 태도가 그러냐며

버럭 화부터 냈다. 사람이 다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에 있는데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느냐는 것

이다. 그는 공사 담당과장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또 물었다.

나는 성질을 죽이며 이번에도 이름은 몰라도 담당팀장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전화기만 들

면 먼저 정부기관과 공직자라는 말부터 들먹거렸다. 어느 병원 몇 호실이냐고 물으면 지금 제대로

말도 못하고 보여줄 형편도 못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명호가 다친 날 우리 현장 어느 소장이 일

을 시켰는지 일 시킨 사람을 찾아서 보상을 받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누가 시켰는지 잘 기억을 못하

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 벽터기 작업만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더 찾아 볼테니 기억

을 잘 더듬어 보라고 했다. 

그날 이후 밤에 잠도 오지 않았다. 잘못될 경우 경찰에 가서 조사 받을 것을 생각하니 밥맛은 커

녕 입에서 단내가 났다. 위에다 보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혼자서 해결해

보기로 했다. 법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했으니 큰 잘못이야 있을 리도 없지만, 전화가 온

지 사흘이나 지났으니 보고해 봐야 늑장보고에 대한 질책과 함께 이래저래 피곤한 일이 많을 것 같

았다. 

이 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도전해 본다는 생각에서 출발하 고, 일단 우리 현장

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현장소장들을 믿고 싶었다. 다음날 또 전화가 왔다.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치료비만 좀 도와주면 다른 것들은 문제 삼지 않

겠다고 했다. 문제를 삼는다니 정말 기분이 나빴다. 내가 모르는 문제될 만한 것이 있었나 걱정이

되면서도 왠지 그가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뉴스를 통해 들은 비슷한 일도 기억이

났다. 사기꾼들이 지자체 건축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어느 공사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면 지레 겁을

집어먹고 입막음용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공직자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어딘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또 전화가 오면 나는 확실히 뒤를 캐 볼 작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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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오전에 또 전화가 왔다. 나는 아직도 일 시킨 사람을 못 찾았느냐고 물었다. 당신들이 그

사람을 못 찾겠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당신하고 동생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가르쳐 주면

내가 잘 아는 경찰에 부탁을 해서 일 시킨 사람을 찾아 주겠다고 했더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치료비만 좀 보태주면 된다고 했다. 확실히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아니, 치료비도 받고 보상도 받게

해 주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되물었다. 신원을 밝혀주면 사업자를 틀림없이 찾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내일쯤 동생이 좀 나아지면 전화를 하

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하 다. 다쳐서 꼼짝도 못한다던 동생하고 같이 오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녀석들이 눈치를 채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 같았다. 이제는 확신이 섰다. 일주일

만에 밥맛이 돌아왔다. 이제 일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행사일 이전에 공사를 끝내기만 하면 된

다. 그리고 녀석들이 내일 방문하면 못 나가게 정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러 조사를 해 볼 작정이었

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한시가 조금 지나 검은색 그랜저 1대가 들어와 현관 앞을 돌아 아카시아 나

무쯤 내려가는 모습이 눈에 잡혔다. 정문에 급히 연락하여 확인해 보니 공사 현장에 온 차량인데

금방 나갔다고 했다. 드나드는 사장들 차는 아닌 것 같고 정체가 궁금했다. 다음날 오전에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나는 오늘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몇 시쯤 오느냐고 물었다. 그

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 오후에 확인을 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등포 현장인 것 같다고 했다. 입찰공

고문이나 새벽 인력시장 같은 곳에서 떠도는 정보를 가지고 공사현장을 알아내고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약점을 잡아서 피를 빨아먹는 각다귀가 틀림없었다. 오래 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 사기꾼들

을 잡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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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good time

여러 해 전 이창동 감독의‘박하사탕’ 화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지요.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면서 열차가 역주행하는 동시 십수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생각

납니다.

30여 년 전의 연구원 개원 초창기를 떠올려 보면서 연상된 장면입니다. 지나간 날은 이따금 추억

이 주는 애잔한 아름다움에 젖어들게도 하지요.

이 은 일과 연관된 이야기는 다른 분의 에서 다룰 것이기에, 여가활동 등 레크리에이션 추

억거리를 돌아볼까 합니다.

개원 한 1978년 4월 중순, 회기동 언덕을 넘어 정문수위실에서 바라본 연구원 건물은 회색콘크

리트의 전형적인 관청건물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지금의 최신형 신관 건물이 있는 자리지요. 지금도

여러분이 남아 계시지만 당시는 직원의 대부분이 2·30대의 풋풋함을 자랑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었지요. 건물모양은 딱딱하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 몸담은 사람들은 은근하고, 재미있고, 인간미가

물씬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달리 농업이라는 학문처럼‘스스로 있는 그

대로(自然)’의 모습을 연마해 온 분들이라 그러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당시 원장님의 도

량으로 각계의 경험을 갖은 여러 군웅(?) 들이 모여 들어 새롭고 역동적인 연구원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이 갖춰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시적 성취가 있어

일하는 재미 또한 많았지요. 일제시대부터 쓰던 등사원지를 이용한‘신착도서안내지’를 만들던 시

절이었습니다. 시커먼 잉크가 묻어난 손을 여러 번 비누로 닦아내도 잘 지워지지 않았지요.

요즘 카페나 어느 집 거실에 앤티크 장식물로 쓰이고 있을 두벌식 국문 타자기와 스미스 코로나

문타자기 치는 소리가 지금, 청명한 가을 한낮의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듯합니다.

1979년 봄이었던가 연구원 뒷동산의 은사시 나무가 내뿜는 꽃가루가 흰눈같이 흩날리던 토요일

유 광 남

1978. 4.~1998. 9.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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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가졌던‘가양주품평회’에 대

한 기억이 새롭군요. 당시 편집, 여

론, 도서실의 직원들과 일부 젊은 연

구원 몇이 의기투합하여 발의한 행사

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술연모

(술을좋아하는연구자모임)’라는 이름

으로 불릴 쟁쟁한 주당들이 다 모 지

요. 각자 집에서, 고향에서 가져온 메실, 모과, 진달래 등의 과실주, 동동주 등 곡주를 망라 했었지

요. 연이은 뒤풀이가 본론으로 이어지면서 갖가지 주류의 믹스로 이튿날 속이 꽤 쓰렸던 기억이 납

니다.

그 뒤 한두 번 계속된 것으로 알지만 현대화로 인한 의식변화로 계속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

다. 근래 이동필 박사팀의‘전통주 보고서가 이 때 단초를 얻은 것이 아닐까요(그저 우스개로 해

본 말일 뿐입니다).’

1981년 봄에서 여름까지‘농어촌현장 간담회’로 순회 방문한 경기, 충청, 경상도 지방 출장도 기

억이 생생한 추억입니다. 지금은 지방 모 대학에서 중진교수로 있는 김 아무개 교수와 한 조로 방

문한 청송과 부여의 간담회가 그 중 인상 깊게 남았군요. 면사무소 직원의 오토바이 뒤꽁무니에 매

달려 비포장도로를 질주할 때, 피어나는 먼지와 엉덩이 통증은 참기 힘든 고역이었지요.

1980년대까지 있었던 야간당직도 기억에 남는군요. 젊은 당직자의 사적 희로애락을 듣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했지요. 현실과 이상사이의 갈등부터 어려운 고담준론까지 밤새워 이야기를 나눈

나머지 나이를 떠나 친해진 관계가 많이 있었지요.

다른 에피소드로 일군의‘살롱학파’가 있었는데 점심식사 후 경희대 앞의 상가건물 위치한 고전

음악찻집‘심포니’를 수시로 찾는 사람들입니다. 적게는 4~5명에서 많을 때는 열명까지 앉아 식후

소화제성 담론을 나누었지요. 어느 때는 대학과 과천에서 오신 게스트도 심심찮게 동석하여 새로

운 화제로 풍성한 말의 잔치를 일구었지요. 1990년대 들어서는‘장미다방파’가 내놓는 색다른 화

제가 또한 재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챙기다보니 점심 후 걷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생겨났는데 이른

바‘소요학파(逍遙)’입니다. 카이스트 뒤를 거쳐 산림청 뒷동산을 돌아오는 코스에서 나중에는 경

희대 캠퍼스를 애용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 또한 다지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같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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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하던 아무개 박사님들은 지금도 어디서 열심히 걷기운동을 하고 있겠지요. 선견지명이 있었는

지 요즘 걷기열풍이 대도시에 불고 있더군요.

그리고 산악회와 함께한 여러 산행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눈이 한없이 내리던

월정사 오대산 숲에 취해 눈마중하다 버스 출발을 늦췄던 일…… 백담사 근처에 일박 후 새벽등산

의 중청 어디쯤 인가에 안개 속에서 마주친 적단풍의 매혹적인 자태, 이윽고 초저녁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끝없는 하산에서 울먹이던 여직원…… 캠핑 텐트에서의 꿀맛 같던 하룻밤 노숙. 다 지난 추억

의 편린들입니다.

이제, 한 장면을 회상하는 것으로 추억여행을 끝맺으려 합니다.

1980년대 중반의 초가을 어느 날, 당시는 통근버스가 운행 중이었지요. 방향이 같은 출퇴근 동지

몇이 예정에 없이 평창동에서 내렸지요. 햇볕이 따사하게 비추는 맑은 계곡물 흐르는 곳에 자리하

고, 인근에서 사온 소주 한 잔을 나누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더군요. 이때, 풍악이 빠질 수 없으니

한 젊은 여성동지가 한 곡조 자연스레 뽑더군요.

“…… for the good time…… and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 time for the good time.”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시절, 그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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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낚시회의과거, 현재그리고미래

2007년 5월 4일부터 5일까지 충남 아산군 둔포면에 있는 신봉 저수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낚시 모임인 농경낚시회 시조회를 가졌다. 농경낚시회 시조회에는 퇴직자인 OB들도 참여하는

전통이 있다.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 후배들과 함께 붕어 밤낚시를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별이 하늘에 빛나고

어디선가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람도 자고 잔잔한 수면에서 밝게 빛나는 케미 라이트를

보고 있노라니, 이런 느낌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낚시회는 1981년에 발족하 다. 1980년 신군부가 힘으로 정권을 장악하면

서, 무슨 생각인지 공공기관에 취미 동호회의 활성화를 지시했다. 동호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라

는 단서도 붙어 있었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민심수습 차원에서 선심을 쓴 것인지, 아

니면 정치 문제는 잊고 인생을 즐기라는 우민정책의 하나 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연구원에 여러 동호회가 만들어졌다. 짧은 시간에 산악반, 테니스부, 야구

부, 수석회, 기우회, 여직원회 등등 여러 모임이 만들어졌고, 낚시회도 그때 탄생한 것이다. 직원

이 1백5십여 명에 불과한 연구원에 여러 모임이 만들어지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모임의 회원이

되기도 하고, 각 모임은 회원을 모집하려 바쁘게 움직 다. 

그 당시 낚시회의 총무를 맡고 시조 행사 준비로 이리저리 움직이던 생각이 난다. 첫 출조 장소를

고르기 위해 여러 저수지에 답사를 갔고, 10월 첫째 토요일 낚시회의 첫 공식 출조가 있었다. 당시

김보현 원장님은 격려금을 건네며 우리의 출조를 응원하 다. 출조 장소는 한 직원의 연고지인 화성

군 팔탄면에 있는 방농장지(方農場池) 다. 회원과 가족 등 40여 명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형버스에

올라 밤낚시를 떠났고, 밤낚시가 처음인 일부 회원들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고생하기도 하 다. 

이 두 순

1979. 4.~2002. 7. 근무, 現 두레친환경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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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 낚시회가 발족된지 벌써 28년이 되었다. 이만큼 연륜이 쌓 으면 회원도 늘고, 낚시 솜씨도

늘었으련만 이상스럽게도 회원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기만 한다. 요즘에는 시조회, 납회로 1년 2회

정기 출조 하기도 바쁘고, 낚시를 가는 회원 수도 작은 봉고차 한 대를 채우기 어렵다. 또 고참 낚

시꾼들이 퇴직하면서 낚시의 기술적인 계보를 잇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2007년 시조회에 참석한 회원은 연구원 현역이 4명에 불과하고, OB가 6명이다. 졸업생을

잊지 않고 불러주어 고맙기는 하지만, 현역 낚시꾼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다행스럽게도 젊은 직원 2명이 처음 참여했고, 회원 모두 그 젊은 피를 환 하 다. 

레저 인구, 낚시 인구가 느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데 왜 연구원에는 낚시꾼이 줄어드는 것일까?

연구원이라는 직장의 속성이 낚시와는 맞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연구원 체제의 변화로 업무에 바빠

낚시라는 한가로운 놀이에 참여할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연구원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더 고품격(?) 취미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평소 나는 낚시는 자연과 접하는 한 방법이고, 자연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좀 삭막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왔다. 또 농촌경제를 다루는 연구원에서 자연과 동떠난 사람은 농촌, 농업현장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연구자 모두가 낚시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소수

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경낚시회의 회원이 줄어드는 것이 직장성격과 직원구성의 변화인지는 모르지만 낚시회 총무,

회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진다. 30여 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온 낚시회가 더

욱 발전하여 나 또한 그 모임에 오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랄뿐이다.

1981년 발족한 농경낚시회는

신구직원들의소중한만남과교류의장이되고있다.

2007년 5월 4일 충남 아산군 둔포면

신봉저수지에서 시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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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타(大分)현에서의반가운조우

어느 날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

나는 1991년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일본의 남쪽 후쿠오카(福岡)시에 있는 큐슈(九州)대학에 객원

교수로 가 있었다. 일본 문부성(文部省) 장학생에게 귀국 후 주어지는 재초청 케이스 다. 1984년

에 귀국한 후 6년 반 만에 나오는 것이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자 매일 열심히 학교에 나와 책을

보고, 도서관에 다녔다.

그런데 후쿠오카의 여름이 원래 무척 후덥지근하고 덥다. 교수 연구실에도 에어컨이 없으니 내

연구실에 에어컨이 있을 리가 없다. 예전에 유학할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기합이 빠졌

는지 통 견딜 수가 없었다. 능률도 안 오르고 책상에 앉으면 졸음이 몰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 박사님이었다. 무료하던

참에 무척 반가웠다. 연구팀 일행이 오이타(大分)현의 一村一品운동 현장을 견학하려고 하니 방문

처를 예약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를 초청한 카와구치(川口雅正) 교수에게 부탁하 더니, 마침

자기에게 종종 와서 학문적 지도를 받고 있는 오이타현 농정과 직원이 있다고 소개하여 주었다. 그

직원 덕택에 순조롭게 일정이 짜여지고 한국에서 손님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오이타 일촌일품운동 조사

한국에서 온 손님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종혁 박사님, 황의식 박사,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성진근 교수님 부부,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 이렇게 5명이었다. 일행 중 서종혁 박사님

을 제외하고는 초면이었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로서는 무더운 날씨에

이 병 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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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하랴 안내하랴, 저녁에는 또 일본의 정취를 맛보게 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꽤 신경이 쓰이는

여행이었다. 그런데 모두들 성격도 좋고 인품이 훌륭하여 재미있고 기억에 남은 견학 겸 여행이 되

었다. 

성진근 교수님은 재치와 리더십이 있어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셨다. 사모님도 성격이 활달하셔서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 같다. 황의식 박사님은 팀의 막내로 회계를 맡아 매일 사용

한 공금을 결산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셨다.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시기 전에 후쿠오카의 시카노시마 해수욕장에서, 머리에 해초를 두건처럼

쓰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 반이나 지난 일이 되었다. 성 교수님과 서

박사님은 은퇴를 하셨지만 그 때의 인연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나누고

있다. 

일행은 타이완의 고향창생(故鄕創生)운동을 둘러보고 동경을 거쳐 오는 길이라고 했다. 큐슈대학

에서 카와구치 교수님과 일본농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오이타로 갔다. 나도 그렇고 일행도 마찬

가지로 일촌일품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어도,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는 것은 처음

이어서 무척 흥미로웠다.

원래 일본의 일촌일품운동은 1979년 오이타현의 히라마쓰(平松) 지사가 시작한 후 성과를 올리

자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농촌부흥 운동이다. 오이타현은 요즘에는 벳푸(別府) 온천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인천에서 직항 비행기가 운행하는 정도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일본에서 가장 시골에

속하는 곳이었다. 

동경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 일본 통상산업성 차관까지 지낸 히라마쓰 씨가 고향 오이타로 내려와

지사가 되었을 때 고향의 모습은 한심한 지경이었다. 동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큰 산업도

없고, 소비자들은 오이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다. 1차 산업이 주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산악지대,

평야, 해안 등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된 농어촌에서는 이렇다 할 전국적인 특산물이 없이 평범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의 재정상태도 넉넉지 못했다.

견학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일촌일품운동은 일촌소품(一村少品)

운동이었다. 그 당시 한국에서도 일부 일촌일품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었으나, 어휘의 의미

대로 한 지역에서 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오이타의 현장에

가보니 한 품목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몇 개의 소수 품목을 선정하여 특화하자

는 의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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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오이타현의 주요 지역에서 선정한 특화품목을 살펴보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품 등 매우 다양하 다. 육우, 버섯, 딸기 등은 여러 지역에서 지정하고 있었으나, 나머지는 비교적

지역이 겹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죽세공, 진주, 은어구이, 화지(和紙), 토란, 율

무, 장아찌(吉四六漬), 매실, 오얏(자두), 목공품, 유자, 자라, 간장, 새우, 잼, 고추냉이 등은 우리

눈에 매우 생소하게 비치었다. 

둘째, 오이타현은 적은 돈으로 지역민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데 주력했다. 우선 지사는 각 지역의

특화작목반별로 사랑방 공부모임을 만들고, 농어민들이 경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

하면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일본 내 최고 강사를 초빙해 주었다. 기본이념인‘지역적인 것이 세계

적이다, 지역잠재력을 활용하자, 자조자립ㆍ창의개발, 인재육성’에서 나타나듯이, 현지사가 시동은

걸었지만 결코 주도하지는 않았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하되 의지가 있는 곳에 한하여 교육과 지도

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도록 하 다. 그래서 오이타현에는 소년의

배, 농업경 자대학, 일촌일품연구회, 주부ㆍ노인대학 등 다양한 공부모임이 생겨났다. 

셋째 현지사가 세일즈의 표본을 보여 주었다. 그 당시 오이타시 부두에 큰 배 한척이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 배에는 커다란 버섯이 그려져 있었다. 버섯은 오이타의 주요 특산물이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일촌일품운동으로 각 지역에서 고품질의 특산물이 생산되기 시작하자 지사는 그

것을 배에 싣고 동경만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지사는 동경의 가장 좋은 호텔에 일본 굴지의 기업인, 대형 유통업체 사장, 언론, 관계 등 유력인

사들을 초청하여, 그동안 자기가 오이타 시골에 내려가 한 일을 설명하고 판촉을 하 다. 농촌을

살리자는 일촌일품운동의 이념과 지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명을 받은 도시의 백화점 및 기업들

은 많은 기금을 내놓았으며, 판매에도 앞장서 오이타의 농특산물은 일약 일본 최고의 명품으로 부상

1991년 여름, 일본 오이타 일촌일품 운동

조사를 위해 6명이 일본을 방문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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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넷째,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 다. 오이타에는 온천이 많다. 남쪽이라 춥지는 않

지만 겨울철의 온실관리를 위해 온천의 남는 온수를 이용하여, 낮은 생산비로 고품질 화훼를 생산

하고 있었다. 오야마정(大山町)은 산밖에 없고 평야는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 삼(杉)나무 숲을 이

용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경사지 밭에 매실나무를 심어 매실장아찌를 가공한 뒤 고가로 팔아

큰 수익을 올렸다. 이때 농협조합장이 농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모두

매실을 재배하여 돈 벌어 하와이 관광가자’ 는데 그 꿈은 수년 후 실현되었다. 오야마 농협은 워

낙 수익자원이 없어 고민하던 중, 초등학생들이 곤충을 좋아하고 자연시간에 실습재료로 곤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착안하여, 장수하늘소 등 곤충을 육종하여 케이스에 넣은 뒤 전국에 판매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하 다. 

나는 조사팀들이 오이타현의 조사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받았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미 30년

전에 일본 오이타현의 선각자 히라마쓰 지사에 의해 제창된 일촌일품운동은 오이타현을 풍요로운

농어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일본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하 다고 평가된다. 비록 예전의 이웃나라 이야기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과 농업문제가 많

은 정책과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아직도 약한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 기 때문은 아닐까? 힘들지만 시

간이 좀 걸리더라도 스스로 힘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 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아직도 미약한 것이 아닐까. 그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현장을 떠나가고

있지만, 왠지 오이타의 사례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 농촌을 비추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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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82년 8월, 7년 6개월 간의 독일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9월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서 약 한 달간 초청연구원으로 있다가 10월부터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에는

고랭지 채소가 너무 싸서 수확하지 못하고 밭에서 썩혀야 하는 처지가 되어 농민들이 아우성이었

다. 2~3년 전까지만 해도‘금(金)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추값이 너무 비싸 너도 나도 고랭지 배추

를 늘려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김보현 원장은 시급히 실태를 알아보고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제시하라는 뜻으로 아직

특별한 연구과제를 맡지 않은 나에게 과제를 주었다. 나는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맡게 된 과제를 확실하게 해내야겠

다는 욕심으로, 단기과제를 1년짜리 연구과제로 크게 만들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가격파동이 생기면 언론은 언론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즉시 내놓을 수 있어야 했다. 공연히 눈치 없이 의욕을 앞세운 덕분에 모든 연구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지만,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생산경제연구실 동료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무난히 연구를 마칠 수 있었다.

유럽으로 가는 정기편 항공노선이 없었던 1975년 2월에 서독에 파견되는 간호원들의 전세기

편으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1982년 8월 귀국 때까지 한 번도 모국에 방문하지 않고 7년 이상

독일에만 머물러 있었던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최양부 박사(당시 연구위원)는 나에게 이문구 씨의 소설‘우리동네’를

읽을 것을 권했고, 김 진 박사(당시 연구위원)는 농촌으로 현지출장을 자주 나가라고 충고했다.

연구원에 들어와 처음으로 맡았던 고랭지 채소에 대한 연구는 생산현장인 농가 조사가 가장 중요한

이 석

1982. 9.~1996. 6. 근무, 現 한국농업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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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는 점에서 나에게 그분들의 조언은 매우 유익했다.

1982년 고랭지 채소 파동은 그해 여름인 8~9월에 일어났지만 내가 1년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10월이다. 결국 농가조사는 그 해의 고랭지 채소농사가 다 끝난 뒤에 행해진 셈이다. 덕분에

파동에 따른 흥분이 좀 가라앉았고, 농민들은 나름대로 이듬해 여름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시기 다. 특히 농사일이 거의 없던 겨울철에 농가조사가 행해져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1982년 12월과 1983년 1월에 강원도 홍천군 내면과 서석면, 평창군의 도암면 일원은 눈 덮인 날이

더 많았고, 전북 무주군 무풍면 일대도 마찬가지 다. 특히 강원도 지역을 조사할 때는 연말과 겹쳐

혼자 다녔는데, 오랜 독일생활로 익숙해진 실용적인 차림새로 농가들을 찾아다녔다. 청바지에 가죽

잠바와 등산화를 신고, 조사표가 구겨지지 않도록 007가방에 넣어 들고 다녔다. 이런 차림새로

강원도 산골의 눈 덮인 하얀 들판에서 어느 농가를 조사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두리번거리는 모습

을 본 마을 사람들이 나를 수상한 사람으로 여겨 신고했는데, 어찌보면 당연하다. 나의 행색을 생

각하면 되레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더구나 그곳은‘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로 유명한

이승복 기념관과 멀지 않은 곳이 아니던가. 

그날 밤 홍천군 내면에 하나 밖에 없던 한 여인숙에서 불심검문을 받고, 지서까지 연행, 아니 그

보다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려가서 신원을 확인받을 때까지 2시간 이상 경찰관의 삼엄한 감시

하에 잡혀있었다. 물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모든 사실을 일체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했지만,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지금이야 휴대폰도 있고, 전산망도 잘 갖춰져 있지만 당시에는 나의

결백을 증명해 줄 것이 없었으니, 오직 지서에 놓인 행정전화가 모든 것을 좌우했던 셈이다. 아무튼

그날 밤 무사히 풀려나서 경찰관이 여인숙까지 데려다주어 농가조사를 예정대로 계속할 수 있었다.

실은 홍천군 내면의 청도리는 1968년 겨울 울진 삼척지구 간첩작전에 소대장으로 참여하여 마지

막 1주일 정도 주둔했던 곳인데 다시 찾은 1982년 겨울에는 14년 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

다. 평창군 하진부에서 홍천군 내면으로 이어진 운두령 고개가 지금은 31번 국도로 확 뚫려있지만,

1968년에는 군사지도에만 나와 있던 작전도로 다. 1968년 당시 이동명령을 받고 운두령을 넘을

때는 길 가운데로 자라거나 넘어진 나무들을 치워가면서 그 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너무

지체하여 이동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명령불이행 등으로 혼이 나기도 했다.

지금도 나는 그 부근을 지날 일이 생기면 운두령 고갯길을 즐겨 넘는다. 매복근무를 할 때 소대원

들이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구운 옥수수를 씹게 했던 일, 그래서 다음 날이면 모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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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들이 턱이 아프다고 투덜대던 일, 오늘날과는 달리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집집마다 고만

고만한 아이들이 못해도 5~6명씩은 되었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돈벌이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 많은 아이들을 낳았을까 속으로 걱정했던 일들이 떠오르곤 한다.

1968년 겨울, 곡창지역이라는 전남 광주에서 농과대학을 졸업한 22살 초급장교의 눈에 비친

강원도 홍천군 산골마을 내면 청도리의 모습은 정선군 정선읍이나 평창군 도암면이나 진부면도 크

게 다르지 않아 참으로 안쓰러웠다. 주식은 옥수수 고,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거기에 감자를

조금 섞었고, 쌀밥은 1년에 2~3번 정도밖에는 먹어보지 못했을 때 다.

집집마다 골방에는 옥수수자루가 쌓여있고, 방 한 가운데에는 맷돌이 놓여있어서 매끼 적당한

양의 옥수수를 갈아서 밥을 해 먹었다. 겨울에는 골방에 들어가 틈틈이 옥수수자루를 손으로 감아

쥐고 돌려서 옥수수를 자루에서 털어냈고, 그 옥수수 한 말을 머리에 이고 5일장에 나가면 쌀 한

되와 바꿀 수 있었다. 종이가 귀해서 웬만한 집들은 모두 방바닥에 갈대로 엮은 자리를 깔았고, 벽

에는 고운 흙을 물에 개어서 페인트처럼 발랐다. 그것이 지금은 웰빙바람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방한 귀퉁이에 40~50cm 높이의 손바닥만한 받침을 두고 그 위로 천정까지

굴뚝을 만들어서 그 받침에 송진 함량이 많은 소나무 가지 부분을 태워서 불을 밝혔다.

14년이 지난 1982년 강원도 홍천군 내면 청도리는 평창과 내린천을 거쳐 인제를 잇는 31번 국도

가 왕복 2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랭지 채소 열풍(여름에도 포기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결구배추가 공급되었다)으로 누구나 하루 3끼를 쌀밥 먹고, 하나도 없던 가게

가 수십 개에 이르고, 다방만도 3개나 되었으며, 가구당 오토바이 소유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또한 이불과 옷가지를 넣어두는 가구인 농, 그것도 자개농이 마루에 놓여 있는 농가

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 이유가 참 재미있다. 고랭지 배추가‘금(金)추’가 되던 해 부잣집 안방의

상징이었던 자개농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방의 천장이 너무 낮거나 방문이 너무 좁아서

방안에 농을 들여놓지 못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8년의 모습은 생략하겠다. 만일 누군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출범

했던 1978년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아마 내가 1968년에 보았던 강원도 홍천군 내면의 모습과 1982

년에 보았던 모습만큼이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해 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 30년의 노력에서 비롯되었

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한국농촌연구원이 농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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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란세월이내게준교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면 떠오르는 기억이 너무 많다. 나는 충북대학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마치고, 1975년 농림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 발을 들여

놓았다. 국립농업경제연구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신이자 나의 첫 직장이 되었다. 1977년

국가공무원체계의 비효율성을 탈피하기 위한 민간기구화 계획이 국가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가로

부터 연구기능 확대발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연구소는 상부의 요청으로 전국 농어민여론 조사에

착수했다. 

각 지역별로 팀을 만들고 2명으로 조를 나눠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숙지한 후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에 나는 최양부 박사와 한 팀이 되어 충청남북도를 조사했다. 당시의 조사는 유례없는 정 조사

로 곳곳의 분야별 문제점들을 모두 조사하 다. 특히 어촌지역의 수산물 유통문제, 자원고갈, 불법

어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농산촌 공동화와 농지임대차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정리

되어 장관보고를 마쳤는데, 그 결과가 좋아 청와대 보고까지 하게 되었다. 이 결과물은 1978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설립될 때 연구실을 만들고 연구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 여론조사 보고가 끝나고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되어 국립농업경제연구소의 낮은

보수와 구태적 운 으로는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재단법인화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977년 후반기에 들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창설준비가

추진되었다. 78년 초에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사람은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으로 전보되

었고 당시 신설된 축산진흥회에도 상당의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전체직원의 약 60% 정도가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비치며 연구원의 창설멤버가 되었다.

연구원 창설 당시 국립농업경제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보수는 턱없이 낮았는데, 연구원으로

바뀌면서 높은 보수를 받게 되었다. 보수와 대우가 크게 좋아지자(특히 박사급 연구원은 처음부터

정 명 채

1978. 4.~2006. 10. 근무, 現 한국농업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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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직급을 부여받았다) 외부에서 대학교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연구원은 고급두뇌 유치에

열을 올리며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딴 연구원을 모집하는 데 집중했다. 설립 초기에는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원에게 이사비용 일체와 최고직급(수석연구원) 그리고 주택과 승용차까지 제

공하는 특혜가 주어졌다. 초빙된 학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거나 퇴직하는 등 연구원

을 떠나자 대우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다. 때문에 많은 우수인재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원

을 떠나 대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 농업의 방향을 제

시하고 정책수단을 개발, 평가하는 등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나 역시 거기에 한 몫을 담당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내가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 입사하여 받은 과제는 농작물 보험제도 연구

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바뀐 후에도 이 과제에 몰두하여 결국 정부가 이 제도를 실제 정책

에 도입하는 데 일조했다.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는 농지세 제도에 관한 연구 는데, 이 과제

는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은 완벽하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시켰다. 이후 술에 대

한 연구, 농지제도 연구 등이 이어졌다. 연구원 설립 때 나는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제도정비가 필

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수산경제연구실을 만드는 데 일조하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대 수산

경제연구실장을 맡게 되었다. 수산물 산지유통 현황과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했고 그 이후 전문가

를 찾아 7개월 만에 실장자리를 넘겨주었다. 그 후 산림경제연구실장의 요청으로 산림경제연구실

의 일을 잠시 도운 후 농촌경제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농작물보험제도 연구팀으로 일하며

해외유학을 준비하여 1982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유학기간은 내게 매우 중요한 시기 고, 농어촌복지문제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더 많은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을 마치고

복직한 1987년부터 나는 많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발표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료보험제도 개

연구원에 근무하며 농어민복지증진연구에

총력을 다한 만큼 보람있는 일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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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통합개혁, 국민연금과 농어민연금개발, 농어민복지제도 개발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2000

년 7월 복지부장관 추천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도 농어민 복지증진 농어촌개발을 위한 연구 및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행정자치부, 교육

인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부처에도 적극 협력했으며 2006년 5월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상, 7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

나는 30년 가까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항상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후회 없이 일

했다. 그 때문에 정년을 2개월 앞두고 한국농업대학으로 옮길 때 심정이 매우 착잡했다 지금은 연구

원을 떠났지만 아직도 나는 연구원의 멤버라고 고집하고 싶다. 연구원에 나의 젊은 노력을 쏟아 부

었기 때문이다. 연구원 업무는 충실히 하면 연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득이 된다. 결국 그것이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직업이

라고 생각한다. 연구를 통해 농민, 농촌,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한

제도를 만들고 수정하는 등 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에게 주문을 걸었다.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면 모두 내 것이 된다. ‘즐겁게 하

자’, 그러면 모두 좋은 과제가 된다. ‘성실하게 하자’,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된다. 남들이 24시간

살 때 나는 2시간 더 일해서 26시간을 살자.’그래서 나는 출근은 7시에, 퇴근도 외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일했다. 지금도 나는 즐겁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깨달은 교훈

이자 다짐이다. 

연구원을 떠난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 안목을 넓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 을 드리고 싶다. 농정은 농업 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제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

하는 임용방식, 농경제학전공자 중심으로 연구원을 운 하는 등 개선을 통해 보다 폭넓게 개혁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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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음 연구원에 근무할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현재는 각자 개인용 컴

퓨터를 이용하여 보고서 작성, 통계처리, 인터넷, 기간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연구원들이 전산실에 전산업무를 의뢰하여 처리하 다. 전산처리 업무는 통계패키지

를 이용한 자료의 집계, 통계분석 처리가 대부분이었다. 전산처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

치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 다. 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천공기를 이용하여 펀치

카드에 구멍을 뚫어 작성하 고, 전산처리를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하여 매번 프로그램

과 데이터 펀치카드를 접수대에 신청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접수대에서 찾는 뱃치처리 방법으로

전산작업을 처리하 다. 한국과학기술원 컴퓨터시스템은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많을 경우 하루에 2회 정도, 이용자가 적을 경우는

3~4회 정도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었다. 

1978년 6월 PDP11/05 뱃치 터미널과 펀치카드 리더기, 프린터를 갖추고 한국과학기술원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함에 따라 연구원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읽어 한국과학기술원 컴퓨터시스템에 전

송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연구원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인쇄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르게

전산작업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자주 접속이 끊어져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하여 전산처리를 한 경우도 종종 있었고, 연구원의 프린터 인쇄 속도가 느려

많은 양의 인쇄물은 한국과학기술원 전산실의 고속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 다. 

1982년 12월에 DATA POINT 4750 미니컴퓨터를 도입하 다. DATA POINT 4750 미니컴퓨터는

메인메모리 256KB, 하드디스크 120MB로 크기는 캐비넷의 2분의 1 정도 으며 향후에 나온 개인

용 컴퓨터 386SX와 성능이 비슷했다. 미니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전산기계실(현 본관 2층

중회의실)에는 특별히 에어컨이 설치되어 여름에 직원들이 가끔씩 찾아와 땀을 식히기도 하 다.

정 인 걸

1978. 4.~, 現 자료정보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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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에 설치된 COBOL, FORTRAN 등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이용하여 전산업무를 처리하 으

며, 통계 패키지를 이용한 전산처리는 한국과학기술원 컴퓨터시스템에 터미널로 연결하여 처리하

다.

1987년 12월에 미화 약 10만 달러 상당의 ECLIPSE MV/7800 시스템을 5년간 리스로 도입하 다.

MV/7800 시스템은 메모리 4MB, 디스크 593MB, 릴 테이프장치와 터미널 5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운 부대장비로 항온항습기,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도 같이 설치되었다. 자료가 없어 정확

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하여 모든 컴퓨터시스템을 도

입하려면 총무처(현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거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연구원에서도 MV/7800 시스

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입 타당성, 활용방안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총무처를 대여섯 번은 방문

한 것 같다. 총무처에서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각 기관의 신청 자료를 집계하여 심의를 하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스템이 도입

되고 가동식을 갖는 날 돼지머리와 시루떡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냈던 기억이 난다. 고사를 지낸

다고 하니 첨단기계를 두고 무슨 고사를 지내냐고 농담을 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MV/7800 시스템이 도입되고 SAS 통계패키지를 임차하여 설치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모든 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산실에서 모든 전산처리업무를 대행

하 으나, 이후로는 누구나 터미널을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간단한 패키지 작업들은 연구자가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하 다.

1986년에 자료 입력 및 문서작성용으로 개인용 컴퓨터 XT기종 1대를 최초로 전산실에서 운 하

다. 전산처리 업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 1989년 9월에 개인용 컴퓨터 XT

기종 20대와 돗트 프린터 20대를 도입하여 부서별로 지급하 으며, 이때부터 사무자동화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개인용 컴퓨터와 함께 워드프로세스, 스프레드시트 등을 보급하여 타자기 또는 필기로

작성하던 기안문서, 업무보고자료 등을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함으로써 보고 자료의

가독성을 높 다.

1993년과 1994년에 개인용 컴퓨터 141대를 도입하여 1인 1컴퓨터 시대를 열었으며 개인용 컴

퓨터, 서버 시스템 등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자원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에 LAN(Local Area Network, 10Mbps)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 1개월

간의 시험운 을 거쳐 1995년 1월 23일에 정식으로 운 하 다. 1995년 7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내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운 하는 인터넷망(현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운 )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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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를 열었다. 최초의 인터

넷 서비스 전용선은 56kbps이었으나

현재는 ATM 30Mbps로 초창기에 비

해 약 550배 정도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1997년 5월에는 노트북 컴퓨터 7대

를 구입하여 출장, 회의 등 연구원 밖

에서의 컴퓨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 으며,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전문연구원 이상 직원

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하여 연구업무 및 대외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게 되었다.

1984년에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급여관리 및 연말정산을 DATA POINT 4750 미니컴

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로 전산화하여 업무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하 다. 1990년 도서관리 업무전산

화 구축, 1997년 홈페이지 서비스, 1998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02년에는 전자결재, 그룹웨어 등

을 추가로 도입하고 경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 다. 2003년에는 지식관리시스템(KMS), 전자결

재 및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전자도서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포함한 지식

경 시스템(AGRE)을 구축하 다. 2008년 5월까지 현재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방식을 혼용하여 운

하던 지식경 시스템(AGRE)을 완전한 웹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업무환경의 변화와 운 상

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한 연구기반 지식경 포털사이트로 확대 재구축할

예정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초창기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전산업무를 처리하 으나 그동안 꾸준히

전산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고 기간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

도 손색없는 전산인프라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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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변혁기를맞은

농업·농촌의미래를이끌어주길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

한다고 했다. 연구진들은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하 다. 그래서 연구원은 이제 우리 농업계

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핵심 브레인센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내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30년째 접어드니 연구원의 나이와 나의 재직기간이 같다. 농정이

변해가는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개발하느라 연구원들과 밤샘 토론을 하며 서로 교감을 나

누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나는 과장으로 승진한 1990년에 2년 동안 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무하

다. 그리고 농정국장을 마친 2004년에 1년간 연구원에 파견되어 연구원들과 허물없이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로 지내며 즐겁게 연구원 생활을 하 던 기억이 남아 있다. 

연구원의 30년간의 역사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림부 산하기관

이었던 농업경제연구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1978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창립되었다. 이

때는 우리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의 대변화를 시도했던 시기 다. 1970년대 농정의 지상과

제 던 주곡자급 목표를 달성하 고, 공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우리 농업도 상업농

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었다. 이후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농가 소득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

고, 미국 등 선진농업국에서 공부한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 다. 이러한 상황

에서 기존의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

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동안 설립목적대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1980년대 초에는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산지와 도매시

정 학 수

1990. 9.~1992. 8. 파견,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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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연결하는 전국권유통망과 농산물가격안정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

대 중후반에는 농지제도개선, 농가경제안정, 그리고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 다.

1990년대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농업·농촌발전대책(42조 원 투융자계획 포함)수립 등 개방

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농가부채대책과 협동조합개혁 등 굵직

한 개혁과제에 참여하 다. 2000년대 들어서도 쌀재협상과 양정제도 개편, 개방확대에 대응한 농

업·농촌종합대책(119조 원 투융자계획 포함) 수립, 농업 R&D투자 효율화, 농업관측의 고도화,

농촌관광 및 농촌지역개발의 체계화, 식품산업의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맞춰 새로운 연구를 해

옴으로써 농정담당자와 농업계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 아울러 학계에 많은 우수

한 전문가들이 진출하여 산관학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 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새로운 변혁기를 맞았다. 미국을 비롯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 도하 개발

어젠다(DDA) 등에 따른 개방의 가속화, 농촌의 초고령사회의 진입, 농업·농촌인구의 감소, 도시민

의 농촌자원 선호증가, 남북간 교류협력의 진전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

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제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충,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농촌의 도농상생·복합휴양공간으로의 개발 등이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그동안 관심

이 적었던 전통주를 포함한 식품산업의 육성과 R&D 활성화, 남북농업협력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은 우리 농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정연구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한층 더 분발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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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자의산실, 회기동골목

먹고, 자고, 마시고.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일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 아닐까? 혼자 사는

연구원 총각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리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할까 궁금하다. 자취, 하숙, 원룸, 오피스텔……. 다양한

주거문화가 존재하니 다양한 생활을 할 거라 상상이 된다. 1980년대 초, 근 30년 전, 홀로 살아가던

연구원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싱싱한 화제를 생산해 내곤 하 다. 지금은 다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사들로 성장해 있는 분들이지만 당시에는 연구원의 최전방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처지 다.

단언컨대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젊은 연구원들은 실장(당시 박사님들)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실

마다 이유도 달랐다. 그러나 체제와 윗사람에 대한 불만이 사회발전의 원동력 아니겠는가.

연구원 건너편 이발소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아직도 일반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올라갈수록

비탈이 심하고 연구원에서도 멀어지니 불리한 지리적 여건이다. 이 골목은 농업경제학계에서는

신림동 고시촌에 비견될 만한 명당(?) 자리이다. 여기를 거쳐 가지 않은 인사들은 고향이 서울이거나

연구원 인근에 기댈 언덕이 있던 형편 좋은 사람들이었다.

입사가 빠를수록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다. 1980년대 초 이 골목에 포진했던 인사들은 김

진수(동아대), 이동필, 오내원, 옥 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안성(전북대), 최세균, 허 구, 한

두봉(고려대), 또 골목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지만 전창곤, 이은우(울산대)도 있었다. 숫자는 줄었

지만 지금도 면면히 그 맥을 잇고 있으니 자랑스러운 골목이다.

원룸이니 오피스텔이니 하는 것은 없었고 하숙을 한다면 가히 부르주아 계층이었을 것이다. 다들

자취생활을 했다. 방 하나, 몸 하나 돌릴 수 있는 부엌, 안집과 같이 쓰는 화장실이 전부 다. 재수

가 좋거나 넉살이 좋아 안주인 잘 만나 연탄불 걱정을 안 하고 지내던 친구도 있었지만 근무 중에

연탄불을 갈러 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조금 게으르거나 불구멍을 잘못 맞춰 놓으면 늦은 시간

최 세 균

1981. 3.~, 現 국제농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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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서 번개탄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탄집게로 번개탄을 잡고 불을 붙이면 불꽃

놀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만 그녀석이 다시 연탄으로 옮겨가기까지는 시간과 열정이 필요했고

그만큼 불편도 컸다. 이래저래 구멍을 잘 맞춰 놔야 신세가 편했다. 10%만 열어 놓으면 열두 시간

은 갔던 것 같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꺼져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추위에 떨어야 했으니 연구

보다 어려운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분야다.

겨울이면 더운 물이 귀해 연구원 화장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다. 횟수가

늘어나면 세면대는 막히고, 누군지 짐작은 가지만 물증이 불충분하고, 결국 불특정 다수가 싫은

소릴 듣기도 하 다. 그런 친구들이 같은 층에 많이 분포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그 젊은이들

지금은 대부분 대머리가 되었는데 그땐 왜 그리 머리숱이 많아 말썽을 부렸나 모를 일이다).

내가 살던 집은 추위가 하도 기승을 부려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자도 냉기가 스며드는 곳이었다.

문제는 외풍이었다. 아랫목의 연탄불 기운이 도는 데는 뜨겁게 달궈지지만 대부분의 온돌은 신통치

않고 게다가 외풍이 셌다. 옷을 겹으로 입고 자도 냉기가 스며들어 새우보다 더한 거북잠을 자야

했다. 궁리 끝에 방안에 텐트를 쳤다. 여가 생활로 등산을 가끔 다닌 탓에 등산 장비로 마련해둔 게

있으니 조금의 수고면 되는 일이었다. 며칠 뒤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에너지 절약 공로로 내무

장관 표창을 받을만하다든가 등등. 얼마 뒤 연구원 고참 아가씨들이 집구경을 오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고조리 플러스 장(고춘복, 조성자, 이순애의 애칭이 고조리이고 장은 장월계). 집구경이

아니라 텐트구경이었다. 텐트 안에 들어앉을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도 어색하고(무슨

욕심에 다른 총각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으니) 해서 대충 둘러앉았다. 곧바로 나와 저녁 대접(?)을

했다. 정해놓고 먹는 밥집에 가서 동태찌게를 먹었던 것 같다. 물론 한 끼에 5인분의 몫을 지출했

으니 내겐 큰 출혈이었다.

얼마 뒤 나는 산동네에서 내려와 지금의 이도일식 뒷집 반지하에 입성하 다. 무어라 말로 표현

하기 어려운 편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중앙에 보일러가 있으니 연탄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보일러

가 고장 나도 반지하는 추운 줄 몰랐다.

잠자리는 그렇게 해결했고, 먹을거리도 비슷하게 처리했다. 가장 많은 것이 선불제 밥집. 미리

몇 만 원의 돈을 주고 먹을 때마다 지워 나가는 방식이다. 아침, 저녁 해결이 지금같이 쉬운 일이

아닌 시절이었다. 지금은 쌀이 풍년이듯 널려 있는 게 밥이지만 공짜 밥이란 귀하디귀한 시절이지

않았는가? 회식으로 대우 정육점 식당에서 삼겹살이면 최고 으니 말이다. 친절하고 밥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그 집으로 몰려들어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잦았으니 정겨운 점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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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희대 앞에 지금도 있는 교차로(당시는 길 건너

편에 위치)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 자주 찾던 집 가운데

하나다. 주로 아침밥을 먹던 곳으로 라면 아니면 김밥

둘 중 하나 다. 야근을 마친 경희대 간호사들도 자주

들렸으나 한 쌍의 인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

연구원과는 거리가 먼 곳인가 보다.

술은 빼놓을 수 없는 메뉴다. 비둘기 아침밥을 주던

친구들도 여럿이었다. 태백집인가 하는 어느 술집은

젊은 친구들이 단골로 몰려가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

셔댔다는 전설이 아직 남아있다(이름에서 풍기듯 그

집은 막걸리와 주모가 있었다고 함). 밤이 늦으면 자

취집 대문을 열어달라기 어려워 숙직실 신세를 지고

자 하는 경우가 생겼고, 수위 아저씨들은 정문을 열어주기 귀찮아했다. 결국 정문 앞 화단 위에서

잠을 잔 친구들도 있었다.

세월은 흐르고 모든 게 변했다. 당시의 나라살림이 어려웠듯 연구원들의 생활도 넉넉지 못했다.

그래도 낭만과 열정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농업·농촌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 많은

것을 걱정했던 때 다. 지금의 연구원들은 그 반대인 것 같지만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아니리

라. 다만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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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을꿈꾸는야구부

현재 연구원에는 야구부, 테니스부, 배드

민턴부, 탁구부, 체력단련회 등 다양한 스포

츠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 이

래 30년 동안 연구원과 맥을 같이 해 온 단체

는 야구부가 유일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야구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

하는 연구원 대표 운동모임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당시만 해도 국내 프로야구리그가 출범하기 이전이며, 고교야구가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던 때이다. 연구원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김수욱, 허정회, 김명환, 조명기, 이철현, 오치주 등 몇

몇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야구부를 창단하 다. 초기에는 우수직장리그에 참여하여 외환은행, 수출

입은행 등과 시합을 가졌는데 1980년에 3위에 오르는 등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 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 KDI, KIET, KIST, KORSTIC 등이 야구부를 창단함에 따라 1982년경부터는 홍릉연구단지리그

가 정식 출범하여 우리 연구원팀도 리그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전용구장이 없어서 KIST 구내 운동장, 구리의 예비군훈련장과 동대문상고 구장, 창동 한일

은행야구장,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성남 효성고등학교 운동장 등을 전전하면서 시합을 하 다. 또한

수송수단도 여의치 못해 무거운 야구 장비를 짊어지고 전철과 버스로 이동하는 등 경기를 하는 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초창기에는 선수가 많지 않아 9명 내지 10명으로 시합에 출전하는 일이 많았다. 시합 전에 항상

선수부족을 염려하면서 경기에 임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1980년대 중반 젊은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원에 들어오면서 야구단의 규모도 20명 가까이 늘어나 선수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 선수단이

최 지 현

1981. 1.~, 現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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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지면서 치어리더(?)들도 야구부를 위해 자진(?)하여 구성되는 등 야구부가 활성화되어 전성기

를 이루었다. 당시 모든 젊은 직원은 야구부에 참여 할 정도로 야구부가 활성화되어 야구부가 연구

원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이후 갖는 회식자리는

매우 화기애애하여 종종 기억할 만한 사건(?)을 낳기도 하 다.

야구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야구부가족행사를 연구원 잔디마당에서 개최

했다. 프로그램 내용이 알차고 재미있어 야구부 자녀들이 이 행사를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이처럼 연구원 야구부는 운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운동 외적인 부분에서도 연구원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하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야구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여 발전을 거듭했지만 1989

년대 말 홍릉연구단지 리그가 해체되면서 활동이 뜸해졌다. 야구팀의 노령화와 신입부원 충원의

부진 속에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동안 잠시 활동이 중단 되었다. 1994년 연구원 야구부 부활

을 위해 한두 차례 산업연구원 등과 친선경기를 가졌으나 거듭되는 선수부족으로 다시 1995년부

터 2002년까지 약 8년간 긴 휴면기간을 갖게 되었다.

2003년 연구원에 젊은 직원들이 충원되면서 야구부는 제2의 창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젊은 직원

들은 부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새롭게 유니폼을 제작하는 등 침체되었던 야구부를 부활시켜

연구원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05년까지는 자체 게임이나 인근 직장팀들과 친선게임을 갖는

형태로 팀을 정비하 다. 2006년에는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여하는 팀들과 15게임 이상을 가져 5할

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하 다.

2007년 4월에는 야구부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4월 13일에는 야구부 홈커밍데이를 개최하 다.

이날 10여 명의 OB회원이 참석하 는데 오전에는 성대구장에서 야구시합을 갖고 오후에는 바비큐파

티를 즐기며 지난 추억을 소재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OB회원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야구부가 아

직 건재하다는 사실에 매우 반기면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참석을 약속하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야구부는 2007년 9월까지 20게임 이상을 갖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주변에 실력을 갖춘 야구 동호인 몇 명을 입해 팀의 조직력과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야구부의 활성화는 직원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친목을 통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원 30년을 맞아 부활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야구부가

연구원의 제2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주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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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직무대행시겪은난제

나는 2005년 5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본의 아니게 4개월여 동안 원장 직무대행을 하 다. 보통

직무대행은 직무 수행자가 사정에 의해 궐위되었을 때 임시로 잠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4

개월 동안 비교적 장기간 직무대행을 한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즉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고, 개정 법률에 의해 통합된 연구회 이사회에서 원장

을 선임하고자 한 상태에서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법률 개정 후 원장 임용절차를 밟다

보니 복귀가 늦어졌다. 

원장 대행기간 중 발생한 연구원의 중요한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간 추진해 오던 농촌정보

문화센터의 설립을 마무리 하는 일이었다. 소장과 새로운 직원을 임용하고 사무실을 마련하 다.

그런데 소장과 직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팀장 등 경력 직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본원의 연구원 임용규정을 적용하자니 센터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본원의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낮추어 임용하 을 경우에는 추후 본원과의 인사교류

시 본원의 기존 직원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부들과 수차 논의

한 결과, 부설기관의 임용규정은 별도로 정하되 본원과 부설 센터 간의 인사이동은 제한하도록 관

련 규정을 개정하 다. 다만 기존의 연구원 규정에 의해 임용된 후 부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 다.

두 번째는 연구원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문제 다. 연구원의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당초 연구

원은 정부 중앙부처 및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과 함께 새로 건설되는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장도 수차례 그렇게 이야기 하 다. 그런데

허 길 행

1980. 4.~2005. 12.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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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4일자 동아일보에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이전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연구

원이 농업기반공사 및 식품연구원과 함께 농업기술군으로 묶어 보도되었다.

곧바로 연구원에 비상이 걸렸고 간부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여 즉시 행동으로 옮겨졌다.

연구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하여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총리실 등 관계관, 국회의원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등을 만나 중앙부처 및 다른 경제사회연구회소속 연구원들과 별도로

이전했을 때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행정복합도시로의 이전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 다.

또한 연구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관계기관과 언론기관에 문제점을 전달하고 성명을 발표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 다. 그러나 책임있는 답변은 듣지 못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공공

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을 기대해 봤지만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안이었다. 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차면담에서 현 상황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이전하더라도 행정복합도시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일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전 대상지역이 전북으로

지정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전지역이 전남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원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발표 전

날까지도 전북 이전이란 정보가 있었지만, 전남지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중간 과정에 정치적 차원

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이전기관의 교환이 있었다는 풍문도 있었으나 전라남도는 농도(農道)라는

명분 하에 초기부터 연구원이 전남에 이전되기를 희망하 고,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원의 전남 이전과 관련한 연구원 직원들의 반발은 매우 거셌다. ‘연구원의 행정복합도시로

이전을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정부 관련기관, 언론기관, 농민·시민단체 등에 보낼 을 준비

하고 총 71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일부 젊은 연구원들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미래를 생각

하는 모임’을 만들어 연구원 전남 이전을 반대하고 행정복합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내용의 전문

연구원의 나주 이전과 관련하여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 다. 

이전 문제가 연구원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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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 언론기관에 발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총리실 등에서 지방이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제기되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연구원 운 자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할 입장이

되지 못했다. 특히 사회적 분위기가 엄숙하여 176개 지방이전 대상기관 중 어느 하나도 반대 입장

을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리 연구원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대상기관 가운데 우리 연구원의 반항이 가장 거세다고 생각한다는

소문도 들렸다. 

연구원 직원들과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2회

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때 현재의 진행 상황과 대응책 및 한계 등을 설명하고, 개별행동을

자제하기를 당부하기도 하 다. 직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하 다.

연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연구원 이전문제는 외부의

보이지 않는 정치력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과 연구원의 정치력에 한계를 느끼

지만 아무쪼록 연구원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길 바라며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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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요 내 용

1978. 4. 1 ▶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족

○ 이사장 포함 15인 이내 이사 및 감사(비상근) 1인으로 이사회 구성

○ 조직은 이사장 겸 원장, 부원장, 연구실, 연구기획실, 전산실, 행정실

○ 직종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하고 각 직급은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조원과 1급관리원,

2급관리원, 3급관리원, 기능원으로 구분

○ 정원은 원·부원장 각 1명, 연구직 48명, 관리직 36명, 합계 86명(잡급직원 24명 별도)

1979. 1. 19 ○ 정원 87명을 109명으로 22명 증원

1980. 1. 17 ○ 정원 109명을 135명으로 26명 증원

1980. 12. 23 ○ 연구직 직급간 정원조정

1981. 2. 3 ○ 직종간 정원을 조정하여 연구직 10명을 증원

- 관리직 10명 감원 → 연구직 10명 증원

1982. 1. 19 ○ 정원 135명을 136명으로 1명 증원

1982. 4. 6 ○ 부원장제 폐지

○ 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제1연구위원으로 지정

1983. 1. 20 ○ 관리직 3명을 감원하고 연구직 3명 증원

1984. 3. 19 ○ 연구기획실장 직급을 수석연구원 또는 1급관리원 이상으로 조정

1985. 11. 27 ○ 행정실의 도서과를 분리, 자료실 신설(실장 2급관리원 이상)

○ 정원 136명을 149명으로 13명 증원

1986. 11. 27 ○ 정원 149명을 159명으로 10명 증원

1987. 9. 10 ○ 부원장 임기제 신설: 2년

1987. 11. 25 ○ 정원 159명을 163명으로 4명 증원

1988. 12. 19 ○ 전문직과 기능직 신설

○ 직급변경

- 연구직: 연구위원 → 수석연구위원, 수석연구원 →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신설), 연구조원 → 주임보조원과

연구보조원으로 분리

- 전문직(신설): 1급~4급전문원

- 관리직: 1급관리원 → 선임관리원, 1급관리원(신설)

- 기능원을 관리직에서 분리하여 기능직 신설

○ 잡급직원 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조직 및 기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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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1. 28 ○ 정원을 조정하여 연구보조원 5명을 감원하고 연구원 4명과 3급관리원 1명을 증원

1990. 6. 11 ○ 감사업무 및 홍보업무를 전담할 검사관리실, 홍보출판실 신설

1991. 2. 7 ○ 연구실 조직을 분야별로 하고 연구실장을 부연구위원 이상 연구직으로 보함

○ 연구사업의 관리운 에 있어 협의회 등 필요기구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 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기획실에 기획역 신설(1급관리원 또는 1급전문원), 행정실 관리과 신설

○ 직급간 정원 조정

- 4급전문원 4명 감하여 2급관리원 1명, 3급관리원 1명, 3급전문원 2명으로 직급 조정

- 1급전문원 1명을 복수직(1급전문원 또는 1급관리원)으로 조정

1991. 8. 14 ○ 1급관리원 직위에 선임관리원을 보할 수 있는 조항 신설

1992. 3. 25 ○ 이사장 겸 원장을 이사장과 원장으로 직무를 분리

○ 부원장 임기를 2년 단임 →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변경

1994. 3. 7 ○ 조직명칭 변경

- 연구실 → 연구부·실, 연구기획실 → 기획조정실, 검사관리실 → 감사실, 서무과 → 총무과

○ 기획조정실 업무분장에 따른 하부조직 신설

- 기획예산역, 연구관리역, 연구협력역

○ 원장이 부여하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역 신설

○ 주요 보직에 대한 직급을 조정

- 연구실장: 부연구위원이상 연구직 → 연구부장: 연구위원 이상, 연구실장: 부연구위원 이상

- 기획조정실장: 연구위원 이상 연구직, 기획예산역: 1급관리원 또는 1급전문원, 연구관리역: 부연구위원, 

연구협력역: 책임연구원 이상

- 감사실장: 1급관리원 → 선임관리원, 총무과장: 1급관리원

○ 복수직 1명(연구위원 또는 선임관리원)을 감하여 선임관리원으로 조정

1995. 3. 17 ○ 직급간 정원 조정으로 책임연구원 2명 감하여 수석연구위원 2명 증원

1995. 9. 27 ○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설치(기획평가실, 관리운 실)

○ 부설 센터 정원 10명 확보

1997. 2. 21 ○ 임원정수 조정: 당연직이사(수산청장) 감축

- 이사 13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포함) → 12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포함)

○ 정원조정(총 정원 198명)

- 연구직 직급간 정원조정(책임연구원 9명 및 연구보조원 3명 감하여, 부연구위원 12명 증원)

1998. 2. 19 ○ 자료실과 전산실을 통합하여 자료전산실 신설(실장: 1급 전문원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

○ 감사실을 폐지하고 검사역 신설(검사역 1급전문원 또는 1급관리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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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4. 6 ○ 수산업무의 해양수산부 이관에 따라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를 농림기술관리센터로 변경

1998. 5. 21 ○ 북한농업연구센터 신설

1998. 12. 31 ○ 자료전산실과 홍보출판실을 통합하여 정보관리실로 개편

○ 검사역 폐지, 행정실 관리과 폐지

1999. 3. 15 ○ 감독기관이 농림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 국무총리산하에 경제사회연구회 설립으로 이사회 통합

2000. 4. 1 ○ 연구부서를 농업관측센터, 농산업경제연구부, 농촌발전연구부, 국제농업연구실, 농정분석실로 개편

○ 정보관리실을 지식정보센터로 변경

2000. 12. 31 ○ 연구부서를 농업관측센터, 북한농업연구센터, 지식정보센터, 농산업경제연구부, 농촌발전연구부, 국제농업연구실,

산림경제연구실, 농정분석실로 개편

2001. 12. 28 ○ 지원부서 역에서 팀제도로 개편(연구관리역, 연구협력역 → 연구관리팀 경리과 → 관리회계팀)

○ 벤처농기업 창업보육센터 개소

2002. 6. 3 ○ 연구부서를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정연구센터, 산림정책연구실로 개편

- 자료정보지원실 신설 및 감사담당, 홍보담당 신설

2004. 2. 23 ○ 자료정보지원실 출판팀 → 여론정보팀

○ 기획조정실 연구성과관리팀 신설

2004. 12. 20 ○ 기획조정실 연구성과관리팀 및 연구관리팀 → 연구조정확산팀

2005. 3. 2 ○ 연구지원조직을 연구조정확산팀 → 연구조정평가팀, 여론정보팀을 폐지하고 M&L팀 신설, 

관리회계팀 → 재무회계팀으로 개편

2005. 4. 27 ○ 농촌정보문화센터 신설(관리운 팀, 정보문화팀, 혁신기획팀)

2006. 1. 20 ○ 연구부서를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업구조연구센터, 국제농업연구센터, 

산림정책연구실로 개편

- 기획조정실내 홍보출판팀 신설

- 기획조정실 M&L팀 → 혁신전략팀

2006. 8. 15 ○ 행정실내 시설관리팀 신설

2007. 1. 15 ○ 연구부서를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업구조연구센터, 국제농업연구센터, 

산림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로 개편

○ 연구부서내 팀제 폐지(농업관측정보센터 및 지원부서만 팀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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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대 성　명 재직기간 학　력 취임 전 경력

초대 김보현 1978. 3. 16~ 서울대 - 체신부 장관

2대 1984. 3. 15 법학과 - 농림부 장관

- 동신화학 사장

3대 김 진 1984. 3. 16~ 동아대 -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

4대 1990. 3. 1 농학박사 - 농수산부 농산차관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5대 허신행 1990. 3. 2~ 美 미네소타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993. 2. 26 농업 및 응용경제학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실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6대 정 일 1993. 4. 12~ 서울대 - 한국농업정책학회장

1996. 4. 11 경제학석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사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7대 박상우 1996. 4. 12~ 美 미네소타대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

1999. 4. 11 농업경제학박사 - 산림청 차장

- 농림수산부 차관

8대 강정일 1999. 5. 19~ 美 켄터키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경제연구부장

2002. 5. 19 농업경제학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9대 이정환 2002. 5. 19~ 日 북해도대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

2005. 5. 18 농업경제학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10대 최정섭 2005. 9. 29~ 美 위스콘신주립대 - 한국농업경제학회 상임이사

현재 농업경제학박사 -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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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대 성　명 재직기간 학　력 취임 전 경력

초대 김동희 1978. 3. 23~ 美 하와이대 - 농업경 연구소 소장

1982. 3. 15 농업경제학 박사 - 국립 농업경제연구소 소장

-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

2대 김 진 1983. 1. 24~ 동아대 -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

1984. 3. 15 농학 박사 - 농수산부 농산차관보

3대 성배 1984. 2. 21~ 美 미네소타대 - 서강대 경제학 부교수

4대 1989. 9. 9 농업경제학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경제실장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소장

5대 허신행 1989. 9. 10~ 美 미네소타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990. 3. 1 농업경제학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실장

6대 최양부 1990. 3. 14~ 美 미주리대 -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 농업연구사

7대 1993. 12. 22 농업경제학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경제실장

8대 강정일 1994. 1. 5~ 美 켄터키대 - FAO 한국협회 부회장

9대 1998. 1. 4 농업경제학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경제연구부장

10대 유철호 1998. 1. 5~ 美 캘리포니아대 - 한국축산업공동조사단 단원

1999. 8. 31 농업경제학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1 대 서종혁 1999. 9. 20~ 美 미주리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부장

2001. 1. 3 농업경제학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농림부장관 자문관

12대 이정환 2001. 1. 4 ~ 日 북해도 -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

2002. 5. 19 농업경제학 박사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3대 정명채 2002. 6. 1 ~ 獨 괴팅겐대 -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2003. 4. 30 농업경제학 박사 - 농어촌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부장

14대 허길행 2003. 5. 1 ~ 서울대 - 농업경 연구소 연구원

2005.10. 3 농업경제학 박사 - 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대 오세익 2005.10. 13~ 美 워싱턴주립대 - 대통령자문『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전문위원

2007. 6. 30 농업경제학 박사 - 대통령자문『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제1분과 위원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대 김정호 2007. 7. 1 ~ 日 교토대 - 대통령자문「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전문위원

현재 농업경제학 박사 - 한국축산경 학회 회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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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재임기간 취임 전 경력

박진환 1980. 5. 1 ~ 1980. 8. 28 - 농협대학장

이동배 1990. 12. 4 ~ 1994. 12. 3 - 수산청장

김태수 1994. 12. 5 ~ 1996. 3. 26 - 농림수산부 차관

- 한국식품연구원장

김성호 1996. 12. 6 ~ 1999. 12. 6 - 농수산부 지정과장

- 농수산부 정책연구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양부 2000. 9. 1 ~ 2003. 5. 18 -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 대통령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전문위원

최주천 2001. 3. 21 ~ 2002. 3. 20 - 美 미네소타대 농업경제학 교수

(해외자문역) - 美 E. R. S 농업경제 자문관

- 美 F. N. S 경제 자문관

권오율 2001. 3. 21 ~ 2002. 3. 20 - 호주 그리피스대 한국학 석좌교수

(해외자문역) - 캐나다 리자이나대 경 대학 교수

박상우 2001. 7. 22~ 2005. 5. 18 - 농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림청 차장

- 농림수산부 차관

강정일 2002. 7. 2 ~ 2005. 5. 18 -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 FAO 한국협회 부회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갑수 2003. 10. 15~ 2005. 5. 18 - 산업경제연구원 원장

- 농림부 장관

- 경제기획원 차관

진　념 2003. 10. 15~ 2005. 5. 18 - 재무부 차관

- 노동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Daniel A. Sumner 2006. 1. 1 ~ 2008. 9. 28 - 美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해외자문역) - 美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경제학 교수

- 美 캘리포니아대 농업센터장

최양부 2006. 9. 4~ 2008. 9. 28 -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 주 아르헨티나 대사

임상규 2008. 3. 2~ 2008. 9. 28 - 제56대 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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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임용자 명단

연　도 성　명

1978년 고찬욱, 고춘복, 김광수, 김광진, 김기성, 김동민, 김명식, 김명애, 김명환, 김병호, 김병호, 김상종, 김상준, 김상현, 

김수옥, 김애순, 김 섭, 김 숙, 김 식, 김정기, 김정부, 김정석, 김정순, 김지원, 김진우, 김　철, 김춘희, 김형모, 

김형모, 김홍대, 류경주, 문옥희, 문현창, 민상기, 박경미, 박명수, 박수일, 박종수, 박찬남, 박찬희, 박형삼, 방춘화, 

배 숙, 배정원, 서병준, 선주윤, 성배 , 손광순, 송재현, 신우재, 심경섭, 심현주, 안종례, 안창복, 오치주, 오호성, 

옥치목, 위 사, 유광남, 유남식, 윤여흥, 윤종선, 윤중덕, 윤한택, 이광원, 이동규, 이동수, 이부권, 이성복, 이수 , 

이순애, 이승래, 이 만, 이 희, 이용만, 이은선, 이의열, 이인철, 이점모, 이정용, 이철현, 임덕일, 임만수, 장덕귀, 

장문숙, 장월계, 장태섭, 장혜숙, 전유상, 정길자, 정명채, 정 수, 정예환, 정인걸, 조명기, 조 숙, 조정근, 주용재, 

주우일, 주재숙, 차성환, 최경구, 한정수, 현공남, 홍성종, 황미 , 황인정, 황호선

1979년 김광준, 김동일, 김명기, 김미란, 김병택, 김소희, 김윤미, 김종숙, 김진수, 김충실, 김한은, 문병만, 박호탁, 박홍윤, 

배기선, 백종희, 서종혁, 신봉주, 신 태, 심재웅, 유철인, 윤석원, 이두순, 이백훈, 이성복, 이증웅, 전봉현, 정기옥, 

정기환, 조동렬, 최수철, 최익수, 허정회

1980년 강현희, 곽병섭, 권태진, 김 주, 김 진, 김진환, 김태형, 김현순, 김형화, 김혜연, 박길자, 박문석, 박성균, 박용균, 

박종민, 반성환, 서의훈, 서일수, 송남의, 이동필, 이 기, 이은우, 이은진, 이장호, 장 차, 전일송, 정안성, 최연우, 

최정규, 한경자, 한옥란, 허희경, 황연수

1981년 강수기, 권화섭, 김명숙, 김숙향, 김 철, 김용우, 김은순, 김의숙, 김재완, 김재흥, 김종덕, 김진석, 김희숙, 남수현, 

박미화, 박형삼, 손용엽, 송진철, 신 심, 이광석, 이기숙, 이기중, 이상학, 이성재, 이수흥, 이용철, 이제 , 이종화, 

이형덕, 전도일, 정미숙, 정찬길, 조덕래, 최세균, 최순식, 최지현, 한명복, 허승임

1982년 감병주, 고재모, 권광식, 금동군, 김민남, 김봉구, 김　연, 김운근, 김종구, 김한구, 박현준, 안기옥, 오세익, 옥 수, 

유승우, 유재경, 이명섭, 이 석, 이홍열, 이화 , 전창곤, 정규선, 조성숙

1983년 강봉순, 김길은, 김성호, 김종채, 박성재, 백선기, 오내원, 윤여덕, 윤호섭, 장윤환, 주동완, 지성구, 최경환, 한두봉, 

허 구, 홍성혜

1984년 강희주, 김경량, 김병호, 김 숙, 김 진, 김태곤, 명광식, 박원도, 박　향, 성자경, 안미화, 유호일, 윤정옥, 이수림, 

이 대, 이윤생, 이정욱

1985년 강창용, 김용택, 박성쾌, 박연숙, 박 을, 김승섭, 어명근, 유철호, 이병기, 이재옥, 장 린, 정천환

1986년 기칠능, 김동민, 김동환, 김석현, 김정호, 김철민, 김호년, 박문호, 박석두, 배 미, 서보환, 성명환, 성한표, 이진환, 

장우환, 조경희, 조재환, 주흥진, 최주호, 한혜선, 허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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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성　명

1987년 강미자, 강수기, 김경덕, 김동익, 김명숙, 김병률, 김순덕, 김 훈, 김용님, 남수정, 박세권, 박시현, 서중일, 설광언, 

송 선, 심해선, 유미 , 윤종실, 이 희, 이재성, 전결여, 조원 , 허 장

1988년 강순모, 강정혁, 김원태, 김창길, 김한호, 김혜경, 박윤정, 이혜현, 이인희

1989년 권오복, 김명숙, 박동규, 이계임, 황의식

1990년 정혜선, 최윤

1991년 고재모, 김은정, 석현덕, 오치주, 이태경, 장철수

1992년 김기원, 김해열, 이명호

1993년 노 숙, 사공용, 이정금, 정민국

1994년 김미경, 김홍상, 박대식, 사공용, 신승열, 양승룡, 이일용, 이찬우, 이현정, 장철수, 조정란

1995년 류남렬, 박현태, 손형집, 유규종, 이규천, 이용선, 이인혜, 이태호, 임송수, 장남선, 정세희, 조태희, 최윤국

1996년 김경필, 김동원, 김병철, 김선경, 김용렬, 박상우, 신봉철, 이건희, 이현수

1997년 구세익, 김연중, 김윤식, 김태훈, 문순철, 박기환, 박병오, 박준기, 박현준, 송미령, 유 찬, 정은미, 정정길, 한천희

1999년 김종선, 성진석, 안병일, 전형진, 정미경

2000년 전상곤, 전익수, 지인배, 한근수, 한우석

2001년 김성우, 김수석, 김윤형, 민경택, 박형묵, 서대석, 서정필, 한석호

2002년 성주인, 이병훈, 정학균, 허주녕

2003년 강명환, 강연욱, 구기보, 김배성, 김태연, 박재홍, 송주호, 홍승지

2004년 강혜정, 김홍원, 마상진, 맹자경, 신용광, 이상민, 이정현, 조성열

2005년 강민혜, 김 생, 박지윤, 서성천, 유정인, 유혜 , 이경미, 정호근, 조규대

2006년 국승용, 김민철, 김성훈, 우병준, 원동환, 이대섭, 조 수, 주형돈, 황윤재

2007년 최병옥, 김정섭, 이명기, 김재왕, 조경익, 신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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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최초 입원일 비 고

원 　 　 장 최정섭 2005. 9. 29 본 　 　 원

선임연구위원 권태진 1980. 3. 3 본 　 　 원

〃 김명환 1989. 1. 4 〃

〃 김용택 1985. 1. 1 〃

〃 김정호 1986. 3. 15 〃

〃 박동규 1989. 10. 5 〃

〃 박성재 1983. 6. 1 〃

〃 신동헌 2007. 7. 16 농촌정보문화센터

〃 어명근 1985. 1. 1 본 　 　 원

〃 오내원 1983. 6. 1 〃

〃 오세익 1982. 7. 1 〃

〃 이규천 1995. 9. 1 농림기술관리센터

〃 이동필 1980. 6. 1 본 　 　 원

〃 최세균 1981. 3. 2 〃

〃 최지현 1981. 12. 10 〃

연구위원 강창용 1985. 4. 1 본 　 　 원

〃 권오복 1989. 4. 17 〃

〃 김경덕 1987. 1. 19 〃

〃 김병률 1987. 1. 19 〃

〃 김연중 1997. 7. 1 〃

〃 김 훈 1987. 1. 19 〃

〃 김창길 1988. 9. 2 〃

〃 김태곤 1984. 3. 10 〃

〃 김홍상 1994. 7. 1 〃

〃 박대식 1994. 7. 1 〃

〃 박문호 1986. 1. 1 〃

〃 박석두 1986. 1. 15 〃

〃 박시현 1987. 1. 19 〃

〃 박현태 1995. 9. 1 〃

〃 석현덕 1991. 10. 1 〃

〃 성명환 1986. 1. 15 〃

〃 송미령 1997. 7. 1 〃

〃 송주호 2003. 11. 1 〃

〃 이계임 1989. 4. 17 〃

〃 이용선 1995. 9. 1 〃

〃 장철수 1994. 7. 1 〃

〃 전창곤 1982. 3. 1 〃

직 급 성　명 최초 입원일 비 고

연구위원 정민국 1993. 5. 1 본 　 　 원

〃 정인걸 1978. 4. 1 〃

〃 정정길 1997. 7. 1 중국사무소

〃 조명기 1978. 4. 1 본 　 　 원

〃 최경환 1983. 6. 1 〃

〃 허　덕 1986. 1. 1 〃

〃 허　장 1987. 1. 19 〃

〃 황의식 1989. 4. 25 〃

부연구위원 김경필 1996. 3. 11 본 　 　 원

〃 김동원 1996. 10. 16 〃

〃 김배성 2003. 2. 1 〃

〃 김수석 2001. 4. 1 〃

〃 김용렬 1996. 3. 11 〃

〃 김철민 1986. 3. 15 〃

〃 김태훈 1997. 1. 1 〃

〃 김형모 1978. 4. 1 농림기술관리센터

〃 마상진 2004. 12. 1 본 　 　 원

〃 박기환 1997. 1. 1 〃

〃 박준기 1997. 1. 1 〃

〃 신용광 2004. 5. 1 〃

〃 이대섭 2006. 8. 15 〃

〃 이상민 2004. 5. 1 〃

〃 장승동 2005. 4. 15 농림기술관리센터

〃 정은미 1997. 1. 1 본 　 　 원

〃 조태희 1995. 8. 8 〃

전문연구원 국승용 2006. 8. 15 본 　 　 원

〃 김광선 2008. 2. 1 〃

〃 김상호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 김성우 2001. 4. 1 유 　 　 학

〃 김성훈 2006. 9. 1 본 　 　 원

〃 김윤형 2001. 4. 1 유 　 　 학

〃 김정섭 2007. 3. 1 본 　 　 원

〃 김종선 1999. 6. 1 유 　 　 학

〃 류 섭 2005. 4. 15 농림기술관리센터

〃 민경택 2001. 4. 1 유 　 　 학

〃 서대석 2001. 4. 1 〃

〃 서성천 2005. 1. 1 본 　 　 원

〃 서형석 2005. 4. 15 농림기술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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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최초 입원일 비 고

전문연구원 성주인 2002. 6. 1 본 　 　 원

〃 신봉철 1996. 7. 1 농림기술관리센터

〃 신완식 2005. 4. 15 〃

〃 연규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 우병준 2006. 2. 15 본 　 　 원

〃 이금선 2005. 7. 1 농림기술관리센터

〃 이명기 2007. 3. 1 본 　 　 원

〃 이병훈 2002. 6. 1 유 　 　 학

〃 전상곤 2000. 5. 1 〃

〃 전익수 2000. 5. 1 〃

〃 전형진 1999. 6. 1 본 　 　 원

〃 정학균 2002. 6. 1 〃

〃 정호근 2005. 2. 1 〃

〃 조 수 2006. 8. 15 〃

〃 지인배 2000. 5. 1 유 　 　 학

〃 채광석 2008. 2. 1 본 　 　 원

〃 최병옥 2007. 3. 1 〃

〃 최양석 2005. 7. 1 농림기술관리센터

〃 한근수 2000. 5. 1 본 　 　 원

〃 한석호 2001. 4. 1 유 　 　 학

〃 한재환 2008. 2. 1 본 　 　 원

〃 허 구 1983. 8. 10 〃

〃 허주녕 2002. 6. 1 〃

〃 황승재 2005. 7. 1 농림기술관리센터

〃 황윤재 2006. 8. 15 본 　 　 원

연구원 김성일 2006. 3. 15 농림기술관리센터

〃 김현중 2008. 1. 1 본 　 　 원

〃 김홍원 2004. 5. 1 〃

〃 박미성 2008. 1. 1 〃

〃 유정인 2005. 2. 1 〃

〃 이용호 2008. 1. 1 〃

〃 최국현 2006. 3. 15 농림기술관리센터

〃 최 운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 한혜성 2008. 1. 1 본 　 　 원

초청전문연구원 김재환 2003. 2. 1 본 　 　 원

〃 박주 2003. 2. 1 〃

〃 송성환 2004. 2. 1 〃

〃 이형우 2004. 2. 1 〃

직 급 성　명 최초 입원일 비 고

초청연구원 권인혜 2008. 2. 1 본 　 　 원

〃 김동훈 2008. 2. 1 〃

〃 김수림 2007. 3. 1 〃

〃 김 단 2007. 9. 1 〃

〃 김원태 2006. 2. 15 〃

〃 김재한 2006. 2. 15 〃

〃 김창호 2007. 9. 1 〃

〃 박 구 2005. 7. 1 〃

〃 승준호 2008. 2. 1 〃

〃 신유선 2007. 9. 1 〃

〃 유찬희 2007. 3. 1 〃

〃 윤종열 2006. 2. 15 〃

〃 윤형현 2008. 2. 1 〃

〃 이웅연 2007. 9. 1 〃

〃 이정민 2006. 8. 15 〃

〃 장정경 2006. 8. 15 〃

〃 조용원 2006. 8. 15 〃

〃 주현정 2007. 3. 1 〃

〃 채상현 2007. 3. 1 〃

〃 천인석 2007. 9. 1 〃

〃 최경은 2006. 8. 15 〃

〃 최익창 2006. 8. 15 〃

선임관리원 강학원 2006. 10. 1 농림기술관리센터

〃 김광진 1978. 4. 1 본 　 　 원

〃 김재왕 2007.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 옥치목 1978. 5. 1 본 　 　 원

1급관리원 김병철 1996. 1. 25 본 　 　 원

〃 박형삼 1981. 9. 3 농림기술관리센터

〃 송진철 1981. 11. 26 본 　 　 원

〃 심긍섭 1985. 1. 1 〃

〃 전일송 1980. 4. 2 〃

〃 한천희 1997. 4. 1 〃

2급관리원 김 섭 1978. 11. 21 본 　 　 원

〃 박　을 1985. 1. 1 농림기술관리센터

〃 서정필 2001. 4. 1 본 　 　 원

〃 성진석 1999. 1. 16 〃

〃 유 찬 1997. 9. 5 농림기술관리센터

〃 한우석 2000. 5. 1 본 　 　 원

〃 허상성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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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최초 입원일 비 고

3급관리원 강명환 2003. 5. 1 본 　 　 원

〃 김민철 2006. 2. 15 〃

〃 맹자경 2004. 12. 1 〃

〃 원동환 2006. 9. 1 〃

〃 유혜 2005. 2. 1 〃

〃 이선호 2006.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 이정현 2004. 12. 15 본 　 　 원

〃 주형돈 2006. 9. 1 〃

2급전문원 김귀 2006.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 박금연 2006. 7. 1 〃

〃 정재현 2006. 7. 1 〃

〃 조경익 2007. 7. 1 〃 　 　 　 　 　

3급전문원 김태근 2006.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 손 미 2006. 7. 1 〃

〃 이인아 2006. 7. 1 〃 　 　 　 　 　

책임연구조원 김명숙 1987. 2. 19 본 　 　 원

책임기능원 윤여흥 1978. 4. 1 농림기술관리센터

〃 주흥진 1986. 8. 12 본 　 　 원

주임연구조원 김선경 1996. 6. 1 본 　 　 원

주임행정조원 김은정 1991. 2. 13 〃

주임연구조원 노 숙 1993. 4. 2 〃

주임기능원 류남렬 1995. 3. 1 본 　 　 원

〃 박현준 1997. 4. 15 〃

행정조원 강민혜 2005. 10. 1 〃

연구조원 문 미 2006. 3. 15 농림기술관리센터

〃 박지윤 2005. 2. 1 본 　 　 원

〃 이경미 2005. 2. 1 〃

〃 이정연 2008. 1. 1 〃

기능원 조안철 2007. 12. 15 〃

연구조원 한경숙 2006. 3. 15 농림기술관리센터

〃 한귀덕 2005. 4. 15 〃 　 　 　 　 　

상근위촉연구원 김준현 2006. 1. 23 농림기술관리센터

〃 신호성 2005. 11. 14 농촌정보문화센터

상근위촉연구조원 곽민아 2005. 9. 5 〃

〃 남숙경 2002. 9. 2 본 　 　 원

직 급 성　명 최초 입원일 비 고

상근위촉연구조원 박혜진 2002. 9. 16 본 　 　 원

〃 서은희 1999. 7. 1 〃

〃 원지연 2001. 3. 8 〃

〃 윤경진 2002. 5. 2 〃

〃 이은혁 2002. 3. 11 농림기술관리센터

〃 이인숙 2001. 3. 15 본 　 　 원

〃 이정민 2002. 9. 2 농림기술관리센터

〃 전형주 2000. 10. 2 본 　 　 원

상근위촉행정조원 박시현 2005. 7. 1 농촌정보문화센터

〃 윤　옥 2005. 9. 5 〃

상근위촉기능원 이성규 1999. 1. 1 본 　 　 원

〃 조성자 1999. 1. 1 〃

위촉전문연구원 김현태 2008. 2. 1 농림기술관리센터　

위촉연구원 강민구 2008. 2. 1 본 　 　 원

〃 김연수 2007. 5. 21 〃

〃 김정승 2008. 3. 3 〃

〃 김진년 2007. 3. 21 〃

〃 김태연 2008. 2. 1 농림기술관리센터

〃 김현근 2008. 3. 3 본 　 　 원

〃 박상미 2007. 10. 17 〃

〃 안명옥 2007. 7. 13 〃

〃 윤선희 2007. 1. 15 〃

〃 이문호 2006. 9. 19 〃

〃 이상건 2007. 1. 15 〃

〃 이상호 2008. 2. 1 농림기술관리센터

〃 이한길 2008. 2. 1 〃

〃 한민우 2007. 7. 16 〃

〃 함민석 2007. 8. 16 〃

〃 허재욱 2008. 2. 1 〃

〃 허정회 2008. 3. 3 〃

위촉연구조원 강정현 2007. 3. 12 본 　 　 원

〃 김명은 2007. 10. 15 농림기술관리센터

〃 윤미희 2006. 5. 1 〃

〃 최의 2007. 7. 2 본 　 　 원

〃 황바울 2008. 2. 1 농림기술관리센터

〃 황제연 2007. 3. 15 〃

위촉2급전문원 임노규 2008. 2. 1 농촌정보문화센터

위촉기능원 정예환 2008. 1. 2 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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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명단

퇴직년도 성　명 재 직 기 간 퇴직시 부서 / 현재

1978 김명애 1978. 4. 1 ~ 1978. 8. 21 장기전망연구실

김병호 1978. 5. 1 ~ 1978. 5. 26 행정실

김상현 1978. 4. 1 ~ 1978. 9. 24 행정실

박경미 1978. 4. 1 ~ 1978. 10. 10 연구기획실

박종수 1978. 4. 6 ~ 1978. 9. 21 행정실

박형삼 1978. 4. 1 ~ 1978. 11. 21 행정실

안창복 1978. 4. 17 ~ 1978. 11. 9 전산실

위 사 1978. 4. 1 ~ 1978. 10. 3 농촌개발연구실

윤한택 1978. 6. 12 ~ 1978. 9. 21 장기전망연구실

이상원 1978. 4. 21 ~ 1978. 5. 26 농정연구센터

이의열 1978. 5. 1 ~ 1978. 6.30 식량정책연구실

조정근 1978. 4. 1 ~ 1978. 6. 27 장기전망연구실

황미 1978. 4. 1 ~ 1978. 6.30 행정실

1979 김광숙 1978. 6. 1 ~ 1979. 4. 7 연구기획실

김동민 1978. 4. 4 ~ 1979. 3. 4 생산경제연구실

김춘희 1978. 9. 18 ~ 1979. 4. 7 연구기획실

김홍대 1978. 4. 1 ~ 1979. 1. 23 전산실

문현상 1978. 5. 15 ~ 1979. 5. 15 전산실

박찬희 1978. 4. 1 ~ 1979. 4. 12 행정실

백기선 1979. 5. 1 ~ 1979. 12. 29 장기전망연구실

유경주 1978. 4. 1 ~ 1979. 2. 19 식량경제연구실

이승래 1978. 5. 1 ~ 1979. 4. 17 가격정책 및 축산연구실/부경대 교수

전유상 1978. 4. 1 ~ 1979. 4. 21 장기전망연구실

정 수 1978. 5. 15 ~ 1979. 4. 6 행정실

차성환 1979. 4. 14 ~ 1979. 5. 1 연구기획실

최경구 1978. 9. 12 ~ 1979. 3. 13 농촌개발연구실

1980 김명식 1978. 4. 1 ~ 1980. 5. 12 행정실

김병호 1978. 4. 1 ~ 1980. 4. 28 행정실

김상종 1978. 4. 1 ~ 1980. 3. 6 농업유통연구실/동국대 교수

김상준 1978. 10. 11 ~ 1980. 9. 16 행정실/농협대학 교수

김애순 1978. 10. 11 ~ 1980. 3. 15 연구기획실

김 숙 1978. 4. 1 ~ 1980. 8. 21 전산실

김윤미 1979. 1. 25 ~ 1980. 9.20 행정실

김진우 1978. 4. 1 ~ 1980. 12. 31 행정실

김학은 1979. 7. 16 ~ 1980. 3. 1 농업금융연구실

김현순 1980. 4. 10 ~ 1980. 5. 31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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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 성　명 재 직 기 간 퇴직시 부서 / 현재

1980 김형모 1978. 5. 1 ~ 1980. 9. 4 농촌개발연구실/목포대 교수

문옥희 1978. 10. 24 ~ 1980. 12. 26 행정실

박병수 1978. 4. 17 ~ 1980. 9. 16 행정실/농수산물유통공사

박수일 1978. 5. 1 ~ 1980. 7. 19 농촌사회연구실/인사이트리서치

박용균 1980. 5. 1 ~ 1980. 9. 5 행정실

박진환 1980. 5. 1 ~ 1980. 8. 28 고문실

방춘화 1978. 4. 1 ~ 1980. 12.20 행정실

신봉주 1979. 7. 11 ~ 1980. 1. 31 농산물무역연구실

신우재 1978. 4. 14 ~ 1980. 11. 17 연구기획실

심경섭 1978. 4. 1 ~ 1980. 4. 7 행정실

이동규 1978. 4. 1 ~ 1980. 10. 15 연구기획실

이부권 1978. 11. 1 ~ 1980. 4.30 전산실

장문숙 1978. 4. 1 ~ 1980. 9. 17 농업유통연구실

장혜숙 1978. 4. 1 ~ 1980. 8. 4 장기전망연구실

조 숙 1978. 4. 1 ~ 1980. 12. 31 연구기획실

주재숙 1978. 4. 1 ~ 1980. 1. 5 전산실

최수철 1979. 8. 20 ~ 1980. 9. 8 수산경제연구실

1981 강호성 1978. 4. 1 ~ 1981. 10. 3 전산실

김광준 1979. 12. 10 ~ 1981. 4. 3 연구기획실

김동일 1979. 7. 11 ~ 1981. 4. 3 농촌사회연구실/이화여대 교수

김명국 1981. 4. 1 ~ 1981. 8. 25 농정여론조사실

김소희 1979. 1. 15 ~ 1981. 5. 19 농업부문연구실

김혜연 1980. 1. 4 ~ 1981. 1. 29 농산물무역연구실

반성환 1980. 1. 17 ~ 1981. 12. 31 연구실/서울대 명예교수

서의훈 1980. 4. 2 ~ 1981. 2. 28 전산실

서일수 1980. 9. 1 ~ 1981. 12. 31 농가경제연구실

손용엽 1981. 3. 2 ~ 1981. 7. 29 농정여론조사실

송재현 1978. 4. 1 ~ 1981. 6. 17 행정실

오호성 1978. 4. 1 ~ 1981. 3. 17 자원경제연구실/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은진 1980. 9. 25 ~ 1981. 12. 8 농촌사회연구실

임덕일 1978. 9. 13 ~ 1981. 12. 7 수산개발연구실

최연우 1980. 7. 1 ~ 1981. 10. 1 농정여론조사실/한겨레신문

한정수 1978. 9. 18 ~ 1981. 4.30 연구기획실

황인정 1978. 7. 1 ~ 1981. 10. 1 연구기획실

1982 곽병섭 1980. 10. 2 ~ 1982. 10. 1 재정금융연구실

구천서 1978. 4. 1 ~ 1982. 3. 12 식량경제연구실/세계식생활문화연구원

권화섭 1981. 10. 12 ~ 1982. 6. 7 농정여론조사실/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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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김 식 1978. 4. 12 ~ 1982. 3. 16 농업부문연구실

김 철 1981. 7. 21 ~ 1982. 3. 16 자원경제연구실/건국대 명예교수

김의숙 1981. 4. 1 ~ 1982. 6. 4 농촌사회연구실

김종덕 1981. 11. 1 ~ 1982. 2. 23 사회개발실

김지원 1978. 4. 1 ~ 1982. 7. 27 행정실

김진환 1980. 12. 26 ~ 1982. 5. 19 행정실

김태명 1980. 9. 25 ~ 1982. 8. 31 농업구조연구실

남수현 1981. 3. 2 ~ 1982. 1. 1 연구실

박미화 1981. 2. 10 ~ 1982. 1. 22 전산실

심재웅 1979. 1. 15 ~ 1982. 7. 16 농촌사회연구실

양채숙 1979. 1. 4 ~ 1982. 11. 16 농촌사회연구실

이백훈 1979. 9. 20 ~ 1982. 3. 31 농정연구실/건국대 교수

이용철 1981. 9. 1 ~ 1982. 10. 22 행정실

이은선 1978. 4. 1 ~ 1982. 5. 28 연구기획실

이종화 1981. 3. 2 ~ 1982. 12. 6 연구실/고려대 교수

정길자 1978. 4. 1 ~ 1982. 7. 27 제4연구위원실

최숙자 1979. 1. 4 ~ 1982. 10. 22 농업유통연구실

최순식 1981. 4. 20 ~ 1982. 1. 25 전산실

최익수 1979. 4. 2 ~ 1982. 2. 2 농정여론조사실

허승임 1981. 2. 10 ~ 1982. 1. 22 전산실

허정희 1979. 1. 15 ~ 1982. 6. 2 농촌사회연구실

1983 강병주 1982. 3. 2 ~ 1983. 9. 2 농촌개발연구실

강수기 1981. 7. 15 ~ 1983. 8. 4 지역경제실/전북생물산업진흥원

고재모 1982. 1. 25 ~ 1983. 1. 26 국제농업연구부/협성대 교수

권광식 1982. 9. 10 ~ 1983. 5. 6 농업유통연구실/성균관대 교수

김명기 1979. 1. 5 ~ 1983. 12. 27 행정실

김봉구 1982. 3. 1 ~ 1983. 3. 4 자원경제연구실/고려대 교수

김재완 1981. 10. 15 ~ 1983. 8. 10 초청연구실

김충실 1979. 1. 15 ~ 1983. 5. 16 식량경제연구실/경북대 교수

김한구 1982. 3. 1 ~ 1983. 3. 17 농촌사회연구실/한양대 교수

서병준 1978. 4. 1 ~ 1983. 5. 16 행정실

여 부 1982. 5. 12 ~ 1983. 3. 17 농촌사회연구실

이상학 1981. 7. 20 ~ 1983. 8. 9 생산경제연구실/부산대 교수

이성재 1981. 7. 1 ~ 1983. 7. 6 전산실

이 기 1980. 3. 3 ~ 1983. 2. 15 식량경제연구실/동아대 교수

이재 1981. 3. 23 ~ 1983. 4. 4 연구기획실

이형덕 1981. 4. 1 ~ 1983. 7.30 농촌사회연구실

정찬길 1981. 4. 20 ~ 1983. 11. 19 농업유통연구실/건국대 명예교수

한경자 1980. 12. 26 ~ 1983. 5. 6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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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금동군 1982. 7. 1 ~ 1984. 11. 6 농정여론실

김경량 1984. 2. 24 ~ 1984. 4. 23 국제농업연구부/강원대 교수

김민남 1982. 5. 3 ~ 1984. 9. 4 농정여론실/동아대 교수

김병택 1979. 1. 15 ~ 1984. 5. 26 가격정책 및 축산연구실

김숙향 1981. 4. 6 ~ 1984. 1. 9 연구기획실

김용우 1981. 7. 21 ~ 1984. 2. 16 행정실

김정순 1978. 4. 1 ~ 1984. 4. 17 부원장실

김희숙 1981. 5. 15 ~ 1984. 9. 18 행정실

박홍윤 1979. 3. 26 ~ 1984. 3. 17 전산실

배 숙 1978. 4. 1 ~ 1984. 4. 19 원장실

선주윤 1978. 8. 10 ~ 1984. 1. 16 행정실

안종례 1978. 4. 1 ~ 1984. 4. 6 농업자재연구실

유철인 1979. 1. 15 ~ 1984. 8. 6 농촌사회연구실/제주대 교수

이성복 1979. 1. 5 ~ 1984. 6. 7 농촌개발연구실

이 희 1978. 4. 1 ~ 1984. 6. 23 생산경제연구실

이은우 1983. 6. 9 ~ 1984. 3. 21 축산개발연구실/울산대 교수

장태섭 1978. 5. 10 ~ 1984. 5. 10 원장실

장 희 1984. 1. 26 ~ 1984. 5. 28 행정실

전도일 1981. 5. 12 ~ 1984. 6.30 새마을운동본부 파견

정기옥 1979. 5. 7 ~ 1984. 9. 18 연구기획실

정덕귀 1978. 4. 1 ~ 1984. 4. 4 정책연구실

한명복 1981. 5. 26 ~ 1984. 4. 3 행정실

황호선 1978. 11. 6 ~ 1984. 5. 7 행정실

1985 강봉순 1983. 2. 22 ~ 1985. 8. 13 지역농업연구실

강희주 1984. 4. 6 ~ 1985. 2. 25 농업자재연구실

김수옥 1978. 5. 1 ~ 1985. 7. 31 농촌개발연구실

김형화 1980. 4. 7 ~ 1985. 3. 5 축산개발연구실/건국대 명예교수

윤여덕 1983. 7. 5 ~ 1985. 3. 5 농촌사회실/서강대 교수

윤정옥 1984. 7. 2 ~ 1985. 7. 27 자료정보지원실

이광석 1981. 12. 12 ~ 1985. 2. 21 자원경제연구실/성균관대 교수

이동수 1978. 4. 1 ~ 1985. 4. 9 행정실

이윤생 1984. 4. 24 ~ 1985. 6. 17 행정실

조성숙 1982. 10. 25 ~ 1985. 7. 1 부원장실

주동완 1983. 8. 10 ~ 1985. 3. 11 농촌사회연구실

주용재 1978. 4. 17 ~ 1985. 9. 5 식량경제연구실/단국대 교수

한정환 1984. 9. 27 ~ 1985. 7. 1 축산개발실

황연수 1980. 4. 22 ~ 1985. 3. 4 농업정책실/동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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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김종채 1983. 7. 7 ~ 1986. 3. 8 사회개발실

배정원 1978. 4. 1 ~ 1986. 11. 4 원장실

심현주 1978. 4. 1 ~ 1986. 5. 17 행정실

주우일 1978. 7. 20 ~ 1986. 9. 2 수산경제실

최정규 1980. 12. 30 ~ 1986. 7. 16 행정실

한옥란 1980. 10. 21 ~ 1986. 10. 21 전산실

허희경 1980. 10. 2 ~ 1986. 4. 2 자원 및 생산연구위원실

1987 김병호 1984. 1. 21 ~ 1987. 3. 5 전산실

김인순 1985. 1. 1 ~ 1987. 2. 21 농업자재실

김　철 1978. 4. 6 ~ 1987. 1. 5 행정실

성한표 1986. 1. 24 ~ 1987. 12. 7 농업사연구실

안미화 1984. 4. 9 ~ 1987. 2. 9 식량경제실

이기숙 1981. 2. 12 ~ 1987. 5. 18 수산경제실

이용만 1978. 8. 3 ~ 1987. 3. 2 농촌계획전담반/전주대 교수

이정용 1978. 4. 1 ~ 1987. 3. 6 축산개발실

이진환 1986. 7. 24 ~ 1987. 5. 25 농촌계획전담반

이홍렬 1982. 7. 1 ~ 1987. 4. 3 농촌사회실

전결여 1987. 1. 19 ~ 1987. 11. 3 연구기획실

정철모 1983. 9. 8 ~ 1987. 3. 2 농촌계획전담반/전주대 교수

하현철 1985. 4. 1 ~ 1987. 4. 16 농업정책실

현공남 1978. 4. 1 ~ 1987. 3. 3 유통경제실/제주대 교수

홍성혜 1983. 4. 4 ~ 1987. 8. 22 농업금융실

1988 김 숙 1984. 4. 24 ~ 1988. 8. 29 농업부문실

명광식 1983. 7. 30 ~ 1988. 3. 5 식량경제연구실/중앙대 교수

박　향 1984. 1. 17 ~ 1988. 1. 18 연구기획실

박현준 1982. 8. 19 ~ 1988. 11. 18 행정실

서중일 1987. 1. 12 ~ 1988. 2. 19 유통실

선종숙 1987. 3. 9 ~ 1988. 3. 31 21세기농정기획반

양정묵 1987. 1. 19 ~ 1988. 3. 4 지역계획반

오주환 1987. 3. 9 ~ 1988. 3. 31 지역계획반

유재경 1982. 1. 1 ~ 1988. 7. 18 전산실

윤석원 1979. 1. 15 ~ 1988. 2. 10 식량경제연구실/중앙대 교수

이기중 1981. 2. 10 ~ 1988. 1. 16 농정연구실

이노동 1986. 8. 4 ~ 1988. 10. 11 농촌환경실

이수림 1984. 6. 26 ~ 1988. 1. 23 농촌사회실

이수홍 1981. 11. 1 ~ 1988. 12. 16 농업유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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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1978. 5. 1 ~ 1988. 10. 26 농업자재실/경상대 교수

이인철 1978. 5. 1 ~ 1988. 4. 6 농정여론실

이정욱 1984. 3. 29 ~ 1988. 10. 5 전산실

장윤환 1983. 4. 1 ~ 1988. 1. 16 연구기획실

최태동 1987. 1. 19 ~ 1988. 11. 14 지역경제실/한국식품연구원

1989 기칠능 1986. 1. 18 ~ 1989. 5. 16 농업재정실

김미란 1979. 4. 20 ~ 1989. 10. 16 유통경제실

김원태 1988. 2. 20 ~ 1989. 4. 15 국제농업실

송해안 1987. 3. 5 ~ 1989. 3. 31 지역계획반/전주대 교수

안성옥 1988. 4. 15 ~ 1989. 3. 1 전산실

윤종실 1987. 2. 25 ~ 1989. 1. 13 생산경제연구실

정미숙 1981. 5. 15 ~ 1989. 3. 7 행정실

1990 강순모 1988. 3. 2 ~ 1990. 6. 16 전산실

김길은 1983. 5. 6 ~ 1990. 5. 16 행정실

김용님 1987. 5. 21 ~ 1990. 3. 5 전산실

김진수 1979. 1. 15 ~ 1990. 3. 17 식량경제실/동아대 교수

박세권 1987. 3. 23 ~ 1990. 3. 1 전산실/중앙대 교수

박윤정 1988. 2. 8 ~ 1990. 3. 16 편집실

배 미 1986. 4. 21 ~ 1990. 2. 16 농촌사회복지실

조경희 1986. 9. 1 ~ 1990. 9. 7 행정실

황 이 1978. 10. 16 ~ 1990. 2. 7 지역경제실

1991 김종구 1982. 6. 21 ~ 1991. 5. 2 행정실

서보환 1986. 1. 27 ~ 1991. 6. 26 전산실/유한대학 교수

신 심 1981. 1. 10 ~ 1991. 4. 16 검사관리실

정규선 1982. 9. 16 ~ 1991. 6.30 사회복지실

조원 1987. 2. 25 ~ 1991. 4. 17 전산실

1992 김동익 1987. 2. 14 ~ 1992. 6.30 검사관리실

김진석 1981. 3. 2 ~ 1992. 3. 1 유통경제실/경상대 교수

설광언 1987. 5. 11 ~ 1992. 10. 15 동향분석실/KDI 부원장

이순애 1978. 4. 1 ~ 1992. 2. 17 국제농업실/공인중개사

장　린 1985. 7. 29 ~ 1992. 9. 16 자료실

1993 김　현 1984. 7. 1 ~ 1993. 9. 16 자료실

남수정 1987. 4. 8 ~ 1993. 3. 16 전산실

백종희 1979. 1. 15 ~ 1993. 10. 13 축산경제실/한경대 교수

송 신 1987. 1. 5 ~ 1993. 4. 19 농촌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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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심해선 1993. 5. 27 ~ 1993. 8.30 자료실

안기옥 1982. 9. 1 ~ 1993. 5. 17 식량경제실

윤원근 1986. 1. 1 ~ 1993. 4. 27 농촌개발실/협성대 교수

이정금 1993. 5. 1 ~ 1993. 6. 11 노동조합

정안선 1980. 3. 3 ~ 1993. 8. 31 동향분석실

한혜선 1987. 5. 22 ~ 1993. 3.20 행정실

1994 김정기 1978. 4. 25 ~ 1994. 9. 5 유통경제연구부/동북아농축산업유통연구원연구위원

박길자 1980. 10. 2 ~ 1994. 1. 17 고문실

윤종선 1978. 5. 20 ~ 1994. 3. 3 감사관리실

이동배 1990. 12. 4 ~ 1994. 12. 3 고문실

이명호 1992. 7. 15 ~ 1994. 12. 31 감사실

이태경 1991. 7. 8 ~ 1994. 12. 31 행정실

조덕래 1981. 11. 1 ~ 1994. 8. 31 유통경제연구부/진주산업대 교수

한두봉 1983. 2. 24 ~ 1994. 2. 28 농업부문연구부/고려대 교수

1995 김명숙 1989. 4. 3 ~ 1995. 5. 22 유통경제연구부

김 주 1980. 1. 21 ~ 1995. 12. 31 자료실

박원도 1984. 8. 20 ~ 1995. 12. 31 행정실

이계현 1988. 4. 1 ~ 1995. 6.30 홍보출판실/국정홍보처

이병기 1986. 1. 1 ~ 1995. 3. 1 기획조정실/협성대 교수

이정기 1986. 1. 1 ~ 1995. 3. 15 농촌환경실

전장수 1989. 4. 1 ~ 1995. 2. 5 농업부문연구부

정천환 1985. 7. 3 ~ 1995. 1. 15 행정실

조정란 1994. 4. 8 ~ 1995. 11. 12 동향분석실

최윤 1990. 10. 1 ~ 1995. 11. 8 행정실

최주호 1986. 2. 11 ~ 1995. 4. 16 행정실/서울시 의원

1996 권오상 1990. 4. 23 ~ 1996. 8. 31 동향분석실/서울대 교수

김동환 1986. 1. 28 ~ 1996. 5. 15 유통경제실/안양대 교수

김미경 1994. 4. 8 ~ 1996. 10. 16 농림기술관리센터

김석현 1986. 1. 15 ~ 1996. 12. 31 생산경제연구부/전남대 교수

김정연 1986. 1. 1 ~ 1996. 6. 2 농촌개발연구부/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호 1988. 3. 2 ~ 1996. 2. 28 동향분석실/서울대 교수

사공용 1994. 7. 1 ~ 1996. 2. 28 유통경제연구부/서강대 교수

양승룡 1994. 9. 15 ~ 1996. 2. 28 국제농업연구부/고려대 교수

이 석 1982. 9. 20 ~ 1996. 6.20 생산경제연구부/한국농업대학 교수

이재성 1997. 4. 8 ~ 1996. 1.30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이찬우 1994. 5. 1 ~ 1996. 5. 19 국제농업연구부

이희찬 1987. 1. 19 ~ 1996. 5. 11 수산경제실/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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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고재모 1991. 4. 2 ~ 1997. 2. 28 국제농업연구부/협성대 교수

김기성 1978. 4. 27 ~ 1997. 6.30 농업부문연구부

김동민 1986. 1. 15 ~ 1997. 8. 31 국제농업연구부/한경대 교수

김정봉 1984. 1. 4 ~ 1997. 4.30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김종숙 1989. 9. 1 ~ 1997. 1. 26 유통경제실/한국농업대학 교수

박성쾌 1985. 10. 7 ~ 1997. 4. 21 산림수산경제연구부/부경대 교수

박연숙 1986. 1. 1 ~ 1997. 6. 16 국제농업연구부

손형집 1995. 11. 8 ~ 1997. 4. 11 행정실/안양시 교육청

신 태 1979. 3. 5 ~ 1997. 4.30 산림수산경제연구부/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옥 수 1982. 3. 8 ~ 1997. 4.30 산림수산경제연구부/해양수산개발원생산관측팀장

유호일 1984. 5. 21 ~ 1997. 1. 12 행정실

이명섭 1982. 3. 22 ~ 1997. 5. 5 행정실/ 동가구 기획실장

이상문 1992. 4. 15 ~ 1997. 2. 28 농어촌개발연구부/협성대 교수

이 대 1995. 9. 1 ~ 1997. 2. 28 농촌개발연구부/한국교육개발원

이인희 1994. 5. 1 ~ 1997. 3. 18 농촌개발실

이일 1994. 7. 1 ~ 1997. 2. 28 국제농업연구부/한신대 교수

이태호 1995. 9. 1 ~ 1997. 2. 28 농업부문연구부/서울대 교수

이현정 1994. 5. 1 ~ 1997. 3. 18 자료실

정명생 1993. 5. 1 ~ 1997. 4.30 산림수산경제연구부/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홍성종 1978. 6. 15 ~ 1997. 8. 11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1998 강정혁 1988. 3. 2 ~ 1998. 12. 31 유통경제연구부

강현희 1980. 12. 26 ~ 1998. 12. 31 행정실

고찬옥 1978. 4. 1 ~ 1998. 12. 31 행정실

고춘복 1978. 4. 1 ~ 1998. 12. 31 기획조정실/아람플라우어 대표

김　연 1982. 11. 23 ~ 1998. 12. 31 국제농업연구부

유광남 1978. 4. 25 ~ 1998. 9. 28 자료전산실

민상기 1978. 4. 1 ~ 1998. 12. 18 농어촌개발연구부

박문석 1980. 10. 4 ~ 1998. 12. 31 자료전산실/공인중개사

박병오 1997. 1. 1 ~ 1998. 12. 31 농어촌개발연구부

박성균 1980. 6. 1 ~ 1998. 6.30 행정실

백선기 1983. 7. 22 ~ 1998. 12. 31 농업부문연구부

성배 1978. 7. 1 ~ 1998. 5. 9 농림기술관리센터

손광순 1979. 1. 4 ~ 1998. 12. 31 동향분석실

송남의 1980. 6. 1 ~ 1998. 12. 31 행정실

윤중덕 1978. 5. 1 ~ 1998. 12. 31 홍보출판실

이건희 1996. 1. 25 ~ 1998. 12. 18 기획조정실

이광원 1978. 5. 1 ~ 1998. 5. 25 산림경제연구실

이성규 1980. 3. 3 ~ 1998. 12. 31 자료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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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이성호 1986. 8. 1 ~ 1998. 12. 31 생산경제연구부/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이수 1978. 5. 20 ~ 1998. 12. 31 행정실

이점모 1978. 5. 1 ~ 1998. 12. 31 행정실

임만수 1978. 4. 1 ~ 1998. 12. 31 행정실

장남선 1995. 5. 1 ~ 1998. 12. 31 행정실

장 차 1980. 10. 2 ~ 1998. 12. 31 행정실

장월계 1978. 4. 1 ~ 1998. 12. 31 홍보출판실

조성자 1978. 8. 14 ~ 1998. 12. 31 자료전산실

조재환 1986. 1. 15 ~ 1998. 3. 1 농업부문연구부/부산대 교수

한상립 1983. 3. 2 ~ 1998. 12. 18 유통경제연구부

1999 강미자 1997. 9. 1 ~ 1999. 12. 31 행정실

구세익 1997. 4. 1 ~ 1999. 10. 1 농림기술관리센터

김호년 1986. 1. 15 ~ 1999. 12. 31 기획조정실/타이어프로 대표

유남식 1978. 4. 1 ~ 1999. 12. 31 농업관측센터/동양문화인쇄포럼 이사

유미 1987. 2. 25 ~ 1999. 12. 31 북한농업연구센터

이현수 1995. 5. 30 ~ 1999. 12. 31 산림경제연구실

정세희 1994. 2. 1 ~ 1999. 12. 31 농촌발전연구부

정혜선 1990. 6. 16 ~ 1999. 12. 31 행정실

2000 이화 1982. 12. 27 ~2000. 12. 31 행정실

최윤국 1995. 9. 1 ~2000. 2. 28 국제농업연구실/스페인라틴문화&비즈센터 소장

2001 김순덕 1987. 1. 8 ~ 2001. 5. 16 기획조정실

김재홍 1981. 4. 20 ~ 2001. 1. 16 행정실

박형묵 2001. 3. 2 ~ 2001. 9. 24 행정실/중소기업청 강원지원

이인혜 1995. 7. 24 ~ 2001. 4. 17 국제농업연구실

이중웅 1979. 3. 10 ~ 2001. 12. 31 농산업경제 연구부

2002 김운근 1992. 2. 1 ~2002. 5. 2 농림기술관리센터

김정부 1978. 6. 1 ~2002. 6.30 농촌발전연구센터/두레친환경연구소 연구위원

김혜경 1988. 4. 15 ~2002. 8.20 자료정보지원실

위용석 1991. 3. 4 ~2002. 2. 9 농산업경제연구부

이두순 1979. 4. 2 ~2002. 6.30 농산업경제연구부/두레친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이철현 1978. 7. 1 ~2002. 8. 1 농산업경제연구부

임정빈 1991. 7. 8 ~2002. 3. 2 국제농업연구실/서울대 교수

정미경 1996. 10. 16 ~2002. 7. 16 자료정보지원실

2003 김성용 1992. 5. 15 ~2003. 4.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경상대 교수

문순철 1997. 7. 1 ~2003. 3. 6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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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오치주 1991. 8. 5 ~2003. 5. 29 자료정보지원실

유철호 1985. 10. 1 ~2003. 12. 3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이장호 1980. 9. 2 ~2003. 5. 1 자료정보지원실

2004 강연욱 2003. 11. 10 ~2004. 2. 2 자료정보지원실

구기보 2003. 11. 1 ~2004. 2. 26 농정연구센터/숭실대 교수

김은순 1981. 8. 17 ~2004. 9. 16 농촌발전연구센터/충남대 교수

김해열 1992. 7. 1 ~2004. 10. 1 행정실

박찬남 1978. 4. 6 ~2004. 6.30 감사담당

성자경 1984. 10. 24 ~2004. 11. 1 농업관측정보센터

신승열 1994. 7. 1 ~2004. 10. 1 농업관측정보센터

윤호섭 1983. 2. 12 ~2004. 12.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이 희 1987. 1. 24 ~2004. 10.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장우환 1985. 10. 4 ~2004. 3. 2 산림정책연구실/경북대 교수

지성구 1982. 11. 6 ~2004. 10. 1 기획조정실

조동렬 1979. 5. 10 ~2004. 12. 31 행정실

2005 김태연 2003. 12. 5 ~2005. 2. 26 농촌발전연구센터/단국대 교수

박재홍 2003. 7. 16 ~2005. 3.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남대 교수

허길행 1980. 4. 2 ~2005. 12. 31 부원장실

유익선 2005. 1. 1 ~2005. 1. 29 농정연구센터

장재봉 2004. 12. 1 ~2005. 7. 31 농업관측정보센터

2006 이원진 2004. 2. 1 ~2006. 2. 28 농업관측정보센터

고　욱 2004. 5. 1 ~2006. 2. 28 농업구조연구센터

임성진 2004. 5. 1 ~2006. 6.30 농산업경제연구센터

김혜 2003. 2. 1 ~2006. 7. 15 〃

송우진 2003. 2. 1 ~2006. 7.20 농업관측정보센터

박재홍 2003. 2. 1 ~2006. 7. 28 〃

문한필 2003. 2. 1 ~2006. 8. 15 농업구조연구센터

심재만 2004. 2. 1 ~2006. 8. 16 농촌발전연구센터

신은정 2004. 2. 1 ~2006. 8. 16 〃

2007 김민정 2003. 2. 1 ~ 2007. 4. 16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임소 2004. 5. 1 ~ 2007. 6.20 국제농업연구센터

이요한 2006. 2. 15 ~ 2007. 6. 29 산림정책연구실

심송보 2005. 1. 1 ` 2007. 7. 12 농업관측정보센터

진재학 2005. 7. 1 ~ 2007. 6.30 농촌정보문화센터

이능완 2005. 7. 11 ~ 2007.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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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7. 1 원장표창 직무훈련성적우수 연구원 김수욱 연구원 오치주

12. 30 원장표창 우수예비군운용유공 연구조원 조명기 행정보조원 서병준

원장표창 직무교육성적우수 행정보조원 박명수 집계원 유경주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상종 책임연구원 신우재

책임연구원 이인철 책임연구원 이용만

연구원 이 만

1980. 4. 12 원장표창 직장예비군발전유공 연구원 민상기

12. 26 농수산부장관표창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연구원 허정희

1981. 4. 4 원장표창 직장예비군발전유공 연구조원 김광진 연구조원 김형모

12. 9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사업유공 책임연구원 이용만

12. 24 농수산부장관표창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3급관리원 홍성종

12. 3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이광원 책임연구원 현공남

연구원 김명환 연구원 유남식

연구원 이철현 연구조원 정인걸

3급관리원 김명기

1982. 7. 1 원장표창 업무 및 경제교육유공 책임연구원 이광원 연구원 조덕래

연구원 최세균 연구조원 박찬남

연구조원 옥치목 2급관리원 유광남

7. 31 청량리경찰서장표창 멸공28호훈련유공 연구원 김광진

8. 25 감사장 및 동대문 멸공28호훈련유공 기능원 이동수

방위협의회장표창 임시연구원 서 석

9. 11 농수산부장관표창 농어촌부업제품전시회유공 연구조원 전일송

12. 22 농수산부장관표창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4급관리원 서병준

12. 3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이두순 연구원 신 태

연구원 이성복 3급관리원 정기환

4급관리원 선주윤

1983. 1. 7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기능원 박형삼 행정보조원 이명섭

4. 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기능원 박성균 기능원 송남의

기능원 장 차

국민훈장목련장 경제사회발전유공 수석연구원 최양부

대통령표창 경제교육유공 수석연구원 김봉구

국무총리표창 경제교육유공 책임연구원 이광원

12. 14 농수산부장관표창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연구원 황연수

12. 3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정부 책임연구원 민상기

연구원 김광진 연구원 김은순

연구원 윤석원 연구원 이은우

연구원 조명기 연구원 최정섭

3급관리원 윤중덕 3급관리원 홍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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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4. 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유승우 연구원 권태진

연구원 김형모 연구원 김진석

연구원 옥 수 연구원 이동필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연구원 최지현 연구조원 이화

기능원 장태섭 기능원 배 숙

12. 15 농수산부장관표창 양정시책추진유공 연구원 김진수

12. 20 농수산부장관표창 농정홍보유공 책임연구원 장윤환

조직활성화추진유공 4급관리원 박형삼

사회정화운동추진유공 기능원 고찬옥

12. 3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연구원 조덕래 연구원 최경환

연구원 최세균 3급관리원 조동렬

연구조원 옥치목 집계원 황 이

1985. 1. 21 산업포장 양정시책추진유공 연구위원 주용재

11. 30 농수산부장관표창 정신교육추진유공 4급관리원 김 섭

12. 5 문교부장관표창 경제교육추진유공 1급관리원 이수

12. 20 농수산부장관표창 농수산물유통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허길행 연구원 조명기

12. 30 농수산부장관표창 조직활성화추진유공 3급관리원 박찬남

에너지절약추진유공 기능원 최정규

12. 3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이장호 연구원 박성재

연구원 이성규 연구원 전창곤

연구원 정철모 연구조원 김정봉

기능원 강현희 기능원 고춘복

집계원 손광순

1986. 4. 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이정용 기능원 배정원

기능원 심현주 기능원 윤여흥

기능원 임만수 집계원 이순애

집계원 장월계

7. 5 원장표창 경로효친모범 기능원 이점모

12. 19 농수산부장관표창 농업기반조성사업유공 책임연구원 이용만

정화운동추진유공 책임연구원 오세익

농산물유통개선유공 연구원 김진석

12. 3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2급관리원 윤종선 3급관리원 송진철

연구조원 김재홍 연구조원 조성자

기능원 김미란 기능원 김 주

기능원 정예환 집계원 박길자

집계원 이기숙 집계원 정미숙

1987. 1. 21 산업포장 농업기계화사업유공 수석연구원 강정일

국무총리표창 양정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유남식

1. 31 감사원장표창 감사업무발전유공 책임연구원 이정용

4. 4 보병제57사단장표창 예비군전력강화유공 책임연구원 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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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2. 31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연구원 한상립

양정시책유공 연구원 안기옥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기성 책임연구원 김정기

책임연구원 이기중 책임연구원 이 석

연구원 박문석 연구조원 박현준

연구조원 신 심 연구조원 유재경

기능원 김종구 집계원 김　연

1988. 4. 1 농림수산부장관표창 개원10주년연구원발전유공 책임연구원 권태진 연구원 정인걸

2급관리원 조동렬

12. 31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책임연구원 김정기 책임연구원 최지현

농어촌소득증대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최경환

농림수산행정지원유공 3급관리원 송진철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4급전문원 전일송 4급전문원 지성구

기능원 박성균

기능원 박원도 기능원 송남의

기능원 장 차 기능원 정천환

기능원 조경희

1989. 1. 30 감사원장표창 감사업무발전유공 책임연구원 김정부

12. 30 석탑산업훈장 식량증산시책유공 수석연구위원 김성호

국무총리표창 수산진흥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신 태

농림수산부장관표창 양정시책유공 연구위원 윤호섭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이 석 책임연구원 이철현

책임연구원 정안성

농림수산행정지원유공 3급관리원 박 을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백종희 책임연구원 오내원

3급관리원 심긍섭 3급관리원 유호일

연구보조원 성자경 기능원 김길은

기능원 김　현

1990. 12. 31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조명기 부연구위원 허길행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광진 책임연구원 유승우

연구원 김병률 연구원 김한호

연구원 서진교 연구원 이계임

연구원 전장수 3급관리원 박형삼

3급전문원 이계현 주임보조원 이순애

1991. 12. 31 대통령표창 농수산물유통시책유공 부연구위원 허길행

국무총리표창 농정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최경환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업협력통상시책유공 연구위원 이재옥 책임연구원 최세균

양정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조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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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3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강창용 책임연구원 김 훈

책임연구원 조재환 책임연구원 한두봉

연구원 김정봉 연구원 이재성

3급전문원 이계현 기능원 한혜선

1992. 12. 31 국무총리표창 추곡수매홍보유공 연구위원 윤호섭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어촌복지시책유공 연구위원 정명채

농림수산시책유공 책임연구원 김동민

농림수산시책홍보유공 2급전문원 윤중덕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철민 책임연구원 박석두

책임연구원 윤원근 책임연구원 이병기

책임연구원 이 대 4급전문원 송 선

연구보조원 김순덕 연구보조원 심해선

연구보조원 유미 연구보조원 이 희

기능원 강미자 기능원 김명숙

1993. 7. 16 대통령표창 농업진흥지역지정유공 부연구위원 김정호

12. 21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어촌복지시책유공 연구위원 이정환

농산물수출증대유공 책임연구원 서진교

12. 28 농어촌진흥대상 교육홍보유공 부연구위원 김정부

12. 31 대통령표창 농정시책추진유공 연구위원 이재옥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장우환 책임연구원 정기환

책임연구원 정인걸 3급관리원 김 섭

3급관리원 옥치목 주임기능원 박성균

기능원 최주호

1994. 12. 23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업협력통상시책유공 부연구위원 최정섭

국가기강확립유공 3급관리원 박형삼

12. 3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권오복 책임연구원 박성재

책임연구원 유남식 책임연구원 이장호

책임연구원 최지현 3급관리원 유호일

3급전문원 이화 주임기능원 고춘복

주임기능원 김 주 주임기능원 박원도

기능원 주흥진

1995. 6. 5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모범국가유공 기능원 김명숙

12. 30 대통령표창 농어촌발전대책추진유공 연구위원 김명환

국무총리표창 농업협력통상시책유공 부연구위원 최정섭

농림수산부장관표창 양정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박동규

농어촌발전대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조재환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책임연구원 김정연 책임연구원 김종숙

책임연구원 김태곤 책임연구원 김형모

책임연구원 박문호 책임연구원 허　덕

3급관리원 김호년 3급관리원 이명섭

주임기능원 고찬옥 연구보조원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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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30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업협력통상시책유공 책임연구원 권오복

국가기강확립유공 1급관리원 조동렬

농림수산행정지원유공 기능원 강미자

1996. 6. 3 황조근정훈장 국가사회발전유공 원장 박상우

6. 21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모범국가유공 연구보조원 김은정

11. 11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농업구조개선추진유공 책임연구원 박시현

12. 19 산업포장 농정시책추진유공 수석연구위원 이정환

12. 20 농림부장관표창 국가기강확립유공 2급전문원 박찬남

양정시책유공 책임연구원 유남식

12. 30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김병률

식량생산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강창용

12. 31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부연구위원 어명근 책임연구원 김경덕

책임연구원 김은순 책임연구원 김정봉

책임연구원 신 태 책임연구원 전창곤

책임연구원 황의식 2급관리원 심긍섭

3급전문원 조성자 주임보조원 장월계

기능원 정혜선

1997. 6. 9 국무총리표창 구리농산물도매시장건설유공 책임연구원 전창곤

6. 16 농림부장관표창 모범국가유공 연구보조원 김혜경

11. 11 산업포장 농정시책추진유공 수석연구위원 서종혁

대통령표창 양정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박동규

국무총리표창 농정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유승우

농업협력통상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어명근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추진유공 부연구위원 박성재

12. 15 농림부장관표창 양정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황의식

12. 26 농림부장관표창 식량생산시책유공 책임연구원 김형모

농정발전기획유공 책임연구원 김태곤

12. 31 농림부장관표창 농업통상시책및수출증대유공 부연구위원 성명환

농정시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박석두

농정시책홍보유공 책임연구원 이성호

국가기강확립대책유공 2급관리원 심긍섭

산림청장표창 산림정책추진유공 책임연구원 장우환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부연구위원 석현덕 책임연구원 한상립

2급전문원 이성복 2급전문원 박문석

주임기능원 이점모 주임보조원 손광순

기능원 김해열

1998. 3. 31 원장표창 개원20주년 선임연구위원 이재옥 선임연구위원 김명환

연구위원 박성재 연구위원 최지현

연구위원 김병률

11. 11 농림부장관표창 농업인의날 부연구위원 정민국 부연구위원 김경필

전문연구원 김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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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1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위원 김용택

농산원예정책유공 부연구위원 김창길

부연구위원 이계임

국가기강확립유공 1급관리원 김광진

1급관리원 송진철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연구위원 권태진 연구위원 오내원

연구위원 김 훈 부연구위원 허　장

2급관리원 박　을 2급관리원 김 섭

2급관리원 지성구 주임연구조원 성자경

주임연구조원 노 숙

1999. 4. 23 국민포장 규제개혁유공 연구위원 이동필

11. 11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부연구위원 김경덕

12. 31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부연구위원 오내원 부연구위원 김홍상

전문연구원 김철민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연구위원 최경환 연구위원 신승열

부연구위원 장철수 1급관리원 옥치목

2급관리원 김 섭

2000. 2. 29 재경부장관표창 농업관측유공 부연구위원 박준기

5. 26 과학기술부장관표창 1999 국가연구개발사업유공 선임관리원 유규종

7. 1 대통령표창 국민건강보험연구유공 선임연구위원 정명채

11. 11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위원 이규천 전문연구원 신봉철

위촉연구원 황준구

12. 31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발전기여유공 부연구위원 박문호 2급관리원 박　을

2급관리원 박형삼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연구위원 박현태 부연구위원 조태희

주임기능원 정예환 주임기능원 류남렬

연구위원 박대식

2001. 3. 29 재경부장관표창 농업관측유공 부연구위원 김연중

11. 11 대통령표창 농촌소득증대유공 부연구위원 임송수

12. 31 재경부장관표창 국가경제발전기여유공 부연구위원 서진교

농림장관표창 농업발전기여유공 연구위원 박현태 연구위원 박대식

연구위원 신승열 2급관리원 유 찬

초청연구원 장승동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전문연구원 김동원 2급관리원 전일송

2급관리원 김병철 위촉연구원 신완식

위촉연구원 최양석 위촉연구원 유혜

위촉연구조원 최선미

2002. 11. 11 국무총리표창 국가산업발전유공 연구위원 김경덕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발전기여유공 연구위원 김 훈

농정시책유공 부연구위원 김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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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27 국무총리표창 국가산업발전유공 부연구위원 김형모

12. 31 농림부장관표창 농정발전기여유공 2급관리원 전일송 위촉연구원 류 섭

위촉연구원 이금선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선임연구위원 오세익 연구위원 박시현

연구위원 유승우 연구위원 정기환

연구위원 조명기 연구위원 최세균

부연구위원 권오복 부연구위원 송미령

부연구위원 정인걸 부연구위원 정정길

2급관리원 한천희 주임기능원 박현준

주임연구조원 이 희

2003. 5. 3 원장표창 개원25주년(과제상)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연구위원 전창곤

부연구위원 김수석 전문연구원 안병일

전문연구원 한근수

개원25주년(효행상) 연구위원 유승우

개원25주년(논문상)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개원25주년(연구상) 연구위원 임송수

개원25주년(특별공로상) 1급관리원 심긍섭 1급관리원 옥치목

개원25주년(우수직원상) 전문연구원 김동원 2급관리원 한천희

11. 11 국무총리표창 국가산업발전유공 연구위원 김병률

농촌소득증대유공 연구위원 김태곤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부연구위원 이계임

농정발전기여유공 위촉연구원 최양석

12. 20 국무총리표창 정부주요정책개발유공 연구위원 박시현

12. 31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위촉연구원 신완식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연구위원 강창용 연구위원 김창길

연구위원 허　장 연구위원 황의식

부연구위원 김경필 주임연구조원 김명숙

주임연구조원 김선경 주임연구조원 노 숙

주임기능원 주흥진 주임행정조원 김은정

위촉연구원 신완식 위촉기능원 조성자

2004. 4. 3 원장표창 개원26주년(효행상) 연구원 이병훈

개원26주년(우수직원상) 전문연구원 한근수

개원26주년(우수직원상) 선임관리원 유규종

7. 27 국무조정실장표창 국가발전기여유공 부연구위원 조태희

12. 31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원 서형석 초청전문연구원 김상현

기획예산처장관표창 기획예산유공 1급관리원 심긍섭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연구위원 김홍상 2급관리원 성진석

위촉전문연구원손철호

2005. 3. 31 원장표창 개원27주년(우수직원상) 부연구위원 김배성 주임기능원 류남렬

특별공로상 부연구위원 조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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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훈 표 창 자 명 단

년 월 일 상 훈 명 공　적 직급 및 성명

2005. 11. 11 국무총리표창 국가산업발전유공 연구위원 이용선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부연구위원 박준기

12. 1 대통령표창 농업인의날 부원장 오세익

국무총리표창 농업인의날 연구위원 이용선

12. 28 경사연표창 기관발전기여유공 1급관리원 한천희

12. 30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전문연구원 정학균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전문연구원 성주인 연구원 최 운

초청연구원 김혜 초청연구원 문한필

3급관리원 서정필 연구조원 이경미

위촉연구조원 박혜진 위촉연구조원 원지연

위촉연구조원 한경숙

2006. 3. 31 국무조정실장표창 국가발전기여유공 부연구위원 김동원

원장표창 개원28주년(효행상) 연구원 정한모

개원28주년(봉사상) 초청연구원 김태

11 농림부장관표창 농업·농촌발전유공 부연구위원 박기환

12 경사연표창 기관발전기여유공 1급관리원 김병철 주임기능원 류남렬

12. 29 재경부장관표창 국가경제발전기여유공 부연구위원 김철민 연구원 정한모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위원 권오복 전문연구원 장승동

초청연구원 김원태 초청연구원 송성환

2급전문원 김귀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부연구위원 이상민 전문연구원 마상진

전문연구원 정호근 초청연구원 임소

1급관리원 송진철 2급관리원 한우석

주임기능원 박현준 위촉기능원 이성규

위촉연구조원 이은혁 위촉연구조원 이인숙

위촉연구조원 전형주 위촉행정조원 박시현

2007. 4. 1 국무조정실장표창 국가발전기여유공 전문연구원 한근수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선임연구위원 김명환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11. 9 대통령표창 농업통상협력유공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농림부장관표창 국제협력 및 농업관측공로 연구위원 장철수 부연구위원 김태훈

12. 31 재정경제부장관표창 국가경제발전기여유공 연구위원 김경덕

농림부장관표창 농정시책유공 연구위원 정정길 부연구위원 김윤식

전문연구원 류 섭 전문연구원 연규

3급관리원 유혜

원장표창 업무수행유공 전문연구원 강혜정 전문연구원 우병준

초청전문연구원박주 연구원 김홍원

연구원 유정인 초청연구원 박미성

초청연구원 이용호 3급관리원 강명환

3급관리원 맹자경 주임행정조원 김은정

위촉연구조원 서은희 위촉연구조원 이정민

위촉연구조원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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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견 공 무 원 명 단

파견공무원 명단

부　처 성　명 직　급 파 견 기 간 비 　 고

농림부 권정현 부이사관 1990. 1. 10 ~ 1999. 1. 9 본 원

권정현 이사관 1995. 1. 1 ~ 1996. 6. 4 〃

김선오 부이사관 1997. 1. 11 ~ 1998. 1. 10 〃

김 욱 서기관 1986. 4. 21 ~ 1986. 6. 12 〃

김정호 서기관 1988. 4. 30 ~ 1989. 4. 29 〃

박창정 서기관 1987. 2. 24 ~ 1987. 4. 7 〃

박형규 부이사관 2004. 12. 15 ~ 2005. 12. 14 〃

배종하 부이사관 2002. 8. 5 ~ 2004. 2. 9 〃

서규용 이사관 1993. 4. 26 ~ 1994. 2. 14 〃

서승봉 서기관 1987. 2. 24 ~ 1988. 2. 23 〃

서한혁 이사관 1993. 3. 10 ~ 1993. 4. 25 〃

송제빈 부이사관 1996. 6. 5 ~ 1996. 9. 11 〃

신순우 부이사관 1991. 5. 20 ~ 1992. 3. 28 〃

신구범 이사관 1992. 3. 31 ~ 1992. 12. 24 〃

이수화 서기관 1989. 8. 7 ~ 1990. 7. 22 〃

이 래 부이사관 1989. 4. 11 ~ 1989. 12. 29 〃

이 래 부이사관 1994. 3. 10 ~ 1994. 5. 10 〃

정학수 서기관 1990. 9. 19 ~ 1992. 8. 1 〃

정학수 이사관 2004. 2. 7 ~ 2004. 12. 9 〃

조일호 부이사관 1988. 4. 1 ~ 1989. 4. 10 〃

천중인 이사관 1994. 5. 11 ~ 1994. 12. 30 〃

해양수산부 이재홍 서기관 1996. 2. 22 ~ 1997. 5. 18 본 원

이창국 수산연구관 1995. 10. 1 ~ 1998. 9. 30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촌진흥청 구본성 농업연구사 1999. 12. 2 ~ 2001. 12. 7 농림기술관리센터

김용환 농업연구관 1997. 10. 1 ~ 1999. 9. 30 〃

여윤수 농업연구관 2006. 1. 17 ~ 2007. 2. 22 〃

이명철 농업연구사 2004. 2. 1 ~ 2006. 1. 31 〃

이신우 농업연구관 1995. 10. 1 ~ 1997. 9. 30 〃

조강진 농업연구관 1999. 12. 2 ~ 2003.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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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견 공 무 원 명 단

부　처 성　명 직　급 파 견 기 간 비 　 고

산림청 김시민 임업서기관 2000. 2. 3 ~ 2001. 2. 2 본 원

김용환 임업서기관 1999. 2. 3 ~ 2000. 2. 2 〃

김재헌 임업연구사 1999. 10. 22 ~ 2002. 10. 21 농림기술관리센터

류광수 임업서기관 2001. 5. 1 ~ 2002. 9. 10 본 　 　 원

류장혁 임업서기관 1995. 1. 10 ~ 1996. 1. 9 〃

박용배 임업연구관 2002. 10. 22 ~ 2005. 10. 21 농림기술관리센터

박주하 임업서기관 1993. 7. 10 ~ 1995. 1. 5 본 　 　 원

서승진 임업기정 1991. 7. 31 ~ 1993. 7. 9 〃

서호석 임업연구관 1995. 10. 1 ~ 1997. 9. 30 농림기술관리센터

성규철 임업연구사 1997. 10. 13 ~ 1999. 10. 21 〃

염상철 임업서기관 1998. 2. 3 ~ 1999. 2. 2 본 　 　 원

오기표 서기관 2004. 8. 30 ~ 2005. 8. 30 〃

윤정수 서기관 2003. 5. 28 ~ 2005. 5. 27 〃

장 현 임업서기관 1996. 1. 10 ~ 1996. 11. 28 〃

전범권 임업서기관 2000. 7. 1 ~ 2001. 4. 30 〃

정수봉 임업서기관 1997. 2. 3 ~ 1998. 2. 2 〃

조병훈 임업연구사 2005. 10. 22 ~ 2007. 2. 14 농림기술관리센터

최덕호 임업서기관 2002. 9. 11 ~ 2003. 5. 27 본 　 　 원

수산청 김성채 수산서기관 1994. 8. 4 ~ 1995. 12. 31 본 　 　 원

김회천 서기관 1990. 2. 15 ~ 1992. 2. 14 〃

박재 수산기정 1992. 9. 15 ~ 1993. 5. 4 〃

이용숙 서기관 1993. 5. 4 ~ 1994. 7. 31 〃

농협중앙회 김홍배 선임조사역 2003. 2. 19 ~ 2004. 2. 18 본 　 　 원

한규재 선임연구원 1995. 10. 1 ~ 1998. 1. 19 농림기술관리센터

황명철 선임조사역 2004. 2. 19 ~ 2005. 2. 18 본 　 　 원

한국식품연구원 김경탁 선임연구원 2006. 9. 1 ~ 2008. 8. 31 농림기술관리센터

김 언 선임연구원 2000. 6. 30 ~ 2001. 12. 31 〃

이용환 선임연구원 2002. 1. 1 ~ 2003. 12. 31 〃

이인수 책임연구원 1998. 1. 10 ~ 2000. 1. 9 〃

이호준 선임연구원 2004. 1. 1 ~ 2006. 12. 31 〃

정승원 선인연구원 1998. 6. 18 ~ 2000. 6. 3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1978~2008546

농 경 토 론 회

농경토론회

‘농경토론회’는 연구자들이 연구정보 공유와 아이디어 교환을 목적으로 국내외 출장 및 회의에 참석하여

수집한 정보나 당면 농촌문제 등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 토론하는 모임이다. 토론회는 1981년 등 중단된 해도

있었으나 1995년 이후 활성화되고 있으며, 1978~2007년에 모두 329회를 실시하 다.

1978 9. 1 AARRO 새마을사업 국제세미나 참석결과 보고(최양부)

10. 2 정치, 경제, 민권과 국민복지와의 상호관계(허신행)

1979 2. 1 경제발전과 농지제도(오호성)

5. 1 농작물 재해보험(이중웅)

6. 1 농정전환의 방향모색에 관한 방법론(최양부)

7. 2 수매가격 결정모델(주용재)

8. 1 세계농촌개발학회 참가결과보고(최양부)

9. 1 인플레, 실업, 그리고 예상에 관한 연구(김학은)

10. 2 사회변천과 인간소외 및 아노미(김동일)

11. 1 수단 경제협력 활동 보고(김 식)

12. 1 한국의 농산물무역(신봉주)

1980 2. 4 경제이론(최양부)

3. 3 협동적 농의 가능성(오호성)

4. 1 선진국의 농업유통제도(성배 )

5. 1 육류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허신행)

7. 1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만과 그 원인(김동일)

8. 1 경제지리학에 있어서 농업지리학의 위치(이중웅)

8. 29 식량정책의 재고(주용재)

10. 2 신흥공업국의 농업조정정책(오호성)

11. 1 농업금융제도의 문제점(이정환)

12. 1 한·일 수산자원 비교연구(주우일)

연 도 1978~79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4 2005 2006 2007 계

횟 수 11 10 91 59 101 38 5 6 8 329

농 경 토 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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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경 토 론 회

1985 2. 13 농산물 수요분석과 정책실험(이정환)

2. 18 아시아 몬순 농업경제에 있어서 공업화의 조건: M-싸이클 가설을 중심으로(최양부)

5. 29 한국농가에서의 농외취업과 경지이용의 상호관계 및 정책과제(서종혁)

6. 7 농업구조의 개념에 관하여(최양부, 이정환)

6. 19 Box Jenkins 관측법에 관하여(명광식)

7. 3 화훼산업의 당면문제점과 대책(이 석)

7. 18 Transformation of Variables(윤호섭)

8. 23 상업농의 조작적 개념(박성재)

9. 13 How to Estimate with Prior Information(김병호)

9. 13 연령별 식품소비패턴에 관한 실증분석(이정환, 조덕래)

10. 17 병충해 방제대책과 위험비용에 관한 연구(박성쾌)

10. 23 간척지개발의 타당성과 개발주체에 관한 연구(윤호섭, 이두순)

10. 30 잠사생산 조정에 관한 수리계획 법적 연구(유철호)

11. 6 농업연구 보급사업투자가 농업성장에 미치는 향(김은순)

11. 13 농촌지역사회의 공간적 계층설정에 관한 연구(정기환)

11. 20 복수생산물 가변이윤 함수체계를 이용한 농산물 공급 및 요소 수요분석(현공남)

11. 20 농촌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이용만)

11. 27 축산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시론(이철현)

12. 4 소맥의 수급 현황과 정책과제(오세익, 최지현)

12. 11 비료의 수요전망(강정일)

12. 18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농지전용과 대체농지 조성비의 적용에 관한 검토(이동필)

12. 18 농업생산 입지론과 축산물 생산(전창곤)

12. 24 농지임대차와 농지보전 정책의 기본방향(김운근)

1986 2. 5 일본농업정책과 소맥의 수입수요(이재옥)

2. 11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최양부)

2. 19 기술진보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윤호섭, 어명근)

3. 5 한국인 식생활 구조의 변화와 대책(유남식)

3. 2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최양부)

4. 2 농촌중심지의 체계적 발전방향(정철모)

4. 16 산지미곡시장 유통기능 통합화에 관한 고찰(안기옥)

4. 30 농가부채의 현황과 상환능력 검토(서종혁)

5. 7 미곡생산 기술진보의 성격분석(이중웅, 권태진)

5. 21 17세기초 허균의 농업경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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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농산물 가격과 농용자재 비용보조 결정 분석 모델(유철호)

6. 25 2000년을 향한 농산물 유별·품목별 경지이용과 생산액 구성전망(하현철)

7. 9 세계 사료곡물의 수급전망(김 진)

7. 16 농지임차료의 평가방법(김정호)

8. 6 농업보험제도의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이중웅)

8. 20 일본농업과 농정의 발전(이정환)

9. 3 농산물 수요의 계절성 분석(조덕래)

9. 17 농림어업 취업자의 교육적 배경 분석(이 대)

10. 2 대만농업(유남식)

10. 10 농민연금제도와 농업구조 정책(김태곤)

10. 22 곡물수입에 관한 경제분석(김동민)

11. 5 청과물 가공식품 소비동향에 관한 조사(이 석, 박문호)

11. 19 농림수산물의 수출입 구조분석(이재옥)

11. 26 낙농과 사료산업의 독점력에 의한 시장 성과분석(이철현)

1987 1. 21 농촌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연구(정명채)

2. 4 일본의 농촌종합개발 현황(이진환)

2. 18 농촌금융시장의 구조와 성과분석(서종혁)

3. 5 감귤농가의 경 실태 및 경제분석(이중웅)

3. 18 부문간의 노동력 이동과 배분(이정환)

4. 8 신도시의 특성과 개발성취도 비교 연구(이진환)

5. 6 정부의 미곡시장 개입에 관한 효과분석(명광식)

5. 20 농촌 또래집단의 특성과 역할(정기환)

6. 10 사금융시장과 공금융시장 관계에 대한 이론 검토(박성재)

6. 24 뉴라운드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과 정책방향(김기성)

8. 5 통화주의자들의 통화정책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설광언)

8. 19 환율변동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와 보호무역 정책(명광식)

9. 9 우리나라 우유산업의 현황과 구조분석(백종희)

9. 23 인공어초시설 및 인공종묘 방류의 경제성과 추진전략(신 태)

10. 14 한국농지개혁의 현대적 의의(김태곤)

10. 21 단일어법에 의한 복수어족의 적정어획 수준(옥 수)

11. 18 서독과 일본의 농업연금제도 연구(정명채)

12. 9 미국농업의 문제점과 정책 변화(이재옥)

농 경 토 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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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2. 24 지역의료보험 실시상의 문제점(정명채)

3. 9 농가규모의 성장에 관한 소고(윤호섭)

3. 23 농지보전의 이론과 방법(김정호)

4. 13 저소득 농가문제와 대응방향(이정환, 김은순)

4. 20 농업금융과 금리(설광언)

5. 4 미국의 브로일러 산업(유철호)

5. 18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대일수출시장과 무역구조 분석(이재옥)

6. 15 농업기계투자의 경제성 분석(이 만)

6. 29 농업경제분석에 있어서 소형 컴퓨터의 응용(강수기)

7. 13 금융자율화 무엇인가?(설광언)

8. 3 농촌 미혼남녀 인구수 분석과 농촌총각 결혼문제(이 대)

8. 17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Mixing Regulation 도입에 관한 소고(김동민)

10. 5 중국 농작물 생산 현황과 전망(김원태)

10. 19 농업기계화와 농업노동력과의 관계 고찰(이중웅)

11. 12 통합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박세권)

1989 1. 13 충북의 도축장 적정배치(김명환)

3. 17 농가의 생산효율과 그 원인(김정호)

5. 25 Markov Chain에 의한 경지면적 변동 예측(김정부)

5. 31 추곡수매 가격산정 정형화를 위한 연구(윤호섭)

6. 21 저금리 농업정책자금의 효과에 대한 소고(박성재, 전장수)

7. 26 UR 모델의 응용(유철호)

8. 16 산업인력의 이동에 관한 추이 확률모형의 응용(박세권)

9. 27 중국의 농업 현황(김운근)

10. 11 UR에서의 농업보호 총량측정 장치에 관한 분석: PSE를 중심으로(김한호)

10. 20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농촌 토지정책의 정립 방향(김정호)

10. 21 전환기 양정문제와 정책방향(윤호섭)

1992 1. 28 질소질 비료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경제분석(오세익)

3. 13 농가경제 표본조사 설계(오치주)

3. 20 이단계 추정법을 이용한 미국 주요작물의 단수반응 분석(최정섭)

3. 27 농가가구원의 세대별 직업선택 유형과 관련 변인(이 대)

4. 3 한국의 농산물 수입수요 분석(조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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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응용일반 균형모형의 소개(최세균)

4. 17 농산물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효율적인 감축방안(서진교)

4. 23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김종숙)

5. 1 단위농협의 여건변화와 대응(허길행)

5. 6 농업인력의 확보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윤호섭)

5. 8 품목별 장단기 수급예측 모형 검토 및 데이타 베이스 구축(오치주)

5. 12 UR 협상이 수산양식에 미치는 향과 기술개발 방안(박성쾌)

5. 14 UR 이후 세계곡물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최세균)

5. 15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방향(이정환)

5. 19 은퇴농민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정명채)

5. 22 산지양곡 종합처리장의 입지와 운 에 관한 연구(유남식)

5. 26 주요과실류의 수급분석 및 전망(조덕래)

5. 29 한국임업의 경제분석(석현덕)

5. 29 용도별 목재 수요예측을 통한 장기조림정책 방향 연구(장우환)

6. 2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와 장기발전 방향(서종혁)

6. 3 농업관련 조세제도 연구(김기성)

6. 5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 모형 연구(이광원)

6. 9 경제여건변화와 농업정책의 파급 향 분석을 위한 모형개발(한두봉)

6. 12 농산물 가공공장의 적정수, 위치, 규모결정(이동필)

6. 23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액 계측(김동민)

6. 26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을 위한 조사 연구(박성쾌)

6. 30 농업금융의 활성화 방안(설광언)

7. 10 농지소유와 보전(김성호)

7. 27 인삼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서종혁)

8. 19 농지관련 법령정비 연구(김정부)

8. 21 가족농의 경 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김정호)

8. 25 남북통합대비 농림수산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김운근)

9. 15 시설 원예농업의 실태조사 연구(강정일)

9. 15 위탁 농회사의 운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김정호)

9. 16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생산과 유통촉진 방안(유철호)

9. 18 대미 배수출에 관한 실증적 연구(최정섭)

9. 18 일본의 농산물 시장조사 연구(이중웅)

9. 25 고구마전분 관련사업의 발전방향 연구(안기옥)

10. 6 식민지 농업기구의 형성에 관한 연구(박석두)

촌락사회의 구조변동에 관한 조사 연구(이두순)

농 경 토 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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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UR 이후 농산물 가격정책 조정 방향(정안성)

10. 9 농업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강정혁)

10. 24 농지가격과 소유 및 이용구조에 관한 연구(김정부)

1993 1. 29 농업정책 결정과정의 내생화: 미국의 소맥정책 중심(김용택)

2. 2 경제성장과 농업부문의 조정: 노동시장의 조정 능력 중심(이정환)

4. 2 자원의 이동성과 자유무역의 득·실(어명근)

4. 9 단위농협 경 과 범위의 경제(허길행)

4. 23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의미와 평가(임정빈)

4. 29 국토이용 관리제도와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김정부)

4. 30 러시아의 농업개혁(정기환)

5. 7 불안전 협약과 재협상(김경덕)

6. 22 한국관광농업의 특성과 유형 구분(유승우)

10. 15 Bioeconomic 모델을 이용한 겨울 의 잡초 방제(권태진)

1994 3. 2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with Truncated Distributions: An Application of the

Mean-Value Theorem(사공용)

3. 4 1993년도 농어민 의식구조 조사결과(이계현)

5. 16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이해: 농안법 개정과 관련하여(허길행)

6. 9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의 의의(서진교)

6. 22 OECD 가입과 한국 농업(윤호섭)

7. 15 1993년도 북한의 곡물 수급 추정(김운근)

7. 20 농촌지역 토지이용제도의 현황과 농촌계획의 제정(박시현)

8. 5 일본 국 무역 운용실태와 시사점(김동민)

8. 26 미국의 농업연구 현황과 1995년 농업법 전망(권태진)

9. 2 UR 이후 미국의 농산물 수출정책 전망(어명근)

1995 1. 26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구의 기본방향(허길행)

2. 9 미국 농업정책학의 새로운 방향 전환(양승룡)

2. 16 일본의 직접소득 보상제도 검토(김동민)

3. 23 OECD와 한국농업(김재수, 농림수산부 시장과장)

3. 30 환경의 외부경제성에 관한 고찰(김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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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농업보조금의 운 방식 검토(이성호)

4. 13 통일이후 통독농업 구조개편(김경량, 강원대 축산경 과 교수)

4. 20 농정개혁의 성과와 과제(안종운, 농림수산부 농정기획심의관)

4. 27 사회주의 농업의 제도개혁과 북한농업의 전망(이일 )

5. 4 자연농법의 원리와 실천(조한규, 한국자연농업학회장)

5. 11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농정에 미치는 효과(어명근)

5. 18 UR 협상의 종합평가(이재옥)

5. 25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박대식)

9. 7 농산물 유통개선의 방향: 선진국으로부터의 시사점(김동환)

9. 29 양곡수급(김주수, 농림수산부 식량정책과장)

1996 3. 28 농조합법인의 운 실태와 정책방향(김용택)

5. 2 한·일간 어업관계의 역사적 조명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논의(옥 수)

5. 9 미국의 Farm Program 전환(김명환)

5. 16 농업지대론의 도시지대분석에의 적용(김홍상)

5. 23 남미의 농업 현황과 한인농장의 재활용 방안(최윤국)

5. 31 유럽의 직접지불제도(오내원)

6. 7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투자 환경(김상현, 재아르헨티나 한인회장)

6. 13 미국, 캐나다의 직접지불제(이규천)

6. 19 세계 곡물수급의 기조변화: 낙관론과 위기론(김태곤)

6. 27 농협의 효율과 비효율(김병률)

7. 4 미국의 농무성(USDA)의 농업관측체계(오치주)

7. 11 New Zealand’s Agricultural Reforms and Korean Agriculture(Allan Rae, 뉴질랜드Massey대학교수)

7. 18 독일의 농지상속법(김수석)

7. 25 미국의 병해충 종합관리(IPM)실태(김은순)

8. 6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의 Time Series Data Base(오치주)

8. 13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의 교훈(이두순)

8. 20 유럽의 농지제도(김홍상)

8. 27 비가역성하에서의 최적 농지전용 정책(권오상)

9. 10 식품 소비량 추계의 실상과 과제(최지현)

9. 17 미국의 통상법과 한·미 무역마찰(성명환)

9. 24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사회 변화와 과제(이 대)

10. 22 동구권 구(舊)사회주의 국가 농업재산 사유화의 몇 가지 논점(김 훈)

10. 25 농업보조금의 효과분석(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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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 우리나라 낙농, 무엇이 문제인가?(유철호)

11. 14 게임이론의 최근 경향과 농업경제학에의 응용(김경덕, 황의식)

11. 20 A Comprehensive Analysis of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 System: Lessons to

be Learned from Advanced Fisheries(박성쾌)

11. 17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박석두)

1997 1. 8 APEC 식량작업반의 과제와 우리 나라의 역할(어명근)

1. 15 지역별 농지가격 변동요인, 장기균형 관계와 충격 반응(조재환)

1. 21 수출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김동민)

2. 12 농업의 본질적 가치(김용택)

2. 18 강수량이 쌀 생산에 미치는 효과의 장기적 분석(이태호)

3. 7 농업환경정책 효과의 동태분석(김은순)

3. 18 수도생산 함수계측과 환경농업적 활용(오세익)

3. 25 이란의 농업과 농촌개발(정기환)

4. 15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국제기구 및 EU의 동향(이동필)

4. 22 농기계의 공급과잉 논쟁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점(이성호)

4. 29 미국의 농업연구 개발정책(이재옥)

5. 6 농업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김용택)

5. 30 미국 과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조재환)

6. 12 소비자 지향적 농정추진 방향(최지현)

6. 17 식량안보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최정섭)

6. 24 북한농업의 재건을 위한 중장기 대책(김운근)

7. 1 선진국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박시현)

7. 8 최근 일본의 농업 및 농정동향(김태곤)

7. 15 금융개혁의 추진 현황과 농업금융기관에 미치는 향(윤호섭)

7. 22 EU의 환경농업정책(이규천)

8. 6 카자흐스탄 농업의 사유화 과정(김명환)

8. 18 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른 낙농산업의 변화(신승열)

9. 9 APEC에서의 식량수급 논의동향(어명근)

9. 24 러시아의 농업투자 환경(김정부)

10. 12 21세기 농산물 유통개선 기본과제(허길행)

10. 14 농업부문 보증제도의 새로운 접근(황의식)

11. 6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농업·농민 문제(김수석)

11. 11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농촌인구 이동전망과 대책(정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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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윤호섭)

12. 2 축산가공업무 일원화와 과제(유철호)

12. 23 국민의료보험법 개정과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제도 개편방안(정명채)

1998 1. 8 미국의 대공황과 뉴딜정책(윤호섭)

1. 15 멕시코의 IMF관리 극복과 교훈(최윤국)

2. 10 WTO 차기 농업협상의 전망(이재옥)

2. 17 현지에서 본 북한농업의 실상(김 훈)

3. 19 일본과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운 실태와 시사점(김태곤, 오현석)

3. 26 농산물 직거래의 실태와 발전 방향(김병률)

3. 26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정명채)

4. 7 일본의 전문농업경 체 육성시책과 추진체계(박문호)

4. 14 비교우위와 국제경쟁력(최세균)

5. 7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 체 육성(김정호)

5. 13 농가부채 문제의 접근(박성재)

5. 8 농어촌특별세 및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의 개편방향(김용택)

6. 18 EU의 농정개혁과 후속농업 협상 전망(이재옥)

7. 30 북한농업인구의 구조적 특성-1993년 인구센서스 분석(정기환)

11. 4 농림부문 투자방향과 중기계획(김용택)

12. 4 일본의 쌀 조기관세화 논의의 배경과 차기교섭 전망(김태곤)

12. 10 APEC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의 주요쟁점과 과제(어명근)

12. 17 「기피시설」주민반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론적 논의(송미령, 허 장)

1999 2. 6 미국의 유통지원 융자제도의 운 과 시사점(박동규)

3. 10 현 시점에서 본 모샤브의 운 원칙과 시사점(황의식)

3. 31 OECD의 Aglink 모형(윤호섭)

4. 8 ① 협동조합중앙회 개혁방향(박성재)

② 합병과 통합의 효과분석(김용택)

4. 16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차기협상 전망(이재옥)

8. 12 21C 첨단농업기술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오세익)

8. 26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안-검토과정과 논점정리(김태곤)

10. 7 WTO 차기농업협상과 한국의 개도국 지위유지(심 규)

10. 21 한우산업 전망(유철호)

10. 27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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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29 WTO 차기 농업협상, 그 후의 과제(허길행)

4. 6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을 둘러싼 정책동향(김태곤)

5. 22 뉴질랜드의 임업현황과 시사점(석현덕)

6. 13 미얀마 꾸까이지역의 농업현황과 개발가능성(김정부, 이두순)

7. 14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 일본 가와바촌의 경우(박시현)

7. 31 국토이용체계 개편 논의의 동향과 쟁점(김홍상)

9. 8 칼로리 등 새로운 자급률 개념 정립과 목표설정(최지현, 이계임)

9. 14 앙골라 농업·농촌: 현황과 발전 가능성(최지현, 허 장)

11. 8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향(김 호)

2001 3. 22 한국의 채소산업 성장과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대응 - 일본 NHK특집(한국의 채소산업) 

비디오시청 포함(김태곤)

5. 9 국제경쟁력의 개념과 지표(김수석, 안병일)

6. 30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방안과 쟁점(오내원)

8. 2 농업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검토: 경제사업을 중심으로(박성재)

10. 12 쌀 생산 조정 제도: 일본의 경험에서 본 우리나라 적용가능성(김태곤)

11. 3 농업·농촌 GIS 구축사례와 활용 가능성(박시현)

12. 28 시계열분석을 이용한 쇠고기 가격전망 모델(권오복)

2002 1. 19 경제철학의 새로운 동향: 사회경제학(김수석)

3. 4 쌀산업 종합대책 방향(박동규)

5. 29 미국 2002년 농업법의 특징과 과제(김태곤)

6. 14 북미 신세대 협동조합 운 원칙(황의식)

7. 24 한국 쌀 시장에 대한 스토케스틱 시뮬레이션 모델(이경창, 미국 샘휴스턴대)

2003 2. 20 연구원 직장문화에 대한 논의(송미령)

3. 4 인수위원회 농업분야 보고: 농정전환 방향(정명채)

4. 19 한국농업전문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최경환)

5. 14 쌀 수매제도에 효과와 개편방향(김명환)

5. 27 아시안 국가들의 GM농산물 연구 및 재배현황(Dr. Andrew Poewll, 싱가포르 Consultant)

6. 2 농림사업 투융자 방향(김용택)

6. 23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농업의 미래를 본다(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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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 대만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기금 운 의 현황과 시사점(정정길)

8. 8 농가 숙박업의 제도화 방안(박시현)

9. 24 Estimation of Price Elasticities from Cross-sectional Data(정찬진,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10. 10 식품경제의 변화-OECD의 향후 사업(Mr. Loek Boonekamp, OECD무역시장과장)

2004 3. 9 데이터베이스 이용방법 교육(임송수)

4. 6 농지제도의 기본방향(박석두, 송미령)

4. 14 세계 식품안전문제의 접근방법: 세계동향과 국내적용(최지현)

5. 1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상물 시연(오세익)

5. 21 세계 곡물수급 구조변화: 재고감소와 가격 상승의 배경과 전망(김태곤)

10. 28 일본의 경 단위 직접지불정책(김태곤)

2005 3. 25 Scanning Pos Data를 활용한 수요분석 서비스 소개(서성천)

5. 10 기업의 경 윤리-농기업에도 기업윤리는 필요한가?(고 욱)

5. 31 일본의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특징과 함의)(김태곤)

9. 2 AHP를 이용한 농업의사결정의 실제(신용광)

10. 18 최근의 경제성장과 발전이론(김경덕)

2006 3. 13 농업관측 정보화의 현황과 발전방향(이용선, 원지연)

5. 30 질적 연구 방법은 농촌 정책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김정섭)

6. 13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 유형 구분: 군집분석을 이용하여(강혜정)

6. 27 OECD 농업정책 평가모형: 이해와 활용(성명환)

7. 28 농업인의 학습과 농실천(마상진)

7. 31 일본·미국의 쌀 관련 정책과 시사점(박동규)

2007 1. 17 농업총조사 및 농가경제조사의 바른 이해와 활용도 제고 방안(강혜정)

2. 20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정책과 향(이상민)

3. 13 농업부문 비전 2030 주요 지표전망(김정호)

4. 5 세계농업,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김태곤)

6. 11 바이오에너지와 세계 사료곡물 시장의 변화(성명환)

6. 28 위성정보를 이용한 관측사업 도입의 타당성(권오복, 김재환)

8. 8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가치 계측(강혜정)

8. 16 평양과 대홍단을 소개합니다-사진자료를 중심으로(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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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 세 미 나

원내세미나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연구정보 교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정형화되었거나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결과

를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진이 발표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는 1978~2007년에 걸쳐 모두

301회를 실시하 다.

원내세미나 연도별 개최 실적

1978 5. 3 전환기의 한국경제(서상철, 고려대 교수)

5. 19 최근 미국의 농업과 농업정책방향(최주천, 미농무관)  

5. 25 대만의 농업정책(이 래,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농업경제전문위원) 

6. 19 농업경제학의 연구방향( 렌 존슨, 미국 미시건대 교수, 국제농업경제학회 부회장)

7. 28 세계 대두시장과 미국의 농업정책(이경원, 미국대두협회 조사역) 

8. 24 EC의 공동농업정책과 독일의 농업 현황(라이쉬 독일 호헨하임대 농업경제학 교수)

8. 25 우리나라 식량과 국가안전보장(박진환, 대통령 특별보좌관) 

8. 28 1차산품의 생산과 유통(태태 코피,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9. 4 확률동태모델의 농업응용 및 적정저장지역 선정(구원회, 미국 몬타나주립대 교수)

9. 11 미국의 농업정책 방향(컬버, 미농무성) 

11. 30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한 농업경제의 성장모형(박성상, 중소기업은행 이사)

12. 14 농촌인구의 이주 현황(윤종주, 서울여대 교수)

1979 1. 26 한국농업의 기술발전(이정행, 한국비료 고문) 

2. 22 이스라엘의 키브츠와 농촌개발(유태 , 건국대 새마을연구소 부소장) 

3. 16 유기농업의 이론과 실제(김중갑, 독농가, 경기도 광주군) 

4. 2 한국경제의 외생적 여건(조동필, 고려대 교수) 

4. 18 1979 경제운용계획(김재익,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4. 18 한국의 식물방역정책(백운하, 서울대 농대 교수) 

6. 1 1979 미국의 농업관측 및 축산경 의 시뮬레이션 기법 이용(이홍용, 텍사스대 교수)

6. 4 농촌개발의 공간차원(데니스 론디넬리, 미국 시라큐스대 교수) 

6. 14 도시와 농촌의 지역계획(손정목, 서울산업대 교수) 

7. 13 아시아의 미작혁명(허문회, 서울대 농대 교수) 

연 도 1978~79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4 2005 2006 2007 계

횟 수 28 41 40 38 53 59 16 14 12 301

원 내 세 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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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 농가경제의 계량모형(안충 , 중앙대 정경대 교수) 

9. 21 금융자율화의 과제와 전망(김기환, 국제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1. 8 수도작 수확사업의 기계화 문제(정창주, 서울대 농대 교수) 

11. 9 일본의 농업경제보험제도의 전개과정과 당면과제(山內豊二, 일본 오사카 부립대 교수)

11. 24 세계의 식량 및 농업부문 모형(우터 팀즈, 네덜란드 암스텔담 자유대학 교수)

12. 18 세계의 에너지 문제와 전망(L. T. 팬, 캔사스대 교수)

1980 1. 28 한국농업 발전문제의 비농업경제학적 접근(임종철, 서울대 사회대 교수) 

2. 4 총량수요와 기술변화(우리 벧 지온, 이스라엘 히브류대 교수) 

4. 2 농업경제의 지대문제(김준보, 고려대 교수) 

6. 10 1980년대 기상전망과 대책(김광식, 중앙관상대) 

7. 4 인티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사업의 최적화와 경제성 분석(박성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8. 9 MIS 현황과 장래 및 데이타 베이스 관리체계(김성수, 미국 뉴욕 주립대 교수)

8. 22 한국임업개발의 제문제(현신규, 서울대 농대 명예교수) 

11. 3 남태평양지역의 농업 현황과 문제(이재한, FAO) 

11. 11 농작물 보험제도(조해균, 한양대 교수) 

12. 10 1980년대 일본농업정책의 과제(嘉田良平, 일본 경도대 교수) 

1981 2. 2 한국의 국가발전과 농촌문제(박진환, 농협대학장) 

3. 12 한국의 농산물가격과 무역정책(킴 앤더슨, 호주 국립대학) 

3. 19 한국인플레이션의 요인과 장래예상변수에 관한 소고(김학은, 연세대 교수)

3. 26 국제곡물무역 현황과 미국의 농정(R 톰슨, 미국 퍼듀대 교수) 

4. 2 행동의 주체자로서 인간(이만갑, 서울대 대학원장) 

4. 10 기아와 식량(한스 싱어, 국 서섹스대 교수) 

5. 1 기상재해와 농업기술 및 농가경 : 기술의 효율과 한계(坪井八十二, 농진청 한·일공동농업연구단장) 

5. 29 한국식품공업의 현황과 전망(정병선, 전 유엔공업기구자문관) 

7. 16 북구의 농협과 한국농협의 비교(박진환, 농협대학장) 

8. 12 북구에 있어서 한국학 연구 현황과 과제(신휘동,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학 담당)

1982 1. 27 미국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식품가공(폴 세이브,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 교수) 

2. 1 미국 시장 내에서의 곡물저장과 유통체계(정도섭,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 교수)

4. 1 미국의 농정방향(이진국, 미농무성 경제전문가) 

4. 1 유전공학의 농업이용(설동섭, 농촌진흥청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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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한국경제와 현대경제학(고승제,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6. 14 미국경제의 현황과 농업정책의 방향(최주천, 미농무성)  

7. 19 저금리정책과 농업금융(김 철, 건국대 교수) 

10. 26 저금리정책과 농업금융(M. J. 윌리암즈, WFC 사무국장) 

11. 11 미국의 농업정책(A.F. 샌더슨,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1983 1. 12 경기변동이론(조순, 서울대 사회대 교수) 

2. 25 북한경제(이만기, 한양대 대학원장) 

4. 1 한국의 농업사(이춘녕, 서울대 농대 명예교수) 

5. 17 개발도상국의 식량정책(D. G. 존슨,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6. 17 토지자원수익에 대한 과세문제(S. O. 앤더슨, 미국 미주리대학 교수) 

10. 14 미국농업정책의 현안문제(M. 마틴,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교수) 

1984 3. 22 보급학과 전이문화의 굴절이론(宇野善康, 일본 慶應義塾大 교수) 

4. 4 미국의 농업정책과 자유무역(루터 G. 홀버그,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 교수) 

7. 14 발전도상국의 농업개발(西村博行, 일본 경도대 교수) 

8. 27 미국의 농업정책(구원회,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10. 5 농민문학(임 환, 육사 교수) 

11. 2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이해(최종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실장) 

12. 1 민속놀이의 이해(허규, 중앙국립극장장)

1985 2. 1 선진농가의 농업기술 협력 방안(김병호, FAO 자문관)

3. 1 농촌문화와 전통(정한모, 문예진흥원장) 

4. 1 오늘의 농촌문제와 연구과제(김동희, 단국대 교수) 

4. 11 국악과 인생(김소희, 무형문화재)

4. 26 미국의 농수산물 수출입정책(최주천, 부산산업대 교수) 

5. 1 태극기의 원리와 민족의 이상(유승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5. 20 만주의 농업과 현지한국인의 생활상(최죽송, 동북회장) 

6. 3 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Mr. Conable, 주한미참사관) 

7. 2 1986 태양흑점과 기상전망(김광식, 기상연구소장) 

7. 24 농업보험의 경제분석(나까지마 지히로, 일본 경도대 교수) 

8. 20 카메룬의 농업과 우리 나라의 기술협력(한욱동, 농진청 농업기계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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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 21 일관 시스템에 의한 벼의 건조·저장 모델과 경제성 분석(박경규, 경북대 교수) 

2. 3 한국인의 가치관(나장운, 경찰대학 교수) 

3. 18 무역자유화 과정의 농업(D. G. Jhonson, 미국 시카고대 교수) 

4. 1 한국농정의 성과와 반성(김 식,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사무총장) 

6. 4 미국의 민속(임동권, 중앙대 교수) 

11. 12 아프리카사회의 농업(구천서, 단국대 교수)

1987 2. 13 전후 일본농촌의 변모와 과제(요시자와 시로, 일본 중앙대 교수) 

5. 9 전후 일본농업의 구조변화(가와나미 고끼, 일본 구주대 교수) 

5. 25 미국농업의 당면과제(김한주, 미국 South Dakota 대학 교수) 

6. 3 일본의 우유과잉 생산원인과 대책(사끼우라 세이찌, 일본 낙농총합연구소장) 

6. 16 농업무역에 있어 부존자원과 기술변화에 관한 향(구원회, 미국 노스다코타대학 교수)

7. 2 제주농업의 가능성(이광섭, 제주 녹장원 대표)

10. 2 토지조사사업사 연구의 현단계와 전망(미야지마 히로시, 일본 동경대 교수)

1988 1. 12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선진국에 있어서 구조적 개혁문제(Glenn Johnson, 세계농업경제학회장)

5. 13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의 농산물 수출(David Henneberry,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교수)

7. 11 미 농산물 선물 및 옵션거래 현황(최진욱,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상임경제연구원)

8. 9 한·미 무역관계(김대겸, 미국 상무성 무역정책분석관)

1989 5. 1 농어촌개발종합대책(김태수,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외) 

5. 17 소련의 농업문제(Mr. Sergei B. Andreev, 소련 국제경제연구소 농업실장) 

6. 20 한·미 통상협력이 주는 교훈(박상우,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6. 22 세계경제와 농업무역(Paul Farris, 미국 퍼듀대 교수) 

7. 3 체제비판과 우리의 현실(황성모,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8. 11 한·미 농산물무역의 정치적 고찰(이용식, 미국 아이오와대 교수) 

8. 18 농촌여성의 농업노동과 건강실태(권 자,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 

9. 25 토지공개념 제도(이태일,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0. 16 세계농업경제학의 동향과 헝가리 농업문제(DCsaba Csabi, 국제농업경제학회장)

11. 22 유럽 축산업의 발전과 경쟁관계(Willhelm Brandes, 독일 괴팅겐대 교수)

12. 6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한국농업경제에 미치는 향 분석(윤해진, 필리핀대 박사과정)

12. 22 오늘의 농촌현실과 과제(박경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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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 1 세계경제 변화의 농업(김보현,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4. 6 새로운 파라다임을 요구하는 농업(Kuhnen Frithjof, 독일 괴팅겐 대학 교수) 

4. 12 아시아의 농업개발과 국제협력(주학중, ADB 경제 및 지역개발센터 소장)

4. 19 농업생물 과학의 현황과 전망(김병동, 서울대 교수) 

9. 13 중국의 농촌경제 체제개혁과 중국농업의 진로(장세화, 중국 길림대 교수)

1991 2. 22 UR 농산물 협상의 쟁점과 전망(최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외) 

2. 25 세계 종자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김필주, 미국 파이어니어 종묘회사 중역) 

4. 10 네덜란드의 농업 현황(A. Wolthuis, 네덜란드 농수산부 국제협력관) 

5. 2 일본의 수산물 유통구조 현황과 정책방향(아끼야 시게오, 일본 사이다마 대학 교수)

5. 29 경제사회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6. 19 중국의 농촌개혁 정책과 전망(손담진,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부교수) 

6. 27 UR 농산물 협상의 전망(최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7. 9 EC 경제의 통합이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향(M. Dutta, 미국 아시아경제학회장)

9. 2 우루과이라운드와 미국농업(Blase, 미국 미조리대학 교수) 

10. 11 UR 농산물협상의 현단계와 전망(최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11. 15 농업개발과 환경문제(John M. Antle, 미국 몬타나 주립대학 교수)

1992 6. 11 북한의 농촌 및 사회실상(오재학) 

6. 27 일본의 농업구조개선과 농업금융의 역할(가메가이 기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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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에 관한 토론회

5. 23~25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지역협의회(경북, 충남, 전북지역)

6. 25 우리 경제의 실상과 경제주체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토론회

12. 27 전환기 양정을 위한 대토론회

1991 2. 12 농어민 연금제도 개발에 관한 공청회

3. 9 BOP 협의 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

3. 28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공청회

5. 17~18 농외소득원 정책세미나

5. 22 국제화 시대의 중단기 농업기술 개발방향에 대한 공청회

5. 23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관한 공청회

7. 5 축산 부산물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7. 24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대구)

7. 25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전주)

7. 27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서울)

8. 13~14 농외소득사업의 평가와 개발에 관한 세미나

8. 31~9. 1 농업문제에 관한 농어민 관련단체 간담회

12. 4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심포지엄

12. 6 1992 축산물 수급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1992 1. 21 ‘지방화시대의 농정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토론회

2. 21 농업구조의 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

6. 8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서울)

6. 10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전주)

6. 12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진주)

9. 30 미곡 수매방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9. 3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청회(군산)

10.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청회(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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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4. 28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세미나

5. 20 양정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8. 19 「농지법」제정방향에 관한 1차 공청회

8. 25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8. 26 「농지법」제정방향에 관한 2차 공청회(광주)

9. 2 「농지법」제정방향에 관한 3차 공청회(창원)

9. 9 「농지법」제정방향에 관한 4차 공청회(대전)

11.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 28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1994 1. 25 농업여건 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세미나

1. 27 UR 타결에 따른 수산업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3. 22 UR 이후 산촌대책 방향 세미나

7. 8 협동조합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

7. 29 「농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8. 30 농정전환에 따른 정책대상 범위의 조정에 관한 세미나

9. 6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에 관한 공청회

11. 17 남북한농업부문 교류 및 협력방안에 관한 협의회

1995 2. 27 농지개량조합운 개선에 관한 공청회(서울)

3. 23 농림수산 교육개혁 정책토론회

4. 6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4. 7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4. 7 농지개량조합운 개선 공청회(수원)

4. 11 농지개량조합운 개선 공청회(전주)

4. 13 농지개량조합운 개선 공청회(대구)

4. 26 간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

6. 12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1주년 기념‘농어촌 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

6. 20 ‘동아시아의 쌀생산과 물문제’국제심포지엄

7. 29 「농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8. 31 「농지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9. 5 첨단농림수산기술개발계획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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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 ‘농림수산사업 운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정책토론회

9. 29 국제사료곡물가격 동향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

11. 13 양정의 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토론회

1996 1. 12 ‘신경제장기구상’농림수산 장기발전 구상 공청회

2. 10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29 북한산 농림수산물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방향 정책협의회

4. 25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관련 토론회

5. 27 국제 곡물수급동향과 대책 토론회

5. 30~6. 7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 토론회(서울, 광주, 대구, 대전)

6. 26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공청회

9. 5 WTO 체제하의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11. 13~12. 13 농림수산기술개발 사업추진 개선을 위한 토론회(서울 및 9개 지방)

12. 13 협동조합 발전방안 토론회

1997 1. 14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연구협의회

3. 13 ‘쌀 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

5. 27 ‘환경농업법’제정 관련 공청회

7. 1 ‘차기 농산물협상 전망과 주요국 입장’세미나

7. 25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공청회

8. 14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토론회

1998 2. 2 ‘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정책토론회

2. 6 농림사업평가 정책간담회

6. 11 IMF 관리체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과 대응방안 부문별 토론회

6. 19 환경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8. 6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신설조직의 기능과 역할 토론회

8. 10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12. 3 산림·통일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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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

10. 22 환경시대의 농촌정비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11. 25 21세기 농정비전 수립 정책토론회

11. 25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향 토론회

12. 3 21세기 임정비전 제시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

2000 1. 20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 8 농림어업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세미나

2. 10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토론회

4. 27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정책과제’세미나

6. 27 ‘논농업직접직불제 도입방안’정책토론회

2001 1. 19 ‘경 체별 농업소득 안정화 방안’정책토론회

4. 3 ‘21세기 농업·농촌 정비 방향과 과제’정책토론회

6. 29 ‘그린투어리즘 정책 방향과 과제’정책토론회

10. 31 ‘농촌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11. 22 ‘북한농업 실태와 농업협력 발전방향 모색’워크숍

12. 8 쌀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간담회

12. 17~21 ‘남북농업기술교류 협력의 성과와 방향’심포지엄

2002 2. 18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세미나

3. 5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정책토론회

3. 8~12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토론회(광주, 대전, 대구)

6. 27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정책토론회

7. 19 ‘쌀 재고 문제의 전망과 대책’정책토론회

7. 24 ‘농어업·농어촌 교육제도의 개선’정책토론회

9. 13 ‘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정책토론회

10. 25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새로운 활로’토론회

11. 13 농림부문 R&D 투자방향과 효율적 관리방안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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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18 농가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2. 21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 평가와 협상대책’세미나

5. 27 한국농업전문학교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

7. 9 ‘농가 부채 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토론회

7. 31 ‘우리나라 FTA 추진방향과 주요 이슈’정책종합토론회

9. 2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 방향’정책토론회

10. 14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을 위한 방향 모색’세미나

12. 1 새국토협의회 연구성과 발표회

2004 2. 16 ‘한·일 FTA와 한국농업’세미나

3. 17 개방화시대 농업·농촌문제의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4. 28 농지제도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5. 17 쌀협상 국민대토론회

5. 20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개편방향 토론회

8. 4 한·아세안 FTA 공청회

8. 9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 세미나

11. 17 쌀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12. 8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12. 21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 활성화 방안 토론회

12. 22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05 6. 29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최근 동향과 쟁점, 협상 대책 방향 세미나

7. 5 「농업·농촌기본법」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7. 19 ‘양정제도 개편 및 쌀 공공비축 도입방안’세미나

8. 17 쌀 생산조정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11. 29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6 2. 8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 대안 개발’워크숍

2. 20 WTO/DDA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 정책세미나

3. 2 농촌마을 종합개발 워크숍

4. 26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전략’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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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워크숍

8. 10 신활력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8. 20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8. 25 ‘도·농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세미나

10. 13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세미나

11. 3 농촌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워크숍

11. 9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도전과 희망 세미나

12. 6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성과발표회

2007 1. 10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정책세미나

4. 18 농업 발전과제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5. 29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7. 23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정책토론회

7. 30 ‘위성정보의 농업관측 활용’전문가 토론회

8. 28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9. 10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 공청회

11. 26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2. 4 국제곡물가격 상승 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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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세 미 나

국제세미나

일 자 주 제 장 소

1978. 11. 7~11 전환기 농정과제와 정책대안(Rural Transformation under the Rapid 세종문화회관

Industrialization in an Open Economy: Policy Issues and Alternatives)

1980. 7. 14~20 아시아 제국의 식품유통(Toward Efficient Food Marketing Systems 전경련 회관

in Asian Economics)

1980. 9. 15~20 신흥공업국의 농업조정정책(Agricultural Adaptation Process 전경련 회관

i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1981. 9. 1~7 아시아 태평양지역 농촌중심권 개발(Roving Seminar on Rural Cente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lanning in Asia and the Pacific)

1981. 10. 6 미국의 곡물시장 및 무역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10. 12~20 개발도상국간의 농업·농촌개발협력(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and Cooper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ment 

Countries)

1985. 4. 22~25 아시아 지역의 국가 발전과 농촌공업의 역할(International Seminar on the Role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of Rural Industries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Asian Region)

1989. 5. 16~18 PECC 농업정책, 무역 및 개발(International Workshop on Agricultural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Policy, Trade and Development)

1989. 9. 4~9 AARRO 농촌개발사업(International Workshop on Management of Rural 서울 리베라호텔

Development Programs)

1989. 11. 13~14 UR 농산물 무역협상(Seminar on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on Agricultur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6. 8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 한국프레스센터

1992. 6. 10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 농협중앙회 전북도지회

1992. 6. 12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 경상대학교사범대예술관

1992. 11. 2 일본농업과 구조·경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9. 9 동북아(남북한, 중국) 역내 농산물 교역과 농업개발 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6. 20 동북아 4개국‘쌀 생산과 물 관리’ 서울 타워호텔

1995. 7. 27~28 광복 50주년 국제학술대회-한국농업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전시 유성호텔

1995. 8. 17 광복 50주년 국제학술대회-WTO 체제하의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COEX

농산물 교역 전망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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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18 광복 50주년 국제학술대회-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 및 농업개발협력의 발전방향 COEX

1996. 11. 13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농협중앙회

1997. 11. 13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21세기 한국 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농협중앙회

1998. 5. 20~21 한계지의 자원관리와 환경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11. 12 제3회 농업인의 날 기념‘21세기 친환경 농업의 발전방향’ 농어촌진흥공사

1999. 10. 29 차기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11. 12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21세기 세계 식량안보 전략’ 농어촌진흥공사

1999. 12. 13~17 FAO 통계워크숍 KOICA 국제협력연수센터

2000. 5. 26 ‘아시아지역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향과 평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NESCAP/CGPRT Center 국제 공동 워크숍

2000. 9. 5 농업메신저 사업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2000.10. 9~10 제1차 한·중 농업발전 중국 베이징 여우이호텔

2000. 11. 1 북한농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2000. 11. 10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디지털시대 지식농업의 발전방향’ 농어촌진흥공사

2000. 11. 28 WTO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응 대한상공희의소

2001. 5. 17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6. 25~26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8. 21~22 농업 및 환경정책통합 KREI/FFTC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9. 14 WTO 농업협상: 국별 제안서와 협상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4. 19 미국 신농업법 입법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10. 9 제3회 한·중 공동학술세미나 중국농어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2002. 10. 22 농업의 가치와 소농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3. 11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 방향 프레스센터

2003. 7. 4 WTO 체제하 세계 농업의 동향과 농정주체의 역할 aT센터(서울농업무역센터)

2003. 8. 27~28 ‘동아시아 농업의 전통과 변화’동아시아 농업사학회 경주 현대호텔



제4편 자료 579

국 제 세 미 나

일 자 주 제 장 소

2003. 8. 28 중국 쌀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0. 28 ‘동북아 농정연구포럼 창립기념’및 제1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교육문화회관

2003. 12. 10 한국의 쌀 협상과 일본과 대만의 경험 서울농업무역센터

2003. 12. 17 북한의 농업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2. 23 한·일 농업경제 학술교류 워크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5. 27~28 쌀의 재발견: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 aT센터(서울농업무역센터)

2004. 6. 7 ‘친환경 농업과 농업경 안정화’한·일 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9. 24 WTO/DDA 협상과 농업정책 개혁 서울대학교 호암회관

2004. 10. 8~9`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제2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중국 산동대학 본교

2005. 6. 7 한·일 공동 연구 1차 심포지엄 일본 동경농공대학

2005. 9. 26 ‘동북아 쌀산업의 현재와 미래’제2회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0. 25~26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제3회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일본 Toranomon Pastoral

2005. 11. 15, 17 한·일 공동 연구 2차 심포지엄 서울, 강원도횡성·평창군

2006. 4. 24~27 한·일 공동 연구 3차 심포지엄 일본 도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2006. 9. 5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제4회 동북아 농정연구포럼(FANEA) 롯데호텔(잠실) 

2006. 11. 3 한·일 공동 연구 4차 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12. 8 한·독·일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책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4. 4 베트남형 농촌마을개발모형의 확산 워크숍 베트남 하노이시

2007. 5. 8 농촌의 내발적 지역 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야마나시현후지가와구치호

2007. 5. 16~18 ODA 국제 컨퍼런스: 아태지역의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원대학교, 

춘천 라데나 리조트

2007. 10. 15 제5차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중국 북경

2007. 11. 2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전라남도청 김대중 강당

2007. 11. 8 제1회 동아시아농업논단 일본 JICA국제협력종합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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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국제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외국기관과의 자매결연, 외국인 연수 및 자문활동, 국제

학술회의 참석 등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78~2007년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국제협력사업 실적

재체결로 인하여 폐기된 연구협력협정서(4개)는 제외함.

해외연구기관의 연구협력 및 자매결연

○ 협력기관: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교(식량 및 사료곡물연구소)

일 자: 1980. 5. 20 

연구협력분야: 곡물유통, 농산물수송, 정보과학, 농촌에너지개발과 이용, 농업기계화, 연구요원 교환 등

○ 협력기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관리센타(FFTC)

일 자: 1983. 4. 28

연구협력분야: 연구자료의 교환, 세미나 공동주최, 연구요원 교환 등

○ 협력기관: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개발연구소

일 자: 1992. 9. 2

연구협력분야: 농촌경제연구, 농촌개발 및 농민복지연구, 연구요원 교환, 연구정보 교환,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 협력기관: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일 자: 2000. 5. 23(2003. 10. 28 재체결로 당초 양해각서 대체)

구 분 건 수

국제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자매결연* 13

국제학회 사무국 운 3

외국인 연수활동 15

개발도상국 자문활동 2

국제학술회의 참석 498

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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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분야: 연구과제 공동신청,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연구보고서, 출판물 및 기타 자료 교환, 연구

인력 상호 방문

○ 협력기관: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콜럼비아

일 자: 2001. 8. 9(2006. 10. 4 재체결로 본 양해각서 폐기)

연구협력분야: 연구 및 개발 과제의 공동 추진,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전문가의 상호

교류, 관련연구협의회 및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 협력기관: 중국 상해시 농업과학원

일 자: 2001. 9. 7

연구협력분야: 연구 및 개발과제의 공동 추진, 연구논문, 출판물 및 기타 연구관련 자료 교환,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등

○ 협력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일 자: 2001. 10. 25(2003 .10. 28 재체결로 당초 양해각서 대체)

연구협력분야: 연구과제 공동신청,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연구보고서, 출판물 및 기타 자료 교환, 연구

인력 상호 방문 등

○ 협력기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일 자: 2003. 10. 3

연구협력분야: 연구 및 개발과제의 공동 추진,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전문가의 상호

교류, 관련연구협의회 및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 협력기관: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재체결)

일 자: 2003. 10. 28

연구협력분야: 공동 관심분야 연구의 공동 신청 및 추진,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연구

원의 상호 교류, 관련연구 협의회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

○ 협력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재체결)

일 자: 2003. 10. 28

연구협력분야: 공동 관심분야 연구의 공동 신청 및 추진,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연구

원의 상호 교류, 관련연구 협의회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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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일 자: 2004. 3. 1

연구협력분야: 연구 및 개발 과제의 공동 추진,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전문가의 상호

교류, 관련연구협의회 및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 협력기관: 세계농촌사회학회

일 자: 2004. 12. 4

연구협력분야: 제12차 세계농촌사회학 대회(2008. 7. 10) 공동 개최

○ 협력기관: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

일 자: 2004. 12. 9(2006. 12. 4 재체결로 당초 양해각서 대체)

연구협력분야: 농산물시장정보를 상호 교환, 연구인원의 상호교류, 기타 공동 분야 협력

○ 협력기관: 미국 미주리대학교-콜럼비아(재체결)

일 자: 2006. 10. 4

연구협력분야: 연구 및 개발 과제의 공동 추진,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전문가의 상호

교류, 관련연구협의회 및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 협력기관: 일본 도쿄농공대학교

일 자: 2006. 10. 31

연구협력분야: 연구원의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자료, 출판물 등의 공동추진 등

○ 협력기관: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재체결)

일 자: 2006. 12. 4

연구협력분야: 농산물가격, 반입량정보 및 농업통계정보의 상호교환,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기타 공동

관심분야의 협력 등

○ 협력기관: 베트남 국립농업계획연구소

일 자: 2007. 4. 3

연구협력분야: 연구 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전문인력 교류, 관련연구협의회 및 컨퍼런스

공동 개최, 연구개발 과제 협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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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 사무국 운

○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사무국 운

- 기 간: 1991~1999

○ 동아시아 농업사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

- 기 간: 2003 

○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

- 기 간: 2007~2008. 7

국제학술회의 참석

국제기관과의 연구정보교환, 교류증진 및 연구발표를 통한 상호 협력강화를 위하여 국제학술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78~2007년의 참여실적은 총 498건이다.

○ 국제학술회의 참석 실적

연 도 1978~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 2006 2007 계

횟 수 10 44 37 43 99 202 16 22 25 498

회 의 명 기 간 국　가 주관기관 참석자

1978

농업개발지원 행정체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9. 19 ~ 9. 24 말레이시아 UNDP 황인정

아시아지역에있어서의쌀생산방안에관한전문가회의 11. 26 ~12. 2 일본 북미·유럽·일본 3각위원회 김동희

아시아지역 농촌시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12. 5 ~12. 13 태국 FAO, 독일국제개발기금공동주최 성배

1979

농지개혁 및 농촌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7. 10 ~ 7. 22 로마 FAO 최양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자문회의 8. 21 ~ 8. 28 태국 유엔아시아 개발행정연구원 황인정

세계농업경제학회 8. 31 ~ 9. 24 캐나다 세계농업경제학회 김동희

농산물보험에 관한 세미나 9. 29 ~10. 8 스리랑카 UNCTAD, UNDP 구천서

농촌개발과 농업에 있어서 출산력의 향과 11. 23 ~12. 1 태국 인구협의회 김동일

그 상호관계에 관한 세미나

농업개발계획의 감독과 평가에 관한 워크숍 12. 10 ~12. 18 말레이시아 IBRD 성배

식량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12. 15 ~12. 25 프랑스 OECD 주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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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2000년대를 향한 농업개발전문가 회의 1. 29 ~ 2. 9 태국 FAO아시아 극동지역 대표부 김동희

농촌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세미나 3. 7 ~ 3. 17 탄자니아 미국 위스콘신대 반성환

농외취업에 관한 연찬회 3. 14 ~ 3. 16 태국 아시아인력개발위원회 최양부

농촌시장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참석 및 4. 26 ~ 5. 15 인도, 프랑스, FAO, DSE 성배

유럽지역국가의 농산물 유통현황 시찰 국, 덴마크,

독일, 스웨덴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전문가회의 8. 22 ~ 8. 27 일본 유엔지역개발센타 반성환

최양부

농작물보험 세미나 9. 16 ~ 9.20 일본 FAO, 일본정부 이중웅

농업신용조사에 관한 국제세미나 12. 1 ~12. 5 일본 아시아생산성본부 이정환

1981

지역개발과 농촌개발에 관한 세미나 2. 15 ~ 2. 26 대만 대만토지개혁훈련소 김정부

APDC 농촌고용 전략에 관한 세미나 2. 23 ~ 2. 26 말레이시아 ESCAP, APDC 황인정

동남아세아의 협동조합법에 관한 세미나 3. 29 ~ 4. 17 독일 DSE 최양부

농지개혁 및 농촌개발에 관한 아세아, 5. 19 ~ 5. 29 방 라데시 FAO, WCARRD 이정환

남서태평양지역 정부간 협의회

식량비축에 관한 세미나 5. 26 ~ 6. 5 말레이시아 ESCAP, APDC 주용재

제14차 세계초지학회 6. 8 ~ 6. 26 미국 세계초지학회 김 진

농촌개발 지원금융제도에 관한 세미나 8. 6 ~ 8. 13 인도 FAO 곽병섭

농촌공업화와 농외취업에 관한 국제세미나 10. 5 ~10. 13 일본 ASPAC, FFTC 이용만

농촌공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10. 18 ~10. 24 인도 APO 최양부

제21차 FAO 총회 11. 4 ~ 11. 24 이탈리아 FAO 허신행

1982

‘한국의 식량농업문제와 일본의 협력방안’국제회의 2. 22 ~ 2. 27 일본 일본농정연구센타 이정환

아·태지역 농업전문기술인력 개발에 관한 세미나 7. 8 ~ 7.20 호주 유네스코 정기환

토지정책과 농촌개발에 관한 세미나 8. 8 ~ 8.20 대만 대만 토지개혁훈련소 이광원

제18차 국제농업경제학회 참석 8. 23 ~ 9. 3 인도네시아 국제농업경제학회 김보현

최양부

제16차 IFAD 이사회 참석 9. 12 ~ 9. 23 이탈리아 IFAD 성배

제3차 아·태 경제개발 전문가 회의 11. 8 ~ 11. 14 일본 아세아·태평양 개발센타 김봉구

APO 농업금융 심포지엄 11. 28 ~12. 5 필리핀 아시아생산성본부 이정환

제17차 IFAD 이사회 및 제6차 총회 참석 12. 6 ~12. 18 이탈리아 IFAD 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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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농업 및 농촌개발계획에 관한 전문가회의 1. 31 ~ 2. 5 태국 FAO 주용재

국제농업 심포지엄 3. 2 ~ 3. 16 프랑스 프랑스 농무성 김보현

이수

개발도상국간의 연안어업 공동연구협의회 3. 5 ~ 3. 12 이탈리아 미메릴랜드대학 주우일

IFAD 제18차 이사회 4. 18 ~ 4. 27 이탈리아 IFAD 성배

농촌공업개발에 관한 연구협의회 6. 11 ~ 6. 16 말레이시아 APDC 최양부

비료가격 및 보조정책에 관한 세미나 7. 4 ~ 7. 16 필리핀 FAO 강정일

IFAD 제19차 이사회 9. 10 ~ 9. 16 이탈리아 IFAD 성배

수산자원공동연구 워크숍 9. 17 ~ 9. 27 미국 미메릴랜드대학 주우일

농촌지역 양개선에 관한 세미나 10. 23 ~10. 29 필리핀 FAO 주용재

FAO 제22차 총회 11. 7 ~ 11. 24 이탈리아 FAO 오세익

IFAD 제7차 총회 및 제20차 이사회 12. 4 ~12. 19 이탈리아 IFAD 성배

아시아의 농촌고용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12. 6 ~12. 11 태국 국제노동기구 허신행

농촌공업개발에 관한 연구협의회 12. 11 ~12. 16 말레이시아 APDC 최양부

1984

AARRO 제25차 집행위원회 3. 12 ~ 3. 18 인도 AARRO 김병호

농촌공업개발 전문가 회의 5. 21 ~ 5. 26 말레이시아 APDC 최양부

아시아 마을공동체 조직에 관한 전문가 회의 6. 24 ~ 6. 28 일본 UNCRD 최양부

농업생산자의 개발 역할 분석에 관한 조사 회의 11. 27 ~ 11. 29 일본 APO 강봉순

아·태지역 농산물가격정책 전문가 회의 11. 27~ 11.30 태국 FAO 허신행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11. 26 ~12. 1 말레이시아 ADB, APDC 이수

1985

식량안보 및 정부조정계획에 관한 회의 1. 16 ~ 1.20 말레이시아 APDC 주용재

농업부문에 있어서 컴퓨터 이용에 관한 세미나 4.20 ~ 5. 13 오스트리아 찰스부르그 이정환

ADIPA 제6차 총회 6. 23 ~ 7. 4 태국·일본 ADIPA 최양부

제15차 국제초지학회 8. 23 ~ 9. 2 일본 한국초지학회 김 진

제19차 국제농업경제학회 8. 25 ~ 9. 4 스페인 IAAE 최양부

비료무역정보 분석에 관한 세미나 11. 8 ~ 11. 25 파키스탄, 태국 ESCAP 강정일

FAO 제23차 총회 11. 11 ~ 11. 29 이탈리아 농수산부 김기성

아·태지역 개도국의 농산물시장개발계획지역 세미나 12. 2 ~12. 7 태국 FAO 성배

1986

제3차 아시아지역 비료유통에 관한 회의 2. 25 ~ 3. 1 싱가포르 ESCAP, FADINAD 강정일

축산 및 사료곡물에 관한 워크숍 6. 29 ~ 7. 6 뉴질랜드 PECC 허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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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곡시장 개입에 관한 9. 7 ~ 9. 14 필리핀 ADB 명광식

효과분석 공동연구워크숍 유남식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제5차 총회 11. 14 ~ 11. 21 캐나다 PECC 허신행

1987

정부의 미곡시장 개입에 관한 2. 24 ~ 2. 31 필리핀 ADB 이정환

효과분석 중간발표 회의 명광식

정부의 미곡시장 개입에 관한 5. 17 ~ 5. 21 필리핀 ADB 이정환

효과분석 최종발표회의 명광식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10. 18 ~10. 25 뉴질랜드 뉴질랜드 Massey대학 허신행

제2차 축산 및 곡물분과워크숍 농정연구센터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수산분과워크숍 10. 23 ~ 11. 2 필리핀 PECC 박성쾌

및 국제수산회의

제24차 FAO 총회 11. 8 ~ 11. 26 이탈리아 FAO 이재옥

농업무역과 GATT에 관한 전문가회의 11. 15 ~ 11. 19 미국 미 국제경제연구원, 허신행

캐나다공공정책연구소

1988

농촌고용문제 조사연구 회의 1. 12 ~ 1. 14 일본 APO 최양부

농업무역관련 통상협의 3. 19 ~ 3. 25 스위스 GATT 허신행

UR농산물협상기술 그룹 회의 3. 23 ~ 3. 25 스위스 GATT 이재옥

아시아지역 국가의 농산물가격정책에 관한 연구협의회 4. 25 ~ 4.30 이탈리아 FAO 허신행

제6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총회 5. 17 ~ 5.20 일본 PECC 허신행

박성쾌

제12차 FAO 아·태지역 농업통계위원회 8. 10 ~ 8. 16 스리랑카 FAO 박세권

제20차 세계농업경제학회 8. 24 ~ 8. 31 아르헨티나 IAAE 최양부

제1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 농업전문위원회 9. 21 ~ 9. 25 미국 PECC 허신행

제11차 농산물협상그룹 회의 10. 10 ~10. 16 스위스 GATT 이재옥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비료전문가회의 10. 11 ~10. 13 필리핀 IFA, FADINAD 강정일

농산물의 협동유통에 관한 국제세미나 10. 16 ~10. 22 태국 FFTC 허길행

GATT 쇠고기 패널회의 11. 25 ~12. 3 스위스 GATT 허신행

농산물시장 정보 수집과 분석에 관한 세미나 11. 28 ~12. 10 일본 APO 박세권

UR 몬트리올 각료회의 12. 3 ~12. 12 캐나다 GATT 이재옥

농촌저축 증대에 관한 조사사업조정 회의 12. 13 ~12. 18 일본 APO 서종혁

1989

제2차 GATT 쇠고기 패널회의 및 1. 13 ~ 1. 27 스위스, GATT, OECD 허신행

OECD-NICs 세미나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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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산분과위원회 워크숍 5. 28 ~ 6. 2 캐나다 PECC 박성쾌

계량경제 모델 이용과 상품정책수립에 관한 워크숍 10.30 ~ 11. 3 태국 ESCAP 박세권

제25차 FAO 총회 11. 11 ~12. 1 이탈리아 FAO 서종혁

1990

농촌빈곤 해소 연구협의회 3. 12 ~ 3. 16 필리핀 ADB 정기환

농촌빈곤 해소 세미나 10. 13 ~10. 27 방 라데시 CIRDAP 정기환

한·미 경제협력 회의 10. 17 ~10. 21 미국 미농무성 최양부

세계 수산통계 회의 10. 21 ~10. 25 미국 미 우드홀해양연구소 박성쾌

동아세아제국 농업구조문제 토론회 10. 23 ~10. 29 일본 일본 식품농업정책연구센타 이정환

PECC 수산분과 위원회 11. 4 ~ 11. 9 캐나다 PECC 박성쾌

농촌빈곤 해소연구 심포지엄 11. 12 ~ 11.20 필리핀 ADB 정기환

오내원

농촌 저축증대 심포지엄 11. 26 ~12. 6 일본 APO 서종혁

1991

농산물 유통개선 워크숍 1. 27 ~ 2. 2 필리핀 필리핀 정부 성배

’90년대의 아시아경제 국제회의 6. 19 ~ 6. 23 일본 ADB 정기환

세계농업경제학회 및 APO 농업분야자문회의 8. 18 ~ 8. 31 일본 APO 최양부

제21차 세계농업경제학회 8. 21 ~ 8. 29 일본 IAAE 한두봉

’91세계 생산성대회 9. 2 ~ 9. 7 태 국 APO 허신행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회의 9. 14 ~ 9. 22 말레이시아 IFAD 김종숙

동아세아 지역의 토지정책 회의 9. 17 ~ 9. 25 미국 미동아센타 이동배

FAO 제100차 이사회 및 26차 총회 11. 2 ~ 11.30 이탈리아 농림수산부 강정일

FAO 제26차 총회 11. 9 ~ 11.30 이탈리아 농림수산부 최정섭

APO 농업통계 개선 회의 11. 25 ~12. 7 일본 APO 오치주

아태지역 비료회의 12. 7 ~12. 13 인도 IFA 강정일

1992

AARRO 농촌빈곤 경감방안 워크숍 1.20 ~ 1. 28 말레이시아 AARRO 정기환

제6차 PECC 수산분과 위원회 2. 23 ~ 2. 27 멕시코 PECC 박성쾌

APO 농업 정보시스템 개발 연구회의 2. 24 ~ 3. 7 일본 APO 윤호섭

APO 한계농지 개발세미나 4. 19 ~ 4.30 태국 APO 오세익

일본 촌락사회 연구회 정기학술발표회 10. 26 ~10. 31 일본 일본촌락사회연구회 정기환

21세기를 향한 아시아 농업 심포지엄 11. 5 ~ 11. 10 일본 일본후꾸오카현정부 서종혁

1993

고도산업사회에 있어서 1. 17 ~ 1. 23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연구센터, 김성호

가족경 의 위기에 관한 연구회의 농업총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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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농업발전에 관한 연구회의 2. 22 ~ 3. 5 일본 APO 오세익

동아세아 지역의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회의 3. 7 ~ 3. 13 일본 미동서센타 이동배

국제농업무역위원회(IPC) 11차 회의 5. 5 ~ 5. 10 미국 IPC 최양부

국제농기업 경 학회 심포지엄 5. 21 ~ 5. 29 미국 국제농기업경 학회 성배

AARRO 농촌공업화에 관한 워크숍 6.20 ~ 6. 26 인도 AARRO 서종혁

미국 코리아학 국제학술대회 7. 7 ~ 7. 14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김운근

APO 집단 농 연구회의 7. 19 ~ 7.30 일본 APO 서종혁

세계경제와 한국의 역할에 관한 회의 8.30 ~ 9. 2 미국 미주리-콜롬비아대학 서종혁

PECC 수산분과 7차 워크숍 9. 12 ~ 9. 18 미국, 캐나다 PECC 박성쾌

아시아지역의 지속농업 및 농촌개발 전문가 회의 9. 13 ~ 9. 17 태국 FAO 서종혁

APO 농촌개발정책에 관한 세미나 9. 13 ~ 9. 24 파키스탄 APO 김정연

FAO 제27차 총회 11. 4 ~ 11. 27 이탈리아 농림수산부 권태진

아시아지역의 농기업발전에 관한 워크숍 12. 15 ~12. 18 일본 World Bank 이정환

1994
농촌개발계획 국제심포지엄 및 아시아 농촌개발회의 3. 16 ~ 3.20 대만 아·태지역 식량비료기술센타 어명근

PECC 식량 및 농업포럼 및 태평양 식량전망 워크숍 4. 6 ~ 4. 11 싱가포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최세균

개발도상국 비료산업의 협력 및 발전방안 워크숍 11. 29 ~12. 3 인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최지현

UNDP/ESCAP 역내 무역 잠재력 평가 및 방향 11. 22 ~ 11. 26 태국 UNDP, ESCAP 최세균

1995
아·태지역 유지류 및 유지관련작물 1. 9 ~ 1. 13 태국 FAO 이재옥

무역환경변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

일본 닛케이연구소 주최 동아시아 발전 협력세미나 2. 6 ~ 2. 9 일본 닛케이 연구소 정 일

제7차 OECD 수산위원회 및 제9차 전문가 그룹회의 2. 25 ~ 3. 5 프랑스 OECD 옥 수

농촌공업화와 기업가의 역할에 관한 워크숍 참가 3. 19 ~ 3. 24 일본 세계은행 서종혁

제120차 OECD 농업위원회 4. 24 ~ 4. 27 프랑스 OECD 윤호섭

WTO 제2차 농업위원회 6. 6 ~ 6. 11 스위스 WTO 최정섭

FAO 농업관측 전문가회의 6. 4 ~ 6. 10 태국 FAO 오치주

APO주관 아시아 농업교육비교 연구모임 6. 18 ~ 6. 25 몽골 APO 이 대

APEC 농업기술협력 전문가 회의 7. 1 ~ 7. 9 대만 APEC 김동민

어명근

호주식품유통센타 심포지엄 7. 9 ~ 7 15 호주 호주식품유통센타 김동환

아시아 농업연구발전위원회 8. 24 ~ 8. 27 홍콩 아시아농업발전위원회 성배

아시아 농업경제학회 이사회 9. 6 ~ 9. 9 인도네시아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최정섭

APEC 비공식 무역투자위원회 9. 9 ~ 9. 14 홍콩 APEC 어명근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농업 및 식량분과 위원회 9. 25 ~ 9. 29 중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최세균

환경수복지대의 수도작 직파 재배기술 심포지엄 9. 27 ~ 9.30 일본 일본 동북대학교 이정환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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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3차 농업위원회 9. 27 ~10. 1 스위스 WTO 최정섭

FAO 창설 50주년 국제심포지엄, 10. 10 ~10. 29 캐나다 FAO 최정섭

각료회의 및 제28차 FAO 총회 참석 이탈리아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농업과 농정에 관한 심포지엄 12. 13 ~12. 17 일본 일본 정 일

김태곤

1996

이탈리아 FAO 제21차 식량안보위원회 1. 27 ~ 2. 4 이탈리아 FAO 최정섭

쌀 세계회의 참석 2. 11 ~ 2. 16 미국 알칸사 주립대학 이정환

World Rice Conference 참가 2.20 ~ 3. 2 미국 알칸사 주립대학 김명환

일본의신농정추진실태조사및농수산식품전시회참가 3. 12 ~ 3. 15 일본 농수산물유통공사 김태곤

WTO 무역환경위원회 FAO/OECD 농업정책 3. 23 ~ 3. 31 스위스 WTO 임송수

OECD 농업위원회 122차 회의 4.20 ~ 4.30 프랑스 OECD 윤호섭

제2차 APEC 농업기술전문가 회의 5. 5 ~ 5. 12 호주 APEC 어명근

서사모아 FAO 아태지역 총회 5. 11 ~ 5. 21 서사모아 FAO 최정섭

OECD 제9차 환경성과평가 회의 5. 27 ~ 5. 31 프랑스 OECD 김은순

아시아농촌지역의 농업연관산업 개발에 관한 6. 16 ~ 6. 29 필리핀 APO 이동필

세미나 참석(한국사례 발표)

일본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이사회 6.20 ~ 6.30 일본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최정섭

세계농촌사회학회 참석 7. 22 ~ 7. 26 루마니아 세계농촌사회학회 이 대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참석 8. 4 ~ 8. 11 인도네시아 아시아농업경제학회 박상우

김석현

박성재

김용택

최정섭

제1차 APEC 식량작업반 회의 및 제3차 SOM/CTI 8. 17 ~ 8. 24 필리핀 APEC 어명근

한·홍콩 교역증진 세미나 8. 21 ~ 8. 25 홍콩 농수산물유통공사 최세균

OECD 농업의 환경기능 세미나 9. 8 ~ 9. 18 핀란드 OECD 임송수

호주 및 한·한국학연구소 개관식 세미나 참석(발표) 9. 16 ~ 9. 22 호주 호주 그리피스대학 박상우

및 호주의 낙농산업 시찰 한국학연구소 신승열

식량안보위원회 특별회의 및 FAO 이사회 참석 9. 18 ~ 9.30 이탈리아 FAO 최정섭

WTO 농업위원회 참석 및 자료수집 9. 21 ~ 9. 27 스위스 WTO 김동민

아시아생산성본부(APO) 농지이용 및 9. 23 ~10. 5 일본 APO 김홍상

관리에 관한 세미나

식량안보위원회 임시회의 및 FAO 이사회 참석 10. 7 ~10. 13 이탈리아 FAO 최정섭

아시아생산성본부 주최 회의 참석 10. 14 ~10. 18 일본 APO 박석두

APEC 지속적 개발훈련 및 정보망 조직회의 10. 21 ~10. 25 미국 APEC 오세익

‘FAO 제22차 식량안보위원회 2차 연장 회기’참가 10. 26 ~ 11. 1 이탈리아 FAO 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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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C FAF 포럼 참석 10. 28 ~ 11. 1 홍콩 PECC 최세균

농촌 환경문제에 관한 AARRO 국제워크숍 12. 15 ~12. 19 이집트 AARRO 오세익

1997
제3차 식량작업반(TFF) 회의 참석 1. 28 ~ 2. 1 캐나다 APEC 어명근

국제농림업협력업체 주최‘아태지역 식량수급에 2. 12 ~ 2. 15 일본 국제농림업협력업체 어명근

관한 국제심포지엄’논문발표

APO 주최 농촌빈곤경감 세미나 참석 2. 17 ~ 2. 28 이란 APO 정기환

곡물 중장기 수급전망 국제심포지엄 참석 2. 18 ~ 2.20 일본 일본사민당 주관 이정환

아시아지역국가의 워크숍 참석 2. 24 ~ 3. 1 인도네시아 CGPRT센터 성명환

21C 아시아 쌀산업 문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3. 19 ~ 3. 21 일본 일본 농협중앙회 이정환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이사회 참석 4. 6 ~ 4. 9 인도네시아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최정섭

OECD 제124차 농업위원회 참석 4. 12 ~ 5. 13 프랑스 OECD 윤호섭

APEC 식량작업반 제4차회의 참석 5. 14 ~ 5.20 캐나다 APEC 어명근

APO 농업구조정책 세미나 참석 5. 19 ~ 5. 31 일본 APO 김용택

APO Conference에 참가 6. 3 ~ 6. 13 대만 APO 김경덕

WTO 농업위원회 참석 6. 24 ~ 6. 29 스위스 WTO 최세균

FAO/OECD/EUROSTAT 세미나 참석 6.30 ~ 7. 5 스위스 FAO 임송수

AARRO 대만연수프로그램 참석 7. 1 ~ 7. 12 대만 AARRO 박성재

APEC/식량작업반‘식품수급협의회’참석 7. 2 ~ 7. 4 일본 APEC 어명근

농촌종합개발에 관한 세미나 7. 5 ~ 7. 16 방 라데시 APO 박시현

농업보험에 관한 세미나 7. 7 ~ 7. 17 필리핀 APO 최경환

농촌산업화에 관한 세미나 7. 7 ~ 7. 19 일본 APO 이동필

농업교육제도에 관한 세미나 7. 28 ~ 8. 6 일본 APO 이 대

세계농업경제학회 참석 논문 발표 8. 9 ~ 8. 18 미국 세계농업경제학회 이재옥

최정섭

아시아지역 국가의 워크숍 참석 8. 26 ~ 8. 29 인도네시아 CGPRT센터 성명환

국제농산물 수출 세미나 9. 24 ~ 8.30 태국 APO 최세균

제5차 식량작업반 회의 참석 8. 29 ~ 9. 3 캐나다 APEC 어명근

사료·축산발전 세미나 9. 1 ~ 9. 13 일본 APO 신승열

제2차 WTO/무역환경위원회 참석 9.20 ~ 9. 26 스위스 WTO 최정섭

록펠러재단 주최 북한농업관련 회의 참석 9. 24 ~ 9.30 미국 록펠러재단 김운근

APEC 식량작업반 6차 회의 참석 10. 24 ~10. 26 싱가포르 APEC 어명근

APO주관 연구회의 참석 10. 26 ~ 11. 2 일본 APO 김은순

UN/CGPRT센터 Technical Advisary Committee 11. 24 ~ 11. 29 인도네시아 CGPRT센터 이동필

제14차 회의 참석

농업신용조사 사업관련 세미나 11. 25 ~ 11. 29 일본 APO 박성재

국제낙농연맹 세미나 참석 12. 9 ~12. 12 태국 국제낙농연맹 유철호

국제농산물무역학회 참석 12. 13 ~12. 26 미국 국제농산물무역학회 이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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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호주 농업전망회의 참석 2. 2 ~ 2. 8 호주 이정환

제38차 APO 생산성본부장 회의 참석 2. 9 ~ 2. 14 인도 APO 강정일

일본 농업경제학회 학술발표 참석 4. 1 ~ 4. 4 일본 일본농업경제학회 박문호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사업 기획세미나 참석 4. 18 ~ 5. 1 방 라데시 APO 문순철

OECD 정책평가행렬 전문가 회의 참석 4. 26 ~ 5. 2 프랑스, 국 OECD 윤호섭

‘식량확충 연구회의’세미나 참석 5. 12 ~ 5. 22 일본 APO 이규천

CGPRT 주최‘밭작물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향’에 5. 4 ~ 5. 9 인도네시아 CGPRT 성명환

관한 국제 공동연구회의 참석

21세기 농업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석 6. 11 ~ 6. 17 대만 대만 국립중흥대학 박상우

제2차 WTO 농업위원회 참가 6. 23 ~ 6. 28 스위스 WTO 최세균

‘농지의환경 향평가연구회의’세미나참석 6. 8 ~ 6. 19 일본 APO 김은순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자원’세미나 참석 7. 18 ~ 7. 27 피지 APO 김정부

APEC 식량작업반 및 경제위원회 회의 참석 9. 8 ~ 9. 14 말레이시아 APEC 어명근

‘경제변화가 소농에 미치는 향’세미나 9. 8 ~ 9. 16 일본 APO 박석두

‘농약의 생산과 소비’심포지엄 12. 8 ~12. 16 일본 APO 김철민

1999
제1회 아시아 농촌사회학회 1. 28 ~ 2. 1 아시아농촌사회학회 정기환

APO Meeting 5. 13 한국 APO 이정환

국제인삼학술대회 7. 9 ~ 12 국제인삼학회 서종혁

유기농산물 유통의 한·일간 비교연구회 8. 17 ~ 21 일본 동북대학교 이용선

정은미

Australia and Korea into the New Millennium 8. 3 ~ 8. 호주 한·호 경제학회 유철호

임송수

아시아식품 양학회 학술대회 9. 1 아시아식품 양학회 권태진

동북아시아 환경보전 국제포럼 10. 25 ~10. 29 동북아환경연합 오세익

한·중 농업학술 심포지엄 11. 14 ~20 중국 한·중 농업기술경제협의회 강정일

The Kob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od 11. 13 ~ 14 일본 일본 고베대학교 이정환

Security Issues in Asian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2000
APO Seminar on Role of Multifunctionality 1. 26 ~ 2. 3 일본 APO 오세익

in Agriculture Policy Reform

AARRO Workshop on International Workshop on 2.20 ~ 3. 1 대만 AARRO 전창곤

Establishment of Marketing Extension of Farm Produce

Gushu South University Seminar 2. 22 일본 남규슈대학 김병률

Directions of Agricultural Trade Policies 3. 3 일본 JIRCAS 성명환

in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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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 Seminar on Productivity Improvement 3. 19 ~ 3. 27 인도 뉴델리APO 김용택

in Rainred Areas

환일본해 아카데미포럼 국제 심포지엄: 3. 22 일본 환일본해 아카데미 포럼 유승우

그린 투어리즘의 한·일 교류 촉진

APO Symposium on Integrated Local 4. 11 ~ 4. 22 일본 APO 박시현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Symposium/Committee of 4. 15 중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

Agricultural Marketing Development of Korea and China 중국농업과학원 임정빈

PECC/PFO Symposium 5. 8 ~ 5. 13 호주 PECC 어명근

Massey Ag. Policy Seminar 5. 4 뉴질랜드 Massey Univ. 최세균

The 4th China International Silk Conference 5. 12 ~ 5. 21 중국 국제잠업학회 서종혁

OECD Workshop: Income Risk Management 5. 14 ~ 5. 21 프랑스 OECD 임송수

Joint Workshop KREI & UNESCAP/CGPRT 5. 26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Center: Effects and Evaluation of Agricultural CGPRT Center 성명환

Trade Liberalization in the Asian Countries 임송수

임정빈

APO Study Mission on Storage 6.20 ~ 6. 21 한국 APO 성명환

of Agricultural Products 최지현

IATRC Conference 6. 25 ~ 6. 27 캐나다 IATRC 최정섭

Special Seminar in National Research 6.30 일본 일본농업총합연구소 최지현

Institute of Agricultural Economics in Japan 이계임

International Workshop on Environmental 7. 5 ~ 7. 7 한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허　장

Peace in East Asia

2000 Pusan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8. 9 한국 세계지리학회 송미령

of Rural Systems

24회 세계농업경제학회 참석 8. 12 ~ 8. 18 독일 세계농업경제학회 강정일

오세익

한·일 농정포럼 8. 17 ~ 8. 18 일본 북해도대 이정환

Rediscovery of Agricultural and Rural Values 9. 5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정일

International Seminar on Korea-China 10. 9 ~10. 10 중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두순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21st 중국농업과학원 이재옥

Century 임정빈

정정길

김병률

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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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 Training Course on Agricultural 10. 15 ~10. 25 말레이시아 APO 안병일

Productivity Measurement and Analysis

ASAE 3rd Conference ‘Sustainable Agriculture 10. 17 ~10. 21 인도 ASAE 강정일

Proverty Alleviation and Food Security in Asia: 최정섭

The Perspective for the 21st Century’ 김은순

김태훈

APRACA-Konkuk University Regional Workshop 10. 24 한국 APRACA, 건국대 박성재

on Integration of Credit and Support Service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International Symposium on Green Tax 10. 24 한국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박성재

Reform in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Workshop on ‘Promotion of 10. 27 ~ 11. 3 이집트 EICA, AARDO 성명환

Agro-Business to Enhance the Income 

of Farm Households’

IFPRI Workshop 11. 2 중국 IFPRI 최정섭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11. 1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Forum of ‘Roles of Cooperatives 11. 7 한국 농협중앙회 김운근

in the Era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 North Korea’

UNESCAP Asia-Pacific Symposium to Establish 11. 7 ~ 11. 16 중국 UNESCAP 서종혁

Green Food and Sustainable Agriculture

International Seminar on Commemoration of 11. 10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the 5th Farmers’Day ‘Developing 

Knowledge-Based Agriculture in the Digital Economy’

North-South Korean Reconciliation and 11. 10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

Legal Preparations

OECD Workshop 11. 15 ~ 11. 19 프랑스 GSIS, AEIPPR 임송수

2000 Taipei Conference of Policies for 11. 29 ~12. 6 대만 OECD 오세익

Greenhouse Gases Reduction and Pollution 

Control in Asia-Pacific

APO Meeting on Financial Crisis Effects 12. 6 ~12. 13 일본 APO 박성재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Workshop on UR Follow up and 12. 4 ~12. 8 필리핀 FAO 최세균

Trad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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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Food & Agricultural Marketing Consortium 1. 15 미국 USDA 김성용

CFS Group Meeting 1. 21 ~ 1. 26 프랑스 OECD 임송수

WTO 제5차 특별회의 2. 3 ~ 9 스위스 WTO 임정빈

AARDO 국제워크숍 2. 18 ~ 25 말레이시아 AARDO 박문호

WTO 제6, 7차 특별회의 3. 21 ~30 스위스 WTO 임정빈

농촌지역 가공산업 연구시찰단 연수 3. 6 ~ 3. 13 일본 APO 이계임

日本 高知短期大學 3.20 일본 일본 박현태

American Council of Consumer Interests 3. 22 미국 미국 소비자학회 김성용

국제심포지엄 3.30 일본 일본 에히메대학 김태곤

산림생태계 복원 국제세미나 4. 13 한국 서울대학교 호암관 석현덕

133th OECD Committee on Agriculture 4. 24 ~ 29 프랑스 OECD 임송수

WTO 농업위원회 및 NTC 회의 5. 9 스위스 WTO 임정빈

상해농업과학원 세미나 5. 14 중국 상해 농업과학원 정정길

APO 세미나 5. 15 ~ 24 일본 APO 임송수

NTC컨퍼런스 5. 27 ~ 6. 1 스위스 WTO 이재옥

Priorities and Strategies in Rural Poverty Reduction 6. 3 ~ 6. 9 일본 IDB 이동필

OECD Workshop 6.30 ~ 7. 5 프랑스 OECD 임송수

OECD 제14차 JWP회의 7. 9 ~ 7. 11 프랑스 OECD 김창길

한·일공동세미나 7. 16 한국 신유통연구회 이용선

ASEAN 워크숍 7. 19 ~ 7.20 태국 태국 농림부 성명환

WTO 협상 공조구축 7. 8 ~ 13 인도네시아, WTO 임정빈

필리핀, 태국

WTO농업위원회 7. 25 ~ 31 스위스 WTO 이재옥

조건불리지역 한·일 워크숍 7. 28 일본 일본 동북대학교 김정호

연변과 기대 동북아농업개발원 제4차 학술회의 7.30 중국 연변과기대 동북아농업개발원 최정섭

Americ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7. 31 ~ 8. 9 미국 미국 농업경제학회 김성용

FFTC 세미나 8.20 ~ 25 홍콩 FFTC 임송수

농업 및 환경 정책통합에 관한 국제세미나 8. 21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FTC 김창길

FFTC/ESCAP 환경세미나 8. 22 한국 FFTC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2nd Biosafety 세미나 9. 24 ~28 케냐 CBD 임송수

WTO 특별회의 9. 23 ~30 스위스 WTO 임정빈

농촌지역의 비농업 고용촉진 세미나 9. 24 ~ 29 필리핀 APO 서진교

APO 농촌지역의 비농업 고용촉진 세미나 9. 24 필리핀 APO 최정섭

농지 및 용수 투자에 관한 아·태지역 협의 10. 3 태국 FAO 아·태지역사무소 김홍상

구주농업경제학회 10. 11 일본 구주농업경제학회 이용선

Rural Proverty Reduction in South Asia 10. 29 ~ 11. 3 인도 ADBI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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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각료회의 11. 9 ~ 14 스위스 WTO 이재옥

IFPRI Workshop 11. 12 네덜란드 네덜란드 외무부 최정섭

ESCAP 유기농업관련 회의 11. 26 ~30 태국 ESCAP 서종혁

PECC 세미나 11. 27 ~12. 1 한국 PECC 임송수

WTO 농업위원회 12. 1 ~ 8 스위스 WTO 이재옥

Agricultural Issues Center Excutive Seminar 12. 10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최정섭

Agriculture and Resource Economics Vol. 25(No.2) 12 캐나다 미국서부 농업경제학회 권태진

2002

CGPRT센터 기술자문위원회 1. 7 ~ 1. 11 인도네시아 UNESCAP 산하 CGPRT센터 이동필

관서토지문화연구회 세미나 1. 11 ~ 1. 13 일본 관서토지문제연구회 김정호

Food & Security in the Pacific: 1. 22 ~ 1. 28 미국 미주리 주립대 권태진

The Impact of China and North Korea

WTO 농업위원회 공식 및 비공식회의 2. 3 ~ 2. 9 스위스 WTO 농업위원회 이재옥

ASEAN+3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업의 2. 24 ~ 3. 5 말레이시아 ASEAN+3 오세익

다원적 기능 심포지엄

Outlook 2002 3. 3 ~ 3. 10 호주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 최정섭

National Conference on Experiences from 3. 6 ~ 3. 9 캄보디아 KDI 캄보디아 정부 정기환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for 

Enforcing the Rural Economic Activities in Cambodia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관한 국제회의 4. 15 ~ 4. 21 프랑스 OECD 김창길

Seminar on the Rural Life Imorovemene for 4. 21 ~ 4. 27 일본 APO 송미령

Community Development

Pacific Food Outlook Meeting 4. 14 ~ 4. 22 칠레 PECC 최세균

2002 Asia hi summit 5. 4 ~ 5. 12 태국, 네팔 ICIMOD 손철호

제2회 동아시아 농업사연토회 5. 29 ~ 6. 2 일본 일본, 오사까경도대학 박석두

Regional Workshop on Land Issues in Asia 6. 3 ~ 6. 7 캄보디아 KDI 캄보디아 정부 정명채

Daes Trade Liberalisation Contribute to 6. 3 ~ 6. 8 프랑스 SOLAGRAL 성명환

the Improvement of Food Security?

유기식품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관한 국제워크숍 6. 24 ~ 6.30 중국 OECD 김창길

APO Seminar on Agricultural Models 7. 1 ~ 7. 5 태국 APO 김성용

for Higher Productivity

APEC/ATCWG 총회 7. 23~ 7. 29 멕시코 APEC 오세익

WTO 농업위원회 공식 및 비공식회의 7. 27 ~ 8. 1 스위스 WTO 농업위원회 이재옥

중국 연변대학 동북아농업개발원 제5차 학술회의 7.30 ~ 8. 10 중국 중국 연변대학 김태곤

2002년 한·일 농업경제학회 공동심포지엄 8. 2 ~ 8. 5 일본 일본 농업경제학회, 강정일

한국 농업경제학회 김정호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관리 및 개발계획 세미나 8. 2 ~ 8. 9 이란 APO 전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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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농산물무역조정을위한국제학술대회 8. 5 ~ 8. 9 중국 중국 인민대학 김태곤

제4차 아시아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 8. 19 ~ 8. 23 말레이시아 아시아농업 경제학회 최세균

최정섭

김창길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숍 9. 21 ~ 9. 28 워싱턴 OECD 김창길

WTO농업위원회 제14차 회의 9. 21 ~ 9. 28 스위스 WTO 서진교

The Technical Meeting on Rice Reserve under 10. 4 ~10. 8 라오스 태국정부 성명환

the Development Study on Eact Asia/ASEAN 

Rice Reserve system

NIJOS/OECD Workshop on Agricultural 10. 5 ~10. 16 노르웨이, OECD, 노르웨이, 임송수

Landscape Indicators 오스트리아 NIJOS연구소

제3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10. 8 ~10. 13 중국 중국농업과학원 권오복

농업경제연구소 한우석

서진교

이재옥

정정길

김병률

이정환

조건불리지역에 관한 국제세미나 10. 31 ~ 11. 2 일본 돗도리대학 이정환

APEC/ATCWG 의장국 업무인수 11. 11 ~ 11. 13 일본 농림수산성 오세익

어명근

제10주년 기념 환경 향평가학회 국제학술대회 11. 14 ~ 11. 15 한국 한국환경 향평가학회 김창길

WTO농업위원회 제15차 회의 11. 16 ~ 11. 22 스위스 WTO 서진교

Study Meeting on Use and Regulation of 11. 17 ~ 11. 26 대만 APO 임송수

Genetically Modifies Organisms

산촌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 11. 20~ 11. 22 일본 구주 대학 손철호

장우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농민운동과 농업의 대안 11. 22 ~ 11. 26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유럽과 국제연구원 이규천

FAO주최 WTO 농업협상 Modality 협상에 관한 11. 24 ~ 11.30 중국 FAO 아시아지역사무소 이재옥

아시아지역 워크숍

환경농업정책평가에 관한 국제회의 12. 14 ~12. 19 프랑스 OECD 김창길

2003

ESCAP/CGPRT 기술 자문위원회 1. 6 ~ 1. 10 인도네시아 ESCAP, CGPRT 성명환

FAO 워크숍 1. 21 ~ 1. 25 일본 FAO 김성용

식품경제변화 관련 OECD 컨퍼런스 2. 4 ~ 2. 9 네덜란드 OECD 김철민

APEC/ACTWG 농업생명공학 고위정책대화 2. 12 ~ 2. 18 태국 ACTWG 오세익

DDA 농업협상 2. 22 ~ 3. 1 스위스 WTO 서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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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망대회 2. 18 ~ 2. 23 미국 USDA 김연중

호주 Outlook 2003 Conference 참석 3. 2 ~ 3. 8 호주 ABARE 오세익

김종선

한·중·일 국제세미나 및 3. 19 ~ 3. 23 일본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이정환

동북아시아 농정연구 협력 논의 이동필

FAO 농업통계시스템 전문가 협의회 3. 15 ~ 3. 21 로마 FAO 김경덕

APO 농업시장 정보시스템 연구 세미나 3. 17 ~ 3. 22 대만 APO 한석호

방콕협정 제19차 상임위원회 3. 18 ~ 3. 22 태국 UNESCAP 어명근

WTO 농업위원회 특별 회의 3. 23 ~ 4. 2 스위스 WTO, 농림부 이재옥

OECD APM 및 JWP 회의 3. 29 ~ 4. 5 스위스 OECD 임송수

태평양 식품체계 전망회의 5.20 ~ 5. 25 미국 PECC, PFSO 어명근

동아시아 식료와 농업의 현상과 전망 5.30 ~ 6. 1 일본 일본여자대학 김태곤

OECD AGLINK 사용자 그룹회의 6. 2 ~ 6. 8 프랑스 OECD 김배성

AARDO 지속가능농업에 관한 국제세미나 6. 1 ~ 6. 8 말레이시아 AARDO 허　장

KDI 캄보디아 경제자문관 파견사업 관련 6. 9 ~ 6. 15 프놈펜 KDI 윤호섭

Pilot Study 협조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단 회의 및 JWP 회의 6. 14 ~ 6.20 파리 OECD 김창길

수확 후 처리기술 단기연수 6. 15 ~ 6. 24 미국 행정자치부 조경출

APEC 농업기술협력위원회 총회 6. 15 ~ 6. 24 캐나다 ACTWG APO 오세익

농업기술협력위원회 7차 총회 6. 16 ~ 6.20 캐나다 APEC, ATCWG 어명근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PEM유지 및 6. 25 ~ 6. 28 일본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성명환

프로그램 전문가와 Test Run 김혜

WTO/DDA 농업위 6월 회의 6. 24 ~ 7. 3 스위스 WTO 서진교

WTO 농업위 7월 특별회의 및 NTC그룹회의 7. 15 ~ 7.20 스위스 WTO 서진교

김상현

농협 임원(이사)연수 7. 14 ~ 7. 22 동유럽 농협 이동필

Global Club 및 IAAE 국제학회 8. 13 ~ 8. 22 남아공 Global Club, IAAE 이정환

이동필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농업기반공사)농정전문가 8. 11 ~ 8. 27 캄보디아 농업기반공사 윤호섭

신유통스터디투어 참가 8. 19 ~ 8. 27 캘리포니아 신유통연구원 전창곤

박시현

AARDO 농업기술전파와 그 결과에 관한 국제세미나 8. 25 ~ 8.30 대만 AARDO 김경덕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제15차 총회 8. 31 ~ 9. 4 브루나이 PECC 어명근

한·중·일 FTA 협동연구 관련 세미나 9. 3 ~ 9. 8 중국 경제사회연구회 최세균

APO 세미나 9. 6 ~ 9. 14 인도네시아 APO 김재환

칸쿤 각료회의 9. 8 ~ 9. 17 멕시코 WTO 서진교

WTO 평가회의 9. 16 ~ 9. 24 미국 미국 농무부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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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WTO가입에 관한 정책자문 9. 22 ~ 9. 25 베트남 KDI 이재옥

농업경 학회 국제심포지엄 10. 3 ~10. 6 일본 일본 농업경 학회 김창길

OECD 전문가회의(농업 용수 이용 및 10. 7 ~10. 10 한국 OECD 김홍상

수질관련 지표개발 전문가회의)

Knowledge Partnership Project: 10. 27 ~10. 31 캄보디아 KDI 윤호섭

캄보디아 세미나 관련 전문가 회의

베트남 WTO가입에 관한 세미나 11. 10 ~ 11. 19 베트남 KDI 이재옥

한·일 농촌건축 계획 연구 교류회 11. 11 ~ 11. 12 한국 한국농촌건축학회 송미령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제18차 회의 11. 22 ~ 11. 28 프랑스 OECD 김창길

미얀마 세미나 11. 23 ~ 11. 27 캄보디아 KDI 윤호섭

WTO와 동아시아 남북 협력 12. 3 ~12. 4 일본 동경대학 김태곤

제118차 OECD 농업 위원회 개최 12. 8 ~12. 12 프랑스 OECD 임송수

APO-지역공동체 인프라개발 세미나 12. 14 ~12. 22 스리랑카 APO 박경철

캄보디아 초청 WTO 가입 지원 12. 15 ~12.20 캄보디아 농림부 이재옥

2004
일본 FAO 농업자원환경관리 워크숍 1.20 ~ 1. 24 일본 FAO 김홍상

일본지역 기업클러스터 방문 1. 12 ~ 1. 17 일본 한국기술벤처재단 전일송

KCESRI-OECD Seminar on 2. 2 ~ 2. 8 프랑스 경제사회연구회, OECD 이정환

Korean Economic Issues

OECD 농장관리 지표 전문가 회의 3. 6 ~ 3. 14 뉴질랜드 OECD 김창길

제1차 APEC 고위급 회의 2. 27 ~ 3. 6 칠레 APEC 오세익

호주 농업전망 2004 발표대회 2. 29 ~ 3. 6 호주 ABARE 신승렬

송우진

호주 ABARE와 연구협정체결 및 2. 29 ~ 3. 7 호주 ABARE Massey대학교 박성재

뉴질랜드 농업개혁과정 견학 강명환

UNESCAP 농촌개발 시범사업 추진 3. 14 ~ 3. 22 태국, 네팔 UNESCAP 정기환

2004년도 아시아 농촌사회학회 3. 25 ~ 3. 31 인도네시아 아시아 농촌사회학회 정기환

OECD 품목그룹(육류,낙농) 회의 4. 3 ~ 4. 9 프랑스 OECD 송주호

일본 농업경제학회 3.30 ~ 4. 1 일본 일본 농업경제학회 이정환

김정호

최세균

UNESCAP 추진 농촌개발사업 현지 워크숍 4. 17 ~ 5. 23 태국, 라오스, UNESCAP 정기환

캄보디아, 네팔

중국 산동성 국제 채소 박람회 4. 28 ~ 4.30 중국 산동성정부 농업청 오세익

이용선

제8차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식품전망(PECC/PFSO)회의 5. 16 ~ 5. 21 베트남 PECC 어명근

OECD 제19차 JWP회의 6. 5 ~ 6. 12 프랑스 OECD 김창길

APO 농산물 마케팅 세미나 5. 25 ~ 6. 1 대만 APO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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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의 경 안정화와 환경농업 세미나 6. 1 ~ 6. 6 일본 WTO 김태곤

농촌개발시범사업 6. 12 ~ 6. 25 네팔 UNESCAP 정기환

World Pork EXPO 2004 참관 및 FAPRI 방문 6. 7 ~ 6. 14 미국 FAPRI 신승열

APEC-ATCWG(농업기술협력위원회) 참석 6. 13 ~ 6.20 태국 마이APEC 오세익

APO주최 세미나 6.20 ~ 6. 26 태국 APO 김태연

APO주최 세미나 6.20 ~ 6. 27 스리랑카 APO 박주

WTO 가입 후 중국 삼농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6. 26 ~ 6.30 중국 중국경제학회 절강대학교 김용택

정정길

이현주

동북아농정포럼 협의회 6. 22 ~ 6. 24 중국 중국 농업과학원 어명근

정정길

허　장

농산물유통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7. 7 ~ 7. 9 일본 한국시장 유통연구원 전창곤

제11차세계농촌사회학대회및아시아농업경제학회이사회 7. 23 ~ 8. 8 노르웨이, 이란 IRSA, ASAE 정기환

APEC/ATCWG 농업기술이전 및 훈련세미나 7. 17 ~ 7. 23 인도네시아 APEC 오세익

APO 세미나 7. 19 ~ 7. 23 필리핀 APO 김재환

한·EFTA FTA 체결협상을 위한 제1차 공동연구회 8. 10 ~ 8. 15 스위스 EFTA 사무국 어명근

APO 주최 세미나 8. 16 ~ 8. 24 태국 APO 성주인

동북아농업구조연구회 8. 15 ~ 8.20 중국 중국길림농업대학교 김태곤

아시아 쌀 발전 워크숍 9. 22 ~ 9. 26 중국 중국농업부 김명환

박동규

UNESCAP 농촌개발시범 사업 10. 3 ~10. 4 태국, 라오스, UNESCAP 정기환

캄보디아 김경덕

APO 과일 채소 수확 후 손실 감소 세미나 10. 3 ~10. 13 인도 APO 한석호

FANEA 2차 국제심포지엄 10. 7 ~10. 10 중국 중국 농업과학원 이정환

농업경제연구소 최지현

임송수

권오복

어명근

조태희

이현주

한·일 농업경 정보 포럼 2004 10. 18 ~10. 21 일본 일본 농업정보학회 김재환

유럽 농업경제학회 10. 26 ~10. 31 프랑스 EAAE 오세익

한·중·일 3개국 농업정책연구소 간 국제세미나 11. 22 ~ 11. 27 일본 일본 농림수산 정책연구소 이용선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회의 12. 4 ~12. 11 프랑스 OECD 김창길

2005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3. 4 ~ 3. 9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 김태곤

APO 농촌종합지역개발 리디자인 심포지엄 4. 24 ~ 4.30 대만 APO 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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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 농산업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 고용창출 연구회의 4. 25 ~ 5. 3 인도 APO 마상진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지역개발 촉진자 연수 5. 3 ~ 5. 13 이란 APO 심재만

한·일 농업경제학회 공동심포지엄 6. 23 ~ 6. 24 한국 한국농업경제학회 김창길

2005 REST-KAEA International Conference 7. 12 ~ 7. 16 대만 REST, KAEA 송주호

on Agricultural Economics and Resources

2005 대만-한국 농업경제학회 7. 12 ~ 7. 16 대만 대만·한국농업경제학회 서종혁

김용택

송주호

이용선

정정길

2005 World Congress IUFRO 학술대회 8. 7 ~ 8. 14 호주 IUFRO 석현덕

손철호

제5회 아시아 농업경제학회(ASAE) 8. 26 ~ 9. 2 이란 ASAE 정기환

정호근

동아시아 협력과 발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10. 14 ~10. 17 일본 일본지역정책학회, 김태곤

다카사키경제대학

FFTC 국제워크숍 10. 17 ~10. 21 대만 FFTC 정기환

제3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10. 24 ~10. 25 일본 PRIMAFF 최정섭

어명근

김태곤

이용선

김정호

박시현

김창길

중국난징농업대학 중국농업문명연구원 10. 24 ~10. 29 중국 중국 난징농업대학 부설 박석두

창립 8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중국농업문명연구원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on Global 10. 25 ~10. 26 일본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김창길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North Ease Asia

Agricultural Policy Workshop on China, India 12. 7 ~ 9 한국 FAO 아태지역사무소 송주호

and Some Selected Asian Economies

동아시아 농업정책협력 국제심포지엄 12. 11 ~12. 14 중국 중국인민대학 김태곤

2006

한-일 FTA 국제세미나 2. 4 한국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최세균

2006년 세계인적자원개발학회 2.20 ~ 2. 26 미국 세계인적자원개발학회 김 생

동북아 신자유주의와 농업정책 국제심포지엄 3. 1 ~ 3. 2 일본 일본 토야마대학 김태곤

동북아시아 아카데미포럼 3. 13 ~ 3. 14 일본 동북아시아 아카데미 포럼 석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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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농업정보화와 농산물 국제 교역 세미나 3. 15 ~ 3. 18 중국 중국 래양농업대학 오세익

김병률

이용선

중국개혁발전연구소 주관 농촌개발과 지방정부 3. 24 ~ 3. 28 중국 중국개혁발전연구소 정기환

개혁 및 농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한·일 농촌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제3차 공동워크숍 4. 23 ~ 4. 27 일본 일본 농공대학 김태곤

정기환

송미령

태평양 식품시스템 전망 연례회의 5. 16 ~ 5.20 싱가포르 한국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이용선

APO 농촌관광 연구 시찰단 세미나 6. 19 ~ 6. 28 대만 APO(아시아생산성본부) 성주인

세계사회학대회 및 세계농촌사회학회 이사회 7. 22 ~ 7. 28 남아공 세계사회학회, 세계농촌사회학회 정기환

WCCA 2006 7. 23 ~ 7. 28 미국 ABARE 김재환

동북아시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8. 4 ~ 8. 8 일본 일본 토야마대학 김태곤

APO 농촌기업가정신 연구 시찰단 세미나 8. 6 ~ 8. 12 말레이시아 APO 박경철

세계농업경제학회 8. 10 ~ 8. 16 호주 세계농업경제학회 최정섭

최세균

오내원

최세균

김창길

APO 농산물틈새시장 개발연수 세미나 9. 4 ~ 9. 13 필리핀 APO 강혜정

ICID 국제회의 9. 9 ~ 9. 16 말레이시아 ICID 김홍상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9. 18 ~ 9. 22 한국 아시아-태평양축산학회 허　덕

정민국

신용광

우병준

국제산림연구연합회(IUFRO) 학술대회 10. 24 ~10. 27 칠레 IUFRO 석현덕

농촌의내발적발전에관한한·일비교연구제4차워크숍 11. 3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정기환

송미령

FAO 워크숍 11.20 ~ 11. 22 태국 FAO 아태지역본부 민경택

IATRC 세미나 12. 1 ~12. 7 미국 IATRC 임송수

동아시아 그린투어리즘 국제심포지엄 12. 8 ~12. 10 일본 교토부립대 박시현

2007

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동향과 1. 11 ~ 1. 12 일본 돗도리대학 최지현

과제 국제세미나

식품안전향상 ISO22000 세미나 1. 17 ~ 1. 26 일본 APO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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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협 력 사 업

회 의 명 기 간 국　가 주관기관 참석자

아시아지역 농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세미나 2. 5 ~ 2. 9 필리핀 APO 김태

APO 기본농업정책 모니터링 전문가 회의 2.20 ~ 2. 22 일본 APO 정호근

일본지역농업연구회 3. 1 ~ 3. 4 일본 일본지역 농업연구회 김태곤

한·중·일 미니 국제심포지엄 3. 2 ~ 4. 1 일본 한, 중, 일 농업경제학회 어명근

ABARE Outlook 2007 3. 4 ~ 3. 9 호주 ABARE 권오복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워크숍 3. 18 ~ 3. 23 미국 OECD 김창길

OECD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회의 5. 7 ~ 5. 13 프랑스 OECD 송주호

제24차 JWP의장단회의 및 본회의 7. 1 ~ 7. 6 프랑스 OECD 김창길

Hewlett 프로그램 회의 및 IATRC 워크숍 7. 7 ~ 7. 12 중국 Hewlett재단 임송수

미국 농업경제학회 7. 29 ~ 8. 3 미국 미국 농업경제학회 임송수

미국 농촌사회학회 2007년 연례학술대회 8. 2 ~ 8. 5 미국 미국 농촌사회학회 허　장

마상진

아시아 농촌사회학회 제3회 학술대회 8. 7 ~ 8. 11 중국 아시아 농촌사회학회 정기환

허　장

유럽 농촌사회학회 격년 학술대회 8. 19 ~ 8. 25 네덜란드 유럽 농촌사회학회 정기환

김용렬

WTO 워크숍 8.30 ~ 9. 13 스위스 WTO 임송수

산림농업 국제심포지엄 9. 16 ~ 9. 22 코스타리카 CATIE 석현덕

최정섭

제5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10. 14 ~10. 16 중국 중국농업과학원 정호근

농업경제연구소 마상진

이상민

황의식

송미령

박현태

어명근

일본 지역농림경제힉회 국제심포지엄 10. 19 ~10. 21 일본 지역농림경제학회 김정호

강혜정

OECD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회의 11. 3 ~ 11. 8 프랑스 OECD 송주호

동아시아농업논단 국제심포지엄 11. 7 ~ 11. 10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김태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속가능한 산양삼생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1. 9 ~ 11. 10 한국 상주대학교, 상주시청 장철수

제25차 JWP의장단회의 및 본회의 12. 8 ~12. 13 프랑스 OECD 김창길

한·중 국제학술회의 12. 11 ~12. 14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최정섭

식품가공산업의 시장자유화 회의 12. 11 ~12. 15 말레이시아 APEC 성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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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결 산 실 적

연도별 세입부문 결산 실적(일반회계) 

단위: 천 원

각 계정별 금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비목별 재구성 금액임.

연도 세입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기금전입 용역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전기이월 계

1978 579,244 500,291 - 69,589 9,364 - - 78,953

1979 1,826,646 1,620,000 - 125,274 69,003 12,369 - 206,646

1980 2,266,194 1,469,000 32,000 155,650 130,421 3,098 476,025 797,194

1981 1,945,567 1,269,000 - 477,997 77,735 3,915 116,920 676,567

1982 1,680,599 1,561,718 - 60,603 50,240 8,038 - 118,881

1983 2,121,467 1,694,624 - 318,818 36,394 19,448 52,183 426,843

1984 1,924,840 1,567,408 - 298,067 15,040 14,559 29,766 357,432

1985 1,994,858 1,281,229 537,557 105,799 50,252 13,981 6,040 713,629

1986 2,584,841 1,618,267 685,469 197,224 42,508 14,385 26,988 966,574

1987 2,933,758 2,050,263 489,900 289,597 41,675 20,144 42,179 883,495

1988 3,678,105 3,036,487 83,000 321,115 39,288 13,856 184,359 641,618

1989 3,479,695 2,901,378 - 323,005 33,910 11,360 210,042 578,317

1990 3,822,520 2,964,466 - 754,658 37,445 13,005 52,946 858,054

1991 4,326,214 3,221,408 - 959,168 47,979 13,822 83,837 1,104,806

1992 4,576,763 3,453,736 - 979,543 54,166 39,353 49,965 1,123,027

1993 4,584,786 3,754,008 - 603,668 66,609 42,751 117,750 830,778

1994 5,618,017 4,424,420 - 925,754 59,123 26,008 182,712 1,193,597

1995 6,502,378 4,886,431 - 1,364,591 60,933 25,686 164,737 1,615,947

1996 7,752,172 5,391,370 - 1,865,754 103,078 66,531 325,439 2,360,802

1997 8,752,992 6,969,001 - 1,492,992 123,053 3,846 164,100 1,783,991

1998 8,461,827 5,809,993 - 873,450 245,080 73,595 1,459,709 2,651,834

1999 10,816,167 5,459,000 - 2,048,464 86,878 2,560,184 661,641 5,357,167

2000 15,559,61 8,355,000 - 6,924,236 32,129 202,763 45,484 7,204,612

2001 11,129,656 5,602,000 - 4,005,079 49,812 1,420,304 52,461 5,527,656

2002 10,704,434 6,800,000 - 3,612,597 50,639 73,977 167,221 3,904,434

2003 12,277,757 8,219,000 - 3,399,660 46,328 385,497 227,272 4,058,757

2004 14,480,947 9,583,000 - 4,703,676 50,862 136,004 7,405 4,897,947

2005 15,020,437 9,908,000 - 4,974,557 62,469 67,398 8,013 5,112,437

2006 17,662,288 10,868,000 - 5,642,510 118,969 86,329 946,480 6,794,288

2007 18,723,642 11,250,000 - 6,209,486 118,485 221,519 924,152 7,473,642

합 계 207,788,423 137,488,498 1,827,926 54,082,581 2,009,867 5,593,725 6,785,826 70,2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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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결 산 실 적

연도별 세출부문 결산 실적(일반회계)

단위: 천 원

각 계정별 금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비목별 재구성 금액임.

연도 세출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 비
초과수입대응지출 차기이월

자체연구 수탁사업 경 성과 수탁사업 (잉여금포함)

1978 579,244 196,929 153,663 58,652 137,687 - - 32,313

1979 1,826,646 437,658 177,691 76,288 453,862 - - 681,147

1980 2,266,194 559,761 229,984 83,155 1,055,286 - - 38,008

1981 1,945,567 694,284 249,990 351,332 430,504 - - 219,457

1982 1,680,599 817,912 374,202 - 435,569 - - 52,916

1983 2,121,467 918,432 392,010 262,251 450,032 - - 98,742

1984 1,924,840 1,034,551 231,750 227,963 411,916 - - 18,660

1985 1,994,858 1,115,757 365,800 55,635 415,220 - - 42,446

1986 2,584,841 1,332,908 476,429 114,046 550,869 - - 110,589

1987 2,933,758 1,588,525 506,724 143,258 494,889 - - 200,362

1988 3,678,105 1,763,769 533,480 226,126 886,606 - - 268,124

1989 3,479,695 1,831,455 399,604 289,612 655,171 - - 303,853

1990 3,822,520 1,989,103 398,285 291,829 683,612 - - 459,691

1991 4,326,214 2,127,686 474,340 476,040 820,315 - - 427,833

1992 4,576,763 2,240,658 474,979 660,584 858,398 - - 342,144

1993 4,584,786 3,074,982 343,043 287,658 463,339 - - 415,764

1994 5,618,017 3,543,518 423,775 435,171 659,996 - - 555,557

1995 6,502,378 3,726,827 550,944 512,403 681,755 - - 1,030,449

1996 7,752,172 4,210,787 1,041,826 851,018 657,488 - - 991,053

1997 8,752,992 4,350,307 855,671 761,964 820,671 - - 1,964,379

1998 8,461,827 4,606,253 1,042,010 313,437 1,559,815 - - 940,312

1999 10,816,167 4,045,360 699,542 812,912 4,603,218 - - 655,135

2000 15,559,612 4,155,000 795,669 3,772,506 4,598,354 250,000 - 1,988,083

2001 11,129,656 4,336,772 1,265,933 2,919,748 975,982 1,464,000 - 167,221

2002 10,704,434 4,934,752 1,828,938 1,876,000 929,259 475,800 432,413 227,272

2003 12,277,757 5,416,879 2,612,472 1,664,000 1,377,516 539,537 659,949 7,404

2004 14,480,947 6,142,870 2,908,658 1,690,000 1,599,785 1,015,479 1,116,142 8,013

2005 15,020,437 5,872,121 3,085,917 1,740,000 1,290,271 863,810 1,221,838 946,480

2006 17,662,288 6,238,047 4,714,226 1,827,000 1,277,528 1,518,612 1,162,723 924,152

2007 18,723,642 8,532,754 4,926,742 3,197,000 1,164,002 450,740 98,180 354,224

합 계 207,788,423 91,836,617 32,534,297 25,977,588 31,398,915 6,577,978 4,691,245 14,77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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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결 산 실 적

연도별 세입부문 결산 실적(농특회계)

단위: 천 원

각 계정별 금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비목별 재구성 금액임.

연도별 세출부문 결산 실적(농특회계) 

단위: 천 원

각 계정별 금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비목별 재구성 금액임.

2001 1,587,120 1,436,000 150,000 1,120 - - 151,120

2002 2,047,422 1,906,000 94,000 6,422 - 41,000 141,422

2003 2,341,350 2,228,000 94,000 7,441 9,487 2,422 113,350

2004 3,024,489 2,893,000 94,000 10,768 11,371 15,350 131,489

2005 3,249,595 3,129,000 31,000 14,313 14,280 61,002 120,595

2006 3,463,204 3,347,800 60,000 17,627 13,915 23,862 115,404

2007 4,028,176 3,856,000 39,711 18,071 17,639 96,755 172,176

합 계 19,741,356 18,795,800 562,711 75,762 66,692 240,391 945,556

연도 세입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전기이월 계

2001 1,587,120 578,048 35,583 932,489 - - 41,000

2002 2,047,422 775,485 27,160 1,242,355 - - 2,422

2003 2,341,350 763,542 32,786 1,529,672 - - 15,350

2004 3,024,489 857,257 44,401 2,061,829 - - 61,002

2005 3,249,595 1,039,258 44,759 2,141,716 - - 23,862

2006 3,463,204 1,182,707 49,609 2,134,133 - - 96,755

2007 4,028,176 1,280,761 55,627 2,547,069 - - 144,719

합 계 19,741,356 6,477,058 289,925 12,589,263 - - 385,110

연도 세출
운 비

사업비
초과수입대응지출 차기이월

인건비 경상운 비 경 성과 수탁사업 (잉여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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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화 연 혁

연구원 전산화 연혁
일 자 내 용

PDP11/05 뱃치 터미날 시스템을 KAIST CYBER 시스템과 연결

DATA POINT 4750 시스템 도입 및 KAIST CYBER 시스템과 연결

DATA POINT 4750 시스템 농수산부 IBM4341 시스템과 연결

MDS21/05 터미날 농수산부 IBM4341 시스템과 연결

ECLIPSE MV/7800 미니 컴퓨터 도입

MDS21/05 터미날 농수산부 IBM4341 시스템과 연결 해제

행망용 PC/XT 20대 및 프린터 20대 도입

자료관리시스템 운

MV/7800 시스템 리스계약 만료 후 구입

개인용 컴퓨터(486DX 20대, 486SX 41대, 386SX 20대) 및

레이저 프린터(A4용 25대, A3용 2대) 도입

개인용 컴퓨터 43대 도입

개인용 컴퓨터 17대 및 레이저 프린터 32대 도입

인터넷 IP 주소 할당(한국전산원)

KREI-NET 구축

KREI-NET 개통

하이텔(HITEL) 가입

ARC/INFO, 디지타이저(A1용) 도입

천리안 가입

연구전산망(KREONET) 가입

문헌정보시스템(오롬테크 Vintage LAS) 구입

SUN 워크스테이션 HDD 내장형 2GB 증설

문헌정보시스템(Vintage LAS) 서비스

농림수산정보센터와 56kbps 전용선 개설 및 문헌정보 서비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와 56kpbs 전용선 개설

OCR, 일한번역 S/W 및 AUTO CAD 구입

홈페이지 서비스

펜티엄PC 80대, 노트북 7대, 칼라 레이저 1대, 칼라 프린터 1대, 

A3 레이저 프린터 2대 도입

CD TITLE 검색 장비 CD-NET 도입

문 홈페이지 서비스

A4용 레이저 프린터 27대 도입

연구전산망 전용회선 증속(56Kbps에서 2,048Mbps로)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문서관리시스템 운

SUN Enterprise 450구입, ORACLE RDBMS 7.1 → 7.3 동시

8USER용으로 Upgrade, ORACLE Web Server 구입

1978.  6.

1982. 12.

1984.  6.

1985.  2.

1987. 12.

1989.  3.

1989.  9.

1990.  1.

1992. 12.

1993.  9. 

1994. 10.  7 

1994. 11. 25 

1994. 11. 

1994. 12. 28 

1995. 1. 23 

1995.  3. 

1995.  4. 10 

1995.  7. 

1995. 12. 

1996.  1. 

1996.  3.  8

1996.  6.

1996.  8. 

1996. 12.

1997.  3.  1

1997.  5.

1997.  6.

1997.  7. 18

1997. 10.

1998. 1. 23

1998.  3.

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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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화 연 혁

일 자 내 용

삼성 레이저 프린터 ML-68HG 22대 및 AS박사 TCP/IP용 구입

통합정보시스템(연구관리, 인사, 회계, 예산, 급여 등) 구축

연구원 - 임차건물 네트워크 구성 및 별관 네트워크 증설 공사

CISCO Roter 1대 및 Intel Switching Hub 1대 구입

통합정보시스템(연구관리, 인사, 회계, 예산, 급여 등) 운

북한농업정보 홈페이지에 서비스

전산실 이전(본관 2층 → 3층) LAN 시스템 재구축

본관과 연구동, 별관 광케이블 구축

본관, 별관 LAN 케이블 교체(카테고리3 → 카테고리5)

백본 스위치(3COM Corebuilder 3500) 1대

100MB 모듈 6port, Gigabit 2port 

스위칭 HUB(3COM Superstact Ⅱ Switch 3300) 2대

10/100 Auto Switch 24port, Gigabit 모듈 1

HUB(3COM Superstact Ⅱ Dual Speed Base Line Hub) 5대

10/100 Auto Switch 24port

LAN 카드 10/100 Auto Switch 150대

펜티움Ⅲ 60대(500Mhz, 64MB, 8.4GB, 17″모니터, CD-ROM)

컴팩 P-1600(600Mhz CPU 2대, 18GB HDD 2대, DAT 1대)

SAS 통계패키지 UNIX버전에서 Windows 버전으로 교체 운

펜티움Ⅲ 90대(650Mhz, 64MB, 10GB, 17″모니터, CD-ROM) 

레이저 프린터(A3 20ppm 2대, A4 16ppm 33대) 

노트북 10대(600Mhz, 64MB, 6GB, 15″모니터, CD-ROM) 

홈페이지(한 , 문) 재구축 오픈

농업관측지원사업 장비 설치

컴팩 ML570: Solaris 8, 제온 700Mhz 4개, 2GB 메모리, 

18GB 5대, 12/24 DAT

SUN E-450 upgrade: 512MB 메모리

디스크 어레이 SUN SG-XARY170A: 145GB(36GB 4대) 2조

Cisco 2620 Router: 10/100 Ethernet

3Ccom Super Stack Ⅲ Switch Hub: 10/100 24port 

WebFRAMEⅡ(2CPU 용): Application Server, Magic Studio, Basic Weblet 

UPS: 5kw

연구원-행자부 512K 전용선 개설(농림부 KMS 이용)

통합정보시스템(그룹웨어, 경 정보, 연구관리) 운

Web-Mail 서비스

1998.  6. 

1998.  9.

1999.  1. 

1999.  8.

2000.  3.  6

2000.  3. 28

2000.  8.

2001.  5. 14

2001.  8.  8

2001. 12.  6

200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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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구축(SUN U-60, 어울림정보 시규어웍스)

농업관측정보센터 SUN BLADE1000(CPU 750Mhz 2개, 1GB, 36GB)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9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포럼 홈페이지 구축 운

롯데캐논LBP1442G 프린터 30대 구입

SUN V-480 2대, 오라클 9i 1조, 모니터 공유기

지식경 시스템(AGRE) 운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홈페이지 개설

초고속연구망 E1에서 ATM 10Mbps 증속

ATM 45Mbps 모듈, OS, 플레시메모리(16MB), DRAM(32MB 증설), 3COM 3300 스위칭허브 6대 구입

홈페이지 재구축 오픈

펜티움Ⅳ GB25(CPU 2.6Ghz, HDD 80GB, 메모리 512MB) 77대(본원 54대, 관측 23대), 노트북 15대

(본원 11대, 관측 4대), 프린터 ML2150 15대(본원 12대, 관측 3대, HP Laserjet 2300d 1대) 도입

무선랜 Access Point 2대 (802.11 b/g 타입) 도입

스팸메일차단시스템(클린스팸) 구축

펜티엄Ⅳ 삼성 ZCP30(CPU 3.06Ghz, HDD 80GB, 메모리 512MB, DVD-RW) 25대 도입

농업관측정보센터

펜티엄Ⅳ 삼성 ZCP30(CPU 2.86Ghz, HDD 40GB, 메모리 256MB, DVD-RW) 8대

노트북삼성 센스 SX10(M1.5Ghz 256MB, 40GB, RW-COMBO 3대

무선 Access Point(Orinoco AP-4000a/b/g) 1대

IKIS 운 서버 인수

HP 프로라이언트 370 G3(305460-371) 

CPU: Intel Xeon 2.8GHz 

Memory: 1GB (DDR SRAM)

하드디스크: 36.4GB * 2

삼성 PC 48대(ZCP30, CPU 3.0GHz, 512MB, 120GB), LCD 17”20대

삼성 프린터 30대(ML2555G, 24ppm, A4) 

삼성 노트북 2대, 관측센터 PC 8대(ZCP30)

세계농업정보 확대 오픈

Weblog 분석시스템 설치(주)넷스루 WiseLog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 재 오픈

홈페이지 재구축 오픈

스팸필터 HP DL-360 서버 도입

농업관측정보센터 OLAP 서버 설치(Dell AS-PE6850, Zeon 3.16Ghz 4대, 2GB, 73GB 3대, 외장형

DAT(36/ 72GB)

2002.  4.

2002.  7. 16

2002. 10.

2002. 12.

2003. 1.

2003.  6.  2

2003. 10. 27

2003. 10. 31

2003. 12. 16

2004. 1.

2004.  6.

2004. 10. 13

2004. 10. 14

2004. 11. 12

2004. 12. 13

2004. 12. 15

2004. 12. 28

2005. 1.  6

2005.  2.  7

2005.  9. 15

2005. 12.  2

200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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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DL-360 서버 설치(Application 서버, Xeon 3.2GHz × 2, 2GB, 73GB)

DB서버 Prime Power 450 설치, oracle 9.2

(Solaris 2.9, 1.87Ghz 4대, 8GB, 146GB 2대, DAT(36/72GB)) 

홈페이지, 웹메일, DNS 서버교체(SUN E-450 → SUN V-480)

mailedge 4.0 → 5.0으로 업그레이드

DNS bind 8 → bind 9 업그레이드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장비 도입 설치

스토리지: AMS200 146GBx7

SAN스위치: McDATA Sphereon4700(16-Port)

백업 S/W: Veritas Netbackup

LTO: Neo Series 2000

삼성 프린터 ML-3051 43대, ML-8800ng 5대

삼성 컬러 프린터 3대

백본스위치, 스위칭허브 설치

3COM 7754 백본 스위치, SuperStack 3 Switch 4500(광모듈 포함), SuperStack3 Switch

4200 6대 도입

방화벽 및 IPS 시스템 설치

IPS SECUREWORKS K3000 V4.0 

라우터 및 UPS 설치

CISCO 3845(ATM 1조, WAN E1 1조

UPS 10KVA HighTech1000 1대

FTA 서버 SUN V440 및 오라클 10g 도입 설치

FTA 홈페이지 SUN V440우로 이전 서비스

Verity검색엔진으로 통합검색 재구축(홈페이지, 전자도서관,A7GRE) 

초고속연구망 ATM 10M에서 30M로 증속

본원-ARPC 전용E1(2M)에서 ATM Metro 20M로 증속

본원-CRIC 전용E1(2M)에서 ATM Metro 20M로 증속

노트북 14대 구입

(삼성 NT-Q45, Core2Duo T7100 1.8GHz, HDD 120GB, 메모리 1GB)

프린터 29대 구입(삼성 ML-3051NG, 28ppm, A4)

AGRE 재구축 계약(2007. 9. 4~2008. 5. 2) 크리스프드

메신저 ActivePost G-Suite Build 3512(온누리인포텍) 설치

PC DB-V70(Core2 Quad 2.4GHz, 메모리 1GB, HDD 500GB) 19대

노트북 NT-Q45(Core2 Duo 2.2GHz, 메모리 2GB, HDD 160GB, 12.1″) 10대, NT-R70(Core2 Duo

2.2GHz, 메모리 2GB, HDD 120GB, 15.4″) 3대

SUN T5220(1 chip 8 Core 1.2GHz UltraSPARC T2 processor, 4MB L2 cache, 메모리 8GB,

146GB 10K RPM × 2개, Solaris 10)

2006. 1.  5

2006. 1. 24

2006.  3. 10

2006. 10. 15 

2006. 11. 10

2006. 12. 14

2006. 12. 21

2006. 12. 22

2007. 1.  6 

2007. 1. 10

2007. 1. 25

2007. 1.  2

2007.  4.  6

2007.  4. 13

2007.  7. 12

2007.  7. 31

2007.  8. 17

2007.  9.  4

2007. 10. 17

2007. 12.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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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일지

1978 2.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설립자 대통령)

3.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위원회(위원장 장덕희 농수산부 차관) 구성

3. 16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등기

3. 23 제1차 이사회, 초대 원장 김보현 전 농수산부장관 선임

4.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족, 개원식, 10개 연구실 편성, 연구과제결정

4. 20 제1기 연구원 공개 채용시험

5. 1 반월간「해외농업동향」창간호 발간(1979년 말까지 통권 40호 발간)

5. 1 제1차 농업경제동향보고회

5. 6 개원 기념 춘계 체육대회

5. 23 전산실에 뱃치 터미널(batch terminal) 설치

5. 27 연구자문위원 15명 위촉, 1차 회의 소집

5. 31 계간「농촌경제」창간호 발간

6. 5~25 신입 연구원 직무교육

6. 13 제2차 농어촌경제동향보고회

7. 12 제3차 농어촌경제동향보고회

9. 18 제4차 농어촌경제동향보고회

10. 1 현지통신원 950명 첫 위촉

10. 21 추계 체육대회

11. 2 ‘Journal of Rural Development’창간호 발간

11. 7~11 개원기념 국제학술세미나‘전환기의 농정과제와 정책대안’

11.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 국회 통과

11. 16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12.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공포(법률 제3122호)

12. 27 제5차 농어촌경제동향보고회(농수산부장관 내원)

1979 1. 11 이희일 농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1. 19 제2차 정기 이사회

1. 19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1. 25 연구자문위원회 전체회의

2.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9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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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 연구자문위원회 소위원회‘농정전환에 관한 자문’

3. 20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4. 2 개원 1주년 기념 초청강연‘한국 경제의 외생적 여건(조동필, 고려대 교수)’

4. 3 제1차 농수산정책협의회‘농수산물 가격정책과 80년대의 농정전망’

5. 18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6. 1 현지통신원 500명 추가 위촉

6. 2 농수산부 고위 관리진과 본연구원 연구진 농정간담회

6. 7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에 특별보고(고도성장과 농정의 과제)

6. 9 특별보고‘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유정회 의원)’

7. 10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7. 14 연구자문위원회 소위원회‘농지제도개선방향 연구’자문

8. 27 농수산부 출입기자단 기자회견‘농지제도에 관한 문제점(김보현 원장)’

8. 30 제2차 농수산정책협의회‘80년대의 농업전망과 농지제도 개선방향’

10. 17 신축청사 기공식

12. 14 연구자문위원회 전체회의

12. 14 국문화원으로 부터 최신간 학술도서 150여권 기증받음

1980 1. 9 농수산물 품목 분류조정심의회

1. 17 제3차 정기 이사회

1. 19 특별보고‘농정여론조사 및 농산물 유통체계(농수산부장관)’

1. 21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1. 30~31 농촌 공업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

2. 12 농수산통계개선에 관한 자문회의

2. 20 ‘해외농업자료’시리즈 제1호 발간

2. 23~3. 3 농정여론 현지조사(전국 8개도 - 제주도 제외)

2. 25~29 신입연구원 직무교육

2. 29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3. 27 원장 보좌기구‘연구협의회’설치·운

4. 1 개원 2주년 기념식

4. 2 현지통신원 1,249명 추가 위촉

4. 2 개원 2주년 기념 초청강연회‘농업경제와 지대 문제(김준보, 고려대 교수)’

4. 25 농수산정책협의회‘축산물 가격정책의 과제와 방향’

5. 20 미국 KANSAS 주립대학 식량사료곡물연구소(FFGI)와 연구자매결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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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연구협의회

6. 18 정종택 농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6. 23 특별보고‘혼합곡 소비촉진대책(농수산부장관)’

7. 15~19 ‘아시아 제국의 식품유통에 관한 국제세미나(KREI/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공동주최)’

7. 16 ‘산지 자원화 방안’연구자문회의

7. 18 특별보고‘세계 양곡무역 동향과 대응책(농수산부장관)’

8. 8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식량정책 자문회의

8. 8 특별보고‘농정시책의 홍보 강화 방안(농수산부장관)’

8. 22 특별보고‘농수산 통계의 개선 방향(농수산부장관)’

9. 15~20 ‘신흥공업국의 농업조정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KREI/DSE, 국제농업경제학회 공동 주최)’

9. 25 식량절약 및 식생활 개선 간담회

10. 8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간담회

10. 10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11. 7 특별보고‘농업 재해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농수산부장관)’

12. 5 특별보고‘산지 개발과 이용방안(농수산부장관)’

12. 20 신축 청사 준공식

12. 27 ’80년대 농정방향 구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간담회’

1981 1. 13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1. 14 연구자문위원회(1981년도 연구과제(안))

2. 3 제4차 정기 이사회

3. 7 정책 세미나 농수산정책자문위원회(김 식)

3. 13 김보현 이사장겸 원장 및 선임이사에 대한 재임 결의(이사회 서면결의)

4. 29 특별보고‘마늘 수급과 가격안정대책(농수산부장관)’

4. 30 고건 농수산부장관 초도순시

5. 16 특별보고‘쇠고기와 우유에 대한 정책방향(농수산부장관)’

5. 21~22 농촌일손돕기 모내기(경기도 양주군)

6. 1 특별보고‘육류수급 및 가격전망과 대책(농수산부장관)’

6. 20 제1차 국민정신계도강화 교육‘북한 공산체제의 실태와 국민정신’

7. 2 민정당 고위 당직자 내원(업무 현황 및 연구결과 요약 보고)

7. 15 특별보고‘쇠고기 수급, 가격, 유통문제(농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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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 제2차 국민정신계도강화 교육‘공산주의의 비판과 우리의 통일정책’

7. 16 지방대도시 유통문제에 대한 공청회

7. 20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공청회

8. 5 특별보고‘인플레이션과 농수산물 가격(농수산부장관)’

8. 7 농수산협의회

8. 13~9. 18 남강유역의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회지표 조사

8. 19 특별보고‘1981 하반기 육류 수급전망(농수산부장관)’

9. 1 ~7 ‘농촌중심권 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KREI/ESCAP 공동 주최)’

9. 29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9. 30 농촌일손돕기 벼베기 행사(경기도 양주군)

10. 6 ‘미국의 곡물시장 및 무역정책에 관한 세미나(KREI/ASA 미국 대두협회 주최)’

10. 22 월간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10. 22 국회 농수산위원회 일원 본원 방문 업무보고

11. 3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협의회

11. 20 1981 정화운동평가회 및 반공사상 교육

12. 22 특별보고‘1980년대의 농정방향(농수산부장관)’

12. 22~2. 8 1981 연구사업 평가회

12. 26 특별보고‘농지제도에 관한 보고(농수산부장관)’

12. 27 국민경제교육

12. 29 연구자문위원회(1982 연구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토의 및 자문)

1982 1. 9 FAO와 농촌여성 생산 활동에 관한 공동 연구 협정 체결

1. 19 제5차 정기 이사회

1. 27 월간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2. 10 1982 식량증산 시책에 관한 협의회

3. 16~6. 3 농어촌 및 농수산 공직자 경제교육(전국 183개 시·군)

4. 6 식량 절약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5. 3 특별보고‘정부 양곡 조작비 절감 방안(청와대)’

5. 6 춘계 체육대회

5. 7 한국 농촌여성의 노동생산성에 관한 토론회

5. 14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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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 전직원 경제교육, 의식개혁 정신교육

6. 9 농지의 임대차 제도에 관한 공청회

6. 10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7. 1 원훈 제정‘넓은 시야, 깊은 연구, 높은 긍지’

7. 6 특별보고‘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 ‘전문복합 농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농수산부장관)’

7. 10 한국농업정책학회 특별회원 가입

8. 14 특별보고‘세계 기상관측과 곡물 생산량 예측(국무총리실)’

8. 16 특별보고‘돼지사육두수 및 가격에 대한 관측(국무총리실)’

9. 16~10. 18 농어민경제교육

9. 27 전직원 의식개혁교육

10. 19 ‘농수산물 관세 정책협의회’

11. 5 특별보고‘종합 식량 수급의 기본방향(농수산부장관)’

11. 11 ‘산지 초지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11. 16 전직원 경제·안보교육

11. 17 연구자문위원회(1983년도 연구사업계획안)

12. 4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계획 연구(NMMPS)의 방향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12. 20 1982 연구사업평가회

1983 1. 11 월간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1. 20 제6차 정기 이사회

1. 24 김 진 부원장 임명

1. 25~2. 28 농민경제교육(전국 129개군)

1. 28 1983 농정시책 협의회

1. 31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2.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개(KBS 알아봅시다)

2. 9 전직원 경제교육

2. 17~3. 27 1983 연구사업 설계 검토회

2. 18 간척사업 간담회

2. 28~3. 31 1982 연구사업 보고(청와대)

3. 3~3. 14 현지통신원 경제·조사교육(16개 지역, 2,043명 대상)

3. 12 농업 금융정책과 금융구조 개선에 관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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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월간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수산부장관)

4. 1 개원 5주년 기념행사, 초청강연‘한국의 농업사 연구의제과제(이춘 , 서울대 교수)’

4. 7 특별보고‘2000년대 국가발전 장기구상(농수산부장관)’

4. 21 국가발전장기구상 연구자문위원회

4. 27 국회 업무보고(116회 임시국회)

4. 28 아시아 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와 연구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4. 30 춘계 체육 행사

5. 12 연구원 채용시험

5. 13 직원 가족 경제교육

5. 16~31 자체 감사

5. 17 특별강연‘제3세계의 식량사정과 국제무역(Gale Johnson)’

5. 23 농촌일손돕기 모내기 행사(천원군 목천면)

5. 28 업무 현황 보고(청와대)

6. 16~7. 28 1983 연구사업 중간보고

6. 23 직원 경제교육

7. 11~7. 23 하계 농어민 경제교육

7. 29 직원 교육(경제·반공)

8. 20 직원 경제교육

9. 16 직원 교육(친절, 보안) 

9. 24 농촌일손돕기 벼베기 행사(천원군 목천면)

9. 26 초청강연‘미국의 곡물시장 현황 및 한국의 곡물수입(최진욱 박사, 시카고 곡물사무소)’

9. 30 1984 농수산부 시책 특별보고(농수산부장관)

10. 12~20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KREI/AARRO 공동주최)’

10. 21~11. 20 추계 농민 경제교육

10. 29 추계 체육행사

11. 18 내수면 어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

11. 25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관리자반, 농촌경제 학습차 내원

11. 25 직원 경제교육

11. 29 산지 초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미나

12. 16 직원 통일안보교육

12. 23~29 1983 연구사업 최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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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 7 1984 연구사업 기구 일부 개편

1. 24 직원 경제교육

1. 26~2. 6 1984 연구사업 설계 검토

1. 27 제7차 정기 이사회

1. 29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1. 30 농경연우회 창립 총회(초대 회장, 김동희 전부원장)

2. 23 1984년도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자문위원회

3. 12 국회 업무보고

3. 16 김보현 원장 이임식

3. 17 제3대 김 진 원장 취임

3. 21 성배 부원장 임명

3. 22 특별강연‘지식이용과 전이문화의 굴절이론(우노 요시야스, 일본 기쥬꾸대 교수)’

4. 2 개원 6주년 기념 행사

4. 3 2000년을 향한 새로운 임업 발전 방향 세미나

4. 7 춘계 체육 행사

5. 15 특별강연‘미국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한국경제에 미칠 향

( 톤 흘브루크,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 교수)’

5. 24, 5. 25 모내기 일손돕기 지원(1차, 2차)

5. 30 상반기 보안, 민원 전달교육

6. 1 현지통신원 411명 추가 위촉

6. 20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7. 3 연구위원 단위 관장 업무 및 연구실 일부 재조정

7. 3~23 1984 연구사업 중간보고회

7. 9 ‘농업경제정보’창간호 발간

8. 22 농정시책 이해 증진을 위한 농어민 교육계획 특별보고(청와대)

8. 27 특별강연‘미국 농민의 식부결정에 관한 정부 농업정책의 형태(구원회,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9. 3~5 농촌 수해 복구작업 지원

9. 14 농촌지역종합개발 심포지엄

9. 26, 10. 4 벼베기 지원(1차, 2차)

9. 28 농지개혁사 편찬에 관한 자문회의

10. 5 특별강연‘한국의 농민문학(임 환, 육사 교수)’

10. 8 추계체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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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27 농수산부 감사

10. 26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정책협의회

11. 2 특강‘우리 나라 전통 음악의 이해(최종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 14 연구원 채용시험

11. 15~12. 18 1984 연구사업 결과보고겸 평가

11. 28 제8차 정기 이사회

12. 1 특강‘민속놀이의 이해(허규, 국립중앙극장장)’

12. 19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12. 28 1985년도 연구사업 연구자문회의

1985 1. 8 연구사업 기구 일부 조정

1. 9 연구실별 담당 과제 및 연구책임자 확정

1. 11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2. 1 2월 월례조회 특강‘후진국의 농업기술협력(김병호, FAO 잠업자문관)’

2. 7 농수산협의회(연간 9회)

2. 8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2. 11~26 1985 연구사업 설계 검토

2. 27 특별보고‘농어촌문제의 현황과 대책(국무총리실)’

3. 8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3. 13 특강‘농촌문화와 전통(정한모, 문예진흥원장)’

4. 1 개원 7주년 기념(장덕진, 전 농수산부장관 축사), 초청강연‘오늘의 농촌문제와 연구과제(김동희)’

4. 8 신입연구원 교육

4. 11 특강‘국악과 인생(김소희, 무형문화재)’

4. 17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내원,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업부문정책협의회

4. 22~25 국제세미나‘아시아지역의 국가발전과 농촌공업의 역할(KREI/APDC 공동주최)’

4. 26 특강‘미국의 농수산물 수출입정책(전 미농무성 경제전문가)’

4. 27 농수축산인 체육대회 참가

5. 1 5월 월례조회, 특강‘태극기의 원리와 민족의 이상(유승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5. 3 춘계 체육행사

5. 7~9 직원 위탁 정신교육(농업진흥공사 연수원)

5. 11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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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16 직원 위탁 정신교육(농업진흥공사 연수원)

5. 20 특강‘만주농업과 현지 한국인의 생활상(최죽송, 동북회장)’

5. 22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회(농수산부)

5. 23 경기 남양주군 진건면 진관2리 진관부락과 자매결연, 농촌 일손돕기 모내기 행사

6. 3 6월 월례조회, 특별강연‘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주한 미대사관 참사관)’

6. 3~5 직원 전산교육(SAS 패키지)

6. 5 제125회 국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

6. 5 ‘농촌사회에 대응하는 농정운용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연구결과 보고회(농수산부)

6. 11 2000년을 향한 농업부문 장기발전구상 공청회

6. 13 농업현실과 농업기계화에 관한 세미나

6. 17 FFTC/ASPAC와 연구자매결연 2년간 기간 연장

6. 24 국회 소위원회‘소값 안정대책’보고

6. 25 ‘2000년을 향한 농업부문 장기발전’연구결과보고회(농수산부)

7. 2 7월 월례조회, 특별강연‘1986 태양 흑점과 기상 전망(김광식, 기상연구소장)’

7. 3 ‘축산물 가격안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보고회(농수산부)

7. 5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업부문 정책협의회

7. 16~8. 1 1985 연구사업 중간보고회

7. 19 농업재해보험 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7. 24 특별강연‘농업보험의 경제 분석(나까지마 지히로, 일본 경도대 교수)’

7. 24 ‘농산물 수요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보고회(농수산부)

8. 6 소값 안정대책 특별 보고(농수산부장관)

8. 10 농기계 원가조사 업무협의회

8. 20 특별강연‘카메룬의 농업과 우리 나라의 기술협력(한욱동, 농진청 박사)’

8. 26 농지개혁사 편찬사업을 위한 자문회의

8. 29 1984년도 식품수급표 작성을 위한 제1차 자문위원회

9. 16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 설치

9. 19 농어촌의 당면과제와 장단기 대책 간담회

9. 25~26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수교육

10. 2 10월 월례조회, 직원 교육(귀순용사 초청 강연)

10. 8 농촌일손돕기 벼베기

10. 10 ‘농지소유 및 보전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회(농수산부)

10. 11 농수산부문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회

10. 14 농어촌경제문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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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 제2차 농촌일손돕기 벼베기

10. 26 추계 체육행사

10. 30 1984년도 식품수급표 작성 자문회

10. 30 농지개혁사 편찬 간담회

10. 30 축산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협의회

11. 6 1986년도 연구사업계획을 위한 협의회

11. 25~12. 2 1985 연구사업 최종보고 및 평가

11. 25 제128회 정기국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

11. 27 제9차 정기 이사회

12. 3~4 제1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워크숍

12. 4 ‘농지 및 노동의 이동성과 농업구조정책 연구’결과보고회(농수산부)

12. 12 양식수산물의 산지 거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12. 13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12. 24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연구자문위원회

12. 26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농수산부문 정책협의회

1986 1. 14 농수산협의회

1. 15~17 신입연구원 교육

1. 17 공직자 경제교육

1. 21 초청강연‘일관시스템에 의한 벼의 건조·저장모델과 경제성 분석(박경규, 경북대 교수)’

1. 22 1986년도 연구사업 자문위원회

1. 23~2. 1 공주, 청송, 강진 등 3개 실험지역의 종합개발 구상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및 관계관 협의회

2. 3 2월 월례조회, 초청강연‘한국인의 가치관(나장운, 경찰대 교수)’

2. 4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2. 7 수산재해에 따른 양식공제제도 시험사업 설계를 위한 실무자 협의회

2. 12 쌀 소비 감소 추세와 농정방향 연구협의회

2. 21 직원 정신 및 경제교육

2. 24 유가 인하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협의회

3. 3~8 1986년도 연구사업 설계 검토회의

3. 7 농업재해보험 실무반 교육

3. 18 초청강연‘무역자유화 과정의 농업(게일 존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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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식량수급모형 연구결과 발표회(농수산부)

3. 19 1985년도 연구사업실적 보고(농수산부)

3. 20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도매시장 건설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3. 28 농어촌종합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계획 수립

4. 1 개원 8주년 기념식, 기념특강‘한국농정의효과와반성(김창식,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사무총장)’

4. 3 제129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4. 15 농업재해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협의회

4. 15 비료 판매제도 개선 협의회

4. 19 농수축산인 체육대회 참가

4. 23 춘계 체육행사

5. 6 1987년도 연구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자문위원회

5. 7 마늘·양파 하한가격 책정에 관한 정책협의회

5. 15 ‘한국농업의 발전모형 연구’결과 발표회(농수산부)

5. 20 1986년도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추진교육

5. 26 모내기 농촌일손돕기(남양주군)

6. 4 6월 월례조회, 초청강연‘원자력과 농업경제(임재춘, 과학기술처 원자로과장)’

6. 9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농림수산부문’정책협의회(전북 농협도지회)

6. 10 임직원 부인 초청 간담회

6. 13 농가경제조사업무 개선 연구협의회

6. 16 ‘농가부채 및 상환능력 검토 연구’결과 발표회(농수산부)

6. 25 ‘농수산물유통공사(가칭)’설립검토를 위한 연구결과 검토회의

6. 27 전국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협의회 회원 15명, 본원 연구진과 간담회

7. 2 농공지구 정책간담회

7. 7~26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제1기 연수교육(공주, 강진, 청송, 파주, 월, 옥천, 진안, 함양)

7. 11~19 1986년도 연구사업 중간보고

7. 23 연구사업기구 일부 조정(농촌계획전담반 신설, 교육훈련실 폐지)

8. 2 소 수급 안정대책 연구협의회

8. 11 유럽의 농정연구를 위한 산림정책반 회의

8. 12 유럽의 농정연구를 위한 농업정책반 회의

8. 12 언론계 논설위원 및 경제부장 초청‘농지제도 개선’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8. 14 1986 하계 직원경제교육 및 통신보안교육

8. 21 제2차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워크숍

8. 22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연구’결과 발표회(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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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9. 1 팩시 리(모사전송기) 개통

9. 16 연안어장 목장화계획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협의회

9. 23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연구협의회

9. 23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전북 김제군)

9. 24~30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구례, 창녕, 예산, 음성, 광주, 홍천)

9. 26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경북 상주군청)

10. 4 추계 체육행사

10. 6~25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제2기 연수교육

10. 8 벼베기 농촌일손돕기(남양주군)

10. 13 초청강연‘한국의 민속(임동권, 중앙대 교수)’

10. 21 ‘일본의 농업과 농정의 발전 연구’결과 발표회(농수산부)

10. 31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 연구’검토협의회

10. 31 ‘장기 종합농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협의회

11. 7 연안어장 목장화계획 연구협의회

11. 12 초청강연‘아프리카 사회와 농업(구천서, 단국대 교수)’

11. 13 장기 종합농정 기본계획 수립 연구협의회

11. 18 제131회 정기국회 업무보고

11. 27 제10차 정기 이사회

11. 29 풀일회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12. 3 농기계 원가조사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의회

12. 4~6 제3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지역농업개발의 정책방향과 과제’

12. 8~15 1986년도 연구사업 결과 최종평가회

12. 11 ‘조곡매출업체의 경 분석’을 위한 연구협의회

12. 26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12. 30 연구사업 기구 일부 조정(농업금융실, 농업사연구실 신설, 농업생산실 → 농업경 실 흡수, 

제도개발실 → 사회개발실로 흡수)

12. 31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음

1987 1. 9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1. 10 농지상담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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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연안어장 목장화계획’최종 연구자문회의

1. 23 공직자 경제교육

1. 26~28 신입연구원 교육

1. 27 제27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 ‘한국농기구고(김광언, 인하대 교수 집필)’

2. 3 1987년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자문위원회

2. 4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림수산부)

2. 5 농수산협의회

2. 13 초청강연‘전후 일본 농촌의 변모와 현대의 과제(요시자와, 일본 중앙대 교수)’

2. 19 ‘연안어장 목장화계획’연구협의회

2. 19 ‘농림수산물 유통분야’연구설계자문회의

2. 20 21세기 농정기획반 설치

2. 24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림수산부)

3. 16 제4대 원장 김 진 현 원장 유임

3. 28 농정 40년사 편찬 자문위원회

4. 2 개원 9주년 기념식, 특별강연, ‘흥강기의 역사인식(허문도, 국토통일원 장관)’

4. 4 농어가부채경감대책 간담회

4. 18 춘계 체육행사, 농림수산인 체육대회 참가

4. 22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림수산부)

5. 8 초청강연‘사회안정과 국가발전(김충남, 청와대 정무비서관)’

5. 9 제133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5. 9 초청강연‘전후 일본농업의 구조변화(가와나미 고끼, 일본 구주대 교수)’

5. 12 내수면어업 생산고 통계조사 개선방안 간담회

5. 16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를 위한 업무협의회

5. 19~20 제4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농촌지역 계획수립과 추진방안(전주대학교)’

5. 21~30 1987년도 연구사업 중간보고

5. 25 초청강연‘미국의 당면농업문제(김한주, 미국 South Dakota대 교수)’

5. 28 모내기 농촌일손돕기

5. 29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림수산부)

6. 1 현지통신원 473명 추가 위촉

6. 3 초청강연‘일본의 우유 과잉생산 원인과 대책(사끼우라 세이찌, 일본 낙농총합연구소장)’

6. 12 김주호 농림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6. 16 초청강연‘농업무역에 있어 기술과 부존자원의 변화에 관한 향(구원회, 미국 North Dakota

주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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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초청강연‘제주도 농업의 가능성(이광섭, 제주 녹장원 대표)’

7. 29 수해지역 농촌일손돕기(성남시)

8. 2 수해지역 농촌일손돕기(충남 부여)

8. 4 수해지역 농촌일손돕기(자매부락) 

8. 7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연구를 위한 조사대상 4개 마을(충남 대덕, 논산, 부여,

금산)에 수재의연금 전달

8. 12 제135회 임시국회 업무 현황 보고

8. 27 초청강연‘대만의 농업개발 전략(진희황, 대만대 교수)’

8. 27 연구결과 발표‘농산물가격의 변동형태와 안정정책 방향’

8. 28 농어촌경제동향보고(농림수산부)

9. 1 중앙공무원교육원 고급관리자반 연수생 일행 내원 견학

9. 12~13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정의 진로와 과제’토론회

9. 15 ‘농어가부채백서 작성’자문회의

9. 21 ‘농업단체 자율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9. 23 제137회 정기국회 업무보고

10. 2 직원 신분증 일제 갱신

10. 2 초청강연‘토지조사 사업사 연구의 현단계와 전망(미야지마 히로시, 일본 동경대 교수)’

10. 13 농촌일손돕기 벼베기

10. 15 추계 체육행사

10. 17 자연정화경진대회 참가(협동상 수상)

11. 1 21세기 농정기획반 설치 기간 연장(1987. 11. 1~1988. 3. 31)

11. 2~16 1987년도 연구사업 최종보고 평가회

11. 5~7 제5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바다 및 농촌종합개발 방향과 정책과제(전남대학교)’

11. 13 1986년도 식품수급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11. 19 농기계사업의 장기정책방향 연구협의회

11. 25 제11차 정기 이사회

11. 25 임직원 부인 초청 간담회

11. 26~27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정의 진로와 과제’제2차 전문가 초청토론회

12. 3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전남 광주)

12.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

12. 5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경북 천)

12. 8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충남 대전)

12. 11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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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

12. 22 전산실 컴퓨터 ECLIPSE MV/7800 SAS 도입

12. 23~30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원 춘천 12. 23, 충북 청주 12. 28, 경남 창원 12. 29, 전북 전주 12. 30)

1988 1. 9 1988년도 연구사업 기구 일부 조정(생산경제연구위원실 신설, 일부 실 통폐합 신설)

1. 12 초청강연‘제도 개선: 성취와 미완(Glenn Johnson, 세계농업경제학회장)’

1. 18 전산교육

1. 19 농촌공업 개발 효과분석 연구 토론회

1. 22 제138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1. 26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1. 28 1989년도 연구사업 자문위원회

1. 29 농어가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백서 발간 업무협의회

2. 5 농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정책토론회

2. 22~29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실무자 교육

3. 2~3 신입연구원 직무교육

3.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년사 발간

4. 1 개원 10주년 기념식

4. 13 직원 특별정신안보교육

4. 27 별관 증축공사 기공식

4. 29 1989년도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시안 작성 완료

5. 12~13 제6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경상대학교와 공동)’

5. 13 초청강연‘달러화의 약세와 미국의 농산물 수출(David Keneberry, 미국 오클라호마대 교수)’

5. 27 모내기 일손지원(남양주)

6. 1 ~14 1988년도 연구사업 중간보고

6. 3 농업기계화 정책협의회

6. 27~7. 5 21세기 농정보고서 최종 검토회의

7. 1 초청강연‘농산물 선물과 옵션에 관한 이론적 고찰(최진욱 박사,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7. 20 국회 농림수산위 업무보고

7. 21 낙농발전협의회

7. 22 전직원 통신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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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초청강연‘한·미 무역관계(김대겸, 미상무성 무역정책분석관)’

8. 17 배규성 전농지개량조합연합회장 학술자료 기증

8. 24 농업재해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공청회

8. 26 농림수산 행정조직개편(안) 연구협의회

8. 30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장단기대책에 관한 연구협의회

8. 31 농지보전 및 이용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협의회

9. 3 낙농발전연구를 위한 제3차 실무협의회

9. 13 직원 보안관리교육

10. 9 1988년 추곡 생산비에 관한 토론회

10. 11 광군지역 장기발전 방향(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광군청)

10. 28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회원기관으로 가입

11. 1 ~12 1988 연구사업 최종평가

11. 9 1988년도 추곡 수매가격 안정에 관한 토론회

11. 19 19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11. 25 제12차 정기 이사회(1989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12. 13 농정여론조사 현지통신원 재위촉(2,517명)

12. 14 별관 증축공사 준공식

1989 1. 13 연구사업 기구 조정

1. 25 김식 장관 초도 순시

2. 10 낙농현안에 대한 협의회

2. 17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2. 20 대농어민 홍보교육 계획 수립

2. 21 1989년도 연구사업 자문위원회

2. 27 농림수산물 수입개방 토론회

3. 6~7 전직원 다기능 사무기기(PC) 사용교육

3. 14 ‘채소수급 조정방안에 관한 협의회’

3. 24~25 제7차 농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숍

3. 28 부산시 서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방안 수립 최종 연구결과 토론을 위한

자문위원회

3. 31 개원 11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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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0 1990 연구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5차례)

4. 11 과실류 수입개방에 관한 간담회

4. 22 낙농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협의회

5. 1 농림수산부 기획예산실장 김태수, 농어촌개발국장 조일호 초청‘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에 관한

간담회’

5. 11 과실류 수입개방에 대한 간담회

5. 16~18 ‘PECC 농업정책, 무역 및 개발에 관한 국제 워크숍’

5. 17 특별강연‘소련의 농업문제(Sergei B Andreev, 소련 국제경제연구소 농업실장)’

6. 1 ~16 1989년도 연구사업 중간보고회

6. 20 초청강연‘한·미 통상협상이 주는 교훈(박상우,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6. 22 초청강연‘세계경제와 농업무역(Paul Farris, 미국 퍼듀대 교수)’

7. 3 초청강연‘체제비판과 우리의 현실(황성모,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7. 3~14 전직원 전산 및 통계교육

7. 7 농협 비료사업 취급수수료율 산정 연구 최종 업무협의회

7. 10 ‘추곡 수매가 산정기준 정형화 연구’학계 협의회

7. 11 김종기 국회 농수산위원장 초청 간담회

7. 13 ‘원양 어획물의 국내 반입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협의회

8. 11 초청강연‘한·미 농산물무역의 정치적 고찰(이용식, 미국 아이오와대 교수)’

8. 18 초청강연‘농촌여성의 농업노동과 건강실태(권 자, 여성개발원 부원장)’

9. 4~9 AARRO/KREI 농촌개발 사업관리에 관한 국제 워크숍

9. 25 초청강연‘토지공개념의 논의배경과 그 내용(이태일,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9. 28 ‘세계 농업경제동향 및 헝가리 농업동향’간담회(Csaba Cask, 헝가리 Karl Marx 경제대 총장)

10. 16 간척사업과 수산업의 관계 및 수익성 비교 검토 연구 업무협의회

10. 26 1989 추계체육대회

10. 31 1990년도 연구사업계획(안)에 대한 협의회

11. 1 ~18 1989 연구사업 최종평가

11. 13~14 UNCTAD/KREI ‘UR 농산물 무역협상에 관한 국제세미나’

11. 22 초청강연‘EC 축산업의 발전과 경쟁력(Wilhelm Brandes, 독일 괴팅겐대 교수)’

11. 28 제13차 정기 이사회

12. 6 초청강연‘무역자유화가한국경제에미치는 향분석: 일반균형 접근(윤해진, 필리핀대 박사과정)’

12. 16 불우이웃돕기 자선모임

12. 22 초청강연‘오늘의 농촌현실과 과제(박경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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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 5 자료관리 전산시스템 이용자 교육

1. 9 연구사업기구 개편(농촌사회실 → 농촌사회복지실, 농업생산실 → 농업경 실)

1. 21 1990년도 연구사업을 위한 자문위원회

2. 1 초청강연‘세계경제 변화와 한국의 발전(김보현, 전임 원장)’

2. 12 특별강연‘산업화에따른일본농업의 역사적변천과정(최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 16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작목 개발과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

2. 28 김 진 원장 이임

3. 2 제5대 허신행 원장 취임

3. 14 최양부 부원장 임명

3. 16 직원 공개채용시험

3. 26 초청강연‘선물시장의 동향(Bonnie Culp 외 2인,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 전문가)’

3. 31 개원 12주년 기념식

4. 3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4. 6 초청강연‘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농업(Kuhnen Frithiof, 독일 괴팅겐대 교수)’

4. 11 무공해성 농산물 개발에 관한 연구협의회

4. 12 기계화 농단의 훈련 및 운 관리에 관한 업무협의회

4. 12 초청강연‘아시아의 농업개발과 국제협력(주학중, ADB, 경제 및 지역개발센터 소장)’

4. 16 농어촌 당면문제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농림수산부장관)

4. 19 초청강연‘농업생물과학의 현황과 전망(김병동, 서울대 교수)’

4. 20 각계 원로 초청‘우리 농업·농촌의 장래에 관한 토론회’

5. 23~25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지역협의회(경북, 충남, 전북지역)

6. 4 춘계 직원 체육행사(광릉 수목원)

6. 8 ‘우리 경제의 실상과 농정 현안과제’대학 교수 초청 간담회

6. 12 기구 개편(검사관리실 신설 및 농정여론실과 편집실 통합 → 홍보출판실)

6. 1 ~7. 21 1990년도 연구사업 중간보고

6. 14 ‘농어민의 날’제정에 관한 공청회

6. 19 협동조합운 개선에 관한 연구협의회

6. 25 우리 경제의 실상과 경제주체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토론회

6. 26 대일 간미역 수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업무협의회

7. 27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 방안에 관한 1차 공청회

8. 10 한·중·소 경제학회 단체회원 가입(회장, 김성훈)

8. 13 목재유통 개선 연구협의회

8. 31~9. 4 ‘UR 이후 농정특별작업반’설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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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농산물 수출업체 초청 간담회

9. 13 초청강연‘중국 농촌경제 체제 개혁과 중국농업의 진로(장세화, 중국 길림대 교수)’

9. 19 무공해성 농산물개발 연구 중간보고회

9. 21 수해복구작업(한강변 반포지구 대청소)

10. 12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 을 위한 2차 공청회

10. 22~11. 3 과학기술처 1990년도 정부대외기술공여사업계획에 의거 훈련주관기관

11. 1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1차 계획위원회

11. 19~12. 22 1990 연구사업 최종평가

12. 1 월례조회(직원 안보교육)

12. 5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2차 계획위원회

12. 22 불우이웃돕기 자선모임

12. 27 전환기 양정을 위한 대토론회

1991 1. 18 1991 연구사업 기구 확정 시행

1. 23 ‘UR 협상 대응 농업기술 개발 대책 수립’에 관한 제1차 업무협의회

2. 1 제152회 임시국회 업무 현황 보고

2. 7 제14차 정기 이사회

2. 12 농어민 연금제도 개발에 관한 공청회

2. 25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2. 25 초청강연‘세계 종자산업의 기술개발 전망과 전망(김필주, 미국 파이어니아 종묘회사)’

3. 5 최양부 부원장 농림수산부장관 자문관으로 위촉

3. 9 BOP 협의 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

3. 21 1990 농촌 현장조사 결과 발표회

3. 25 1990년도 해외출장 결과 발표회

3. 28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공청회

3. 30 개원 13주년 기념식

4. 6 식목일 행사

4. 10 초청강연‘네덜란드의 농업’(A. Wolthuis, 네덜란드 농업협력관)

4. 23 춘계 체육행사(양재동 시민의 숲)

5. 2 초청강연‘일본의 수산물 유통구조 현황과 정책방향’(아끼다 시게오, 일본 사이다마대 교수)

5. 16 1991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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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18 농외소득원 정책세미나(충북대학 강당)

5. 22 국제화 시대의 중단기 농업기술 개발방향에 대한 공청회

5. 23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관한 공청회

6. 10 주요 정책지원 실적 보고(농림수산부장관)

6. 19 농업분야 현안과제 토의를 위한 간담회(농진청 연구진과 본원 연구진)

6. 24 초청강연‘중국의 농촌개혁 정책과 전망(손택진,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개발연구소 부교수)’

6. 27~7. 12 1991 연구사업 중간보고

6. 29 1차 UR 농산물협상의 쟁점과 전망에 관한 설명회

7. 1 월례조회(직원 정신교육)

7. 1 EC 농정개혁과 UR 협상에 관한 간담회

7. 5 축산 부산물 유통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7. 9 초청강연‘EC 경제통합이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향(M. Dutta, 미국 러츠대 교수)’

7. 11 ‘EC의 농업정책 개혁과 GATT UR 협상’에 관한 간담회(이관용, EC 주재 농무관)

7. 19 제155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7. 24~7. 27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대구, 전주, 서울)

8. 13~14 농외소득사업의 평가와 개발에 관한 세미나

8. 30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계획위원회

8. 31~9. 1 농업문제에 관한 농어민 관련단체 간담회(아카데미 하우스)

9. 12 초청강연‘미국농산물의수출을위한공업용곡물생산의내재적의미’(Blase, 미국 미주리대교수)

10. 1 월례조회(직원 특별경제교육)

10. 4 제1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10. 11 2차‘UR 농산물 협상의 현단계와 전망’설명회

10. 18 추계 직원 체육행사(다산공원)

11. 1 11월 월례조회(새질서·새생활 실천교육)

11. 11~12. 18 1991년도 연구사업 최종보고 및 평가

11. 14 3차‘UR 농산물협상의 현단계와 전망’설명회

11. 15 초청강연‘농업개발과 환경보전문제(Jone M. Antle, 미국 몬타나 주립대 교수)’

11. 20~11. 25 감사원 감사 수감

11. 25~12. 7 필리핀 농지개혁성 공직자 연수

12. 4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심포지엄

12. 6 1992 축산물 수급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24 여직원 풀잎회 자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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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20 연구사업 기구 조정(인력개발실, 북한농업실, 토지경제실 신설, 구조개선실 폐지)

1. 21 ‘지방화시대의 농정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토론회

1. 30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연두 순시

2. 20 남북 통합대비 농림수산부문 계획 수립 연구기획위원회

2. 21 농업구조의 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농림수산부)

3. 6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연구자문회의

3. 1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자문회의

3. 13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3. 14 제15차 정기 이사회(이사장과 원장 분리)

3. 31 개원 14주년 기념식

4. 9 초청강연‘우리나라 기술농업의 가능성’(유원형, 중앙대 교수)

4. 15 1992년도 노사 단체교섭 협상 타결

4. 21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 초도 순시

4. 24 춘계 체육행사

4. 30~5. 1 농업경 진단 설계를 위한 선진농가 간담회

5. 11 연구원 심볼마크 및 로고체 변경

5. 15 한국농촌사회학회 단체회원 가입

5. 25 농촌모내기 일손돕기 행사(경기 가평군 외서면)

6. 8~12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서울, 전주, 진주)

6. 26 어업구조 조정 연구 중간평가회

6. 27 김동익 검사관리실장 정년 퇴임식

7. 10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7. 27 인삼사업 육성방안을 위한 업무협의회 겸 세미나

9. 2 중국사회과학원 농림발전연구소와‘연구협력 협약’체결

9. 16 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대책수립 작업반 구성(9. 1~11. 30)

9. 30 미곡 수매방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9. 3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청회(군산, 군산수협)

10.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청회(부산, 공동어시장)

10. 17 추계 체육행사

10. 23 국정감사 수감(국회)

10. 27 농촌 벼베기 일손돕기 지원(광주군 실촌면)

10. 29~30 북한농업과 사회주의국가의 농업개혁 국제학술회의

10. 31~11. 6 초청강연, 가족농 발전의 한·일 비교(이나모토 시로, 일본 경도대 교수 겸 농업부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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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11. 5 직원 교육(공명선거, 교통안전, 보안)

11. 9 연구사업 기구 조정(북한농업실→북방농업실로 개칭)

11. 18~12. 15 1992년도 연구사업 최종보고

11. 24 당연구원 국제교류단지(성남시 소재) 이전 확정(대통령 재가)

12. 11~12 농업경 진단사업 보고회 겸 간담회

12. 12 UR 대책반 구성

12. 23 여직원 풀잎회 자선모임

12. 28 제16차 정기 이사회

12. 30 간부직원 송년 간담회

1993 1. 21 허신행 원장 청량리 경찰서 방문 위문품 전달

1. 29 연구사업 기구 조정(해외농업실 신설, 국제농업실 명칭 변경 → 국제무역실, 인력개발실 폐지)

2. 1 2월 월례조회(직원 보안교육, 농정시책 홍보교육)

2. 10 1993 연구사업 설계세미나 착수

2. 11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 26 허신행 원장 이임식(농수산부장관 취임)

3. 12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3. 23 초청강연‘동아시아의 농업 및 토지문제(Makoto Hosh, 일본 동경대 농대 교수)’

3. 31 개원 15주년 기념식

4. 12 제6대 정 일 원장 취임식

4. 15 1994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1차 간담회(원내 기조위원 및 농림수산부 주무과장)

4. 16 1994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2차 간담회(외부전문가 및 원내 실장)

4. 28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세미나(농림수산부와 공동)

5. 8 춘계 체육행사

5. 14 제161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5. 17~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 감사

5. 20 양정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5. 27 농촌 모내기 일손돕기 지원(남양주군 진건면)

5. 28 신농정관련 청와대 특별보고(농지정책, 양곡정책)

6. 4 농촌 농기계보내기성금 기탁(서울신문사)

6. 4 북방농업관련 자문위원 및 각계 전문가 초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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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경제부처 및 유관기관 간부 합동 연찬회 참가(주관: 경제기획원)

6. 10 신농정추진계획 정책협의회

6. 11~12 연구원 운 개선 논의를 위한 간부직원 수련회(임업연수원)

6. 17 연구원 운 개선에 관한 직원 간담회

7. 1 직원 보안교육

7. 31 연구관리 및 평가제도 개편

8. 19 「농지법」제정방향에 관한 1차 공청회(농림수산정보센터와 공동, 서울교육문화회관)

8. 25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8. 26~9. 9 「농지법」제정방향에 관한 2차 공청회(광주, 창원, 대전)

9. 14 간부직원 농진공 및 사업장 현장 시찰(농진공 주관)

9. 21~10.30 1993 연구보고세미나

10. 4 월례조회(직원 보안교육 및 신경제 교육)

10. 21 국회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수감(농림수산위 회의실)

10. 24~11. 3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부소장 등 3인 한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연수

10. 25 청과물 유통비용 연구자문회의

11. 8~9 직원 컴퓨터교육

11.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11. 15 동식물 검역에 관한 연구협의회

12. 6~7 농림수산부 보안감사 수감

12. 10~11 선진농가 경 진단사업 보고회 및 간담회

12. 13~18 농림수산부 업무감사 수감

12. 23 최양부 부원장 퇴임(청와대 농림수산수석비서관 임용)

12. 28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12. 29 간부직원 간담회

1994 1. 5 강정일 부원장 임명

1. 25 연구부서 전면 개편(17개실 → 6부 1실)

1. 25 농업여건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세미나(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

1. 27 UR 타결에 따른 수산업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2. 1 농어촌발전위원회 발족(당 연구원에 사무국 설치)

2. 3 초청강연‘환경계정(SEEA)에 관한 UN의 연구동향(Peter Bartelmus, UN 통계국)’

3. 7 제18차 정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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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 UR 이후 산촌대책 방향 세미나

3. 31 개원 16주년 기념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상’시상(1993년도 연구과제중 5편 선정)

4. 19 농어촌발전위원회 중간보고(대통령)

5. 20~21 전직원 춘계 수련회(경기도 안성 농협연수원)

5. 24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어촌발전대책 최종안 보고(대통령)

5. 30 연구요원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6. 25 초청강연‘UR 이후 일본 농정의 방향(에가이츠 후미오, 일본 동경대 교수)’

7. 8 협동조합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

7. 8 전직원 PC 및 정보매체 운 기본교육

7. 29 「농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8. 16~9. 1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 공무원 연수단 4인‘한국의 농지개혁 등 농지관련분야의 경험’을

이수하기 위한 연수

8. 30 농정전환에 따른 정책대상 범위의 조정에 관한 세미나

9. 6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에 관한 공청회

9. 9 동북아 3국(남북한 및 중국)간 농산물교육과 농업개발 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9. 27~10. 25 1994년도 연구사업 보고세미나

9. 30, 10. 7 전산 실습교육(1차, 2차)

10. 10 초청강연‘농업현실과 우리의 자세(장동섭, 이사장)’

10. 14 국회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수감(농림수산위 회의실)

10. 28 전직원 추계 체육대회겸 등반대회(서울대학교 수목원)

11. 4 축산분야 연구자문회의

11. 9 초청강연‘실종된 인간정신과 우리의 사명(김범일, 제2가나안농군학교장)’

11. 17 남북한농업부문 교류 및 협력방안에 관한 협의회

12. 13 유통분야 연구자문회의

1995 1. 9 LAN 설치 완료 및 사용자 교육

2. 27 농지개량조합운 개선에 관한 공청회(서울)

2. 28~3. 20 1995 연구 설계세미나

3. 8 초청강연‘세계화를 미래도약의 디딤돌로 삼자(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3. 17 제19차 정기 이사회

3. 23 농림수산 교육개혁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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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개원 17주년 기념식

4. 6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4. 7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4. 7~13 농지개량조합운 개선 공청회(수원, 전주, 대구)

4. 14 당원 연구진과 농림수산부 주무과장 간담회

4. 26 간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

5. 19~20 춘계 직원 수련회(경기 안성 소재 농협연수원)

5. 25~6. 30 1995 연구사업 중간검토회의

6. 12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1주년 기념‘농어촌 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6. 20 ‘동아시아의 쌀생산과 물문제’국제심포지엄(농조연과 공동주최)

7. 4 ‘농림수산부문 투융자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한 간담회

7. 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부설기관으로‘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설립 법적

근거 마련

7. 27 농업관측협의회 소위원회

7. 27~28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한국농업 50주년의 회고와 전망(농업경제관련 5개 학회 주최)’

7. 29 「농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8. 17~18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태평양 연안국가와의 농산물 교역전망과 발전방향’, 

‘동북아역내 농산물무역 및 농업개발협력의 발전 방향’

8. 28 부설‘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설립계획 확정

8. 31 「농지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9. 1 연구요원 채용

9. 5 첨단농림수산기술개발계획 공청회

9. 14 특강‘UR 이후 한국의 농업자원 이용: 생태계 다양화 자치평가(전건홍,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

9. 22 ‘농림수산사업 운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정책토론회

9. 22 제20차 정기 이사회(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설립 관련)

9. 27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발족

9. 29 ‘국제사료곡물가격 동향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

10. 12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개소식

10. 27 추계 체육행사

10. 30~11. 15 1995 연구보고세미나

11. 13 양정의 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토론회

11. 14 초청강연‘해양법 협약과 미국의 수산정책’(D. L. Fluharty, 교수)

11. 24 우유품질향상과 낙농산업 발전방향 심포지엄 주관(축산관련 3개학회 주최, 축협중앙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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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12 ‘신경제장기구상’농림수산 장기발전구상 공청회

2. 10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12~3. 31 1996 자체 감사

2. 14 관리직원 공개채용시험

2. 15 제21차 정기 이사회

2. 26~3. 5 1996 연구사업 설계세미나

2. 28 농림수산 고위공직자 특별연찬교육

2. 29 북한산 농림수산물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방향 정책협의회

3. 6 농어촌발전대책 중간평가 자문회의

3. 14 강운태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3. 30 개원 18주년 기념식

4. 10 제22차 이사회

4. 10 제6대 정 일 원장 이임식

4. 12 제7대 박상우 원장 취임식

4. 16 「인삼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4. 25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관련 토론회

5. 17 춘계 체육행사(다산공원)

5. 18 최고농업경 자과정 교육개선 세미나

5. 20~6. 10 1996 연구사업 중간검토회의

5. 27 국제 곡물수급동향과 대책 토론회

5. 30~6. 7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 토론회(서울, 광주, 대구, 대전)

6. 3 박상우 원장 국가발전 유공자 선정(황조근정 훈장)

6. 26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공청회

7. 15~25 연구원 운 개선위원회 운

7. 23~30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개평가

7. 31 수재민돕기 성금 기탁

9. 5 WTO 체제하의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9. 20~10.10 1996 연구사업 연구보고세미나

10. 7~18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농림부 감사 수감

10. 16~17 국정감사 수감

10. 18 추계 체육행사

10. 22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11. 8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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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 현지통신원 교육

11. 13~12. 13 농림수산기술개발 사업추진 개선을 위한 토론회(서울 및 9개 지방)

11. 25~30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연차 및 최종평가

12. 5 연구원 공개채용시험

12. 13 협동조합 발전방안 토론회

12. 18 농림부장관에게 연구원 업무보고

12. 20 구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1997 1. 6 1997 제1차 연구기획조정위원회

1. 6 신규임용직원 직무교육

1. 14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연구협의회

1. 17 ‘농업부문 장단기 예측 정보시스템 개발 연구’관련기관 협의회

1. 22 ‘어항지정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연구자문회의

2. 4 농림해양수석비서관과 농정현안 간담회

2. 20~27 1997 연구사업 설계세미나

2. 21 제23차 정기 이사회

3. 12~14 1997 연구설계서 검토회의

3. 13 ‘쌀 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

3. 31 개원 19주년 기념식

4. 4 식목행사

4. 22 ‘농업부문별 예측 및 전망체계 구축’연구협의회

4. 25 1997년도 춘계체육행사

5. 13~16 연구요원 초빙을 위한 연구발표회

5. 27 「환경농업법」제정 관련 공청회

5. 26~6. 5 1997년도 연구사업 중간검토회의

5. 28 농촌일손돕기(경기 안성군 원곡면, 배과수원)

7. 1 ‘차기 농산물협상 전망과 주요국 입장’세미나

7. 5 정시채 농림부장관 내원

7. 25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공청회

7. 30~8. 1 농림사업 평가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중간보고 협의회

8. 14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토론회

9. 10 구관 증축 설계 계획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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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6 특별강연‘한국농업의 진로모색(김진홍 목사)’

10. 13 제18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수감

10. 20 남북한농업기술협력을 위한 분야별 농업전문가 회의

10. 22~11. 5 1997년도‘연구보고세미나’

10. 31 추계 체육행사

11. 13 농업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21세기 한국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11. 25 농림사업 외부평가 최종보고 협의회

11. 28 농림사업 외부평가 최종보고 협의회

12. 16 연구기획조정위원회(1998 연구사업계획 과제 선정)

1998 1. 5 유철호 부원장 임명

1. 19 1998년도 농업전망 발표회

2. 2 ‘신정부의 농정과제및추진방향’정책토론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2. 3 이효계 농림부장관 연구원 방문 업무보고

2. 6 농림사업평가 정책간담회

2. 10 북한의 농업기술현황과 남북한농업기술협력방안 업무협의회

2. 12 농업부문 장단기 예측정보시스템 개발연구 합동 검토회의

2. 16~26 농림부 정기감사 수감

2. 19 제24차 정기 이사회

2. 24 농협 농산물 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협의회

2. 27 특수가축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자문회의

3. 5~13 1998 연구사업 설계세미나

3. 31 김성훈 농림부장관 초도순시

4. 1 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연구원 20년사 발간

5. 20~21 한계지의 자원관리와 환경농업 국제세미나

5. 22 한국농정 50년사 편찬위원회

6. 11 IMF 관리체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과 대응방안 부문별 간담회

6. 19 환경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6. 30 농림부장관 특별보고 - 벤처농림기술개발촉진대회

8. 6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신설조직의 기능과 역할 토론회

8. 10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11. 12 제3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 21세기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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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7 충청북도와 연구교류협약 체결

12. 3 산림·통일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산림분야의 남·북한 협력방안

12. 30 ‘한국농정 50년사 편찬’분야별·시책별 좌담회 연구동 신축 기공식

1999 1.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에 따라 연구원 관리, 감독기관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로 소속변경

1. 29 1999 농업전망 발표대회

3. 31 개원 21주년 기념식

4. 7 임종철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내원

5. 19 제8대 강정일 원장 취임(첫 공모제 선임)

9. 20 서종혁 부원장 임명

10. 21 농경토론회 1백회 돌파

10. 22 환경시대의 농촌정비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10. 29 차기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쟁점 국제학술대회

11. 12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21세기 세계 식량안보 전략

11. 25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정책토론회

11. 25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향 토론회

12. 3 21세기 임정비전 제시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

12. 3 팔레스타인 휫헷 자이드 농림부장관 내원

12. 13~17 FAO 워크숍 - 극동지역국가의 통계전문가 교육훈련

12. 18 제88회 이동장관실 연구원에서-김성훈 농림부장관 내원

2000 1. 12 제200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 - 한국의 산림유기자원과 산업화 방안

1. 20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1. 29 농업대전망 2000 발표대회

2. 8 농림어업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세미나

2. 10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토론회

3. 31 새 연구동 준공식(지하1층, 지상5층)

3. 31 개원 22주년 기념식

3. 31~4. 3 개원 22주년 기념 도서 큰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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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 농촌진흥청과의 연구자 간담회

4. 27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정책과제’세미나

5. 23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와 연구협력 협정

5. 26 KREI & UNESCAP/CGPRT Center 국제공동워크숍

6. 12 미얀마 농업 친선 사절단 내방(미얀마 농림부 차관 단장 외 6인)

6. 15 농정현안에 관한 농업인단체와 연구원의 간담회

6. 27 ‘논농업직접직불제 도입방안’정책토론회

9. 5 농업메신저사업 국제학술대회

10. 9~10 제1회 한·중 농업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 - 중국농업과학원과 공동(북경)

10. 23~11. 4 베트남 농업·경제관료 연수(중앙경제연구소(CIEM)부소장 외 9인)

11. 1 북한농업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국제학술대회

11. 10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디지털시대 지식농업의 발전방향

12. 19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개소(3개업체 입주)

2001 1. 3 이정환 부원장 임명

1. 19 ‘경 체별 농업소득 안정화 방안’정책토론회

1. 30 농업전망 2001 발표대회

3. 31 개원 23주년 기념식

4. 3 ‘21세기 농업·농촌 정비 방향과 과제’정책토론회

4.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연구협력협정

4. 26 농업인단체 초청 간담회

5. 14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새단장

5. 17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국제학술대회

6. 25~26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국제학술대회

6. 29 ‘그린투어리즘 정책 방향과 과제’정책토론회

7. 26~28 금강산 선상 토론회 및 북고성군 농장 방문

8. 9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와 연구협력 협정 체결

8. 21~22 FFTC·ASPAC와‘환경시대 농업·환경정책의 통합’워크숍

9. 7 상해시 농업과학원과 연구협력 협약 체결

9. 14 ‘WTO농업협상: 국별 제안서와 협상전망’국제세미나

10. 8~20 캄보디아 농업·농촌개발 관료 대상 연수

10. 25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와 연구협력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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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 ‘농촌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11. 22 ‘북한농업 실태와 농업협력 발전방향 모색’워크숍

12. 8 쌀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간담회

12. 17~21 ‘남북농업기술교류 협력의 성과와 방향’심포지엄(북경)

2002 1. 15 초당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 29 농업전망 2002 발표대회

2. 6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개소

2. 18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세미나

3. 5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정책토론회

3. 8~12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토론회(광주, 대전, 대구)

3. 15 경남발전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협약 체결

3. 25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내원

3. 30 개원 24주년 기념식

4. 19 ‘미국 신농업법 입법 동향’국제세미나

5. 20 제9대 이정환 원장 취임

5. 20 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 발족

6. 1 정명채 부원장, 서종혁 ARPC소장 임명

6. 11 한갑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내원

6. 27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정책토론회

7. 19 ‘쌀 재고 문제의 전망과 대책’정책토론회

7. 24 ‘농어업·농어촌 교육제도의 개선’정책토론회

7. 26 김동태 농림부장관 내원

8. 13 WTO/DDA 농업협상특별연구단 발족

8. 28 제1회 벤처농업전문강좌

9. 13 ‘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정책토론회

10. 9 제3회 한·중 국제학술대회(북경)

10. 25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새로운 활로’토론회

11. 13 농림부문 R&D 투자방향과 효율적 관리방안 심포지엄

12. 1 연구원 인터넷 연구포럼 구성·운

12. 11 농촌진흥청과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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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23 농업전망 2003 발표대회

2. 18 농가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2. 21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 평가와 협상대책’세미나

3. 11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 방향’국제세미나

3. 18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 내원(12. 9에도 내원)

5. 1 허길행 부원장 임명

5. 3 개원 25주년 오픈 하우스

5. 21 「임업관측월보」창간호 발간

5. 27 한국농업전문학교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

6. 2 통합정보 지식공유시스템 AGRE 오픈

7. 4 ‘WTO 체제하 세계농업의 동향과 농정 주체의 역할’국제심포지엄

7. 9 ‘농가 부채 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토론회

7.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연구속보」발간

7. 23 KOICA와 업무협조약정 체결

7. 31 ‘우리나라 FTA 추진방향과 주요 이슈’정책종합토론회

8.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침편지 제작·발송

8. 7 고건 국무총리 내원 – 농정현안과 비전 보고

8. 19~28 아프가니스탄 관료 대상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연수

8. 28 ‘중국 쌀산업의 현황과 전망’국제워크숍

9. 2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 방향’정책토론회

10. 1 워싱톤주립대학과 공동연구협약 체결

10. 14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을 위한 방향 모색’세미나

10. 28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창립식 및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12. 1 새국토협의회 연구성과 발표회

12. 10 ‘한국의 쌀협상 경험과 일본·대만의 경험’국제세미나

12. 15 농촌진흥청과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12. 17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국제워크숍

2004 1. 29 농업전망 2004 발표대회

2. 15~28 UNESCAP 농촌새마을운동 시범연수

2. 16 ‘한·일 FTA와 한국농업’세미나

3. 1 ABARE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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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 개방화시대 농업·농촌문제의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4. 2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 내원

4. 2 개원 26주년 기념식

4. 28 농지제도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5. 17 쌀협상 국민대토론회

5. 20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개편방향 토론회

5. 27~28 2004년 세계 쌀의 해 국제워크숍 및 심포지엄

6. 18 선큰가든 준공 및 자료실 정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 2004년 총회

8. 4 한·아세안 FTA 공청회

8. 9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 세미나

8. 18 경사연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

9. 16~17 2004 농림과학기술대전

9. 24 ‘WTO/DDA협상 농업정책개혁’국제세미나

10. 8~9 제2회 FANEA국제심포지엄(중국 웨이하이시)

10. 15~16 2004년 전직원 수련회 - ‘함께 가는 미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11. 5 제1회 작은 음악회

11. 17 쌀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12. 8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12. 21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 활성화 방안 토론회

12. 21 송년음악회

12. 22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05 1. 19 FANEA 초청 세미나

1. 20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 특강

1. 28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

2. 26 연구결과 발표대회

3. 31 개원 27주년 기념식, 신가치 선포식

4. 1 연구원 뉴스레터 300호 발간

4. 28 농촌정보문화센터 설립

5.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Zine 창간

5. 18 이정환 원장 이임

5. 19 토고미마을과 연구자매 결연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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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10 내발적 농촌지역 활성화 한·일 공동 워크숍(일본 동경농공대학)

6. 28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위원회 출범

6. 29 ‘도하개발어젠다(DDA)농업협상’최근 동향과 쟁점, 협상 대책 방향 세미나

7. 5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7. 7 FANEA, 중국농산물 무역관련 세미나

7. 19 양정제도 개편방향 토론회

7. 19 ‘양정제도 개편 및 쌀 공공비축 도입방안’세미나

8. 17 쌀 생산조정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9. 26 동북아 쌀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제 심포지엄

9. 30 제10대 최정섭 원장 취임

10. 12 2005 원예분야 우수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10. 13 오세익 부원장 임명

10. 25~26 제3회 FANEA국제심포지엄(일본 동경)

11. 29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2. 1 한국농업의 현장 해법론 월례 초청강연(정운천 회장)

12. 9 담양과 김제 폭설피해 농가 제설작업

2006 1. 17 농촌경제 2005년 등재 학술지로 선정

1. 25 농업전망 2006 발표대회

2. 1 ‘전환기 한국농업경제학자의 설자리’초청강연(김성훈 상지대 총장)

2. 8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 대안 개발’워크숍

2. 20 WTO/DDA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 정책세미나

3. 2 농촌마을 종합개발 워크숍

3. 31 개원 28주년 기념식

4. 1 메타검색시스템 개발 운

4. 26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전략’워크숍

5. 3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내원

5. 8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워크숍

5. 10 제임쿰스 뉴질랜드 대사 내원

6. 1 ‘전환기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황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초청강연

7. 20~8. 4 서남아시아 공무원대상 농촌개발 연수

8. 10 신활력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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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주 요 일 지

8. 20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8. 25 ‘도·농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세미나

9. 5 제4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

9. 27~29 2006 농림과학기술대전

10. 4 미주리대학과 연구협력협정 체결

10. 13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세미나

10. 15~30 베트남 농촌개발 담당 공무원 연수

11. 3 농촌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워크숍

11. 9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도전과 희망 세미나

11. 16 강원대와 학연협력협정 체결

12. 1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 오준호 박사 초청 강연

12. 4 중국 농업부정보중심과 연구협력협정 체결

12. 6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성과발표회

12. 13 덕천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2007 1. 10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정책세미나

1. 18 ‘2007 농정어젠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최양부 고문)

1. 24 제10회 농업전망 발표대회

2. 5 베트남 고위급 공무원 농촌개발연수단 내원

2. 26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현판식

3. 15 ‘뉴질랜드 농업과 농정개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풀손 뉴질랜드 농업특사)

3. 23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제천시 보례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3. 30 개원 29주년 기념식

4. 3 베트남 국립농업계획연구소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4. 16 제2기 멘토링 결연식

4. 18 농업 발전과제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5. 6~18 에콰도르 고급 공무원 농촌개발 연수

5. 29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6. 1 홈페이지 개편

6. 1 월례조회 및 초청강연(조 탁 휴넷 대표이사)

7. 1 부원장에 김정호 박사 임명

7. 6 연구책임자급 혁신리더십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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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주 요 일 지

7. 23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정책토론회

7. 25 농림기술관리센터, 경북 문경 적성2리와 1사1촌 자매결연

7. 30 ‘위성정보의 농업관측 활용’전문가토론회

8. 28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8. 29 농업관측정보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와 업무협력협정 체결

8. 30 농림기술관리센터 신기술이전 촉진설명회

9. 6 중국 산동사회과학원 연구자 일행 내원

9. 7 연구원 태동 40주년 기념행사

9. 10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 공청회

10. 1 농정바로알기 과정 개설

10. 15~17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

10. 25 농진청과 전통식품, 바이오에너지 주제로 간담회

11. 1 중국사무소 초대 소장 정정길 박사 임명

11. 5 제3기 멘토링 결연식

11. 26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1. 26 캄보디아 공무원 대상 농촌개발연수

12. 4 국제곡물가격 상승 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12. 24 연구동과 본관 연결통로 지붕설치

12. 28 홈페이지 KWAA(Korea Web Agency Association: 한국웹에이전시연합회) 

공공부문 대상 수상

2008 1. 23 농업전망 2008 발표대회

2. 11 식품정책연구단 설치

2. 18~2. 28 2008 연구사업 설계세미나 실시

2. 20 캄보디아 농촌개발 정책과 전략수립 워크숍(캄보디아 프놈펜) 

2. 22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2. 27 산림청과 연구협력협정 체결

3. 6 중국사무소 개소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

3. 7~3. 20 네팔 농촌개발관련 공무원 연수

3. 19 ‘애그플레이션 농식품 부문 향과 대응 방향’정책토론회

3. 25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원

3. 25 aT(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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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위　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박시현 (연 구 위 원)  석현덕 (연 구 위 원) 정인걸 (연 구 위 원) 옥치목 (선 임 관 리 원)    

간　사

정민국 (연 구 위 원) 조태희 (부 연 구 위 원)

집필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정기환 (초빙연구위원)

김병률 (연 구 위 원) 김 훈 (연 구 위 원) 김창길 (연 구 위 원) 박문호 (연 구 위 원)

박시현 (연 구 위 원) 석현덕 (연 구 위 원) 송미령 (연 구 위 원) 이계임 (연 구 위 원)

임송수 (연 구 위 원) 장철수 (연 구 위 원) 정민국 (연 구 위 원) 정인걸 (연 구 위 원)

최경환 (연 구 위 원) 허　장 (연 구 위 원) 김동원 (부 연 구 위 원) 김수석 (부 연 구 위 원)

박준기 (부 연 구 위 원) 장승동 (부 연 구 위 원) 조태희 (부 연 구 위 원) 강혜정 (전 문 연 구 원)

정호근 (전 문 연 구 원)  한근수 (전 문 연 구 원) 김재환 (초청전문연구원)  김홍원 (연 　 구 　 원)

최 운 (연 　 구 　 원) 옥치목 (선 임 관 리 원) 김병철 (1 급 관 리 원) 심긍섭 (1 급 관 리 원)

성진석 (2 급 관 리 원) 원동환 (3 급 관 리 원)

- 직급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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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금년은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30년 동안 온갖 풍설 속에서도 이만

큼 커진 몸집을 보면 스스로 대견스러운 생각이 들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문제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본다는 점

에서 30년사 발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 2006년 11월 편찬위원회를 구성, 편찬방향과 발간형식에 대해 수차례의 토론을 거친 끝에 과거 30년

을 돌아보고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제극복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

로 편찬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형식은 20년사를 기본으로 하되 그 후 10년간 연구사와 연구원사 측면에서

변동사항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화보를 보강하며,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추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연구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 다.

30년사는 크게 연구사업의 전개와 동향(제1편)과 정책지원과 연구지원 동향(제2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3편), 그리고 자료(제4편), 이렇게 4편으로 구성하 다. 특히‘남기고 싶은 이야기’에는 전현직 원장님들

의 회고와 기대, 연구원 설립이전의 역사(윤근환)와 그 후 농정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연구원의 노력과 향후

전망(최양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재편되는 격변기에 연구원을 둘러싼 비화(김정부) 부분을 기획형식

으로 포함하 다. 그 밖의‘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연구원과 인연을 맺은 분들의 이야기를 공모형식으

로 수집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리하 다. 

돌이켜 보면 나 자신이 연구원 그늘에서 공부를 하고, 가정을 꾸미고 이제껏 잘 살아왔기에 빚을 갚는 마

음으로 선뜻 나섰지만 3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초 많은 직원

들이 참여하여‘우리’라는 공감대 형성을 해보겠다는 구상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나마 약정한 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모두가 바쁜 가운데서도 원고작성과 감수에 이르기까지 묵

묵히 도와주신 선후배 동료들의 협조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편찬위원회의 운 과 편집·디자인·

교정까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홍보출판팀의 조태희 팀장과 원동환, 이경미, 신남숙 씨 그리고 크리커뮤

니케이션의 노고가 컸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채워 그야말로 속이 꽉 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랑

스러워 할 수 있는 연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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