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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미래농정포럼 운영 및 활동

1. 운영 및 구성

1.1. 운영 방향
○ 농업계와 비농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
○ 열정과 관심을 가진 농식품·농촌 전문가의 “자발적 모임”
○ 농정현안과 미래 농정방향에 대한 “선도적 역할”

1.2. 운영 목적
○ 농식품·농촌 관련 주요 농정현황 진단 및 아젠다 발굴
○ 농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미래정책방향 제시
○ 농업계·비농업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객관적·합리적 농정대안 제시
○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이슈를 KREI 정책연구(기본, 수시 등)와 연계 수행하
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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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성
○ 공동위원장(2명): KREI 원장, 원외 공동위원장 1명(서울대 이태호 교수)
○ 본위원회: 위원장(2명), 사무국(3명), 분과장(4명), 분과간사(4명)
- 전체 외부위원 52명, 내부위원 14명, 간사보 등 지원인력 7명
○ 사무국 운영: 기획조정실(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 분과 운영: 농업분과, 농촌분과, 식품·유통분과, 농업통상분과
○ 포럼 조직 및 운영: 1년 단위
<포럼 조직도(안)>

위 원 장
(2명)
사무국
(기획조정실)
본위원회

농업분과

농촌분과

지
역
개
발
소
위
원
회

복
지
소
위
원
회

식품·유통분과

식
품
산
업
소
위
원
회

소
비
소
위
원
회

농업통상분과

유
통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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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럼 분과별 위원장 및 위원 구성
< 농업분과 >
성 명

소 속

위원장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위원회 간사

황의식

KREI 선임연구위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김광천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상택

충북대학교 교수

안동환

서울대학교 교수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

이병서

농촌진흥청 과장 (수출농업지원과)

이용선

KREI 선임연구위원 (농업관측센터)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출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농업정책과)

최승철

건국대학교 교수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임지은

KREI 전문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

위 원

위원회 간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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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분과 >
성 명
윤원근
성주인

위원장
위원회 간사

성주인*

지역개발
소위

위 원

복지
소위

위원회 간사보

소 속
협성대학교 교수
KREI 연구위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KREI 연구위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위원회 간사와 겸함
김정연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농촌정책과)
박덕병 공주대학교 교수
박윤호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은일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
최수명 전남대학교 교수
조미형* KREI 연구위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
김영란 목포대학교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준 부천대학교 교수
박대식 KREI 선임연구위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
배충진 송암선교복지원 원장
유수상 한국농어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
윤광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농촌복지여성과)
김하경 KREI 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
박지연 KREI 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
유은영 KREI 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는 소위원회 간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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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유통분과 >
성 명

소 속

위원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위원회 간사

이계임

KREI 선임연구위원 (식품유통연구부장)

김병률* KREI 선임연구위원 (식품유통연구부)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

유통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

소위

김홍배

농협조사연구소 선임조사역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이종인

강원대학교 교수

박성진* KREI 부연구위원 (식품유통연구부)

위 원

고학수

식품산업협회 전무

식품산업

김관수

서울대학교 교수

소위

김진진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식품산업정책과)

김태희

경희대학교 교수

이윤석

연세대학교 교수

이계임*
소비
소위

위원회 간사보

KREI 선임연구위원 (식품유통연구부)
*위원회 간사와 겸함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식생활소비정책과)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정혜경

호서대학교 교수

진현정

중앙대학교 교수

허성윤

KREI 연구원 (식품유통연구부)

*는 소위원회 간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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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통상분과 >
성 명

소 속

위원장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

위원회 간사

이상현

KREI 부연구위원 (글로벌협력연구부)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수출진흥과)

김수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김태윤

서울대학교 교수

박형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역통상실장)

어명근

KREI 명예연구위원 (글로벌협력연구부)

이병훈

강원대학교 교수

임송수

고려대학교 교수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정대희

KREI 전문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위 원

위원회 간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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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포럼 운영 실적

2.1 회의개최 실적

구 분

개최횟수

개최일자

본회의

2회

4.27, 12.21

2회

5.18, 12.10

농업분과
지역개발소위

4회

복지소위

7회

농촌분과

5.18, 6.16,
7.28, 9.18
5.21, 6.26,
7.23, 8.28,
9.18, 10.23,
11.27

분 과

총괄회의

2회

5.29, 11.25

유통소위

2회

7.29, 11.9

식품산업소위

2회

7.22, 10.26

소비소위

2회

7.22, 11.3

농업통상분과

2회

7.20, 11.19

총 계

25회

식품·유통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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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고위탁 실적

분 과

위탁원고 저자

원고주제

농업분과

이명헌 교수

유럽 농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정책

지역
개발

농촌

소위

분과

복지
소위
유통
소위

김두환 박사
(교토대학교)

일본 농촌의 변화 추이와 일본농촌
개발 정책의 새로운 트렌드, 우리나
라 미래 농촌개발정책의 시사점

박윤호 책임연구원 영국 농촌개발정책 사례 및 시사점
최수명 교수

미래 농촌개발의 과제 및 실천방향

김영란 교수

농촌복지 실천과 지향점

권승구 교수

미래유통 기능연구

김성훈 교수
김홍배 선임조사역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인 교수

식품·
유통
분과

식품

김관수 교수

산업

김태희 교수

소위

이윤석 교수

소비
소위

안병일 교수
정혜경 교수

분과

인구 구조 변화가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진현정 교수
박형래 교수

농업통상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고) 방안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농업발전 방향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TPP as a typical Mega FTA
임송수 교수

2015년도 WTO 농업협상과 분쟁 이슈

임정빈 교수

TPP 협정문의농업관련규범의주요내용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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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정포럼 1차 본회의(4. 27)

미래농정포럼 2차 본회의(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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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과별 주요 활동

3.1 농업분과
○ 농업분과 1차 회의: 2015.5.18.(월) 16:00-, 한국기술센터 21층
- 주제: 농정패러다임 변화
- 주요 논의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
지 않음. 논의를 통해 한국형 발전모델을 도출해야 함. 저성장, 고령화 사
회에서 미래성장산업화로서의 농업정책, 6차산업화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함.
○ 농업분과 2차 회의: 2015.12.10.(목) 16:00-, 서울역 사무소 주민회의실
- 주제: 유럽 농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정책
- 주요 논의 내용: 유럽이나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
려우나, 상호준수의무와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우리나라 직불제와 관련하여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밝히고
이에 근거한 직불제도 보완이 필요함.
○ 주요 발굴 이슈
구분

주제

담당

소속

1

유럽 농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정책

이명헌

인천대학교

2

농민단체의 농정방향에 대한 견해 (예정)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

직접지불제 체계 개편 방안 (예정)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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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촌분과
<지역개발소위>
○ 제1차 회의: 2015.5.18.(월) 16:00-, KREI 회의실
-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개발소위원회에서 토론할 주제 및 보고서의 목차를 구성함.
○ 제2차 회의: 2015.6.16.(화) 15:30-, 용산역 ITX5 회의실
- 성주인 박사 발제: 농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 최수명 교수 발제: 지식사회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
○ 제3차 회의: 2015.7.28.(화) 15:00-, 천안아산역 회의실
- 최수명 교수 발제: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제4차 회의: 2015.8.28.(금) 10:30-, 서울역 회의실
- 엄창옥 교수(외부전문가) 발제: 순환사회로의 문명전환
- 정도채 박사 발제: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 농촌분과 지역개발소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농촌 발전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농촌과 농촌발전 및 농촌개발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
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농촌개발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였음.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영국과 일본의 농촌개발정
책 사례 및 시사점, 미래 농촌개발의 과제 및 실천방향에 대한 위탁원고를
진행하여 연구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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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굴 이슈
구분

주제

담당

소속

1

미래 농촌개발의 과제 및 실천방향

최수명

전남대학교

2

순환사회로의 문명전환

엄창옥

경북대학교

3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도채

KREI

4

영국 농촌개발정책 사례 및 시사점

박윤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5

일본 농촌의 변화 추이와 일본농촌개발 정
책의 새로운 트렌드, 우리나라 미래 농촌
개발정책의 시사점

김두환

교토대학교

<복지소위>
○ 제1차 회의: 2015.5.21.(목) 14:00-, 용산역 ITX회의실
-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소위원회에서 토론할 주제 및 운영계획 논의.
○ 제2차 회의: 2015.6.26.(금) 14:00-, 대전역 회의실(혜화실)
- 김영란 교수 발제: 농촌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
○ 제3차 회의: 2015.7.23.(목) 14:00-, 대전역 회의실(혜화실)
- 배충진 원장 발제: 농촌복지실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농촌복지 전달체
계 어떻게 할 것인가?
- 박대식 박사 발제: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농촌복지
○ 제4차 회의: 2015.8.28.(금) 10:30-, 연구원 회의실 626호
- 토론1: 내가 생각하는 농촌 유형화
- 토론2: 농촌 유형화에 고려되어야 할 변수와 자료 여부
- 토론3: 농촌 유형화의 단위는 읍면인가 마을인가, 유형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 향후 진행사항 및 일정, 최종 산출물 작업 방식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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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회의: 2015.9.18.(금) 14:30-, 연구원 회의실 626호
- 조미형 박사 발제: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 제6차 회의: 2015.10.23.(금) 10:30-, 대전역 회의실(혜화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나아갈 방향 모색
○ 제7차 회의: 2015.11.27.(금) 14:30-, 연구원 회의실 626호
- 김영란 교수 발제: 지난 논의 정리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 농촌분과 복지소위는 농촌 복지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농촌 복지 증진에 이
바지 할 수 있는 세부주제로 농촌복지 개념정립, 농촌지역 유형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현업에 종사
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초청하여 농어촌복지개선방향의 현실성을 높
이고자 함.
○ 주요 발굴 이슈
구분

주제

담당

소속

1

농촌복지 개념 정립

김영란

목포대학교

2

농촌복지실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배충진

송암선교복지원

3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농촌복지

박대식

KREI

14

3.3 식품유통분과
○ 제1차 회의: 2015.5.29.(금) 16:00-, 연구원 홍릉청사 중회의실
- 목적: 식품유통분과 운영방향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분과 운영방향 및 연구주제 논의
○ 제2차 회의
- 일시
▪식품산업소위: 2015.7.22.(수) 16:00-, 연구원 홍릉청사 3층 회의실
▪소비소위: 2015.7.22.(수) 16:00-, 연구원 홍릉청사 4층 회의실
▪유통소위: 2015.7.29(수), 10:00-, 서울역 KTX 3호 회의실
- 목적: 소위별 세부 운영방향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소위별 연구주제 설정 및 대표 집필자를 중심으로 집필진
구성과 연구 추진방법을 논의
○ 제3차 회의
- 일시
▪식품산업소위: 2015.10.26.(월) 15:00-, 연구원 서울회의장
▪소비소위: 2015.11.3.(화) 10:00-, 연구원 서울회의장
▪유통소위: 2015.11.9(월), 15:00-, 연구원 서울회의장
- 목적: 주제별 원고 집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파악 및 초안 검토
- 주요 논의 내용: 주제별 원고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고의 방향과 전망‧
내용 등을 논의
○ 제4차 회의: 2015. 11. 25.(수) 15:00-, 연구원 서울회의장
- 목적: 주제별 결과 발표 및 토론
- 주요 논의 내용: 주제별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마무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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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굴 이슈
구분

분야

담당

소속

가공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김관수

서울대학교

외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김태희

경희대학교

3

식품 포장/ 디자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윤석

연세대학교

4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정 내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안병일

고려대학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외식 소비에 미치는 영향

진현정

중앙대학교

6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혜경

호서대학교

7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김성훈

충남대학교

8

농협 주도의 농산물 수급정책

김홍배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급정책

이종인

강원대학교

10

유통의 미래 변화와 정책 방향

김병률

KREI

11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

권승구

동국대학교

1
2

5

9

식품
산업

소비

유통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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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업통상분과
○ 미래농정포럼 통상분과는 1차 본회의 토론결과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식품부분의 가치창조’를 2015년 통상분과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였음.
○ 1차 본회의에서 도출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식품부문의 가치
창조’라는 주제로 2회의 분과 회의를 통하여 모두 5개의 주제 발표를 하였
음.
- 현재 주요 농업통상 분야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WTO/DDA 협상과
TPP 협상 동향과 결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또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대응방안과 모
색하고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농식품부분의 가치창조 방안
(라오스 유제품 시장 분석 사례)을 모색하였음.
○ 2차 본회의에서는 앞서 토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
를 살펴보고 글로벌 시대에서 한국 농삭품산업의 가치창조방안을 제시함.
○ 미래농업포럼 1차 본회의: 2015.4.27.(월), 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2015년도 포럼 운영방향 논의
- 1차 본회의에서는 국제 무역질서가 양자 FTA에서 다자 FTA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영향이 농업부문에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인구구
조의 변화,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경제자율화 등의 거시적인 요소들의 변
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플랜이 필요함.
- 변화되는 통상환경에 따라 글로벌 가치 사슬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
이며, 우리 농업도 수세적 입장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공세적인 농업(수출
농업, 국제농업협력 등)으로 변화하여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통상 분과의 주제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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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식품 부분의 가치 창조’로 결정하고 분야별 발표를 통하여 우리나
라 통산 분야의 장기적인 플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농업통상분과 1차 회의: 2015.7.20.(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312호
- 주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DDA 협상과 TPP 협상의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발굴
구분

주제

담당

소속

1

2015년도 WTO 농업협상과 분쟁 이슈

임송수

고려대학교

2

TPP as a typical Mega FTA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도 WTO 농업협상과 분쟁 이슈]
- 발리 패키지 타결과 최근 파라과이의 새로운 제안 등으로 협상의 탄력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더불어 일본이 자국산 농수
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WTO 제소한 사건의 배경과 쟁점사항들을 검토함.
[TPP as a typical Mega FTA]
-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FTA 정세와 현재 한국이 직면한 Mega FTA를 분
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농업통상분과 2차 회의: 2015.11.19.(목), 연구원 7층 회의실
- 주제: TPP 협상 결과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농업발전 방향
구분

주제

담당

소속

1

TPP 협정문 농업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임정빈

서울대학교

2

글로벌 통상환경과 농업부문의 대응

박형래

강릉원주대학교

김태윤

서울대학교

3

라오스 유제품 시장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와
우리 농식품의 가치창조

[TPP 협정문 농업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 최근 발표된 TPP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농업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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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함.
[글로벌 통상환경과 농업부문의 대응]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TA 협상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상방향과 한
국 농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함.
[라오스 유제품 시장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와 우리 농식품의 가치창조]
- 라오스 유제품 시장의 현황과 라오스 현지인들의 유제품 인지도를 조사하고 향후 개
발 협력 등을 통한 우리나라 농식품의 가치 창조 방안을 모색함.
○ 2차 본회의: 2015.12.21.(월), 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식품 부문의 가치창조
구분

주제

담당

소속

1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식품 부문의 가치창조

한두봉

고려대학교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식품 부문의 가치창조]
- 통상분과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종합하여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가치창조 방안을 모색함.
○ 향후 과제
- 2015년 미래농업포럼은 WTO/DDA 협상, TPP 협상 등과 같이 농업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한국 농업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앞으로 변화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한 한국 농업의 가치 창
출 부분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한국 농업에
대한 전망을 하고 한국 농업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은 국제협력, 남북협력, 한식세계화, 수
출 농업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음. 다른 분과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서 이러한 미래 주제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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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과 주요 발굴 이슈

1. 유럽 농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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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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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사점

1

이 원고는 2015.8.25. 글로벌 산업경제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했던 자료를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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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우리 농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가격 정체, 투입의존도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이 정체되고 있고, 동시에 에너지 투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환경
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줄이지 못하면서 그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문
제를 안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농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는데 참고하고자 외국 사례로
서 EU 및 그 회원국인 독일이 농업의 발전방향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EU는 지난 20여 년 동안 농업정책을 수차례 개혁하면서 새로운 정책 패러
다임을 만들어 왔다.
-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서 농업정책의 중심을 가격지지에서 면적
(두수) 비례 직불제로 전환하였고, 그 후 농산물 시장과 더불어 농촌정책
을 농업정책의 중요 축으로 확대해 왔다.
- 또한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유기농업, 동물 복지, 식품 안전성 등의 농업
관련 여러 새로운 의제들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대
응해 왔다.
○ 이하에서는 EU 공동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최근의 개혁의 의미를 간단히 살
펴 본 후, EU 차원에서 농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떤 것들
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구체적 사례로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은 EU의 최대 회원국이며,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등의 의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에 대한 대응이 민간과 정부에서 활발히 모색되
고 있는 나라이다.

21
○ EU의 모색은 현 단계에서 그 성공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
소농의 비중이 높은 농업구조 속에서 농가의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그들의 모색은 참고할 만한 가
치가 있을 것이다.

제2장 EU 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최근의 개혁 2

○ EU는 1960년대부터 회원국의 농업정책 중에서 수입통제 및 가격지지 제도
를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 수입되는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국경에서의 부과금 징수를 통해서
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 최저가격 제도를 운영하여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
고자 하였다.
○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국경보호를 대폭 완화하고, 역내 최저가격 수준을 대
폭 낮추는 대신 재배면적이나 가축두수에 비례하여 지불되는 직접지불제도
(CAP의 제 1 지주(支柱))를 도입하였다.
- 이것은 1960년대 이래의 정책 시행을 통해서 순수입국(純輸入國)이던 EU
상황이 바뀌어 농산물 과잉이 초래되었고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 가격은 가능한 한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고, 직접지불제도를 통해서 농업
이 사회에 기여하는 비시장적,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농가의 소득도 유지하려고 하였다.
○ 또한, 1990년대 이래 농촌발전정책(CAP의 제 2 지주)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2

이 절은 이명헌 (2015) 중 일부를 전재 (轉載)하고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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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농촌지역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을 촉진하고, 농가 경제활동의 다각화를 지원해 왔다.
○ 이렇게 형성된 CAP체계는 2000년대 들어서도 몇 차례 변화되어 왔으며3,
최근 2014년 초에 다시 개혁되었다.
- 개혁의 핵심은 농업의 환경과 자원에 대한 기여를 더욱 강화하고, 회원국
및 지역별로 농촌지역 사회와 농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자 하는 데에 있다.
- 개혁의 중요 내용은 직불의 ‘녹색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단순 직불, 직불
제와 농촌발전 정책 간 예산 배분의 경직성 완화,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지
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이러한 개혁은 1990년대 초반에 새로이 등장한 직불제 중심제의 EU 농업정
책의 근거가 ‘제도가격 폐지를 보상하는 소득보상’에서 ‘농업의 다기능성에
대한 지불’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즉 농업생산자에 대한 재정지불을 핵심으로 하는 EU의 농업정책이 그 존
재이유를 농산물 생산이 아니라 농업의 환경, 경관, 농촌지역 유지 등의
기능에서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이러한 정책의 ‘이념’은 정책의 ‘실제’에서 완전히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
니지만 그 이념은 점점 강하게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3

Agenda 2000, 2003년 개혁 , 2008년 Health Chec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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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U의 농업 성장 전략

3.1. 전반적 경제성장 전략 유럽 2020
○ EU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장기 전략으로 ‘유럽 2020’을 내걸고 있다.
○ 유럽 위원회는 2010년 3월 EU의 경제발전 10년 전략으로 ‘유럽 2020’을 제
시하였다.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되었던 ‘리스본 전략’의 뒤를 있는 성장전략이다.
- 리스본 전략의 실행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유럽 2020은
그 교훈에 입각하여 회원국과 EU 의 정책을 보다 긴밀히 조정한다는 기조
하에 작성되었다.
○ 이 전략은 smart 하고,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통합적인(inclusive) 성장
을 목표로 한다.
- 성장과 더불어 고용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 EU 국가들의 성장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고용률의 제고: 20-64세 인구의 고용률을 75%로 (현재 69%)
- 연구개발의 확대: GDP 대비 R&D 비율을 3%로 (민간의 연구개발 여건 개선)
- 온실가스의 감축: 최소 20% 감축(1990년 대비),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20% 증가
- 교육수준의 제고: 조기 학교 포기자 비율을 10%로(현재 15%), 30-34 세 인
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을 40%로(현재 31%)
- 빈곤의 축소: 국가별 빈곤선 이하 인구의 비율을 25%로 감축(2천만 명을 빈
곤에서 탈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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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과 고용을 이끌 영역을 식별하고 그 분야에서 회원국의 공조를 강화하
기 위해서 7대 대표(flagship)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4.
- smart 성장
· 디지털 어젠다: 고속/초고속 인터넷과 상호작동 애플리케이션에 기초한
단일 디지털 시장을 창출한다.
· 혁신 Union: R&D와 혁신정책을 사회에 대한 기본적 도전요인들, 즉 기
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건강과 인구변화등에 집중하고 혁신연
쇄의 각 고리를 강화한다.
· Youth on the move: 학생과 직업교육생의 국외유학을 지원하고, 청년의
직업시장 적합성을 높이고, 유럽 대학의 성과와 국제적 매력을 높이고,
모든 교육수준에서 수월성과 기회 동등성을 개선한다.
- 지속가능 성장
· 자원효율적 유럽: 경제성장을 자원 및 에너지 소비와 분리시킨다.(CO2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소비의 자원집약성 감소)
·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세계
화, 경제위기, 저탄소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
고, 자원접근부터 판매 후 서비스까지 국제 가치 연쇄 전체에 걸친 정책
접근을 한다.
- 통합적 성장
· 새로운 기술과 직업: 개인의 신기술 습득과 노동시장변화에 적응을 지
원하고 유럽의 사회적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을 현대화한다.
· 빈곤에 맞서는 유럽 플랫폼: 경제-사회-지리적 통합을 확보하고 경제적사회적 배제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
-노동시장-사회복지로의 통합에 대한 지원을 조직화한다.

4

http://ec.europa.eu/europe2020/europe-2020-in-a-nutshell/flagship-initiatives (2015.12.15.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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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영역들
○ EU가 농업분야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체계에서는 직접지불과 농촌발전
(rural development)가 양대 축(pillar)을 이루고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정
책영역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농업의 새로운 발전과 관련이 있다.
- 유기농, 농업과 환경, 바이오에너지, 연구와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영역들에서의 정책은 농업정책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며 입안 및
집행기구가 농정기관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3.3. 개별 영역별 정책
3.3.1. 유기농(Organic Production)
○ EU 위원회는 2014년 유기농업의 확대를 위한 EU차원의 정책방향을 제기
하는 ‘EU 내 유기 농업을 위한 행동계획5’을 발표하였다.
○ 이 계획에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유기 농산물에 대한 수
요 증대에 대응하여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소규모 생산자들이 유기농업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복잡하는 법규들
을 검토할 필요를 지적하고 있다.
- 수요 증대로 인해서 허위, 법규 위반 등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증대하
므로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과, 수입 유기농산물의 무역을 보장하면서
도 유기농 원칙을 희석을 막고 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정책과제로 제
시되고 있다.

5

European Commiss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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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우선순위 영역을 제시하고 있
다(European Commission (2014);4).
- EU의 유기농업의 경쟁력 증가
- 소비자의 EU 유기농 체계에 대한 신뢰 강화
- EU 유기 농업의 대외적 차원 강화
○ 특히 EU 유기농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대 정책영역을 제시하고 EU 위
원회가 추진할 주요정책을 9개의 '행동(action)'을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4);4-10).
- 유기농 대상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책 간 시너지 제고
· 행동 1: 유기농생산자, 가공업자, 소매업자에게 유기농 전환, CAP의 유
기농 지원정책을 포함한 유기농산물 관련 규정 문서 발행
· 행동 2: 농업생산자 및 생산에 대한 지원책 제안에 있어서 유기농업을
별도의 주제로 취급
- EU 유기농 정책체계에 대한 인식제고
· 행동 3: 유기농산물을 위한 정보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이 제공하는 가능
성에 대한 인지도 개선
· 행동 4: 소비자의 EU 유기농 표시에 대한 인지도 정기 조사 및 EU 유기
농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신뢰, 이해에 대한 특별 조사 실시
· 행동 5: 식품 및 급식 녹색 공공조달 기준 수정 및 관련 자료의 개발
- 연구 및 혁신
· 행동 6: 미래 유기농업 관련 규정의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
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갖는 연구 및 혁신 과제를 식별하기 위한 대회
(conference)를 2015년에 개최
· 행동 7: Horizon 2020의 틀 속에서 유기농 관련 연구, 교류,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를 반영하고, ERA-net6 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협동연구
6

ERA(European Research Area)는 유럽 내 국제 연구협력을 지원하는 EU의 시스
템이다 . (http://ec.europa.eu/research/era/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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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방식을 개선
- 모니터링과 평가
· 행동 8: EU의 유기농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
· 행동 9: 식료 공급 연쇄 속에서 부가가치의 분배를 분석하고, 소규모 농
가 및 중소기업의 유기농산물 생산 및 가공 진입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분석

3.3.2. 농업과 환경
3.3.2.1. 농업정책과 환경보호의 조화
○ 공동농업정책이 사회의 환경적 요구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 한 가지는 공동농업정책의 직접지불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환경적 법규
준수를 의무로 정하여(cross-compliance),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는 지원을 삭감하는 것이다.
- 다른 한 가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방식에 대해서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 수단이 ‘농업환경정책
(agri-environment scheme)’이다.
○ 농업환경정책은 현재 CAP의 제 2 지주인 농촌발전정책의 중요부문으로 다
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 회원국과 EU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행하며, 그
구체적인 정책설계는 회원국이 하도록 되어 있다7.
- 친환경적인 조방화, 집약도가 낮은 초지 관리, 유기농업, 경관이나 역사적
구조의 보존, 고가치의 야생동물 서식처나 관련된 생물학적 다양상의 보
존 등이 지원대상이다

7

http://ec.europa.eu/agriculture/envir/measures/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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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생물학적 다양성 전략 20208
○ 2001년 EU 정상들이 채택한 ‘생물학적 다양성 2010’의 목표들의 달성이 실
패한 것으로 평가된 후 EU 위원회가 ‘EU 비전을 위한 대안과 2010 이후의
생물학적 다양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 2050년을 위한 장기비전과 2020년 목표를 제시하였다.
· 2020년 목표: ‘EU 내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과 생태학적 서비스의 악화
를 정지시키고, 달성가능한 한 그것을 회복시키며, 동시에 전지구적 생
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EU의 기여를 증진한다’
○ 이 전략에서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제공해주는 경제적 가치가 시장에 반영
되지 않으며,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은 생태계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의
존하고 있는 부문(농업, 애그리 비즈니스)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
식이 강조되어 있다.
- 이러한 자연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EU가 추구하고 있는 자원효
율적 경제, 저탄소 경제, 연구 및 혁신에서의 수월성, 새로운 기술-직업-사
업 기회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3대 영역별로 2020년
까지 달성할 총 6개의 정책목표(target)를 제시하였다.
- 생물학적 다양성 및 그와 관련된 생태계 서비스의 보호와 회복
· 목표 1: EU의 자연보호 관련 법규들이 적용대상이 되는 종과 서식지의
상태 개선
· 목표 2: 녹색 인프라9의 구축과, 악화된 생태계의 최소 15% 복원을 통
8
9

European Commission(2011)
‘녹색 인프라 ’란 전략적으로 계획된 , 고품질의 자연 및 준 (準)자연적 영역들의 네트워
크로 정의되며,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제공되는 생태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원활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European Commission(2013) "Building a Green Infrastructure

29
해서 생태계와 그 서비스를 유지하고 개선
- 농림수산업의 긍정적 기능제고와 부적정 기능 축소
· 목표 3: [농업]공동농업정책 하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수단의 적용을
받는 초지, 경지, 영년(永年)작물 재배지 면적을 최대화
· 목표 3: [임업]모든 공유림과 일정규모 이상 사유림에 대해서 지속가능
삼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gement:SFM)과 합치되는 삼림경영계획
을 수립
· 목표 4: 2015년까지 최대지속가능 수확(maximum sustainable yield:
MSY)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해양전략계획지침이 요구하는 바에 따
라서 우수환경상태(Good Environmental Statu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
군 연령 및 규모구조를 달성
· 목표 5: 침투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과 그들의 통로를 식별함으
로써, 중요문제 종을 통제하거나 제거하고 그 통로를 관리하여 침투외
래종을 차단
- 세계적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EU 기여의 제고
· 목표 6: 세계적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에 방지에 대한 EU의 기여를 증대

for Europe"을 참조 )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자연지역 (높은 생물학적 다양성 보유 ), 보호대상 이외의 건강한 생
태계 , 회복된 서식지 (기존의 자연지역 재연결 및 기능 제고 ), 야생생물의 통로나 접근
점 (stepping stones)이 되는 자연적 형상 (작은 시내 , 연못 ), 생태체계의 서비스를 높이
거나 야생생물의 이동을 돕는 인공적 구조물 (eco-duct, eco-bridge, fish ladder, green
roof), 생태적 품질을 높이고 , 경관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는 완충지역 (야생동물
친화적 농업 ), 공간의 복합적 이용을 돕는 다기능 공간 (식료생산과 레크리에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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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바이오에너지10
○ 2009년 제정된 EU 재생에너지 지침(2009/28/EC)은 2020년까지 EU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수송 분야에서는 각국별로 최소 10%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 이 지침은 각 회원국들이 ‘국가 재생에너지 행동계획’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종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4. 연구와 혁신
○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 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
구 및 혁신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Horizon 2000이라
는 틀을 통해서 연구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 Horizon 2000은 앞에서 언급한 Europe 2020의 7대 대표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인 혁신 Union의 실행수단으로 7년에 걸쳐 약 800 억 유로를 투입하
는 EU 역대 최대 연구 및 혁신 지원 프로그램이다.11
- 과학적 수월성, 산업적 우위확보, 그리고 사회적 도전에 대한 대응을 중시
한다. 다년도에 걸친 지원전략 분야별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을 통해서 중점 지원분야와 방식을 정하고 있다.
○ 현재 적용 중인 ‘작업 프로그램 2014-2015’은 17개 연구 영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 농식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영역은 ‘식료안보(food security), 지속가능한 농림업, 해양 및 육지내 물연구 및 바이오 경제’이다12.

10
11
12

http://ec.europa.eu/agriculture/bioenergy/index_en.htm. 2015.8.10. 접근
http://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what-horizon-2020. 2015.8.14. 접근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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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역은 다음과 같은 하부 연구 영역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13.
표 3-1. Horizon 2020의 9부 ‘식료안보, 지속가능한 농림업, 해양 및 육지내 물연구
및 바이오 경제’ 작업 프로그램의 개요
하부 연구 영역
지속가능 한 식료안보
해양 잠재력 개발
혁신, 지속가능, 통합
적 바이오 경제

세부 영역
지속가능한 식료생산체계, 안전한 식료와 건강한 식단 그리
고 시속가능한 소비, 식료안보의 세계적 추동력
다양한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새로운 해양의 기회
들, 해양관측기술 및 체계, 학제적 측면(사회경제, 혁신, 사
회의 참여)
지속가능 농림업,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바이오 기반
산업, 다(多)분야 포괄 주제

European Union(2015) pp.2-3

- 이 중에서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세부 연구과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2. Horizon 2020의 9부 중 농업생산 관련 세부영역의 연구과제
세부 영역

지속가능한
식료생산체계

식료안보의 세계적
추동력
지속가능 농림업
지속가능 바이오
기반산업

연구과제
지속가능 축산, 지속가능 작물생산, 재래 및 외래 작물병,
토양질과 기능, 작물 생산성-안정성-품질 전략,
아프리카 농식품 체계의 지속가능한 집약화 경로,
식료안보-생산성-회복성을 위한 유전자 자원과 농업 다양성,
자원효율적 생태-혁신적 식료 생산과 가공
(그 외 수산 관련 3과제)
식료와 영양 안보관련 소규모 및 가족농의 역할, EU 농식품
정책 경험으로부터의 지속가능한 식료 및 영양 확보, 공공정책
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료 사슬
농림업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 연구와 혁신 간의 간극 해소,
거버넌스 개선과 사회적 혁신을 통한 농촌 성장잠재력 활성화,
지속가능 삼림을 위한 데이터와 관리 개선
바이오 기반 제품 자원으로서 재생가능 유종 작물, CO2의 화
학물질 전환, 혁신적 바이오 기반 제품 공공 조달 네트워크

European Union(2015) pp.2-3

13

top/en/funding/reference_docs.html#h2020- work-programmes-2014-15-main-wp.
2015.8.14. 접근
European Commiss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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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독일의 사례

4.1. 국가 지속가능성 전략
○ 2002년 사민당-녹색당 연정(聯政)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전략’
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지속가능성 전략을 제시하였다14.
-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Leitbild)로 세대 간 정의, 삶의 질, 사회통합, 그
리고 국제적 책임을 제시하였다.
- 그 기준에 따른 지표를 제시하고, 7개 중점 분야를 지정하였다.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환경보호적 이동, 건강한 생산과 영양, 인구변화
의 조절, 교육 강화와 대학교육, 혁신, 거주의 토지수요 완화 등이다.
○ 이 전략은 그 후 정권의 세 번의 연정 변화(기민-사민 연정, 기민-자민 연정,
기민-사민 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중요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12년에 내각이 ‘지속가능성 진전보고서’를 발표하였다15.
·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전략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성을 공식통계를 통해서 평가하였다.
· 중점 주제(Schwerpunktthemen)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와에너지, 물
정책을 들고 있다.
○ 특히 2011년 지속가능성 자문위원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
유기농업 역할을 강조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다16

14
15
16

Bundesregierung(2002)
Bundesregierung(2012)
Ra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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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농지 비율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 식료생산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 EU 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특히 농촌발전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관행농업의 ‘녹색화’가
유기농 확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유기농업을 기본원칙으로 발
전시키고 보급할 것, 유기농산물의 시작접근을 창출할 것, 유기농 실행
능력을 강화할 것(국가 농업연구예산 20%를 유기농업 연구에 배정), 농
업부산물의 이용과 자연친화적 농법을 지원할 것, 산학관이 연계하여
‘유기농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 장기계획(로드맵 2050)을 작성하되, 지
금까지의 저농산물 가격기조의 폐기, 외부성의 완전한 내부화, 농업지
원에 있어서 소득정책으로부터 결과지향으로의 전환을 담을 것 등이다.
○ 이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EU 수준에서의 농업의 새로운 발전가능 영역(유
기농업, 환경, 에너지, 바이오 경제)에서 독일이 어떤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4.2. 유기농업(ökologischer Landbau)
4.2.1. 유기농산물 시장 상황17
○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2000~2013년 기간 동안 250% 증가하여 2013
년 75.5억 유로)를 공급(면적 기준 동기간 100% 증가) 증가가 따르지 못하
고 있다. (Neumann(2015) p.4)
- 유기농 경영체는 2014년 2.3만으로 전체 경영체의 8.2%(1996년 1.3%), 재
배면적은 같은 해 104만 ha로 전체 농지의 6.3% (1996년 2.1%)18이다.

17
18

Neumann, C.(2015)
BMEL(2015c),p.12

34
그림 4-1. 독일의 유기농 면적과 경영체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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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MEL(2015c)

○ 유기농의 투입노동단위당 경제적 수익(농업소득+인건비)은 관행농에 비해
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2/13년에는 역전되었다.
- 기본적으로 유기농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유기농 경제적 수익은
관행농에 비해서 낮지만, 지원금을 통해서 유기농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
조이다.
- 최근 이와 같은 관계가 역전된 까닭은 관행농의 새로운 소득기회(에너지
작물 등), 유기축산경영체가 져야하는 높은 투자비용, 관행농산물의 높은
가격수준, 유기농에 필요한 특별한 지식과 경험, 유기농산물 판로의 불확
실성 등이다(Neumann(201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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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독일 유기농과 관행농의 노동력 단위당 ‘농업소득(Gewinn)+인건비’ 비교

유기농 경영체
유기농 경영체(지원금 제외)
비교대상 관행농 경영체

자료 : Neumann(2015)

4.2.2. 현재의 유기농 지원정책 체계
○ EU 공동농업정책, 연방정부, 주 정부 수준별로 지원 정책이 존재한다.
- EU 수준
· 2013년 개혁에서 직접지불 조건으로 도입된 ‘녹색조건'에서 유기농은
적용 예외
· 농촌발전 정책에서 유기농 지원단가 인상 (전환은 ha 당 210에서 250유
로, 유지는 170에서 210유로)
· 유기농 지원은 농업환경-기후 지원 결합하여 추가적 지원가능해짐
- 연방 수준
· 연방유기농 및 지속가능농업 지원프로그램(BÖLN)을 통해서 연구 개발
지원(2002-2013년 총 2.4억 유로) 및 소비자 정보, 마케팅 지원을 행하
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1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 EU 기준에 따라서 독일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인증표시 Bio 마크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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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개 기업, 약 7만 개 제품이 이용하고 있다.
- 주정부 수준19
· 독일의 경우 EU의 농촌발전정책의 지침에 따른 구체적 정책의 설계와
집행은 주정부가 맡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단가에서 주에 따라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 주정부들은 EU CAP 틀 속에서의 지원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하기도 한다.
- 2000년대 전반에 EU, 연방, 주정부를 합한 유기농 지원금은 배증하였다.
· 이것은 유기농 재배면적의 증가 비율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ha 면적당
지원금은 120유로 수준에서 150유로 내외로, 경영체 당 지원금은 평균
5800유로 수준에서 등락은 있으나 7000 유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표 4-1. 독일의 유기농 지원금(EU, 연방정부, 주정부 합계)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액(천유로) 61,325 66,194 83,975 99,446 115,811 119,569 120,818 125,419 124,292
면적(천 ha)

452

546

635

697

734

768

807

826

865

면적당(유로/ha)

136

121

132

143

158

156

150

152

144

경영체(천)

10.4

12.7

14.7

15.6

16.5

16.6

17.0

17.6

18.7

5,882

5,196

5,712

6,364

7,029

7,202

7,099

7,144

6,646

경영체 당(유로)

자료: BMEL(2015c), Nieberg et al (2011) 로부터 계산

4.2.3. 유기농 미래전략 개발 착수
○ 연방농림부 2015년 5월 유기농 미래전략 개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 연방정부와 정부는 물론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기본적 전략과
행동분야를 2016년까지 도출하려 계획하고 있다.20

19

Nieberg, H. und Kuhnert, H. und Sanders, J.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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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식품 분야 관련 협회 및 단체, 농업회의소, 연구기관 등이 망라됨
· 국책 연구기관인 튀넨연구소가 간사 역할을 한다.
- EU규정의 개선, 유기농자재, 연구개발 및 지식이전, 공공조달, 컨설팅, 가
치 사슬, 경제주체 및 연방과 주정부의 협력 체계 개선 등을 포괄하는 일
관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한다.21

4.3. 농업 환경-기후 프로그램
○ 농업환경-기후 프로그램은 농업생산자가 EU 및 회원국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환경관련 의무의 수준을 넘어서는,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농업
영위방식을 자발적으로 행할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정책이다22.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 생산자는 토양과 물의 보호, 생물학적 다양성
의 유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보호, 경작경관(Kulturlandschaft)
의 관리와 유지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23.
○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수익(농업소득+인건비) 중 농업환경 프로
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소규모 농가와 겸업농에게 중
요하다.
- 주업농의 경우 경영체 당 직불 및 보조금 수령액, 약 3만 유로 중 농업환

20

21
22

23

http://www.bmel.de/DE/Landwirtschaft/Nachhaltige-Landnutzung/Oekolandbau/_Texte/
Zukunftsst rategieOekologischerLandbau.html. 2018.8.15. 접근
Sander, J.(2015), p.3 in BMEL(2015b)
EU 농촌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2013년까지는 유기농 지원도 농업환경 프로그램의
일부였으나 2014년 규정부터는 분리되었다 .
http://www.bmel.de/DE/Landwirtschaft/Foerderung-Agrarsozialpolitik/AgrarUmweltmas
snahmen/ agrar-umweltmassnahmen_node.html. 2015.8.16.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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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정책이 2,700 유로로 8.9%에 이르며, 소규모 및 겸업농의 경우는 약
13,000 유로 중 약 2,000 유로로 22.2%나 된다.
- 또한 ‘농업소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업농의 경우는 3.5%, 소
규모 및 겸업농의 경우는 13.2%에 이른다.

표 4-2. 독일 농업경영체 평균 소득과 직불 및 보조
단위: 유로

소규모 및 겸업농

주업농

전독일
직불 및 보조

법인
동독지역

전체

13,289

30,397

484,723

34,010

9,130

22,818

342,572

24,782

- 이자 및 투자보조

75

890

27,439

1,136

- 농업용 디젤 보조

712

2,132

28,762

2,223

- 조건불리 보조

920

1,175

16,315

1,370

2,031

2,713

35,790

3,106

421

969

33,845

1,394

460

411

413

416

직불 및 보조/노동력

13,715

14,497

21,388

15,643

(농업소득+인건비)/노동력

15,285

36,390

43,503

35,234

89.7

39.8

49.2

44.4

- EU직불

- 농업환경 정책 *
- 기타
직불 및 보조/ha

직불 및 보조의 비율(%)

* 연방과 주
출처: BMEL(2015a) Agraarpoliticher Bericht 2015

○ 농업환경 프로그램은 EU, 연방, 주정부의 3 수준에서 그 틀과 내용이 정해진다.
- 기본원칙은 EU의 농촌발전 정책관련 규정에서 정해지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GAK)’라는
정책 패키지24를 통해서 EU 프로그램이 보다 구체화되며, 주정부는 EU
규정 및 GAK의 틀 속에서 구체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집행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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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 최근의 GAK 기본계획 2014-201725에서는 8개 지원영역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시장과 입지에 적합한 농업’에 농업환경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26.
- 그 영역 내에 1년생 작물, 초지, 장기작물, 유전자원 다양성 유지 등에 대
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규정되어 있다.
- 이 영역에는 2014년 기준 GAK 총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2 억 유로가
배정되었다27.

4.4. 바이오 에너지
○ 1970년대부터 시민사회의 반핵운동의 전통이 강했던 독일에서는 사민-녹색
연정기간(1998-2005) 사이에 ‘에너지 사용축소,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핵에
너지 이용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 중요한 정
책목표로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는 기민당 등 보수정당
까지 그 기본원칙에 동의하게 되었다.
- 현재의 기민-사민 연정도 에너지 전환을 중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이것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
- 2050년 에너지소비의 60%를 재생에너지로, 전기공급 중 재생에너지의 비
중을 2020년 35%, 2050년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8.

24

25
26

27

이 정책 패키지는 독일 헌법 (기본법 )에 의해서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다 .
BMEL(2014b)
그 외의 영역은 농촌구조개선 , 농업 경영체 지원 , 마케팅 구조개선 , 삼림 , 가축 건강
및 강인성 , 해안보호 , 그리고 조건불리 지역이다 .
2014년의 경우 GAK의 총예산 규모는 9.3억 유로이며 , 그 중 연방부담분이 5.7억 유
로 , 주의 부담이 3.6억 유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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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 감축: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 에너지 소비 감축: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가 중요하며, 그 중 바이오에
너지의 역할도 상당하다29.
- 2013년 총 에너지 소비의 8%, 전기생산의 31%,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에너지의 90%가 바이오에너지였다.
○ 2010년 연방농림부와 연방환경부는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매스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30.
- 바이오에너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틀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BMELV und BMU(2010);11-15)
· 열, 전기, 동력의 세 분야에서 효율적 바이오매스 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추구하고 에너지 보관 및 분배 문제를 중시한다.
· 시장성 있는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저출력 영역에서의 발전, 전기 및 열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의 가스화)을 개발한다.
· 열의 생산과 이용 강화를 통해서 바이오매스 이용을 최적화하고 부정적
환경효과(목재연소시의 유해가스 배출)를 최소화한다.
·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 바이오매스 자원(삼림의 잔목(殘
木), 경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잔류물, 부산물, 배설물
등)을 활용 방식을 개발한다. 이것은 농지를 둘러싼 식료 생산과 에너지
생산 간의 경쟁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 농림업 바이오매스 생산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

28

29

30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Themen/Energiewende/Fragen-Antworte
n/1_ Allgemeines/1_warum/_node.html. 2015.8.15. 접근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Themen/Energiewende/Fragen-Antworte
n/ 3_ErneuerbareEnergien/_node.html. 2015.8.15. 접근
BMELV und BM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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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바이오매스 생산이 지역의 경작경관(Kulturlandschaft) 및 지역적 경제
순환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주 및 지역, 그리고 토지이용계획과 조율
되도록 한다.
· 바이오매스 수입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생산과 가공의 원칙이 지켜지
도록 한다.
· 독일의 에너지 목적 바이오매스 이용이 개발도상국의 식량 상황을 악화
시키지 않도록 한다.
· 바이오매스의 재료용 이용과 에너지 용 이용간의 경쟁이 경제적으로 그
리고 환경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재료용 이
용이 더 높은 가치생산으로 이어지므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데 이를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성을 향상시켜서 화석연료에 대한 경쟁력을 조속
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특별히 높은 이용가능성(열이용, 열병합 발전, 바
이오가스의 가스관 주입, 2세대 바이오연료)을 활용한다.(바이오연료 지
원을 열량효율 기준에서 기후보호 순효과 기준으로 전환)
· 바이오에너지의 농촌지역 경제발전 및 가치생산에 대한 기여가능성을
활용한다.(분산화된 바이오매스 이용체계에 적합한 지역기반 중소기업
의 발전과 바이오 에너지 플랜트의 수출 등)

4.5. 바이오 기반 경제
○ 연방농림부는 2014년 바이오 경제 국가정책전략을 발표하였다31.
- 세계인구증가, 기후변화, 토양과 생물다양성 악화, 화석연료의 유한성, 자

31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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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격의 상승 등이 21세기의 도전이다.
-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하게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및 원료 생
산에 사용하는 지식기반 바이오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 동시에 바이오 경제는 독일의 경제입지로서 독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BMEL(2014a), p.14).
○ 이 전략은 목표로서 고품질의 식료 보장,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자원 기초
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및 원료 공급을 위한 재생가
능 자원의 공급, 생물학적 다양성과 토양보전, 기후보호, 혁신역량제고, 비
오

경제

가치사슬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등을

제시하였다

(BMEL(2014a), p.14).
- 이러한 목표들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며, 그 완화와 극복을 위해서 적절
한 정책적 조건과 혁신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는 (i)토지를 둘러싼 식료 목적 이용과 원료 목적
이용의 경쟁, (ii) 바이오매스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환경 및 자연보
호 요구, (iii) 바이오매스 이용과 환경보호의 갈등, (iv) 바이오매스의 원
료용 이용과 에너지용 이용의 경쟁, (v) 독일의 바이오매스 수입수요 충
족과 수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행동이 필요한 정책영역으로 3개 횡단적 과제분
야와 5개 개별 분야를 제시하였다(BMEL(2014a),42-73).
- 횡단적 과제분야는 일관성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 정보와 사회적 대화, 교
육훈련이다.
- 5개 개별 분야는 재생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공급, 성장시장 및
혁신적 기술과 제품, 공정(Prozess)과 가치생산 네트워크, 토지이용 경쟁
에 대한 대응, 국제적 대처 등이다.
- 재생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공급 영역에는 농업, 축산업, 식료 가
치사슬과 관련한 하부 정책과제와 수단들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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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CAP의 적절한 시행, 2013년 채택된 농약
감축전략(2023년까지 30% 감소 목표)의 실천, 비료관련 규정의 효과적 집
행, 삼림전략 2020의 정책수단 집행, 자발적인 바이오매스 원료의 지속가
능성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INRO), 원예분야 지속가능성
전략 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 작물 연구, 농업분야 혁신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센터 설치
- 농업적 자원의 공급과 농지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제고: 작물의 효율 증진
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가치사슬 통합적 연구 강화, 정밀농업 연구, 토양
연구 강화, 기후변화 적응
-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 IT를 응용한 환경친화적 양축 시스템
개발, 고효율-강인한 가축 육종, 유럽 단위의 연구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 그 외 임업과 수산업에도 정책수단들이 제시되어 있다.

제5장 시사점

○ EU는 농업의 성장가능성을 농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에서
찾고 있다.
- 생산량 중심 관행 농산물에서 품질 중심의 유기 농산물로
- 식료 중심에서 에너지, 재료로서의 농산물로
- 재화로서의 농산물에서 환경보호, 경관유지, 기후대응,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기여(서비스)로
○ EU나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
획의 틀 속에 농업의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제별 장기적 전략을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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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020, 독일의 국가지속가능성 전략(2002) 등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부문별 주제별 계획들은, 농업이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거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식별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한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 수단들을 열거하고 있다.
- 기후변화, 생물학적 다양성 등은 그에 대한 기여가 시장에서 평가받기 어
렵다는 것이 주된 장애이며, 그러한 기여를 증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식
과 기술의 문제도 중요하다.
· 따라서 중요한 정책수단은 농업의 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정으로부터의
지불과 연구 및 혁신 지원이다.
- 에너지, 재료 공급원으로서의 농업의 역할 발휘에는 지식-기술면의 애로,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식료 용도와의 경쟁,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한 정책 문제가 되고 있다.
· 따라서 중요한 수단은 연구 및 혁신지원,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된다.
○ 농업생산자와 관련된 정책은 물론, 소비자, 각급 정부, 가치 사슬상의 여러
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네트워
크가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중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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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 성립 경위와 특징

3.1. 【법인형 】 (재 )교토 게이호쿠 후루사토 공사 (교토 시 )
3.2. 【반관 ·반민형 】미야마 정 , 지이 진흥회 (난탄 시 )
3.3. 【자치 연합형 】호즈 정 자치회 (가메오카 시 )
3.4. 【NPO형 】사토야마 넷 ·아야베 (아야베 시 ))
3.5. 【민간형 】(유 )쓰네요시 촌영 백화점 (탄고시 )
3.6. 【집락형 】다와라 집락 무라 즈쿠리 추진 위원회 (미야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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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4.1. 조직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음
4.2. 지역 안팎에서 활동하는 인재가 있음
4.3. 장래 비전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제5장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과 기존 조직과의 관계

5.1. 기존 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5.2. 조직 활동 범위는 초등학교 구 안이 많음
5.3. 지역 연계와 공조 역할을 함

제6장 공공 정책과 주민 내발적·자치적 활동의 매칭

6.1. 쿄토 부 「후루사토 함께 응원 활동 」시책 (사업 )
6.2. 공조 활동 성과
6.3. 공조 활동의 다음 방향

제7장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지향하는 공공 정책

7.1. 기본적 방향
7.2. 지역 연계 조직 설립 제안
7.3. 지속 가능한 지역 연계 조직을 위하여

제8장 농촌 지역 운영 체제 만들기와 제도 구축 방향 -한국 농촌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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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본 원고의 배경 및 논점

○ 본 원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제2회 미래농정포럼의 부회
중, 농촌정책 부회에서 「약 10∼20년 후, 한국의 미래 농촌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농촌 정책 방향성(아젠다)」을 논의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참고 자료이다.
○ 본 원고는 한국처럼 농촌의 과소화·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일본은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농촌 정책을 시계열로 간략히 나타내면, 일본의
농촌 지역은 「생활환경 및 농촌 정비 사업 시대」에서 「농촌 지역 만들기
(무라 즈쿠리)시대」를 거쳐 「농촌 지역 운영 체제 구축 시대」로 접어들
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 농촌 지역 운영 체제 구축과 관련한 일본의 중앙 정부 부처 시책을 살펴보
면,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농촌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의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성은은 2010년도 「지역 메니지먼트 법인」정책을
시도하였다.
- 일본의 과소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의 주무 부처인 총무성은 농촌 지역
2014년에 「RMO(지역 운영 조직)에 의한 종합 생활 지원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振興室. 2014 )를 시행하였으
며, 주민의 종합적 생활 지원 서비스를 위한 농촌 지역 정책으로 「지역 운
영 조직」(RMO(Region Management Organization))에 관심을 두고 있다.
- 국토 정주 공간 체계에서 농촌 마을과 복수의 농촌 마을로 구성된 지구의
공간·교통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 교통성의 「작은 거점 형성」
정책(国土交通省. 2015)에서도 지역 운영 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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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나카즈카와 호시노(中塚雅也・星野敏. 2007), 후쿠요(福与徳文. 2007),
엔도(福与徳文・遠藤和子. 2009) 등 일본의 농촌 계획 분야의 여러 전문가
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농촌 조직을 지역 운영 조직 차원
에서 바라보며 연구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방향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농
촌 지역 만들기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金斗煥. 2012).
- 여러 연구자 중 본 원고에서는 「오다 가즈히코」의 논문(小田一彦. 2010)
32

을 소개하고자한다. 오다 가즈히코의 논문은 2009년에 「Rural Sustainability」
란 주제로 일본농촌계획학회 추계 공개 심포지엄과 함께 모집한 특별 논
문집에 수록된 논문이다. 논문의 주제는 「농촌·지속성과 지역 활동 조직소셜 캐피털을 풍부하게 하는 지역 연계 공조(共助) 조직 사례와 제도 제
안-」이다.
- 오다 가즈히코는 교토 부의 농림수산부에서 부장을 역임하였다. 퇴임 후,
현재는 교토 부 농업·농촌 창생 센터의 회장을 맡고 있다. 오다 가즈히코
는 교토 부 의 농업·농촌 관련 계획과 교토 부의 농촌 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정책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오다 가즈히
코의 논문은 과소화·농촌지역 현상에 대응한 농촌 지역의 발전 방향과 공
공 정책의 방향성(아젠다)에 관한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
고 있다.
○ 오다 가즈히코의 논문이 「약 10∼20년 후, 한국의 미래 농촌 모습을 만들
어 나가기 위한 농촌 정책 방향성(아젠다)」중, 「주민 스스로 농촌 지역을
운영하는 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
한 논의를 위한 재료가 되길 바란다.
32

필자는 현재 교토대학 농학연구과의 농촌계획 연구실에 소속되어있다 . 농업 ·농촌 관
련 연구로 교토 부의 사례도 연구하고 있으며 , 교토 부 농업 ·농촌 창생 센터의 오다
가즈히코 회장으로부터 교토 부의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많은 정보과 관련 지식을
받아왔다 . 본 원고에서 소개하는 오다 가즈히코의 논문은 오다 가즈히코 본인의 허
락을 받아 인용한 점을 밝혀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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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 형성

○ 과소화·고령화가 진행한 교토 부는 시·정·촌 합병이 진행됐으며, 시·정·촌
의 수가 최근 5년간(2010년 기준) 44에서 26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농협도
합병되어 최근 10년간(2010년 기준) 19에서 5로 감소하였다.
○ 이와 연동하여 각 조직의 지소, 농협 슈퍼마켓, 주유소 등이 문을 닫았으며
생활 활동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발생한 지역이 나타났다. 또한, 의료·복지,
교육, 공공 교통 등의 생활환경도 더욱 악화하였다. 도로, 수도, 정보 통신
기반 부족 등 기초적 생활 조건에 대한 다양한 과제가 심화하여, 과소화·고
령화 농촌 지역은 일상생활 유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과 생산 활동을 지역 주민
스스로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토 부 안에서 위기감을 느낀
행정 기관과 주민이 최근 15년 동안 설립·운영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을 설립 경위와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표1에 분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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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 성립 경위와 특징

3.1.【법인형】(재)교토 게이호쿠 후루사토 공사 (교토 시)
○ 「(재)교토 케이호쿠(京北) 후루사토 공사」는 과소화·고령화에 대처하고자
교토 시와 합병 전의 (구)케이호쿠 정(京北町)이 2001년에 정(町) 전체를 대
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 케이호쿠 후루사토 공사는 농작업 수탁 이외에 「농촌 편리 사업」(田舎の
便利屋事業)의 등록인재를 활용하여 고령자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작
업 위탁과, 도농교류사업, 정주촉진사업(시민농원 운영, 농촌 생활 상담 활
동, 빈집 정보 제공 등) 등을 추진하였다.
- 또한,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을 확보하고자 「케이호쿠 후루사토 버스 사
업」과 농협으로부터 이어 받은 장례식장 관련 사업 등 다각적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며,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다.
표 3-1. 교토 부 안의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 유형
구성단체

초등학교
수

○이사장(전(구)케이호쿠
정의 부정장)
○직원37명(정직원3명,
【법인형】
위촉·계약직34명)
(구)케이호쿠 정
(재)교토 케이호쿠
2,111가구
○4부서(①총무부,
후루사토 공사
6,257명
②건강한 지역 만들기
(교토 시)
사업부, ③농촌 편리
사업부, ④지역 교통
사업부)

<출자자>
○교토 시
○교토 농협
○케이호쿠 삼림
조합

3

【반관·반민형】 (구)치이 무라
미야마 정 치이 11집락

○재산구 관리회
○PTA, 소방단

1

조직명

활동범위

조직체제(사무국)

○회장(전 회사원)
○사무국장 1명(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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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
(난탄 시)

313가구
810명

주민), 사무국 직원
○부인회, 노인 클럽
1명(시 위촉 직원 시
○산촌유학운영
창구)
위원회
○3부서(①기획총무부,
○(유)무라활성화
②지역진흥부,
센터 치이 고향
③생애학습·사회교육부)

(구)호즈 무라
【자치 연합형】
8집락
호즈 정 자치회
720가구
(카메오카 시)
2,080명

○8집락의 주민
참여
○자치회장(민간회사 회장)
○자치회장, 부회장, 회계, ○체육진흥위원회,
위원 5명
방범추진위원회,
소방 분담, 농사 조합

(구)토요사토
【NPO형】
니시 무라
사토야마 넷·아야베
1,458가구
(아야베 시)
4,466명

○이사장(대학교수), 이사회
○상근사무국장, 차장,
직원 2명(초기
사무국장은 시 파견
직원, 2007년도부터
공모 직원)

【민간형】
(유)쓰네요시 촌영
백화점
(탄고시)

(구)쓰네요시 무라
○사장(자영업)
2집락
○사원 1명, 시간제 고용
163가구
2명
486명

【집락형】
타하라 집락
(미야즈 시)

타하라 집락
23가구
76명
고령화율53%

1

초등학교
구의 일부

<출자자>33명
초등학교
<출자금>3,500천
구의 일부
엔

○자치 회장, 위원, 사무국
○자치회
○자치회 집행 체제
○농업조합
・자치회 위원 3명
○농산가공센터
・조장 4명, 협의원
운영위원회
○영농조합 5명

초등학교
구의 일부

※출처: 小田一彦. 2010: p.51에서 인용

3.2.【반관·반민형】미야마 정 지이 진흥회 (난탄 시)
○ 미야마 정(美山町)의 치이 진흥회(知井振興会)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
여 주민자치확립을 목표로 행정 기관과 지역 주민이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생애 학습, 지역 복지, 지역 산업 진흥을 추진해온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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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설립 당시에 여러 정(町)의 직원으로 구성된 행정 창구 사무 업무(반
관반민)를 시행하였다. 난탄 시(南丹市)와 합병 후 지역 주민 주도로 「우리
지역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 「일본 제일의 농촌 만들기를 목표로」라는
33

슬로건으로 「카야부키 고향」의 보전과 산촌 유학 등 「미야마형 그린
투어리즘」을 시행하여, 지금 까지 지이 지역을 포함한 미야마 정에 연간
70만 명이 방문하였다.
○ 이러한 미야마 정의 진흥회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2007년에 지방자
치 공로자 표창의 민간단체 부문에서 총무 대신 표창을 받는 등, 주민 참여
형 자치에 관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3.3.【자치 연합형】호즈 정 자치회 (카메오카 시)
○ 호즈 정 자치회는 8집락의 모든 주민이 참여한 자치 연합형 조직이다. 이 조
직은 일상 자치회 업무에 더하여 농지정비사업을 계기로 교토 부 안에서 가
장 큰 「농사 조합 법인 호즈」를 설립하였다. 호즈 정 자치회는 2007년에
「호즈 정 지역 만들기 플랜 KI·ZU·NA」를 수립하였다. 교토 생활협동조합
등과 연계한 사료, 쌀, 달걀 생산, 교토 부립 카츠라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호즈 파 」재배, 기업과 연계한 「쿨 베지터블」실증 사업, 「젊은 연어 포
럼」, 「호즈 자녀 축하금」등 독창적인 자치회 활동을 스스로 시행하였다.
○ 호즈 정 자치회는 2009년 풍부한 농촌 지역 만들기 전국 표창으로 농림수산
성 대신 상을 받았다. 호즈 정 지역은 예로부터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 서로 돕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온 공조(共助) 정신이 왕성한 지
역이다.

33

카야부키는 갈대로 만든 일본 전통 민가의 지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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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NPO형】사토야마 넷·아야베 (아야베 시))
○ 사토야마 넷·아야베는 폐교된 (구)토요사토 니시(旧豊里西) 초등학교의 부
지 활동 구상에서 「도시농촌교류와 정주 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에 아
야베 시 주도의 임의 조직으로 설립하였다. 2006년에 이 조직을 NPO법인
으로 조직을 재편하였다.
○ 학교 건물(교사)을 도시 농촌 교류 거점 시설로 차례로 정비하며, 홈페이지
로 매력 있는 정보를 홍보하였다. 삼림 볼런티어 활동과 농촌 생활, 메밀 공
부방, 쌀 만들기 공부방, 수확 체험 등 농가 민박 교류 촉진을 시행하였다.
아야베 사토야마 교류 대학을 개설하여, 농촌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등의
농촌 지역 만들기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 아야베 시는 전국 수원(水源) 마을 연락 협의체를 만들었으며, 활발한 활동
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의 마을」의 발상지이다. 초대 사무국장은 시에서
파견한 직원이었다. 1997년도부터 공모 직원이 취임하였으며, 반농·반X 제
창·실천인이 스태프로 참여하여 NPO가 기획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참고하고자 전국에서 사토야마 넷·아야베를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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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간형】(유)쓰네요시 촌영 백화점 (탄고시)
○ 지역 유일의 점포였던 농협 지소가 폐점하였을 때, 농협 지소를 대신하여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 「쓰네요시 (常吉) 무라 즈쿠리 위원
회」에서 논의하여, 주민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1997년에 행정 기관에 의
존하지 않고 주민이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이다.
○ 지역 활성화, 커뮤니케이션 거점 역할이 크며, 물품 판매(식품, 청과, 생선,
일용 잡화), 생활 관련 서비스(편의점 기능, 세탁소), 농작업 인적 지원, 농기
계 시설 대여, 도시농촌교류(농(農)이 있는 체험, 호박 축제 등 기획) 등 폭
넓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법인으로 논·밭 등 농업 경영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999년에 지역 만들기 자치 대신 표창
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교토 시 중소기업 우량 기업 표창을 받았다.

3.6. 【집락형】타와라 집락 무라 즈쿠리 추진 위원회 (미야즈 시)
○ 「타와라(田原) 집락 무라 즈쿠리 추진 위원회」는 과소화·고령화로 고민하
는 집락이 집락 진흥뿐만 아니라 지구 주민 생활 안정과 생활 향상에 이바
지하고자 1995년에 설립한 마을 안의 조직이다.
○ 농촌 지역 만들기 활동(도로·수로 등 유지 관리, 집회소 운영 관리), 농업
활동(농지 이용 집약,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제도, 기계 공동 이용, 유해
조수 대책, 농작업 수탁), 농산물 가공 활동(메밀, 떡, 산채 제조·판매, 이벤
트 참여)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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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부터 반딧불이 축제를 시작하였으며, 이 축제는 23가구(76명) 고령화
53%인 집락 주민이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집락 외부에서 약 700명
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가족과 친척, 지역 주민, 초등학교 동창생,
지역 외의 사람 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축제에 참여하여 교
류하고 있다.
○ 이러한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타와라집락 무라 즈쿠리 추진 위원회
는 2003년에 풍부한 무라 즈쿠리 전국 표창에서 농림수산 대신 상을 받았
다. 인구가 적은 마을 활동이지만 주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제4장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4.1. 조직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음
○ 위의 여섯 사례는 조직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재)교토 케이호쿠 후루사토 공사는 (구)케이호쿠 정 전역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임시 직원을 포함한 37명의 직원이 네 가지 부로 나누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네 가지 부는 ①총무부, ②건강한 지역 만들기 사업부, ③농촌 편리 사업
부, ④지역교통 사업부이며, 교토 시(설립 당시는 케이호쿠 정)의 지원을
받으며 여러 방면에서 지역을 지탱하고 있다.
- 미야마 정 치이 진흥회와 NPO법인 사토야마 넷·아야베는 활동 시작 당
시에는 행정 주도로 위의 케이호쿠 후루사토 공사와 비슷한 운영 조직으
로 운영하였다. 현재는 주민 주도적인 조직 운영 체제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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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세 지역도 주민 주도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주민과 사무국이
역할을 분담한 체제를 구축하여 구성원이 열의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조직 안에서 후계자가 양성되었으며, 이것은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
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다.

4.2. 지역 안팎에서 활동하는 인재가 있음
○ 미야마 정 치이 진흥회는 「지역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를 기본 이념을 바
탕으로 인재를 육성·발굴하고 있다. 미야마 정의 각 진흥회의 회장은 활동
을 리드하고 있다.
- NPO법인 사토야마 넷·아야베의 S씨는 도시에서 카탈로그 통신 판매 회사
에서 일하였으며 아야베로 전입하여 반농·반X를 제창·실천하고 있다.
- (유)쓰네요시 촌영 백화점 사장은 쿄탄고 공부방의 장으로 도시농촌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힘과 열의를 지니고 있다.
○ 이와 같은 지역을 견인하는 인재의 존재는 농촌 지역의 지속성을 더욱 확고
히 만든다.

4.3. 장래 비전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 미야마 정 치이 진흥회는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경영 전략 계획」
을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호즈 정 자치회는 정 안의 수평적 조직으로 「호즈 정 지역 만들기 비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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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회의」를 조직하여, 초등학생을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50년, 10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한 「호즈 정 지역 만들기 플랜
KI·ZU·NA」를 수립하여, 농업 생산에서부터 생활 유지, 지역 문화와 환경
보전에 관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타하라 집락에서는 「무라 즈쿠리 추진 위원회」를 자치 조직으로 설치하
여, 모든 주민이 참여한 「무라 즈쿠리 모임」을 개최하였고, 선진지 시찰
도 매년 시행하여 지역 주민이 일체화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과제 대응형 장래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제5장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과 기존 조직과의 관계

5.1. 기존 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 위의 여섯 사례의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은 기존 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공통점이 있다.
-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출자한 단체는 지역의
지자체, 자치회, 공동 재산구, 소방단, 농협, 삼림 조합, 농사 조합법인,
PTA, 노인회, 부인회 등의 조직이다. 지역의 과제는 이런 조직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므로, 기존 조직과 연합·연계하여 과제를 대처하려는 것은
필연적이다.
- 도시부에 비하여 농촌 지역에는 아직 NPO법인 수가 적다. 지역과 관계가
없는 조직은 잘 설립되지 않는 점을 농촌지역에 NPO법인 수가 적은 이유
로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지역을 잘 들여다보면, UI턴으로 들어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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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퇴임한 사람,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자극을 받
아, 이러한 사람들의 기술이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은 기존 조직과 연계하면서 외
부로부터의 힘과 인재를 살리며 윤영하고 있다.

5.2. 조직 활동 범위는 초등학교 구 안이 많음
○ 새로운 지역 활동조직 여섯 사례 중, 다섯 곳은 사례 범위가 초등학교 구(통
합 전) 안이거나 (구)촌 안의 범위이다.
○ 소셜 케피털의 키워드인 「신뢰와 연대감(정)(네트워크)」는 일상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에서 생긴다고 할 수가 있다. 일상에서 얼굴을 볼 기
회가 있는 관계는 당연히 가족이며, 가까운 친척을 포함한 혈연적 관계에서
소셜 케피털이 발생한다.
- 그다음으로 자기와 가까운 활동이 있는 지역적(지연적) 관계 안에서 소셜
케피털이 형성된다. 초등학교 구 단위는 학교생활에서 매일 얼굴을 보아
온 관계이며, 졸업 후에도 동창회 등을 통하여 얼굴을 마주해온 관계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자식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PTA와 학교 행사를 통
하여 지속한다.
- 한편, 운동회, 문화재, 추석과 설날의 행사, 축재 등 지역의 행사는 초등학
교 구를 범위로 한 행사가 많다.
○ 가족과 집락 운영을 기초로 하며, 주민이 걸어서 교류하는 지역적 관계 범
위(초등학교 구)로 소셜 케피털을 풍부하게 하는 활동을 추진하기 쉬우며,
이것은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이 초등학교 구 안의 기존 조직과 연합체를
형성하는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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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역 연계와 공조 역할을 함
○ 다하라 집락을 제외한 다섯 사례는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은 복수 집락을
단위 한 활동 영역을 지니고 있고, 지역(집락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소규모의 지역 활동 조직인 다하라 집락은 1985년 고령화율이 20%였지만,
2008년에 53%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집락으로 새로운 이주자가 생기지 않
는 한 고령화는 점점 증가하여 집락의 활동과 집락 자체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가족과 친척의 지원뿐만
아니라 집락 단위를 초월한 상호 도움이 필요하다.
○ 앞에서 말한 가족과 친족 사이의 혈연관계로 형성되는 활동을 「자조」(自
助)라고 하면, 앞으로는 「공조」(共助)를 추진하는 체제가 집락 유지와 지
속가능한 농촌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다하라 집락 이외의 다섯 사례의 새로운 지역 활동 조직의
활동은 집락 사이의 연계를 추진하여「공조」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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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 정책과 주민 내발적·자치적 활동의 매칭

6.1. 쿄토 부 「후루사토 함께 응원 활동」시책(사업)
○ 교토 부는 2008년부터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어, 인재, 리더가 부족한 교
토 부의 농촌에 「지역 활동을 같이 추진하는 지원자」(=공원자(共援者),
협력자)로 대학, NPO, 기업 등이 지역에 들어가, 집락의 주민과 집락의 방
향성과 지역 자원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행정 기관도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협동 활동을 추진했다.
○ 현재(2010년) 쿄토 부 안의 7개 대학, 조직 두 곳, 200명이 넘는 외부 협력자
(교원, 학생, NPO)가 6곳의 시·정과 28곳의 집락 재생활동에 참여하고 있
다. 공조 활동에 대한 대략적 내용은 표2에 정리하였다.
○ 공조 활동은 지원을 받는 지역과 지역을 지원하는 대학 등 사이에 협정(원
칙적 3년)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활동에 대하여 교토 부와 시·정·촌이 지
원·보조한다.

표 6-1. 고향 협력자 조직 활동 현황
(2009년 11월)
지구 명

교
탄
고
시

협력자

주요 활동

쿠미하마 정
코우사카

류코쿠 대학
교원 3명
학생 20명

•도자기 가마 제작
•향토 음식과 전통 예능 전수
•버섯 재배, 마을 역사지 작성(역사 자료 연구 단체
협력)

탄고 정
우에하마

교토 대학
교원 2명
학생 15명

•특산품(쌀)을 대학 식당에 제공
•교토 시에서 집락 홍보
•주민 참여로 방치 죽림 정비,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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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고 정
야바타

리츠메이칸 대학
교원 2명
학생 28명

•유해 동물 대책 울타리 협동 설치
•음악제 시행
•등산로 정비, 안내 간판 설치

야샤카 정
노마타카나카

도시샤 대학
야간활성화그룹
교원 1명
학생 8명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 농촌 교류
•전통 예능 계승

세야

교토 부립 대학
교원 6명
학생 8명 외
NPO네트워크 세야

•교토 부 안에서 특산품 시험 판매(생활협동조합 등)
•교토 부민 참여로 농지·경관 보전
•체험 농원 개설, 산 감자 묵 만들기
•교토 부 경관 자원 등록, 연극회 시행

히가타니

교토 부립 대학
교원 6명
학생 8명 외

•교토 부 안에서 집락 PR
•히나가타 우엉 등 지역 특산물 재생
•미야즈 등룡 보내기 축제에 사용하는 전통 쌀
가마 뚜껑 계승

마츠오

교토 대학
교원 3명
학생 16명

•가을 우엉 시험 재배와 수확
•다양한 지역 조사, 워크숍
•정주 촉진, 홈페이지 충실

미와 정
오오바라

불교 대학
교원 1명
학생 15명

•오하라 신사와 출산 집을 핵으로 한 지역 활
성화
•도농교류와 정보 홍보로 신규 정주자 학보

나가세

킨키 대학
교원 3명
학생 15명

•「에그리 파크 와치」를 핵으로 한 지역 만들기
•절임 음식 만들기 체험 등 메뉴 충실
•홈페이지 개설, 음악제 시행

미야마 정
후쿠이

불교 대학
교원 5명
학생 20명

•불교 대학 캠퍼스에서 특산물전 개최
•전 가구 의식 조사, 집락 안내판 설치
•등산로 정비, 유휴 농지 이용 메밀 경작
•(사)볼런티어 협회와 연계

미
야
즈
시

마
이
즈
루
시
후
쿠
치
야
마
시
교
탄
바
정

난
탄
시

리츠메이칸 대학
히요시 정
•난탄 시 히요시 정에서 과소화가 가장 심한
교원 1명
요츠야
지역에서 대학과 연계한 활력 있는 마을 재생
사사에
학생 18명
6시·정
7대학, 2조직
합
11지구
200명을 넘는 외부 협력자(교원, 학생, NPO 등)
계
(28집락)
※출처: 小田一彦. 2010: p.5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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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조 활동 성과
○ 2년이 지난 시점(2010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조 활동은 지역 안으로 외부의 힘이 들어가 지역의 내발적 힘을 끌
어내었다.
- 표2와 같은 여러 활동에서 외부 사람들이 참여한 외발적 활동은 「외부
사람들이 이것까지도 함께해주니까 우리(지역 주민)도 해야 한다.」, 「함
께하는 지원 활동이 좀 더 늦었다면, 우리 집락은 어떻게 되었을까.」등
외부 사람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쪽인 지역이 내발적 힘을 발휘하는 계기
를 만든다.
- 또한, 행정 측면에서도 대학 측의 참신하고 다채로운 활동 비결과 학생의
솔직한 의견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둘째, 공조 활동은 지역 주민 교류의 끈과 연대감을 활성화한다.
○ 셋째, 공조 활동은 지역 외부 사람(국민, 교토 부민)의 이해 촉진과 외부 참
여자 성장의 장이다.
- 공조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등은 「어른 세대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사회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등 외부
참여자도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다.

6.3. 공조 활동의 다음 방향
○ 교토 부에는 많은 대학이 있으며, 이러한 교토의 장점을 활용한 공조 활동
은 농산촌을 대상으로 한 공공 정책을 추진하는 교토 부 행정에 좋은 부분
이다. 이러한 공조 활동은 교토 부의 독자적인 활동이며, 각 대학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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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여하고 있어 활동이 점점 확대하고 있다.
○ 앞으로 지역에서 수립한 비전을 실천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집락을 단위로 한 공조 활동뿐만 아니라, 집락 단위를 초월한 활동
을 추진하는 지역연계조직 등을 설립하여, 점에서 선, 선에서 면으로 활동
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제7장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지향하는 공공 정책

7.1. 기본적 방향
○ 교토 부는 안전한 식료, 맛있는 물과 공기를 교토 부 주민에게 제공하는 농
산촌 지역을 「생명 마을」로 인식하여, 학술 전문가와 현장에서 활동을 추
진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검토회를 개최하여, 「과제 대응·예산 직결형」 공
공 정책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였다.
○ 농촌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구 정도를 범위로 한 복수 마을이
연계하여 공조 활동을 추진하는 「지역 연계 공조 조직」이 필요한 점을 앞
에서 말하였다. 이 액션 플랜에서 이러한 방향에 대한 제도적 장치(제도 설
계)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 이 액션 플랜에서는 주민과 행정의 중간에 있는 지역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
여, 「새로운 공공」으로서 지역 생활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탱하는 지역
주민 주체의 지역 활성화 조직(이하, 지역 연계 조직)의 육성과 지역이 자립
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발전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확보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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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으로 「농산어촌지역 재생 모델」(생명 마을 사업34)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액션 플랜에서 제시한 시책을 실
천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사람과 집락의 연대감(정)을 재생하고, 조직 만들
기와 사람 만들기를 추진하여 소셜 케피털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만들고 있다.

7.2. 지역 연계 조직 설립 제안
7.2.1. 지역 연계 조직 만들기 지원
○ 지역 생활을 지탱하는 다양한 사업, 활동 등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하
기 위하여, 지역 연계 조직을 발전시킨 지역 법인 설립을 지원하여, 이러한
조직이 지역의 실정·과제에 근거한 사업 기획과 실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7.2.2. 행정 직원과 외부 인재의 직접 파견
○ 지역 연계 조직 설립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직원이 일정 지
역을 전임하여 상주하는 「집락 행정 지원인」으로 지역 연계 조직과 지역
법인에 파견하여,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지역 조직의 운영과 상품 개발 등 뛰어난 능력을 지닌 민간 인재를
「집락 민간 지원인」으로 지역 연계 조직과 지역 법인에 파견하여 지역 활
동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교토 부의 생명 마을 사업 정책에 관하여 「호시노 사토시 」(쿄토 대학 ) 교수가
2014년 한 ･일 농촌계획 전문가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星野敏.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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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지역 연계 조직의 비전에 대한 응원 방법
○ 지역 연계 조직은 2010년 현재 10시·정과 10지구에서 설립되어 장래 비전
을 수립하였다.
○ 이 비전을 수립을 위하여 교토 부 단독 사업인 「함께 성장하는 생명 마을
사업」과 각종 국가 보조 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 비전에 근거한 여러 활동을 농림 수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확
보, 돌봄, 복지 등 생활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목적을 지닌 주민, NPO, 기업, 행정 기관이 힘을 모아 주적·자주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토 부는 교토 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 「지역
힘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농촌 지역의 지역 연계 조직과 법인을
만드는 것은 지역 힘 재생 프로젝트의 농촌 지역 버전으로 볼 수도 있다.

7.3. 지속 가능한 지역 연계 조직을 위하여
7.3.1. 바람직한 법인화
○ 과소화·고령화와 조건이 불리한 농산촌 지역에서 지역 연계 조직이 지역을
지탱하며 「새로운 공공」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영
리성과 수익성을 겸한 새로운 법인 형태(지역 커뮤니티 법인)이 바람직하다.
○ 현행 NPO법인 제도 등에서도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지만, 영리 부분에서
제한과 과세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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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적인 활동은 적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 부분을 영리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법인 조직을 설립하여, 농협처럼 합계 수지로 과세하는 세제 조치를
비롯하여 간단한 설립 절차, 출자자에 대한 잉여금 배분, 손해금을 기부금
으로 대처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7.3.2. 법률적 근거가 있는 재정 지원
○ 수직적 거버넌스(중앙집권제)에서 수평적 거버넌스(다양한 주체가 연계·협
력)이 진행한 분권 사회에서 일상적인 주민 서비스는 주민에 가까운 기초적
지자체와 「새로운 공공」의 역할 비중이 크다.
○ 그러므로 지역에서 활약하는 사회 기업가도 볼런티어 정신이 요구되며, 기
본적으로 지역 연계 조직 구성원의 생활이 가능해야 이들이 지역 연계 조직
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을 지원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연계
조직의 사무국에 참여하는 인재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 경비를 행정 기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정권이 바뀌어 재정 지원 형태가 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변하는 움직
임이 가속하고 있는 와중에 농촌 지역에 대한 교부금도 「중산간 직접 지
불」, 「농지물환경보전향상대책」, 「경작 포기지 대책」등의 재원이 지
역의 임의 단체에 교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정권 교체와 사업 재검
토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 연계 조직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제정 지원이 필요하다.

7.3.3. 국민(교토 부민)의 이해
○ 농림수산성은 2010년도 예산의 주 정책으로 추진한 「지역 메니지먼트 법
인」은 새로운 정권에서 감액되어 예산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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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도 사업 재검토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 나카즈카와 호시노(中塚雅也・星野敏. 2007)는 효고 현의 사사야마 시에 대
한 사례 연구로 초등학교 구를 단위로 하여, 부회 제도를 도입한 자지 조직
재편을 제안하였다. 후쿠요(福与徳文. 2007)는 과소지역에 대한 커뮤니티
재편을 논하였으며, 엔도(福与徳文・遠藤和子. 2009)와 함께 지역 만들기
코디네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지역 메니지먼트 법인」은 교토 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도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이 계속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희망한다.
○ 지방 분권이 추진되어 국가 정책이 지방 정부로 이전되어 관련 사업 재원이
지방 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논의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자체도 공공 정책을 제대로 생각하여
재원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안에서도 농촌 지역을 지키기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
할 때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
- 기존 사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분석하거나, 특히 농산어촌이 지닌 공익
적 기능(다면적 기능)의 가치를 국민과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대학, 연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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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농촌 지역 운영 체제 만들기와 제도 구축 방향
-한국 농촌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이상으로 지역이 연계하여 서로 공조하는 교토부의 사례를 6타입으로 분류
하여 소개하고, 지역 활동 조직에 대한 제도를 제안한 오다 가즈히코의 논
문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 오다 가즈히코는 논문의 결론에서 농산촌 지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
지, 사람,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제1장 본 원고의 배경 및 논점」에서 「약 10∼20년 후, 한국의 미래 농
촌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농촌 정책 방향성(아젠다)」중, 「주민 스스
로 농촌 지역을 운영하는 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란 질문을 제시하였다.
○ 일본과 한국은 지역 공간,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 일본의
농촌 지역 만들기 방법과 관련 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일
반론으로 보면 오다 가즈히코가 결론으로 제시한 「의지와 사람과 실천」
은 한국의 농촌 지역 만들기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필자는 일본의 농촌 지역 만들기 방법과 정책을 한국에 참고할 때 유념하여
주목해야 할 점으로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일본의 농촌 지역 만들기의 기간과 성숙도가 한국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
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토 부의 경우 농촌 지역 만들기를 1989
년부터 약 30년 동안 시행하였다. 30년이란 장기적 시간을 거쳐 시행착오
를 통하여 농촌 지역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에 도달하였다.
- 30년 동안 추진한 지속적인 농촌 만들기 정책과 생명 마을 사업 등 최근
정책을 통하여 지역 만들기의 토대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고, 오다 가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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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 강조한 지역 연계 협력 조직(지역 운영 조직)이 만들어졌다.
-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농촌 지역에 대한 주민 주도의 한국
형 지역 운영 조직 만들기를 장기전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 관점에서 본 농촌 지역 만들기에서「농촌 지역 만들기에 대한 주
민과 행정 기관의 성숙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식과 역량, 지역 과제
와 관련 정책 개발·매칭 등)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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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촌의 현황과 농촌정책 변화동향

1.1. 정책환경의 변화
○ 2010년 총선을 통해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이 출범하면서 캐머런 정
부는 ‘Localism'을 표방하면서 Big State에서 Big Society로 변화를 지향하
는 정책지향을 천명하고 대대적인 공공부문의 감축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농촌지역개발 관련 주요 기관인 RDA, GO 등을
폐지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선거를 통해 선
출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함
- 그러나 공공부문 감축의 핵심인 NHS(의료보험) 개혁 등 여러 가지 난제
가 산적해 있는 상황임
○ 보수당 연립정부인 데이비드 카메론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공간정책은
기존의 복잡하고 방대한 계획제도의 단순화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이
양과 주민 커뮤니티(시민사회) 조직의 네이버후드(Neighbourhood) 단위의
계획수립 역할과 권한 부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계획제도의 간소화와 개발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계획제도의 개편이 추진됨
- 커뮤니티 또는 네이버후드 차원에서 계획고권의 지역화를 추진하고 주민
들의 계획에 직접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대규모의 공무원 감축과 함께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을 지역별로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RDA35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등을 해체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지역의 계획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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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개발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게 되는 계획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 또한 국가차원의 공간계획정책인 NPPF(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의 개편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제도의 간소화와 좀 더 신속한 개
발을 추진코자 하는 캐머런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 이에 따라 종전에 사용되고 있던 PPG와 PPS는 대부분 폐지되고 NPPF로
대체됨.
○ 보수당 연립정부로의 정권 교체에 따라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참여 강화와
함께 경제위기에서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캐머런 정부의 주요
정책의제로 채택되었고 이를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계획제도를 좀 더 단순화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변화
를 추진하고 있다.
- 2010년 보수당정부의 출범 후 영국의 농촌지역정책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
인 지역정책 아젠다는 적정주택의 공급문제와 계획제도의 개선이 핵심적
인 아젠다로 고려되고 있음.
○ 2015년 5월 65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 연
립정부가 아닌 보수당 단독정부로 구성된 보수당 2기 정권도 이러한 지역
개발 관련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35

농촌지역 경제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잉글랜드를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지자체 , 의회와 연계하여 농촌 경제활동지원 , 경쟁력 ․기술력향
상 , 투자유치 , 지역혁신 , 발전의 유지 등을 담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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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국 농촌지역의 현황과 분류
○ 영국은 인구기준 1만명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이 구분되지만 지역을 다양
한 유형으로 세분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의 농촌지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인구는 통근자, 퇴직자, 별장소유자 등의 유입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여만명이 증가하였고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인구증가 속도가
더 빠르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3%정도인데 반해 농촌지역은 7%정도의
인구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 도시지역은 4가지 세분류로 농촌지역은 6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총 10가
지 유형으로 도시와 농촌을 분류하고 RURAL 50, RURAL 80형태와 같은
지역분류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책지원의 차등화를 두고 있음.
그림 1-1. 잉글랜드의 도시, 농촌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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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잉글랜드의 도시․농촌 유형별 분포현황

○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닌 지
역단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제2장 농촌계획제도의 변화와 최근 동향

2.1. 영국의 계획제도
○ 영국은 가장 우수한 계획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
로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를 근간으로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이 통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개발행위는 지방계획기관(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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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Authority)의 허가를 득하는 것이 원칙으로 모든 개발행위를 관리
하고 있다.
- 영국의 계획제도는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따
라 농촌지역은 보전을 중심으로 NPPF, LDF 등의 체계적인 계획제도를
근간으로 계획적 개발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 영국의 공간계획 수립체계는 국가차원의 공간계획정책인 ‘국가계획정책 프
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NPPF), 지자체 차원의 정책
인 ‘지방개발계획체계(Local Devleopment Framework, LDF)’, 그리고 근린
커뮤니티 단위인 네이버후드 계획(Neighbourhood Pla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수당 캐머런 정부에 의해 2012년 도입된 Neighbourhood plan은 이전의
Parish/Town 계획보다 규모가 작은 수준으로 주로 마을과 타운 사이에 해
당하는 크기의 계획이다.
- 이 계획은 Localism act 2011에 의해 Neighbourhood plan 계획의 권한을
지역커뮤니티에 부여하여 이전의 Parish/Town 계획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
을 지니고 있다.
- 2012년 4월부터 지역커뮤니티들이 Neighbourhood plan을 수립하고 있으
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2.2. 네이버후드 플랜
○ 네이버후드 플랜은 2011년 Localism Act를 통해 소개되었고 2012년 4월 법
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의 패리쉬 플랜 등
과는 다르게 지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네이버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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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제도 도입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에게 지역 커뮤니티의 계획수립과 사
업시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Neighbourhood Plan은 주민참여의 강화와 주민주도의 계획수립을 지향하고
있어 좀 더 현실적이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계획체계로의 개편이라는 장
점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여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에게는 아직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 네이버후드 플랜은 기존의 패리쉬플랜과 동일한 공간적 범역을 지니기도
하고 몇 개의 패리쉬가 통합된 규모가 큰 경우도 있으며, 도시지역의 한 블
록을 공간적 범역으로 설정하기도 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간적 범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림 2-1. 다양한 규모의 네이버후드 플랜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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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후드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수립의 내용에 있어서도 주민투표까
지 완료된 네이버후드 플랜에 포함된 정책의 숫자가 5개 미만부터 70개 이
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평균적으로는 19개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 10개의 테마와 38개의 서브테
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 네이버후드 플랜의 평균적인 정책내용
에 대한 분석결과임.
그림 2-2. 주민투표 완료지역의 네이버후드 플랜에 포함된 정책의 숫자 현황

○ 네이버후드 플랜의 인구규모도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구역지
정부터 주민투표까지 완료된 지역의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불과 수백명에서
3만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규모나 공간적 범역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수립의 수요가 다양함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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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주민투표 완료지역의 네이버후드 플랜의 인구규모 현황

○ Neighbourhood Plan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기준으로 네이버후드 플랜을
신청한 곳이 1,500곳이며 구역이 지정된 곳이 1,350곳이며, 계획안의 초안
을 제출한 곳이 285곳, 계획내용을 상위계획과의 검증과정에 있는 곳이 155
곳, 검증을 통과한 곳이 94곳, 모든 계획수립과정을 마치고 주민투표 단계
에 있는 곳이 71곳이며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50%를 넘어 법적인 효력을 지
닌 네이버후드 플랜이 완성된 곳은 불과 59곳에 불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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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Neighbourhood Plan 추진절차별 관련 주요 통계

○ Neighbourhood Plan은 주민참여의 강화와 주민주도의 계획수립을 지향하고
있어 좀 더 현실적이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계획체계로의 개편이라는 장
점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여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에게는 아직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 아직 구역설정 등의 시작단계와 준비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지만
발빠르게 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했던 일부 커뮤니티는 2015년 5월 총선에
맞추어 주민투표를 통해 Neighbourhood Plan의 주민동의를 마치고 법적 효
력을 갖춘 계획으로 완성된 지역도 8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 Shopshire
Council의 Much Wenlock의 neighbourhood plan이 그 중 하나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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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 Shopshire Council의 Much Wenlock 전경

그림 2-6.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 Shopshire Council의 Much Wenlock neighbourhood plan 사례

○ 네이버후드 플랜은 공간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규모로 내용적으로도 커뮤니
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보존적 성향의 네
이버후드 플랜이 있는 반면 개발지향적인 네이버후드 플랜도 공존하는 등

84
커뮤니티가 처한 사회경제적, 공간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네이버후드 플랜에 포함된 정책의 주요 테마로는 디자인과 관련된 정책이
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와 교통에 관련 테마가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네이버후드 플랜의 핵심적인 계획 내용 중의 하나가 인구증가에 따른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주택공급 방안 등 변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
응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제3장 지역발전 주체의 변화와 최근 동향

3.1. 잉글랜드 RDA의 폐지와 LEP로의 전환
○ 보수당 연립정부인 캐머런 정부는 이전 노동당의 핵심적 지역정책이었던
RDA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형성
하는 형태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s)를 설립하여 기존의 RDA의
기능의 상당부분을 이관 받게 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등으로 이전되었다
- LEP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파트너십 형태으로 공적기구나 지자체 조직
은 아니며, 아직도 업무소관 범위 등이 불명확하고 제도적 근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음
○ RDA의 폐지로 지역의 광역적인 전략계획수립 기능이 없어져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는 등 지역개발사업의 주체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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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2015년 7월 기준으로 39개의 LEP가 구성되었으며, LEP의 역
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태임. 특히 경제, 공간전
략 계획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LEP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경제지역(기능지역)의 개념에 기초해서 지자체
간의 협력내지는 단일이 지자체 범위내에 있기도 하고, 새롭게 지역적 연합
을 통해서 구성되기도 함.
○ 대부분의 LEP가 다양한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계획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는 아니며, LEP의 설립이 공공과 민간 부문간의 협력, 대화를
이전보다 좀 더 생산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LEP의 불안정한 제도적 근거 등으로 일부 LEP의 설립에서는 이미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전략적 공간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벌써 문
제가 나타나고 있기도 함

3.2. 공간계획 주체로서 LEP의 기능과 역할
○ LEP가 계획제도에서의 역할도 불명확 함. NPPF에서는 지역계획 당국이
LEP의 의견을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LEP가 공간계획체계에서 계획
수립, 계획조정, 계획관여 등의 다양한 범주의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법률
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LEP는 산업계의 시각을 계획체계에 가미하
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 일부는 계획체계는 LEP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되기도 함
○ 많은 LEP가 마지못해 계획주체의 역할을 하는 정도이지만 계획주체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임. LEP는 내외부적으로 공간계획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LEP의 의사결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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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계획당국과 다른 법률적 계획기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LEP가 공간계획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자원의 배분(일부지역은 10억 파
운드 이상)에 대한 결정들이 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LEP가 계획제도의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음
- 계획주체로서의 LEP가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Local Plan의
고용을 위한 토지배분 등이 LEP의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함
○ 2015년 현재 2010년 출범때 보다 지역발전의제에 중요한 역할주체로 성장
하였고, SEP(Strategic Economic Plans)를 통해 공식적인 계획제도상의 계획
서는 아니지만 법적계획이라기 보다는 경제전략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
하고 있음
- LEPs처럼 SEPs도 편차가 큰 실정이고, 양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
부부처에서 나오는 Single Local Growth Fund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일
부 SEPs는 사업계획서나 예산신청서 등에 가까우며, 지금 당장의 우선순
위에 초첨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일부 SEPs는 전략적 공간경제계획을 위
한 첫 단계의 계획의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함
○ 대부분의 SEPs가 지역의 성장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있으
며 성장위주의 전략과 사회, 환경 등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곳도 있음
- 대부분(36개)의 SEPs가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고, 기회지역,
교통결절, 전략적 고용지역 등 특정공간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공간
을 특정하지 하고 논의하고 있는 SEPs도 있는 실정임
○ RDA에서 LEP로 점차 전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지만 캐
머런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와 Big Society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는 지속되고
있으며 지지체 및 민간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RDA의 기능을 지자체,
민간, LEP, HCA, 중앙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이전되고 있지만 유럽지역개
발기금과 잉글랜드 농촌개발사업 등과 같은 업무의 담당 주체로서 LE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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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강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제4장 시사점

○ 한 국가의 공간정책을 다룸에 있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융화된 접근이 필수
적이다. 영국에서는 농촌과 도시는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르다는 차별
성을 인정하고 도시와 농촌이 경쟁관계이기 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속
에서 낙후된 지역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에서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 영국의 지역개발정책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면서 효율성과 효과적인 정
책방향과 실행수단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
으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속에서도 지역의 점진적
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피상적인
현상의 답습보다는 우리 농촌지역이 근원적인 역량강화가 긴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패리쉬 플랜 수립 등의 경험이 주민들이 네이버후드 플랜 수립에 기반이
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간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지역수요에 대응한 계
획수립 및 발전방안의 마련에 토대가 됨을 인식하고 우리의 농촌지역개발
에서도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함
○ 영국의 네이버후드 플랜 도입의 경험과 사례들은 우리의 농촌지역개발 정
책과는 다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준비과정
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작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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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의 고비용 사업구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다시 한번 영국 지역개발 정책
의 경로 변화와 정책변화의 추진 동향을 점검해 볼 가치가 있다.
○ 커뮤니티 레벨의 계획수립 결과의 법제화를 통해 주민들의 계획수립 결과
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계획의 채택여부에 대한 결과의 평가
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직접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단위의 계획에 대한 중시를 통해 계획과 사업
실행의 실효성 및 효율성 향상, 책임감과 지속가능성 향상
○ 최근의 계획제도 개편을 통해 도입된 네이버후드 플랜에서도 계획수립의
단계별로 주요 단계가 완료될 때 마다 사업비(계획수립비용)를 지원하는 단
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시에 대
규모 사업비가 확정되고 예산에 맞추어 계획이 실행되는 계획과 사업비 지
원의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계획에 근거한 단계적 사업추진체계로 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계획
에 근거해서 소규모 개발 - 중규모 - 대규모로 공간범역과 사업비를 확대
하는 방식 등
○ 영국은 최근의 계획제도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축소하고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계획고권을 강화함
- 계획제도 개편을 통해 규제완화를 통한 난개발 우려 등의 일부 부작용도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의 역할강화로의 변화를 추진함.
○ 영국의 경우 최근 네이버후드 플랜제도를 도입하여 커뮤니티 단위의 지역
주민 주도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획제도를 실현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농촌계획제도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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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원의 연계방안을 확대하고 이를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계획제도가 실제로 농촌지역의 공간정비를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농어촌계획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관계자
들의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임. 영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
안 주민참여에 의한 계획수립과 주민주도의 계획수립 경험을 통해 패리쉬
플랜 등의 과거의 커뮤니티 및 마을 단위의 계획수립 경험을 통해 현재의
네이버후드 플랜의 도입에 있어서도 무리없이 새로운 계획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농촌계획제도 실행과 계획적 개발체계
의 구축 및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주민과 공무원 등 관련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함.
○ 즉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지역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의 계획수립 체계의 확립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우리나라 농촌계획제도의 지속적인 개편이 필요함

○ RDA의 폐지로 상징되는 영국의 최근의 지역개발 주체의 변화를 통해 우리
나라도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자체로의 이양을 통한 지역개발의 실
질적인 분권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관련 주체간의 거버넌스를 강조
하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최근 농촌개발 관련 이슈의 핵심인 계획제도와 적정주택의 공급문
제는 우리나라와 정책환경과 정책변화 경로가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
리의 농촌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농촌지역의 통합적․종합적 계
획수립과 계획에 근거한 단계적 개발체계의 변화와도 일맥상통하는 흐름으
로 읽혀진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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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접근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농촌
지역의 주거복지와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
- 농촌지역의 생활권단위 주택종합계획수립, 농촌지역의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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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분과 지역개발소위원회

3.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농촌개발의 새로운 프레임)

최수명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제1장 농촌개발의 개념/성격(역할)/위상

1.1. 농촌의 재조명 : 녹색보호의 장
1.2. 농촌개발 : 글로컬 지속가능사회화
제2장 농촌개발론의 태동
제3장 농촌개발론의 전개

3.1. 패러다임 변환 (Ploeg 2000a)
3.2. 새로운 농촌개발의 다각적 의미와 구현 유형의 다양화
3.3. 농업 ·농업인의 주체적 역할 복원
3.4. 농촌발전의 복원적 인력인프라로서 신소농 (Ploeg 2000a, 2009;Willis,2004)
제4장 농촌발전론

4.1. 농촌발전 또는 농촌개발의 의미
4.2. 유럽연합의 살고 싶은 농촌의제 (Living Countryside agenda)
4.3. 농촌발전론의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
제5장 사례평가: 농촌발전론에서 본 삶의 질 향상정책

5.1. 농촌발전의 기본원칙 또는 지향가치로서의 지속가능성 추구
5.2. 농촌발전의 원천적 동력으로서 발전적 의미의 가족공동체 복원
5.3. 농어촌발전의 기저 인력인프라로서 신소농의 적극적 육성
5.4. 농촌발전의 원천적 작용기제로서의 네트워킹 강화
5.5. 농촌발전 잠재력의 발원 (Source)인 기능복합성의 창발
제6장 결론: 정책적 혁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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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촌개발의 개념/성격(역할)/위상

1.1. 농촌의 재조명: 녹색보호의 장
○ 전통적인 농촌은 ‘풍요의 원천’인 농(農)의 개념을 중심으로 농업(주업), 농
민(주체), 농촌(환경)이 통합되어 있는 공간이었음(최양부 등, 1987).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 농촌은 별도의 개념 정의가 불필요한 통합시스템
(Pre-concept)으로, 그 자체가 온 세상이었음.
○ 두 번째 물결인 도시산업화는 산업생산의 기본틀이 생물학적 농장 생산체
계에서 물리-화학적인 공장 생산체계로 전환되고, 이러한 생산구조 기본틀
의 전면적 변환에 의해 ‘풍요의 원천’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원천이 ‘상품
제조(Manufacturing)’로 이행됨에 따라 농업-농민-농촌은 수동적 적응만 강
요된 채, 사회문화적으로는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 것임.
○ 농촌에 산업화 규율이 강요되는 수동적 적응방식에 의해 농촌의 고유한 동
력에 바탕한, 또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개념 정의가 불가능했던 것은 당연
한 이치인지도 모름. 농촌이 안고 있는 제반 영향요인들이 외생적이어서 자
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회적 소외가 지속됨에 따라 스스로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의지마저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표현이
라 할 수 있음. 그래서 단편적인 관점, 즉, 산업구조, 정주구조, 공간특성, 주
민 및 지역사회적 특성 등을 이용한 농촌의 개념 정립이 시도되고, 이러한
특성 복합체로서 농촌을 파악하려는 복합지표법 등이 활용되었음.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명쾌한 정의가 가능한 도시를 정의하고 나머지 지
역으로 농촌으로 규정하는 ‘잔여지역’으로서의 농촌이 현실적으로 개념화
되어 왔음. 농촌 보다는 이념성이 강한 농촌성(Rurality)으로 관점을 돌려,
농촌활동이 갖는 ‘소규모성(Smallness)’에 초점을 맞출려는 시도는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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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사례가 되었음.
○ 제3의 물결인 정보화, 첨단 정보통신수단의 사회적 인프라화, 그리고 이러
한 기술발전에 바탕한 지식사회화는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 심대한 변화,
즉, 패러다임 변환을 야기하고 있음. 지식(기반)사회는 ‘신지식인 →지식경
영기업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경제 →지식(기반)사회’로 이어지는 지
식계층구조의 최상위 단계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0). 지식사회에서
는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한 지식이 전통적인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등)
보다 경제활동의 핵심요인이 되며,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개인의 경
쟁력 발현 원천이 됨.
○ 지식사회를 추동하고 있는 정보통신혁명이 주는 사회문화적 파장은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및 주체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김문조
등, 2005).
- 구조적 차원: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 접속성이 강화되어 거점
에서 연결 중심사회로 이동하고, 삶의 터전도 정주적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 변모되어 장소 귀속성 탈피
- 제도적 차원: 유연사회(Flexible Society): 내파(內波)와 융합에 의해 대당
적(對當的) 요소·범주들이 화합적으로 공존하여 경계성이 약화되며, 다
양한 가치·주장이 병존하는 다원적·다문화적 상황
- 문화적 차원: 사이버사회(Cyber Society): 익명·편집·구성성, 복합·중층적
구조, 신속·즉시성, 탈공간적·허구적 특성을 보이고, 사회체계 일부의 문
화가 지배 문화가 되는 문화적 역류현상이 풍미
- 주체(행위자) 차원: 자아 지향적 사회(Self-oriented Society): 이차적 개인
화를 통해 자의성·자발성이 극대화 되어 모든 것이 주관적 선택 대상이
되며, 수행 윤리·초월적 의식에 의거한 정체성을 중시하여 이에 대한 인
정 투쟁이 성행
○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시공간의 압축 현상은 지금까지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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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공간에 대한 인식구조에 혁명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모든 시스템이
3間(天: 시간, 地: 공간, 人: 인간)을 완벽하게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시대
를 의미함(김영표 등, 2004). 이는 공간 통합플랫폼인 GIS와 시간 통합플랫
폼인 인터넷이 재통합된 Internet-GIS 플랫폼 탄생에 의해 가능하여 짐. 이
러한 새로운 사회기반 플랫폼의 보편화에 의해 사람과 사물이 대등한 위상
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도구로서, 행위자 연결망이론(ANT: Actor Network Theory)이
새로운 공간조직이론으로 등장하게 된 것임.
○ 이러한 유비쿼터스 플랫폼이 농촌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 시공간 압축에 의
한 거리의 마찰효과 해소에 초점이 주어졌음. 규모와 집적의 경제가 지배하
는 산업사회에서 ‘소규모성’으로 대표되는 농촌성은 잠재력 보다는 제약으
로 작용하였지만, 시공간 압축기술의 적용에 의해 제약성이 크게 해소됨에
따라 ‘소규모성’의 잠재력이 부각된다는 관점임. 새로운 가능성임은 분명함.
그러나 시공간 압축사회는 인간활동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스러워
짐에 따라 개별 공간이 갖고 있는 장소성의 경쟁력은 더욱 더 부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 진다는 의미임. 농촌지역이 인간의 삶의 공간으로서 본질적 매
력을 매우 반전적(反轉的)인 아이디어로 재창출하거나 재조직화 하지 않으
면, 오히려 구제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임.
○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공간에서 향유하기 힘든 농촌의 다양한 녹색환경은
사물-인간 동맹이라는 새로운 공간조직체계 또는 논리구조(사물인터넷, 행
위자 연결망이론)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짐. 녹색환경(자연)과 인문적
지원환경, 그리고 인간이 상생적으로 융합된 사물-인간 동맹체로서 농촌지
역은 도시에서는 절대적으로 향유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녹의 기
본 생성원리인 광합성이 天(공기: 탄산가스) - 地(토양: 물) - 人(폐기 영양
분)이 결합되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을 만든다는 생태철학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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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도 일맥 상통함. 이를 종합하여 인간의 웰빙을 위한 녹색보호(Green
Care)라 총칭할 수 있음.
그림 1-1. 광합성의 天-地-人 결합철학

○ 인간은 ‘삶의 지원영역(LST: Life Supporting Territory)’이 적절하게 제공되
어야 정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 도시적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LST는 인
위적 환경에 초점을 두어,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은 비도시지역 또는
자연 및 반자연 환경으로 볼 수 있음. 지구적 환경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시각은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음. 기본적으로 지구는 ‘어머니 환경
(Mother Earth)’으로 인간의 삶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머니 지구, 즉, 자연 또
는 녹의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함. 인공적 환경은 ‘녹색 보호’라는 큰 틀에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미임.
○ 이에 따라 여기서는 LST의 구분을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시도
함. 지금까지 도시적 활동을 위한 건조환경 확보라는 관점에서 인간정주공
간을 구분하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녹색보호’의 수혜 잠재력에 의해 인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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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간을 구분하는 방식이 그 것임. 이에 따라 녹색보호 공급 잠재력이 충
분한 지역을 농촌지역(Green Care Area)으로, 녹색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
는 정주공간은 나머지 지역(Non-green Area) 구분함. 물론 적절한 인간정주
에 필요한 녹색보호의 하한 수준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와 함께, 시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한 증거 확보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임. 과학기
술의 발전에 의해 우리가 주로 자연에 의존하였던 생태계 서비스도 인공적
으로 공급 가능하여 짐. 그러나 대부분의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가 순환과
정에서 주·부산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생
태계 서비스를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에 유의함.
○ 이러한 개념적 접근과 함께, 농촌지역을 정의하는 현실적 지표가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음. 이에 대해 Moseley(2004)는 농촌성 기준으로 인구밀도를 강
조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농촌요소가 인구밀도의 실용성
을 지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임.
- 모든 농촌주민, 이들의 복지 관련 경제·사회·정치·문화적 활동은 독립가
옥이나 소규모 분산취락에 위치
- 농업 및 다른 토지형 경제활동들이 광역적으로 분산 전개되어, 강력하고
경합적인 수 많은 수요와 압력에 직면
- 부유하고 ‘공간에 목말라 있는’ 도시민들이 소규모 농촌마을과 마을 사
이의 중간지대에 유입
○ 일정한 영역의 전체 토지는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토지와 그렇지 못
한 토지로 구분 가능함. 그런데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토지는 거
의 대부분 도시용지이고, 생태적 기능 수행용지에 비해 면적 규모도 상대적
으로 작인 것이 녹색지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하면, 도시용지
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거의 대부분 녹색보호가 가능한 용지로 보아도 무
방하다는 의미임. 이러한 녹색보호 가능용지의 확보 수준을 판정하는 대리

97
변수로 인구밀도는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 과거 산업화 시대 농촌지역 구
분지표로서 과도한 단순성이 결정적 흠결로 작용하였던 인구밀도가 농촌지
역을 적극적으로 구분하는 최적의 지표로 재조명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됨.
지구인구 만원시대를 맞이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인구밀도는 이미 인
간 삶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미 자리 잡음. 농촌지역에서 어느 정
도 낮은 수준의 인구밀도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대표적 수치로 자
리 잡을 수 있음.

1.2 농촌개발: 글로컬 지속가능사회화

1.2.1. 기본적인 바탕이론
○ 농촌지역의 핵심적 위상인 ‘녹색보호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 인간 맞춤형의 개발이 불가피함. 국민농업국가 시대에는 농업·농촌
개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필요하였음. 그러나, 농업과 농촌이 극단적으
로 왜소화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개발투자 재원은 대부분 비농업·비농
촌 부문에서 조달되고 있고, 차후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임. 이와 함
께 ‘예산위기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농촌부문 정부예산에 대한 효율성 압력
도 점차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개발은 우선 국민들이 농촌에 대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 나도록 국민/국토를 위
해 서비스 하여야 하며, 이러한 애정과 기여 가능성에 바탕하여 건강한 농
촌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여야 함. 여기서 첫 번째는 ‘생명애 가
설’로, 두 번째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또는 기능복합성)’,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가능개발론’ 등의 이론적 또는 개념적 접근을 시도함.

98

1.2.1.1. 생명애 가설(Biophilia Hypothesis)(Sempik, 2010)
○ 생명애 가설은 인간이 자연계에 본능적인 애착을 갖고 있다고 제안함. 자연
주의자 E. O. Wilson은 이 개념의 옹호자로서 가장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그의 저서 ‘생명애’는 많은 영향을 미침. 이 이념은 Kellert & Wilson이 ‘생
명애 가설’이라는 제목으로 편집한 논문집에서 정립되었음.
○ Wilson은 생명애를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대해 선천적으로 갖는 감정적 친
화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선천적인 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전성이어서 인
간의 궁극적인 속성의 일부임. 다른 복합적 행동 패턴과 마찬가지로 생명애
는 준비 및 반준비 학습(Prepared and Counter-prepared Learning) 규칙 –다
른 것에 반대되는 어떤 반응을 학습하거나 이러한 학습에 저항하는 성향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생명애의 속성에 관련된 학문적 증거자료는 빈약
하지만, 그나마 관련되고 있는 문헌에 의하면 생명애는 단일 본능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떼어 내어 분석될 수 있는 학습규칙의 집합체임
○ 생명애 가설은 생명과 생명과 같은 과정에 집중하는 선천적인 기질이 어떻
게, 그리고 왜 인간 종의 근본적인 생물학적 욕구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
려고 노력함. Wilson은 이러한 욕구가 우리들의 물질적 및 물리적 유지에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인간의 심미적, 지적, 인식적, 그리로 영적인 의미와
만족에 대한 갈망에도 영향을 미침.
○ Kellert & Wilson은 생명애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생명애는 타고 났다(즉, 생물학적인 바탕)
- 우리 인간 종이 갖고 있는 진화적 유산의 일부이다
- 인간의 경쟁적 이점 및 유전적 적합성과 관련된다
- 개인적 의미와 만족감을 달성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 같다
- 자연, 특별히 생명의 다양성을 보호 및 보전하려는 인간 윤리에 대한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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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바탕이다
○ 생명애 가설은 인간이 살아있는 자연요소(즉, 식물과 동물)의 실존과 조건
에 선택적으로 동조한다고 가정하고, 이의 이론화를 추구함. 동물은 인간을
대신하여 환경 관련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쉬고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동물은 주위에 위험이 없어 실존 인간의 이완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웰빙과 안전을 나타냄. 공원은 매력적인 주변 환경에서 건
강한 식물과 꽃을 기르고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느긋한 느낌을 들도록 함..
보다 넓게 보면, 생명애는 사람이 자연과 상호 작용하도록 어떻게 동기화
되고, 녹색보호의 경관, 자연으로부터 치료효과를 얻는가를 이해하도록 도
와 주는 정신과학적 구조틀 중 하나임.

1.2.1.2. 농촌의 공익적 기능(기능복합성)
○ 농촌의 공익적 기능(기능복합성)은 하나의 영역/지역에 기반한 개념으로 농
촌지역에서 전개될 수 있는 기능의 복합적 속성과 관련됨. 기능복합성의 개
념은 처음에 농업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병합 생산 및 자원의 다
목적 이용관리’에 연결된 다른 경제분야에서도 잇슈화 되고 있음. 그런 맥
락에서 농업에 바탕하지 않으면서도 수평적으로 기능복합적인 새로운 사업
들이 농촌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실에 바탕하여, 이의 중요성 증대를 부
각시키기 위해 농촌 기능복합성 개념이 개발됨.
○ 기능복합성은 경제활동 또는 영역이 복수의 산출을 공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복지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수의 사회적 목적을 동
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촌 기능복합성의 고유기능(Generic
Functions)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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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농촌기능복합성의 고유기능 구분

표 1-1. 고유기능에 포함된 세부기능
고유 기능

포함 기능

경제적 기능

농림업, 서비스 및 비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공급지
생산되는 사적(私的) 상품 및 서비스가 경제활동 행위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없이 기존 시장에서 거래 가능

환경적 기능

지속가능 자원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경관 및 환경보호, 맑은 물과 공기
제공 등의 기능 수혜
이러한 기능은 전통적인 토지이용 또는 자연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네트
워크에 의해 수행되며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공공재

거주 기능

도농을 불문하고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거주공간
주거활동의 다목적성(Multi-housing)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시장 추동
적인 주거 목적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
시장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연관

레저 및 위락
기능

민속 및 유산의 보존과 함께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관광, 위락및
라이프스타일 기회의 공급지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는 공급자에게 부분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 공공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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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지속가능개발(Moseley, 2003)
○ 지속가능성은 농촌개발의 지향점으로서, ‘장기적 미래에 걸쳐 지속하는 능
력’으로 정의됨.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의 자본에 대한 보전 개
념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
- 환경적 자본: 에너지·사물의 축적·흐름, 기후조건, 생태계 등 물리적 상태
- 인적 자본: 개인의 생산작업 능력으로 건강, 힘, 지식, 기술, 동기, 태도 등
- 사회적 자본: 사회적 구조, 제도, 및 공유가치
- 인공적 자본: 도구, 기계, 건물 및 인프라 등 물질적 재화
○ 지속가능개발은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생명지원 시스템을 동시에 보호 또는 개선하면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현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적 과정’으로 정의됨. 지속가능개발은 세대간
및 세대내 평등과 ‘경계 초월적 책무성(Transfrontier Responsibility)’의 원
칙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농촌개발은 물론이고 모든 지역개발의 통합적
개념이 될 수 있음. 달리 말하면, 농촌개발의 추진원칙 정립과 실행방안 모
색의 지도원리 또는 지향가치가 될 수 있음. 여기서 지속가능성이 ‘지역적
무대(Arena)’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됨.
- 지속가능개발은 사회-환경-경제적 잇슈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국지적
또는 지역적 규모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큰 활동영역 제공
- 경합되는 목적 사이의 갈등을 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의사결
정을 위계가 낮은 곳으로 이양하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 지역은 상호신뢰 및 책임성 공유는 물론 중요한 지역지식을 생산
- 지역개발은 단순한 관망자가 아니라, 관련자들에게 편리한 매체 제공
- 공유재의 실제·잠재적 오염자 또는 남용자들을 제지 가능
- 지역개발 수행과정을 통한 인적 및 사회적 자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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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농촌개발의 성격과 위상
○ 앞으로 지식사회에서 농촌은 넓은 의미의 ‘녹색보호의 장’으로 자리 매김해
야 한다고 앞 절에서 언급하였음. 농촌개발은 물론이고 모든 지역개발이 추
구해야 할 기본가치로 ‘지속가능성’이, 방법으로 ‘지속가능개발’이 정립됨.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 농촌(지역)개발은 ‘녹색보호 지향 지속가능개발
(Green Care Oriented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녹화된 지속가능개
발(Greenifie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여
기서 도시의 지속가능개발과 차별되는 농촌 지속가능개발 또는 농촌개발은
녹색보호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개발, 또는 녹색(또는 생태계) 서비스의 잠
재력을 극대화 시킨 지속가능개발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이러한 선언적 의미의 농촌개발은 회색 보호(인위적 보호)라는 도시개발의
한 극단과 대응되어 녹색 보호(생태적 보호)라는 다른 극단을 형성함. 과밀
에 따른 자연과 별개의 집약적 인공보호시스템이 도시지역에서는 불가피하
다면, 분산에 따른 자연과 공생 관계의 조방적 녹색보호시스템이 농촌지역
에서는 차별적 경쟁력일 수 있다는 의미임. 실제로는 인공보호와 녹색보호
를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체(Contnuum)에서, 양 요소가 시공간적 여건에 따
라 다양하게 조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와 함께, 농촌개발은 도시개
발의 폐해 또는 역기능을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개발의 대안을 모
색하는 위상도 함께 가질 수 있음.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도 소외되거나 체
질적으로 동화될 수 없는 비선호자 및 소외자가 생기는 것이 문명의 모습이
고, 특히, ‘Digital Divide’ 현상에 의해 이러한 보완적 및 대안적 수요를 농
촌개발에서 수용해야 할 사회적 요구도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됨.
종합하면, 농촌개발은 녹색보호에 기반한 지속가능개발이라는 독자적인 정
체성 확보와 함께, 도시개발의 소외자 또는 비선호자에게 보완적 또는 대체
적 대안을 제공하는 사회통합적 위상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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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농촌개발의 현실적 개념과 대상
○ 위에서 논의한 농촌성의 새로운 해석, 관련된 관심사 및 소망 등에 바탕하
여 최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농촌개발의 현실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정의될 수 있음(Moseley, 2003).
- 부문 및 공통적 잇슈와 함께, 교육, 건강, 주거, 공공 서비스 및 시설, 리더
쉽 및 거버넌스 능력, 그리고 문화유산 등, 농촌주민과 지역의 집합적 활
력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잇슈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환경적 목적을 추구하는 하
나의 다차원적 과정
- 전체 공동체의 장기적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지속적이고 지속가
능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적 변화 과정
○ 여기서 세 번째 정의에서 굵게 밑줄 친 단어들이 농촌개발을 이해하고 진흥
대상을 파악하는데 중심적 주제가 될 수 있음.
- 지속적인: 일시적이 아님
- 지속가능한: 물려 받은 자본을 존중
- 과정: 지속적이고 상호 관련된 행동
- 경제적: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교환에 관련
- 사회적: 인적 관계에 관련
- 문화적: 생활방식과 정체성의 원천에 관련
- 환경적: 물리적 및 생명 환경(Biotic Surroundings)에 관련
- 고안된: 자연 발생적이 아닌 세심하게 유도된
- 장기적: 1년이 아닌, 수 십년 기간에 관련
- 복지: 물질적인 번영 만이 아닌
- 전체: 모든 연령, 양성 및 모든 사회계층을 포괄
- 공동체: 여기서는 관련 지역에 살며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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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개발의 관심사들이 ‘비전 천명(Vision Statement)’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함.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농촌백서
(Rural White Paper)’에서 제시한 비전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비전을 제시
하고 있음(DETR, 2000).
표 1-2. 영국농촌의 비전
비전/목적

시 책

살기 좋은 농촌(A Living Countryside)
: 활기차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수혜
하
는 농촌

마을서비스 활성화
농촌서비스 현대화
적정가격 주택 공급
지역 교통문제 해결

일하는 농촌(A Working Countryside)
: 경제 다각화로 안정된 수준의 고용 혜
택을 향유하는 농촌

시장도읍 재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동
력 발굴
지역농업의 새로운 방향성 정립

보호된 농촌(A Protected Countryside)
: 환경이 유지되고,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농촌

영국농촌의 특별한 모습 보존
누구나 쉽게 다가서서 모두가 즐기는 농
촌 보장

활력있는 농촌(A Vibrant Countryside)
: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농촌

농촌도읍·마을에 지역 자치권력 부여
농촌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 현실적으로 농촌개발은 지역농촌개발(Local Rural Development) 또는 농촌
지역개발(Rural Area Development)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지역개발이
‘지역적 관심사를 다루고, 물질적·인적·상징적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
며, 지역주체들을 역동화 하기 위해 지역 규모에서 개발을 추구하는 일’로
정의한다면 농촌개발이 지역개발 형태로, 다시 말하면 지역농촌개발(Local
Rural Development)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음.
- 지역적 다각성: 경제·사회적 여건, 문제, 니즈 및 개발 잠재력이 지역별로
크게 달라 각 지역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지역 맞춤형이어야 함
- 농촌문제의 혼교성(混交性): 파트너쉽이 가장 잘 단조되고, 조정이 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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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며, 부문에 관련된 하향적 우선순위와 상향적 니즈가 가장 잘 조화
되는 장은 국지적 영역으로서의 지역
- 지역적 정체감과 역동화: 지역주민들이 개인과 집단적 시각에서 농촌개발
의 핵심 자원화 하여, 지역적 지식과 경험에 바탕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역동화를 통해 지역개발에 열광적으로 참여
- 지역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지역이 주체적으로 추동하는 농촌개발은 지역
자원의 가치 부여와 재화·서비스의 지역 내부 구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
속가능한 경제개발 가능
- 세계화에 대한 방어망 구축: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고품질 지역 특산품과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그리고 문화경제의 추구

제2장 농촌개발론의 태동

○ 산업화 시대를 풍미하였던 농업 현대화론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토대를 제공하였음. 전통적인 소농사회가 해체되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시민사회로 대체되었으며, 값싼 잉여 농업노동력을 산업부문에 대량 공급
하여 산업 발전의 초석을 제공하였음. 주요 농산물의 생산성이 대폭 개선되
고 지역농업이 형성되어 값싼 농산물이 안정적 및 대량으로 공급됨에 따라
저임금을 지탱하는 바탕이 되었음.
○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사회화가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됨에 따
라 농업현대화는 오히려 국가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가격-비
용 압박(Cost-price Squeeze) →농업부문의 소득·고용 감소 →농업의 산업적
위상 약화 →농촌정주기반 훼손 →지역사회 해체」로 이어지는 소외의 악
순환이 유발되고 있음. 농업-농촌의 유리(遊離)에 의한 정체성 상실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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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비윤리성에 의해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 악화되고 있으
며, 고실업사회에서 이촌 실업인구는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렇게 농업현대화가 야기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농촌개
발이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농촌개발 노력들의 개념화 및 이론화 시도 성
과가 농촌개발론임. 농촌개발론이 탄생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음(Ploeg, 2000a; 2000c).
① 농업현대화 시책·패턴·관계들과의 단절 필요성을 인식
- 농업 노동과정이 고도로 전문화·분업화 됨에 따라 비농업적 활동은 물론
이고 농업적 업무 자체도 전문 농산업부문과 전문기관에 재배치·외부화
하여 농업부문 자체에서도 소외가 심화되고 있음. 농장-농가 간 연계와 협
동 패턴 및 생태계 환경이 훼손 또는 소멸되어 농업노동이 단조화(單調
化) 하므로서 농민은 전일적 실체인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음. 또한
남성 지배적인 노동 분화에 의해 양성(兩性) 관계가 왜곡되고 임금노동의
질이 저하되어 사용자-노동자 관계가 은밀화 하고 있음.
② 이러한 단절 필요성에 입각한 주요 타개책으로 농촌개발노력들이 실행
- 농촌개발은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업무와 활동들을 재통합하고 다품목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며, 농장-농가-지역 내부에서 관련된 역할과 패턴들
을 포괄함. 균형적인 양성 관계가 회복되어 가족이 재출현하고, 농장-농
- 지역사회 연계·협동 패턴이 복원되어 지역사회를 활성화 함. 새로운 네트
워크, 소통 및 제도적 장치가 설정되므로서 기술관리적 임무환경(TATE:
Technological Administrative Task Environment)에서 해방됨.
③ 사회 전반의 서비스화가 주요 추진 동력
- 서비스 분야의 급속한 확대 추세에 농촌개발도 눈에 띄게 순치되고 있음.
농촌관광과 녹색보호(Green or Social Care)가 농장활동으로 통합되어 다
양한 사회서비스가 농촌지역에 이전되고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 변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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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저변에는 복합자원의 혜택, 자치와 통제의 적절한 조합, 네트워크의
활용성, 지방적 혁신성과 유연성이 자리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
적인 영농’은 서비스 사회로 진입하는데 현대화 농업 부문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이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④ (농업) 현대화 패러다임이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대체 중
- 농업분야는 현대화 시기에 스스로 부과하였던 편협되고 폐쇄적인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지평으로 이행 중에 있음. 농촌개발은 기존 상황에 새로운
활동·업무·정체성을 단순히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기존의 개
발성좌(星座)를 다시 설정하고(Reconfiguration) 있음. 이에 따라 현대화
패턴들은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변환되어 새롭고 대조
적인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농촌개발 패러다임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임. 농촌개발론이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당대의 논의로 자리 잡으면
새로운 논쟁을 촉발할 것임.
○ 결론적으로 농촌개발 실행의 강도, 범위 및 영향 등이 분명해 지면 농촌개
발의 정수(精髓)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적나라하게 가시화 될 것임. 현재, 최
소한 이론적 수준에서 패러다임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음. 농촌개발 실행에 배태(胚胎)된 새로운 네트워크, 실행 및 정체성
을 적절히 반영 또는 대변하기 위해 경험에 바탕한 이론을 구축하려는 노력
들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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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촌개발론의 전개

3.1. 패러다임 변환(Ploeg 2000a)
○ 농촌개발 패러다임은 복수의 개발 수준과 주체를 가진 과정으로서, 그리고
농업·농촌의 기능복합성(Mulitunctionality)36에 바탕한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측면에서 구현되고 있음. 현대화 과정에 의해 고도로 전문화·단일 기능화
하였던 많은 농장들이 다면적 활동 형태로 전환하여 새로운 실행과 네트워
크가 구축되거나 운영되고 있음.
○ 복수의 수준과 주체를 가진 과정으로의 전환은 다음 표-4와 같이 5개 수준
에서 살펴 볼 수 있음.
표 3-1. 농촌개발에서의 복수의 수준과 주체
수 준

주요내용

농업-사회간글로벌상호관계

녹색지역 또는 토착적 농업시스템이 새로운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조직화(Reconstitution)

새로운 농업개발 모델

구성 활동 사이의 상호 이익과 상생을 바탕으로 사회적 및
농업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

개별 농가

농가의 정체성, 생계전략 및 실행, 상호관계 및 네트워크의 재정의

농촌지역과 경제주체

농업-농업, 농업-비농업 주체 사이의 새로운 조정 및 갈등
관리 형태와 기제(機制: Mechanism) 개발

정책과 제도

상이한 정책과 프로그램, 정책 및 프로그램과 지역여건, 제
도적 환경과 농촌개발 사이의 조화와 시너지효과 발현

36

Multifunctionality는 우리말로 다기능성 , 다면성 , 복합기능성 , 기능복합성 등으로 번
역할 수 있는데 , 여기서는 다양한 기능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현된다는데 초점을 두
어 기능복합성이라고 명명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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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변환은 농업-사회 간 글로벌 상호관계의 재정립임. 글로벌경제가
규모의 경제와 수직적 통합에 바탕한 성장모델을 버리고 점차 유연한 조직
패턴으로 구조 조정하는 추세에 대한 농기업(Agri-business)의 대응으로 파
악하는 시각임. 농촌의 역할이 1P 에서 4P(Production, Place, Play,
Protection)로 확대됨에 따라 농촌은 비교역재 또는 공공재 생산 저수지로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착적 농업시스템 유지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수
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농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재조직화 되어야
함. 이러한 재조직화는 과소화지역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두 번째 변환은 새로운 농업개발 모델 구축임. 농업현대화에 의해 농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물론이고, 농업공동체의 이해관계 분화 및 기대와 전망
등 모든 측면에서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음. 농촌개발은 새로운 농업개발
모델을 실제적·이론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활용 가능한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특히 시너지가 특별한 관심사로 농장 자체, 농장-농장, 농장
-농장 밖 활동 사이의 응집력을 창출하는 전략적 요소가 됨. 현대화가 농업
을 다른 농촌활동으로부터 유리시킨데 반해, 농촌개발에서는 활동 사이의
상호 이익과 상생적 상황이 전략적이고 바람직함.
○ 세 번째 변환은 개별 농가 수준에서 일어남. 현대화 과정에서 주변으로 밀
려난 지방적 레퍼토리에 기반하여 농가의 정체성·전략·실행·상호관계·네트
워크를 재정의 함. 다각화 농가는 농업과 농외 활동들이 혼합되어 있어, 활
동별 가족 노동력의 조정과 할당이 시너지효과 발현의 원천이 되고, 이로
부터 시너지 잇슈가 재출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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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농촌지역과 경제주체 수준에서의 변환으로, 농촌발전의 논리 하
에 새로운 조정과 갈등관리 형태·기제가 개발됨. 이제 농촌은 농민들 만의
전유물이 아니어서 농촌지역-경제주체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접합이 개발
중에 있음. 특히 농촌관광, 자연·경관보전, 고급 또는 지역전문품 생산 등의
영역에서 상이한 주체들이 기회와 자원에의 접근을 두고 경쟁하게 됨. 대표
적 사례로는 경관·자연 보전에 대해 농민들의 ‘다면적 관리가치’(공익재 병
합생산)와 보전 전문조직들의 ‘특권적 보전가치’(야생보전지 창출) 사이의
충돌을 들 수 있음. 또한 농민들도 전·겸업농의 이분 구조에서, 대규모-틈새
생산자-복합경영자-취미농-다양성·경관관리자-폐·휴경농가 등으로 분화함
(Moynagh, 2003).
○ 다섯 번째는 정책과 제도 면에서의 고려임. 국가 또는 광역농정은 ‘평균치
중심주의’인데 비해 지방농정은 ‘변이(차별화) 중심주의’이어서 양자의 괴
리는 불가피함. 또한 지방에 따라 농산품과 서비스의 생산-변환-마케팅 부
문의 제도적 환경이 농촌개발에 우호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현장 밀착적인 농촌개발 정책·프로그램은 지방
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당연하면서도 권장해야 할 사항이지
만, 거시-미시적 수준 간에 갈등을 빚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조정과 접합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는 상이한 정책·프로그램 사이의
조화와 조정(Rural Proofing or Lens), 농촌개발 정책·프로그램과 특정한 지
역적 포진(布陣) 사이의 조화, 우호적 농촌개발환경(Rural District)의 조성
등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
○ 농촌개발은 다양한 배열, 이질적이면서 서로 연계된 실행을 노정하여 다차
원성을 보이고 있음. 경관관리, 새로운 자연적 가치보전, 농업관광, 유기농,
고급 지역특산품 생산 등이 이에 해당함. 가족농들이 점차 채택하고 있는
다각화 활동에는 혁신적 수준·형태의 비용절감, 농장직판, 보호농업(Care
Farming) 등과 같은 새로운 활동 등이 포함됨. 이러한 유형의 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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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business)에 농민-농가-지역사회가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
적 결속을 유발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많은 경우, 다
양한 활동들이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잠재력을 시현하고 시너지 효
과를 발현함.
○ 이로 인해 현대화과정에서 ‘과잉(Redundant)’으로 간주되었던 농장단위들
이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고, 새로운 상호관계은 다른 농기업 또는 지리적
으로 떨어진 도시민 계층 사이에서도 설정 가능함(Power of the Rural,
Constituency of the Rural)(Bell, 2010).

3.2. 새로운 농촌개발의 다각적 의미와 구현 유형의 다양화
○ Ploeg(2000a)는 농촌개발이 갖는 다각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① 현대화 과정에서 훼손되었던 농촌경제 및 농장활동을 농가가 능동적으
로 재구축하여 마련한 생계 전략: 농민들이 자신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
기 위해 자주적이고 자기 추동적으로 개발한 신규 생계전략의 집합으로
이기주의 활용에 바탕
② 농업·농촌 및 사회적 측면의 재편성(Rural Restructuring)을 함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시장과 사회 전체의 수요·기대에 부응하는 구조조정이 필요
③ 이제까지 단절 또는 접근 불가능였던 연계구조를 새롭게 구축하여 농기
업이 생산한 상품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새로운 변환영역의 발견, 특
히 순환영역 사이의 파괴적 재구축에 의해 사회 전체적으로 새롭게 창출
되는 수요시장에 접근
④ 기존 보유자원의 이용구조 변환: 현대화 패러다임에서 쓸모없고 외부적
인 간주하였던 자원들을 재형성·재조합 하므로서 새로운 자원기저 창출,
가치재로의 변환, 자원 간 결합에 의한 새로운 관점 및 이해관계 설정
등의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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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중 및 이질적 실체로서 농촌을 재검토: 농촌의 이미지·실체를 적극적
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며,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자원의 재가치화·재조합, 사회·물리 융합적인 조정·재형
성, 사회-문화-생태자본의 재생 및 활용 등으로 발전
○ 새로운 농촌개발이 구현되는 유형도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
과 같음.
① 농민주도 자연·경관관리: 농업환경정책-영농시스템-농촌개발 목적을 통
합하여 가치재로서 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고 일반인에게 개방(Banks,
2000)
② 시너지 구축: 지역 수준에서의 집합적 행동과 지역사회를 넘는 연대에
의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며 접근 불가능한 자원에의 접근 도모
(Brunori, 2000)
③ 다각적 활동에 의한 기회의 다중집합: 영농이 다른 수익활동과 결합하여
다각화 하고, 이렇게 창출되는 농업·노동의 다중적 기회집합을 결합하여
생계전략화(Kinsella, 2000)
④ 식품의 재사회화·재공간화에 의한 식품공급체인의 단축: 식품과 관련된
자연·질·지역·가치 구조를 결합하고 재형상화(Reconfiguration) 하여 재
화 이상의 복합적 가치를 식품에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므로서 상품의
출처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제공하고, 생산자-소비자 사이의 동반자
관계 형성(Marsden, 2000)
⑤ 관행농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영농: 내부자원의 역동화·재조합·재
활용을 통해 높은 기술적 효율성을 실현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소득과
고용 증대로 연결되므로서 농촌개발 부문에 통합(Ploeg 2000b)

3.3. 농업·농업인의 주체적 역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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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 담론에서 ‘비농업적 신생 사업(기업)의 지속적 도입’이 농촌경제
의 주요한 강화시책으로 강조되고 있음. 이는 농업부문이 농촌 재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확고한 가정에 바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농업이 당대(Contemporary Era)에 이르기 까지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
탕으로 자연-반자연-인공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의 산물이라는 측
면을 간과하고 있음. 농촌개발과정에서 다양하고 많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
지만, 농촌개발이 단지 농업의 몰수를 통해서만 진전될 수 있다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가정임. 오히려 오랜 역사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농
촌발전의 잠재력을 본질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농업부문 자체에서의 혁신과
기업경영기술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농촌개발의 토대를 구축 가능할
것임(Ploeg 2000a).
○ 농촌개발은 다수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과정(Partnership)이지만, 자신의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 실행들을 착수·실행
(Ownership)하고, 책무성에 바탕하여 전략적 역할을 수행(Leadership)하는
일은 주로 농민들이 담당하고 있음. 농촌개발의 구체적 실행 주체로서 농민
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에 의해 전략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Ploeg 2000c).
① 토지, 건축·시설물, 공간, 동식물, 각종 생산품 및 장인정신 등과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자원의 재조합(Reconstitution)·재형상화(Reconfiguration)
능력을 보유;
- 이러한 자원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 초
기에 위험이 통제·최소화 되는 가운데 새로운 활동에 착수할 수 있음. 또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하여 ‘일하면서 배우는(Learning by
Doing)’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② 농업현대화의 구체적 궤적들이 자신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실제적
으로 부적함을 인식:
- 전통적인 모계사회에서 주요 경제주체이었던 여성들이 이러한 부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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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원격 변방지역과 저개발지역에
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지도 바람직 하지도 않음은 물론, 고전적인
산업화 농업지역에서 마저 새로운 대안적 생산유형과 판매방식으로 전환
하고 있음.
③ 다양한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보상:
- 농촌개발 실행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농촌개발활동의 설계자·주도자로서
기술과 솜씨를 발휘하여 만족감과 성취감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
에서 생존(Subsistence)이 아닌 생계전략(Livelihood Strategies) 차원에서
가족 구성원의 참여와 기여가 가능해 지므로서 가족적 전통으로 농장을
유지할 수 있음. 특히, 산업화 시대에서는 농가경제의 주체가 될 수 없었
던 농촌여성들에게 자긍심·즐거움·만족감을 복원시켜 주는 것은 농촌개
발 관련 조치들의 가장 중요한 정착과 성공 요인이 되고 있음.

3.4. 농촌발전의 본원적 인력인프라로서 신소농(Ploeg 2000a, 2009;Willis, 2004)
○ 전통적인 소농(Small Farming)은 ‘생존농업’으로 ‘한 가족끼리 자신들이 필
요로 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스스로 생산하기 위해 짓는 소규모 농사’(다
음사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이어서 가족노동력의 총체적 활용이 핵심
이고 이는 대가족제도의 성립요건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대화 농업은 ‘상
업농’으로 시장 출하를 위한 상품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농의 경우와는
농업생산 경로가 현저하게 다름. 이에 따라 시장자본주의는 물론이고 사회
주의 경제체제에서도 소농은 발전의 장애물로 보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물
론이고 경험적으로 과거와 변방으로 재배치되었음. 소농은 특유의 기술적
제약으로 정체성(停滯性)과 퇴행성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
하기 위해 기업농·자본농·조합농(Entrepreneurial·Capitalist or Corporate
Farming)으로의 전환을 추구하였음. 외부 개입, 이익 극대화 및 확대, 과학
적 합리성에 바탕한 의사결정 등이 강조되고 이는 농업적 변환의 주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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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현대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여 소농은
상당 부분 존치하고, 전세계 농민 중 다수가 소농인 점은 현대화 패러다임
이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농업 현대화는 구현 결과가 일률
적이지 않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도 많으며, 가정한 대로 기능
하지도 않았음. 오히려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해당 농업부문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고도화된 선진국 농업과 농민을 단순한 농
기업적 측면에 한정하여 소농과 소농민으로 설명하는 일도 점차 한계에 봉
착하게 되었음.
○ 이러한 소농이 재평가된 것은 당연한 귀결로서, 농촌개발의 실행과정에서
상호 연계되어 발현되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재소농화(Repeasantization) 또
는 신소농(New Peasnatry)이 출현하게 된 것임. 먼저 기업농과 조합농의 문
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소농 영농모드는 발전적으로 재해석 되었음. 기업농
과 소농은 생태계와의 관계, 자원통제기반, 생산기제 등의 측면에서 표-5와
같이 근본적으로 작동방식이 다름.
표 3-2. 기업농과 소농의 작동방식 비교
구 분

기업농

소 농

생태계와의 관계

자연으로 부터의 이탈을 계속 추구

가용 생태자본 잠재력에 강한 바탕

자원통제기반

인위적 요소가 자연자원을 대체→
외부 투입자원에의 종속성 심화

토지소유권 확보와 내부자원 이용
극대화→자체통제 자원기반 보유

생산기제

재정자원의 가용성→규모의 경제
에 의한 급속한 생산성 증대 가능

협동생산에의 참여→사람-농업이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자연사회자원이 연합하여 변환

○ 현대농업은 농업의 외부 종속성 심화 및 한계화, 소외 및 불안정성과 같은
적대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데, 신소농은 자치투쟁을 통해 자주적 자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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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반을 창출하고 협동생산을 지향하고 있음. 토지는 이러한 자원기저의
지주로서 적대적 환경에 대응하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순차적
으로 자주적 자원기반에 의해 생명체로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차별화된
형태의 협력생산이 가능하여 짐. 또한 소농은 주로 비상품화 자원흐름에 바
탕하기 때문에 생산 투입요소의 시장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시장과의 연계
와 격리를 주도적으로 적정화 할 수 있음.

그림 3-1. 소농의 자치투쟁

○ 종합하면 소농농업의 핵심요소들은 취약한 현대화 농기업과 대조되는 새로
운 농업유형의 정체성 지평을 대략적이나마 제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촌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재소농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중요 자원에 대한 소농의 통제력이 확보·강화되고, 이러한 자원의
재형상화·재구축 능력을 보유함. 새로운 네트워크 개발을 통해 다른 농민과
사회계층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연계 능력 개발 의지도 강력함. 기
술적 효율성 개선을 통해 총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유지가 개별 주체인 농
가는 물론이고 소농공동체인 지역사회 전체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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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소농화 과정은 전통적인 소농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소농
을 발전적으로 대체하는 신소농의 탄생으로 보아야함. 신소농과 신소농공
동체와 전통적인 소농 및 공동체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음.
표 3-3. 전통적 소농·공동체와 신소농·공동체의 비교
소 농

소농 공동체

항목

전통소농

신소농

항목

전통소농

신소농

삶의 선택성

숙명적

자발적

성격

동질 집단

이질적 통합체

사회적 지위

농민

시민

리더쉽

통치

협치

영농의 위상

생존전략

생계전략

외부관계

예외적개방성

선택적 폐쇄성

직업적 위상

전업농

겸업(다각)농

사회적자본

유대

유대·가교·연계

가족노동배분

농업단일

농·비농업복합

권력 원천

농촌

농촌성

지향가치

풍요

웰빙

주민의식

집단적

개인적

가치관

폐쇄·수동적

이념·도전적

발전동력

靜的 안정

動的 변화

환경보전

무관심

적극적

관계구조

위계(位階)

네트워크

제4장 농촌발전론

4.1. 농촌발전 또는 농촌개발의 의미
○ 유럽연합의 농촌개발은 ‘환경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방법으
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리스본 전략
((Lisbon Strategy for Jobs and Growth)’에 바탕하고 있음(http://ec.europa.eu/
agriculture). 농촌개발은 ‘전원지역과 지역사회 재활성화’를 지향하며, 농촌
개발시책은 농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농촌지역의 다각화 및 혁신을 추진하는
핵심 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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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새로운 농촌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에서는 ‘정책적 초점 변화’와 ‘거버넌스 구조 조정’을 양대 변환축으로 설정
하고 있음(www.oecd.org/regional/). 쇠퇴분야 보조에서 전략적 투자 방식으
로 전환하고, 지방적 특화를 새로운 경쟁적 이점 창출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음. 기업 직접지원 방식과 유사(類似) 공공재에 유의하고 있고, 정책 추진
측면에서는 부문에서 영역으로의 전환과 탈집중화, 파트너쉽 확대 등을 추
구하고 있음.
○ FAO에서는 농업부문과 비영농 농촌경제 부문이 상보적으로 강화될 때 가
장 성공적인 농촌개발로 보고 있음(http://www.fao.org/tc/policy-support/
areas-of-expertise/rural-development/en/). 농촌개발 관련 대부분의 잇슈들은
사회·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 실행을 강조
하고 있음.
○ Moseley(2003)는 농촌개발을 ‘지속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혁신을 존
중하고 기존의 부가가치를 혁파하며, 기업가정신, 위험 지향적 지역사회, 사
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접근성, 파트너쉽,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진단, 전략적 계획, 집행 및 평가 등과 같은 핵심개념에 의해
구조화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4.2. 유럽연합의 살고 싶은 농촌의제(Living Countryside Agenda)
○ 유럽연합은 ‘살고 싶은 농촌의제’를 통해 농촌개발모델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음. 농촌지역의 다면적 속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
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차
별화 하고 있음. 환경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고품
질화를 추구하는 농업 창출과 새로운 농촌개발 골격구조(Framework)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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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를 쌍둥이 지주로 제시하고 있음. 이 쌍둥이 지주는 ‘농업-농민-농촌공
간-농외부문’이 상호 강화적인 상생관계 속에서 통합되도록 다음과 같은 3
가지 원칙에 바탕하여 농촌정책을 정착시키고 있음(임송수, 2007; Kinsella,
2000).
○ 원칙1은 ‘농촌개발에서 기능복합성에 바탕한 농업의 중심성 회복’이라는 기
본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고, 원칙2는 ‘이러한 기능복합성을 적극 활용하면
서도, 농업의 한계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으로 농외부문으로의 외연 확대’가
새로운 기회임을 표현하고 있음. 원칙3은 ‘이러한 농업·농촌활동의 다각화
는 지역사회 및 중심지가 제공하는 다중 기회의 활용에 의해 완성’될 수 있
다는 관점을 나타냄.
그림 4-1. 유럽연합의 살고 싶은 농촌의제

○ 종합하여 보면 유럽농촌개발정책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소농 가족농과 농
촌고용 유지를 위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보다 본원적으로는 가족농 유
지 또는 복원의 근본인 ‘가족공동체의 발전적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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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촌발전론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새로운 농촌발전론의 개념적 토대는 기
본원칙(지향가치), 원천적 동력, 기저 인력인프라, 작용기제 및 잠재력의 발
원처 등 5가지 관점에서 구축될 수 있음.

4.3.1. 농촌발전의 기본원칙(지향가치):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발전
○ 지구는 모든 구성원, 특히 생명체가 상생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는 차원에
서 통합적 의미의 지속가능성은 농촌개발이 원천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가
치이자 농촌발전의 골격구조에서 바탕하여야 할 기저원리가 됨. 우리 농촌
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지속적인 과소화에 의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위기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농촌발전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자체를 본질적으로 확보할 수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
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견인하는 우호적 농촌발전환경(Rural
District)을 조성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함.

4.3.2. 농촌발전의 원천적 동력: 가족공동체의 발전적 복원
○ 전통적 가족공동체는 대부분 대면적 접촉 범위에 한정하여 형성되었지만
발전적 가족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이 가족공동체 성립의 필요조건은 아
님. 고속교통 및 정보통신망의 확충에 의한 신유목(New Nomad) 시대가 도
래하고(최양부, 2007),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전에 의해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는 대수적(Log Scale)인 의미로 축소됨에 따라 구성원 간 이격거리가
주는 마찰효과는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임(강병남, 2002). 이에 따라 새로운
가족공동체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상호 의존적 및 보완적 협력 관계 하에
서 통합적 이해 또는 가치를 추구하는 최하위 사회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
음. 이러한 가족공동체의 복원은 앞에서 강조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재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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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기초동력이 됨.

4.3.3. 농촌발전의 기저 인력인프라: 신소농
○ 궁즉통(窮卽通)’이라는 격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농업 이외의 다양한 생
계수단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인력인프라’로서 신소농은 농촌발전의 자발
적이자 기저적인 인적 동력이 됨. 농촌마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권력이 약
한 소농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정주단위
로서 대농과 집약농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단독 농가 또는 소촌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미래의 농촌마을 역시 소농을 지역사회의 기저적 경제활동
유형으로 보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제약과 잠재력을 발전적으로 재해석하여
주도 인력화 하는 것이 중요함. 농업·농촌의 기능복합성 활용 극대화, 발전
적 의미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농촌의 영향력 확대
(Power of the Rural)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를 창출함. 이
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존중하는 다양한 일자리와 사
회적 관계가 제공되고, 소농영농이 이러한 구성활동의 허브(Hub) 역할을 수
행하므로서 최종적으로 ‘신소농 가족공동체’가 정립되게 됨.

4.3.4. 농촌발전의 원천적 작용기제: 네트워킹과 생명의 그물망
○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활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작동 가능하고, 이러
한 사회적 관계구조는 네트워크로 설명 가능함(강병남, 2003). 가족공동체
에서부터 마을공동체는 물론이고 지역-국가-지구촌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공
간조직과 활동들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네트워크체(Networked One)이자,
하위 네트워크를 노드로 하여 구축된 상위 네트워크체계이기 때문임. 최근
네트워크이론은 복잡성을 새로운 질서로 구조화 하는 능력이 확인됨에 따
라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세상의 보편적 작동원리로 도약 중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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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발전 또는 농촌개발도 구성요소의 다원성, 다양성, 기능복합성 등에 바
탕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원천적인 작용기제가 됨.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을 생명시스템에 적용한 것이 생명의 그물망(Web of Life)(김용정,
1998)인데, 본질적으로 생명세계인 자연과의 공생을 농촌발전에서 추구하
는 것이 지향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의 그물망 작동원리는 농촌발전의 작용
기제로 활용 가능함.

4.3.5. 농촌발전 잠재력의 다양한 발원처: 기능복합성
○ 최근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궤적의 핵심적 양상은 다차원성,
다양성, 기능복합성, 높은 통합도 등이 특징임(Kinckel, 2000). 여기서, 기능
복합성은 ‘개별 기능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그리고 상호 연관되면서 제공되
는 형태’임. 농장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농업과 다른 활동 사이에서 자원
이용 방식을 재구성하면 새로운 농촌활동들이 창출됨. 새로운 형태의 기능
복합성이 출현하여 이에 통합되게 되면 지역 수준에서는 새로운 자원기반을
구축하게 됨. 농촌개발과정에서 새로 도입 또는 창출되는 활동들을 농촌자
원 이용의 재구성 결과로 본다면, 자원 이용방식의 분석에 의해 상이한 수준,
활동, 과정 사이의 핵심적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상호 연관
성 분석을 통해 농업이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농업경관, 사회경제적 발전 사
이에 사회적 연계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농촌활동 보다 농촌개발에서 통합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농민들 또한 자원이용방식은 물
론이고 상이한 활동 및 개발영역 사이에 핵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
서 농촌개발과정에서 무게 중심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음. 종합하
면 기능복합성에 바탕한 농촌자원 이용상의 변화 및 핵심적인 상호 연관성
확인을 통해 농업과 농민 중심의 농촌개발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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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례평가: 농촌발전론에서 본 삶의 질 향상정책

5.1. 농촌발전의 기본원칙 또는 지향가치로서의 지속가능성 추구
○ 농촌발전론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원칙 또는 지향가치인 ‘지속가능성’이
삶의 질 정책 전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
릴 수 밖에 없음.
○ 우선 삶의 질 향상정책의 근거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이념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격차
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 하므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
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
련하는 것’임(제2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도시 따라잡기’가
아니고 ‘도시발전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관점인 농촌다움(Rurality)에
바탕하여 건강한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는 일’임. 도시와 대등한 생활수준
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
만, 도농격차 해소가 삶의 질 정책의 목적, 특히 이념이 될 수 없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음.
○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앙정부는 ‘평균치 중심’이지만, 지방정부는 ‘변이 중
심(차별화)’으로 각자의 잠재력과 제약조건에 합당한 지속가능성을 현장에
서 실현하게 됨.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 관련 법과 계획에서는 단순
히 지원사업 항목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중앙-광역-지역-지역사회(공동체)
수준에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거시-미시적 수준에서 연계할 것
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계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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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2차 계획에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한 ‘농어촌 최소서비스 기준’과
‘농촌영향평가’를 중앙정부가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도구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 우리 농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에서의
농촌개발 성과 축적에 의해 ‘변이 중심’ 정책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고
농정의 캐치프레이즈도 이를 표방하고 있지만 농정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음. 국가 및 지방 농정의 이념과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사실상 국가 농정이 두가지 측면을 아우르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열악한 농촌여건을 고려하면 평균치 중심의 국가
농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분화·발전되고 있
는 농촌여건을 감안할 때 차별화 중심의 지방농정은 계속 확대되어야 함.
농어촌 최소서비스 기준과 농촌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농정의 바로미터이자
주요 수단일 뿐만아니라, 양 제도의 유연한 운영으로 국가-지방 농정의 연
계·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 개선과 활용 극대화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함.

5.2. 농촌발전의 원천적 동력으로서 발전적 의미의 가족공동체 복원
○ 삶의 질 향상 법과 정책에서는 전통적 의미에서건 발전적 의미에서건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복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거의 없는 실정
임. 제2차 계획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 및 교육 등이 취약계층 복지증진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을 뿐임. 농촌생활에 대한 젊은 층과 여성의 비선호성
을 당연한 결과로 치부하고 이의 극복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결과의 표현일
수 있음. 가족 구성원 중 특정 연령층, 즉, 노년층만 남아 시간이 경과하면
농촌지역사회는 결국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최근의 원격변방지역
농어촌마을이 겪고 있는 폐촌 위기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인구학적으
로도 균형잡힌 코호트의 유지가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유지에 근본임은 주
지의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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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건·복지 증진과 교육·문화·여가 여건 개선, 지역역량강화 부문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 있음.
그러나 농촌을 소외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완화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춘
소극적 접근법으로는 결코 자생력을 가질 수 없음.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가
족이 새로운 공동체로서 재조직될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그리고 역량강화
부문에서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접근법으로 전환
되어야 함. 선진국에서처럼 점차 보편화가 예상되는 역도시화 및 반도시화
흐름을 활용하여 이촌하였던 가족구성원들이 재결합될 수 있도록 관련 제
도와 프로그램을 도입 및 활성화 하여야 함. 예를 들면, 보건·복지의 경우
지역사회 주도적 운영 및 전달체계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책무성 제고와 다
양한 일자리 창출, 이를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향토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5.3. 농어촌발전의 기저 인력인프라로서 신소농의 적극적 육성
○ 우리 농정의 기조는 아직도 농업 현대화론에 머무르고 있음. 산업으로서 농
업 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농의 소멸에 바탕
한 자본농·조합농 등의 육성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음은 이미 확인된 사항임. 산업화 영농단위(대규모 및
틈새 생산자)와 함께 복합경영자와 취미농, 다양성 및 경관관리 농가 등 소
농들이 함께 조화되어 유지·발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제 소농은 생태
계와의 관계, 자원 통제기반 및 생산기제 등의 측면에서 기업농과 차별화된
대안적 농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져 신소농으로 부활하고 있음.
○ 농어촌발전을 위한 기저 인력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갖는 신소농 육성에 대
해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 농어촌발전은 새로
운 힘의 투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힘의 자연스러운 발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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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짐.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개발 노력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존립과
발전이 가능한 신소농들은 필연적으로 농촌발전의 기저적 인력인프라가 될
수 밖에 없음.
○ 이제 우리나라 농정에서도 소농을 농촌발전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신소농을 농촌발전의 핵심 인력인프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함. 신소
농이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농어촌마을이 본원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관
점에서도 이러한 육성책은 논리적 출발점이 됨. 유럽연합의 살기 좋은 농촌
의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농업의 중심적 위상 회복-활동의 다각화-다중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과 중심 활성화‘가 상호 연계되어 영역 통합적으로 추
진될 때만 신소농 육성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특히 신소농 가족공동체가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구조의 다양성을 담아 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간통합적인
지역개발 및 경제활동 다각화 등이 페키지화 되어 추진되어야함.

5.4. 농촌발전의 원천적 작용기제로서의 네트워킹 강화
○ 전통적인 자급자족사회의 농촌마을은 원래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기능적
으로 연계(Functional Interdependence)되어 있었음(Cloke, 1983). 네트워크
의 관점에서 보면 수평적 연계 방식임. 그런데 도시산업화를 겪으면서 서비
스 공급체계의 도시 지향성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농촌공간이 중심지-배후
마을로 분화되어 마을간 기능간 연대는 사실상 소멸되었음. 수직적 연계 또
는 위계적 분화 방식으로 변화한 것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러한 수평 및
수직적 연계가 통합된 네트워크가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 조직구조원리가
될 것임은 이미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농촌 공동체는 바탕하고 있는 사회
적 자본이 전통적인 ‘결속(Bonding)’ 유형에서 ‘가교(Bridging)’는 물론이고
농촌지역사회 외부 까지로의 ‘연계(Linking)’ 유형으로 확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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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 2003). 세방화 시대에서 농촌발전의 기본적 동력이 네트워킹 능력
에 있으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된 농어촌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가 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생명의 작동원리가 적용되는 ‘생명
의 그물망’으로 접근되어야 함.
○ 농어촌지역의 단위 활동은 기능복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단위
활동을 네트워킹하여 통합하는 것이 농촌 나름대로 경쟁력 발휘의 원천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향상정책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네트워킹만
강조되어 있을 뿐,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실질적 의미의 네트워
킹 노력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음.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 및 부문 간에
는 상호연관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수 및 시너지 효과 자체가 발휘되
지 못하고 있음. 농촌발전의 가장 큰 동력의 하나가 시너지효과임을 감안하
면 현재의 삶의 질 향상정책은 기본틀을 재검토하여야함.
○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권역화 마을군 중심’ 개발방식에서 ‘마을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응집력이 강한 마을이 개발단위로 가장 적
합하다는 관점에 바탕하고 있음. 그러나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보면 ‘마을
중심’ 개발방식은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킹 수준을 가장 하위의 개념인 ‘결
속’ 유형에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농촌발전의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
치됨. 이러한 시대 착오적인 정책방향은 사회적 자본의 발전이라는 가장 기
본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채 단순히 표피적인 문제 해결에 머문 정책수
립자의 오해가 빚어낸 오류임. 이러한 근원적 관점에서 정책이 다시 원위치
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

5.5. 농촌발전 잠재력의 발원(Source)인 기능복합성의 창발
○ 농업·농촌의 기능복합성은 ‘개별 기능의 가치화 →기능간 결합·융합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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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원기반 구축’ 과정을 통해 가치화 하거나 한 차원 높은 가치재를 창출
함.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기능복합성을 적극
적으로 발굴하고 발현 가능한 가치를 적절하게 정립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중요함. 삶의 질 향상정책에서 시도하고 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조사’나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노력은 그래서 시의성을 갖음.
○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소적 가치가 확인된 개별 기능을 결합·융합하여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자원기반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분야의 창
의성이 발휘되어야함.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민간시장은 대부분 형성되어
있지 않았거나 구조적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
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음. 그간의 삶의 질 향상정책에서 기능복합성 발휘
를 위해 전방 부문은 나름대로 추진되었으나 후방의 활용부문은 정책에 반
영되지 못하고 있어 3차 계획에서는 관련된 민간 시장의 중장기적 육성책
마련과 함께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의 실험적 및 선도적 시책들이 추진되어
야함.
○ 다안적(多眼的: Polyocular) 시각에 의하면 해석자의 의미있는 견해에 의해
대상의 기능은 표상(表象) 또는 작동되는 동적 개념임(Noe, 2008). 다시 말
하면 농업·농촌의 기능복합성은 대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
라짐. 그래서 같은 대상이라고 사람에 따라 발휘 또는 인식되는 기능이 달
라지고, 같은 사람이라도 시공간적 여건에 따라 달라짐. 같은 초지라도 여
름에는 목초지가 되지만 겨울에는 눈 썰매장이 되는 것이 그 예임. 이러한
시각은 기능복합성이 동적 속성을 가져, 기존의 기능복합성에 머무르지 않
고 무한으로 창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고도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
에서 삶의 질 향성정책에서 농업·농촌의 기능복합성 창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적 시책들이 추진되어야함. 이러한 기능복합성의 창발
은 지속적 농촌발전의 가장 본질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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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정책적 혁신에 초점

○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거대한 기술경제복합체와 모빌리티의 획기적 개선이
결합되어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음. 이러한 변화
는 과거 보다는 훨씬 실시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이
미 공감하고 있는 사실임.
○ 이에 따라 우리 농촌도 지금까지의 단순한 추세적 변화(Change) 수준을 훨
씬 넘는 혁명적 변환(Transformation or Shift)이 진행되어 농촌의 재편성 또
는 재구조화(Rural Recomposition or Restructuring)가 국가적 정책수립의 화
두가 되고 있는 것이 최근 선진국 농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
운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내고 농촌개발 당사자들에게 이의 의미와 대응방
향을 이해 및 확산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촌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전략을 발굴해 내려는 노력은 제1-2
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음.
○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을 축으로 한 기술간 통합과 융합에
의해 전통적인 1·2·3차 산업의 구분은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음. 생산과 가
공, 그리고 관련 서비스의 구분이 애매해 지고 있으며, 설사 구분이 되더라
도 시공간적으로 통합되어 전개되기 때문에 실제 운용상 구분은 의미를 상
실하게 됨. 상품이 제조되는 곳이 공장이어야 할 필수성이 사라지고 있고,
물리화학적 생산에 대체하는 생물학적인 생산방식이 보다 높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서비스가 생산의 중요한 영역으
로 넘어 온지는 이미 오래 전 일임. 경제활동에서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70%를 넘고 있으며, 산업의 연성화 추
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서비스부문 자체가 사실상 전체 산업이 되고 관행
적인 1-2차산업의 점유율이 1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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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변화의 규
모 만이 아님. 소위 패러다임 변화가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시간 사이의 간격 역시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점임. 즉, 영향의 즉시성
(Real Time)임. 소위 이즘(Ism)의 변화와 삶의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현
(Realisation) 사이의 지체현상에 의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데 과거에는 여
유가 있었음. 그러나 이제는 매우 빠르게 삶의 문화로 반영되어 미리 선제
적으로 준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기(失機)하며, 실기는
바로 퇴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함.
○ 모빌리티의 대폭적 개선과 정보통신기술의 일상적 운용에 의해 농촌개발을
둘러 싼 시공간적 제약은 크게 해소되었음. 지금까지의 향도이촌(向都離村)
이라는 일방향의 비가역적 흐름에서 쌍방향 또는 다방향의 가역적 흐름으
로 바뀌어 감에 따라 도농을 불문하고 기회와 위기가 상존하는 세상이 되고
있음. 농촌거주 의사결정이 경제적 기회 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에 대한 선
호성(Lifestyle Choice)이 함께 작용하여 과거의 도시근교 위주 입촌(入村)
입지가 다양한 지리적 분포 형태로 바뀌고 있음. 근본적으로 산업과 거주지
입지는 기업과 개인이 선택할 사적 영역이지만, 적절한 인프라(여기서는 물
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도·사회적 환경 등 소프트 측면 까지 포함한 포괄
적 의미의 지역인프라) 확충에 의해 농촌 선호환경을 정책적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과소화 대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
야함. 이는 기본적으로 도시산업사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사
회로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음. 농촌정책의 핵심명제를 ‘인구감
소의 수동적 방어’에서 ‘인구유지의 총체적 대응’으로 전환되어야함.
○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농업 소외적’ 방식이 ‘농업중심적인’ 농촌개발로
전환되어야함. 농업과 농촌환경이 갖는 기능복합성에 기반하여 농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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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공급을 가능한 내부화 하며, 농가활동을 다각화 하고, 농업·농촌·농민
이 산업사회에서 가졌던 고립적 관계를 탈피하여 상생적 관계(시너지화)로
발전시키며 농업-환경의 통합화·순환화에 의해 농업의 중심적 위상을 복원
함. 이렇게 복원된 농업의 중심적 역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의 소농을
활성화 하고 이들을 농촌발전의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양성하여야함.
○ ‘국민공유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원천
이자 모든 국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재조명되고 이를 범국가적 운동으로 확
대 발전시켜야함.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발 맞
추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
어야함.
○ 농어촌지역이 국민공유공간화 함에 따라 농촌공간 및 자원의 소비화는 지
속적으로 진행될 것임.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었던 농촌세력(Rural Power)이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 분포하는 농촌성 선호세력(Power of the Rural)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언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농상생시책이 마련되
어야함. 농촌자원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통합되는 프로슈머(Prosumer) 또는
보완적 역할 분담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나눔과 엮음이 추진
되어야 한다는 뜻임.
○ 모빌리티의 개선과 일반화에 따른 거주의 유연성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별
택(Second Home)으로 대표되는 복수 주거(Multiple Housing) 현상을 능동
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야함. 예를 들면, 도시민 소유의 농촌 주택을 농
촌주민이 유지관리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민
박객들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가칭 ‘별택임대형 민박사업’ 등을 도시
-농촌주민 합작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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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촌복지 개념 정립

1.1. 발제문: 농촌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37
김영란 교수 / 국립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 농촌복지를 꿈꾸었던 이정일 사회복지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미략 )

댓글 1: 회장님!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1. 농촌복지가 뭔지 ?
2.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학문정립과 연구의 장인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 요즘
여러곳 (또는 아무곳에나)억 "복지"라는 단어를 붙이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용교 교수: 복지를 붙인 복합어가 많습니다...사회복지는 기본이고, 복지대통령, 복지정책,
문화복지 등... 그중 일부는 어색하기도 합니다. 농촌복지 혹은 농어촌복지는
한국의 사회복지 담론과 사업이 <도시 빈민>을 염두한 것이 많고, 농어촌주민
이나 농어민에게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성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 문제 하면 노인의 사고라고 하는데, 빈곤, 질병, 무위, 고독입니다...그런
데, 농어촌의 노인은 65세가 아니라 75세가 되어도 농사일을 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로>가 문제일 수 있고, 고독은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
녀가 있지만 소식이 없어서 문제>이며, 농어촌노인의 질병은 <농부병이라고
직업병>인 경우가 많은데, 직업병이란 인식이 낮고 노인성질환로 보기도 합니
다. 따라서 농어촌의 상황에 맞고 , 농어촌주민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을 보다 섬세하게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농어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제안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을 개별로 발전시키보다는 재가급여와

37

이 글은 2009년 9월 25일 ,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의 9차 정기세미나에서 한국
농촌복지실천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원고를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미래
농정포럼 복지분과 논의를 위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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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를 함께 주는 <소규모 다기능 노인복지 모델>이라던지, 노인에게 개
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마을단위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한다던
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지도자를 조직한 서비스>를 기획
한다던지...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전시켜야 할 용어인 듯합니다....
정병주 회장님의 고언을 구합니다 ..
출처: 이용교 교수의 페이스북. 2015. 6. 19.

들어가는 글
인간 역사상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치명적인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산업
혁명이후 농촌은 도시에 종속되었다. 농촌은 도시인의 식량 보급지로서, 심신
의 휴양지로서, 정서적 고향으로서 존재가치를 가지며,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
우 국토개발을 이용한 도시인의 재산증식 수단으로도 가치를 발휘해 왔다. 이
러한 농촌을 이용해서 도시는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화폐자본과 사회자본
의 결집지로 무한히, 그리고 급속히 발전해 왔다. 결과적으로 도시에는 ‘풍요로
움’이, 반면 농촌에는 ‘곤궁함’이 자리 잡게 되었다. 교육, 의료, 문화, 사회복지
등 어떤 분야의 통계치를 소개한다 해도 도시에 비해 농촌의 그것들이 열악하
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떤 이는 인구 수 대비 하여 볼 때 도시와 농촌 간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본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
만 유기적 개체로서 세기(counting)하는 사람들의 몰인간적인 사고라고 판단하
여 이의를 제기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의 곤궁함을 설명할 때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도시의 인구팽창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에서
발견되는 20세기의 주요한 사회적 현상이었다(Ginsberg, 1998: 3). 도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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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소비 등의 경제적 기회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주요 동기가 되었고,
또한 농업, 탄광업 등에서의 기계화로 인해 더 이상 많은 인력이 농촌에 고용
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업기계의 현대화나 천연자원 개발
로 인해 식량과 석탄, 기타 화학자원을 생산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
뿐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가격이 여전히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해 이
가격은 도시인들이 부담 갖지 않고서 소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
서 농촌 사람들은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향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노동 대
가가 충분한 소득으로 전환되지 못해서 생기는 빈곤이 농촌의 문제적 상황이
며, 농촌의 저소득을 담보하여 얻은 도시의 부가 농촌으로 재분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농촌 현실의 핵심이다.
농촌복지는 이러한 곤궁한 농촌의 현실을 ‘그 상태로’로서 파악하고(그 원
인과 결과에 입각해서라기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경우, 농촌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회복지사(농촌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삼아 사회복지실천
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용된 기관이 농촌에 소재한38), 농촌지역 대학
의 교수진, 그리고 “귀향”운동(“back to the land”)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이 농촌복지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와 사회복지교육협의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에서 농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종 회의를 주관하고, 해마다 농촌 사회복지에 대한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대부
분의 전국 학회에서 농촌 주제를 다루는 세션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Human
Service in the Rural Environment라는 전문 학술지도 발간되었다. 1980년대와

38

Leon Ginsberg의 본문에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 필자가 그의 본문 전체를
읽었을 때 , 이런 설명을 부가하는 것이 그의 주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
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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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를 거치면서 농촌의 이슈를 담은 저서들이 출판되었고 일부 연방과
주 정부 기관들은 농촌 지역을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Ginsberg, 1998: 4-5).
우리나라에서 국토개발차원이 아닌 농촌 복지활동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1990년대 초 감정기 교수나 조흥식 교수에 의한 일시적인 시도들이었고, 부족
하나마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2004년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를 중심
으로 진행된 농촌복지아카데미, 2008년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진에 의
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그리고 바로 이어 횡성종합사회복지
관의 배은하신부, 조흥식교수, 이태수교수를 주축으로 형성된 농촌복지포럼준
비모임에 의해서였다. 아울러 실천적 측면에서 보자면, 농촌복지실천가협회가
위의 조직들에 비해 먼저 결성되고 어느 시점까지 꾸준히 모임을 유지해 왔
다.39 현재는 한덕연 선생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정보화연합 출신의 젊은 사회
사업가(그들은 사회복지사보다는 사회사업가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들이
시골복지, 섬복지, 탄광복지라고 활동을 칭하면서 현장에서 실천하거나 사회복
지학과 대학생 실습을 주관하고 있다.40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사회복지영역에서 농촌의 복지적
이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때가 1970년대부터이고, 이들의 논
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1980년대 후반
부터는 그때까지의 논쟁들을 정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최근에야 농촌복지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는 미국에 비해 약 70년 정도는 뒤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촌과 농촌복지를 놓고 추진해야 할 연구와 논
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농촌복지 연구 및 실천을 향한

39

40

필자 개인적 경험에서 볼 때 현재 모든 조직들은 활동이 부진하여 이름만 연명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한덕연 선생과 통화했을 때 이런 활동가가 약 20여명 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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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을 앞서 본 글은 그 출발선에서 과연 무엇이 농촌복지인지에 대한 일반적
인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비록 농촌복지의 개
념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농촌에서 실천가들이 이루어낸 활동을 포
함해서 농촌에 대한 연구를 주로(혹은 주도)해 왔던 일부 연구자들의 합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농촌복지 개념(물론 고유한 것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미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농
촌복지 관련한 논쟁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점들을
추려 정리해 보았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농촌복지의 개념을 정
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가려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이란 무엇인가 ?
농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에 앞서 과연 개념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시도하려
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개념(槪念)이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추상하여
종합한 하나의 관념”(이희승감수, 1996:96)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다시 관념(觀
念)이란 “생각, 견해”(이희승 감수, 1996:269)이고, 추상(抽象)은 “일정한 인식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표상이나 개념에서 특정한 특성이나 속성
을 빼냄”(이희승 감수, 1996:2570)이라고 볼 때, 개념은 ‘여러 생각이나 견해 속
에서 일정한 인식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특정한 공통요소를 빼내서 종합한 하
나의 생각이나 견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어로 concept라고 하는 개념은 1.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것(something conceive in the mind); 2. 특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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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부터 일반화된 추상적이거나 본질적인 생각(an abstract or generic idea
generalized

from

particular

instances)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Webster,

1993:238).
개념에 대한 이상의 정의들은 철학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칸트가 그의
저작 『순수이성비판』에서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
목적이다” 라고 한 것처럼, 칸트는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험론자
들은 인식 주체(이성)가 관여하는 측면을 도외시하고 인식의 대상에만 주목한
나머지 경험한 것이 바로 인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개념 없는 사유
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경험한 감각 자료를 정신의
한 기능인 오성으로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남경필, 2006:22-4). 따라서 개념은 경험한 것, 혹은 알고 있는
것(즉 “여러 생각이나 견해”)을 이성에 비추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때 사람마다 재구성하는 것, 즉 추상(빼냄)하는 것이 다르
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놓고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세미나를 하면 토론은 커녕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듯 개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흥미롭고 知的인 『개념어사전』을
저술한 남경필41 조차도 “사회과학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완전히 객관적
인 개념이란 없다”(2006:24)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나 개념을 개관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한다고 확신해도 개념의 정의에는 그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선입견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개념이 사용된 맥락 또는 이론체계를 고
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석조 교수의 『사회복지정책론』

41

남경필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문학 분야의 책들을 쓰고 번역하는 일
을 하고 있다(남경필: 2006, 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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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 첫 문장으로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2006:15) 라고 하면서, 사회복지정책들 정의하는 여
러 학자의 입장, 국가별로 사회복지정책이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사회복지정
책의 체계, 모형, 재분배,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의
章에서 기술하였다. 이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인지를 독
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 내용들을 읽고, 독자의 오성에
따라 개념화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본 글 역시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농촌복지의 개념화를 위해 농촌,
그리고 농촌복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여러 요소들을 제시하
고, 그것들을 추상화하여서 정리한 후, 이에 대해 필자와 같거나 혹은 다른 경
험과 인식을 가진 독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의 경
험을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경필의 주
장대로라면, 이러한 합의된 의미의 개념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향후 우리의 토
론과 실천이 보다 생산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서울대 조흥식 교수, 경남대 감정기 교수, 그
리고 광주대 이용교 교수가 농촌복지에 대한 논문이나 글을 발표한 바 있고,
다른 경우에는 농촌에서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지역차이를 연구하는 사회복지학 외 학문분야의 연구자들
이 있었다. 또 농촌사회의 특징이나 변화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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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연구자들이나 인류학 전공 연구자들이 농촌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학
자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예를 들어 ‘농촌노인의 자존감에 관한 연구
- ○○군을 중심으로’(‘○○면을 중심으로’라고 해도 상관없다. 물론 이런 연구
는 결코 흔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연구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 역시도 농촌복지
연구자群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고, 본문에서도 이
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농촌복지를 사회복지학계에서 개념화한 경우를 사
실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농촌복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을 추진하는데
집중도나 일관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농촌관련 연
구물 중 정확하게 농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거
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에둘러서 농촌복지는 이러이러한 점을 고
려해야 한다는 정도나 대상 혹은 중점영역에 대한 언급에서 그치는 정도이다.
일예로 이들이 언급한 농촌복지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민복지정책도 사회정책적 농업정책 가운데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을 일컫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사회복지적이라함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적의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을 두면서 그것을 재분배적 수단을 통해 실현하려한다는 점을 강조
하는 의미이다 . 이렇게 농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할 때, 여기에는 대체로 농민들에게 적
정수준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광의 사회보장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밖에 주거환
경 및 교육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감정기, 1995:417)
• 농촌복지는 농어민을 위한 복지를 포함하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복지이다(이용교,
2005:19).

위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농촌복지의 개념을 제시한
경우는 농촌복지실천모델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배충진 박사가 언급한
좁은 의미의 농촌복지와 넓은 의미의 농촌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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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의미에서의 농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체계로부터 탈락된 농촌지역주민들

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치료 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생활상의 어려움과 빈곤을 경감시키
거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 공공기관 또는 자발적
단체의 비영리적 활동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농촌복지는 일반적으로 인지
된 농촌문제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거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거나 또는 개
인, 집단, 지역사회 차원의 복리를 개선하려는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의 광범위한
조직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복지는 농업을 주요한 생산활동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문제의 해결과 예방 ,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원활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서비스
나 과정을 포함하여 농어민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
회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pp.
11-2)

배충진 박사의 개념정의는 그의 경험과 고민, 농촌의 현실과 지향 등에서부
터 축출된(즉 추상된) ‘개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를 일반화된 개념
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합의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첫째, ‘농촌지역주민들’과 ‘농어민 개인이나 가족’은 같은가 혹은 다른가?
둘째, 좁은 의미의 농촌복지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치료 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와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농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 농촌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셋째, ‘공동체의 노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방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필자의 탐색에
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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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는 사회복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농촌복지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자에게는 농촌복지 개념을
정립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개념 정립에 동기를 북돋기도 하는 첫 의문이
었다. 이 의문은 Mermelstein과 Sundet(1998: 64)가 Swanson이 1972년에 언급
하였던 내용을 인용한 것에 기인한다. Swanson은 사회복지사 사이에서 농촌과
도시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농촌사회사업이 사회
사업의 중요한 변형(variation)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 고유
성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농촌사회사업이 농촌사회사업이기 보다는 농촌지
역의 사회사업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42. 농촌-도시 이분법에 대해서는 후에
본문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고,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Swanson이
지적한 ‘농촌사회사업’과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사업’의 차이이다. 필자는 이
문장을 접하면서 Swanson의 날카로운 지적데로 고민해 보는 것이야말로 농촌
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믿었다. 다시 말해,
필자는 우리가 농촌복지를 농촌복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 실천
하는 사회복지’보다는 ‘농촌사회복지’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것, 즉 농촌복지
이여야 하는 어떤 특수한 요소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농촌복지여야 하는 어떤 특수한 요소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본
문 안에서 지속되겠지만, 간명하게 농촌지역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를 농촌복
지에 포함할지에 대해서,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촌노인의 자존감에 관한
연구 - ○○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농촌복지 분야의 연구라고 해야

42

In short, the belief is a fundamental rural-urban dichotomy, the belief upon which the
whole idea of rural social work rested, disappeared among social worekrs. Rural social
work lost its distinctiveness, quietly dropped its claim as significant social work variation,
and became social work in rural areas rather than rural social work(Swanson, 1972,
Mermelstein & Sundet, 1998 p. 64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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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아니면 농촌에서 조사한 노인복지분야의 연구라고 해야 할지, 실천 차원
에서 보면, 농촌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를 농촌복지실천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노인복지실천가라고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 없이 농촌복지의 정
체성에 따른 개념정립은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농촌이라는 지역을 근거로 하는 모든 실천 활동을 농촌복지에 포함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본다. 즉 농촌에 주소지를 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가 모두 농촌복지실천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회복지실천, 특히 최근의 실천동향이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의 대상에게 통합적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지역의 환경까지를 사정한 후 개입하며, 나아가 사례관리라는 기법을 통
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차원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개입에 있어 농촌이라는 특징을 고려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설사 그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지역이 사정과 개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사회복
지전문직의 상식(지식이 상식이 되어버릴 정도로 보편화된)이 되어 버렸다. 따
라서 사실상 농촌복지라는 고유 영역이 없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복지라고 칭한다면, 그것은 그저 사회복지 앞에 붙은 수식어에 불과하여 서비
스가 농촌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치는 격이 된다.
그러나 Swanson이 사회복지사 사이에서 농촌과 복지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믿음이 사려져서 농촌복지의 고유성이 상실되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농촌
은 분명 도시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와 구분하는 이분법이 여전히 존
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농촌복지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치
교정사회복지나 학교사회복지, 군사회복지처럼,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고유의
특징을 가진 공간이나 조직으로 삼는다면, 농촌복지도 농촌이라는 고유성과 공
간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위치해도 무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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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한편,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중에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농
촌을 거주지역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서비스 개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여
기까지 생각이 도달하고 나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된다.

농촌복지는 지역(사회 )복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이 의문은 앞서의 의문보다 더 의미심장하다. 혹은 더 골치아프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이 알 수 없는 두통의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지역
(사회)복지 조차도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역
(사회)복지가 주요 전공분야여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이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미, 앞서의 농촌복지에서처럼, 지역(사회)복지의 위치를 사
회복지의 한 분야로 규정한 바 있다(김영란, 2005). 여기서부터가 두통의 진짜
출발점이다. 농촌복지 역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라고
보았을 때, 이 농촌이라는 것은 지역복지의 대상인가? 다시 말해, 마치 노인복
지에서 독거노인 대상, 조손가정노인 대상, 은퇴노인 대상, 여성노인 대상 등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 안에서도 중소도시 대상, 어촌 대상, 탄광촌 대상,
기지촌 대상, 공단지역 대상, 상업지역 대상 중의 하나로 농촌이라는 대상이 포
함되는 것인가 말이다. 그렇다면, 농촌복지는 지역(사회)복지의 한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굳이 농촌복지를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농촌복지가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이건, 농촌복지 그대로의 분야이건
간에 지역(사회)복지와 농촌복지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미국 농촌복지
(농촌사회사업) 학자 중 유명한 Martinez-Brawely(1998)는 농촌복지는 지역중
심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1992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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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연찬회에서 Smale, Hearn, 그리고 Harrison이 지역(사회)사업이 효과적
이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발표할 당시, 일부 청중들은 분야별로 특화되
어 있으면서 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의 특성 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
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믿었지만, 지역 중심의 실천이 적절하
다는 데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 이어 농촌사회사업 문헌에서는
실천이 일어나는 공간인 지역이 실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지역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요소가 어떻게 농촌
복지 실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남겼다. 특히 지역(사회)복지는
그저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것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리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문제들의 주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109, Higginson, 1990에서 재인용).
결국 농촌복지가 지역(사회)복지가 아닌 농촌복지 그대로 남는다면, 그 실천
방법이나 전략은 지역(사회)복지의 그것들을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Martinez-Brawely는 지역복지를 실천의 방법으로 간주한 것이지 필
자처럼 실천 분야로 보지 않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농촌은 다른 특징의 지역
들보다 범위가 더 넓고,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으며, 따라서 실천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분야로서 지역(사회)복지로부터 떨어져나와
도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 이용교교수(2005:22)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농촌복지를 농촌이라는 지역사회를 다루는 지역사회복지의 일부분으로 접근하
면, 굳이 농촌복지를 체계화할 필요가 없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발전된 이론
과 기술을 농촌이란 지역사회에 적용하면 되지만, 기존의 지역사회복지론은 주
로 도시빈민지역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론화되었고, 현재의 도시빈민지역이 직
면한 문제와 농촌이 직면한 문제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그래서 농촌복지는 지역(사회)복지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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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판단하면, 마치 장애인복지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천을 별도로 정
신복건사회복지분야에서 다루는 것처럼, 농촌복지도 위의 이유에 근거하여서
지역(사회)복지와는 다른 고유의 특징을 가진 지역으로서의 농촌으로 개별 분
야를 형성해도 좋다고 본다. 이에 덧붙여 논의되어야 할 것은 농촌을 어디로
혹은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와 어촌이나 산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이다. 전자의 경우는 앞으로 본문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 다
루지는 않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필자는 어촌이나 산촌을 농촌에 포함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정부 문건이나 민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도 ‘농․
산․어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이미 이들 지역이 동일하게 취급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많은 지역의 산촌에서도 산림업
에 종사하지만 농업을 하고, 많은 어촌에서도 어업에 종사하지만 농업을 하며,
또한 농촌의 경우도 어업과 농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
촌복지를 농업 종사지역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농산어촌복
지라고 하기는 석연치 않지 않은가? 그런 맥락에서 ‘농어촌복지’ 정도를 농촌
복지라는 용어와 혼용하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평소 필자는 도서지역에 대한 논문이나 글에서 ‘어촌은 농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주장을 하여왔던 바, 사실상 어촌을
농촌에 묻어두는 용어 선정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농촌복지의 대상은 농촌인가 ?
농촌복지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인가? 사회복지실천이
실천대상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고 볼 때, 농촌복지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변화
시키기 위한 실천분야인가를 따져보아야 개념이 명확해 질 것이다. 필자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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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촌복지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감정기 교수는 농촌복지를 농민복지라고 표현했고, 배충진 박사는3
農(농업, 농민, 농촌)문제의 해결 없이는 개혁, 개방의 진정한 성공이 없다고 보
는 중국정부의 예를 들어 농촌・농업・농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충진, 2004:13).
감정기 교수가 농촌복지를 농민복지라고 표현한 것은 “농민이라는 인적 요
소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의 복지문제를 다룰 경우 농촌이라는 지리적 요소는
그 부수적 조건으로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1995:417)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농촌이라는 지역적 요소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다룰
경우 농민이라는 인적 요소는 (부수적 조건이 아니라) 주요 핵심 구성조건으로
포함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필자는 농민복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농촌복지라고 하는 것이 농민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실천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농촌은 농업에서 파
생되는 문제들(저소득, 부채, 산업 및 자연재해 등), 지리적 거리감에서 오는 문
제들(각종 기회의 불평등, 생활의 불편 등), 농촌의 전통문화로 인한 문제들(남
성중심의 가부장성, 마을의 폐쇄성 등), 주민의 주체의식 부족에서 오는 문제들
(약한 사회운동 및 권리주장 등)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고, 그 중에는 사람
보다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업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농
민복지보다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지역을 포괄하는 농촌복지가 더 타당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의 복지를 농민복지로 규정하게 되면, 이 역시 개별사회
복지화될 우려가 있다. 감정기 교수가 농민복지라는 말을 쓰던 1995년에 비해
현재의 농촌에는 농민, 즉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아닌 거주자도 많기 때문에
(이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업생산에서 물러난 노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
다) 농촌의 복지를 농민을 위한 복지로 한정하였을 경우 그 실천의 폭은 제한
될 수 있다.
다음은 농업에 대해서이다. 『우리농업, 희망의 대안』이라는 책을 통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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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박세길
(2007:14)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력을 다해 돈이 된다면
작물과 가축을 바꾸어도 보면서 1960년대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된 시간
동안 일을 해왔지만 부채만 늘어나고, 협동조합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장사꾼의 농간에 빠지는 등 “도무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6년 농가 한 가구당 평균 2816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그 규모
가 10년 만에 140%나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은 39%밖에 늘지 않았
다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나라, 저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
정(FTA)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은 더욱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박세길(2007:30-1)은 명료하고 강하게 “농업은 국민 전체
가 이해 당사자로서 먹을거리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국민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안
전한 먹을거리’를 ‘안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농민의 생존을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농민의 몫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이
해당사자가 되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야 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
에 농촌복지는 농민과 더불어 전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농업을 포함하지 않
을 수 없다.
따라서 농촌복지는 중국의 경우처럼 농민, 농업, 농촌(지역)을 포괄하여 다
루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농민, 농업, 농촌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는 마치
개별적이지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와도 같다. 과거 참여정부가 농
어촌정책의 기본방향을 농어업정책, 농어촌정책, 농어민정책 등 삼분법적 정책
의 균형을 잡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농어촌정책과 농어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조흥식, 2003:103)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의 상황에서 단순하게 말하면, 농업에 대한 운동성 강화, 농민에 대한 사회서비
스 및 의식화 ․조직화 증진, 농촌의 지역개발 및 지역건설에 집중하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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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촉복지실천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농촌복지에서 농촌의 경계는 어디인가 ?
농촌에 대한 경계 혹은 규정은 농촌복지의 실천영역을 개념화하는데 중요
하다. 많은 학자들이 농촌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농촌의 규모와 특징
등에 따라서 농촌을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학자 간의 논란도 많았다. 미국에서
는 전통적으로 2,500명 혹은 그 이상의 인구로 통합되거나 비통합된 지역을 도
시로 분류하고, 그 외의 지역을 농촌으로 분류하였다(Davenport & Davenport
Ⅲ, 1995:2076). 그러나 인구 수 기준에 따른 분류는 경우에 따라서 그 보다 더
많은 수의 인구가 있으면서도 농촌적 성격이 강하고, 더 적은 인구가 있으면서
도 도시적 성격이 더 강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를 가르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거론된 것이 도시-농촌의 연속체에 기초해서 농촌을 규
정하는 것이었다. 즉 매우 큰 도시에서부터 다른 한쪽 끝에는 매우 작은 도시에
이르는 연장선상에서 ‘대도시권’(metropolitan)과 ‘비대도시권’(nonmetropolitan)
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Davenport & Davenport Ⅲ, 1995:2077, Ginsberg,
1998:6, Coward, 1992로부터 재인용).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한
지리적 영역에서의 총 인구, 대도시 서비스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인구
밀도이다(Ginsberg, 1998:6). 즉 대도시권으로부터 비대도시권으로의 연장선상
에서 그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 지역이 대도시 서비스지역으로
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더 농촌적인 지역과 덜 농촌적인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
분은 결국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서 농촌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농촌의 여부가 상대적으로 결정되어 도시-농촌 이분법에서처럼 절대적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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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데서 오는 결함을 해결할 수는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과 이론가들은 오랫동안 도시-농촌 연속체로 구분하는 것이 도
시와 농촌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인정해 왔다. 이는 대도시의 특
징은 중도시의 특징과 다르고, 중도시의 특징은 소도시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
이다(York, Dneton, & James, 1988:84-5).
이와 같이 연속체로서 농촌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배충진 박사
의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해남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1970, 80년대와는 달리 읍 단위지역과 면 단위지역 간에는 교통․통신․산업
발달의 차이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행정기능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면 단위지역은 위축되는 대신 읍 단위지역은 지역의 중심지의 위상이 강
화되어진 변화를 간파하였다. 과거에는 상당수의 읍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생
활문화도 농촌성이 강하였으나 지역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도시적 기능과 성향
을 갖게 되어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이에 반해 면단위에서는 농업의
침체로 인한 이농증가, 인구감소, 급속한 고령화로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을 보
인다는 것이다(2008:14-5). 따라서 도시-농촌 이분법에 입각하면 읍과 면 단위
지역 모두 농촌에 속하게 될 터이지만, 도시-농촌 연속체로 보면, 읍단위는 면
단위에 비해 도시로, 면단위는 읍단위에 비해 농촌으로 규정할 수 있다.
농업은 농촌을 규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Glenn과 Hill(1977,
York, Dneton, & James, 1988:85 재인용)은 지역을 농장지역과 비농장지역
(farm and nonfarm communities)로 구분하고, 이 둘 사이에서 주민들의 태도나
행동이 다르다고 보았다. 특히 농장의 농부는 개방된 시골에서 유일하게 일하
는 공간과 주거하는 공간이 동일한 인구집단으로서 농촌을 대표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한 구분으로는 농업지역(agrarian communities)과 비농업지역(non-agriarain communities)이 있다. 이때는 인구수와 마찬
가지로 확보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 혹은 현재의 경작지 규모에 따라서 농업지
역 혹은 비농업지역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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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촌을 규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
다. 아마도 이러하기 때문에 미국의 남부지역교육원회(1998:23)에서는 분명하
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농촌지역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사실상 그것
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많은 수의 사회사업 학
부 졸업생들이 지리적으로 도시나 주변도시 외곽의 지역(즉 농촌이 아닌 곳)에
서 실천한다는 사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즉 농촌이 어디인지를 따지기보다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주문이
다. 이와 관련하여 York와 동료들은(1988: 84)은 농촌사회사업실천이 어떤 것
인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농촌성(rurality)에 대한 정의 때문이라고 하
였다. 이 언급에서 주목할 점은 농촌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농촌에서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분법이든 연속체이든 농촌을 어떻게 구분해내는가의 문
제가 아니라 농촌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젠더의 관점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농촌성에 입각해서 보자면, Deaver(1992, Davenport & Davenport Ⅲ,
1995:2007 재인용)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농촌으로 간주
해도 좋다는 것이다. 첫째는 소규모 타운, 소규모 형태로 연결되고 개방된 시
골, 저밀집 거주지역이라는 점, 둘째는 대도시 중심부에 도달하는 거리감으로,
지리적으로 장벽이 있고 정보, 혁신, 기술, 재정의 중심지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가와 전지구적 경제개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셋째, 물리
적 자원 혹은 자연자원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그 자원이 협소한
경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경기상승과 경기하락의 증후군에 민감하
고, 외부의 힘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농촌의 특징에 대한 기술은 다양하다. 다음의 언급들은 관련 학
재들의 농촌에 관한 언급들이다.

155
• 농촌은 특히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인해서 독특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

다. 농촌의 문제는 저개발국가가 가진 문제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보다는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즉, 음식, 주거, 건강, 교통 등)가 더 우선되어
야 한다(The Southern Regional Education Board, 1998:24).
•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의 다수는 역기능적이고, 착취적이고, 반정의적, 많은 사람

들에게 부적절하여왔던 그 독특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의 맥락에서 조명되어야
한다(The Southern Regional Education Board, 1998:24)
• 미국의 non-metro지역은 metro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작은 지역일수록 독특하고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Ginsberg, 1998:7)
• 농촌은 심각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 부적절한 주택 , 기본 경제문제)(Ginsberg, 1998:8)
• 다수의 서비스와 기타 자원들이 metro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Ginsberg, 1998:8)
• 교통수단, 특히 공공 교통수단의 부족은 농촌의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Ginsberg,
1998:8)
•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 접촉을 고무시키는 일의 부족은

또다른 농촌의 한계이다 (Ginsberg, 1998:8).
• 주택, 교통, 인간서비스에 대한 비접근성과 같은 문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심각하다
(Ginsberg, 1998:3)
• 농촌에서 공공의 관심은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다(Ginsberg, 1998:3)
• 농촌 사람들과 지역은 서로 매우 다르다 . 예를 들어 다른 인종 , 문화, 종교, 민족, 성 , 계급 ,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그러하다(Brown, 1933, Davenport & Davenport Ⅲ, 1995:2081 재
인용)
• 농촌 사이에서도 매우 다양함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rural-industrial, rural farming, rural
nonfarming등이 그러하다 . 이것들은 스타일 , 예절, 경제 상황, 인구밀집도, 지역적 위치 , 지

형 등에서 다르다(The Southern Regional Education Board, 1998:23).43
• 농촌 사람과 그들의 환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지만 농촌은 도시보다 훨씬 이

질적이다44.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Mermelstein & Sundet, 1998:74).

43

이와 유사하게 Hassinger와 Hobbs(1992, Davenport & Davenport Ⅲ, 1995:2077 재인
용 )는 농업의존형군 , 제조업의존형군 , 광업의존형군 , 특수화된정부군 (예를 들어 , 군
사지역 , 주립대학 , 주 혹은 연방정부 활동중심지 ), 영구빈곤형군 , 연방소유토지 지역
군 , 은퇴 이후 거주 목적의 군으로 농촌을 분류 유형화하였다 .

156
• 많은 연구자들이 농촌에서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위스콘신의 노인

서비스 관련 조사에서는 비공식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 또한 농촌과
도시 노인들의 욕구들에서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달되는 서비스에서도 그러하
였다(York, Denton, & James, 1988:87-8)
• 농촌에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항상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Mermelstein &
Sundet, 1998:74).45
• 도로가 생기면서 농촌 마을은 의사를 잃고, 쾌적성을 잃었다. 농업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땅

과의 관계가 약해졌다 (Salamon, 2003:24)
• 농촌과 농촌주민들은 도시 거주민들에 비해 비율적으로 보다 사회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

면서 동시에 사회서비스는 더 부족하다(York et al. 1998: 85-6).
• 농촌주민들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삶의 방식도 전통적이다(York et al. 1998:
85-6).
•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비공식 원조 네트워크와 의사결정자에 더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York et al. 1998: 85-6).
• 한국에서 국가가 결코 농민의 후견자일 수 없음을 지금까지의 농정에서, 그리고 특히 최근

의 UR협상 진행과정에서 뚜렷이 확인한 바 있다. 농민의 참여가 배제된 농민복지정책등이
그들의 이익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감정기,
1995:425).
• 상대적인 저학력이나 정보의 제한 혹은 보수적 성향이 유지되기에 적합한 지리적 ․사회적

조건 등이 결합되어, 전형적인 산업화의 희생양인 농민이 오히려 뿌리 깊은 국가권력 지지
세력으로 기능하는 기현상을 보여 오기도 하였던 것이다 (감정기, 1992:24)

44

45

이에 대해서 Mermelstein과 Sundet은 별다른 설명을 부가하지 않았다 . 필자는 첫째 ,
각주 4)에서 언급한데로 , 농촌 유형별로 다른 특징을 가질 것이며 , 둘째 , 농업지역의
경우 어떤 작물이나 가축을 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특징을 가질 것이며 , 셋
째 , 도시의 사람들이 성공 , 경제 , 이익 , 경쟁 등 유사한 조건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
면 , 농촌 사람들은 농촌 거주의 이유 혹은 원인이 다양하고 , 따라서 농촌 거주를 통
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이 이질적 사회라는 그들의 주장
에 동의하는 바이다 .
이 언급은 Mermelstein과 Sundet이 1998년에 글을 쓸 당시 , 20년 전에 제 1회 전국대
회에서 Leon Ginsberg가 한 개회사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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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은 대체로 여당의 사회적 기반이었다. 농민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되고 주변화되

어왔다(한도현, 1996:111).
• 사회복지행정의 기본적인 이념 중 접근성 문제는 농촌지역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뿐 만 아니라 병원, 자녀 학
교교육, 시장보기, 행정기관 방문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채수훈,
2004:182-3).

이상의 언급들보다 훨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농촌의 특징을 제시하여
왔는데, 이는 농촌복지가 필요한 이유와 맞닿아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학자
들은 농촌과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르다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원 보유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최근
의 산업화와 현대화,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Mermelstein과 Sundet은 Roland Warren이 구분한 지역사회 기능
다섯 가지를 가지고 농촌과 도시를 두고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기능에 대해 두
지역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46. 이들은 그렇다면 왜 농촌복지
라는 것을 실천해야 하며, 나아가 농촌복지 관련 조직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반문하였다. 아마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농촌복지실천
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의 결론은, 비록 명징하지는 않지
만,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무시된 채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저밀집 지역 인구들
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책임감”(responsibility)과 여기저
기의 분야에서 모두 농촌이라는 변수를 넣어서 연구하겠다는 “헌신성”(commitment) 때문에 농촌복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것’을

46

Roland Warren이 구분한 지역사회 기능 다섯 가지는 생산 -분배 -소비 기능 , 사회화
기능 , 사회통제 기능 , 사회참여 기능 , 상호원조 기능이다 (Mermelstein & Sundet,
19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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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시급한 것’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다시 말해, 농촌과 도시가
기능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책임감과 헌신성을 가지고 농촌사회
사업 운동과 미션을 구체화하거나 조사와 실천의 초점을 우리가 왜 농촌복지
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당화하는데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농촌복지 관련 조직들 간의 단합이 요구된다
는 점도 지적하였다.

농촌복지실천가는 generalist인가 specialist인가? 혹은 다른 것인가?
농촌에서 generalist모델이 유용하다고 추켜세워진 것은 1920년대와 1930년
대 농촌복지 선구자들에 의해서였다. 특히 그 중 하나인 Josephine C. Brown은
1933년에 저술한 The Rural Community and Social Casework에서 개별사회사
업 방법을 강조하였고, 이후 1970년대 Ginsberg가 농촌사회사업을 재발견하면
서 다시 이 모델을 강화하였다(Davenport & Davenport Ⅲ, 1995:2081). generalist모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농촌에서 실천가는 모
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적어도 작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어떤 세팅에서 활동하던
지 간에 농촌복지실천가는 직접 상담 혹은 개별사회사업, 지역개발 기술, 행정
능력, 조사 기술은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개발하고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Ginsberg, 1998:9). 과연 1933년에 Josephine
Brown이 주장했고, 1970년대 Leon Ginsberg가 강화했던 generalist모델이 현재
에도 유용한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러한가?
Davenport와 Davenport Ⅲ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소규모의 지역 사
무소 정도에서는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 수 없기 때문에 농촌복지실천가는 specialist가 되기보다는 generalist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그것이 generalist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라면, 왜 농촌에서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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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만들지 못하는가? 농촌에도 특수한 서비스가 요구된다면, 그에 상응하
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은 노력해야 한다.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직에서 generalist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정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특
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뒤로 미루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마치 “비록 농촌
에는 서비스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generalist가 되어(“요술공주 세리가 되어서”)서 다 해결할께요”라고 하는 것과 무
엇이 다른가. 다른 이유에서 York와 동료들(1998:86)은 Ginsberg가 주장하였던
generalist가 농촌에서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모델
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 역시 존재해왔다고 언급함으로써 슬며시 generalist모
델이 농촌복지실천의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generalist가 되어
포괄적인 활동을 한다 해도, 어떤 역할이 우위의 역할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77년 Webster와 Campbell이 전문직에서 “농촌사회개발
자”(rural social developer)라는 전문분야(specialty)를 실험해 보기 시작해야 한
다고 제안한 것에 필자는 관심을 갖았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대부분의 실천
가들이 그들의 주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Mermelstein & Sundet,
1998:73).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Mermelstein과 Sundet은 우리가 지역건설
(community building)을 복원하면, 사회복지사가 농촌복지 서비스 대열에 앞장
설 수 있을지를 의문시 하면서, 결국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
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 이유가 지역 때문이 아니라 교육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농촌의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
는 임상사회사업을 위한 실천가가 되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에 지역의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추어서 졸업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47. 다시 말해,

47

사회복지교육과 관련하여서 York와 동료들 (1998:96)은 대부분의 사회복지대학이 도
시에 위치해 있는데 , 이들은 도시 실천이슈들에 대한 훈련에 집중하고 농촌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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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복지 실천에서 generalist가 적합한지 specialist가 적합한지 논란해보
았자 사회복지 교육만으로는 농촌실천가가 배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필자가 Mermelstein과 Sundet의 글(1998:73)에서 또 다른 관심을 갖은 부분
은 농촌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산업개발(industrial development)과 보존주의
(preservationalist)이다. 즉 농촌에 산업을 발달시켜서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하자
는 주장과 농촌을 보존하자는 주장이며, 이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
히 반대하고 있다. 산업개발은 농촌에 저기술 제조업을 확보하는 것, 즉 도시모
델을 복사하는 것일 따름인데, 결국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매우 일시적인
해법뿐이 되지 않으며 경제가 악화되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존주
의자들의 활동은 가족농을 구하자는 운동인데, 이미 가족농이라는 것이 상실되
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현실에 적합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의 글을 정리해 보면, 농촌복지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천가들이 더 책임감
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도대체 농촌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더 철저히 조
사하고, 그러면서 실천가들이 실험적으로나마 지역개발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농촌에 있는 사회복지대학의 교육내용을 바꾸어보자는 것이다. 결국 이글을 탐
색함으로써 더 발전적이거나 획기적인 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필자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는 generalist모델이 적합하다는 ‘현
상태유지 지향적’ 학자들보다는 더 고민하고 실험해서 교육부터 바꾸어보자는
Mermelstein과 Sundet의 주장에 더 동의한다.
이와 유사한 편에 Martinez-Brawley가 있다. 그녀는 농촌복지실천은 대인서
비스의 범위를 넘어 지역중심실천(community-oriented practice)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분할주의(compartmentalis
m)48와 관료적 구조의 경직성으로 전문직 자격만 강조하고 동시에 전문직에

48

천 할 학생들에 대한 준비를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사회복지실천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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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협소한 해석만을 해 왔다고 보았다. 더욱이 기관중심으로 실천하는
전통사회복지는 실천을 지역상황에서 정의하기 보다는 기관 내 상황에서 정의
해서 현장과 괴리된 실천을 한다는 것이다49. 1992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의 연찬회에서 Smale과 동료들이 지역사회복지의 효과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할 때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였고 청자들도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으면서
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중심실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래도 농촌에서는 지역중심실천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것에는 의
심치 않았다고 한다(Martinez-Brawley, 1998:99-100).
지역중심실천은 기존의 전통적 사회복지실천과는 다르다. 지역중심실천에
는 세 가지의 주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탈관료화(deburaucratization), 서비스 제
공자와 사용자 간의 파트너쉽, 그리고 실천 상 높은 수준의 자율성(autonomy)
이다. Martinez-Brawley(1998:109)는 실천가가 지역문제를 지역수준에서 해결
하는데 있어 지역 리더쉽을 포함하지 않으면 지속되지도 않고 또한 환영받지
도 못하는 일회용 반창고식 해법만 계속 적용하는 격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제가 개인에게 있든 집단에게 있든 간에 농촌복지실천가는 그 문제를 지역
이 지역의 언어로 정의하고, 그에 맞춰 행동을 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
았다. 나아가 농촌사회사업은 중앙집중적 경향을 거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농촌복지실천가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실천은 바로 원조관계 상의 권
력을 이동시키려는 헌신에 있다(Barr, 1989, Martinez-Brawley, 1998:104 재인
용). 비전문가와 시민이 서비스 제공에 함께 관여하는 속에서 전문가는 지역구
성원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농촌
복지실천을 좋게 하는 지역중심실천이라는 것이다.

49

여기서 더 흥미로운 표현은 이런 복지실천가들 사이에서는 군청 의자에서 실천이
끝나면 좋은 실천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역 마을에서 끝나면 그렇지 않다고 한 것
이다 (Martinez-Brawely, 199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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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실천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농촌복지실천가는 실천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농촌에서 요구되는 실천의 내용과 관련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복
지실천가가 도시의 실천가들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농촌복지실천은
고유성을 가진 실천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York와 동료들은 ‘농
촌사회복지사의 실천이 도시사회복지사의 실천과 다른가?’ 라는 조사 질문을
가지고 현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NASW 북캐롤라이나지부 회원 177
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실천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
다. 아마 이들은 이 통계분석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연구자들 간에
논의도 많이 했을 것이다. 왜 차이가 없을까? 이 조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복지실천가의 역할들은 농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12가지 역할이
라고 남부지역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것 들이었다50. 이러한 역할들을 도시에
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실천가들도 수행하고 있다면, 굳이 농촌복지실천가가 필
요한 것인가? 아울러 농촌복지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연구자들은 복지실천가들이 농촌과 도시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실천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의 공식성, 삶의 속도, 전통적인 가치, 비공식원
조시스템, 개인주의, 교육 강조 등에서 도시-농촌 간 차이가 나고, 농촌의 복지
실천가들도 이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왜 응답자들은 실천을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왜 도시의 복지실천가와 농촌의 복지실천가가 수행한

50

12가지 역할은 아웃리치 워커 , 중개자 , 옹호자 , 평가자 , 교사 , 행동변화자 , mobilizer,
consultant, 지역 계획자 , 케어 제공자 , 자료 관리자 , 행정가로서의 역할이다 . 앞의 7
가지 역할은 농촌의 임상사회사업가에게 , 뒤의 7가지 역할은 농촌의 지역사회사업
가에게 적절하다고 하였고 , 행동 변화자와 mobilizer의 역할은 두 영역에 모두 포함
된다고 하였다 (York, Denton, & Moran, 199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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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선택한 역할들에 차이가 없는 것일까? 연구자들은 첫째, 사회학적으로는
도시-농촌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사회조직과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사회사업에 반영되지
(혹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둘째, 만일 도시-농촌의 차이가 사회조직
과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면, 이 조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역할리스트가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셋째, 도시-농촌의 차이를 인식하
고 있어도 그 차이에 맞는 실천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아마도 교육) 실천
을 할 수 없었기(혹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도시-농촌 복지실천
가 사이에 역할 상의 차이가 없게 나온 조사결과들을 해석하였다. 결국, 도시와
농촌의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비슷한 실천을 하는 것은 이 둘이 차이가 없어서
가 아니라 복지실천가들이 ‘농촌민감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난 것이다.
그렇다면 generalist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general하게) 실천하기 때문에 도시-농촌간의 역할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generalist접근은 농촌의 사회복
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모델이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
촌을 변화시키는데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
에게 먼저 농촌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하는 우리들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의 현 상태에서 지역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인가? 아니면 현재와 미
래의 농촌을 변화시켜 어떤 이상적인 형태나 수준의 인간과 자연공동체로 재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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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필자는 농촌복지를 개념화할 때 합의된 지향점이 있어야 농촌복지를 정책
화하고 실천하는 동안 발생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개념화의 노력이야 말로 York와 동료들이 주장하였던 책임감과 헌신에
입각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본다. 농촌복지실천가가, 나아가 사회복지실천가가
고민하고 지향해야 할 바, 과거와 현재의 실천에서의 성찰을 통해 현재와 미래
에서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최근 필자는 ‘지속가능성’과 ‘온생명’에 집
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둘의 가치(혹은 철학)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실천
은 ‘작은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농촌복지실천도 기관중심의
전통적인 generalist모델보다는 작은 마을중심의 specialist실천이 적절하다.
우리는 농촌에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끝도 없을 만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농촌에 쏟은 비용도 사실상 만만치 않다. 농촌관련
연구소와 학회에서는 농촌과 농업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농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더
초라해지고, 농업은 더 열악해지고, 농민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은 농촌을 자기발전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
다. 이렇게 농촌에는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비해, 연구자들은 ‘미래
가 없다’는 이 막막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일예로 한국
농촌사회학회에 게재된 임형백과 이성우는 ‘농촌과 도시의 공존을 위한 인식
론적 전환: 근대화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농촌은 이제 더 이상 농업만을 통하여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며 , 이는 농촌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농업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생산성의 개념
을 가지고 농촌을 바라보고 도시화를 지향하기보다는 농촌을 국토균형발전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창출을 위하여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공간으로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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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되었다(2003:63)

농업을 생산성의 개념을 지닌 산업으로 인식하지 말고, 공익적 기능을 창출
하면서 공간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이 경제성장과 여가
시간의 증대라는 사회변화에 힘입어 농촌공간의 쾌적성(아메니티)를 가지고
시장화하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인
식론적 전환’인가? ‘쾌적성을 시장화’한다는 의미는, 연구자들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관광산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다음의 글들을
인용해 보겠다.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온 소농에게 농지는 조상의 무덤이면서 , 동시에 향토에
토착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다 . 그것은 경제학에서 규정하는 ‘생산요소’의 개
념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에서 지금도 400만호를 넘
는 농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 ‘소농의 삶’이, 향토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은 사
람들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農政에 이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소농제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쓰노 유킨도, 1991:31).
“콩을 심을 때에는 한 구멍에 세알을 심는데, 한알은 땅에 사는 벌레를 위해, 한

알은 공중을 나는 새를 위해, 나머지 한알은 인간을 위해”라는 마음씀씀이다. 이
아름다운 심성이 환경을 지키고, 생태계를 풍부하게 유지해 온 것이다(쓰노 유
킨도, 1991:32)
“풍토는 그곳의 대지(大地)와 대기(大氣)의 접점에서 빚어진 순자연물이다. 따라

서 가격이 없기는 하지만 , 그래도 지극히 가치가 높은 것이다 ”(미지와, 쓰노 유
킨도, 1991:46 재인용)

앞서의 연구자들과 쓰노 유킨도의 인식은 어떻게 다른가? 그저 농업은 ‘산
업’이 아니라는 생각에 머무는 것과 농업은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확장하는
것의 차이가 정책, 사업, 나아가 인간의 삶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종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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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농촌복지에 대한 논의를 신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농촌은 아직도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는 인류사에 그러한 기회를 줄 마지막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시 쓰노 유킨도의 글로 돌아가면, 현실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아름다운
마음씨’나 ‘순자연물이 주는 가치’와 같은 말이 낭만적이거나 순수한 영혼이
보내는 ‘자신만의’ 강건한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 이 언급
들이 심오하고 심각한 철학의 소박한 표현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장회익교
수51의 온생명사상 때문이다. 그는 온생명, 낱생명, 그리고 보생명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여 앞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낱생명인 인간이 보생명(낱
생명이외의 모든 생명)의 도움을 통해 온생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온생명의 삶이 바로 공동체적 삶이라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52.
이것을 사회복지에 비추어보자면, 지금까지 사회복지는 낱생명중심(개인중
심, 인간중심)의 실천을 하여왔다. 그러나 낱생명만으로는 온생명을 얻을 수 없
다. 낱생명과 보생명의 조화 속에서 비로소 우주 어디에 갖다 놓아도 생명이
되는 온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 구멍에 두 알의 콩은 보생명을
위해, 콩 한 알은 낱생명을 위해 심어야 비로소 온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온생명의 중요성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고 싶은가? 100년 후? 1,000년 후, 혹은

51

52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는 1938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문리과대학 물리학
과를 졸업하고 , 미국 루지애나 주립대학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미국 텍
사스대학 연구원을 거쳐 30여년 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 같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겸임교수 , 녹색대학 초대총장을 역임했고 관심분야는 물리학 이
외에 과학이론의 구조와 성격 , 생명과 환경문제 , 동서학문의 비교연구 등이다 (장회
익 , 2008, 책표지 ).
온생명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회익교수의 『삶과 온생명 』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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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만큼 더? 영국 노팅햄대학교의 사회정책대학의
Fitzpatrick교수는 지속가능성이란 충분한 자로부터 불충분한 자에게로, 현재에
서 미래세대로, 인간으로부터 비인간에게로의 재분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해도 지속가능성이란 공간, 시간, 種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분
배의 문제다(2002:3). Andrew Dobson은 지속가능성에 도달하는 세 가지의 방
법으로 자원을 확대하는 것(약한 지속가능성), 수요를 수정하는 것, 즉 소비를
줄이는 것(강한 지속가능성), 이 두 방법을 조합하는 것(중간 지속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Fitzpatrick(2005)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전통은 중간과 약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여왔고, 그로 인해 얻은 것은 여전한 실업, 비정규노동, 빈곤
등 생산주의에 입각한 부작용들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회복지가 녹색
사회정책(green social policy)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환경에 입각한
새로운 복지이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담론에 입각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실천에
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Jim Ife교수는 자연권으로서의 제1세대 인권부
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인 제2세대 인권, 그리고 나아가 집합적 권리
로서의 인권인 제3세대 인권에 주목하고 있다. 집합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개개
인이 명백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사회, 전체 국민, 사회 또는
국가에 해당하는 권리들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2001:61).
•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
•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 결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 ‘자연’을 경험할 권리

앞서 언급한 장회익 교수나 Fitzpatrick 교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Ife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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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권리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각각 온생명과 지속가능성을 대한 대
안이 되기에는 협소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농촌복지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에
서부터 출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합리적인 지적능력과 주체적 사
고역량이 있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음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을 가
지고 문명의 전환53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53

이에 대해서는 프리초프 카프라의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을 참고하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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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 ’라는 김영란의 글을 발표하고 난 후 토론 ]
김영란: 제가 발표를 길게 하기 보다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저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
었다는 것을 토론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간단히 발
표했습니다. 이제 부터 하나의 주제마다 서로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대식 : 우선 농촌복지 내지는 만약에 농촌복지학까지 염두에 둔다면 , 농촌복지가 사
회복지 혹은 사회복지학의 한 분과라고 보세요 ? 아니면 큰 의미로 보세요 ?
위치 지움에 따라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

김영란: 저는 한 분과로 봐요. 사회복지 안에 다른 여러 분야가 있는 것처럼, 농촌복지
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를 더 넓은 의미로 보고요 .

박대식 : 그렇게 보세요 ? 그 다음에 , 농촌사회복지라고 할 때와 농촌복지라고 할 때에
뉘앙스라던지 논의 내용이 좀 많이 달랐거든요 . 그것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
을 것 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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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 저도 박사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Swanson은 사회복지보다는 social work 이야
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농촌 사회사업과 농촌에서 하는 사회사업
은 다르다고 한 것 같아요 .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촌복지라고 얘기하고 있어
서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Swanson이 말한 그것에 있어서 social

work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두 개는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만 , 농촌복지
라고 하는 측면 , welfare라고 할 때에는 Swanson이 말하는 ‘rural social work’
과 다른 거죠 . 저는 좀 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란 :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welfare라고 얘기한다면 농촌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가요 ?

김형준 : 일단 분과 측면에서는 저도 농촌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과라고 생각합
니다 .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하면 , 농
촌사회복지와 농촌에서의 사회복지는 다르지 않다는 측면이지요 .

김영란 : 그렇다면 social work이면요 ?

김형준 : social work이라면 Swanson의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 다시 말해 농촌사회복지
와 농촌에서의 사회복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 농촌 사회사업은 별도로 존재
해야 한다고 봐요 .

김영란 : 복지라고 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혼란
스럽게 같이 써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면 사회사업을 모두 포함
하여 그냥 다 뭉뚱그려서 어떤 경우에는 동의어로 ,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
으로 상용하는 의미를 흔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이미 오랫동안 그렇
게 잡혀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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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 Swanson이 한 말이 복지 전체를 두고 한 말일지 , social work 측면에서 말한
것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란 : Swanson이 아무리 social work이라고 얘기했어도 우리의 입장은 그냥 복지로,
그리고 사회사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 농촌에서 사회사업을 하
면 농촌 사회사업이냐는 것인데, Swanson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 농촌 사회사업은 따로 있다는 거죠 .

김형준: 그런 면에서 제가 이해하는 게,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방법적인 것을 의미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농촌 사회사업은 도시에서 행해지
는 사회사업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해하고 동의하
는 것인데, 결국은 복지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복지가
뭐냐 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했을 때, 농촌복지라고 해서 사회복지의 목적하
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안에 들어가는 거고.

조미형 : 교수님 발제문에서도 지역사회복지를 얘기하시면서 , 방법으로 봤을 때 지역
사회복지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농촌에서 할 수 있지만 , 하나의 분야로 본다
면 별도로 분리해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 그래서 농촌복지를 하나
의 분야로 봤을 때는 농촌 지역에서 하는 사회복지와 ‘농촌 ’사회복지 (혹은

‘농촌 ’복지 )가 달라서 별도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면 ,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방법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리고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은 [사회복지의 그것을 ]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닌
가 싶어요 .

김영란 : 그렇죠 . 그런데 사회복지의 지향이나 가치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을 게예
요 . 왜냐 하면 , 제가 보기엔 사회복지가 출발하고 태생했던 도시적 배경과 농
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상황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 지금 사회복지가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반대로 해야지만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농촌복지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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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 할 것 이예요 .

박대식 : 그런데 문제는 , 지금 농촌이 옛날처럼 동질적이지 않거든요 . 엄청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개념을 너무 좁게 설정해서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
가 옥죄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념 정의를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나
이런 데에 통하는 범위 내에서 이론적으로 크게 정하고 , 예를 들어 광의적으
로 정하고 , 그 다음에 우리 필요에 의해서 뭐 협의적으로 , 이런 어프로치가
낫지 , 처음부터 너무 좁게 잡아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라는 식의 접근이 과연
바람직한 접근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배충진: 저는 일단 농촌복지의 대상에 대해 말해보겠어요.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산업
화되면서 그 모든 수혜를 수도권과 서울이 가져갔듯이 , 90년대에 지방자치제
도가 도입되면서 농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혜는 읍 단위 지역이 전부 다 가
져가버렸죠 . 지금 제가 사는 해남읍만 해도 도시 어디에 못지않은 복지 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 그래서 거기를 농촌이라 놓고 기준으로 무언가
를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구요 . 일단 농촌복지라 하면 지리적으로 면・리 단
위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면・리 단위의 특징은 구성단위가 옛날
부터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구성된 집락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전통 문화나 환경이
또 있고 ,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경이 있고 ,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복지
체제가 거기까지 도달도 안 되고요. 지금 제일 사각지대가 농어촌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맞춰서 복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문헌을 좀 보니까 일본에서
는 生活圈과 生活權 이렇게 2가지로 표현하더라구요 .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
생활의 권리는 지역의 ,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라던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같은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제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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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서 해야 되고 , 그것은 앞서 말한 사회사업의 성격에 좀 가깝고 ,
지역 단위 , 권역으로 생각하자면 ,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산업이나 환경에
대한 가치나 보람 이런 것을 따질 때는 다른 데와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 따라서 이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 아까 말
한 기본적인 생활 권리에다가 지역단위의 가치나 보람을 합한 그 큰 것을 농
촌복지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태완 : 앞서 농촌복지가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던데 , 거기다가 생활 영역을
포함하게 되면 그게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 읍까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

배충진 : 아니요 , 옛날에 저도 논문에 썼습니다만 , 면 단위의 지역 구성이 옛날엔 학교
단위 , 즉 초등학교가 있었던 단위로 했는데 , 그게 5개거든요 . 중앙에 있고 , 동
서남북에 있고요 . 그게 자연마을로 따지자면 , 한 5~6개가 모인 것이죠 . 옛날
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 소통
이 될 수 있는 거리라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아무 교통수단 없이도 세세하게
잘 알 수 있는 범위 , 그 정도가 범위이고, 그 범위를 넘어가면 이제 장에 가서
나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나는 사이이니까 . 그 단위로 따지자고 하면 , 한 면에

5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 찾아보니까 전국에 면이 약 1200개 되더라고요 . 그
렇게 따지면 , 5개 하면 한 6000개 정도의 이런 마을복지 단위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죠 .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차라리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김태완 : 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 , 어떤 정책을 고려한다면 , 여기 단위로 할 수 있는 것
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 경제적으로 보면 , 6000개에 해당되는 데
에다가 정책을 넣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 면 단위 수대로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 ? 매 면마다 .

배충진 :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그 6000개 단위가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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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최저선을 맞추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 거기에다 뭔가를 플
러스해서 삶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할 영역이라기보다
는 옆에서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그것은 6000개가 모두 다를 수 있죠 .

김태완 :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건・의료 등 이런 것들인데 , 그 단위
까지 전부 정책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배충진 : 그런데 [가능성이 ] 없죠 . 제가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정부에서
정책을 ] 내려 보낼 자신이 없으면 지역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그
렇게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구에 적용된 제도를
시골에 그대로 적용하라고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요 .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입안
하는 사람이 도시형 , 농촌형으로 구분하던지 , 구분이 안 되면 나름대로의 어
떤 여유를 두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해주던
지 .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잣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

박대식 : 농촌에서의 사회복지 , 농촌에서의 복지 , 농촌사회복지 , 괄호 밖으로 치는 그
런 논리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개념
을 너무 좁게 잡아서 시작하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 농촌에서의 사
회복지도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농촌복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포함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촌에서의 사회복지는 ‘이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배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

김태완 : 개인적으로 용어상에서는 농촌 사회복지보다는 농촌복지라고 하는 게 좋다고
보아요 . 가끔 어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 복지에서 welbeing에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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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붙는 순간 마치 취약 계층한테만, 노인이나 장애인한테만 복지가 제공된다
는 , 즉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사회보장은 복지를 ,
농촌복지로 해서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 면 단위로 하자면, 그 면에 계시는 장애인도 포함되지
만 그 면 안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또 다른 농어촌 주민 , 요즘은 외국인 근로
자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 범위가 좀
더 넓은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형준: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 social의 의미는 주체 의미도 강하거든요. 사회 문제
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 저는 그게 배 박사님이 말한 그런 공동체
적인 노력이라고 봅니다 . 그래서 ‘사회적인 노력 ’, 이렇게 가면 좀 더 현실적
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체로써의 삶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부각시켜야할 점 같습니다 .

조미형 , 김영란 :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

박대식 : 김 교수님이 농촌복지를 지역개발 개념까지 포괄해서 쓴 것이라면 , ‘사회 ’를
붙이는데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
구요 .

김태완 : 사회복지학에서도 나뉘긴 나뉘나 보네요 ? ‘사회 ’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취약적으로 보는데 ... 저는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보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

김형준 :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를 반대 개념으로 봅니다 .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 사회
적 기업 , 사회적 일자리 등이 그렇지요 .

김영란 : 사회복지에서는 연대의 의미로 ‘사회 ’를 이해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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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개인이 아닌 사회. 개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공동적인 책임, 이런 개념
으로서의 사회를 의미하지요 .

박대식 : 하여튼 사회복지 , 사회복지학 , 농촌사회복지학 이렇게 하면은 명확하게 농촌
사회복지학을 사회복지의 한 분과로 설정할 수 있죠 . 그러나 농촌복지를 좀
더 큰 개념으로 볼 경우에는 달라지거든요 . 사회학과 농촌사회학의 관계처럼
사회학에서는 명확하게 농촌사회학이 사회학의 한 분과로 하고 , 패러다임도
크게 다르지 않게 설정해요 .

김영란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사회복지의 한 분과로 봐요 .

김형준 : 농촌복지든 농촌사회복지든 저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 농촌사회사업
이라고 하면 좀 달라지죠 .

박대식 : 실제로 그렇죠 , 그건 미시적인 부분이니까 .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중에 사회
사업 성격의 전통이 강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을 비교해 보면 , 교육하
는 내용이나 연구 등이 다 달라요 .

김영란 : 사회학에서 사회를 연구할 때 , 그 사회의 농촌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그
게 농촌사회학이잖아요 ? 우리가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농촌사
회에 대한 복지에 더 많이 집중하면 농촌사회복지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나요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

김태완: 개인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외부에서 같이 토론하거나 부딪쳤을 때 , 사회라는 말
이 들어가면 대부분이 저처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 토론하다보면 “그 연대
라는 의미가 뭔데 ” 라는 등 복잡해질거예요 .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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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 사회의 한 부분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복지가 있고 , 농촌에 가면 여러 개인
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농촌사회사업이 있는 것으로 이
해하면 되겠습니다.

박대식 : 그래서 그 개념 정의를 오늘 토론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음 좋겠는데요 . 전체
사회복지학 , 지역복지 부분 , 그 다음에 농촌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
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 지역복지는 도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

김영란 : 지금 나와 있는 주요 교과서들이 정확하게 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집필되
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 지역사회복지는 결국 지역사회보호 관련 내용을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 만일 지역사회보호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에서 사
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한다면 , 지역이라고 하는 구성 안에 이를
테면 탄광지역, 어촌지역 , 산업지역, 농공단지 등 지역을 분류를 해서 접근해
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 이런 지역구분 중에서 농촌은 덩어리가
큰 거예요. 정신보건이 장애인복지분야에 속하지만 개별 분야 영역을 확보하
고 있는 것처럼 농촌복지는 지역사회복지에서 빠져나와야 하다고 생각해요 .
여기 오기 전에 농촌복지포럼 , 농어촌복지연구회 , 그리고 이용교 선생님의
농어촌복지아카데미가 맨 처음 결성될 때 생산되었던 자료들을 보았어요. 그
런 조직들이 결성될 때마다 저도 참여하였는데, 어디에고 농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 농어촌복지연구회조차요 . 학문적으로
개념이 잡혀야 실천이 그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정립 작업
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대식 : 우리가 독자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회
복지학의 접근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을 너무 좁게 가지지 말고 크게 잡되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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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부분을 좁게 잡아서 접근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 그렇지 않으
면 예산 측면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죠 .

김태완 : 제가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지만 , 이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를 ] 굉장히 좁게 보는데 ,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
크다 ’ 이런 식으로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설득해야지요. 그래야 중앙단위에
서 해당 부서(○○과)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농촌의 복지가 별도의 전달체계
로 만들어지는 근거로 우리가 농촌복지의 개념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지역복지가 주로 도
시라고 하면, 우리는 농촌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누어도 되지 않습니까?

김영란 : 그런데 그렇게 가르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은 농촌을 다루는 사람들이 없어
요 . 사실상 locality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 지금 서울시가 마을만들기사
업을 하면서 locality가 고려되기도 했지만 , ‘고려해야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
지고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는 얼마 안 됩니다. 위에서 하라고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조미형 :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교수님들도 ,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지방이 농촌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을 연구한 것이지 , 그것을 농촌
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하신 분은 없는 겁니다 . 그것이 정말 다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는 아까 배 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 지난 3년간 정책 등이 이루어지
는 모습을 보면서 , 보건복지부 [정책이나 사업 ]에 무엇을 담으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저는 차라리 ‘확실히 못 하겠으면 확실하게 못 하겠다고
하고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 차라리 ‘national minimum’과 같이 국
가 어느 곳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정부에서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는 관여하지 마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면 관여하지도 마라!’라고
하고 싶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논의가 한편으로는 물론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 그래도 최소한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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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그것이 정책 안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당장에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다음 논의가 아닐까 합니다 .

김영란 : 처음부터 훨씬 더 이상적으로 잡아 놓아야지만 그 초점이 실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 30명이 사는 마을일지라도 정책은 중앙정부부터 죽 연결되는 것이잖
아요. 20~30명이 사는 마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 규모가 작은 마을일 경우 정
책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 ‘지금 농촌이 이
렇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복지라는 이름 안에서 할 수 있
을까 ?’라고 상상하는 것 ! ‘미래 ’농정포럼이잖아요 .

조미형 : 그렇죠 , 20~30년 후의 농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김영란 : 네 , 맞아요 . 장기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농촌이 지금처럼 지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 배 선생님께서 ‘읍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 그렇다면 면까지 파
고드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죠 .

배충진 :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 한계집락을 주제로 한 연구가 있어요 . 결론적으로
보자면 , 어떤 마을이 개발이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 사람이 살고 있
는 한 , 우리처럼 국토가 아무리 좁다고 해도 인구가 없어져서 마을이 멸실되
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전
과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 농촌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

배충진 : 네 , 최근에 말이지요 .

조미형 : 그래서 읍이 동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읍을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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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겠다는 거죠 . 농식품부에서는 읍과 면이 농촌인데 , 그렇게 되면 면만
농촌정책의 대상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니까 .

김영란 :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조미형 : 단순히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읍이 도시로 분류되어 정책이
나 제도의 대상이나 사업의 대상에서 도시로 분류되었을 때 그게 어떻게 다른
지 , 어떤 영향을 미치고 , 어떻게 되는 건지 .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
올 정도로 읍과 면의 차이가 심하긴 심한 것 같아요 .

배충진 : 읍에서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지표를 조사해보면 웬만한 도시의 동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아요 .

박대식 : 그렇긴 한데 , 지금 수도권의 면지역은 또 일반 지역의 읍 못지않거든요 . 경기
도에서도 보면. 그래서 우리도 농촌지역을 유형화해서 접근 방식을 조금 다르
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는요 . 예를 들어 면지역은 이렇
게 , 읍 지역은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도시 접근성이라든지 등을
고려해서 몇 가지로 유형화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영란 : 그러니까 농촌을 유형화한다는 측면으로 봐도 농촌복지는 굉장히 독립적이어
야 된다는 거죠 . 거기서 다루어야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 농촌복지만 하
나 놓고도 지역을 또 나누고 세분화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

배충진 : 결과적으로 김영란 교수님이 쓰신 것에서도 개념이나 비전이 명확히 제시되
지 않았고 ,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봐야 이게 수명이 짧
아요.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한 정책 중에서 ‘촌스러워 고마워요’가 있었죠. 촌
에서 지내는 것이 창피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 수명이
딱 1년 정도였어요 . 다른 예로 , 영국 것을 본 따서 농촌서비스기준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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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 사실 그것도 그냥 하다가 없어졌거든요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순
위를 정해서 10년차, 20년차 유지되도록만해도 ... 비전이나 정권 등이 바뀌어
도 이런 작업이 매우 중요하죠 . 미래의 한국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

조미형 : 그래서 말씀하신 농업 , 농촌 , 농민이 대상의 범위로 들어오게 되면 , 그러면서
농촌복지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농촌 ’이라고 봤을 때 , 농촌이 지속 가능해지
려면 그 안에 농업,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지역사회복지하면 지역사회 통합 뭐 이렇
게 이야기 하듯이 , ‘농촌복지다 ’ 라고 하면 ‘지속가능한 농촌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농촌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논의하는
순서이죠 . 정리하자면 , 농촌복지를 사회복지의 일부로 놓고 볼 때 , 그럼 농촌
복지의 비전 , 개념 내지는 지향하는 목적 … 그런 논의가 지금 좀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해요 .

김영란 : 지속가능한 농촌을 염두해 두는 것도 좋고 필요한 일입니다 . 그런데 저는 앞
서 배충진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제가 ‘농촌에
복지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촌에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부
터 출발했는데, 섬에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시스템이, 서비스가 좋던
나쁘던 간에 하여튼 , 그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 이것은 일종의 인권 침해 , 즉
권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커서 . 그러면서 가진 생각이 ,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농촌복지는 농촌이
나 탄광이나 어촌이나 어디에 내가 살고 있어도 기본적인 것들을 똑같이 누
릴 수 있는 일차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적 권
리의 평등권 , 지역적 복지의 평등권 뭐 이런 거죠 .

배충진 : 우리가 사는 마을의 주요 작물은 주로 바닷가에서 나요 . 양식하는 분들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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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요 . 또 밭이 많아서 마늘 , 배추 등을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 그들을 보면 ,
영농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비료를 엄청 많이 뿌리는 편이죠 . 우리 마을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 거기서 질소 산화물이 자꾸 검출됩니다 . 그래서 수
질 검사를 할 때마다 매 번 계속 질소 성분 과다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요 . 상수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에는 ‘검사해야 된다 ’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 시골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가스비도 비싸고, 기름 값도 비싸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런 거죠 . 심지어 텔레비전도 위성 안테나를 달지 않으
면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수신료와 스카이라이프 비용 또한 별도로 지불해야
해요 .

김영란: 네 맞아요.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사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충진: 그래서 제가 농촌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존의 틀로는 이런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예요. 지금도 뭔가 부족한 부
분이 많이 있는데 , 20~30년 사이에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면 지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 국가에서
두 손 다 들 정도일 텐데 말이죠. 그때쯤 되면 농촌은 거의 마비될 것 같아요.
그전에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 좀 지원을 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 지역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그나마 최
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란: 그렇게 따지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가 이런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
는 공공 인프라를 설치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봐요 . 농촌에 살기 때문에 도시
에서와 달리 개인적인 돈을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요 .

배충진 : 그렇다고 지금 농촌에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 엄청나게 많은
돈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특히 또 농협과 같은 경우.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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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로설 수 있게만 해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및 재원 등이 정말
많아요 . 농협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만 봐도 , 그런 비용을 전부 다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정부의 농촌계획의 포인트
가 잘못된 거 같다고 느껴요 . 정권이 바뀌면 또 그 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끝
나게 될 텐데 말이죠 .

김영란 : 지금 그 계획의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 경쟁인가요 ?

배충진 : 오히려 농협과 같은 경우 ,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제도를 바뀌었는데요 , 정말
깜깜하게 선거하는 것이더라고요 . 모여서 정견을 발표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
도 없고 .

김영란 : 선거가 과열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군요 .

배충진 : 제일 돈이 들지 않는 것이 , 지역주민들을 교육 및 훈련을 시킨다면 복지에 대
한 권리 인식도 늘어나고 , 정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 농협의 참여자로서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더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그렇지만 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

김영란 : 그렇군요 . 아직 개념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요 . 다시 돌아가 보죠 .

김태완 : 크게는 농민 ,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 범위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 집락 단위가 되는 것이죠 . 그 집락 단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미형 :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든 평등한 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것 . 지역의 범위 같은
것은 우리가 정해야 하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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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그 범위는 농촌을 세분화시키는 문제이고요 .

배충진 :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세분화된 농촌을 차등해야 합니다 .

김태완 : 농업 , 농촌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 어떤 것이 처음에 와야 하지요 ? 농민 , 농
업 , 농촌 순인가요 ?

김영란 : 저는 이 세 가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농업은 어쨌든 기술적인 농
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 농업이라고 하는 생산 결과나 생산 과정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하니까 농업이 들어가야지요 .

그리고 전에 몇 명이 모여서 농어촌복지 교과목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
는데 , 제 기억에는 농업을 먼저 해왔고 , 모여서 촌락을 이룬 것이므로 농업이
농촌보다는 먼저 기술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

김태완 : 사람이 와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닌가요 ? 사람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
농어촌복지란 “농업 , 농민 , 농촌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기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한다 ”,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 그런데
그때 지역이라는 단어가 참 헷갈리네 .

그리고 아까 교수님의 발제로 돌아가면 , 농촌복지가 맞나요 ? 농어촌복지가
맞는 건가요 ? 저는 주로 농어촌복지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 어떤 분들은
농촌이라 하면 농어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

조미형 : 그러고 보니 저는 ‘산 ’만 빠졌다는 지적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 그리고 왜 ‘농
산촌 ’이 아니라 ‘농어촌 ’이라는 말만 쓰냐는 질문도 몇 번 받았었습니다 .

김태완 : 우리는 그럼 농촌복지로 정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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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그래도 우리는 어촌까지는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요 ? 농촌과 어촌이 같지는
않죠 . 사실 농촌복지 입장에서는 뭐라 할지 모르지만 , 어촌에 사는 입장에서
는 정말 농촌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 어촌은 농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제 생각으로는 , 어촌은 거의 다가 반농 성향이 있으니 농촌복지라고 해
놓고 세부 분야에서 어촌과 산촌을 다룰 수도 있죠 .

조미형 : 저는 그런 맥락에서 , 발제에 있다시피 , 농촌이 농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소규
모 접근성 , 그 다음에 1차 산업이 가지는 특징 같은 것을 포함하니까 , 그래서
저는 농촌이라는 말로 그냥 쓰고 그 안에 어촌, 산촌 등의 이런 지역들도 포함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 산업 사회의 특징인 도시민의 빈곤문제 등이 아
니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지요 . 그
래서 농업이 들어가고 , 그 안에 사람 , 즉 농민을 이야기하고 , 그 사람들이 살
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 그래서 굳이 농어촌이라는 표
현까지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

김형준 : 그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농촌 , 어촌 , 산촌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요 ?

박대식 : 어촌은 다른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태완 : 이쪽 복지를 연구하시는 분은 거의 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교수님 제외
하고는 관련 글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 수협과 연구했을 때에도 거의
없던 것 같아요 . 어촌교육문화복지재단이 있는데 , 거기에도 관련 연구 자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

김영란 : 제가 발제문 3쪽에 농촌복지와 관련된 조직들을 나열했는데 농촌경제연구원
이 농촌복지를 언제부터 다루기 시작했는지, 농촌의 복지와 어떤 부분을 커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해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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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의 농촌관련 연구 역사를 정리해 봐야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

김태완 : 그런데 논문이나 보고서를 참고할 때 제목에 ‘농어촌 ’이 포함되는 것이 농어
촌복지에 속하는지 , 그 내용 속에서 농어촌을 고려했을 때 농어촌 연구로 보
는 것인지 ? 예를 들어 , 전달체계 연구 중에서 도시 위주로 연구했다가도 가끔
가다가 농어촌을 고려하는데 , 그럼 이런 것 또한 농어촌 관련 연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김영란 : 농어촌 연구에 속하죠 .

김태완 : 예전에 사회복지 보건복지전달체계서비스 관련 연구 중에 완주도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 그것 또한 농어촌 연구라고 볼 수 있나요 ?

김영란 : 농어촌을 고려한 연구라고 할 수 있죠 . 농어촌 연구가 아니어도 , 농어촌이라
는 변수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상당히 귀중한 거예요 .

박대식 : 농촌복지학은 지역복지에서 구분해서 독립적인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김태완 : 지역복지분야 논문집 어디에다가 논문을 실어야 하는데요 , 농촌복지는 이렇
다라는 식의 농촌복지의 개념에 대한 논문을 한번 쯤 쓰셔야 할 것 같네요 .
사회복지연구회나 아니면 사회복지학회에서 한 파트를 분배했듯이 , 거기서
농촌복지라든지 ,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2~3가지 정도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

박대식 : 제가 약 10년 전에, 이화여대에서 개최하는 한국사회복지학회에 간 적이 있는
데, 거기서 ‘농촌이 복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중 삼중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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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냐?’라며 비판
한 적이 있었죠. 그 때 사정에 비하면 최근에 농촌복지 내지는 농촌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이를 테면, 토론회 등에 가보면 상당히 많
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농촌복지 쪽의 전문가들이 그런 관심들을
잘 수렴해서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어촌복지포럼이라
든지 농어촌복지연구회 등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
학계에 있는 학자들을 충분히 끌어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의 농촌복지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농촌 관련 학회와
의 결합도 필요하고요 .

김영란 :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

김형준 : 지향점이죠 .

김영란 : 지향점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특성이 나와야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나 합의는 아니더라도 그게 좀 나와야지만 지역이 이
렇고 이런 특성이 있으니 우리는 이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지
향점 및 가치 ,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김형준 : 저는 개념 정의를 할 때 경계를 좀 정해야할 것 같은데요 . 개념 정의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회복지 정의부
터 사실 먼저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 과연 농촌
복지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개념적 정의가 사회복지의 그것과 뭐가 다를까 싶
네요 .

김영란 : 그렇다면 배 박사님이 하신 개념 정의를 보시지요 . ‘농업을 주요 생산 활동으
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 그런데 제가 뭐 , 많은 책을 보진 않았지만 ,

190
외국 문헌에서는 개념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

조미형 : 하기가 어려운 거죠 .

박대식 : 글쎄요 , 저는 넓은 의미의 개념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에 협의적인 의미는 우리
가 조금 더 특화된 쪽으로 하고요.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광의
적 혹은 협의적으로 , 독창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란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제 생각에는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맨 나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 왜냐 하면 , 개념 안에 원하는 것을 마구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필
요하고 타당한 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실제로 제 발표문의 뒷부분에
있었던 것, ‘무엇을 우리가 존중할 것인가 ?’, ‘어떤 가치를 농촌복지에 심어놓
을 것인가 ?’,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 ?’ 거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간다움 ’까지 말한다면 , 개념에 인간다움을 넣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간다움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그래서 가치 ,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도대체 왜
우리가 농촌복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농촌복지를 통해 우리가 얻고 싶
은 것은 무엇인가가 이야기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즉 조각이 맞춰져야지만 그
퍼즐을 통해 개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형준 :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다한들, 분명히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개념이죠.

김영란 : 네 , 그렇죠 .

김형준 : 불안정한 개념인 셈이죠 .

조미형 : 농촌복지는 사회복지 정의의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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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촌복지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각
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 , 즉 농촌이 가진 특성 , 취약한 점 , 무언가 [도시와는 ]
다른 문제 등 안에서 정의될 수 있는 거죠 . 사회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
이기에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

김태완 : 우리나라엔 집락과 관련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 통계청에도 안 나오고요 . 정
의를 내렸으면 이 사람들도 뭔가 분명히 부족하다 ,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선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등을 써줘야 하는데 ... 당장 뭐 쓰고는 싶은데 쓸 수 있
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

배충진: 그걸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만들어지는데, 지역
사회복지계획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져서 이제는 그냥 법적으로 제출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걸 좀 바꿔서 정말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들여다보곤 하는 것으로 하려면 복지부에서 이 부분
에 관심을 새롭게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 그리고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해야
지 지금처럼 하면 ... 이번 같은 경우를 보자면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초 데이
터를 생성할 주민 대상 설문지를 복지부에서 정해줬어요. 통일된 설문지로 지
역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태완 : 복지부가 그렇게 한 것은 일반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 지역과 비교하고 ,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특성에 맞춰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

배충진 : 그런데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 우리 지역은 이것이 안 맞으니 이건 추가
하거나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말이죠 .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버리는 것은 맞지 않죠 . 전국적으로 동일한 데이터가 모아져서
그걸 가지고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사
람들이 문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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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역마다 다를 것이라는 것
을 모르시나요 ? 이미 알거든요 ! 그럼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다 나오는 것인데 , 그건 데이터만
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읍, 동 이런 것 다 집락 단위
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이 말해준다고 생각
해요 . 설령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 못할 거예
요 . 예를 들면 , 앞서 배충진 선생님 말씀처럼, 데이터는 식수에 질소가 들어갔
다는 말을 해주진 않죠 .

조미형 : 읍 ·면의 상황은 각기 다른데 , 이것을 지자체 단위의 지표로 만들면 [대표할
수 있는지 ,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지 ]

김영란 : 그래서 얼핏 드는 생각인데, 농촌 주민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지표는 마치 총
과 같네요.

박대식 : 총이요 ?

김영란 :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줄줄 알았는데 지표가 갑자기 총부리를 겨누듯이
그런 어떤 공격의 수단이 되는 거죠 .

박대식 : 잘못된 지표는 악용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

김영란 : 사람의 상태와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지표로 인해 모두를 손상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인
데요 . 지표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계량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
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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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는데 , 대학에서 농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쪽에 대한 교수들이 전
문성이 없어서인 측면도 있지 않나 합니다 .

김영란 : 관심이 있으면 교수도 공부해요 . 공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해보려
고 할 수도 있죠 .

조미형 : 정부가 관심이 없으니까 연구할 것도 없고 , 일자리도 없고 , 학생을 보낼 데도
없고 .

박대식 : 벌써 한 십 년도 더 넘은 이야기지만 , 그때 이야기가 , 일반 대학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농수산대학이나 농협에 그런 농촌복지 전문 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양성해보자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안 됐었거든요 . 그래
서 농협같은 곳은 따로 과를 만들지 못하고 , 대신에 그 여성복지 담당자들을
사회복지학과에 보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했었지요 . 이와 관련하여
목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농촌복지를 특화한다고 해서 참 기대가 큽니다 .

김영란 : 쉽지가 않아요 . 현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농촌적 문화
가 퍼져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보성에서 왔어요 . 그렇
지만 그 부모는 이 학생이 보성으로 돌아오지 않길 바라죠 . 그러니까 학생들
이 농촌복지를 배우고도 농촌 쪽으로 가서 배운 대로 실천할 만한 곳이 없는
거죠 . 그래서 취업은 도시에 있는 기관으로 하게 되죠 . 결국 배워도 농촌복지
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정도에 머무는 거죠 . 그것만으로도 중요하긴
해요 .

배충진 : 일단은 현장에 명시적인 수요가 없고요 , 그 다음에 그런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 또한 하지 않죠 .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농어촌 지
자체에서 근무하려면 농어촌복지에 대해서만큼은 대략적인 것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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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해야 하는데 , 그런 것 없이 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
배워야 되겠다는 학습 욕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군수나 지자체장
이 지역에 특화 복지를 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맞는 요구 등이 전혀
없어요 . 그러니까 안 배워도 전혀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

박대식 : 그렇겠지요 . 저는 자격증제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강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아니 예를 들어 , 채용할 때도 농촌복지론 수강 경험을
요구하구요 .

배충진 : 면접할 때 가점을 준다던지 ...

박대식 :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준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

김영란 : 그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긴 한데요 . 만약에 그런 게 정해지잖아요 , 그러면 다
른 몇 학교에서도 ‘아 이거 해서 학생들 취업 많이 시켜야하겠구나 ’ 하는 식
으로 접근해서 자기는 농촌복지에 관심도 없고 , 열의도 없으면서 그냥 책을
줄줄 읽어주는 강의를 한다면 .... 저는 그런 인력 배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 이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 친농촌복지 학계의 연대를 어떻게 이을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젊은 교수들은 전혀 열의와 여유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 지금은 자기가 몇 편의 논문을 쓰는가가 중요하지 , 내
전공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

조미형 : 저한테 만약 가르치라고 하면 ,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 결국은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 연구도 부족하죠 .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가 되고 나서 교육으로 가
야 제대로 가르치고 , 전파되지 않을까 해요 . 그냥 섣부른 자격증제도가 본질
을 흐리는 모습들이 많아요 . 저 스스로도 과목 하나를 이끌어갈 정도의 고민 ,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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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우리 논의가 어떻게든 잡혀야지 교육도 가능하죠 . 저는 여기다 몸을 담았는
데 , 제가 이렇게 동료 그룹과 같이 고민하면서 책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의 실
질적인 플랜이 필요하죠 . 예를 들어 미래농촌포럼 4번 만나고 끝 ! 이런 식으
로 하면 전혀 발전이 되지 않을 겁니다 .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농촌과 복
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 우리 그룹이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를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 그것이 바로 농촌복지를 계획하는 것과 일
맥상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

김형준 : 저는 학생들도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영란 : 그건 조금 아니에요 . 배 박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 저 같은 경우
는 뭐 ,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 또 학생들이 어디 가서 취직할 것도
아닌 것을, 농촌은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든지 농촌복지의 실천 원칙은 이렇다
라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어렵지만 학생들이 농촌 출신이니까 좋은 점이 있어
요 . 농촌이 내 집인 것하고 농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른데 , 농촌복
지를 배우면서 농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훨씬 더 농촌에 대한 관심이 생기
고, ‘아 거기서 태어난 내가 실천가로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
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죠 . 학생들이 현장 조사도 합니다 .

박대식 : 정식 교과서는 아니지만 공동모금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잖아요 . 그런데
거기서 더 발전이 안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

김영란 : 저도 그 과정에 공동저자로 참여했었는데 , 저자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
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으로 하는 일은 영향력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박대식 : 왜 질문을 했느냐하면 , 우리 농촌사회학 교재를 몇 년 전에 출간했는데 , 이것
을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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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공동모금회에서 농촌복지 교재를 만들 때 각자 원고를 제출하면 그만 이었습
니다. 어떤 경우는 책으로 나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책을 받아보고서 내 이름
이 나온 것을 보고 알게 되는 식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논의를 많이 해야 합니
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교과목 개발에 따라서 교과서를 집필한다면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 그에 앞서서 일본 , 영국 , 미국 등의 해외 사례에 관
한 책도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 어쨌든 우리가 농촌복지 연구와 교육의 후발
주자이니까 . 번역이 안 나오더라도 저자들끼리 스터디를 하고나서 집필을 시
작해야지요 .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 specialist인가 generalist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좀
빠른가요 ? 농촌복지실천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기엔 좀 빠른 감
이 있죠 ?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 배 박사님이 말씀하신 ‘무얼 하려는가 , 무엇
을 지향하는가 ?’ 이게 앞에 나와야지 어떤 역할 혹은 어떤 전략에 대해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농촌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제목을 부친 논문이 있었어요 . 도대체 어
떤 인식이 바뀌어야 하나 하고 자세히 읽었는데 , 결국 제가 원하는 변화가 아
니었을 뿐만 아니라 , 이 정도의 의식으로 인식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한 논문
이었다는 생각에 실망했어요 . 그래서 지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
의 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
각해요 .

조미형: 솔직히 제가 이 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으로서 생각해보면, 발제문 후반에 나
오는 일본 사람들과 같은 말을 연구원에서 이해할까 싶기도 해요 . 정부 출현
기관에서 .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

김영란 : 맞아요 . 이게 안 먹혔기 때문에 저의 2억 짜리 농촌성 연구가 탈락된 거예요 .
면담까지 갔었거든요 . 면담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다들 저에게 ‘농촌이 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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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아야 되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 그때 심사위
원들을 대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

박대식 : 심사위원들이 주로 경제 , 경영학 전공자라서 그렇죠 .

배충진 : 아까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 , 우리나라에서 기초 과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 우리나라는 지금도 압축 성장의 연속선 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죠 .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한 판부가 필요한 것인데, 그에 대해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선 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 잘 모르지만 , 어느 이득점에 도달했
을 때 , 한 2030년으로 본다면 , 정말 이게 , ‘아 그 때 , 확실히 해 놨어야 하는
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 40~50대가 인문학을 보고 삶의 방향을 찾았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것처럼 .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은 『녹색평론 』에서 출판하는 서
적들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죠 .

조미형 : 그런데 지역개발 2차 회의에서도 미래농촌변화 키워드에 탈근대적 가치 확산
과 새로운 소농 등에 대해 다루셨더라고요 .

김영란 : 지금이 그런 방향으로 수렴해가고 있는 어떤 길목에 들어 선 때인 거 같긴
해요 .

박대식 : 유럽에서도 친소농 , 재소농화 등 소농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이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요 . 우리나라도 선도적인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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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 그럼 농촌복지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농촌복지의 목적인 것이죠 ? 그렇다면
농촌복지가 지향하는 것은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죠 ? 그래서 살고 싶은
농촌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미형 : 살고 싶은 농촌이라 ...

김영란: 저는 여전히 이 행복하다는 것이 누구나의 행복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고요 .

박대식 : 앞서 말씀드린 농촌사회학 교재를 집필할 당시 제가 맡은 부분은 농촌복지였
습니다. 농촌복지는 사회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 ‘삶의 질 향상’, ‘삶의 기회’
등의 측면을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

김태완 : 삶의 질의 의미는 결국 행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잠시 침묵 )

배충진 : 무엇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힘들군요 .

김영란: 저는 사람들의 삶의 질 지향이 전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는 도시로 가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 이제는 농촌에 가야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농촌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 농촌에 거주
하는 것이 삶의 모델이 되고, 그곳에 대해 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농촌에서 사는 것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에요 .
결과적으로는 도시가 농촌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 옥상에서의 도시 농업을 하는 등 도시에서도 농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고 그것의 본고장인 농촌에서는 자부심이 되는 ! 예 , 저는 그런 농
촌을 바랍니다 . 행복한 농촌 , 평등한 권리 등을 통해 농촌이 안정된다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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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과거의 농촌의 모습이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의
삶이 도시보다 더 팍팍한 것 같아요 . 저는 마을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 마을
주민들의 인심은 사실 ...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농민 특유의 소박함이 있지
만, 실제로 이익에 관련된 어떤 접점이 생겼을 때는 적(敵)으로 돌변하는 부분
이 있어요 . 땅 한 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거죠 . 그것이 만약 오랜 동
안 경험한 복지적 불이익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면 , 복지로 인해 그런 피해의
식이 사라지게 되는 30~40년 후가 되면 과거 농촌의 모습들 그리고 농촌의
좋은 것들을 더 발현시켜서 온 세상이 ‘농촌스러워지는 ’ 것이 지구를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근대부터 지금까지 인류
는 꾸준히 [농촌과는 ] ‘다른 것 ’을 추구한 것이잖아요 ? 원래 인류는 농경문화
를 베이스로 해서 살았지만요. 그런데 다른 것을 추구하다보니 반농경화가 된
것이죠 .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식: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지금까지 지나치게 농업・농촌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
을 맞췄는데 , 농업 및 농촌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지를 바라보자는 시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조미형 : 사회복지이지만 사회복지답지 않은 부분들 , 즉 인간이 없고 공급자나 제도나
서비스만 남아버린 모습들 ... 저는 농촌에도 ‘사람 ’이 살고 있는데 ... 농촌을

‘사람이 사는 곳 ’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저는 사실 이전엔 농촌을 전혀
몰랐고 , 살아보자는 생각도 없었지만 , 제 삶의 고민이 결국 농촌에서의 삶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

박대식 :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의뢰를 받아 귀농・귀촌에 관한 5년 패널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태 귀농을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객관적인 자료
를 보자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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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세상을 사는 이치가 자연과 맞닿는다는 말이 있는데 , 이런 자연과 세상을 사
는 이치가 자연스럽게 맞추어지는 삶의 모델을 만드는 곳이 농촌이라고 생각
해요 .

박대식 : 아유 , 그럼요 .

조미형 : 아까 농촌적 삶을 말씀하셨는데 , 자연과 세상의 이치가 맞닿은 삶이 바로 농
촌적 삶인가요 ?

배충진 : 다른 말로 바꾸자면 , 자연과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죠 ! 지금 농촌의 삶은 자
연의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거기서 개발하고 착취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
그래서 자연과 공존・공생할 때야말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것이죠 . 그렇지
않으면 물신적・기계적이라고 보죠 . 이런 커다란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요. 그래야 정책도 여기에 맞아 들어가거든요 . 그런데 지금 보면, 해남에서 농
산물 생산 중인데 유기농으로 생산해서 학교로 바로 납품을 하면 편리할 것인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 전부 도매상이 와서 강제적으로 수집해 갑니다 . 그
러고 나서 광주의 도매상이 학교와 개별 계약을 해서 납품 중입니다 .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를 따지는데 , 엄청나게 많은 마일을 거치는 거죠 . 그래서 지자
체가 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거죠 .

김영란 : 그런 정책이 현장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 적어도 완주나 진안 등이
그것을 시작했잖아요 . 완주의 경우, 군수가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계
가 잡히면 하게 되죠 . 우리가 무엇을 잡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
한국 농정도 마찬가지이고요 . 저번에 미래농정포럼 처음 참석했을 때도요 ,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떤 농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는가 ?’ 생각해 봤어요 . 그런데 막상 그런 논의는 나오지 않았어요 . 그래서
결국 각각의 분야가 칸막이처럼 따로 만나서 다른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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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그런 것도 문제죠 .
자, 그러면 우리는 농촌적인 삶, 자연과의 공존・공생. 우리가 바라는 농촌은
이런 것이다 .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welfare’의 좁은 개
념을 버리고, 또 좋은 삶, 좋은 세상 등 넓게 복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농촌의 복지는 이런 것이라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

김형준: 농촌복지의 지향은 예를 들어서, 그런 공생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가요 ? 과거에 살아왔었는데 ,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 복지는 그런 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것이지요 ?

조미형 : 삶이라는 것에 관점을 둔다면 , 자연과 공존・공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 ‘그 영역이 어떻게 갖춰져야 우리는 그 안
에서 어떻게 자연과 공존・공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

배충진 : 그게 아까 말한 인간다운 삶인 것이죠 .

조미형 : 네 , 인간다운 삶 맞습니다 .

김태완 : 상수도 해주고 전기 깔아주고 ... 기본 생활 보장인거죠 .

김영란 : 그것조차 안 되어 있으니까요 .

김태완 : 네 , 안 되어있으니까 .

김영란 : 보시다시피 Jim Ife는 호주의 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요 ,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복지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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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 에너지복지가 있고요 , 환경복지 또한 있어요 .

김영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상수도를 교체하는 문제로 한정하기 보다는
상수도에 accessibility가 안 되는 취약 계층을 문제시 하는 거죠 . 부유한 사람
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지만 . 결국 그런 인식 하에서 상수도 문제는 굉장
히 ‘복지적 ’인 것이죠 . 에너지복지도 에너지 빈곤층을 이야기했을 때의 복지
인 것이고요 . 영국 버밍햄대 사회정책 교수인 Fitzpatrick은 지금 당장의 에너
지 빈곤층이 아니어도 이 에너지를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
지고, 미래 세대에도 이를 못 받는다면, 결국 에너지 빈곤층은 미래 세대로 세
습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는 자연 생태적 문제까지 고
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조미형 : 삶의 질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 복지라는 영역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 동시에 삶의 질 7대 부문 기저에 깔려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더라
고요 . 그것이 자연 환경이건 , 그것이 기초생활 인프라이건 간에 농촌에서 삶
의 질을 이야기할 때 , 복지를 7대 부문 중 하나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지
요 .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복지이고요 .

배충진 : 뉴스에 나왔던데 ,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5년 만에 교과서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 이런 식으로 녹색문제를 제기했다 말았다하는 것이 아니라 , 항상 계
속 돌기만 하는 지구, 그 자리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북극성처럼 중심만 잡
아놓고 모든 것을 거듭 보면서 이게 과연 거기에 맞는지를 견주어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

박대식 : 하여튼 김 교수님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셨는데 , 지속가능성에서 제일 중요
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 , 사회문화적인 측면 , 생태환경적인 측면 등 이런 것들
이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개념을 최종적으로 설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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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경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생태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같이 고려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영란 : 이런 것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생이죠 . 경제적 측면 , 사회문화적 측
면 , 생태환경적 측면을 공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실천 방법이 필요
하고 , 그런 면에서 어떤 실천 원칙들이 나와야 하는지 . 저는 그와 관련해서
일종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농촌 , 그
농촌의 다양함과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고 , 그
위에는 공생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등을 나타내는 매트릭스 말입니다 . 이러할 때 농촌복지가 구체화되겠죠 . 그렇
게 되면, 어디 가서도 이것이 농촌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안에서도 세부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에서 결국 정부는 무슨 제도를 해야 할지 , 또 기존의 복지기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도 생각해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농촌
에서 도시 컨텐츠를 가지고 농촌을 만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하죠 . 사실 농촌
에 복지관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대신 지금 있는 복지관이 어떻
게 농촌 컨텐츠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할 것 같아요 .

배충진 : 예를 들면 , 노인복지를 꼭 노인복지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 초등학
교에서 방과 후에 노인들에게 급식이나 건강교육 같은 것을 시키면, 초등학교
가 할 일 없어서 폐교되는 일도 없을 테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이럴
텐데 .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
이 들진 않을 겁니다 . 하여간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

김영란 :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복지관을 지으라고 , 경로당을 지으라고 하고 . 이게 너무
웃긴 거죠 . 학교는 없애버리고 경로당은 짓고! 같이 쓰면 되는데 왜 그래야 하
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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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 대통령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 국장 , 차관급들이
뭐 ...

김영란 : 지금 농촌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있나요 ? 그런 것이 필요하죠 .
무역개방을 추진하면서도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위급의 지원조직이 필
요한 건데 .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준에서 건드리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죠 .

박대식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도 제대로 활성화되면 도움이 될 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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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촌복지전달체계Ⅰ: 고민의 시작

주제발표: ‘농촌복지실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乖離) - 농촌복지 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배충진
토론참여자(가나다순): 김영란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준 /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대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충진 / 송암복지선교원
조미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민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시: 2015년 7월 23일. 목. 오후 2시-5시
장소: 대전 KTX 회의실
녹음・녹취: 남승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미형 : 오늘은 배충진 원장님께서 농촌복지실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발제
를 해 주시고요 . 발제를 끝내고 나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발제를 하나씩 하면
서 중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충진 : 네 ,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농촌이면서 어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전달체계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 지역
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시설이 많은 곳은 복지가 넘쳐나고 , 시설이 없는 곳은 그냥 사
각지대이고요 .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 특히 과소 지역이 전부 다 후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 인
구가 많은 지역보다 복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읍 단위에 맞춰져 있죠 .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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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죠 . 현재 노인복지가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보험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
에 , 그 문제점 , 제가 3번의 맨투맨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요 ([참고자료

1]). 그 그림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려놓은
표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2]).

[참 고 자 료 1] 현 행 전 달 체 계 의 문 제 점
① 농어촌지역의 광범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도-농간의 격차가 농촌지역 내에서도 존재(읍면-리간 격차 심화)
②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물 (이용률↓, 효율성↓)
유지·관리비용↑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수립 (건설비 및 2-3년 후의 운영비를 고려해야)
③ Man to Man 방식의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 서비스의 준시장화
○ 일방적 공급
○ 고비용,
○ 효율성의 문제 발생
○ 지침에 매몰된 획일적 , 수직형 복지전달체계
(수평적, 주민참여형, 지역기반 복지체계가 구축가능한 생태계가 아님)
④ 시설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재가서비스의 비활성화)
지역복지서비스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고령사회의 대처가 불가능
(일본 大介護時代- 시설입소대기노인, 개호이직, 개호살인의 문제 발생)

예를 들어 지금 장기요양체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재가서비스 중의 하나인 방
문요양서비스를 봅시다. 요양보호사가 아침에 2~3시간을 하루 매일 찾아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 시골에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개 읍 단위에서 많이 와요 .
우리 지역은 제가 있긴 하지만요 .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오는데 1시간 , 가는
데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 서비스를 거기서 2~3시간 제공한다고 보면 , 4~5
시간을 머무르다 간다는 것인데, 일주일 중 하루 중에, 예를 들면, 9시부터 12
까지가 서비스 시간이에요 . 그럼 이 시간 안에 밥도 먹고 , 목욕도 하시고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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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도 보시고 , 청소도 하고요 . 현실적으로 그 시간 안에 다 해결하기가 곤란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제가 볼 때 , 지금 장기요양 보험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50%는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시간이에요 . 2~3시간 동안 어르신의 욕구
가 표출되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대기 내
지는 실제 서비스와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 그러니까 비용은 들어가
지만 , 이게 공급자 중심이지 수급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 그래
서 방임되어 있던지 ,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보살펴야
하는 거예요 . 이런 체제 하에서는 오랫동안 재가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 전부
다 시설로 역류하는 거죠 . 재가는 줄어들고 시설은 수요가 늘어나고요 .

[참고자료 2] Man to Man 방식의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지역기반 복지서비스 제공방식
(현재의 A방식 → B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
■ A방 식 → 대 인 방 어 (man to man defence)
2-3시 간
방문서비스

수발가족의 몫

9

0

수발가족의 몫
12

24시

■ B방 식 → 지 역 방 어 (zone defence)
30분
기상
신변처리

0

6

8

30분

30분

30분

조식

중식

석식

12

17

30분
취침
준비

20

24시

잔여시간 (지역 patrol, 비상호출 대기)
* 지역의 일자리제공, 서비스의 공공성제고, 관계형성(인권침해방지,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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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번째 방식은 지역사람이 지역을 케어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 마
을을 케어하는 거죠. 일본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 지역 사협 [사회복지협의
회]이 A조와 B조로 2교대로 운영해요. 근무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까지입니다 . 아침에 기상할 때 가서 30분 봐드리고요 . 아침 먹을 때 ,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방문해요. 저녁 때는 취침을 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머지 시간은 같은 마을에 있으니까 한 집 한 집 중간 중간 패트롤을 하든지 ,
사무실에서 긴급 전화가 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긴급 출동하면서 1명이 하루

3시간을 커버하는 거예요 . 이렇게 되다보면 좋은 것이 지역에 일자리가 생
깁니다 . 지금은 외지에서 사람이 오는데 , 지역 사람이 지역을 돌보는 그런
일자리가 생기면 귀농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
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 서비스의 공공성이 제고됩니다. 지금은 아무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쨌든 뭐랄까? 시장, 경쟁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역을 단위로 하면, 그
래서 저는 이런 상태가 사회적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군 단위에서 지역복지
공사를 만든다던지 등등 이렇게 준공공성을 지닌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고 생각하고요 .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형성입니다 . 지금 서비스
제공자의 노인 학대 문제가 발생하는데 ,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 지역 사람
이 지역을 보살필 경우에 학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한 다리만 건너
면 내 친척이고요 , 내 친구의 누구 이런 식이기 때문에 , 자기가 이 지역에서
살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 그렇게 눈에 띄게 학대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대충 하기는 힘들어지죠 .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지역 사람이 케어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지금은 이미 판이 A 방식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만 아
직 복지서비스나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 마을의 경우는 응용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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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 요양보호사가 광주에 소속되어 있어요 . 수급
자만 광주 기관에다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해남에 있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 원장이나 서비스 기관은 광주에 있고 , 전화로 ‘내
가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다 ’라는 식으로 보고하는 거죠 . 서울에서도 할 수
있어요 . 이건 개인 대 개인의 방식 , 회사 대 개인의 방식이지 , 지역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 그 동안 지역에서 해온 삶의 방식을 어떻게 인
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방식이죠 . 저는 장기요양 보험이 A 방식으
로 가게 되면 , 앞으로 5~10년 안에 농어촌은 해결 불가능하다고 봐요 . 일본
은 그래도 전부 다 사협이 조직되어 있고 , 복지 주체가 사회복지협의회이고
요 , 어디 마을을 가던지 ‘후레아이살롱 ’[만남의 장소 ]이라던가 이런 것이 갖
춰져 있어요. 기본적인 복지 단위는 갖춰져 있지만,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일본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노인시설에 입소대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특별 양호 노인홈과 일반 노인홈이 있는데, 부담
비용차이가 10만 엔 이상 나기 때문에 특별 양호 노인홈에 들어가려고 대기
하는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 근무할 인력이 부족해서 ,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인력을 인도네시아 , 필리핀 등에서 쓰곤 하는데요 , 안 옵니다 .
옛날에 필리핀에서 많이 왔었지만 , 노인을 보살피는 인력이 일본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미국 , 영국, 이스라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영어를 할 수 있고,
영어가 모국어인 곳이 필리핀인에요 . 일본에 오면 , 4년 안에 개호복지사 자
격증을 따야 합니다 .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 취업이 가능해요 .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2년만 근무하면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
적으로 까다로운 일본으로 인력이 가기보다는 다른 국가로 옮겨가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죠 . 일본이 굉장히 개호 인력이 부족합니다 .

김영란 : 국내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일본에 요양 인력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고요 , 우리 대학의 일본어학과 교수님도 자기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를
가르쳐서 일본으로 취업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를 물어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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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 또 하나 , 일본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하면 , 시설에 입소대기자들
이 많기 때문에 홋카이도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은 아니지만 케어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 폐업한 호텔을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도쿄에 가서 입소 대기 노
인들을 싼 값에 모셔오는 거죠 . 그 호텔에 50~100명이 살아요 . 거기서 방문
요양을 하는 거죠 . 호텔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방문요양 타산성이 충분이 많
은 거예요 . 그런데 일본은 체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
니라 시정촌 (지자체 )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
생활은 홋카이도에서 하지만 비용은 토쿄도가 내는 셈입니다 . 이렇게 하다
보니 홋카이도에 케어 하우스라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 나중
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수급자를 모아가지고 한 건물에다가 이렇게 배치해놓고 그 안에서
방문요양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 다른 데로 가면 100만원 받아야 하는 것을

30만원만 받으면서 싼 값에 거기에 살게 해 주면서 , 나머지 손해가 되는 것
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수급을 다 채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농어촌에
는 복지라는 것은 5~10년 이내에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 3]), 누구든 자기
집이 제일 좋거든요 . 죽을 때도 자기 집에서 죽는 것이 옳은 일인데 지금은
집에서 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 집 가까이에 주야간보호시설이 있거나 단
기보호시설이 있거나 노인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거나 혹은 지
역사람이 서비스를 해주거나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게 없으
면 , 대부분 농촌에서 인근 대도시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요 . 거기로 가면 다
시는 집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보다 서비스가 더 안
좋습니다 . 환경도 안 좋고 옷도 안 좋고 . 그러다보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때
문에 집으로 다시 오기 어려워요 . 아니면 노인전문요양원으로 가요 . 50~100
명 정도가 있는 시설로요 . 그래서 자기 집에서 못 살게 되면 바로 지역으로
떠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집이 제일 좋고 , 집에서 안 되면 그 사람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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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 그 다음에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 전달체계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3] 지역기반 복지서비스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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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그런데 사실 노인요양병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 요양인데
병원이라니요 ? 외국에도 이런 병원이 있나요 ? 혹시 일본에 있나요 ?

배충진 : 일본에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죠 .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도입된 동기가 있습
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의료적인 치료가 특별히 필요 없는데 남의 시선 때문
에 병원에 입원해 놓아요 . 그걸 ‘사회적 입원 ’이라고 해요 .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키워놨더니 아버지 어디로 보냈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
어서 주구창창 입원시켜두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재정이 굉장히 파
탄이 났어요 . 그래서 개호보험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
그래서 요양병원이 요즘엔 문제가 되다시피 , 사무장 병원도 많고 , 시골에선
모텔 등을 개조하여 병원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요양병원에 가면, 저
녁에 1명의 요양보호사가 20명 내지는 30명을 담당하는 거죠 .

그런데 치매 걸린 사람을 한번 케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오는 날이면 아
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이건 못 합니다 . 이게 소수이면 보살필 수 있
지만 , 50~100명 있는 곳에서는 이들에게 약을 먹여요 . 그래서 저녁에 약 드
시면 아침까지 그냥 쭉 주무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몽롱한 상태
가 되요 .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요 한 달 내지는 석 달
쯤 지나서 사람이 닭병 걸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병원이나 시설의 단점이
구속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과잉 처방을 한다는 점이죠. 굉장히 의
료수가가 많이 올라서 수지를 맞추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
든 지난번 장성에서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케어하는 인력이 상
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서 생긴 일이죠. 저는 지역의 시설이 병원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서비스가 낫다고 봐요. 요즘에 일본 같은 경우도 대규모 시설이 많
이 있었기 때문에 유닛 케어라고 , 100명 이상의 인원을 유닛에 따라 10명
씩 나누고요 . 생활 패턴도 다르고 , 식사도 다르게 하고 , 프로그램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대규모 시설이 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또 하
나의 방법은 시설을 사회화해서 시설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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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100개의 시설을 10개씩 나누어
서 각 지역사회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입니다 .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이고요 . 저는 농촌에서의 복지전달체계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웃음) 사실 다른 사람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만
들어낸 것인데 , 저에게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
우리집에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 비가 오면 목포 라디오가 잘 안 들려요 . 오
히려 제주 방송이 나와요 . 저녁에 라디오를 들으면 제주도 방송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이게 뭔가 벽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파가
제대로 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동통신이라는 것이, 거기
보시면 ([참고자료 4]), 기지국 하나가 반경 4km 정도를 커버해요 . 그런데 어
느 반경으로 하면 , 맞물리는 곳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동통신 회사
에서 설계할 때 약간 중첩이 될 수 있도록 벌집 모양으로 설계합니다 . 기지
국과 기지국 사이에 건너가도 통화가 끊기지 않게 설계해주는 것이죠 .
이 벌집 하나가 제가 아까 말한 농촌의 마을 , 학구 단위 , 즉 면 단위에 해당
된다고 보고요 . 이 기지국 단위가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해
요. 이것 만큼은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 있
고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는 많은 비용을 들지 않더라
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 그림에 보면 기지국이 F1, F2, F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 주파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
로 활용하려면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이처럼 마을에
노인복지시설 , 지역아동센터 , 장애인시설 등이 모두 다 있어야 한다는 이야
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듯이 , 어디에 지역아
동센터가 있다면 2~3개의 마을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욕구에 맞게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기지국 하
나가 커버하는 지역을 이동통신에서 ‘커버리지 ’라고 말하는데요 , 생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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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식 ,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이 비슷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옛날
에 학구단위 지역 정도가 가장 동질성이 높고 사는 패턴이 똑같아요. 재배작
물도 비슷하고 ,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요 .
[참고자료 4] Cellular-phone의 개념도 (출처: 위키백과)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서 통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핸드오버’라고 하
는데요 , 이는 연속성을 말합니다 . 말하자면 ,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
역으로 옮겨가더라도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지 않겠냐는 것이죠 . 제가 지난 번 모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 전국
에 면이 1205개 . 그래서 1200개인데 , 이것을 면 단위 5개로 나누더라고요 .
그런데 인구가 많은 면이 있고요 . 해남 같은 경우도 8천명이 넘는 면도 있
고 , 2~3000명이 되는 면도 있고요 . 많은 데는 4~5개가 필요하고 , 2~3000명
있는 데는 2개만 있어도 되니까 . 6천개가 훨씬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 이
걸 계산하면, 서비스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력

215
은 지역사람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 군대에 갈 사회복지사를 거기 가서 3년
간 의무복무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
다. 이렇게 하는데 재원이 만약 필요하다면, 요즘에 말하는 사회보장세라던
가 농어촌특별세 등의 일부를 가지고 하든지, 탄소세라든지 이런 명목을 만
든다면 농촌의 [복지]환경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자료 5] 이동통신의 방식과 지역복지체계의 대응개념
이동통신

지역복지에의 대응개념

셀(Cell)

농산어촌 마을/지역공동체

기지국

서비스 최소기준 (인프라의 구축과 활용)

주파수의 재활용

커버리지(Coverage)
핸드오프(Hand off) &
핸드오버(Hand over)

비고

지역적 보완, 시설 및 서비스의 안배 ,
서비스의 누락·낭비·중복의 방지
문화·생활양식이 비슷한 상호교류 소통이 농촌지역의
가능한 지역적 범위.

학구(學區)단위

서비스의 연속성(연속체)/사례관리

제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그룹홈 4종 세트를 했는데, 이게 따로
따로 인력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 현실적으로 , 구조적으로 . 그러나
건강보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각기 다른 시설이에요 . 그러니까 인력을
공유해도 안 되고 , 시설을 공유해도 안 됩니다 . 그룹홈에 주방이 있고 , 재가
센터에 주방이 있는데 , 주방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것도 법률에 위반되는 사
항입니다 .

김영란 : 결국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보자면, 선생님께서는 농촌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그 4가지 세트 복합시설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

216
배충진 :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위반 사항이 너무 많아져요.

김영란 : 그렇게 따지면 정말 우리도 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

배충진 : 이건 농촌의 복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입니다 . 우리 시설의 건물들
은 둘 사이가 1미터도 안 떨어져 있어요 . 그런데 하나는 오래된 학교 건물이
고 , 하나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훨씬 좋습니다 . 거기서 좀 주
무시게 한 것을 가지고 법률 위반이라니요 .

유수상 : 소규모 단위 시설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 저희 지역에
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 어르신이 집에서 돌보기 힘드니까 주간보호 이용하
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 실제로는 요양원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 낮에는
워낙 섞여 있어서 누가 왔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 공단에서 저녁 시간에
와서 카운트를 하니까 정상 인원보다 더 많은 거예요 . 그러면 A 할머니 , B
할머니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주간보호에 있는 할머니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

배충진 :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할아버지가 단기보호를 주간보호로 받았는데 ,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 위암으로 . 할아버지가 95세인데 ... 그 할아버지 자녀
들은 다 멀리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 제가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 계시게 했어요 .

조미형 :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제도가 시설에 보조금을 주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이용자가 제공자를 선택하고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별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못 믿고 , 시설을 못 믿으니까 하나 하나에 대한
관리를 전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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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 : 제가 노인시설에 온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와서 지난번에 평가를 받았거든요.
직원들도 평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제가 그들에게 평가 준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직원들은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서 책도 만들고 했어요 . 그런데 평가자들은 왜 이걸
안 했느냐 그래요 .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 있었느냐고 하니 몇 월 며칠 날
홈페이지에 고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하라 마라는 이
야기가 없어요.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도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평가 항목 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

배충진 : 아니 , 이 일주일 내내 어르신 40명을 보살피면 ... 이건 못하는 일이에요 . 평가
서류가 120가지에요. 이걸 매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구
요. 이거 전부 다 주간보호 따로 단기보호 따로, 4개의 시설이 개별적으로 평
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 아예 준비를 못 합니다.

일단 일주일 내내 30분 내 거리에 있는 노인들을 모셔오거나 모셔다 드리고
이걸 아침마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 그러고 빨간 날은 직원들은
휴가 보내고 일해야 하느라고 더 바쁘고요, 주말에는 더 바빠요. 남들이 쉬는
날은 더 바쁘고 .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휴가를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

유수상 : 저도 주간보호를 토요일에 하는데 , 직원들이 출근하니까 격주로 못 쉬어요 .

김영란 :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

배충진 : 저는 제가 논문도 이렇게 썼고 , 당번이고 하니 제가 그래도 향후 검증을 하
고 , 제가 해 보려고 했는데 ...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된다고 .
실천을 할수록 계속 불법이고 계속 ... 그나마 5~6년간은 무언가를 버텨왔는
데 , 이번에 완전히 방전이 되어 버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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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 : 저희가 현재 인원이 42명인데 , 계약 인원이 50명입니다 . 그런데 하루에 오는
인원은 42명으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중인데 , 사실은 오늘도 46명이 오셨
다더라고요 . 그런데 청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 공단에서 와서 카운트만 하면
걸리는 것이죠 .

배충진 : 할머니를 모셔오는데 , 할머니의 친구가 차에 딱 타시더라고요 . 안 내립니다 .

“왜 나는 안 되냐 ?”, “나도 가야겠다 ” 이런 식이신거에요. 저 그래 가지고 몇
번 모셔오고 그랬습니다 .

유수상 : 저희도 그래요 .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 친구 보러
온대요 . 그러면 저는 오라고 합니다 . 와서 같이 노시는 것이 좋으니까 오셔
서 ...

배충진 : 저 같은 경우는 학교잖아요 , 학교 ! 요양시설이라기보다는 학교입니다 . 자기
가 옛날에 자기네 아들 딸이 다녔던 학교인 것이죠 . 수시로 놀러 와요 . 거기
서 와 가지고 놀고 밥 먹고 , 저녁 때 가고 이러는데 ...

김영란 :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 . 우리가 바라던 것이잖아요 .

배충진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체제 하에서 안 된다는 거죠 . 시골에 보
면요 , 돈을 안 받아도 어떻게 같이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

고시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지만 , 제가 주장하는 바는 법이라고 할
지어도 적용 대상이 다른데 , 대상과 환경이 다른데 ,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
울 강남에 적용하는 고시와 농촌에 적용하는 고시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
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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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와 관련된 농촌특례법 ? 사회복지사업법을 농촌 특례로
해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유수상 : 작년에 제가 1천만 원 환수 조치를 받았는데요 . 뭐냐면 , 어르신 42명을 태우
고 가려면 차 2대 가지고는 힘들어요 . 그래서 직원들이 출퇴근 때 태워드리
죠 .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 그런데 재가시설의 직원은 장기요양 사업에 있는 어르신들
을 모셔오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게 3년을 했더니 1천만 원 환수하라고 하
네요.

배충진 : 이거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면 줬다가
빼앗는 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대식 : 전체적으로 보면 , 특히 농촌에서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뭐 이런 것들은 따로
해야지 ... 이건 수요 맞추기가 힘들어 보이는군요 . 그런 측면에서 법을 바꿔
서 다기능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해요 .

유수상 : 그런데 이제.. 거창 같은 경우에는 재가 시설이 22개, 주간보호가 4개, 요양원
이 7개 , 시설 인프라가 과잉입니다 . 그러니 경쟁이 치열해지죠 .

배충진 :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제일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 처음에 너무 막 유인해가
지고 시설을 아무나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 지금 이렇게 벌어진 것을 이
제는 정리하라고 하는데 ,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건 . 처음엔 좀 늦게 가더라도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위로 설계해야 하는데 ,
이런 것이 전혀 없죠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5년 , 10년 후에 수지 타산을
못 맞추는 지역은 이제 다 없어집니다. 도시에는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의 제공 자체가 불균형이 될 것 같은데 , 그 불균형의 핵심이 농촌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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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 : 그리고 실제로 노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

배충진 : 그래서 그 한계가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 비용도 안 맞고 개원
할 때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요 .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농촌
에서는 큰 파탄이 생길 겁니다 .

조미형 : 저는 선생님의 글을 보고 , 말씀하신 .. 하나의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라 그 마
을 단위의 공간들이 연결되는 ,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설과 같
은 ...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가 그게 개별적
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베이스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배충진 :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만 지역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은
아프면 지역을 다 떠나야 하고 ...

조미형 : 그래서 사이사이에 어르신들을 돌보러 갈 수 있지만 , 가능하면 아이들도 돌
볼 수 있고 , 그 안에서 전체로 ... 결국 정부가 지역 단위로 일정 정도의 계약
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배충진 : 그래서 저는 농어촌만큼은 공공성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

박대식 : 그렇죠 . 마을공동체를 이야기 할 때 ,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뭐 ,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

김영란 : 그렇게 해서 마을에 복지라는 것을 담아내었을 때에 , 아까 계약까지 공공에
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도 사는 일이 작
동했잖아요 .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마을 사람이 요양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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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겠지요 .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 선생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기존의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비하면 나은 방
법이지만 복지 시스템 때문에 마을의 온정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

배충진 : 제가 보기엔, 그것은[온정에 대한 기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방식으로 하게 되면 , 그나마 기존에 남아있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
들에 대한 가치가 지켜지는 하나의 방법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 그런데 그
렇게 하려면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채우는 역할을
해야죠 .

김영란 : 오히려 조금만 더 괜찮으면 부녀회에서 당번을 정해서 방문하고 , 보수는 부
녀회 회비로 쓰면 어떨까요 ?

유수상 : 경남권에는 그룹홈은 아닌데 경로당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사는 , 이런 형태
의 시설이 몇 개 있어요. 마을 안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관리해주고 밥도 , 반
찬도 해주고 그렇죠 . 그 다음에 거창 같은 경우는 농번기가 되면 식사비를
마을 단위로 지원해 줍니다 .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 똑같이 밥 먹은 사람
들 중 어떤 사람은 밥을 해서 돈을 받아가고 , 어떤 사람은 밥을 잘 안 먹고 ...
본인이 돈을 받으면 본인이 밥을 한 달 동안 했는데 , 그 사업이 끝나버리고
나면 경로당에 와서 밥을 안 먹으니까 밥과 농사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

김영란 : 그렇죠 . 전에는 삭신이 아파도 할머니들이 밥을 해드셨잖아요 . 그런데 도우
미가 온 다음부터는 한동안 밥 안 하고 그러니까 . 이제 기다리는 거죠 . 그런
사람 왜 또 안 보내주냐고 .

유수상 : 아니요 ,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서로 욕하는 거예요 . 조금 시골스
러운 표현을 쓰자면 , 돈 줄 때는 와서 밥 하더니 요즘은 밥도 안 해주느냐
그런 식이죠 . 이렇게 되니까 공동체가 오히려 깨질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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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 지난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마을 사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마을
회관을 식당처럼 만들어서 부녀자들이 운영하고 있고 , 대신 밥 먹는 사람들
로부터 천 원 정도 받더라고요 . 그걸 기금화시켰더라고요 . 외지 사람들도 와
서 식사하고 가더라고요 .

유수상 : ‘우리 마을은 귀농 ·귀촌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죠 .

조미형 : 예전처럼 작동하기는 어렵죠 . 일단 농업만으로 생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 겸
업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봤을 때 , 그렇다면 뭔가 활동
을 해야죠 . 그리고 일단 예전같은 가족 공동체가 다 깨진 상태에서 다시 이
을 수 없고 ... 어쨌든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이 사회적인 책임으로 되
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어
떤 일자리 같은 개념들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고민 없이 노
인일자리 ,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들어가버리니까 오히려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밥을 해 드시기 힘드신데,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겠는
데 , 이걸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면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 90년대 이전
에는 아이들을 집에서 다 키웠지만,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린이집이라
는 것이 없었어요 . 지금은 그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 사회관이 바뀌었다면 , 궁리도 바뀌어야죠 . 예전에 대한 향수가
있지만 바뀐 상황 속에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

배충진 :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사업이든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고 봅니다 . 반년 더 해가지고는 ,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고 , 다음에 할 때
까지 공백이 있고 그런 식은 안 됩니다 .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쭉 안정적으로 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걱정스러운 것이, 일본 같은 나라는
그래도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고 지역단위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 그런데

223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 공동체 그걸로 간신히 유지되었었는데 , 지금 모든 정
책이나 서비스가 이를 파기하고 있어요 . 그렇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

김영란 :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의 노인들을 보면 , 공동체를 파괴시킨 그런 서비스나
제도조차 없어요 .

조미형 : 그렇죠 .

김영란 :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 내가 일부러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에는 요양
보호를 받는 사람도 없어요 , 약 90명 정도가 사시는데 . 얼마 전에 조사 나갔
던 13명의 어르신이 사시는 섬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 몸이 아프시면 그냥

’죽을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고 , 요양보호 대상자가 될 때쯤이면 도시의
자녀 집에 가시든지 하죠. 즉 당신이 익숙했던 편안한 상황에서 임종을 맞이
하지 못하시는 거죠 . 물론 자식과 임종을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실 수
는 있지만 . 그런데 시골에서 그렇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집으로
왔는데 ,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

조미형 :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죠 .

김영란 : 오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 필요 없다고 하시죠. 요양보호사가 오
지도 못하겠지만 . 그들이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죽
기 직전까지 계속 일을 하시죠 . 그러니 결국 어떤 마을에는 공동체를 와해시
킬만한 서비스조차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형준 :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제도는 없었지만 , 공동체성은 약화되었다는 말씀이신
가요 ?

김영란 : 네 , 그것은 확실합니다 . 너무나도 확실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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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 그대로 있으면 뭔가 안 된다는 건가요 ?

김영란 : 제가 보기엔 공동체성이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건 , 농업소득이 너무 줄었고 ,
반면 다른 산업에서는 소득이 계속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 그래서 굉
장한 피해 의식이 존재하는 거죠 .

김태완 : 모 프로그램을 봤더니, “너네는 놀고 가도 돈 많이 벌어 가는데, 난 허리 구부
려가며 하루 종일 일해도 너네보다 적구나 ” 라고 하시는 말씀이 확 와 닿더
라고요 .

김형준 : 그래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해체시키는 서비스나 제도화의 문제처럼 부정적
인 측면보다는, 일단 조 박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농촌에 맞는 전달
체계 모델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 최종적으로는 농촌에 관
련된 법규 제정을 위한 과정들 , 공론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그
런 것들이 오늘 모임에서 좀 나왔으면 합니다 .

조미형 :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형준 : 액션 플랜이요 .

김영란 : 네 , 그렇죠 . 사회복지사업법을 농촌 인지적 관점으로 가지고 분석하든지요 .
사업법과 노인복지법의 어떤 것들이 실제로 농촌과 안 맞는가 ? 농촌의 특성
은 무엇이기에 그러한가 ? 이런 논의가 되어야겠어요 .

김형준 : 그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

조미형 : 올해 제 연구가 농촌 다기능복합화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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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 : 다기능복합화가 맞거든요 , 사실 .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서 멀티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개인의 수지
타산에 맞춰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렇다보니 현재 수가 상태에서 만
일에 배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개별 수가를 따로 따로 이렇게 했다면 돈
을 아마 더 벌었을 거예요 .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에게는 불합리한 혜택이었
을 겁니다 .

김영란 :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처럼 , 전달체계를 가지려고 할 때 , 도대체 어떠한
법적인 것들 , 운영적인 것들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 또 이를 테면 마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과 그 서비스의
질과 양을 논의해 봐야 겠죠 . 어쩌면 ‘사회복지적으로 , 그러나 사회복지적이
지 않은 사회복지 하기 ’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 여기서 저는 농촌
에 서비스 인력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실천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어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으
면 답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보장, 인권 침해적이지 않은
서비스 제공방식의 보장이 우선되어야죠 . 최소한 서비스 인력이 갖춰야 하
는 퀄리티는 보장되어야지 그저 ‘이웃집 사람이 도울 있다’로 그쳐서는 안된
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 그런 능력을 위해 누가 슈퍼비전을 주어야 할까 ?
전달체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아낼까 ? 이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배 원장님께서 기지국을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기지국을 운영하기
위한 구상이 되겠네요.

김형준 :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 만약에 여기 [참고자료 3]에 본다면 , 자기
집에 있는 이 분이 다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곳과 개별적으로
연결하거나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지국이 서비스들을
조율 해주는 마을센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 주는 것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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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 지금 농촌에서 보면 , 마을이 지역개발 , 지역계획 위주로 돌아가는 중인데 ,
귀농인들이 들어가면서 복지적인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충진 : 현재 해남같은 경우도 , 어떤 사업이든 일단 마을간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

김형준 : 우리가 말한 것과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

배충진 : 그렇지만 나중에 일반화되면 서로 간의 연결 지점이... 관계가 된다라고 봅니다.

박대식 :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마을복지간사를 만들어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요 .

배충진 : 지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인데 , 그나마 민간인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아예 참여 자체가 없는 거예요 . 대충 만들어서 내 버리는 상황
인 것이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이고, 욕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
하는 등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상향식으로 제도를 바꿨
다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

유수상 :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의미가 없는 것이, 계획 짜서 5년간 이것 하겠다고
캐비넷 안에 넣어두는 격이죠 . 그리고 지자체장이 어느 날 “이거 하면 어때 ”
하면 그거 하는 거에요 . [계획은 ]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에요 . 저는 아예 그냥
이번에는 [계획 수립과정에 ] 참여 안 했고요 . 의미 없는 일이어서요 . 이때까
지 해 오면서 한 번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 기껏해야
연차별로 기간을 계획했다가 예산 따와서 건물 짓는 일만 했지 , 안에 소프트
웨어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마을 관리사무소도 참 좋은데,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인프라죠. 그것들이 너무 압도적인 거죠. 보건지
소가 리 단위 2~3개에 하나 씩 다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 그러면 그게
복지부와 결합을 하면 얼마든지 마을사무소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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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 건물 엄청 짓잖아요 ? 제가 사는 면에 이웃하는
단지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 , 70억이 들어온대요 , 마을 13개에 . 그러데
전부 다 마을 도로를 포장하고 , 동네 담벼락 붙여주는 등등 그런 것이더라고
요.

김영란 : 새마을운동 했던 때랑 똑같아요 .

유수상 : 네 , 새마을운동을 하는 셈이죠 .

김태완 : 생활여건 취약지원사업인가요 ?

박대식 : 아니요 . 마을종합개발사업이지요 . 그게 5개년짜리 사업이고 , 현장에 가 보니
까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

김영란 : 제 생각은 마을 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이 , 시작이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 가치였죠 . 그 안에
어떤 중추적인 뼈대는 전달체계라고 봅니다 . 여기에다 살을 붙여야지요 . 그
렇게 해서 농촌복지라고 하는 것에 어떤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야한다고 봅
니다. 사실 이 소위원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래도 국내에서 농촌에 대
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되건 안 되건간에 농촌복지에 대해

‘어떤 형상 ’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농촌복지
를 다루어왔지만 모두 각론 단위에서 이야기 한 거잖아요 . 이것을 다 뭉쳐서
한번 보여준다면 ... 물론 완전하지는 않죠 . 앞으로 바뀔 수도 있죠 . 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아이가 탄생할 수도 있어요 . 그런데 지금은 임신조차 안 된 것
같아요 . 그러니 , 지금 해 보자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

조미형 : 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형 소규모 단위 모델로 본다면 , 말씀하셨던

228
것이 법적 운영 뭐 이런 것에 대한 개선 사항 , 큰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것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측면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질 관리는 농촌복지
의 실천이라고 봐요 .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 농촌 지역에
서의 실천이 농촌사회복지의 실천과 뭐가 다르냐는 등의 그런 관점에서의
실천에 대한 고민이 그 두 번째로 들어간다면 ... 그리고 아까 기지국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 , 마을 간사나 이런 말씀들이 또 하나의 꼭지로 들어갈 것
같아요 .

김영란 : 그렇게 하는데 , 이게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부산까지 갔을 때는 아
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대구에서는 뭐 주유소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까지 못 간 거니까 . 그렇게 된 이유가 지역의 특성 때문이라고 본다면 ,
지역의 유형화라고 하는 것도 꽤 중요한 것이죠 . 유형에 따라서 , 즉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 전달체계를 조금은 구부리고 조금은 펴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의 농촌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갈
수록 농촌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죠 .

조미형 : 그럼 다음 시간에는 농촌지역의 유형에 대해서 논의해 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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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촌복지전달체계Ⅱ: 농촌의 유형화

3.1. 발제문: 농촌복지 유형화와 농촌복지
박대식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농촌지역 유형화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행정구역상에서 읍·면지역을 지칭함.
- 동부는 도시, 읍·면부는 농촌
○ 그러나 읍·면지역 전체를 하나의 농촌지역으로 파악하기에는 농촌지역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
- 많은 ‘읍’지역은 도시의 ‘동’ 지역과 유사해지고 있음.
- ‘면’지역은 대체로 ‘읍’지역이나 도시의 ‘동’지역에 비해서 각종 사회서비
스지표에서 뒤떨어짐. 그러나 대도시에 인접한 ‘면’지역은 도시의 ‘동’지
역과 유사한 경우도 많음.
-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농업 일변도로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산업으로 구
성되어 있음.
- 복지시설의 분포격차도 심함.
-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음.
- 대도시근교 농촌의 경우는 극심한 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서 낙후
된 인구과소화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음.
○ 이렇게 농촌 내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분화로 인하여 농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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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종전과 같은 획일적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될 것임.
- 농촌지역의 구조변동이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에서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리고 지역형태와 특성에 따라 복지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유형화가
필요함.
- 지역 유형화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하나의 농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농촌으로 농촌지역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촌지역의 유형화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농촌정책을 추
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2. 농촌지역의 유형화 방법
2.1. 분석지표 기준 접근법

가. 단일지표에 의한 접근법
○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일지표를 기준으로 지
역을 구분하는 방식임.
- 예를 들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
거나, 지역의 공간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부권,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등과
같은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일지표로는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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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합지표에 의한 접근법
○ 일정한 가설이나 이론에 입각하여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결합하여 지역을
구분하는 방식임.
○ 여러 개의 다른 지표를 결합시켜 하나의 지수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음.
○ 복합지표는 단일지표로는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다차원적 개념을 측정함.
○ 복잡하거나 다차원적인 문제를 요약하여 제시함.

다. 다변량분석법(multivariate analysis)에 의한 접근법
○ 복잡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함.
○ 복잡한 분석지표들을 보다 단순한 차원으로 요약하거나 분석지표들의 배후
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적인 구조를 찾아냄.
○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이 주로 사용됨.

2.2. 농촌지역 유형화 과정
○ 선행연구 검토
- 농촌지역 유형화 관련 연구
- 농촌지역 유형화에 주로 적용되는 지표
- 유형화를 위한 분석 단위
○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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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조사: 지표 선정
-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가중치 부여
○ 다변량분석법(multivariate analysis)
- 요인분석: 요인 추출
- 군집분석: 지역 유형화 실시
- 판별분석: 유형화에 대한 타당성 검증

3. 농촌지역의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3.1. 시・군 단위 분석
○ 이정환(1987)은 전국 13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토지이용, 공공
서비스 수준 등 53개 지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11개 요인의
득점을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을 8개 유형(수도권 대도시근
교형, 목축・과수・어촌형, 서남해안어촌형, 동남부 공업화진행형, 접적지
및 태백 산간지형, 영남 내륙형, 서부 평야형, 발전잠재형)으로 구분하였음.
○ 엄수원(1997)은 행정구역상 군 지역(1985년의 경우 139개 군, 1993년의 경
우는 136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유형화 분석을 하였음.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군집분석을
시도하여 잠정적인 농촌지역 유형구분을 하였으며, 판별분석을 통해 잠정
적으로 구분된 농촌지역 유형구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였음. 농촌지역
유형은 1985년도는 5가지 유형, 1993년도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1985년도의 농촌지역 유형구분: 광산농촌형, 서남부평야어촌형, 발전잠재
형, 대도시근교형, 내륙서비스형
- 1993년도 농촌지역 유형구분: 과수목축형, 성장진행형, 도시근교성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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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교개발잠재형, 서남부어촌형, 과소침체화형
○ 성주인・송미령(2003)은 전국의 165개 시・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을 4개 유형(비농업 강세형, 자족성
우세형, 대도시 통합형, 일반 농촌형)으로 구분함.
- 요인분석 변수 항목(14개): 인구증감률, 통근인구비, 통근유입, 통학유입,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시군 내 통근 비율, 시군 내 통학 비율, 농림업 종사
자 수, 겸업농가 비율, 2종 겸업농가 비율, 1차 산업 비율, 2차 산업 비율,
3차 산업 비율)
○ 임석희(2005)는 주성분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138개 시・군은 크게는 5개
지역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음.
- 5개 지역유형은 복합적인 요인의 결합에 따라 9개의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고, 이는 또 15개의 유형으로까지 더욱 세분될 수 있음.
- 요인분석 변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농림업 종사자비율, 광공업 종사
자비율, 서비스업 종사자비율, 도소매업 종사자비율, 숙박・음식업 종사자
비율, 어업 종사자비율, 논면적 비율, 밭면적 비율, 과수면적 비율, 재정자
립도, 컴퓨터활용인구비율, 인터넷활용인구비율
○ 강주희・윤순덕(2007)은 노인복지시설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변수
로 군집분석으로 실시하여 전국의 135개 농촌 시・군을 5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음.
- 경로당, 노인재가복지시설 밀집지역(9개 시・군): 전라도 지역이 많이 포
함됨.
- 요양시설 밀집지역(33개 시・군): 환경이 좋고 대도시권에서 거리가 가까
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많이 분포됨.
- 양로시설 밀집지역(13개 시・군):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충청도 지역
에서 관찰됨.
- 복지시설 부족 지역(54개 시・군): 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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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청권, 경상권에 많이 분포함.
- 노인복지회관 밀집지역(26개 시・군):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많이 분포함.
○ 이상호(2008)는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로 5개 분야 17개 지표를 선정하여
전국의 81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3가지 유형(① 생활
환경이 우수한 지역, ② 복지시설이 우수한 지역, ③ 교육, 문화·여가시설과
관련된 삶의 질 지표가 우수한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 17개 삶의 질 지표: 사업체수, 인구수, 유치원 수, 학교 수, 보건소 수, 병원
수, 약국 수,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상수보급률, 하수처리율, 경찰·
소방관서 수, 금융기관 수, 도로포장율, 문화공간 수, 체육시설 수, 공원 수
○ 배은석(2013)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특성이 구체적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수요와 공급의 격차 분석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
하고, 지표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음.
-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요인은 ‘복지수요
력’에는 인구 수, 인구증가율, 평균수명, 합계출산율, 1인가구수, 10만 명
당 자살률, 조이혼율, 수급자비율, 장애인등록자비율, 영유아인구, 소년소
년 가장세대 비율, 한 부모 가정세대 비율, 노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 노
령인구증가율, 초고령 노인인구 비율, 노인 1인 가구 비율, 의료급여자 비
율, 고용보험 가입률, 건강보험 적용자 비율의 20개 요인이 지표로 선정되
었음.
- ‘복지공급력’으로 선정된 요인은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 재정력
대비 1인당 지방세 징수액,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
률, 고용인구 증가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지방세 징수율,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영유아 천 명 당 아동복지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대비 의료기관 종사자 수, 인구대비 자원봉사
자 수, 인구 대비 복지기관 종사자 수의 20개 요인이 지표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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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요와 복지공급력에 따른 유형분류를 위해 수요력
과 공급지수를 대상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230개 지자체를 8
개 그룹(공급영유지역, 농촌형 수요부담지역, 도시형 수급안정지역, 도시
형 공급안정지역, 공급불안지역, 도시형 수용부담지역, 농촌형 수요과잉
지역, 도시형 공급불안 지역)으로 군집화하였음.

3.2. 읍・면 단위 분석
○ 정안성(1990)은 전라북도 내 155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비농업화도 지표
8개, 농업화도 지표 10개를 이용하여 각각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9개의 지
역유형(농업 2, 농업개발 2, 비 농업화 2, 조정 3)을 구분하였음.
○ 신호철 외(1993)는 정주권 개발 대상 794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인구, 가구, 토지이용, 축산업, 광공업, 교통통신, 교육, 관광, 문화, 재정 등
35개 지표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하여 농촌을 7개 유형(수도권근교촌,
내륙교통중심촌, 제조업중심촌, 내륙농업중심촌, 해안평야촌, 해안관광촌,
산지관광촌)으로 구분하였음.
○ 송두범·오남현(2001)은 충청남도 170개 읍·면을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사회를 6개 유형(도시지역형, 준도시지역형, 평야
농촌형, 일반농촌형, 중산간지역형, 어업·겸업형)으로 구분하였음.
- 읍·면 단위 유형구분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인구밀도, 인구증감률, 노년부
양률, 어업종사자율, 농가구율, 전업농가율, 겸업농가율, 제조업체수, 도소
매업테 수, 숙박업체 수, 음식점업 수, 사업체 최근창업률, 경지율, 임야율,
농업적 토지이요, 도시적 토지이용, 경지정리율, 농가구당 경지면적임.
○ 박시현 외(2001)는 전국 읍·면을 대상으로 논 면적비율, 경지율, 농가율 등
의 지표를 전국 평균을 감안하여 등급화하여 농촌지역을 5개 유형(인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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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촌지역, 평야부 논농사지역, 중간부 논농사지역, 밭농사지역, 농업 비
중이 낮은 밭농사지역)으로 구분하였음.
○ 조진희 외(2014)는 충청권의 농촌(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쇠퇴현상
을 진단하고 5개의 쇠퇴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인구 및 주택 노후화지역(29개 읍·면):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노령인
구가 크게 증가함.
- 경제기반 취약 지역(16개 읍·면): 경제적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기
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적 기반이 약화됨.
- 중심지 접근성 취약지역(42개 읍·면): 지역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낮아 기초
인프라 시설의 공급과 지역투자가 열악함.
- 주거환경 열악지역(51개 읍·면): 중심지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기
초인프라의 공급률이 낮고, 주택이 노후화됨.
- 노령인구 취약지역(28개 읍·면): 중심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중 노령인
구의 비율이 높음.
○ 김정연 외(2014)는 충청남도 171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21개 지표(인구밀
도,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 도소매업체 수, 제조업체 수, 농
가구율, 전업농가 수, 도시적 토지이용률, 경지율, 경지정리율, 신규주택비
율, 노후주택비율 등)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인자점수를 이용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을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농촌중심지: 금산읍, 조치원읍, 당진읍, 예산읍, 홍성읍, 강경읍 등 7개 읍
지역이 포함되며, 시청소재지들과 더불어 해당 시·군의 수위중심지로 기
능함.
- 고령화 농업지역: 차령산맥 일대 및 여타의 구릉성 산지지역에 위치한 읍·
면지역이 주로 포함됨. 지형적 불리성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업기반 정
비, 그리고 도시와의 접근성이 대체로 불리함.
- 주택시가화 진행: 신규주택의 증가, 제조업의 집중, 비고령화농업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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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특징을 나타냄.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함.
- 평야답작 농업지역: 금강유역과 삽교평야, 그리고 연안에 입지한 읍·면들임.
- 혼합적·점이적 농촌: 젊은 연령층이 많지만 제조업 기능은 약하고 특정 기
능이 두드러지지 않아 다양한 성격이 혼재되어 있거나 점이지대적인 성격
이 강한 지역임.
- 제조업 집적지: 제조업 집적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주로 천안시와 아산
시의 수도권 연접부와 고속국도 연접부 또는 IC 입지지역임.

3.3. 마을 단위 분석
○ 김경량 외(2004)는 강원도 내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농촌마을을 3개 유형(정보화를 통한 선진
농업마케팅 우위마을, 친환경농업 우위마을, 농촌관광 우위마을)으로 구분
하였음.
○ 고선영(2008)은 장소자산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참여
와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도・관계적 자산을 기준으로 농촌체
험관광마을을 4개 유형(개별적 조직화형, 개별적 통합형, 공동체적 조직화
형, 공동체적 통합형)으로 유형화하였음.
- 개별적 조직화형: 제도적 자산의 조직화는 상당 정도 진행되었으나 관계
적 자산의 공동체성 발달 정도는 미약한 유형임.
- 개별적 통합형: 관계적 자산과 제도적 자산의 수준이 모두 저조한 유형임.
- 공동체적 조직화형: 제도적 자산의 조직화와 관계적 자산의 공동체성이
상당 정도 실현된 유형임.
- 공동체적 통합형: 관계적 자산의 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제도적 자산의 발
달은 미약한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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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순호 외(2014)는 전라북도 내 12개 현장포럼사업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역량에 기초하여 마을유형을 구분하였음. 요인분석을 통해 51개의 설문문
항을 통해 5가지 역량요인(리더기초역량, 리더사업역량, 마을기초역량, 리
더연구역량, 마을경제역량)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5개 요인은 군집분석을
통해 4가지 마을유형(역량강화 필요마을, 내발적 발전역량 충족마을, 발전
동기 충족마을, 자생역량 충족마을)을 도출하였음.
- 역량강화 필요마을: 리더기초역량이 매우 낮고, 나머지 4가지 역량 또한
대부분 낮게 측정되는 유형임.
- 내발적 발전역량 충족마을: 마을경제역량과 리더연구역량은 낮게 측정되
지만, 리더기초역량 및 리더사업역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 마을기초역량이
가장 높게 측정되는 유형임.
- 발전동기 충족마을: 리더기초역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리더연구역량과
마을경제역량이 높게 측정되는 유형임.
- 자생역량 충족마을: 마을기초역량과 마을경제역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리더연구역량 도한 나타나지만, 리더기초역량 및 리더사업역량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는 유형임.

3.4. 종합
○ 농촌지역의 유형화에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행
연구들의 경우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농업 등 산업적 특징, 면적, 위치 등
과 같은 지리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하였음.
○ 유형구분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시·군 또는 읍·면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 마을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경우는 분석 대상 마을이 대체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읍·면이나 마을 단위의 유형화는 국지적 범위에서 지역을 유형화하거나
미시적인 개발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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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수요나 공급을 고려한 농촌 유형화 연구는 별로 없었음.
○ 연구목적에 따라 등급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다변인분석기법이 적용되었음.

4.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농촌복지
○ 복지 수요 및 공급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시·군, 읍·면, 마을 단위 복지 수요 및 공급 관련 자료 및 사회조사가 필요
함.
○ 농촌복지 연구에 있어서 농촌지역 유형화 문제 논의
- 분석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하되 시·군 및 마을 단위도 경우에 따라서 함께
검토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 유형화 작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지표는 무엇인가?
- 유형화과정에서 복지지표(복지시설 분포 포함)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 유형화 과정에서 복지 인력 및 재정 관련 지표도 포함시킬 것인가?
- 면 지역을 따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는가?
○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농촌지역 유형화
- 농촌지역 유형화
- 사회조사방법 및 내용의 차별화
○ 읍·면 및 마을(행정리) 단위 사회복지 관련 지표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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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농촌복지에 관한 논의를 위한 발제를 해볼까 합니다 .
[발제 발표함]
박대식 : 제가 참고한 서적은 페이지 뒷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관련 연구가 조금은 되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샅샅이 찾아봤는데 , 너무 없더라고요 .
김영란 : 박대식 박사님이 말씀하신 참고자료들을 보면, 충남이다 전북이다 하면서 인
접 군으로 , 예를 들어 서남권 , 동북권 등으로 상당히 기계적인 지역 구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광역지지체의 지역복지계획에도 상세 통계가 나올 수 있는
데 , 이 참고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지역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죠 .
김형준 : 그렇죠. 광역지자체의 복지계획은 군 단위로 해서 수요 및 공급 분석을 하죠.
김영란 : 그리고 군에서는 면 단위 조사를 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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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 군에서는 내부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 그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죠 .
조미형 :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 지난번에 횡성이랑 정선을 비교하면서 , 배은하 신
부님께서 횡성군은 일정 부분을 읍을 중심으로 4개를 나누어서 각 권역이 그
역할을 하면 되지만 , 정선군은 읍이 3개인가 4개거든요 . 그러니까 정선읍은
중심 역할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생활권이 강릉에 인접해있는 임계면은
강릉으로 장을 보러 가고요 . 그런 식이라면 면을 쪼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한 우리가 군 지역이나 복합시의 전체 지도를 놓고 전달체계를 논의하는 것
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군은 4개 읍이 독립적이고, 요구
하는 것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 필요한 것들도 다르고요 .
김영란 :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각각 매우 다양합니다 .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세
히 현미경으로 보듯이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생적 , 지역적이라고 한다면 , 분명 작은
지역 수준 [마을 ]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다시 말해 전
달체계의 맨 마지막 단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더 많고 , 또한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
박대식 박사님은 농촌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요소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 그러한 요소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
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유수상 : 저는 인구사회 분석을 해서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란 : 그런데 유형화는 구체적으로 될 수 없죠 . 예를 들면 , 그런 분석은 농업에 종
사하는 사람이 몇 %인지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일 뿐 농업에 종사하
는 사람의 가족력까지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유수상 :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농림식품부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산
업조사를 하니까요 . 농촌도 산업조사를 한다는데 , 지금 어느 동네의 어느 인
구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등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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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그런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이를테면 밭농사가 몇 %, 논농사가 몇 % 식으로
알아본 후 논농사가 많은 지역이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의
구성원들은 사이가 어떠하다 식의 조사는 못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유수상 원
장님처럼 하면 , 농촌의 특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것에
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조미형 : 네 , 그렇죠 .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뒤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 ·군이 더 이
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그런가요 ?
배충진 :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시 ·군이 전국적으로
볼 때 어디 위치쯤에 있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군에서 수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생활권의 문제 , 지역 정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 제가 자료 하나 드리려고 복사해 왔는데요 . 일본 후생노동성에
서 노인케어를 하면서 10만 명 당 노인의 수와 홈의 수를 나눠서 유형화시킨
것이 있더라고요 . 이런 형식으로 인구와 산업적인 것 그리고 교육 복지 및
문화 등을 지표로 해서 분석하면 , 해당 군이 전국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가
나옵니다 . 그 위치 속에서 그 군에 소속된 면 지역의 특성 등을 분석하면 훨
씬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합니다 .
박대식 : 단계적으로 시・군도 한 번 유형화하고 말이죠 . 읍・면 단위로도 하고요 .
배충진 : 아니면 군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지요.
김영란 : 저는 , 유형화한다면 가능한 마을이 분석 단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박대식 : 마을은 제일 아래인데요 .
김영란 : 아 , 그렇지만 .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군이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
조미형 : 그렇다면 , 생각하시는 마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박대식 : 뭐 , 행정리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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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그렇죠 . 리로 가야죠 .
배충진 : 아까 행정리 다섯 개 정도를 묶은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
박대식 : 그건 권역별로 묶는 것입니다 .
조미형 : 그렇다면 행정리인가요 ?
김영란 : 네 , 행정리요 . 그런데 행정리가 5개라 .... 글쎄요 .
박대식 : 그럼 자료 모으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
유수상 : 자연마을 단위로 봐야 되지요 .
김영란 : 네 , 자연마을 단위여야 해요 .
조미형 : 그러니까 자연마을 단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
유수상 : 국내 자연마을이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을에서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분석을 해 보고 싶어요 . 왜냐 하면 , 마을에서 이장 선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 우리 동네 이장님이 올해에 바뀌는데 , 10여 년 동안
한 분이 계속 해 오셨어요. 이 이장이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벼를 심어
서 수확해서 집에 가져다주는 것까지 이장이 다 하고 있어요 . 동네 분들이
함부로 못 하는 것이, 이장이 바뀌면 일 해주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우
리 동네 어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 할머니들은 이장이 바뀌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새로 임명된 이장님이 다른 마을에
있는 장비들을 동원해주는 거예요 . 그러자 이전의 이장님은 고립이 되는 거
예요. 제 눈에는 안되 보였어요. 마을에서 특정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죠 . 만약에 예를 들어 , 마을에서 복지 프로그
램을 할 때 이렇듯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누구에게 서비스를 더 주고, 누구에
게는 서비스를 덜 주어 소외시키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마을 단위의 분석
은 굉장히 중요하죠 . 마을에서 의사소통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 ,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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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한 마디로 마을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분석이 되어야지 우리가 서
비스 영향력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대식 : 누구나 다 마을 단위의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 그래서 최근
에 통계청에서 마을 단위의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농업이라든
지 지역개발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 그래서 거기에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복지 관련 데이터를 더 많이
조사하면 앞으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형준 : 저도 분석 단위는 마을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고 보거든요 . 그런 작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 해야 되는 일이
죠 .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마을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
는지 ?’입니다 . 그 주체가 일종의 주민 조직이 될 수 있겠죠. 발표에서 말씀하
신대로 부녀회도 그에 속할 것이고, 여러 단위가 있을 텐데요. 그런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도 주체 측면의 사회복지 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
해요 .
김영란 : 면 단위로 유형화한다고 했을 때, 그 면의, 예를 들면, 지표 변수 중에 부녀회
장이 몇 명인가 등등 뭐 이런 식의 지표를 다 집어넣어서 면을 유형화하는
것이 어떤가요 ?
김형준 : 필요하죠 . 주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
김영란 : 사회복지측면에서 농촌을 유형화할 때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서 고려할 만한 지표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인데 , 우리는 어차피 그런 지표를
넣어서 실제로 면단위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인이 어떻게 묶일지 모
르죠 .
박대식 : 그렇지요 .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지표는 나중에 후속 연구를 할 때
실제로 넣어가지고 한 번 분석해 보면 되죠 .
김형준 : 농어촌 기본계획이나 삶의 질 계획을 할 때 그런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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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저는 그리고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을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 . 우리의 모토는 ‘마을에 주민이 한 명만 산다고 해도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라고 보는데요. 그러므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보다 공급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미형 : 그렇지만 수요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
김태완 :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아죠 .
조미형 : 그 마을에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없겠지요. 물론 어린이
집에 없어서 아이 있는 가정에서 마을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
김영란 :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1년만이라도 운영을 해 보면 ,

‘아 저기에도 어린이집이 있네 !’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사 올 사람이 생기겠
죠.
박대식 : 네 ,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 그런데 농촌이 다양한 것처럼 , 대도시 근교의
상황도 다를 겁니다. 우리가 큰 틀로 봐야할 것 같아요. 수요 및 공급을 넓게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조미형 : 사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균형을 맞추어서 보는 것과 김영란 교수님의 의견
처럼 마을에 필수적인 공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 , 즉 주민이 없어도 정말 반
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에 대한 이해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대식 : 하여튼 배현석 씨가 연구했던 연구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 박사
학위 논문인데요 ,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
김영란 : 이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군요 .
조미형 : 시 ·군 단위로 조사했네요 .
김태완 : 그런데 배현석 씨가 말하는 것들을 면 단위에서 조사 가능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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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 면 단위에서는 조사될 수 없는 지표들이 많긴 하죠 . 현재로 봐서는 읍 ·면 단
위로도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 마을 단위로 내려가면 대부분 안
되겠지요 .
조미형 : 지표라는 것이 기초 지자체의 시 ·군 단위에서 유의미한 지표이고요 , 면 단위
에서는 무의미한 지표에요 .
박대식 :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죽 늘어놔 봐야 합니다 .
김태완 : 마을이 기본단위이죠 ?
조미형 : 예 . 예를 들면 , 자연마을 .
박대식 : 자연마을이 좋긴 한데 ,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어요 .
조미형 : 저는 사실 감도 잘 없어요 , 자연마을에 대해서는요 .
김영란 : 이를테면 , 우리 동네처럼 90명 정도가 사는 동네라고 볼 수 있죠 .
조미형 : 그럼 한 100명 정도로 보신다는 건가요? 그게 과소화되서 20 몇 명이 되었다
면요 ?
김영란 :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그냥 농촌만 생각했을 때, 어떤 특징
을 뽑아내자는 것이지요 . 아까 말한 과소화마을도 있을 것이고요 . 예를 들어
인구가 ‘적다 ’, ‘중간이다 ’, ‘많다 ’ 이렇게 엮으면서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이
라고 생각해요 . 그 다음에 대도시와의 거리요 .
유수상 : 인구 분포는요 ? 인구 구성같은 .
김영란 : 구성이라고 하면 , 다양한 구성 ?
유수상 : 다양성과 획일성 사이에 점수를 주어서 최고 다양성에 1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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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인구가 획일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노인인구로 구성되었다는 의미로 보여요 .
박대식 :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더욱 그렇겠죠 .
김영란 : 그렇다면 , 획일성과 다양성보다는 노인이 많이 분포한 정도로 보면 어떨가
싶네요 .
김형준 : 인구는 그 정도면 되었네요 .
김태완 : 그러나 마을에 따라서 예를 들어 , 내부 인프라도 중요하죠 . 청년 분포라든가.
박대식 : 다문화 , 독거노인 등도 그렇죠 .
김영란 : 지금 농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농공단지이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농공단지요 . 그렇게 따지면 , 외국인이 많이 사는 농촌이 인구의 다
양성을 나타낼 수도 있겠어요 .
박대식 : 일단 스타트는 좀 가볍게 갑시다 . 너무 많은 것을 넣으면 더 골치 아파져요 .
김영란 : 네 , 맞아요 .
김태완 : 서비스 대상이 정의되어야겠는데요 .
김영란 : 장애인이 많은 마을 . 전남에서는 고흥군에서 장애인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
로 나와요. 고흥군에 한센병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
니다. 장애인관련 서비스야 말로 단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있으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아까 말한 거리에 대한 논의로 돌아갈까요 ?
박대식 : 중심지에서의 거리도 중요하고 , 대도시에서의 거리도 중요한데 , 중심지라고
하면 보통 읍 ·면사무소가 위치한 곳을 말하죠 . 대도시는 광범위 생활권이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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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그렇다면 , 중심지와 광범위 생활권 둘 다 포함해야겠군요 . 젊은 사람들은 광
범위 생활권 (대도시 )으로 , 나이 든 사람들은 중심지로 가죠 .
김영란 : 그리고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집과 집 사이의 거리 . 밀집도 혹은 인구 밀도
가 고려되는데 , 전라도 같은 경우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
유수상 : 제가 사는 동네도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약 2km인데 , 사실 그 거리는 멀
지 않은 거리이잖아요 . 제가 저녁에 운동하는 거리가 5km 정도 되거든요 . 1
시간 정도를 걷는데요 .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갈 일이 없는 거죠 . 그런데 장날이 되면 장에서 다 만나지
요.
김영란 :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 거리를 알아
야 전담공무원의 배치 수 조절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미형 :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이건 GIS 분석을 하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 오히려 생활권이나 이런 걸 우리가 더 찾기 어려워요 . 주민
들에게 직접 물어봐야죠 .
김형준 : 공공 측면에서 주민조직에 대한 정보는 어떤가요 ?
조미형 : 주민조직 수 ? 구성원 ? 누가 참여하는지 ?
김태완 : 주민조직 수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죠 .
김형준 : 그렇죠 . 활성화된 정도가 더 나은 지표죠 .
김영란 : 유형화에 있어서 활성화 정도는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일단은
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활성화 되지 않았다면,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잖
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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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주민은 몇 명이 안 되는데 조직은 많기도 하죠. 또한 지나치게 많이 오버랩되
기도 하고요 .
김형준 : 저는 활성화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
박대식 :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 자연마을 단위에서 조직이 와해되고 , 읍・면 , 시・
군으로 넓어지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아져서요 .
배충진 : 자연마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집성촌이죠 .
박대식 : 동족마을, 비동족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적으로 하려면 비동족마을이 훨
씬 낫죠 . 자연마을 단위라면 농업과 산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
죠?
조미형 : 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
박대식 : 네 , 그렇죠 .
유수상 : 농작 규모나 종목에 따라서 소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 저희 동네 이장님은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형준 : 아 , 소득도 필요하겠군요 .
박대식 : 그럼 자연마을에서 복지 관련 지표는 어떻게 할까요 ?
김태완 : 복지시설이 몇 개인지
김영란 : 수급자 수
배충진 : 수급자 중에서도 취약계층
배충진 : 복지시설에서 하는 복지활동에 어떤 것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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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복지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 봉사활동 같은 것을 말씀하는지
요?
배충진 : 네 , 뭐 그런 것도 있고요 . 예를 들면 ,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2번씩 관광
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
조미형 : 마을 행사네요 그럼 ?
김형준 : 마을 행사네 .
김태완 : 방문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죠 .
김영란 : 우리가 보기엔 대상자인데 ,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기 싫어하거나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른다든가 등 여러 상황이 존재하기 때
문에 방문빈도로는 복지활동의 실체를 알기 어려워요 . 서비스가 필요한 사
람과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복지활동에서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
다고 봅니다 .
조미형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 사실 필요
한데 등급 판정을 못 받은 분들 , 다시 말해 아예 서비스 제도권 안으로 진입
하지 못한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란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유형에 ‘농촌복지 사각형 ’이라는 것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김형준 : 농촌복지 소외지역
조미형 :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 마을단위로 조사하면 나오죠 .
박대식 : 그렇죠 .
조미형 : 마을의 이장님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 어떤 상황의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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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안된다’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박대식 : 도움이 필요한데 ,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군요 .
김태완 : 이상적인데요. 수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미형 : 이게 진짜 핵심이죠 .
김태완 : 재미있는 것이 그런 사람 발굴해도 돌아서면 중복 및 부정 수급을 찾아내니까.
김영란 : 저는 요즘 부쩍 우리가 정말 사각지대를 못 보는 것인가 ? 뻔히 알면서도 가
만있는 것은 아닌가 ?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을 뿐이지요 . 예컨대 , 세 모녀를 못
찾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 , 그 보다는 세 모녀가 사는 곳에 복지
서비스가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니 대상자 발
굴에 힘쓸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데 힘을 써야 한
다는 것입니다 .
유수상 : 그런데 그게 도시와 농촌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 저는 주민등록
이 안 되어 있고 고립되어서 살다가 죽었는데 1년 만에 발견되고 , 뭐 그런
것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적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누가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시골엔 적어도 그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
누가 살고, 오늘 아침에 저 집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등의 정도는 마을 사람들
이 다 알죠 . 그렇게 따진다면 김영란 교수님의 말씀을 농촌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죠. 서비스가 없어서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서비스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 그런 사각지대를 복지부가 알아야 한다
고 봐요 .
김영란 : 아 ,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요 . 무슨 이야기냐면 , 조건을 완화하면
될 것을 가지고 마치 사각지대가 감추어진 지대인 것처럼 정부에서는 발견하
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인데 말이
지요.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수요자를 missing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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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들은 공급할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수요자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서
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프레밍한다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사회복지사에게
수요자 찾아오라고 채근하고, 주민들한테도 옆집을 살피라고 강요하고요.
조미형 : 그리고 더불어서 부정 수급자까지 거론하죠 . 서비스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부정적으로 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최정민 :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 마을 단위 분석할 때 틀을 자본의 개념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 조직 수 , 마을 행사 이런 것들은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거든요 . 사회자본안에 네트워크 , 신뢰 , 사회 참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
으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것 같고 , 인적자본도 중요할 것 같고 , 그리고
심리자본도 . 이런 틀 안에서 세분화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
박대식 : 나중에 만약 주민조사까지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 공동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김영란 : 그냥 자본이라는 말만 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 구성이나 사회 구성으로
명명해도 될 듯해요 .
배충진 : 인적 요소 , 사회적 요소 , 경제적 요소라고 해도 되겠군요 .
김형준 : 일단 지금은 막 이야기하고 나중에 용어는 다듬지요 . 도움을 받는 형식은 변
수로 어떤가요 ?
조미형 : 무언가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 .
김형준 :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하는 건지? 마을 사람들끼리 하는 건지? 상부상조하는
것인지 ?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 그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마을로 유형화가 되는 것입니다 .
박대식 :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으로 , 예를 들어 읍 ·면이나 시 ·군처럼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지표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 어떤 것은 새로 사회조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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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도 있고 , 어떤 것은 또 이장이라든지 읍 ·면 사무소 도움을 받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
김영란 : 그리고 이게 지금 자연마을 단위라면 , 지표 중에는 행정 조직의 역량이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그러니까 군내의 사회복지의 역량 이라는 목록에는
어떤 변수가 들어가야 할지 따져보는 일 . 그리고 그 변수로 점수를 매겨서
유형을 확정하는 거죠 .
박대식 : 그렇죠 .
김영란 : 그리고 심리적 영역은 피해 의식이나 박탈감 같은 것을 변수로 포함할 수
있겠지요 .
박대식 : 박탈감 영역이 꽤 중요한 것이 , 예를 들어 , 마을산업을 많이 한 마을일수록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엄청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태완 : 심리적 요인을 얘기할 때 나오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도 있죠 .
조미형 : 이것은 측정 단위가 마을인가요 ? 개인인가요 ?
김태완 : 자기효능감은 개인 단위에요 . 개인에게 물어봐서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 조
사를 하는 거죠 .
조미형 : 자기 마을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김영란 : 자기 마을에 대한 자부심 , 애착 , 애향심 ... 이런 것인가요 ?
김태완 : 자기 마을에 대한 신뢰이죠 . 신뢰 !
김형준 : 관계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
김영란 : 농촌에서 산다는 것 , 농촌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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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야 합니다 .
조미형 :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딱 물어봐야지, 그냥 막연한 것을
묻는 것은 좋지 않죠 .
박대식 : 그리고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물어보면 안 되죠 .
김형준 : 아까 김영란 교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지 관련 지표라고 하면 , 수요 및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 수요는 누군가가 대상인거고 , 공급
은 주체를 말하는 것 이구요 . 다른 한 가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
을 것 같아요 .
조미형 : 음 ,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찾고 싶은 거죠 ?
김형준 :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은데요 .
김영란 : 저는 이동성 , 즉 교통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하루에
버스가 몇 번 마을을 지나가는지 .
박대식 : 그거 중요할 것 같네요 , 접근성 측면에서 .
조미형 : 소요 시간도 변수에 포함해야 할까요 ? 차로 이동하면 10분 안에 갈 수 있지
만, 버스로 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봐야 하냐
는 것이죠.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거리로만 봐도 무방하고요. 그 대신에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
유수상 : 예를 들어, 권역별로 중심센터가 생긴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접근성이 확 떨어
지게 됩니다 .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로 연결해주는 버스가 없기 때문이죠 .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 옥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셔틀 버스가 있
어요 . 그러니까 기존의 노선버스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을 이어
주는 것인데 , 마을버스를 만들려고 해도 운수사업자가 걸리는 거예요 .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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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서관 셔틀 버스를 만든 거죠 . 그렇게 되면 이게 마을 단위의 중심에서
권역으로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
김형준 : 복지버스 하나 만든다면 좋겠어요 .
박대식 : 시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복지버스를 도입하면 좋겠네요. 근래에 가장 각광
받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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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농촌지역의 유형화에 고려해야 할 지표 brainstorming 결과
※단위: 마을, 자연부락
지표

인적
(자본)

사회

경제

심리

내용

비고

인구(수)

대·중·소

인구구성

다양 ＜---> 획일

서비스 대상별(장애인,
다문화...)

거리

중심지에서의 거리
마을간 거리

대중교통 횟수/일
생활권(광범위) 의료, 문화,
교육.

(공급)주민조직

수, 활성화 정도

집성촌

다양한 성씨
*도움이 필요하지만 못
받는 사람

(수요)취약계층(수급자수)
마을자체적 복지활동

마을행사

마을시설

경로당, 회관, 체육시설,
건강관리실

이용자수, 이용률

산업

소득창출 산업

경작규모, 작물, 종사자수

공동체의식

애향심, 애착심
자기효능감
도시와 비교 & 마을내
비교

피해의식, 박탈감

도움을 받는 방식(서비스 ‘상부상조’ 또는 ‘누군가
유형) 또는 문제해결
마을에 와서 제공하는
형태’
기타 방식(돌봄)
상위 지자체의 복지역량

2 layers

예) 군의 사회복지 역량
HL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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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촌의 유형화와 서비스 전달체계

4.1. 주제 토론

토론참여자(가나다순): 김영란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준 /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대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충진 / 송암복지선교원
조미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수상 / 거창효노인통합지원센터
최정민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시: 2015년 8월 28일. 목. 오전 10시 30분 - 정오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회의실
녹음・녹취: 남승희∙박지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미형 : 5월에는 미래농정포럼 사회복지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했고 , 6월에
는 농촌복지 개념 정리했고, 지난 7월 24일에는 배충진 원장님과 박대식 박사
님 발제를 바탕으로 농촌의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농촌의 유형화를 어떻
게 할 것인지 논의했죠 . 그 때 자신이 생각하는 지표를 메모처럼 정리를 좀
해서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 오늘 그 자료를 모았습니다 .

오늘은 보내주셨던 자료를 하나로 묶은 것을 가지고 하나씩 각자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 이 자료에 근거하거나 근거하지 않더라도 얘기를 하면서 지
난 시간에 만든 지표를 업데이트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란: 우리가 농촌을 유형화해보자고 한 것, 특히 마을 단위에서 유형화가 가능하도
록 하자고 한 것은 농촌 마을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었죠 .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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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마을은 둘째치고 현재는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를 두지 않고 복지전달체
계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렇다면 , 현
재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전달체계가 어떻게 비효율적이고 비
효과적인지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다시 말해 왜 유형화를 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본 것입
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표를 가지면 농촌을 유형화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 그래서 저는 인구수 , 고령화율 , 대도시와의 거리 , 이 세
가지만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

김태완 : 이미 농촌이 꽤 많이 고령화가 됐는데 고령화 같은 지표를 가지고 유형을 세
분화하는 것에 함의가 있을까요 ? 저는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 지난번에 말
한 지표들 말고 다른 지표는 없을까. 도시랑 농촌을 비교할 때 농촌은 웬만하
면 [고령화율이 ]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하는 .

김영란: 그런 맥락에서, 전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치면 , 인구 관련된 지표가
굳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 오히려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더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공급 측면에서 보는 유형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지요 .

김형준 : 저도 브레인스토밍한 것을 정리해주셔서 한번 봤는데 , 아마도 그때는 그야말
로 브레인스토밍 단계로 ,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했던 것 같아요 . 그러니
생각이 넓고 너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오늘은 그것을 좁히는 과정을 하는 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미형: 문득, 유형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담아낼 것이
냐를 고려하면 지금 농촌복지가 무엇이냐 하는 개념정립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전달체계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군요 . 지금 전달체계에서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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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수준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농촌의 유형화작업을 하고 나면 무
엇이 되는 것일까요 ? 지금 이 시점에서 목차를 잡고 가야할 것 같아요 .

박대식 : 일단은 유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 설명을 좀 듣고 , 저번 회의에
이어서 주요지표에 대한 토론을 좀 해보죠 .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지표
들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좁혀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막바지
에는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논의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
다.

최정민 : [발제자료 1] 저는 두 번째 참석이고 , 사실 심도 있는 생각은 못하고 , 아이디
어를 통해서 이런 지표가 있다는 것만 제시하는 차원에서 정리했고요 . 제 지
표는 모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 그 데이터에서 충분히 해당되는
지표를 추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 보통 농촌을 나눌 때 인구에 따라서
나눠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 OECD에서는 1㎢당 인구가 150명 이하
인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정의했고요 . 특히 , 한국과 일본의 경우 1㎢당 인구가

500명이하인 지역을 농촌으로 정의하고 유형화를 했더라고요 . 그리고 농촌지
역을 또 3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 1㎢당 인구가 500명 이하인 지역이 50%
이상이면 농촌밀집지역 , 15%에서 50%사이이면 중간지역 , 농촌지역이지만 1

㎢당 인구가 500명 이하인 지역이 15% 이하면 도시형 밀집지역 이렇게 3가
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 그래서 인구밀도로 지역을 분류한다면 OECD 기준
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영란 : 제가 보기에는 ,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한
다면 연구원 자체 내에서 농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나 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개발소위와 저
희가 합쳐져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적어도 농촌을 그 소위
와 우리가 동일하게 유형화하야 한다는 것이지요 . 오히려 농촌개발 , 농촌의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을 복지분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밥그릇의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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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발’ 안에서 복지적인 요소를 우리가 얘기 하면 할수
록 개발이 과거의 몰인간적인 개발이 아니라 ‘인간적 ’ 개발로 가게 되어서 서
로 상승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 적어도 세부 내용은 따로 이야기 하더라도 농
촌의 개념이나 농촌의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소위하고 우리하고 좀 맞춰
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조미형 : 그렇죠 . 그런데 지역개발소위에서는 저희보고 ‘이 어려운 작업 [농촌 유형화 ]
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농촌 유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냐 ? 그게 이렇게
쉽게 나올 게 아닌데 ...’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

김형준 : [발제자료 2] 저희가 지난번에 농촌지역의 유형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위를
마을로 했었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너무 많은 지표들보다는 복지 수요하고 복
지 역량 등 2가지 정도로 나눠서 마을 유형을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 복지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번 했던 이야기랑 새롭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인구수라
든지 인구분포, 대상자, 빈곤층 분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역량에서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대식 : 복지역량은 여태까지 한 것과 중복된 부분이 있겠네요 . 개념적인 측면에서 .

김영란 : 이것을 매트릭스로 만들면 , 복지 수요가 높으면서 복지 역량이 높은 마을 , 복
지 수요가 높으면서 복지 역량이 낮은 마을 . 이런 식으로 4가지의 유형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

김태완 : [발제자료 3] 제가 생각한 것은 아마 궁극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쯤이 되면
이쪽도 성과가 나올 것이고 , 사회복지협회라든지 정치권에서 많이 관심이 있
을 때 , 지금 행정학회나 전달체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부에 나름의 모형을
제안한 것처럼, 지금 정의되는 유형화 방식과 전달체계 모형을 만들어서 농촌
경제연구원 이름이든 학회 이름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정치권에 제공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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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이렇게 바꾸자 ’라고 실행력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
다 . 그래서 유형화 방식으로 , 주민들의 욕구도 열쇠 (key)가 되고 , 그 다음으로
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지난 모임에서 언급되었던 사회자본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것들
은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서 두 번째 복지측면을 좀 고려해서 좀 김 교수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봤고요 .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지금 변하는 농촌의 현실
을 반영하는데는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구라든지 산업 구조 같
은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아마 복지적 측면과 시대
적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
죠 . 많은 유형은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도 1~2개 유형으로 만들어서 바로
농어촌 주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
다보니 개발이나 복지중심으로 유형화 하는 것이 좋은지 ? 아니면 정부 전달
체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 중심으로 가는 게 좋은지? 주민의 욕구 위주로 가는
것이 좋은지 ?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명확하
게 해서 모형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유수상: 복지가 지역개발하고 같이 안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거창의 농촌지역 활
성화 사업 예산이 80억인가 그래요 . 모형은 박사가 용역을 맡아 하는데 ,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토론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라고요 . 그런데 거기 소프
트웨어가 없어요 . 63억이 하드웨어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 길 닦고 담장
을 허물고 , 13억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하는데 , 청소년창업지원센터 하나
만들어서 건물 하나 짓고 아이들이 오는 공방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보
시다시피 이런 성격입니다 .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그렇게 건물을 세워서 도시를 잘 꾸며 놓으면 그게 복지
의 질이 높아진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 제가 느
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 그래서 아마 이야기 하셨던 대로 ,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지역개발소위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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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로 우리가 복지 관련해서 유형화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돈은 개발 쪽에 다
써지고 지자체에서는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

김영란 : 그렇다면 , 김태완 박사님처럼 굳이 이분법적으로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 우리부터라도 개발과 복지는 같이 가야되고 , 복지 안
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도 개발 속에서 복지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 그 다음에 ,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어떤 시기이든 행정은 주
민의 욕구에 기반으로 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잘못이어서 ,
역시 주민 욕구에 기반으로 한 행정 , 또 주민의 욕구가 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죠 .

김태완 : 저도 그냥 따라서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 이번 정부에서 농촌복지 전달
체계를 보건소와 기능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이건 주로
도시 쪽에서 전달체계 하신 분들이 모형을 짜고 언뜻 보기엔 구색 맞추기 식
으로 그냥 농촌에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정과제의 논의에는 우리와 같
은 [농촌복지에 대해 ] 논의는 거의 없었거든요 . 향후 2~3년 안에 전달체계 논
의가 또 있을 텐데 , 그때는 나름대로 우리 모형을 가지고서 ‘아니다 ! 그것은
틀리고 이렇게 가야한다 ’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란: 제가 대략 서 너번의 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계획
은 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 용역 같은 것을 받아서 하면 , 보고서에 결
국 3개 정도의 안 (案)을 제시했죠 . 1안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안 . 3안은 돈도
없고 예산도 없을 때 공무원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안 . 그것은 제가 바라는 이
상적인 안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

박대식 : 그래서 1, 2, 3안을 제시하면 보통 채택되는 것은 2안이나 3안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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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그래도 이상적인 안을 항상 서면으로 보관해 두는 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전략(?)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
님께서 유형화를 하면 그것이 실천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하자고 하시는 것에 저
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배충진 : [발제자료 4] 기본적으로 유형화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공통된 특징과
성질에 따라서 몇 개의 전형적인 틀로 분류한다 ”입니다 . 기본적인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라는 의미인데 , 농촌을 유형화하는 것을 저는 농촌복지
를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 농촌복지가 활성화되려면 민관이 협력하고 참여해
야 된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요 .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두 가지입니다 . 첫 번째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산업 진흥 ’과 ‘복지 증진 ’ 이라고요 . 그래서 저는 한
쪽에 인구 , 산업 , 토지 , 이것은 산업진흥에 해당하는 거고 ; 한쪽은 보건 , 의료 ,
복지 , 거기에 소득까지 합하면 이것이 주민복지에 관련된 지표라고 생각되는
데요. 그런데 이제 인구나 산업과 관련된 지표 중에 많은 지표가 아니라 핵심
이 되는 지표를 선정해서 인구수 , 인구밀도 , 인구의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
증가율 , 전입과 전출에 따른 사회증가율, 고령화율 , 세대수. 이것을 하나로 묶
어서 하나의 변수로 합니다 . 그것이 ‘지역의 인구 활력성 ’이라는 하나의 변수
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성분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변수를 축약해
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클러스터 분석 같은 방법을 통하면 몇 개의 유형으로
농촌이 유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란 : 이것도 그렇게 되면 아까 김형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가 되고
복지가 높은 지역 , 산업화가 되고 복지가 낮은 지역 , 이런 식으로도 두 큰 변
수를 놓고 교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배충진 : 저처럼 하면 매트릭스 형으로 어떤 변수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유형
화가 가능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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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발제자료 5]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 여기에 8월 25일이라고 적혀있지만 ,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제 연구실에 계속
붙여놓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 그야말로 상상속의 농촌복지체계죠 . ‘농촌복
지청’이라는 것도 만들고, 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센터들이 포진해있으면서
여기서 세부적인 서비스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 제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인구과소지역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던 , 그러니까 3, 4년 전이었요 . 인
구과소지역 문제는 권역별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
어서 생각한 것은 면사무소의 전담공무원도 센터에 파견업무를 맡아서 주민
자지센터로부터 빠져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철저히 현장실무형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죠 .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실패했지만 농촌에서는 다시 한번
복지사무소 모델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물론 이름은 바꾸어서요 .

지난 7월 말에 10명이 살고 있는 섬에 갔었을 때 , 주민들에게 국기법이 변경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 그분들은 잘 모르고 있었고 , 그것을
설명하겠다고 방문하기로 한 전담공무원은 궂은 날씨로 인해 배를 못 타서
오지 않았습니다 . 진도읍에 근무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이 그 마을에 오는 것
은 1년에 한 두 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권역별로 사회복지사를 배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있는 전달체계를 어떻게 농촌형으로 운
영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전달체계 논의에서 필요합니다 . 꼭 새로운
모형을 만들지 않더라도 틀을 조금만 틀어 보면 , 보건지소하고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보고 , 기존의 전달체계 안에서 재구성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소규모 다기능에 대해서도 다
루었으면 합니다 .

김태완: 저도 예전에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인데, 김영란 교수님이 말한 농촌복지청보
다는 차라리 복지부 내에 농촌에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는 국이라든지 과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드는 것은 어떤지요 .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 예
전에 북한이탈주민 연구할 때도 , 처음 만들었더니 공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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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간다면, 국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처럼 복지제도 만들 때 복지부가 앞장서서 하듯
이 , 농촌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는 , 복지부에서 좀 먼저 적합성을
점검하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조미형 : 복지부 안에 있는 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태완 : 네 , 맞아요 . 그랬더니 그쪽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다른 분은
싫어하시더라고요 .

김영란 : 제가 지난주에 , 무주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있는 , 그야말
로 복합기능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 농촌에서는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읍을 중심으로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지가 궁리되어야죠 .

유수상 : 개발 측면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중심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
니고 , 중심지거점센터가 과소지역을 케어하는 , 그런 것이 중심지 개발사업인
것이죠 . 지금은 그냥 중심지에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을 중심지 개발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 개발하시는 분들이 .

조미형 : 아니요 . 지금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걸로 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

유수상 : 그렇다면 , 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읍으로의 깔때기가 됩니다 .

조미형 : 네 , 그렇죠 .
유수상 : 결국 읍으로 와버리는 거죠 . 그게 아니라 끌고 가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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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네 , 마을로 서비스가 가야 하는 거죠 . 그러니까 체계를 새로 만들기 보다는
지금 체계에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될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
이를테면 , 제가 목포에 오면서부터 ,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 이를테면 나주에
있는 전남장애인복지관이 어째서 나주시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전남’장애인
복지관이냐는 생각을 했죠 . 서울에 있을 때는 생각도 해 보지 못한 의문이죠 .
목포에 와서 살면서 군마다 하나씩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해당 ‘군 ’이 아니라
주변 ‘동네 ’의 장애인복지관이더라구요 . 다시 말해 그 큰 장애인복지관이 전
달체계 하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하
나 두고서 면에 서비스를 제공하러 다니고 , 면에서는 이를 테면 조그마한 다
기능 복지관이 있고 , 거기에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있다면 ,
이 사람을 군에서 교육시켜서 다시 지역에 가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보건복지부
의 정책과 일선의 사회복지사를 연결해 주는 일인 거죠. 이런 일만 하는 사무
실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현재 전달체계에서 몇 가지 다르
게 해야 할 것만 언급해도 , 전달체계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

유수상 : 그런 복지관이 거창에 있거든요 . ‘삶의 쉼터 ’라고 해서 노인 , 장애 , 여성이 같
이 있는데 , 대표적인 실패케이스에요 . 그게 , 200억 들여서 건물을 산에 딱 지
었는데요 , 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거예요 . 그
래서 이번에 몇 억 들여서 주차장 확장 공사를 했어요 . 그러고 나니까 차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은 그
래도 먹고 살만한 어르신들이에요 . 정말 와야 될 어르신들은 못 오는 거예요 .
셔틀버스가 돌기는 하는데 , 버스 한 대가 다 돌아요. 기사가 쉬지를 못합니다 .
그래서 거창에서 고민했던 ‘행복나름이센터 ’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지역거점을 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 이것도 이상하게 가버렸어요 . 그
냥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집수리해주고 빨래해주고 이게 그냥 자원을 끌어
다가 갖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 말 그대로 복지체계는 안 들어오는 자리
는 계속 안 되는 식 ,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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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넣어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 또 복지부는 사회복
지사가 그렇게 일을 하게끔 만들구요 . 그게 사례관리죠 . 이게 참 ...

유수상 : 통합사례회의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없어요 . 사회복지사들끼리 모여서 “저 사
람에게 뭐 필요하니까 줘라 ” 그러고 사례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몇 건 했느냐가 실적에 잡히는 거죠 .

그리고 유형화에 관해서는 , 성주인 박사와 송미령 박사가 지역 유형구분과
농촌지역 유형별 특성이라는 연구를 2003년도에 했더라고요 . 거기에 보니까
농촌 유형을 4가지로 정했더라고요 . 이걸 우리가 좀 인구와 경제를 다 합쳐
서 ... 지역을 유형별로 보면 , A 유형이 비농업 강세형 농촌지역 , B가 자족성
우세형 농촌지역 , C가 대도시 통합형 농촌지역 , D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
반 농촌지역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인구규모나 그 다
음에 그 지역이 가진 인프라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와 군을
아예 다 분류를 해서 네 부분으로 다 나눠놨더라고요. 요것만 잘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식 : 그런데 , 저번에 제가 리뷰 정리한 것에서 다뤘는데 , 그 내용을 보면 인구하고
농업하고 그런 것만 했지 복지적인 요소는 전혀 감안을 하지 않았어요 .

유수상: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인구나 이런 것들이 이미 분류가 되어있는 것에다가
복지적 요인을 넣으면 , 조금 더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서요 .

박대식 : 예 . 그것은 그렇죠 .
김형준 : 일단 , 유형화하고 전달체계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 쭉 갈까요 ?

김태완: 유형화를 할 때 그러면 전달체계를 고려한 유형화인지, 아니면 농어촌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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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유형화인지요 ?

김영란 : 농어촌 특성을 살린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지요 . 그러니까 전달체계를
고려하면서 유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박대식 : 전달체계를 고려한 유형화를 하려면 , 복지수요・공급 내지는 역량이 반드시
유형화에 들어가야 맞는 논리가 될 것 같아요 .

김영란 : 아니면 , 전달체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농촌의 특성을 반영해서 유형화를 해놓
고 그런 특성이라면 이러 저러한 복지서비스가 중심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나서 전달체계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특성이 있으
므로 이렇게 전달해야 한다 . 뭐 이렇게 가야될까요 ?

김형준 : 뭐 결국은 같은 말씀인데 , 저는 농촌의 특성에 따라서 농촌 유형화를 한 다음
에 여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

김영란 : 농촌의 유형이라고 해놓고 , 그 유형에 맞춰서 보다 집중되어야 할 서비스의
목록을 쭉 제시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은 과연 농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

김형준 : 네 .

김태완: 그건 가장 이상형인거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줄여서 실제로는 한 두 케이스로
만 내려가야 하는 거죠 . 복지부 라인을 탄다던지 ...
김형준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달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전달체계를 고민하는 것처럼 , 읍에서의 전달체계 , 면에서의 전달체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다 제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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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은 없더라도 .

조미형 : 농촌지역 유형분류를 하고 지금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보고 그리고 전달체
계를 보자고 하신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 전달체계도 현재의 것을 그대로 둔
전달체계와 개선되어야 할 전달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농촌에 진짜 필요한
서비스와 수요와 공급 전달체계 ... 그러니까 as is와 to be.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 그렇죠 ?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고 , 아니면
지표상의 클러스터도 될 수 있죠 . 이런 유형화 작업에 지금 들어갈 변수가 무
엇인지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할까요 ? 그렇게 하려면 , 어떤 변수를 여기에다가
넣을까요 ? 차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겠죠 ? 말씀하신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들은 의미도 있으니까 . 그리고 이것을 읍면단위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 지금 우리가 마을단위를 중요시하니까요 . 그런데 마을 단위
에서 복지 서비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요? 복지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마을단위로는 .

김영란 : 예 , 마을단위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유수상 : 마을단위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지표가 지극히 제한됩니다 .

김영란 : 앞서 성주인 박사와 송미령 박사가 한 유형은 읍 ·면단위인가요 ?

박대식 : 그건 시・군입니다 .

김영란 : 그건 너무 큰 데요 ! 우리 복지 측에서 보면 . 그러니까 읍수준에서 한다 해도
유형은 잡히는데요. 그런 유형 안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것은 이 서비스
가 농민 한 개인에게 제공되는가 이죠 . 다시 말해 , 우리 상상력으로 ,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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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까지 서비스가 전달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거죠. 이
런 부분에서 마을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혹은 마을에 있는
분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 전달체계의 원칙이 되는 것
이죠 . 전달체계의 원칙 ! 물론 농촌에서 복지를 전달하는 것은 테크니컬한 문
제도 있지만 , 맨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농어촌 복지의 개념 정리로 보면 ,
가치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달체계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생성
되거나 보완되고요 . 우리는 ‘전국 어디에 살고 있어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죠 . 그러니까 이런 원칙 하에서 마을
을 고민할 수는 있는 것이지 , 마을을 아예 변수로 놓고 농촌을 유형화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

배충진 : 그런데 옛날에 교통이 불편할 때는 마을이라는 게 농촌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대중교통이라든가 개인 차량 등 이런 것들이 있고 , 규모가 옛
날보다는 농촌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 마을의 단위정도의 개념을 읍 ·면 단위
에서 적용해서 기본 분석단위를 면에다가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이 산천
이냐 , 도서 지역이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고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 단위로 두되 , 면 단위에 살고 있는 농촌주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 면에 실행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 지금은 상위 조직의 하수인일 뿐
이에요 . 뭐하라고 하면 뭐 해야 하고 . 예를 들면 , 해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요 . 바뀐 기초수급제도에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 면 담당자를 불러 모아서 너
는 일등인데 어떻게 해서 일등인지 발표하라고 , 꼴등인 데에는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발표하고 그랬어요 . 그 과정에서 기분도 나쁘고 해서 그날 저녁에
술 먹고 집으로 복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
면 단위의 실행력 내지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나 권한 이런 것
들이 어떻게 담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달체계 논의와 겹치게 되죠 .
유수상 : 그런데 현실적으로 , 읍 ·면이 어떤 실행력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전달체계
구조입니다. 군이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단위 복지계획
이 다 군 단위 중심으로 , 말 그대로 계획서만 써져 있지 전혀 의미 없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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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 저는 시 ·군으로 유형화를 하고 그 유형화에 의해서
읍 ·면을 살펴보면 ,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올 때 전달체계 개선방향
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

박대식 : 저는 거꾸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읍 ·면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하면서 시 ·군
의 상황 같은 변수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읍하고 면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유형화는 시・군 단위로 하면 논리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

김영란 : 제 생각에도 읍 ·면을 분석 단위로 해서 읍 ·면에 전달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 ·
군의 정책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유수
상 원장님께서는 시 ·군 때문에 읍 ·면의 실행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그
러니까 읍·면의 실행력을 갖추는 전달체계를 논의해서 제시해주고, 그렇게 실
행력을 갖추려면 시 ·군은 이런 식으로 읍 ·면을 운영하거나 자유를 주거나 해
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지요 .

조미형 : 정부의 방향도 지금 읍 ·면 ·동복지협의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 읍 ·면 ·동협의체
로 내려가면 구성원이 지역주민조직이 되는 거예요. 시·군 복지협의체는 사회
복지 기관들입니다 . 그래서 구성원들이 다른 것입니다 . 흥미롭게도 읍 ·면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고 있는 지역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 일단은 읍 ·면·동
전체를 보는 걸로 법자체가 바뀌어서 가고 있으니까 읍 ·면 수준에서 논의해
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유수상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 현실을 비관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읍 ·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게 의미 없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실패
한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조직입니다 . 그래서 면장
은 그냥 오시고 공무원들이 다 기안해서 하세요 . 면장은 “우린 바쁜데 이집사
가 해 ” 이러는 거죠 . 이런 동복지협의체를 만들면 기존의 주민자치프로그램

274
안에 복지위원이 있을 거거든요 . 제가 우리 면의 위원회의 복지위원인데 , 주
민자치위원을 3년 했어요 . 그런데 한 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 모이자고 이야
기했는데 , “그거 왜 모이는데요 ?” 하거든요 . 제가보기엔 답이 없다는 겁니다 .
유형 분석하면 뻔해질 것 같다는 기분이 저는 들거든요 .

조미형 : 아니 그러니까 .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한 지점이 뭐냐면요 , 읍 ·면단위로 보자는
것은,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하는 특징
을 보자는 것입니다 . 제가 얼마 전에 산촌 분류되어있는 데이터 받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산촌으로 읍 ·면단위까지 다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 그러니까
인구밀도 얼마 미만은 산촌이라고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단위로 그런
식의 분류를 할 수 있죠 . 서비스는 시 ·군단위에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과 그
에 해당하는 인프라 , 그리고 읍 ·면단위에 구축되어 있어야 할 서비스와 인프
라가 다르죠 .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지원이 되어야할 부분은 읍 ·면 안에서 반
경 삼십분 안에서 다 해결되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처럼 한 시간까
지는 가능한 것들 , 주 1회나 월 1회만 하면 되는 서비스 등 . 폭력처럼 긴급하게
지원되어야할 서비스는 광역단위에서 제공하고, 이 때 읍·면에서 발생한 폭력
상황을 어떻게 한 두 시간 이내에 개입할 것인지 . 그래서 서비스성격에 따라
서 전달체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

김형준 : 유형에 따라서 전달체계가 달려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요 . 그러면 , 우리가 유형 상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에만 맞춘 전달체계
를 우선적으로 구상 할 수 있겠죠 .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읍 ·면을 기준으로 하
자는 것에 동의하고 , 그렇게 해서 복지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매트릭스를 만든
다고 하면 분명히 읍과 면은 확 차이가 날 것 아녜요 . 혹은 아까 배충진 박사
님이 말씀하신 산업이나 복지측면이라고 해도 차이가 확 날 텐데 , 그럴 경우
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집중해야 할 곳이 있다면 , 그 유형에 맞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제안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 그
래서 읍면단위로 유형화 분석하는 걸로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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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 전달체계를 읍·면단위별로 유형화를 해서 거기에 꼭 맞춤형은 안하더라도 , 기
초데이터를 읍 ·면단위로 뽑아 놓으면 농촌에 대한 모든 것을 할 때 발제자료
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미형 : 저도 읍 ·면단위를 기준으로 , 어느 군에 몇 명이 사는 어느 면은 중심지와의
거리가 얼마인 면 ... 그런 식의 정보만 나와 줘도 좋죠 . 시 ·군단위 차원에서
보면 맨날 같은 이야기고 유형분류도 안 돼요 사실상 . 현황 같은 것을 인구밀
도 얼마에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얼마, 이정도의 것들만 뽑아도 얼마의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인들인지 , 또 인터뷰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차도 들어가지 않는 외딴 곳에 살고 있다는 이
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외따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줘도 좋죠. 그래서 분류되는 유형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
리가 한번 현황은 추출해 볼 필요가 있죠 .

김태완 :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

조미형 : 읍 ·면인구요 ?

김태완 : 읍면인구는 아마도 , 『도시연감 』 이라고 나오는데 .

배충진 : 인구수 , 고령화수 , 통계연보 보면 또 나와 있구요 .

김태완 : 그런데 복지시설까지의 거리 ,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미형 : (Census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에 ) 많이 세분화되어있어요 . 병원까지
의 거리 , 어디까지의 거리 뭐 이렇게요 .

김태완 :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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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어느 정도까지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 아쉬운 대로 있는 데이터를 보
죠 . 저희가 바로 지금 분석할 건 아니잖아요 .

김영란 : 그렇죠 , 분석할 것은 아니죠 . 그러면 이제 읍 ·면을 유형화한다면 어떠한 변수
를 넣어서 유형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매트릭스냐 클러스터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 그런 거 정해놓고 나서 진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유형화 하는 연
구는 나중에 연구원의 과제로 남겨두죠 . 그런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미래
포럼에서 제안할 수 있잖아요 .

조미형 :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 어디에서 살건 똑
같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면, 사실상 전달체계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 지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고 나서 여기에 유형분
류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인구가 살고 있고 물론 그래서 전달에 있어
서 거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사람이 많건 적건 가야 하는
거잖아요 . 그렇다면 , 어떻게 갈 것인가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 어
떻게 보면 아이디얼한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죠 .
지금은 현재의 전달체계에서 운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논의
를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달체계가 이러니
이런 읍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읍 ·면에 들어가야 할 변수가 뭔지 정도를 이야기해놓고 넘어가면 어
떨까요 ?

김태완 : 다 나와 있는데요. 박사님 쓰신 거요. 인구, 거리, 산업 이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란: 복지규모는 안 들어가나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까요? 아까 그 복지역량? 복
지역량은 굉장히 중요하죠 . 주민간의 신뢰도 들어가야 하구요 . 정치의식 이런
것도요 .

277
유수상 :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 생활여건이라고 보면 어떻습니
까 . 복지라는 말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생활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병원이 있는지 , 마트가 있는지 , 사회복지시설이 있는지 . 사회복지시설
을 노인 장애인 분류하지 말고 사회복지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만 분류하면
어떻겠습니까 ? 생활여건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좀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읍 ·면으로 보면요 .

배충진 : 복지시설 , 교육시설 이런 걸 전부 포괄해가지고 그걸 점수화해서 1등급 , 2등
급 , 3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걸 하나의 지표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 그
리고 제 생각에는 소득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

조미형 :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 가서 보면 면단위들은 진짜 소득에 따라서 역량이 많
이 달라지더라구요 .

김태완 : 국내에서 면 단위 중에서 소득이 들어간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 지금 .

배충진 : 그게 중요한 게 , 대부분 농촌이 못사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 저기 완도의 보길
도 같은 곳에서 전복 양식하는 곳은 완전 고소득이에요 .

김영란 : 근데 그게 다 빚이라는 거죠 .

배충진 : 뭐 어쨌든 . 속은 잘 모르겠지만 , 겉으로는 전부다 외제차에 ... 이런 식이죠 .
김영란 : 복지시설만이 아니라 아까 교육시설도 포함해야지요 . 그렇다면 , 공공시설 이
렇게 해야 할지 어쩔지 . 어쨌든 그게 총망라된다는 거죠 .

조미형 : 공공기관 , 공공시설 , 공공서비스 ...

일단 오전 논의를 마무리 해 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서 바뀐 게, 마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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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읍 ·면 단위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 . 읍 ·면 단위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인
구와 관련된 것을 비롯해서 후보 변수들이 거론되었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
로 그것을 점수화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산업이라는 게 농사가 주가 된 건지
농외활동인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 그리고 소득 , 생활여건 이 정도로
해서 현황을 만들구요. 조사를 하다보면 항상 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문제시되
죠 . 전달체계 이야기할 땐 이게 아마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거예요 .

김영란 :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 한쪽에 몰려있는 서비스를 풀면 될 것 같아요 .
동맥경화처럼 딱 막혀 있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는 거죠. 아까 말한 전남장
애인복지관도 그런 예구요. 거기서 딱 막혀있는... 그래서 그 기관이 서비스를
지역으로 풀어버리면 마을에서의 복지 접근성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

조미형 : 아니요 ! 풀어낼게 없어요 . 거기 안에도 다 줄만한 양이 안돼요 .

김영란 : 아 . 전체적으로 규모가 문제구나 .

조미형 : 네 . 규모 자체가 .

배충진 : 네 , 지금 이제 복지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들어가 보면요 , 이런 읍 ·면까지
잘 하려면 경험이 많고 또 오랫동안 종사한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야 하
는데 , 지금 지원이 계속 감소되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나가야 하는 입장이고 ,
초보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
부터 하여간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조미형 : 그래서 이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인력이 문제죠. 전남에는 그런 곳도 많지도 않거든요.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정도 되면 규모만큼 분관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의 인력으로
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장애인 유형 얼마나 다양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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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어디를 더 가냐!” 이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김영란 : 그렇다면 , 어쨌든 세상은 상부상조 , 상호작용하면서 살게 되어있으니까요 . 마
을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기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 또한 진짜
방방곡곡을 다 주러 가기에는 문제가 있긴 하죠 . 그것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
고 . 다시 말해 마을의 자생적 복지 생산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겠죠 .

그리고 제가 아까 중심지역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마을로 이동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한 것은 , 말씀데로 지금 인력이나 운영 구조로서는 굉장히 제약적이
죠 . 그래서 ,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 전에 제가 말한 ‘Younghusband 보고서 ’처럼 , ‘제공
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즉 농촌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공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아
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처절하게 현장에서
투혼하고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나 ...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일에
관한 연구를 해서 농촌에서의 사회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조미형 : 그런 맥락에서 , 보건복지부 전달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디까지여
야 하나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가사도우미를
중앙에서 내려오는 서비스로 제공해야할 것인가, 서비스 경계 안에서 어느 정
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지자체가 절대로 할 수 없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서비스도 있죠 , 한 명이 살고 있다해도요 . 그런 것들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

김영란 : 지금 지자체 형편이면 , 모두 다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겠죠 . 자
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지자체에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포괄보조
금으로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복지재정을 정확히 분배하면 좋겠어요 .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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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가사도우미를 쓰던 , 뭘 쓰든 간에요 . 그런 옛날방
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

조미형 : 그것은 지금 절대 먹히지 않는 얘기고 ,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중앙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 ..

김영란 : 이야기하다보니 보니 너무 회의가 드네요 .

김태완 : 궁금해서요 , 교수님이 배포한 그림에서 정신보건은 왜 물음표 해 놓으셨죠 ?

김영란 : 자신이 없었어요 , 왜 자신이 없었냐면 보건에 넣어야 하는지 어떤지 . 의료지
원이라고 보면 보건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지역재활이라고 보
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그런데 우리 동네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실제로 이분
들은 제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 정신질환
자들이 퇴원 후에 지역사회 복귀는 결국은 지역주민과의 삶의 문제이지 제도
의 개입은 아닐 것이라고 보아서 , 주민과 똑같이 복지관 셋팅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 그러면 정신보건이 의료적 차원으로만 가 있으면 될 거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 실제로 정신보건부분은 아동도 정신적 문제 , 노인도 정신적 문
제 ,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라벨링
같아요 .

정신보건 문제는 농촌에서는 너무나 커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목포만 하더라도, 정신과 의사 만나기가
힘들어요. 진단을 받고 나서도 문제죠. 양 갈래로 확실히 해야겠더라고요, 병원

accessibility를 높이는 방법과 몇 개월이라도 병원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에 대
해서 주민화시키는 작업이 이중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일부로 만들어 놓
은 전달체계인 정신보건센터가 그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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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 아까 말씀하신 유형화작업에서 기본변수들을 딱 집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마트는 농촌에서 시장을 말하는 건가요?

유수상 : 적어도 기호식품을 살 수 있는 가게 정도로 보는 거죠

박대식 : 잡화점이죠 . Grocery Store. 연구를 할 때는 너무 좁혀서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넓게 해서 좁혀나가는 게 낫죠 .

김영란 : 소득은 어떤가요 ? 면단위나 읍 단위로 나오나요 ?

김태완 : 우리나라는 시 ·도 단위도 소득 자료가 없어요 .

김영란 :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구하죠 ? 이장님한테 동네 연소득이 얼마냐고 물어
볼 수 있을까요 ?

유수상 , 조미형 , 박대식 : 농가소득 통계가 나오죠 .

김태완: 그것은 농가 농업종사자의 소득입니다. 그 읍면에 사는 일반 사람들의 소득수
준은 아닙니다 . 요즘 거의 균형을 이룬다 치면 , 나머지 반은 날아가죠 .

조미형 : 읍 ·면단위에서는 통계가 거의 없어요 . 인구도 그렇죠 .

김태완 : 그나마 믿을 수 있다면 지역복지계획할 때 , 그런 걸 넣어서 조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 시 ·군구 단위에서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유수상 : 올해 가구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란 : 그렇다면 각 군의 지역복지계획을 보면 되겠군요. 군 계획에 읍·면 자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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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요.

조미형: 이러나저러나 소득 데이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설문조사를 해도 정
확하지 않고 , 추출해도 정확하지 않고요 .

김태완 : 산업은요 ?

유수상: ‘산업총조사’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읍·면에 있는 직업유형별로 다 데이터
가 있을 겁니다 .

김영란 :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 그것을 농업 , 비농업으로만 나누면 되는데 , 저는 요즘

6차산업화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나누어도 되는지 의심스럽군요 .

조미형 : 그러니까 , 이게 인구는 인구하시는 분 데이터에 대한 전공자가 , 산업은 산업
화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수집하는지 아실텐
데 우리가 다루는 생활여건 같은 것은 각각 다른 변수들이고 우리가 겪어보
지 못한 데이터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

김태완 : 백페센트 확실한건 인구죠 . 인구는 『도시연감 』 보면 나오니까요 . 아니면 ,
행자부에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나오니까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요 .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가 문제죠 . 유형화가 나와서 전달체계
모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바로 내년 사업들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갖는 것은 중요하죠 . 그동안에 농어촌사회에 대해서 현정부가 가지
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파악된 것도 아니지요 . 그러나 최소한 내년에는 이런
작업들이 완수되어야지 내후년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인수 보고서 등에 농
어촌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

조미형 : 제가 보기에는 ‘거리 ’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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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 그게 제일 중요하죠 .

배충진: 기초자치단체는 234개 정도, 읍·면만 천이백 개. 보통 큰 군의 읍·면이 열다섯
개 , 열네 개 , 적은 데는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있죠 . 저는 통계청이 이런 통계
를 내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 통계청은 지방사무소가 다 있기 때
문에 .

조미형 : 그런데 GIS 관련 데이터들로 구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 그래서
읍 ·면 단위 데이터 구축하자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보
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데이터 읍 ·면단위 정보가 좀 있냐고 물어봤더
니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읍 ·면 ·동 구분한 걸로 공개한다고 하더라구요 .

김태완 : 잘하셨네요 . 보통 읍 ·면 ·동은 잘 공개 안하려고 하는데 .

조미형 : 조사는 읍부 , 면부로 하지만 , 그 데이터는 잘 안 보내주거든요 .

김영란 : 왜 데이터를 안 줘요 ?

김태완 : 그 하부 단위로 내려가면 통계적으로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게 경기도 데이터다 ” 라고 말하기가 겁이 난다는 거죠 . 재작년에 저희 연
구원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서울시 25개 구 조사를 했는데도 구별 통
계를 낼 수 없었어요 . 그것도 오천가구 조사했는데도 구별조사를 낼 수가 없
었어요 . 그래서 권역별로 냈어요 . 강남권 , 강북권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 거거
든요 .

박대식 : 지금 보고서에 읍・면・동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도 최근의 일이예요 , 자꾸
요청을 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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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 통계청이 읍·면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직전 변수인 시·군 변수와 함께 고려
해 분석하면 시와 군내에서도 읍 ·면·동을 세분화해 별도로 비교 분석할 수 있
습니다 . 다양한 지역관련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일부 연구에서 이를
시도해 본 적이 있으며 , 통계청도 이를 알기 때문에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
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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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발제자료 모음
[발제자료 1] 농촌지역 유형화 지표
최정민 교수(국립목포대학교)
■ 국내 연구에서 농촌지역을 유형화하는데 사용된 지표(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가능)

인구

가구

지형

산업

인구밀도
노령화 지수
연평균 인구 증가율
농림어업인구비율
농가율
전업농가율
2종 겸업 농가율
어가율 읍면동별
전업어가율
2종 겸업
평야지대 비율
산간지역 비율
해안지역 비율
섬지역 비율
제조업종사자수 비율
도소매․음식숙박업종사자수 비율

읍면동별 인구(명)/읍면동별 면적(Km2)
(읍면동별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2005년/2000년)1/5-1)*100
읍면동별 농림어업인구/읍면동별 총 인구
읍면동별 농가 수/읍면동별 총 가구 수
읍면동별 전업농가 수/읍면동별 농가 수
읍면동별 2종겸업농가 수/읍면동별 농가 수
어가 수/읍면동별 총 가구 수
읍면동별 전업 어가 수/읍면동별 총 가구 수
어가율 읍면동별 2종 겸업 어가 수/읍면동별 어가 수
해당지역 읍면동별 기초단위구 수
/ 읍면동별 기초 단위구 수 합계
읍면동별 해당업종 종사자 수
/ 읍면동별 전산업 종사자 수

출처: 김서영 외(2008: 14)

산업경제
▹재정자립도변화
▹GRDP변화율
▹농림어업산업체비변화
▹농림어업종사자비변화
▹제조업산업체비변화
▹제조업종사자비변화
▹건설업사업체비변화
▹건설업종사자비변화
▹도소매사업체비변화
▹도소매종사자비변화
▹숙박음식업사업체비변화
▹숙박음식업종사자비변화
출처: 이지민 외(2012: 73)

문화복지(삶의질)
▹의료급여진료비 (1인당, 2006)
▹복지예산비중변화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변화율
▹병의원평균시간 (2010)
▹도로보급율 변화
▹인구 천명당 학원수 변화율
▹유아 천명당 유아보육시설수 변화율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변화율
▹시내버스 운행횟수 평균 변화율
▹초교이동시간평균(2010)
▹도서관도달시간평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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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아 농촌지역 유형화에 사용된 변수
인구구조 지표
1.
2.
3.
4.
5.
6.
7.

인구밀도
인구변화
젊은 사람 비중(<15)
노인인구 비중(>65)
전입 또는 전출 이주비율
인구경쟁력(Demographic Viability)(20-39/60+)
EDR(고용인/총인구)(employees/total)

사회기반시설 지표
1. 인구 1,000명당 휴대폰 수(가입자 수)/
Number of telephones/1000 persons
2. 의사 1인당 인구수
3. 도로 길이/Km2
4. 간선도로(High roads)/ Km2

성(Gender)
1. 성비(25-44) F/M

관광 수용력(Tourism capacities)
1. 인구 1,000명당 호텔 베드 수

지리적 특성
1. 산림지역 %
2. 산골짜기·평야·하천·해안·해저 등의 각종 지표
% (Topography)

농업
1.
2.
3.
4.
5.
6.
7.
8.

농경지 %
농업 생산성
농지 생산성
농업경작지(farm holdings) 평균 크기
자가농지(owned land)
경작지(자기 + 임대)
농업으로부터 수입이 없는 농업인 %
파트타임 농업인 %

경제구조 지표
1.
2.
3.
4.
5.
6.
7.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중 1차산업 비중(%)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중 2차산업 비중(%)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중 3차산업 비중(%)
NI Serbia =100% ????
국민소득/총 고용인 수
사회연금 수급 가구 %
사회연금 수급 자 %

농업인 당 경작면적
1.
2.
3.
4.

1ha 적음
1-3 ha
3-10 ha
10ha over

고용구조 지표
1.
2.
3.
4.
5.
6.

1차 산업 종사자
2차 산업 종사자
3차 산업 종사자
공공부문 종사자
자영업 %
실업비율

%
%
%
%

활동농업인 연령구조
1. 65세 이상 활동농업인 %

인본자본 지표
1.
2.
3.
4.

무학 %
초등학교 졸업 %
secondary school(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
4년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출처: Bogdanov et al.(2008: 16)

평균적인 수확물
1. 밀
2. 옥수수
3.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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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밀도에 따른 기준
2

OECD는 1km 당 150명 이하의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정의함 .
하지만 , 일본과 한국은 1km2 당 500명 이하임 (OECD, 2011: 3).

특히 , 지역 수준에 따른 분류

- OECD(1994, 1996)는 지역을 3가지로 구별함
① 농촌밀집지역 (Predominantly rural regions) : 지역인구가 농촌지역에 50% 이상
거주한 지역

② 중간지역 (Intermediate regions) : 지역인구가 농촌지역에 15% - 50% 사이에
거주한 지역

③ 도시밀집지역 (Predominantly urban regions) : 지역인구가 농촌지역에 15%
이하가 거주한 지역 (Patarchanova, Kastreva and Kuleva, 201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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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료 2] 농촌마을 유형화 지표 : 복지수요와 역량측면

김형준 교수(부천대학교)
마을유형

지표

복
지
수
요

세분류

대분류

인구수-인구추이

인구증가마을

세대별 인구분포 및 추이

특정세대 감소 마을/학생수 증가 마을

대상별 수와 복지 욕구 수준

여성복지욕구가 강한 마을

복지수요
가
높은 마을

빈곤층 분포

절대빈곤마을/소득수준이 높은 마을

청장년층 분포율

청장년층이 20%미만 마을

주민단체/농민단체

주민단체모임이 활발한 마을/농민회가
활발한 마을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전무한 마을(폐교 등)

인구대비 공공행정인원
복
지
역
량

인구대비 사회복지사수
마을공동행사

마을공동행사가 연중 10회 이상인 마을

주민간 신뢰도(or 친밀감)

신뢰감이 높은 마을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이 낮은 마을

상위 행정 단위의 복지 인프라
및 복지의식
주민복지의식/정치의식/참여

어려운 이웃을 잘 보살필 의지가 높은 마을

복지역량
이
높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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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료 3] 농어촌 유형화 의견
김태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어촌 유형화 필요성
 도시와 같이 농어촌 지역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음. 청장년층
의 도시이주로 인한 지속적 고령화, 결혼이민자 및 귀촌인구 증대 등이
진행 중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기존 시설중심의 보건복지정책은 지역적 차별성을 높이며, 복지수요에
부합되지 않고, 늘어나는 복지욕구와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농어촌 유형화를 통해 농어촌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끌어내고, 보건
복지 정책이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농어촌 유형화 방법
 농어촌 유형화는 첫째, 현재 농어촌 주민 및 농어민이 직면하고 있는
보건복지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야 함
 둘째, 욕구를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유형화가 요
구됨
－ 추가적으로 농어촌 사회에 나타나는 시대적 변화 혹은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를 유형화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예, 농
어촌 가족구조 변화(고령화, 독거노인, 결혼이민자 등), 농어촌사회
변화(귀촌증가, 산업구조 및 소득변화 등)
 사전적으로 기존 농어촌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와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에 있어 농어촌 유형화를 간과하게 된 배경과 문제를 파악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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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유형화(안)
 사회적 자본 측면
－ 유형(안) : 주민주도(혹은 주민 자치), 관주도(혹은 지방정부중심), 시민사
회주도(자치조직, 지역단체 중심), 융합형(민간 및 관 중심)
－ 검토 : ①실제 분석 가능성 여부, ②주민주도와 시민조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③이론과 정책의 융합 및 실현가능성
 복지적 측면
－ 사회복지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유형화
－ 유형(안) : 복지과밀지역(복지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음), 복지과소지
역(복지수요에 비해 복지공급이 낮음), 복지와 수요 적정
지역, 기타지역
－ 검토 : ①복지수요와 공급의 측정단위, ②과소와 과밀의 판단근거,
③복지에 적정이란 표현이 바람직한 것인가
 시대적 변화 측면 (☞ 검토와 논의가 많이 필요)
－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기초한 유형화
－ 유형(안) : 고령화 지역(높은 고령화율을 보여주는 지역), 인구과소
지역, 도시인접지역(혹은 산업단지인접지역), 신농촌지역
(결혼이민자, 귀촌인구 높은 지역)
－ 검토 : ①고령화율 및 인구과소 설정근거, ②결혼이민자, 귀촌인구
판정근거 등
□ 향후 모색방향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를 통해 외국의 농어촌 지역 (복지)유형화 연구형
태 분석
 농어촌 유형화를 위한 기준 혹은 측정지표 선정 및 근거 연구
－ 지표선정의 기준에 있어 개발중심(Development) vs 복지중심(Welfare),
행정중심(Administration) vs 주민욕구(needs of residents)중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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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연구 필요
 농어촌 복지 유형화 이후 실제 실천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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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료 4] 농촌마을 유형화 지표
배충진 원장(송암선교복지원)
1. 농촌 유형화(類型化)란?
공통되는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몇 개의 전형적인 틀로 분류하는 것. 또는 공
통되는 기본적인 성질이나 특징으로 묶음
2. 기본적인 지표

인구·
산업·
토지

인구수
인구밀도
인구자연증가율
인구사회증가율
노인인구비율(고령화율)
세대수
1차 산업 종사자수
3차 산업 종사자수
등등

상수도 보급율
하수도 보급율
행정중심으로 부터의 거리
복지시설
교육시설
의료비의 지출
교육비의 지출
주민참여(활동, 단체)
생활만족도
등등

복지·의료·보건

3. 기본적 지표를 활용한 농촌의 유형화 작업
① 주성분분석(PCA)을 통한 변수의 축약
② 클러스터 분석(CA)을 통한 분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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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료 5] 농촌복지를 위한 공공전달체계에 대한 구상
김영란 교수(국립목포대학교)
농촌복지의 일괄적이고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보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매우
거친 생각을 해 보았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라인 워커나 지역 활동가들이 농촌이나 농
촌 주민과 관련해서 상위의 공공 조직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하위
상달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위하달 의사소통이라도 상위 조직들
이 농촌과 농촌 주민에 대한 전문성이나 열의가 부족한 바 공공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농촌과 도시의 이원구조를 갖는 것이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인구과소지역이나 오지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복지종합센터(가칭) 것을 세우
고 면사무소의 공공서비스 중 복지관련 대민서비스를 이전하는 것을 제안한다.

중앙

광역지자체

군립의료지원센터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호스피스병원

농촌복지청

정책팀: 정책계획·분석
사업팀: 사업지원·자문·평가

농촌복지청 지역본부

군립복지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지원
노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지원
여가·문화지원
외국인지원
마을지원
정신보건??

군립여성종합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가정폭력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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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촌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5.1. 주제 토론

주제발표: ‘농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 조미형
토론참여자(가나다순): 김영란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준 /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대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충진 / 송암복지선교원
엄진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미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민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시: 2015년 9월 18일. 금. 오후 2시30분-6시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층 회의실(626호)
녹음・녹취: 박지연·김하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미형: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는 길버트 & 테렐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공급자들 사
이에 존재하는 , 그리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 ”다 라
고 하였습니다 . 그것은 전달체계를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8판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에서 1판부터 5판까지 비교하는 수
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 책이 계속 바뀌는 것은 전달체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 그러나 5판에서는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할지, 공공이 할지... 이런 주체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
입니다 . 결국 미국도 시장에 맡겨지는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바뀌었고 ,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이죠 .

그런데 요즘 논의들이 희망복지지원단에 쏠리고 있죠 . 강혜규 박사님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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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4도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이에요 .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공이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이죠 . 사례관리 같은 경우 전에는 ‘공공에서 어떻게 사례관
리를 하나 !’ 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사례관리는 민간 부문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 중요
하죠.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일이고, 일단 현실만 보면, 지자체
의 희망복지지원단에 소속된 사람은 10명도 안됩니다 . 즉 군 단위에서 총 10
명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사례관리를 일임한 것이죠 .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다가 , 전담 또는 팀장 , 이렇게 하면 많아도 10명이 안 되는 인력을 배치한 것
입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 이제는 위탁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영리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민
간으로만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 더
불어서 농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네트워크이니 연계니 하는 흐름의 원활함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공급의 부족이 부각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모임에서도 경
험했듯이, 오늘 논의도 갈피를 잡지 않으면 막 흩어져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
다 . 그래서 첫 번째 강혜규 박사님의 보고서를 간단히 요약한 것을 참고하여
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 박사님께서 2013년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군 단위 수준에서의 논의가 개별 챕터로 분리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지요.

박대식 : 그렇죠 .

54

강혜규 외 (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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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달체계 개념 및 설계 시 고려사항]
* 사회복지정책론 –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Gilbert & Terrell, 2005 남찬섭·유태균 역, 2007).
○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를 말한다. 전달체계 개념에서 우리는 지역사
회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장(場)이 바로 지역
사회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공급자는 전문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자조단체가 될 수
도 있고, 또는 전문가 집단, 공공 및 민간기관, 지역복지관, 정부의 복지과나 정신보
건과, 병원 등이 될 수도 있다(p. 268).
○ 전달체계의 설계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체적인 구조, 서비스 전달단위들 간의 연
결, 전달단위의 지리적 위치, 서비스 전달을 담당할 인력의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선택이 포함된다(p. 114).
- 전달체계의 설계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대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 소비자에
이르는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p. 114).
○ 전달체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들(p. 268)
1. 서비스 전달을 행정적으로 중앙화할 것인가 아니면 분권화할 것인가?
2. 여러 가지 서비스(예컨대 보건, 보호관찰, 소득지원 등)를 결합시켜 제공할 것인가, 아
니면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할 것인가?
3. 서비스 제공 시설들을 한 건물 내에 모아 둘 것인가, 아니면 분산시켜 독립적으로 둘
것인가?
4. 서비스 제공 노력을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 노력을 포기할 것인가?
5. 서비스 전달을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 또는 준전문가들에게 맡길 것
인가?
6. 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전문가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 소비
자들에게 줄 것인가?
7. 서비스 전달을 공공행정기관이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이 담당
하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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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군 단위에는 어차피 민간 복지가 없기 때문에 공공복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수 밖에 없고 , 그러다보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기존
의 전달체계는 민간이 주도해 왔다면 , 군 지역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건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 군청에 분소를 두는 것입니다 .
그렇게 모델로 잡은 지자체가 완주군입니다 . 완주가 동과 서에 권역별로 2개
의 분소를 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안에서 자원관리팀과 희망복지지
원팀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 희망복지지원팀에는 5년 이상 근무경력 사회복
지직 7, 8급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 2명에 5년 이상 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한명 씩 붙여서 권역으로 파견하면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 연계가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 지역에 대한 이
해가 있는 ,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 또 이
정도의 경력 공무원이라면 지역의 현황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체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방문서비스만 하는 역
할이 분소 사례관리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

그런데 , 제가 칠곡, 장성을 다녔을 때 현장은 이런 식의 모델에 다소 긍정적이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 후반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겠
습니다 . 분소라고 하는 공식화된 중간조직이 생기면 결제 등 모든 행정면에서
번거로워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군청 안에서 업무를 나눠서 나가면 되는 것이
지 꼭 분소라는 개념 혹은 실체를 전달체계 상에 두어야 하는지 등 현장에는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전에 장기요양 지역사례관리에 대한 연구 과제의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거기에서도 지역사례관리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보
였습니다 . (웃음 ) 여기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총괄 역할을 맡아서 자원관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 뭐든 다 하겠다는 거예요 . 읍 ·면사무소 지원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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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 운영까지 . 과연 지역복지협의체가 희망복지지원단
의 하나의 업무 카테고리로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건지 ?

김영란 : 안 맞죠 . 관계없죠 .

조미형 : 그러나 보고서 안에는 이렇게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 업무를 총괄 지원하
고 , 권역별 분소와 읍 ·면의 복지사업도 지원 관리해요 . 방문형 서비스 사업에
서 보면 연계협력체계도 마련하고, 방문형 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방문도 추
진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희망복지지원단 안에 다 넣어 놨다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도 되고 공유도 되고 다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모두 희망복지
지원단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시되었습니다 . 더불어 희망복지지원단이 해야
할 일 ,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영란 :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라는 말도 있군요 . (웃음 )

조미형: 예, 그니까요. (웃음) 완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읍·면사무소를 거점 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있는 사회복
지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종합행정업무에서 본인 혼자만 사회복지직
이라는 이유로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
라고 강요하면 그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 이런 호소도
했어요 . 산불이 났는데 사회복지직에게만 “니네는 나가지마 . 일해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 이러면 오히려 조직 안에서 지내기 힘들죠 .

또 민간기관을 거점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 보고서에 기술된 것처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 그래서 저는 그냥 공공중심 전달체계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가 ? 통합사례관리라는 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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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사례관리인가 ? 엄밀
한 의미에서 사례관리는 무엇이며, 이때 공공과 민간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과연 여기서 말하는 통합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의 주체로 공공이 적합한 건
지, 농촌지역에서는 또 어떠한지, 공공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어떤 제
도적 지원이 필요할지 등의 질문들이 뒤를 이어서 사실 발제 자료는 계속적인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권역별로 분소를 두는 건 바람직하냐?
둔다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둘 것이며 분소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
냐?

항상 전달체계 개편은 두 가지가 부딪히잖아요 . 합쳐놓으면 통합성은 제고되
는데 접근성은 떨어지고 , 접근성을 높여놓으면 통합성이 떨어지고 . 어느 지점
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며 ,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적절한 수준을 찾
아 갈 것인지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거죠 .

[강혜규 박사님] 연구 당시 행정처리 절차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분소는 절대
안된다고 농촌지역의 실무자들이 거의 다 반대했어요 . 분소를 두는 건 지금
현재도 지역을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 동 ‧서로 나눠서 사례관리자가
관할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분소를 또 둬서 더 복
잡하게 만드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구요 .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접근성을
제고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그러나 사실 분소라는 게 면사무소보다 접근
성이 더 떨어지는데 무엇을 위해서 분소를 두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구요. 대상
자들이 면까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면에서 더 멀리 어딘가에 둔다면 이
게 어떻게 더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냐는 그런 얘기들 . 그래서 접근성
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분소를 두어야 한다면 , 진짜 어디에 두는 것이 맞고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전반적인 공공 전달체계의 중심이 시 ‧군에서 읍 ‧면으로 이동하고 종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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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 농촌지역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을 권역별 분소니 이들 중간에 추가적으로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할 것인지 ,
즉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할 것인지 , 그런 식의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
다 . 그런 의미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
다 . 읍 ·면지역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제는 아니더라도 여건이 된다
면 읍사무소를 동 55과 마찬가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

그리고 면사무소에는 행정직과 복지직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복지직이
해야 할 사회복지 업무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급 신청하
고 조사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반드시 복지직이 해야 되는 것인지를 논의하고
업무를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 여기서도 논의는 쉽지 않습니다 . 행정직을 사회
복지에 투입하고 행정직이 그런 업무를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리고
복지직이 방문서비스를 하라는 의견인데 ,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한 명 더
붙어서 방문이 다 되겠냐는 거예요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접근성을 보
안하기 위해서 차량과 유지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구요 . 그래서 저
는 막연하게나마 차량과 유지비용 지원으로 접근성 보안이 충분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농촌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동해야 하는데 , 이동을 독
립적인 서비스로 떼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하나의 이동지원서비스
로요 . 그래서 어떤 가사지원을 하기 위해서 집에 간다면 거기에 가서 지원하
는 서비스는 돌봄가사지원 , 집까지 가는 이동은 이동서비스로 . 이렇게 별도로
실적이 카운팅되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는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기관이 서비
스를 운영하는 것도 서비스 실적을 내는 것도 모두 어렵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 민간 협력은 항상 필요한데
안 되는 부분이죠 . 이것 또한 군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
견에 동의합니다 . 그런데 지역복지협의체 안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될까 ?

55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 [참고자료 : 주민센터 허브화 모형 ]에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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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도 한 번 해 보구요 . 이걸 굳이 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지? 그리고 더불어서 협력이라는 그 안에는 누구와 누구의 협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지금은 읍 ·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사실 주체가 없습니다 . 그냥
굳이 말하자면, 희망복지지원단 같아요 . 그러나 협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
협력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투입되는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이지 않
습니다 . 그래서 다들 밥상이 차려지면 가서 숟가락을 들고 싶어 하지 밥상을
차리기까지의 과정 , 즉 협력의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누구의 노력도 드러나
지 않습니다 . 누가 주축이 되어서 연계를 하겠는가 ? 그것도 지속적으로 . 네트
워킹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실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것인데 누가 지속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개의 네트워크, 한 개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
서 투입되는 시간이나 기관과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 자기 [기관이나 자시
의 ] 메인 업무에서는 카운팅되지도 않는 가외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이 진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 어떻게 , 무엇을 해야 하는지 , 또 지역복지협의체의 상근
간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 그런 의미에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이 개
선되어야 합니다 .

이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대식 : 논의할 부분이 워낙 방대해서 지금 뭐부터 이야기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요 .

김영란 : 방금 조미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해보죠 .

조미형 : 사실 이게 계속 안고 있던 숙제들이죠 .

김영란 : 그러면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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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박사님 연구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서 조미형 선생님께서 정리한 것
만 읽었습니다. 저는, 조미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의 복지전달체
계를 지나치게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으로 삼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희망복지지원단은 전달체계상의 극히 일부 사업에 해당될 뿐입니
다. 사업측면에서 위기가구를 담당하는 일개 social service이죠. 그래서 어... 농
촌 복지전달체계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체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지역복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측과 위기가구를 사례관리하는 측은
엄연히 다르죠. 두 역할이 아주 다르거든요 , 전자는 거시적이고 , 후자는 미시
적이잖아요 . 그리고 권역별 분소 설치에 대한 논의는 , 제가 생각하기에 , 지역
마다 좀 다를 거 같아요 .

박대식 : 네

김영란 : 도서지역에서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도서를 권역으로 나눠서 ,
권역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섬의 지리적 결절성 때문에 필요한 일입니다 .
농촌에서는 , 조미형 선생님 말씀처럼 , 분소설치가 자칫 억지스럽기도 하죠 .
면사무소 가는 것 보다 오히려 분소에 가는 것이 더 먼 지역도 있겠구요. 요새
는 농촌에도 도로사정이 워낙 좋아져서 공공 , 대중교통이 안 들어갈 뿐이지
자가로 운전해서 활동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 수
급 대상자나 수급권자가 서비스를 받으러 올 때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만 ,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그들에게 가는 데는 접근성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
습니다. 그 부분은 조미형 선생님이 말씀하신 차량제공과 서비스 카운팅 문제
가 논의 되어야 할 것 같구요 .

박대식 : 그런데 분소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와 불필요가 달라질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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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그것은 해당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섬에서는 반드시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

박대식 : 네 , 섬에서는 그렇죠 .

최정민 : 분소가 나주 같은데도 상당히 필요 하거든요 . 왜냐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있는
여기에서부터 나주시내 , 그리고 끝에 가면 영산포까지 , 그 거리가 꽤 있거든
요 .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 선생님들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는데 걸리는 왕
복 시간이 엄청날 것 같아요 .

김영란 : 그런 경우라면 , 해남도 엄청나게 길지 않은가요 ?

배충진 : 해남 같은 경우는 읍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쭉 퍼져있으니까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해남에는 꼭 분소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분소를
둬야 하는 곳은 영암입니다. 영암은 구도심 영암읍이 있고 삼호읍이라는 곳이
별도로 인구도 많고 거리도 많고 문화도 다릅니다 .

박대식 : 생활권이 좀 다르니까요 .

김영란 : 맞아요 . 생활패턴이 다르지요 .

배충진: 삼호읍은 젊은 층의 공업적인 요소가 많고, 구도심은 노인층으로 구성된 농촌
이죠. 이렇게 되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분소가 필요할 수도 있죠. 더
군다나 같은 군이라도 인적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죠 .

최정민 : 업무를 하다보면 9시에 출근해서 10시쯤에 나오잖아요 . 10시쯤 나오면 1시간
업무 보고나서 밥 먹으로 들어와야 되고 , 그렇게 하면 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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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 지지난주에 함양을 갔다 왔는데 함양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
린다 그러더라고요 . 그런 상황이라면 지역에 따라서 , 평야지역이라든지 교통
이 좋은 곳에서는 분소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산간지역이라든지 어촌이라든
지 교통이 나쁜 지역에는 필요할 것 같네요 .

김영란 : 그렇게 따지면 , 분소도 분소려니와 , 차량지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 일단
인력보강도 필요하죠 . 인구수에 비례한 전담공무원 인력 배정이 아니라 면적
에 비례한 인력 배정으로 바꾸는 제안을 해야 하겠네요 .

박대식 :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요 .

조미형 : [인구수뿐만 아니라 면적을 반영할 수 있는 ] 보정계수가 좀 있어야 되겠지요 .

문제는 군청에서 해야 될 역할을 분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읍 ·면에서 하
던 일을 빼다가 분소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박대식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김형준 : 읍 ·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군에서 조금이라도 넓
게 서비스 구역을 갖기 위해서 분소를 둔다면 , 분소를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중간조직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 그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그러니까 실제로는 분소보다는 읍 ·면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 가야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영역 전달체계의 논의를 분소에 국
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저는 분소는 오히려 민간의 역할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읍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면까지는 제대로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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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달체계 일부분이 나누어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

김영란 :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 군청은 군청의 역할이 있고 , 그 다음에 면은 면의, 읍
은 읍대로 역할이 있어서 , 그런 역할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 거기에 민
간의 역할도 명확히 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

김형준 :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의 분소는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배충진 , 박대식 :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

배충진 : 그런데 , 현실에서 군은 상급부서고 , 면은 하급부서입니다 . 이렇게 등급이 구
분되다보니까 면이라는 것은 행정조직의 , 복지의 최일선이긴 하지만 그냥 면
장님의 뜻에 따라 전부 다 수족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면장님이 어
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면의 기능이 굉장히 틀려지죠. 면장님이 복지에 관심이
많으면 면민들을 조직화해서 봉사활동 이런 것을 활발히 하시고 , 면장님이

[그렇지 않은 면장님으로 ] 바뀌면 전혀 그런 것 없이 조직화가 저녁에 모여서
술 마시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 그래서 면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면장님이 하실 수 있는 재량이라는 건 있어도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고, 예산도 없고. 하려고 하면 위[군청]에다 계속 올려야
됩니다 . 면하고 군하고 격차가 심한데 , 군이 나름대로 권한을 이양하고 자리
를 낮춰서 분소를 둔다면 거기에 접점이 생기게 되겠죠 .

김영란 : 그렇게 따지면 ,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복지사무소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배충진 : 그거죠 ! 복지 전달체계로 얘기 하자면 , 왜 그때 복지사무소가 실패를 해가지
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체제로서는 복지사무소 체제가 맞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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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 그렇지요 . 기본적인 아이템은 그게 좋았지요 . 복지사무소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 실제로 내용을 보면 , 상당부분이 지금 복지하는 사
람들 아이디어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 당시 전달체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
고 행안부하고 한 20년가량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밀린 것
같아요 .

김영란 : 복지사무소가 있어야지만 전에 나백주 선생님 56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하고
만날 수 있다니까요 . 보건하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새로이 하나 만들어야지
요 .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보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헤게모니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 그래서
자유롭게 [보건과 복지가 ] 통합될 수 없는데 다른 어떤 중립적인 공간으로서
의 복지사무소가 필요하고, 현장 안에서도 생성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지
요 . 사실 분소라고 말하지 말고 , 그러니까 분소라고 얘기하고 복지사무소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

(웃음 )

최정민 : 근데 개인적으로 , 군 지역에 복지사무소가 있어도 잘 움직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 왜냐면 거기 있는 전담공무원 분들이 기획력이라든가 마인드가 부족
해 보이거든요. 복지사무소가 그렇게 되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형준 : 근데 그게 설치 단위가 어떻게 되죠 ?

박대식 : 생활권역으로 하면 서너 개 면 정도가 이렇게 묶여지겠죠 .

56

현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으로 재직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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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그래서 전달체계의 설계는 , 전체적 구조 , 전달 단위들 간의 연결 , 전달 단위들
간의 지리적 위치 ,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배충진 선생님께서 (박대식 :
음 ) 발표해 주신 셀을 기반으로 방사선으로 퍼지는 구조가 좋다고 생각해요 .
배충진 선생님 , 그 셀이 복지사무소가 되면 되는 건가요 ?

배충진 : 복지사무소가 관할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겠지요 .

김영란 : 그렇다면 , 거기서 누가 역량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박대식 : 음 ) 하
는 부분이 고민되죠.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더 잘 시켜서 요원으로 만들
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배충진 : 그런 체제가 확실히 확보가 되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
도 말하자면 청년 일자리로 할 수 있죠 .

김영란 , 박대식 : 그렇죠 .

배충진 : 좋은 청년 일자리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

박대식 : 의지만 있다면 .

김영란 : 그렇죠 . 사회복지분야도 취직할 데가 부족한데 .

박대식 : 하여튼 지금 , 잘 아시다시피 도시에서는 읍 ·면 ·동 중심에서 시・군청으로 갔
다가 다시 시범사업을 통해서 동쪽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
에서, 이상적으로는 농촌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 가
급적 생활권으로 묶어가지고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
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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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아 , 분소 이거 ...

박대식 : 분소인데 ,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해야 돼요 .

조미형 : 다르죠 .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분소는 면을 몇 개 묶어놓는 , 그리고 면사무소
의 역할을 일부 가져오는 것인데 ...

박대식 : 그래선 안되고요 .

조미형 : 면에서는 방문만 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실제 실무자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의 분소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냅둬라. 우리 그냥 하는
상태로 나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논의 하신 거는
시·군단위에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김영란 : 그렇다면 여기 1안과 2안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공공영역에서 분소를 운영한
다고 생각하면 ‘민간기관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 인가요 ?

[참고자료: 권역별 분소 설치]
○ 권역별 분소 설치
: 지역의 특성별로 정하되 지리적 특성(인구산포도, 이동거리 등), 자원분포(민관 자원,
교통시설 등), 복지대상자 특성과 규모(노인, 장애인, 수급가구 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
1안) 읍면사무소를 거점 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전남 장성, 충북 단양, 전북 완주, 경북 칠곡 등)
: 군 지역의 민간 자원 부족과 공공 역할의 상대적 비중이 큰 특성을 고려하면 읍면사
무소를 지정하여 거점형태로 활용하는 공공영역의 주도적 관리가 긍정적인 효과 발휘
2안) 관내 민간기관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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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 1안이요 .

박대식 : 정확하게 1안도 아니죠 ?

김영란 : 네 , 정확하게 1안도 아니에요 .

박대식 : 이거는 강혜규 박사 안이고 . 오히려 이제 우리는 제 3안을 만들어야지요 .

박대식 : 제 3안 또는 1-A안이라든지요 .

조미형 : 그렇죠 ,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 그래서 여기 있는 안들은 참고하시면
되죠 .

김형준 : 저기 , 2안 같은 경우 ‘관내 민간기관을 거점센터로 지정해서 활용하는 방안 ’
은 공공영역이 아닌 거죠 ?

박대식 : 음 , 그러니까 . 그것도 다른 얘기지요 .

김형준 : 근데 요것도 저는 ,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박대식: 근데 그것도 공공의 역할하고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또 틀리거
든요 . 예를 들어서 공공의 역할을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national

minimum 제공으로 , 나머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민간으로 돌린다면 민간과 공
공 간의 역할관계가 달라지거든요 .

김영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얘기가 순서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례관리 부분
있잖아요. 저는 사례를 다루어서 그 사례를 종결짓기까지의 긴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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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라고 하는 역할이 (박대식 : 예 ,예 ) 그렇잖아요 . 그리고 대상자에게 그러
한 관리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공공에서 하는 거죠 . 어
쨌든 공공은 보다 시민가까이에서 intaker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 어짜피
국기법 수급문제라든지를 다루니까 주민이 서비스 체계에 들어올 때 공공은

gatekeeper(문지기 )가 되는 것이죠 .

박대식 : 그렇죠 .

김영란 : 물론 민간도 gatekeeper를 할 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워낙 민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니까 . 어쨌든 그런 역할이 공공역역으로 오면 그 때 전담
공무원들이 급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나 사회서비스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
는 거죠 . 급여서비스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 그런 과정에
서 만난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건 민간영역으로 보내
는 것이죠 .

최근에 보면 , 학생들은 사회서비스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 다만 프로그램
만 아는 거죠 .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것 저것 하는데 , 정작 자기가 직접 실천하
는 사례들을 감당해내는 역량은 약한 겁니다 .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서 정서
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refer를 하는 거예요 . 그걸 보
면서 노인복지관에 노인하고 상담도 제대로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한단
말인가하는 생각을 했죠 . 오히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정확한 학대사례만 다
루고 , 그렇지 않은 노인은 노인복지관으로 의뢰해서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받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이런 식으로라면 복지관은 거의 문화센터가 된 것인데 ,
민간 사회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죠 .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촌에 관련해서는 보다 치밀한 전달체계를 논의하면 어
떨까 싶어요 . 아예 사례관리 부분을 민간에서 맡고 , 복지관의 분소 센터 같은
것을 권역별로 둔다면? 그런 식이라면 희망복지지원단은 별 필요가 없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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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시 말해서 농촌의 민간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배충진 : 많은 사람들이 희망복지지원단의 의의가 , 특히 농촌에서의 의의가 , 일단 복지
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 지원단에게 연락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 희망복
지지원단이 창구단위로서 접수를 담당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 그 동안 홍보를
많이 해서요 . 그런데 희망복지지원단의 평가 , 즉 관공서 지자체별 평가를 보
면 이게 정성평가라기보다는 정량이에요 . 슈퍼바이저를 모셔가지고 사례를 5
번을 했으면 몇 점 ... 이런 식이죠 .

뭐 이런 식이다보니까 , 지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그걸 얼마나 빨리빨리 종
결해가지고 실적에 올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 그러니까 대상자를 많이 찾아
내고 빨리빨리 .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게 intake해서 사정하고 계획세우고 개입하고
평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의 숙성이 필요한데 , 그게 숙성되는 시간이 없
이 관계형성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빨리 빨리 종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 뭐랄까 , 문제는 전부 거기로 집중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례관
리는 아니고 , 문제를 접수받아서 아주 긴급한건 어떻게 해결하고 안 되는 것
은 어떻게 한두 번 개입하고는 ‘미결상태 ’, ‘재검토 ’, 어디에다 ‘의뢰 ’함 하고
종결짓는 식이죠. 엄밀히 말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사례관리를 잘 하고 있다
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

김영란 :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을 intake, gatekeeper로 두고 ,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 사례 발굴하도록 하고 , 그리고 여기에서 실적으로 사례 발굴과 의
뢰를 잡아주고 , 급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하고 , 사례관리
가 필요하다면 복지관이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 사정에 입각해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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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 그 다음으로 농촌의 사례관리에서
드는 생각은 관리를 할 만한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
최정민 , 박대식 , 조미형 (동의 )

김영란 : 사례를 발굴해도 자원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죠 . 위기가구는 무엇인가 부족한
가정으로 판단하고 어디 병원에서 지원받고, 어디서 교복 갖다주고 등으로 사
례가 관리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그런데 , 정신관련 상담 같은 것은 그럴
만한 연계가 어려운 거죠 . 농촌에서는 그런 연결을 위한 기반이 너무 없어요 .

최정민 : 제대로 사례관리를 해도 그 담당자는 결국 무능한 사람이 돼요 . 왜냐하면 실
적을 양적으로 추정하니까 케이스하나 하려면 집중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백
번 삼백 번 상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 담당자는 케이스가 한 건이
죠 . 그것 때문에 날림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있어요 .

김영란 : 평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군요 .

최정민 : 의뢰라는 게 책임 떠넘기기 식이 많아요 . 왜냐하면 물론 정서적인 측면도 있
긴 하지만 ,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면 경제적 문제거든요 . 왜냐하면 학대받는
노인들은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 그러려면 이 학대받는 노인이 경제
적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학대를
하는 자녀의 집에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

배충진 : 저도 몇 번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 일단 희망복지지원단이 이렇게 오면요 ,
답의 틀이 딱 있어요 .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수급자신청을 하도록 돕는다 .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다 . 아니면 , 어느 정도 가용 희망복지지원단의
재원이 있는데 그걸로 긴급한 물건을 제공하고 처리한다 . 이렇게 하고 난 다
음부터는 전부 벽이에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집 보면 정신보건문제하고 알콜
문제가 연결되어있고 , 아동의 문제 , 그리고 집안 청소 안 하고 환경 불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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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이 모두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면 전문가가 다 모여서
같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 전문가가 없으니까 . 그래서 저는
희망지원복지지원단 평가하는 주체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사례관
리 할 수 있는 풀을 구성해서 , 협의체 같은 거죠 , 자기 기관이다 남의 기관이
다 벽을 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느냐에
점수를 많이 줘야한다고 봅니다 .

박대식 : 그렇지요 .

최정민 : 그것도 회의 건수로 잡아버리니까 .

배충진: 그러니까 뭐든지 건수 보다는 정성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단이 방문해서 실제
적으로 회의록 같은 것을 보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등수를 내야 하니까 .

김영란 : 그렇죠 .

배충진 : 등수를 내려면 결국 정량평가해서 등급을 둬서 점수 5점 , 4점 , 1점 이런 식으
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

박대식 :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금 정량평가하니까 문제라고만 말하는데 정성평가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 정성평가로 가급적 객관
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

김영란 : 저는 정성평가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피평가기관이 수용하
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피평가기관들이 [평가위원의 평가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라도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평가위원의 위상을 지금
보다 더 높여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 평가위원이 가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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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동의하고 신뢰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도 굉장히 엄선해서 임
명되어야겠죠 . 그리고 평가기관과 평가위원이 각서를 써서 공정한 평가를 하
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

최정민 : 그 전에 , 사례관리자가 지금보다 서너 배 혹은 네 다섯 배 훨씬 더 많아져야
해요 . 왜냐하면 이 정도 수로 질적인 평가만 따지면 결국 사례관리자를 혹사
시키는 것이잖아요 .

박대식 : 그렇죠 .

김영란 : 어떻게 보면요 , 사실 복지관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 예를 들어 교육
이나 문화 프로그램들을 확실하게 지역문화센터 이런 데로 다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복지관 인력이 모두 사례관리자로 활동해야 하는 거죠 . 그 정도만 정
돈해도 인력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 1급 사회자격증을 받았으면 사
례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

박대식: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거의 임시직이죠. 열 명이면 일곱 명 정도가 임시직이
예요 .

김영란 :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사람들은 전담공무원 중에서 하는 거 맞죠 ? 그러면 이
미 전담공무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 거기서 빠져서 희망복지지원단 일로 간
것이지 , 지원단 인력으로 더 선발하지 않잖아요 . 무안군도 보니까 전에 전담
공무원 하던 사람이 이제 희망복지지원단 한다고 그러던데 .

박대식 : 그렇죠 . 이동한 거죠 .

조미형 : 그렇죠 . 업무가 순환하니까 . 희망복지지원단에 있다가 다른 업무하다가 그러
니까 그것 또한 사실상 제대로 사례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2년 단위로 돌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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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

박대식 : 지역을 둘러보니까 초창기에는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으로 베테랑들을 배치를
했다가, 베테랑들이 가서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오고, 이제는 신참들이 갔다
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조미형 : 통합사례관리자들이 지금 군지역은 보통 두 명이잖아요 , 물론 인구규모에 따
라서 세 명인 곳도 있고 네 명인 곳 까지도 있지만 . 두 명이면 그때 통합사례
관리를 해야 할 케이스가 일 인당 스무 명이 기본인데, 사실상 그 이상이 없어
요 .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를 늘려야 할 필요를 지역에서는 못 느껴요 .

박대식: 그것은 악순환인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작으니까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
지 않는 것이죠 .

김영란 : 그렇죠 .

조미형 : 저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 통합사례관리자들이 사례
관리가 무엇이라는 이해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
어봐도 자기네는 사람이 더 있으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해요 .

김영란 :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 사회복지사가 동시에 10 케이스 이상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 사례관리를 정확하게 한다면요 . 약 5~6 케이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지요 .

최정민 : 그분들은 연계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사례를 끝내버리지요 .

박대식 : 그것은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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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 그러니까 그게 길어도 5회 이상은 안 넘어가죠 .

조미형 : 그렇죠 . 거기다가 6개월 안에 종료를 시키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

김영란 : 위기가정의 사례에 따라 개입방법과 그 담당이 각각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호품 같은 것만 주고 끝날 그런 상황이면 신참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상담
과 고려가 필요한 케이스는 중간급 사회복지사가 맡고, 그러면서 슈퍼비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슈퍼바이저급 사회복시가 담당하는 것이
죠. 이런 팀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구요.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 체계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을 특채로 뽑던지 순환근무를 하지 말던지
해야죠. 그게 어려우니까 사례관리는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에서 담당해도 사례 건수를 실적으로 잡기 보다는 사례관
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만으로 통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예 그것을 의무적인 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촌 소재
복지관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최정민 : 그렇게 하려면 인력을 늘려야합니다 . 시골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
관 정식 직원들이 일곱 명 되거든요 . 그러면 관장 빼고 , 국장 빼고 , 간호사 빼
고 , 조리원 빼고 하면 두 명 정도 남아요 . 이렇게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두 명
정도 근무하는 곳이 많으니까 지침에 나온 기본 업무하다보면 사례관리 할 여
력이 없어요 .

김영란 : 그러니까 사례관리 인원을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투입하기 보다
는 복지관에 더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형준 : 거기에 더해서 농촌형 사회복지기관들의 일종의 기능전환도 필요해요 . 도시
와는 다르니까. 오히려 건물을 약간 축소하더라도 읍단위에 집중해서 다 있게
하지 말고요. 실제로 횡성 같은 곳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횡성이 읍 안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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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인력을 떼어서 다른 지역 기관으로 보냈어요 .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산하의 지역 기관들 끼리 사회복지사를 순환시켜요. 그래서 그쪽
에서 지역조직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사실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 인원만 좀 더 투입이 되면 , 읍 ·면단위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

최정민 : 인원을 투입해야 해요 .

김영란 : 인원을 투입해야죠 . 지금 상태에서 민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이죠 . 예산을 더 써야죠 .

김형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농촌 전달체계는 공공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민간
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게 현실성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란 : 그런데 민간에게는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 그러
므로 농촌에서는 공공이 민간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 생각해요. 민간의 도움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복지관에 그렇게 인력도 투입
해주고 해가면서 . 민관협력도 농촌에서는 관이 주도해야한다고 보는 거죠 . 어
차피 관은 수백 년... (웃음 ) 동안 민을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쇄신하지
않으면 , 사실은 농촌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 관이 못한다고 해서 관
보고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 그러니까 저는 관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관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관 중심의 분위기가 농촌의
정서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조미형 , 박대식 : 그렇죠 .

김형준 : 저는 민간협력의 주체가 민간이라고 보는데요 . (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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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 그 민간이 ,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주는 민간이면 괜찮죠 . 그런데 교회라
던가 이런 곳은 사실 문제가 있죠 .

김영란 : 사실 김형준 교수님이 계시는 부천하고는 다르죠 . 그곳은 협의체가 잘 되고
있잖아요 .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 그런데 목포 협의체가 부진합니다 . 그리
고 공무원의 영향이 쎄죠 . 민간도 실은 시에 어긋나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
죠 . 공무원이 못해도 공무원이 하자는 데로 하고 , 잘해도 공무원이 하라는 데
로 하고 . 목포시도 그런데 군은 더 심할 것 같아요 .

박대식 : 일반 군단위는 더 심하죠 .

조미형 :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은 그 지역에 민간 재단이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요 . 횡성이나 정선이 그 예죠 . 지난번에 봉화에 갔을
때도 봉화군에 이랜드재단이 내려와서 위탁 노인복지관을 하니까 다르더라
구요 . 아까 김영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능개편하
면서 사례관리가 기본사업으로 들어갔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 지
역사회보호 , 지역사회조직을 기본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종합사
회복지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 그런데 노인복지관
은 태생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관이잖아요 . 여가문화시설이기 때문에 ,
이용 회원으로 움직이죠 . 그러다보니 서울이나 어디나 노인복지관은 사례관
리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

그렇게 보면 , 제가 농촌복지의 답을 복지관에서 찾고 싶어서 올해 연구 57로
복지관을 조사했어요 . 지금 군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8개가 있어요 . 그
중에서 18개가 직영이에요 . 18개는 없는 거라고 봐야죠 . 거기에 시설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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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요 . 심지어 어느 복지관은 교육문화사업 밖에 하
지 않아요 . 사례관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 그저 교육문화사업만 . 그
렇게 놓고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조차도 지금 83개 군 중에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 83개 중에서 20개 ! 물론 민간 위탁한
다고 다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이 20개의 기관들이라도 어떤 모
델 같은 것을 찾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제가 생
각했던 것 보다 훨씬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농촌에서 민간이 가지고 있
는 역량이 낮다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대식 : 그래서 횡성 같은 현장에서는 민간 복지기관이 사업을 잘하는데 왜 잘하는가
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 그러면 공공 ,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민간기관을 밀어줬기 때문에 잘하는 거거든요 .
예를 들어서 횡성도 잘하고 있다가 군수가 바뀌니까 엉망이 됐다가 예전에 잘
하던 군수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부활되고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측면에
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형준: 그런데 아까 김영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민간에게 오더를
주는 것인데 ,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닌가요 ? 공공은 공공에서 공공
에게 요구하고 , 민간에게는 지침 같은 것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김영란 : 제 말은 공공은 항상 제안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제안은 직접 하라는 것
입니다 . 사실은 민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민간의 장점을 살리
는 것이잖아요 . 그런데 계속 관이 민간의 활동에 관여하면 안되지요 . 그래서
민간은 민간이 알아서 일을 하고 공공은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하면 , 그런 원
칙이 지켜지면 , 공공과 민간이 더 조화로울 수 있다는 거죠 . 그런데 농촌은
그럴 만한 민간의 역량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 민간에게 더 지원을 하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하고 , 그래도 역시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다
보니까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도록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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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거기에서 헷갈리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봐요. 복지관 같은 데가 공
공이냐 민간이냐 ? 복지관 같은 데가 표면상으로는 민간이 위탁하고 있으니까
민간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자율성 같은 것은 크게 없잖아요. 그냥 공공에서
제시한 해야 할 의무를 대신 하는 거잖아요 .

조미형 : 그게 훨씬 심해졌어요 .

김형준 : 그러면 복지관이 하는 일이 공공성 , 공공적인 일이죠 . 그렇다면 공공서비스인
가요 ?

최정민 : 그렇긴 하죠 .

배충진 : 목적에 따라서는 ..

김영란 : 예 그렇죠 . 이를테면 진도 예를 들면 진도노인복지관에서 작은 섬까지 가지
못해요 . 진도 읍내에서 하는 이동복지도 벅차죠 . 그러니까 공공에서 복지관
에게 이동복지사업을 포함하라고 해서 복지관이 그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공무원도 가지 않는 외딴섬에 복
지관 보고 가라고 하면 갈까요 ?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교묘하게 선생님이 말
씀하신 공공의 강제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하지 않는 게 많아요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같아
요 . 민간은 사각지대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

박대식 : 그렇지요 .

김영란 : 서비스는 많이 있지만 , 점수 받는 서비스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 민간은 크리
밍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크리밍을 해서 귀찮은 것 , 점수 안 나오는
것은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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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공공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그렇게 까지 공
공이 다 메꿀 수 없는 노릇이니 공공이 민간을 달래가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야죠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이 민간에게 갑질을 할 때가 아니죠 !

조금 더 달래고 얼러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 이런 맥락에 주체
는 공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 어쨌든 국민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 그러면 협력하려고 노력해야죠 .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공공에서 그럴 의지가 없으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

조미형 :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제대로 운영하려면 기본이 20명 정도 직원이 필요하더라구요 . 그런데 20명이
최소한 인원이거든요 . 20명이면 보통 인건비만해도 훌쩍 10억이 넘어가잖아
요 . 거기에다가 사업비랑 이렇게 하면 . 물론 장애인복지관은 시 ·도에 매칭이
좀 있긴 하지만 지자체가 선뜻 하지 못하죠 .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7명 ,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2명 있는 거예요. 또 농촌지역은 장애인복지관도... 복합
복지관의 경우 인원이 15명밖에 안 돼요 . [이 인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 왜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영이 많은가 하면 예산이 부담스
럽기 때문이기도 해요 . 지금 다시 (지방이양사업이 )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 생활시설들이 환원되는 것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
는 영역이냐는 문제인 거죠. 그 부분에서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은 지방이
양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영란 , 최정민 : 그렇죠 .

조미형 : 기본적인 예산은 국고에서 나온다면 ,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만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런 식이라면 직영 복지관도 바뀌지 않을까요 ?

김영란 : 그런데 직영이라는 게 꼭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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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 직영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을 채용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괜찮죠 . 전혀
복지마인드가 없는 공무원을 앉혀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

김영란 : 그건 시민의 힘이죠 .

조미형: 사회복지사 한두 명이 앉아있는 게 복지관이니까. 광산구 같은 직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일단 직영 복지관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죠 .

김영란: 그렇다면 직영은 안 된다고 말하기 보다는 직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좋은
가를 생각해 봐야겠군요 .

최정민 , 박대식 : 맞아요 .

김형준 : 좋은 모델 !

김영란: 오히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농촌의 복지관은 직영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완
전 공사 , 사회주의자 (웃음 ) 센터 . 다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직영하게 할 것
인가가 문제죠 .

박대식: 그런데 현재에 현장에 가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자체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을 딱 정해뒀어요 . 만약에 한쪽에서 복지비를 더
쓰게 되면 제로썸으로 해서 나머지에서 깎아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확실
한 복지마인드가 없으면 절대 이것을 확대 하지 못해요 . 구조가 지금 그래요 .

김영란 : 그렇다면 , 이 포럼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써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지자체로 내리는 교부금
의 예산부분도 이렇게 바꿔야 제시한 전달체계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제안도 해야 할 것 같아요 . 다시 말해 우리가 제안하는 전달체계시스템을 운

324
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요건들 .

박대식 : 하여튼 그 상한을 꿰뚫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장들에 대한 복지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죠 .

조미형 : 그건 맞아요 .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기 보다는 국고로 부담해야죠 .

박대식 , 김영란 :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

최정민: 요새 바우처사업이 자꾸 늘잖아요. 복지부가 돈쓸 데가 없으니까 확대해서 돈
쓰기 쉬운 바우처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 같아요 . 왜냐하면 만약에 국고에서
나가면 그쪽으로 분배가 되겠죠 . 지방이야 다 적자잖아요 . 그런데 복지부는
예산이 있잖아요 . 자기들이 그냥 시군에 돈을 내려주면 좋은데 그러기는 싫
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은 들이지 않고 바우처 예산만 늘리
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조미형 :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건 뭐하는 것이냐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으로 다 이양시켜놓고, 사회서비스는 중앙사업으로 만들고 . 방향이 안 맞
는 거죠 . 그리고 복지를 늘려가려면 중앙이 늘려야 하는데 , 우리는 복지를 늘
려가야 할 시점에 전부 지방분권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지방으로
이양시켜 놓은 것 또한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

박대식 : 거꾸로 가는 거지요 .

조미형: 다시 돌아가서 분소나 복지사무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
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하기도 하고요 . 복지사무소 형태의 분소라면 어떤 역
할을 해야 하는지, 혹은 민간의 분소 형태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희망
복지지원단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 사례관리는 장기요양 , 드림스타트 , 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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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는데 , 지역에서 이렇게 파편화된 사례관리를 희망복지지원단은 어
떻게 할 것인지 .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90년대 초중반이전에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을 나누어 해왔는데 , 지금은 민간이 엄청 위축이 되어있거든요 .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사회서비스가 치고 들어오면서 , 그리고 사통망 (사
회복지통합관리망)이 한 역할을 했고요. 사통망을 통하지 않으면 민간도 서비
스를 줄 수 없어요. 바꿔 말해서 민간의 유연성을 다 깨버렸어요. 그런 측면들
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같이 하게 되면 전체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영란 :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하면 , 희망복지지원
단은 마치 119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급하면 거기에 전화하
고 그러면 거기서 빨리 출동해서 봐주고 , 그 다음에 병원에 실어갈지 어떨지
판단하는 거죠 . 구급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닐지 ...

박대식 : 그러니까 연계 조정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
까 문제가 된 거죠 .

배충진 : 그런데 저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자승자박이라고 봐요 . 선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죠 . 판촉물도 만들어서 뿌리고 , 치약 칫솔 넣어서 연락
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

박대식 : 완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을 해서 그렇지요 .

조미형 : 저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2년씩 순환 보직하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단 거죠 .

김영란 : 그런데 게이트키퍼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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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위기가구 사례관리시범사업 평가할 때, 사례관리는 민간이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정작 위기가구에 개입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민
간이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이게 공공이 같이 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까 김영란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은 수급이나
급여나 이런 공공의 망 안으로, 즉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공공이 하는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이 못하는 거죠.

사례관리사가 잘 관리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 나서 가니까 케이스들이 퇴행
현상을 보이고 그런 거 있죠 . 신뢰가 깨지니까 . 사람 바뀌니까 그 사람은 나
몰라라 하잖아요 . 그래서 제가 그 사업 사후에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
관계가 깨지면 진짜 이렇게 바뀌는구나! 원스톱지원센터 쪽에 갔을 때도 마찬
가지예요 . 원스톱이 24 시간 이내에 케이스 넘기는 거잖아요 . 그런데 케이스
가 다 넘어가질 않는대요 . 행정적으로 보면 넘어가 있지만 , 자기의 어려운 이
야기를 처음 튼 사람을 계속 찾는대요 . 원스톱은 출동해서 24 시간 이내에 처
리해서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데 . 케이스를 넘겨준다고 해서 대상자가 그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 그래서 장부에 쓰지 않고 숨겨놓고 있는 케이스들을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김영란 : 복지직은 공무원 계통에서 따로 떼어 낼 수는 없나요 ? 순환보직을 하지 않아
도 되도록 .

박대식 : 그런데 복지직 공무원들은 그 일에만 따로 떼어진 것을 원하지 않아요 . 오히
려 풀어 놓는 것을 더 좋아해요. 따로 있으면 나중에 승진도 안 된다고 싫어해
요 . 현장에서 가서 물어보세요 . 열이면 아홉 그렇게 대답해요 .

김영란 : 그러면 복지직들 끼리만 승진하면 되잖아요 .

박대식 :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이 묶여있어서 싫어하더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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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그래서 그것도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준 거잖아요 . 행정이랑 복지를 .

배충진 : 복지직군에서는 지금 승진해서 올라가야할 즈음에 엄청나게 정체되어 있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

김영란 :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전달체계에서 계속 걸리는 부분들이
잖아요 . 공공성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그 공공성 안에 들어있는 사회복지사들
의 융통성은 없고 , 사회복지활동과 잘 맞지 않고 , 안 맞으니까 자꾸 사업을
민간으로 이동시키고 , 민간은 여력이 없거나 원치 않고 .

조미형 : 그렇죠 .

김영란 : 그런 문제를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조미형 : 그건 제일 잘 아시잖아요 . (웃음 )

박대식: 중앙에서부터 일선까지 쫙 청을 만들어서 내려가면 제일 좋죠. 미국은 복지적
측면에서 본받을 만한 나라는 아니고요 .

김영란 : 그렇지만 , 민간 서비스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확연히 확보되어 있는 거죠 .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 그 기관도 사례관리 담당자가 있었어요 . 그 선생님이
하는 과정을 기억해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돼요 . 그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었
는데 , 결국 카운티 노인복지국에 취업되었어요 . 워낙 잘하니까 . 기관에서 사
례관리 잘 하는 것을 카운티에서도 안 거죠 .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카운티에
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담당 공무원과 친했거든요 . 카운티가 사실은
이 사례관리자를 관리하는 것과 다름없죠.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자는 우리 관
장하고 상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카운티하고 상하관계가 있다고 생
각하고 거기 가서 업무를 상의했던 거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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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협력적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 그냥 둘이서 파트너십
이 된 거죠 . 그리고 공무원을 해당 과에서 상시 채용하는 미국 시스템도 주목
할 만하죠 .

조미형 :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

박대식 : 근데 명칭을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 그래서 당사자는 기분나빠하는 경우도 많
은데 , 그명칭이 맞는 건가요 ? 어떻습니까 ?

김영란 : 자기가 관리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좋아하겠죠 .

배충진 : 대상자들한테 사례관리라는 말도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 사례관리라는 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호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하니까 중간 중간 재사정
이 되어야하고 그때 맞춰서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는데 , 이게 일단 그
기간까지도 안가고 단기간에 끝나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사례관리하
고 있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 이런 설명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죠 .
그러니까 그냥 전화하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장이 알려준 사람이 많고 본
인이 필요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본인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진짜 복지병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뭐든지 단골로 찾아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죠 . 그러나 대부분은 본인이 하는 것 보단 이장님이나 이웃
사람들이 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 그러니까 사례관리라기 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답답하니 해결을 좀 해달라 ’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희망복지지원단이 관리하는 사례가 오백 건 이렇게 된다고 하
더라도 그 희망복지지원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사람들은 그곳 업무와 상관이 없고 , 이 사람들이 단지 뭔가 푸시할 수 있
는 사람은 읍 ·면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인데 , 이들에게 공문 내려가지고 이거 몇
건 언제까지 해 달라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 그나마 없던 것에서 이런 틀을 만
들었으니까 이런 방식이 지금까지는 필요했겠지만 그래도 일정정도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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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났으니 심화도 시키고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희망
복지지원단의 문제점을 더 잘 알거예요. 하지만 말은 잘 안하죠. 그 말을 충분
히 들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연구주제로 삼아도
될 거예요 . 신변보호와 비밀보장을 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지 본인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하는 거죠 . 사례관리도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
요하니까요 .

박대식 : 당사자 의견은 거의 배제를 하고 가고 있죠 .

배충진: 당사자 의사를 들으면 어떻게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니까
자신의 틀 안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 사례관리를 하는 사람의 틀 안에서
요 . 해줄 수 있는 건 벌써 한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해보는
거죠 .

최정민 : 답은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

배충진 : 네 . 그런 셈이죠 .

조미형 : 답은 정해져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있으니까 .

김영란 : 그나마도 나은 거죠 .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자원리스트 안에 없는 것으로 사
는 거잖아요 . 정 , 관심 , 그런 거요 .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들과 이야기하고 관
계하는 과정에서 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 그 시
간이 평가되는가 ...

조미형 : 그러면 출장소 개념의 복지사무소부터 정리해 볼까요 ? 읍면사무소에 있는 사
회복지직의 상황에서 복지사무소를 언급할 때 두 가지 측면이 거론되죠. 하나
는 복지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읍면사무소에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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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군이 대상자 가구에서 너무 멀어서 그와 유사한 기관이 더 있어
야 한다는 것 .

배충진 : 저는 아직도 군이 현장에 더 가까이 가고 , 어쨌든 대면접촉하는 사람들은 면
사무소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분소의
의미가 있지 ,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 더
보고를 받기 위해서 분소를 두는 것은 안되죠 .

박대식 , 조미형 : 그렇지요 , 네 .

조미형 : 그러니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

김영란 : 일단 제가 생각하는 복지사무소에서 가장 큰 건 복지를 행정으로부터 떼내자
는 거예요 . 지금 전담공무원 수를 보강해도 소용없죠 , 행정에 소속되어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 그러니까 차라리 공공서비스 관련해서는 복지사무소가 담
당하도록 하는 거죠 .

배충진 : 제가 보면 ,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복지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
을 것 같아요 . 국정감사하고 뭐하고 하면 그거 매번 현황을 보고받아서 유지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데이터 , 입소자 현황 , 등급별 현황 이런 거 , 이런 것을
매번 어떤 사람이 보고하라고 하면 바로 오늘 몇 시까지 취합해서 하라고 하
면 진짜 일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에
복지사무소의 의미가 담겨있죠 . 그 복지공무원들이 정말 복지 실천과 주민들
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분소 . 이런 체제가 필
요하지 않을까 .

조미형 :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면 읍 ·면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대면할 수 있는 지점에서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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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네 아까. 군청이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치가 된다
던지 이런 식이면 그 사무소가 세 개면정도 중에서도 제일 수요가 많고 역량
이 집중되어야 할 곳에 위치하면 되죠 .

김영란 : 그러면 면에 있는 전담공무원은 그 사무소로 가는 건가요 ? 면에는 자리가 없
어지는 건가요 ?

배충진 : 면에 있으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내가 이런 점이 어렵다던지 이런 점이 도움이
필요하다던지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은 면직원이 군에다가 그냥 막 이야기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역할을 통해서 면의 사정을 군에 알리는 것
이죠. 군이 중앙에 앉아서 이야기하던 것을 좀 더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영란 : 그러면 일종의 중간조직인가요 ?

박대식 :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군을 서너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시 ·군청
소재지에 있는 것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기능을 배분할 건가 , 아니면 그야
말로 소극적인 기능을 할 건가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

배충진 : 그게 가능하면 분산하는 것도 좋은데 ,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매우 쉽지 않죠 .
면과 군의 인식이 강력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죠 .

박대식 : 출발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

김영란 : 제가 보기에는요 , 이를테면 군에 소속되어있는 사회복지는 장애인복지 , 노인
복지 , 청소년복지 등 나누어져 있으면서 시설관리까지 하잖아요 . 그 사람들은
사실 대민 클라이언트와 하나하나 접하는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 체감하는 서비스로 가지 못한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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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 그러니까요 . 대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
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 역량이 있는 공무원이면 막 찾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
지 않으면 귀찮으니까 해줄 수 있어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고 , 면사무소의
직원은 자기가 가서 속속들이 알기는 하는데 뭘 해결을 해주려고 해도 자기
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 하려면 보고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
야지 해올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 이게 발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

김영란 : 그래서 , 결국은 전체 군의 사회복지가 아닌 그야말로 군민 개개인을 접할 수
있으면서 군청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등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복지
사무소로 보내야 하나요 ?

배충진 :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

박대식 : 그게 이상적인데요 .

배충진 :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 요즘은 [지자체 내에 ] 실이 많으니까 , 실장이나 과장
이 그런걸 케이스를 보고받으면 판단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고 이건 분소가 있
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주면 빨리 진행이 되고 대응이 될거 예요 . 그런
데 지금 대부분의 주민복지실 같은 게 4급 보직이어서 거의 정년퇴직하기 전
에 와서 6개월 있다가 일 년 공무연수가고 그렇게 하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바뀌고 ... 계속 그렇게 되니까 위에서 업무를 정리해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
계장들끼리는 절대 업무협조가 안돼요 .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소를 안두더라도 협력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
다시피 업무가 불균형하잖아요. 어디는 매일 야근하고 , 어디는 빨리 퇴근하는
데 , 그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도 , 과 책임자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요 .

김영란 : 그런데 제 고민은 면 안에 속한 리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것이예요 .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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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는 클라이언트는 받지만 .

배충진 :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 위에서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어서 사
례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면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가 생기고 의
뢰가 들어오면 자세히 가서 판단한다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기초조사는 전혀
안 되어있고요 . 개인별로 수급자를 책정하는 사통망 이외에는 자료가 없다보
니 모든 것이 사통망에 의존하고 있어요 .

김영란 : 그렇다면 사통망 밖은 다 사각지대인거죠 ?

배충진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그렇긴 한데 면사무소에 활발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
람은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아 그 사람은 어떻다 ’ 하
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있죠 .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

박대식 : 읍 ·면도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있는 곳은 좀 낫고 , 아주 신참 사회복지사가 있
는 데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

조미형 : 어쨌든 지금도 통합조사를 할 때 읍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빠뜨릴지언정
자기 관할에 있는 주민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
군으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읍 ·면사무소의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죠 . 그래
서 사례관리 자체가 읍 ·면사무소로 내려오면 ‘이건 못한다 ’고 하는 거죠 . 시 ·
군차원은 되어야 어느 정도 자원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구요 . 그럼에도 읍 ·면 안에서도 주민조직이나 자원봉사 이런 것으로 해서 일
정 부분 커버가 될 수 있는 사례도 제법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그런 경우들은
여기 안에서 해결하거나 위로 넘기면 되죠. 그렇다면 분소는 행정처리하러 가
는 곳이 되나요 ? 그건 아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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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그러니까 분소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

조미형 : 네 . 그렇게 되면 시 ·군 안에서 , 그러면 어떻게 보면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인력을 더 보강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라고 하면
되죠 .

김영란 : 아니 ,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 면사무소에서 복지계를 빼서 복지사무
소를 만든다면 몰라도 .

김형준 : 그래서 한 3개면에 복지사무소 1개소 하면 될까요 ?

김영란 : 아니 각 면마다요 .

박대식 : 그건 꿈같은 얘긴데요 , 현실적으로 .

조미형 : 발표 자료의 읍 ·면사무소의 개편모델 중에 기능보강형 , 통합형 , 거점형 , 부분
거점형 있잖아요 .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점형 같은 거예요 . 이게 복지
업무만 떼서, 세 개를 합쳐서 지금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것. 사실 지금 동에
는 복지업무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해요 .

[참고자료: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모형]
*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모형 (pp.262-270)
① 기능보강형: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해 복지기능 강화
② 통합형: 동 주민센터 2-3개를 통합(인구 4만 명 이상)하고,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새로운 센터를 설치, 행정과 복지업무 병행
③ 거점형: 동 주민센터 2-3개소(인구 4만 명 이상)의 별도 기관을 설치, 복지인력을 추
가 배치하여 복지업무만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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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분거점형: 시·구에 4개 내외의 권역센터(인구 7만 명 규모)를 설치하여, 통합사례관
리와 지역복지지원 업무를 전담 운영.

박대식 : 지금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조미형 : 그런데 읍 ·면은 그렇지 않죠 .

김영란 : 그렇게 독립되어 복지사무소를 만들면 거기서 사례관리 회의도하고 , 희망복
지지원단도 거기서 사례발굴에서부터 종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활동을
하고 , 복지관도 여기에 와서 협력하는 것 . 그래서 뭔가 복지의 구심점의 역할
을 하는 것이죠 . 읍 ·면단위에 있는 복지기관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사무소 ! 그
리고 지금은 그것에 더해서 주민조직이 있잖아요 . 주민조직도 공공에서 같이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곳 . 이런 것이 나는 복지사무소라고 생각해요 .
그리고 그때 그 복지사무소의 소장은 보건지소의 소장과 같은 레벨에서 협력
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 지금 보건소하고 파트너를 할 만한 사회
복지 직군이 없다는데 . 그래서 결국 저는 지금의 읍 ·면사무소가 저는 복지사
무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그리고 거기에 복지 인력만 더 보강하면
되죠 . 이런 구심점이야말로 지역의 복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요 . 공공성이란 관에서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 , 공공 , 주민 모
두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의미합니다 .

박대식 : 그러면 면사무소를 완전히 복지사무소로 개편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

김영란 : 예 . 차라리 ...

조미형 : 그러면 , 행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 어쨌든 행정이 있어야 하니까 . 산업과는 어
떻게 하구요 ? (웃음 )

336
배충진 : 근데 농수산업관련 부서는 원체 일이 많고 거기가 면사무소의 주안점이기 때
문에 불가능하죠 .

김영란 : 그렇겠죠 . 아무튼 행정조직으로부터 복지가 빠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조미형 : 그런데 면단위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

박대식: 그런데 현재 면에 복지인력도 제대로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독립을 해서 복지
사무소를 만들고 인력이라던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실질적으로 ?

김영란 : 금방은 안 되죠 .

김형준 : 아니면 그냥 복지공무원만 보건지소로 보내는 건 어때요 ?

박대식 : 아이고 그건 (웃음 )

김영란 : 안되요 교수님 . 그러면 그거야말로 복지축소에요 .

박대식 : 그렇지요 .

배충진 :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희망복지지원단 플러스 지역마다 사회복지
협의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지역사회협의체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요 !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민관협력과 함께 뭔가 현실
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광역
시도에는 의무적으로 있도록 되어있고 , 지자체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 없는 곳이 더 많은데 ...

김영란 : 그러면 그것은 선생님이 쓴 복지위원이라고 한 것과 같은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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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

조미형 :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어떤 인원을 충당한다 해도 다 찾아가고 사례발굴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민간과 협력할 수밖에 없고 , 그러면 어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집을 맡아서 ... 요양보호사 몇 명이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거죠 . 그것을 완주같은 경우에는 ‘희망지기 ’라고 해서 한 달에 20만원을
주고 계속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공무원이 같이
방문해서 케이스 판단하여 읍 ·면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하고 아니면 위
로 넘기고 .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의 역할이 지역사회조직이 되었죠 .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움직일 수 있게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

박대식 , 김영란 : 그렇지요 .

조미형: 이런 맥락에서 배충진 원장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협의회
건, 그게 완주는 자원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함으로써 지속 가능하도록 했
고요 .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단위가 면 , 리 정도 단위이지 않겠는가 봤고
요 . 그리고 그런 읍 ·면에 있는 공무원이 판단해서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가 희
망복지지원단으로 들어가잖아요 .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방문을 해야 하는 거
죠 . 그때는 분소 개념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하나의 사무공간을 두고 , 그러나
군청에 속해있는 무엇을 두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 관할 하에 케이스를 방문
하고 . 그때 또 필요하면 읍 ·면사무소 공무원이랑 같이 가고 . 그래서 희망복지
지원단이 시 ·군단위에 있어야 광역의 그런 보호 , 상담 , 정신건강 이런 것들을
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

그러면서 저는 그 통합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좀 이원화 되면 좋겠다고 생각
을 했어요 . 지금 보니까 매우 단순하게 방문해서 약간의 직접서비스도 해요 .
청소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 병원 모셔가고 그런 것들도 하고요 . 저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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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런데 이것은 높은
퀄리티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 그렇지만 중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는 틀림없어요 . 그냥 혼자 외떨어진 곳에 쓰레기
더미에 살고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아까 미
국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차원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성 있는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단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군단위에 다 못 둔다면 몇 개 시 ·군을 아우른 그런 기관이 있어서 사례관리
자의 고충도 좀 들어주고 또 직접 정말 어려운 케이스에 대한 사례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사례관리자들도 농촌지역에서
는 역할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

같은 맥락에서 분소라는 게 과연 어디에 필요할까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 분
소가 어떤 인력이나 역할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 ? 그리고 현실적 면에서
저희가 이상적으로 그려야 할 그림과 지금 현재 가능한 자원이나 이러한 것
들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나누어 구상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구요 .

박대식 :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 ·군을 몇 개 생활권으로 나누되 , 희망복지지원단이
좀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권역별 분소를 논의하면 현실
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영란 : 저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세요 ! 너무 지역을 나누는 유닛 서비스개념만 생각했
던 것 같아요 . 그렇게 지역을 나누는 것 보다는 일단 군에 사회복지과가 있고
요 . 그 가지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있고 , 그 다음에 읍 ·면에는 복지사무소가 있
고 , 거기에서 복지위원과 전담공무원과 거기 소재 복지기관들이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그쪽에서 일을 하는 거죠 . 그러다가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희망복지지원단에 넘기고요 . 한편 , 희망복지지원단은 좀 더 보강된 인원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거기에 권역에 해당하는 , 가상적 권역이죠 , 무슨 사
무실이 있는 건 아니예요, 슈퍼바이저를 두는 거예요. 슈퍼바이저A는 이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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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고 , 슈퍼바이저 B는 저 권역을 맡고 , 그리고 슈퍼바이저 아래 다섯 명이
나 네 명 정도 사회복지사를 배당하고요 .

박대식 :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군청에서 계속 권역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

김영란 : 그렇죠 . 그렇게 나가면서 이 슈퍼바이저들이 희망복지지원단에 슈퍼비전도
주지만 , 슈퍼바이저 1, 2, 3은 자기 담당 복지사무소가 있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 그러면 좀 더 슈퍼비전 체계가 이뤄지지 않을까요 .

박대식 : 그러면 현재에 하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

김영란 : 그런가요 ?

박대식 : 지금도 보면 시・군청에서 나름대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

김영란 : 그것만 전담하게 해야죠 .

박대식 : 만약 인원만 보강이 되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면 그게 가능
할 것 같은데 , 저는 그래가지고는 도서지방이나 산간벽지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겠느냐하는 의문이 들어요 . 그런 측면에서 권역별로 그래도 분소형태가 있
어서 사례관리가 권역별로 되어야 제대로 사례관리가 되지. 현장에서 지금 제
대로 접근도 안 되고 제대로 심층적인 사례가 안 되는데요 .

김영란 : 그렇죠 . 아까 얘기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 군에 따라서 권역을 나눠야 하는
지리적 상황이면 권역을 나눠서 하고 ,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는 거죠 .
이 둘의 차이점은 권역에서 나누어서 하면 권역 브랜치 사무소가 하나 더 있
는 거고 . 그건 그냥 군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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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 완주가 그 일에 전담할 수 있게 떼놓은 거예요 . 권역으로 내놓으면서 그래서
다른 일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완주 희망복지지원단이 가장 성공사례
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을 더 배치했어요 . 군수가 용납을 해준 거죠 . 보
통 팀장 밑에 한 명의 사회복지직이 주어지는데 , 완주는 두 명이었어요 . 그것
도 다 5년 이상 경력자를요 .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역 하나 하나씩을 맡고 ,
밑에 사례관리자가 붙었어요 . 이 사람들이 수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사례관리 업무만 전담했어요 .

김형준 : 읍 ·면에는 그대로 있고요 ?

조미형 : 읍 ·면은 그대로 있고요 . 제일 큰 영향이 인력 하나를 더 받은 거고요 , 그리고
지원팀장이 이 사람들을 다른 일을 하나도 안 시켰다는 것이죠 . 군에서 떼서
군에 있는 행정업무를 하나도 안 시켰어요.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고 업무도 분
리하고요 .

박대식 : 그렇죠 .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

배충진 : 7급 베테랑 공무원 한 명만 있어도 세 개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

김영란 : 앞서 박대식 박사님이 공무원이 전담으로 맡고 행정에서 빠지면 승진이나 이
런 것들 때문에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승진 대신 특수직으로해서 높은 월급
으로 보상하면 어떨까요 ?

박대식 : 그건 더 못 건드리죠 . 기재부에서 그걸 허락하겠어요 ?

배충진 : 이게 직군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 행정직은 사회복지직이 숫자나 많지
일은 제대로 못하는 직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 사회복지직에서는 행정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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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직군의 주류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

조미형 : 그러면 결국 읍·면에 사회복지직 하나 더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복지
지원단에 7급 공무원 한 명 더 배치하는 거네요 .

배충진 : 그럴 수도 있죠 . 그 사람이 읍 ·면에 가서 성과물을 내도록할 수도 있고 . 그러
나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로는 힘들고요 . 두 세 명 ?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현
장지원팀이라던가 해서 두 세 명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죠 .

조미형 :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사례관리자가 있는 거잖아요 .
그런 체계가 되고 아까 얘기한 읍·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사
회를 조직해 내고요 .

배충진 : 그나마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죠 .

김영란 : 복지사무소는요 ?

박대식 :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

김영란 : 지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미래농정포럼이니까요 .

조미형 : 거창 북산면에 갔더니 면장님이랑 사회복지직이 거의 지역을 조직하는 게 일
이더라고요 . 한명은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 주민들 만나고 하면서요. 면단위에
서 많은 주민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

배충진 : 면장님이 일 이 년 단위로 계속 바뀌잖아요 . 가버리시면 또 새로운 면장님이
오면 스타일이 확 다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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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주민 조직화는 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래도 주민들이 조직화 되
어야 면장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 조직화가 중
요하죠 .

김형준 : 그런 측면에서 민간이 중요하죠 ! (웃음 )

조미형 : 네 그래서 민간이 ...

김영란 : 그러니까 복지사무소에서 좀 더 지역 밀착형 이장 교육 같은 것도 하고 . 면에
복지사무소에서 복지라는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가져가면서 농민회같은 조직
도 관여하도록 하고요 . 이제 면 농민회 회장이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농업 담
당 공무원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 복지사무소가 있고 복지사무소장
이 “농민회 회장님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하면 그때부터 복지하고 연결 되는
거잖아요 . 저는 그런 사람이 면에 있어야지만 뭔가 추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
다고 생각해요 . 이를테면 복지가 농촌지역에서는 뭔가 플랫폼이 없다는 생각
이 너무 들어서요 . 또한 그것을 지역의 복지관 관장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
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지관 관장님은 복지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전체 주민
복지에 대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 만일 복지사무소 소장님 같은 관장님
있다면 , 그건 우연이죠 . 그래서 면마다 복지 기지국을 하나씩 갖지 않으면 농
촌복지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

박대식 : 그런 측면에서 , 주민조직화 , 그 다음에 주민들의 복지역량 강화 이런 게 필요
한 거죠 .

김영란 : 그런 것을 하는 게 복지사무소의 역할인 것 같아요 . 이것이 복지사무소의 역
할이 되면 사례관리를 다소 잘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희망복지지원단들
이 커버해 줄테니까 복지사무소는 지역주민역량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자
생적으로 복지문제 해결을 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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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대로 베테랑 복지공무원 한 3명
정도 배치하고, 읍면단위에 두도록 한 복지위원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 일본으로 따지면 민생위원이 그런 것처럼 , 임명하는 거죠 .

박대식 , 조미형 : 그렇죠 그렇죠 . 맞아요 .

배충진: 그런 사람하고 7급 공무원하고 연결이 되고 읍 ·면 복지공무원이 함께하면, 지
금 당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봐요 .

김영란 : 그러면 우리도 복지위원의 자격이라던지 ,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어떤 것
을 알고 행해야 하는지 ,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거
론해야 할 것 같아요 . 아무나 ,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고, 또 도시와 같이 해서
도 안 되니까요 . 그리고 농촌에서 산다고 해서 아무나에게 서비스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

조미형 : 맞아요 .

배충진 : 지역 조직할 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3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
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가난인데, 지역 조직할 때 자기를 챙기면 안 되는
거죠. 지역일 챙기다가 다른 사람 일 챙기다가 자기 일을 못해서 자기 사업이
안 되고, 자기이익을 안 챙기고 하니 가난해 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비난, 지
역 일하면 처음부터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저거 콩고물이다 떡고물이다 하던가,
군위원이나 한번 나오려고 저런다고 하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죠. 진정
성이 통해야 하는 거든요. 세 번째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3년, 5년, 10년, 길면 한세대 그렇게 되니까 그 기간 자체가 고난의 기간이다.
그래서 가난, 비난, 고난, 이렇게 3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김영란 : 원장님이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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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진 : 그래서 저는 면에서 복지위원회 하라고 하면 잘할 자신 있죠 !

(웃음 )

조미형: 마을복지사 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복지사무소 소장 같은 역할
이지요 ?

김영란 : 그렇죠 .

조미형 : 그런 일을 누가 할 것인가 ?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제시하는 전달체계 안에서 , 꼭 교수님이 말씀하신 복지사무소란 이름
을 들지 않더라도 , 마을복지사 제안을 할 수 있겠어요 . 분소나 이런 개념이라
면 세 개소 정도를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하면 , 서너 명이라도 보강을 할 수
있죠 .

배충진 : 공무원 중에서요 .

박대식 : 현실적이네요 .

김영란 : 그래요 , [복지사무소 의견은 ] 물러나겠어요 .

(웃음 )

배충진 : 지금 공무원 중에서 엘리트가 어디 가냐고 하냐면 , 과 서무자리에요 .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엘리트가 가서는 안 되죠 . 마을복지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
평가를 높게 받아서 구조적으로 보상한다면 좋죠 .

김영란 : 이것은 좀 좋지 않은 생각일 수 있는데 , 마을복지사를 퇴직 전담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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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어떨까요 ?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은퇴시기가 오잖아요 . 저희 나이 때 지
금 처음 시작한 거니까 몇 년 후면 은퇴거든요. 이런 분들이 경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을 잘 아니까 좋을 것 같아요 .

조미형 : 되게 좋을 것 같아요 . 자기 지역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거기로 가면 ...

김영란 : 보건소하고의 관계에서도 농촌의 복지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것
같아요 .

박대식 : 그렇죠 .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어야지요 . 읍 ·면단위 사회복지사들 보니까 여
러 읍 ·면을 거쳐서 군에 갔다가 내려온 베테랑들은 자원이 부족해도 여러 가
지를 동원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조미형 : 정리를 하면 , 시 ·군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구요 . 읍 ·면 각각에는 복지위원이
선정되는 거죠 ?

배충진 : 읍 ·면에 전담공무원이 있고 , 거기에 복지위원이 선정이 되고 ,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팀장이 있고 , 그 아래 세 명을 둬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연결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구조면은 뭐 굳이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아도 되고요 .

조미형 , 박대식 : 그렇죠 .

배충진 : 행정구역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하여간 시골에서 읍 ·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
해요 . 단결하는 단위로요 .

김형준: 그러면 강혜규 박사님 연구 요약 자료 3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지원
팀이 권역별 분소의 1)이 되는 거죠 ?

346
[참고자료: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 희망복지지원팀의 역할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의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권역별 분
소와 읍·면의 복지사업을 지원·관리함.
- 지역보호체계 운영과 관련 지역 단위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팀) 방문을 추진해야 하며, 개별 방문 시 필요한 정
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복지위원’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
- 관련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읍·면의 복지업무를 지원 및 관리
- 읍·면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의뢰 및 사후관리 등 복지업무에 대한
총괄·관리 등을 수행

박대식 , 김영란 : 그런 건 아닌데요 .

박대식 : 근데 그 연구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

김형준 :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희망복지지원팀의 역할과 우리가 말하는 팀의 역할은 다
르죠 ? 그건 우리로 말하면 복지사무소의 역할이 되는 거죠 ?

김영란 : 네네네 .

김형준 : 그렇게 하면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

조미형: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으로 보면, 그게 저희가 현실적인 실행도구를 가지려면
희망복지지원단이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체계로 바뀌어야지요.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연구에서 기술된 대로 될 수도 있죠.
아니면 희망복지원단 이 어떻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군청에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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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완주 사례를 보면 권역별로 세 개정도 면을 아우르도록 배치하고. 그리
고 읍・면안에서는 전담공무원들 중심으로 지역사회조직하게 되고요.

김영란 : 지금 말씀은 희망복지지원단이 일종의 umbrella 조직처럼 보여지고 , 그 안에
다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 거기를 그렇
게 하면 지원단이 위기개입도 다른 무엇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생
기네요 . 그래서 실제로 정말 umbrella가 돼야 될 건 어쨌든 군청이구요 . 그리
고 사례관리와 지역조직화는 분리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지원
단이 하고 지역사회조직화는 복지위원들이 하는 거죠 .

박대식 : 지금 김교수 얘기는 복지사무소를 희망복지지원단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복
지를 커버하는 더 큰 범위로 보자는 것 같은데요 .

김영란 :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 그런데 복지사무소 안을 제가 물러났어요 . 앞서
말한 데로라면 희망복지지원단이 마치 119인 것처럼 사회복지의 응급기관으
로 두는 것이죠 . 그리고서는 이제 주가 되는 것은 , 사실은 복지사무소의 복지
위원들이어야 되는 거죠. 복지위원들이 주로 지역의 복지적 활동을 한다는 거
죠 . 그것은 지역조직화를 통한 복지 실천을 하는 것이 될 테고요 .

박대식 : 그래서 시・군청에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실 이런 것은 메인복지 외에도
커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보면 저는 김 교수님 아이디
어가 맞다고 봐요 .

조미형 : 그니까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은 사례관리를 맡잖아요 . 그리고 자원관리 같은
측면은 , 희망복지지원단이 하지 않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 주민복지실 밑에
별도에 , 예를 들어서 읍 ·면복지지원팀 , 이런 게 하나 있어서 읍 ·면복지지원팀
에는 아까 말씀하신 7급 정도 공무원이 한 3명 배치되고 이 3명이 3개 읍 ·면
정도를 커버하는 . 그리고 그 안에 3개 읍 ·면에는 그 읍 ·면사무소 전담공무원

348
과 복지위원들이 조직을 해 내는 그림인가요 ?

김영란 , 박대식 : 그렇죠 .

조미형 : 그런 거면 ? 그러면 이 7급의 3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

배충진: 근데 이제 그게 지자체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희망복지지원단의 현장
지원단이라고 해도 될 거고. 아니면 사회복지 주민복지과에 어디 별도로 소속
이 돼도 상관없을 것 같고. 지역사회복지계획 같은 거 담당하는 복지기획과에
소속 되도 괜찮을 것 같고 .

박대식 :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 ·군청에서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이 따로 설치된 곳도 있
지만 대부분 주민복지생활과 주민복지지원실 이런 곳에 소속이 되어있단 말
이야 .

김영란 : 제 생각으로는 , 일단 어떤 소속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 소속되면 어쨌든
그 과의 일을 해야 되니까 . 그래서 그냥 사회복지과의 특별팀 ?

조미형 : 그니까 그게 제가 지금 말하는 ... 실 안에 그냥 팀으로 바로 내려오자는 얘기
인데요 .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떼서 , 지역복지과나 그런 부서처럼 , 하나
의 팀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 그러면 , 팀장이 군청에 근무 하나요 ?

배충진 : 팀을 만들면 그게 또 다 조직변경사항에 들어가고 , 군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
그러니까 , 어찌됐든 간에 ,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면 되니까 . 그 인센티브와 하
여간 ... 그 ... 뭔가 자부심이 있도록 계속 활동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 어떤
방식이든 간에 ...

조미형 : 아니 , 저는 어디에서 활동하느냐가 중요할 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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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이런 구상을 실제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닌 이상 대충의 얼개만 논의하면 어떨
까요 ?

박대식 : 아니 , 그러니까 ... 완전히 이상적인 것도 얘기하고 . 지금 이 정권에서는 안 되
더라도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실현이 가능한 것도 좀 얘기하고 그래야지요 .

조미형 : 저는 좀 , 그때 김태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 내년 선거도 있고 , 대통령
인수위도 고려할 수 있고 ,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서를 정리해서 이걸 결과
물을 낼 때도 정리해서 두면 ,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논의해도 좋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걸로 본다면 인력은 몇 명 안 넣어도 되고 , 밑으로 여러 명 뽑을 필요도 없고
요. 보다 공격적으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안 가려
고 할 것 같아요 .

박대식 :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

조미형 : 예 . 그거는 차후에 ... 해결한다고 치고 . 있는 인력을 그렇게 배치를 한다고 한
다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계속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완주는 일단 보건지소에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 지소 공간을 같이 쓴 것 같
고 ... 그런 식의 것들로 해서 현장에 밀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

김영란 : 그 공간을 같이 쓰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 그 공간은 어디든지 상관없
을 것 같아요. 시스템의 hierarchy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만 같이
쓰는 거라면요 .

조미형 : 그럼 거기는 혼자 근무해요 ?

배충진 : 그런 면에서 다음 모임에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당사자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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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들어보는 것도 괜찮죠 .

박대식 , 김영란 , 조미형 : 예예예 .

최정민 : 현장으로 가는 건 당연히 싫어하겠죠 .

배충진 :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이런 게 차라리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

김영란 : 근데 우리가 부를 공무원들은 다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닐는지 ...

(웃음 )

배충진 : 본인은 그렇더라도 자기가 통상적으로 볼 때 조직 구성원의 평균적 생각은
이렇다고 말해 주겠지요 .

김영란 : 우리가 공무원을 바꾸어 가야죠. 공무원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
아요. 공무원의 선호를 토대로 농촌의 복지를 전환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죠.

배충진 : 그러니까 일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직사회가 먼저 되야 하는데 ... 이거 뭐

조미형 : 희망복지지원단이 예산을 쓰는 게 없잖아요 . 근데 공무원들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을 평가 받는데요 .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
에 있을수록, 사람들이 너네 하는 일이 뭐냐? 돈 한 푼도 안 쓰는데? 그런데요.

배충진: 맞아요. 희망복지지원단 걔네들 맨 모여서 뭘 한다고 하는데 뭐하는지 모르겠
다는 말을 하는 거죠 .

김영란 : 근데 또 지원단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조직에서 제일 힘든 사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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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말해요 .

박대식 : 실제로 힘도 들겠죠 . 힘이 안 들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싶어 할 텐데
다들 가기 싫어하는 거 보면요 .

배충진 : 일을 하면서 이게 좀 ... 업무가 과중하고 , 무엇을 하더라도 어느 기간이 딱 끝
나고 또 쉬었다가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케이스
는 쌓여 있고 ,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

김영란: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하면, 대학교 때에 공무원을 하려고 생각했던 학생
들은 사례를 맡을 것이라고는 (웃음 ) 전혀 생각 않고 공부 했을 거예요 . 자기
는 뭐 사통망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거니 , 면사무소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겠
거니 하고 입사했는데 갑자기 사례관리하고 현장으로 가라고 하니까 . 거기다
가 그런 공무 일을 한 5~6년 정도 해서 몸에 익은 사람들에게 현장을 가라고
하니까 .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한 사람들과는 맞지 않은 업무예요 .

조미형 :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복지관에서 한 3년 정도 일
한 사람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뽑았으면 좋겠더라구요 .

김영란 , 박대식 , 배충진 : 그래요 . 맞아요 .

배충진 : 판사를 변호사 경험 있는 사람에서 뽑는 거나 비슷한 얘기죠 .

조미형: 요즘에는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나 봐요 .

박대식 : 뭐 채용 자격에서 그런 것을 넣으면 좋을 거 같네요 . 대신에 그러려면 통합사
례관리사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정규직으로 뽑아 주고 , 신분 보장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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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요 .

김영란 : 아니 이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시험을 좀 보면 , 필기시험 말고 직접 사례관
리 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 그리고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certificate(증명서 )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

최정민 : 아이구 .

조미형 : 붙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

(웃음 )

조미형 : 그렇죠 . 정신건강 이런 트랙처럼 , 사례관리를 전문화된 하나의 영역으로 사회
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전문 사회복지사 그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김영란 : 그렇게 해야 지만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훈련도 되고 , 그래서 대상자관리라
는 말을 안 듣는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

박대식 : 근데 영어에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case management가 맞아요 ? 저는 오
히려 일본이나 이런데서 사용하는 care management, 이런 걸로 우리 개념도
정립하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

조미형 : care가 case보다 더 좁은 의미 아니에요 ?

박대식 : care를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틀리지요 .

김영란 : care는 좀 ... care는 대상자의 수동성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요 . case는 그
냥... 상황 관리.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이 어찌되었건 관리해나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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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죠 . 거기에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상황을 관리해나가
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 care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회복지사가 care해줘야 되는 management를 하는 거 같은 느낌을 주죠 . 예 ,
클라이언트를 파워 있는 존재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최정민: care는 보건・의료쪽에 더 관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가면은, 간호사라든가 이
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사회복지사는 부수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고요 .

조미형 : 사회복지에서는 사실 노인장기요양쪽에서 care management 라는 용어를 쓰
죠 . 공공에서는 요양 , 간호 , 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
에 같이 개입이 돼줘야 되는 부분으로의 care...

배충진 : 그니까 care management 의미는 , 예를 들면은 배변 같은 것을 못해서 기저귀
를 차는 사람 , 이 사람에게 기저귀를 채워야 될 건가 , 아니면 뭐 이동식 변기
같은 걸 대주면은 , 시간 맞춰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죠 . care management,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care manager 이
렇게 얘기하는 것 같구요 . 어쨌든 case management는 의미는 조금 그렇지만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 전체 상
황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을 할 건가를 따지는 거니까 좀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박대식 : 그래서 저는 뭐 , case management보다는 차라리 그냥 개별맞춤형 서비스라고
지칭하면 좋겠어요 .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용어
인 것 같아서 .

배충진 :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 우리말로 바꾸면 . 맞춤형서비스계획이라든가 보호의
연속이라든가 .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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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제대로 하면 되죠 .

배충진 : 사례관리 보면 목슬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의 다 따가지고 거기서 계속 하
는 얘기 반복이니까 . 한국식의 상황에 맞게 용어를 정립할 필요는 있어요 . 사
실 토착적인 복지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바꿔야지 맞는 것이지 , 10년이 지나
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사례관리 나오면은 ...

최정민 : 그럼 그 많은 책들이 (용어가 ) 다 바뀌어야 된다는 ... (웃음 )

조미형 : 엄박사님 , 우리 보건이야기 하나도 안했어요 . 얘기하실 거 혹시 있으신지요 ?

엄진영 : 재미있어서 ... 예 ,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 (웃음 )

저는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만큼 복지 쪽 공부를 하거나 현장
을 다녀보지 않아서 파편적인 지식들만 알고 있기는 한데요 . 지금 제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삼은 데가 거창이랑 양평이에요 . 그래서 거창이나 양평 가서
군청 관계자 만났는데 , 어쨌든 이 두 군데는 잘된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어떻
게 이렇게 잘될까 ? 어쨌든 사례관리가 우수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 또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요 .

가서 만나봤더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게 가장 많이
느낀 점이에요 . 거창군청 A주무관이 있고 , 양평군청에는 B센터장 , 이 두 사
람이 있는데 A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가 되기
전부터 이미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해왔더라구요 . 그러니까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이걸 만들기 전부터 ‘아 이 사람에게 이것도 필요할 텐데 ’라고 해서 그
거를 미리 해오고 있던 중에 이제 정부에서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해
라 ! 하니까 ‘어 우린 이미 하고 있었는데요 ! 이거 하면 예산도 따고 더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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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하고서 실행해 가니까 이게 쭉 이어질 수가 있고 사례관리도 잘된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 그리고 주무관 말로는 거창군청 군수가 매우 관심이 많대
요 . 보건서비스 , 복지서비스에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
는 것이더라고요 . 거기에다가 정책을 추진하라고 힘을 실어주니까 그 안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팀이 탄력을 받아서 계장님부터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그 실이 상당히 역동적인게 느껴졌어요 .

원래 거기에 없었는데 희망엽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자원을 다
연결해줄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어떤 분은 세탁기가 너무 필요하고 갖
고 싶은데 세탁기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 그러면 이
런 분들은 엽서에다가 필요한 것을 다 적으신데요 . 그래서 우체통에다가 넣
어서 엽서가 군청으로 오면 민간인 중에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대요 . 어
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사용해
서 아직 충분히 사용가능한 것인데 새로 사거나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될
만한 정도의 물건을 받아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
군청에서 . 그러면 이분들에게 자전거를 주기도 하고 세탁기를 주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체감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처음에 엽서 서비
스도 예산을 정부에서 딴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시더구요 .
그때 저희가 협조 구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자문수당도 조금 드리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 아 ~ 절대 안 받으신다고 . (웃음 ) 점심식사 가격 밖에 안
되는데 식사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 자기네들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면
은 희망엽서 서비스에다가 이걸 기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 매우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 , 보통의 공무원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구요 .

어쨌던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해야 되고 , 시스템을 바꾸고 이래야 된
다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 그 안에서 담당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지 ,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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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저는 개인적으로 .

배충진: 맞아요. 요즘에는 군수가 과장들 쭉 앉혀놓고 회의하면 그게 동영상으로 생중
계돼서 모두가 다 보는 , 면사무소에서 보거든요 . 거기서 한번 강조를 하면은
협조의 정도가 달라지죠 .

조미형 : 거창이 , 완주 모델에다가 보건을 더 넣은 거예요 . 나르미센터 3개 가지고 있
죠 . 읍 하나 , 권역 2개 이렇게 해가지고 .

엄진영 :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 말씀은 다 하셨지만 ,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효과를 주
제로 연구58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건수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 (웃음 ) 뭐 ,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
건인데 지금은 3600건이어서 뭐 몇 백퍼센트이 성장해서 우리 이렇게 잘해요
이런 식으로. 아니 평가가 왜 이럴까 ?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삶이 , 그 일상적인 삶이나 건강의 무엇이 증진됐다거
나, 이런 측정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
건수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평가지표로 .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상을
줘요 . (웃음 ) 그래서 저는 이해가 상당히 안 돼는 측면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

박대식 : 설문조사는 잘 됐습니까 ? (웃음 )

엄진영 : 설문조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구요 . 또 외국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 health

care 프로그램이나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같은 것을
한 번 봤더니 ,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건강상태 개선정도라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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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영 외 (2014). 농촌주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발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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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삶, 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수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어
떤 지표를 만들어서 이 만족도가 서비스 전과 후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
런 걸 매우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구요 . 사전에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 중
간에 조사를 하고 사후에도 조사를 해서 꼭 건수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
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 우리나라는 그냥 몇 건 몇 건
몇 건 , 그래서 우리 잘했습니다 . 이렇게 되니까 .

최정민 : 어짜피 건수로 평가하는 것이 제일 공정한 것일 수도 있어요 . 효과성 평가를
할 때 사전과 사후 조사를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은데 대부분 내부에서 하잖아
요 . 그러면 조작이 가능하죠 .

(웃음 )

김영란 : 지금은 거의 다 증거기반 실천으로 넘어가 버려서요 .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
는 게 우리한테는 와 닿지 않는 거예요 . 말씀하신 것처럼 pre test, post test의
조작성 문제라든지 , 거기에 들어간 변수의 문제라든지 등이 있기 때문에 . 끝
까지 주장하는 것은 연구자가 정말 뭘 느꼈는지,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변했다
고 생각하는지는 연구자가 잘 알죠 . 그 정도의 insight도 없이 연구를 할 수는
없겠죠 . 가서 직접 얘기해 보고 그 지역을 판단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 그렇게
말하는 연구자의 주장에다가 과학적이지가 않다고 토를 다는 풍토가 문제죠 .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연구자의 자세도 필요하고요 . (웃음 ) “내가 연구
자야 ” 하면서 . 그런 질적 연구가 좋은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 물론 그것
을 통해서 변화의 여지를 본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연계에서는 제공자 입
장도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대식 : 예 , 당연하죠 .

김영란 : 네 , 그러니까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편안했는가 . 그리고 억지로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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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사회복지쪽에서는 간호사랑 일하는 부
분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어르신들이 의료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 (웃음 ) 그렇잖아요 . [간호사는 ] 금방 고쳐주는데 , 우리
는 별로 뭐 해주는 게 없다고 느끼시니까 .

엄진영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처음 나갔을 때 짧게 만나 뵈어서 그런지 자신들의
갈등상황 ,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구요 .

김영란 : 그럼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

엄진영 : 제가 보기에는 , 그니까 ... 단편적으로만 봐서 . 그렇게 갈등상황이 느껴진다거
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

박대식 : 같이 만났어요 , 따로 만났어요 ?

엄진영 : 같이 만났어요 .

박대식 : 그러니까 (웃음 ) 조사 기법에 문제가 ... (웃음 )

조미형 : 이제 민간 분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 민간 전달체계요 .

배충진 : 민간은 복지위원이 조직 되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도 있고 . 그게 잘 되면 씨
앗이 돼서 활성화되겠죠 .

조미형: 아까 김형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횡성이나 이런 데 사례에서도 지역 안에 복지
관이 분소나 이런 걸 둔다 해도 ... 어쨌든 지금은 주민을 조직해내고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야 하는 거죠. 분소단위에 있어야 되는 서비스도 있지만, 읍·면
단위에 보다 더 밀착되어 있는 서비스도 필요한데... 없잖아요. 삼자가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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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거죠 . 당사자에 해당되는 주민 , 또 복지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요.

김영란 , 배충진 , 박대식 : 그럴 수도 있죠 .

김영란 : 그런데 저는 , 민간 서비스전달체계를 얘기하면 ,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
이를테면 , 전남장애인복지관이 나주 동네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이라
는 타이틀을 부각시켜서 그 기관이 전남의 장애인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
시·군 복지관이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군단위에서는 이동서비스
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어떤가 생각해 보았어요 .

군단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 해남군장애인복지관이다 하면 결국 그
것도 소재지의 동네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거예요 . 그래서 실제로
어디 먼 면에 있는 장애인은 사실 아무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죠 . 그런 부
분에 단위 복지관들이 농촌에서는 좀 다르게 [특히 이동 ]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배충진 : 전남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그때 전라남도에 장애인복지관이 하
나밖에 없어가지고. 해남, 진도, 완도, 강진, 다 군 단위 마다 하나씩 다 생기는
추세거든요 . 그러니까 거기도 이름을 바꾸어야죠 .

박대식 : 상황이 바뀐 거죠 .

조미형 :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은 분관이 다섯 개나 있어요 .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 그
런 식이에요 .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지만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인사
권도 가지고 있구요 . 이쪽에서 서포트 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 무슨 , 차량이
나 이런 거 있잖아요 . 목욕서비스나 내지는 이런 차량들은 분관 단위에서 가
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쓰는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분야만 이렇게 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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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가 있죠. 전국에 12개 분관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 . 사무실 하나 가지고 ...

김영란: 사실 농촌에서는 사무실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동서비스를 훨
씬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 이동서비스 !

조미형 : 재가와 장애인 쪽은 , 노인과는 달리 , 이동거리가 좀 있어도 서비스 이용이 된
다고 하시더라구요 . 노인은 좀 30분 넘어가면 안 오시는데 , 장애 이용자들은

20~30대로 , 한 시간 정도 걸려도 모여서 재활프로그램 이런 거 또 하고 , 다시
가고 이러면 되고 , 또 방문해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는 따로 있고 . 그런데
거리가 좀 있는 곳에서는 노인 서비스가 안 되는 편이죠 .

김영란 : 분소가 많은 게 좋을 것 같네요 .

김형준 : 그런데 이제 그 분소가 , 그 분소의 역할이나 기능이 .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복지관의 종류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분소단위로
와버리면, 각각의 다른 역할로 할 건지 또 통합으로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죠.

박대식 : (웃음 ) 또 뭐 엄청난 이야기가 되겠군요 .

김형준 : 그게 마을로 가버렸을 때는 ...

김영란 : 근데 , 이상적으로는 농촌은 통합이 좋은 거 아니에요 ? 그렇지가 않을까 ?

김형준 :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

조미형 : 전제조건이 , 시설들 간의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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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 전제는 , 일단 시설들 관계가 긴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 이제 , 권역이나 면
단위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의 면을 담당하는 누구, 장애인복지
관의 누구 이렇게 돼버리면 네트웤이 필요한 거죠 .

김영란 : 면의 단종 복지관들끼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

김형준 : 네 . 통합기능을 하려면 .

박대식 : 지금 6시 다 돼가니까 다음 일정을 잡고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

[토론에 대한 정리]
이후 다음 모임은 10월 23일 현장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계획하였다. 전국적으로 실무자
를 초대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는 용산이나 대전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적으로는 희망
복지지원단의 담당자를 초대하고, 농촌복지가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회
복지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화천군, 서천군, 양평군, 완주군, 영암군, 고흥
군, 거창군, 단양군, 신안군, 해남군, 나주시가 거론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회원으로 있는 사회복지사도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입장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거론된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고르게 포함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각각 거론
된 지자체에 해당 사회복지사의 실명이 제안되었는데, 사회복지소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업을 이끌었거나 여러 특성(학위, 민간 경험 등)으로 미루어서 우리의 논의에 대
해 민감성, 비판력, 통찰력이 있고, 실천 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초대하
는데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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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발제자료
조미형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강혜규 외(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 군
지역 부분 요약
제5장 개편 모형: 군 지역 “희망복지지원단 및 보건연계 강화”
제2절 군 지역의 복지기능 강화 방안(p.320~)
1.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 사업 총괄
-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 주민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을 총괄·관리함으로써 지역 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구지리학적 특성을 보완할 거점형 복지 전달체계와 집중적 서비스 관리
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대상자의 총괄 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희망복지지원단 분소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보완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본청의 희망복지지원단
○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이 총괄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권한이나 조정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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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고, 자원을 상시 활용가능 하도록 관리·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본청 희망복지지원단 내의 자원관리팀은 민관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을 합리화하고, 지역의 자원 발굴, 연계, 관리를 체계적으로 총
괄하며, 긴급복지,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희망복지지원팀의 역할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의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권역별 분소와 읍·면의 복지사업을 지원·관리함.
- 지역보호체계 운영과 관련 지역 단위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팀) 방문을 추진해야 하며, 개별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복지위원’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
- 관련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읍·면의 복지업무를 지원 및 관리
- 읍·면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의뢰 및 사후관리 등 복지업
무에 대한 총괄·관리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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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업무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역할(업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농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 권역별 분소 설치
: 지역의 특성별로 정하되 지리적 특성(인구산포도, 이동거리 등), 자원분포
(민관 자원, 교통시설 등), 복지대상자 특성과 규모(노인, 장애인, 수급가구
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
1안) 읍면사무소를 거점 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전남 장성, 충북 단양, 전북 완
주, 경북 칠곡 등)
: 군 지역의 민간 자원 부족과 공공 역할의 상대적 비중이 큰 특성을 고려하
면 읍면사무소를 지정하여 거점형태로 활용하는 공공영역의 주도적 관리
가 긍정적인 효과 발휘
2안) 관내 민간기관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
○ 분소에서 담당할 통합사례관리 업무
- 대상자 접수, 욕구조사,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사례회의 개최,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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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농촌지역은 사례관리를 공공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지역 주민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가 ?
* 여기서 말하는 통합사례관리란 ?
*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주체로 공공이 적합한가 ? 농촌지역에서는 ?
*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까 ?
권역별 분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 분소를 둔다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 권역별 분소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서 1단계를 더
거침으로써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
*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어느 지점에 서비스 개입이 들어가야 할까 ?
시·군-(권역)-읍·면 사이, 읍·면-(리)-주민 사이

366
3. 읍면 지역 복지기능 강화 방안(p.325)
○ 읍사무소: 동 통합형 적용(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모형)
- 군 지역 읍의 인구, 복지대상자, 복지자원(시설 및 인력) 집중
: 읍 지역은 도시 지역의 동에 비해 인구와 자원은 부족(혹은 비슷)하지만
시 및 구의 동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모형이 적용 가능한 읍 지역에서는 보건업무를 함
께 포함하여 사업 수행
*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모형(p.262-270)
① 기능보강형: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해 복지기능 강화
② 통합형: 동 주민센터 2-3개를 통합(인구 4만 명 이상)하고,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새로운 센터를 설치, 행정과 복지업무 병행
③ 거점형: 동 주민센터 2-3개소(인구 4만 명 이상)의 별도 기관을 설치, 복
지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복지업무만 전담
④ 부분거점형: 시·구에 4개 내외의 권역센터(인구 7만 명 규모)를 설치하
여, 통합사례관리와 지역복지지원 업무를 전담 운영.
○ 면사무소
1안) 군 희망복지지원단 강화에 따라 면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현행 유지
: 복지직과 행정직이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업무를 배치
해야 함
2안)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면사무소의 초기상담 강화 및 방문서비스
(사례관리)업무 부여
질
문

읍면사무소에 복지직을 추가 배치하면 문제가 해소되는가? 면사무소에서 추가 인력 배
치로 방문서비스가 가능한가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팀과 읍면사무소 복지직의 방문서비스 업무와의 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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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보완
- 읍면의 초기상담 강화를 위해서 읍면 복지담당의 사례발굴을 위한 노력과
방문서비스(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이동성에 대한 지원 필요
- 군 지역 희망복지지원단 및 분소에 차량이나 차량유지비 지원 필요→ 많
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고려됨
* 1단계: 차량 및 유지비용을 동시 지원하는 곳과 유지비용만을 우선 지
원하는 것을 검토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하고 대중교통 운영이 어려운 지역 등을 대상으
로 차량 및 유지비용 지원, 유지비용은 농어촌 군의 읍면과 희망복지지
원단 공무원과 관련자에게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에 따른 유류비 및 관
련 비용을 주 또는 월 기준으로 지급
* 2단계: 재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여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차량 및 유지비용 지원 재원은 지자체 예산보다는
국비를 기준으로 해야 함. 농특세에서 확보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제공
하는 방안 제안
→ 차량 및 유지비용 지원이 접근성 보완으로 충분한가?
○ 민·관 협력
- 농어촌 지역 이장 및 부녀회장 등 ‘리’ 단위 가용인력의 확보 및 교육(강
원 횡성군, 전남 신안군)
- 군 지역 공공기관 간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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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해 지역복지협의체와 달리 희망복지지원단
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공공기관들이 모일 수 있는 기구 및 회의를 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함.
· 현재 농어촌에 주류를 이루지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농협 및 수협의 관련 복지업무 등이 지역주민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수혜대상의 범위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
·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간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복
지협의체에 농‧수협 직원 적극 참여 유도를 통해 부족한 복지자원(인력
및 재원)을 농어촌 주민을 위해 활용하도록 협조하는 방안 검토
→ 이러한 일은 지역에서 누가 해야 하는가?
즉 민관 협력의 주체, 구심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하고, 협력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
분에 대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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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형 외(2014).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p.98~111)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도 읍·면 이하에
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달체계가 주민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로부터 보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첫째,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을 1차 지원체계로
구축한다.
둘째, 읍·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욕구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2차
지원체계 역할을 담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시·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메워주는 3차 지원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로 참
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나 시·도 차원에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고, 교육 및 슈퍼비전을
강화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1) 읍·면 단위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1차 지원체계
①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 전환
- 복지업무에 행정직 투입
- 복지직은 지역사회조직 등의 역할
②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복지인력만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읍면사무소 복지직은 최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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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일상생활이 공유되는 읍면 단위에서 돌
봄 체계 구축 필요
- 통합적이고 전문성 있은 찾아가는 서비스(서비스의 질)
2) 읍·면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 2차-3차 지원체계
*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 대상자 집단을 크게 셋으로 구분(p.47)
① 통합사례관리에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② 통합사례관리에서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중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이 되지 못하여 문제가 반복되는
대상자
③ 서비스 이용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해 통합사례관리에서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없는 대상자
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 광역 시·도
- 농촌지역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이원화 및 광역 슈퍼바이저 배치
· 이동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 추가, 독립된 서비스로서 실적
인정
· 전문성 있는 인력을 광역 단위에서 배치
- 농촌지역 서비스 인프라 구축
·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부족
· 지역 내에서 상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필요시 연계 가능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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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이용 빈도

소득활동 보장 (사회적 일자리 )

多

- 일상생활지원 (돌봄 , 보건 , 주거 , 식생활 등 )
- 치료 ·재활 등의 전문서비스
위기개입 (가정폭력 , 성폭력 , 학대나 방임의 문제 )

小

②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 시·군, 읍·면
* 하나,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수급자 탈락, 미등록 장애인이나 돌봄서비스
가 필요한 65세 미만 연소노인 등
둘,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방문보건,
보건지소/진료소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주체가 제공하는 과정에서 누락,
혹은 중복이라는 이유로 서비스가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경우 등
- 민간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1개 이상 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금 형태로 지원
* 공공의 자격 심사를 걸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
가 있는 주민을 기관에서 사회복지기관(사)의 판단 하에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 기획 및 제공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임
- 통합사례관리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
③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
- 지역에 따라 생활권으로 묶이는 권역이 달라서 하나의 모형으로 구축할
수 없음
3)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 참여
① 경제활동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② 마을 공동체 회복/강화
③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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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정부나 시·도의 지원 필요
-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어야 함.
그림 5-1.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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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농촌의 복지를 위한 제안

6.1. 농촌의 복지를 위한 제안 : 공공분야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참여자(가나다순): 김영란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준 /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대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미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민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FGI 참여자: A (여) / 만 49세 / ○○군청 사회복지실 희망복지팀장
B (남) / 만 38세 / ○○군청 주민복지과 총괄기획부
C (남) / 만 47세 / ○○군 ○○면 사회복지직
D (남) / 만 54세 / ○○군 ○○면
일시: 2015년 10월 23일. 금. 오전 10시 ~
장소: 대전 KTX 회의실
녹음・녹취: 박지연·김하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란: 저희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은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영란입니다. 진행은 맡았는데 좀 일찍 와서 (웃
음) 인사도 드리고 분위기도 풀어야 되는데 대전역 근처에 골목을
돌다가 지금 왔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는 농촌경제연구원
2015 미래농정포럼에서 농촌분과 복지소위원회입니다. 농촌분과에
는 지역개발소위원회와 복지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농
촌의 복지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미래농정포럼이 작년에
도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복지소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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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은 사실 농어촌 삶의 질 계획을 함께 수립했던 팀이고, 그
것을 하는 동안에 농촌복지의 중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안에
농촌복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현실이나 한계점을 공유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포럼이라는 기회를 통해 우리 나름대로 농촌복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직적인 사
회복지를 공유하는 전문가들의 바램이기도 하고, 아마 각자 자기 인
생에서 자기 직업을 더 잘 해보고 싶은 바램이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농촌복지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
향으로 포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끝나고 나면
농촌복지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4차례의 모임을 했습니다. 첫 번 포럼에서 농촌복지
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후 농촌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
다.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종착지
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여정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가
장 핵심에 계시고 어쩌면 마지막 단계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 현실이 반영된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완성하고
싶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의견이나 생각은 접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고, 저희가 아직 이해 못하고 있는 것, 혼란스러운 것,
아예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1시간 반 정도
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도 모자란 말들인데 시간의 제
약이 있어서 조금 요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논의 주제(참고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몇 가지 생각 해봤는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 이런 자리
가 있다면 하고 싶었던 말씀을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런 가운데 저희가 질문도 하면서 진행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에

375
앞서서 선생님들 각자가 지금 무슨 역할을 담당했거나, 전에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자
기소개를 약간 해주시면서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희망복지지원단 역할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 군청에서 오신 A선생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좀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자료]
논의 주제
1. 2012년부터 3년 넘게 운영해 온 현 시점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점검
- 사례관리에 집중(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과연 가능한가?)
-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사회 내 gatekeeper 역할, 민간은 전문적 사례관리?
2.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분소의 필요성 및 역할
- 접근성 강환 vs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읍면 단위에서 사회복지 기능 강화 vs 군청 차원에서 기능 확대
예) 분소의 형태 및 기능을 다음과 같이 하면 현실성이 있나?
현실적으로 읍면에 인력 보강이 쉽지 않고, 1~2명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는 제기능을 수
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부 인력 보강으로 현재 체계에서 군 단위의 사회복지직
중에서 경력자를 ‘읍면복지지원팀’(가칭)에 배치하여 3~4개 읍면을 전담하도록 함. 읍면
사무소 행정에서 분리하여 지역사회조직 등 사회복지실천 본연의 업무 수행.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분리
3. 민간과 공공의 역할
-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민과 관의 역할
- 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 vs 공공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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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광역 시도 차원에서 전문 슈퍼바이저 운영
- 수퍼바이저로 은퇴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인력 활용

A

: ○○ 군청 사회복지실의 희망복지팀장 A이구요. 저는 이거를 받아
보는 순간 첫 번째 의문은 이것을 왜 하고 계실까? 이 연구, 여기
에서 이걸 왜 하고 계실까 하는 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를
좀 현실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막
연했었어요.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라든지 점검, 사례관리 집중,
gatekeeper 역할이라든지 뭐 전문 사례관리 이런 걸 쓰셨는데. 2012
년도 희망복지지원단 할 때부터 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기본적으
로는 시·군·구에 인력보충을 해주고, 그 인력을 가지고 새로 사례관
리를 공공에서 해 봐라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시청 모형이나 중
소도시나 분청 모형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다 달랐어요. 그래서
뭐 과가 생기는 데도 있고, 아니면 희망복지 안에 사례관리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나눠줘야 되는 데가 있고, 군 지역 모형 같은 경우에
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 연계팀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바꿔서 하는
3가지 모형이 복지부에서 제시됐을 때, 저희는 군지역이니까, 인구
5만 7천밖에 안 되는 작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서비스
연계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라고 해서 제가 1월 9일자로 서비스
연계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4월, 5월에 희망복지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중앙부처에서 인력을
보충해서 지원을 해줬지만 그게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퍼지면
서 당연히 인력이 보충이 안됐어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라는 걸 하
라고 하는데 기존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 2010년부터 있기는
있었지만, 이 친구들을 컨트롤 해가면서 공공에서 하는 사례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1월 9일자 발령이 나서 그런지 뭘 해야 하는지
막연했고요.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직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인력들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이게
맞는지 의문이 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희망복지팀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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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특성별로 욕구
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연결을 해 주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될 때는
우리끼리 지나가는 이야기로 아무데나 없으면 무조건 “희망 쪽, 서
비스 연계 쪽, 너 네가 해결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 이게 이렇
게 해야 되나? 노숙자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집이 없다고 하면은
“희망 니네가 어떻게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다 해야 되나? 그래서 책을 보면 교수님들이 제
시한 단어를 가지고 지침을 만든 것처럼 굉장히 난해했고요.
제가 2012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취약계층 사례관리에 대해
민간 복지관 선생님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3개년 동안 연구한 게 있
었어요. 김승권 박사님이 책임연구자였는데, 저희가 어떻게 후발주
자로 참여하게 됐었어요. 그 때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배
웠던 것 같아요. 거기 참여를 하면서 사례관리모형을, 사례관리는
처음에 intake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어떻
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회복지 민간기관이나 공공에서 각각 5케이
스 정도를 추출해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가
져다가 아마 2013년도인가에 책자로 냈어요. 예. 그 과정에 참여를
했을 때 조금 배운 게 있었는데...
학계나 이런 데서는 사례관리를 공공에서 하면서 민간 것 뺏어오
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례관리 개념이 없어요. 나중에 2008년,
2009년도에 복지마을이 생기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생기
고 복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떴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나름대로 대상자를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의 팀장님을 모셔다가
배웠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해서 배웠
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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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음
A

: 이미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관공서에
요구하는 첫 번째는 무조건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즉 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관공서에 요구하기 때
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니 네가 해, 그럼 우린 안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경제적
인 지원 이런 거, 긴급복지라든지, 공동모금회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지원만 하고 끝낼게”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대부
분의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요. 집수리. 엊그제 출장
나오기 전에도 누군가가 집수리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했나 봐요.
우리 집수리 언제 해주냐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돌고, 돌
고, 돌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희망 니 네가 이거 받아” 해가지고 받
은 거예요. 집수리 하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민원이 계속 전화를 하
니까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받고 독박을 쓰는 거죠. 욕은 욕
대로 얻어먹으면서. 저희도 항상 어떤 기금이 있다하면은 집수리 해
주죠. 뭐 집을 지어주는 것은 어렵더라도 수리해주는 비용은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있죠.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자활 쪽
이나 기초 쪽에 주거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
을 해가지고 집을 고쳐주자고 해서 나름대로 발로 뛰어서 삼성이라
든지 건축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자원을 연결을 해서 5채 정도 돈
많이 드는 수리, 1,000만 원 이상 드는 수리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
고 있어요.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희망복지지원단에 향한 욕구
가 커지고, “이런 거 니네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데 군지
역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언제까지...[해
야 하나] 제가 지금 따지만 3년이 넘었잖아요. 4년 차잖아요. 내가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예산은 없는데.
제가 어제 복지부 지역복지전국대회를 하고 왔는데 지역복지 과장
님 말씀이 “공공자원이 부족하니까 민간협력 쪽으로 지역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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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넘어가야 된다. 민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된다”해서. 저희가 또
공교롭게 작년부터 민간협력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
공자원 부족한 것을 민간에서 끌어다 쓰다 보니까 중간에서 희망복
지지원단이나 공무원들이, 공공에서 부족한 자원들을 민간에서 끌
어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직원이랑 저랑 느껴진
게 “너랑 나랑 세일즈맨이냐? 어디 가서 이렇게 구걸을 해야 되
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작년 민간협력 시범사업 하면서부터 올해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가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시·군·구 중심이 아니라 읍·면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군·구 중심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읍·면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가? 이게 있죠. 복지부에서 “올해 인력 추가로 2015년에
서 2017년까지 6,000명 충원해주니까 그걸로 해라” 하지만, 지자체
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 흩어진다는 것. 기존에 시·군·구에
있는 행정직들 다 빼고 사회복지직으로 다 채우는데 복지부는 “인
력을 늘려주는데 너네 왜 여기서 이걸 못하냐?” 또 읍·면 같은 경
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니네 군청에서 하던 걸 왜 읍·면으로 내
려 보내려고 하냐?” 이런 반발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지만, “너네[읍·면·동]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만. [읍·
면·동에서는] “나 혼자 있는데 이거 못한다”. ……. 그니까 뭐 어제
복지부 과장님 말씀은, “사례관리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지금 재원적으로 [어렵고]. 동 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재
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사례관리사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 하시 길래 어~ 진짜 약간
배반감을 느끼는 건 있었거든요. 이제 4년차, 5년차 되니까 시·군·
구에서 하던 사례관리를 읍·면까지 내려가서 하라는 것을 아직 모
르겠어요. 시 지역은 받아들이기가 쉬운지 몰라도 군청 같은 경우는
막연하고, 군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도 연계를, 사례관
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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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가 사례관리하면서 어려웠던 게 평가인데, “니네가 이걸 자원
을 가져다가 대상자에게 연결해 준걸로 니네가 끝내는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사후 평가라고 해야 되나?
김영란: 사후관리?
A

: 네. 사후관리에 있어서. 단순히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
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복지부에서도 평가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이건 뭐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우먼이 돼야 되
나, 박사가 돼야 되나, 하는 약간의……. 제가 3년 넘게 그런 걸 하
면서 약간 제가 좀……. 그래서 이 업무를 회전시켜 줘야 된다고 생
각하죠. [희망복지] 하다가 7월 달에 내려가신 선생님이 있으신데
제게는 굉장히 부러운 (웃음) 케이스구요.

김영란: 순환이 필요할 거 같네요.
A

: 네. 회전도 필요해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하던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고 하죠. 제가 자원을 찾다 보면,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되어서
끌어오는 자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영란: 그렇죠.
A : 안면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는 것과 순환시켜
주는 것의 장단점이 있어요.
김영란: 안면까지도 인수인계 해야겠네요.
(웃음)
A

: 안면을 이야기하니까는 생각나는 사례가 있네요. 대우증권에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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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년 전인가 1억인가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안면이 통해서 1억을
받았어요. 근데 안면이 있었던 담당자가 바뀌니까 자원이 연결이 안
되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자체의 공적 자원이 아니라 일반 기업 같은
민간 자원들을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우
리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은 교육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니까 교육 강사 찾다가 제가 오죽 답
답했으면 작년에는 한 교수님을 지정해서 교수님이 그냥 10번 하시
라고. 상담, 사례관리 선생님들과 읍·면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을까 물으니 이야기치료라는 자격증을 따자고 해서 그렇게
10회를 운영하면서 자격을 딸 수 있게 했죠. 그러나 군 지역에서는
교육까진 아니어도 뭔가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하려고 해도 거리가
있으니까 강사도 잘 안 오시고. 또 교육은 해야 되고. 뭔가 자원은
연결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밖에 있는 것 끌어와야 되고. 아 희망복
지지원단이 이런 걸 계속적으로 이어져가기에는 소진되는 것이 있
죠.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사람도 풀어주는 게 있어야 하
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첫 번째 주제랑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웃음) 제가 그냥 한 3년 동안 희망복지지원단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김영란: 예. (웃음)
A :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할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웃음)
김영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희망복지지원단이 희망은 둘째고 하는 일에
대한 지원만 하면 되는 것처럼 자원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사례서
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지를 management하시는, 군에서 아주 중
추적인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 사정
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뭐 익히 알고 있
었지만(웃음) 더 와 닿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여자들을 보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382
(대답 없음)
김영란: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존재 가치
가 있는 건가요?
A :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순간순간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김영란: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군의 형편상 맞나요? 누군가
가 군에서 콘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면, 희망복지지원단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A :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가 여러 가지를 가져다
가 모아서 연결을 해줘야 하는 일이다보니까 저희 사회복지실에 6
개의 팀이 있는데 희망복지지원팀이 2순위에요. 어디를 가든 기획이
나 정책 팀이 있으니까. 서로 누가 해야 하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획팀과 우리가 조금씩 부딪치는 게 있는 거예요. 일례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지역복지계획은 주무 팀에서 해요. 근데
보장협의체 관련된 모든 것은 저희 팀에서 하는 거예요. 2012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생길 때 복지부 매뉴얼에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는 순진해가지고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업
무 받아오고 지역복지계획만 주무 팀에 남겨놓았는데, 작년에 이것
을 네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왜냐면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
로 회의가 있는데 대표협의체 임원들 불러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
게 좀 협조라든지가 잘 안되고. 희망복지지원단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은 이렇게 각 팀마다 나눠질 수 있는 업무들이잖아요?
김영란: 그래서 콘트롤타워라고 저도 생각해요.
A

: 네. 콘트롤타워라고 이야기 하는데, 나눠줄 수도 있는 면에서 보면
콘트롤타워처럼 다 잡고 할 수 있는데.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게
틀린 것 같아요. 누가 하냐에 따라서... 제가 2012년 1월 달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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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전에는 행정직 팀장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행정직 팀장님이
니까 복지에 대해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 조금 약했던 거죠. 근
데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직인 제가 오니까 “이거 니네가 다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힘들긴 한
데....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있어야죠.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면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김영란: 다른 선생님들은 각자 자기 일들에서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일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B

: ○○군 주민복지과에 있는 B입니다. 앞에서 희망복지지원단 팀장님
께서 애로점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상당히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
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팀들도 애로점이 있는가?
분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기획부에 있다 보니까.

김영란: 아, 기획부 (웃음)
(웃음)
B

: 예. 분명히 [희망복지지원단과] 겹칩니다.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콘트롤타워
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과내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봤을 때 이게 3년이란 시
간이 지났고 희망복지지원단이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지만, 이 부
분에 대해 아직까지 정립이 미흡한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부분이
나 쉽게 말하면 사례관리나 모금이나 그게 아니면 또 기획계와 타
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
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업무가 오
면 저희 기획계에서는 총괄부서이다 보니 그 업무가 어디로 가는
게 제일 편할까? 빠를까? 이걸 우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돌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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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다 아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희망복지지원
단에 업무를 배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업무가
돌아가니까. 희망복지지원단 분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
요.
1번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000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사례관리 관련해서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뽑아서 본청에 배치를 하고 새롭게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연구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저희 사회복
지행정연구회의 간부들하고 몇 차례 토론을 했었어요. 이게 현실적
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저희도 토론에 참여 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
저희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냐? 분
명히. 관 주도로 사례관리가 과연 되겠느냐? 사례관리가 어차피 개
인 대 개인을 만나야 되고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에서 과
연 어디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는 정부가 그 쪽 방향을 맞춰놓고 갔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의 결과
도 ‘가능하다’라는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웃음)
B

: 그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어
이건 아니다. 바꾸자. 차라리 관이 아니라 민간에다 사례관리의 힘
을 실어주자”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저희 의견이] 접목이 된 부
분도 있지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또 저희가 지금 와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
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든지 한 번쯤 점검을 다시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 단위는, 즉
자원이 풍부한 곳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풍부해서 인력만
있으면 사례관리를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뭐 물적 자원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근데 농촌지역 같은 경
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례관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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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연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물적 자원 뭔가 하나 만들어 내면 이게 보도가 되고.....
김영란: 잘했다고.
B

: 그게 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뭘 하나를 더 가져와야 되고, 알려야 되고.... 사례관리
는 뒤쪽으로 밀려나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죠. 오기 전에 제
가 사례관리 하고 계시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떠냐고. 쉽게 말해
서 모금과 사례관리 비중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까 사례관리가
적다라고 단연코 이야기 합니다. 또 부담 자체도 사례관리가 더 부
담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김영란: (놀람)
박대식: (웃음)
B : 예, 자원 연계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앞에서 팀장님
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
다. 시군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
니다.
C

: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죠.
○○군에서 왔습니다. 군에서 근무하다가 7월 달에 면으로 갔습니
다. 사례관리 부분들이 사실상 성과가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사례관
리자분들도 지치기 쉽고, 그 다음에 관리자, 공무원들도 굉장히 지
치기 쉬운 분들입니다. 왜냐면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침이 6개월 이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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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리를 완료하라고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물론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다시 재... 뭐 수정해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자료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내용이 거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연계로는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 주지 못합니다. 1년, 2년, 아니 10년이 지나
도. 문제는 돌아가셔야 해결이 됩니다.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
면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단순합니다. 병원에 갔다가 다시 또 나
옵니다. 결론은 사망을 해야지만 사례가 끝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
서 어떤 성과를 보여 줄 것이냐? 사실 고민이 됩니다. 서비스만 투
입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 면은 이게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투여를 하다 보면 일종의
'복지병'이라는 것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개
입을 한다고, 예를 들어 교수님한테 슈퍼비전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
결을 합니까? 안됩니다,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성을 기본
적으로 고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니
까. 상부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는 주는데, 처음에는 아 그래 뭔가
를 하고 있구나. 잘 하는데 가면 갈수록 똑같네? 작년에 왔던 대상
자 아니야? 작년에 해 줬다면서.... ?” 이렇게 나옵니다. 할 말이 없
습니다, 할 말이. 그렇다보니까 자꾸 희망복지지원단은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
는
에
면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의 태동 자체가 개인 서비스라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희망복지지원단의 서비스 연계팀이 군
없을 때, 각 읍·면 직원들 한 명이 담당하던 일이었습니다. 왜냐
농촌에서 봤을 때 읍·면 직원들이 사람들을 알아서 이 집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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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데 해줘야 된다. 왜? 돈이 없으니까. 단체에게, 원래 연말에
뭐 있잖아요, 이 집에 좀 해줍시다. 이렇게 하던 게 지금도 조직화
되어서, 이게 괜찮다 해서,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타
이틀을 건 거에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근
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과거의 서비스 연계 했
던 부분들을 더 조직화해서 하고 있는 상황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좀 나아진 것은 단지 그 때는 면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군에
서 하니까 자원 발굴이 좀 더 용이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또는 그쪽에서 찾아오고요. 저희들
도 2년 전에 그걸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원
봉사센터 너희 뭐 해라”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가장 필요한 것이 집
수리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이거든요. 농촌에서는 가장 힘든
게 경제적인 부분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집수리, 접근성 문제, 그 다
음에 아동에 대한 교육, 다문화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
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노인문제도 많지만 그
런 문제들에서 접근성을 고려하고요. 집수리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
급가구 집수리가 연 초에 계획됩니다. 연 초에 계획돼서 3월 달에
모든 계획이 끝이 나서 하반기까지 그걸로 갑니다. 중간에 누가 변
동사항이 한 1%정도 있을까.... 그것이 5%정도 있어야 이제 바꿔 주
는데 그것도 제약 요건들이 많습니다. 자기 집이어야 되고, 전체 무
료 임대차여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만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집만 비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어떤 주거급여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한테 말 해보라고 하지만 월 5만원 세 주는데,
1년에 쌀 한가마 세 주는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누가 몇 백
만원 들여서 집 고쳐주겠습니까? 사실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관리 했었으니까 설득했어
요. 군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집수리 전문 봉사단 만들라고요. 그리
고 해 보자. 그리고 처음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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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료만 사라. 느그 봉사 아이가?”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
있으면 웬만한 집 한 채는 다 지어 냅니다. 단지 돈이 안 되죠.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희생을 강요해야 되고. 그런데 군이라는 타이틀
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모집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아까 B 선생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사례관리가 관에서 해
야 되냐? 민에서 해야 되냐? 사실 이거 뜨거운 감자거든요. (웃음)
이거는 사례관리를 관에서 하려면 그 자원부분이라든지 연계되기는
참 쉬운데, 실질 전문적인 부분들이 어렵죠. 지금 현재는 관에서 [자
원]개발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나아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전통적인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신력.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공부분에서 말하기가 좀 나아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나 이
런 민간기관에서는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나 좀 더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아진다고 가정
은 하지만 아까 최초의 말씀드렸던 ‘과연 문제가 해결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하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건,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진짜 잡동사니입니
다. 잡동사니고. 처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런 부분들이 불과 3년 만에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소진이 많이 됩
니다. 왜? 업무적인 부담감, 처음에 상부에서 가졌던 기대감들. 그리
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 계층별 맞춤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등 맞춤형이라는 게 워낙 많아서 지금 뭐 다 끼워 붙이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맞춤형이잖아요. 1 대 1로 사례관리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참 발전은 없고, 보여 지는 건 없고, 가끔씩 언론에 그냥 신문
몇 장 내고. 아이고, 어디 자원 1,000만 원짜리 꺼내 와서 연계 했다
는 것 외에는... 근데 집수리 한다고 그게 계속 되는 것도 아니거든
요. 그런 의미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힘이 자꾸 빠지는 것 같습니
다.
A

: 복지부도 희망복지지원단에 요구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짜증나게

389
많아요.
(웃음)
A

: 그게 작년에 송파 세 모녀 이후로 더 그래요. 아실 거예요, 송파 세
모녀 이후에 지자체에 공문이 떨어졌는데요. 그 공문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핑퐁을 튀겼어요. 말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는 거죠. 사각지대
를 발굴하고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주무부처에서는
뭐 하고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대부분 희
망복지지원단에서 해야 될 것들 이죠. 왜냐하면 희망복지지원단에
긴급복지업무나 공동모금회나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김영란: 음.
A

: 당연히 이제 사례를 발굴하면 발굴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데 국가에서 못 주니까 “희망복지지원단 니네가 찾아서 줘라”. 그러
니까 주된 업무는 이게 “니네 거니까 니네가 가라”고 하고서는, 뭐
회의에 부르면은, 저도 작년에 주무팀장과 서로 핑퐁 치면서 “네가
가라, 내가 가라, 내가 안 간다. 뭐 네가 가라” 이랬거든요. 왔다 갔
다 했거든요. 결국은 “그럼 둘이 같이 가자”해서 같이 회의를 참석
한 적이 있어요.

(웃음)
A

: 한 번 그렇게 신생 공문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핑퐁을 치다가 만
약에 제가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턴 거기로 온 것 우리가 다 받아
야 되요. 이거를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닌데. 너무 이제 사각지대 발
굴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업무가]어디 갈 데는 없죠. 근데 어디
갈 데 없는 것은 주무계에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각지대 발굴
하라고 하고, 이거 자원을 니네가 끌어다가 연결을 해 주라고, 그리
고 이것을 숫자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니네 몇 명 발굴했고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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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했지?” 라고. 그리고 행복e음에다 항상 등록을 하고, 그걸
또 230개 지자체별로 거의 줄 세우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처럼 저희는 진정한 사례관리가 아닌, 자원을 끌어다가 연계해 주
는 이런 역할로 변질돼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D

: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런 경험들이 똑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신 선생님들 말씀을 반복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복지 컨트롤타워로
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게 잘 안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생각
을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인식의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하
고 있어요. 서로 다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내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하고 그 외의 부서, 그 다음에 읍·면, 각각 다 따로
따로의 사례관리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하고 민하고도 인식차이가 굉장히 크
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에
서의 업무들이 타 부서에서, 아까 말씀했던 기획부서하고 중첩되는
부분들 때문에 업무가 왔다, 갔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희
망복지지원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기획부서의 기획 업무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컨트롤타워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인식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희망복지지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처음에 여담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나왔는데,
사실 2010년부터 민생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다음 해
부터 사례관리가 조금씩, 조금씩 관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단 말이
에요. 그러면서 매년 이 제도의 내역과 형식이 바뀌어왔다는 거예
요.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은 희망복지지원단대로 계속 바뀌는 업
무에 적응을 해야 되고, 다른 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 업
무 아니니까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죠. 그런

391
부분이 희망복지지원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가지가 아
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가 중
요하죠, 중요한데. 제도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복지전달체계에
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관을 통해 자원을 묶어 내고 하는 그런 역
할들을 하라고 내려 보냈지만 방금 말했듯이 매년 제도가 바뀌어서
정착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제도가 나와서 계속 적응만 하는 기간
밖에 안 됐다는 거죠, 3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
각 했을 때에 현재로서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없
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들이 좀 제거가 된다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에는 뭐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복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가운데 거리의 문제
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시·군마다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는 조금씩
다르긴 해요. 권역별로 배치하는 데도 있고, 본청에다만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만 있어
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읍·면에 출장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스트레스도 많아요. 또 본
청에서는 본연의 업무 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수시로 막
떨어져요. 특히 행사준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업
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의 행사라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 출장, 사례관리 상담 가야되니까
출장 가야된다” 이건 용납이 안 되죠. 이거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그
런 후 나머지 시간을 자기 알아서 활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단 말
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례관리자가 대상자에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접근을 했더라도 빨리빨리 속결을 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죠, 시간
이 딸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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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도, 자룔를 읽어보니까 지난번 포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매뉴얼 자체가 충분히 여유를
두고 대상자의 이야기를 사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
죠. 그런 부분들이 거리문제하고 관련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 다음이 대상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자원동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본청에서 자원을 모으는 것을 보면 대개 군 단위의
단체를 통해서, 군 단위의 기관을 통해서 동원하거든요. 그러나 실
제로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사정을 해 놓
고 보면 공식적인 자원보다는 비공식적인 자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번 대상자에 따라서 그 자원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려고 보
면, 예를 들어서 읍에 대상자에게 연결할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
람들이 다 대상자가 있는 타 면에 가서 봉사를 해 줄 수 있냐고 물
어 봤을 때... 이건 또 애로사항이 됩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복지부도 현재 그런 전달체계의 실천과 관련된 중심
역할을 읍·면에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작년부터 이미
그런 쪽으로 지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요. 실제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단위에서 사회복지 실천
과 관련된 역할이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봤을 때, 지금
한 20년 정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공공분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
는데 행정가, 정책가, 뭐 이런 역할들만 해왔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
복지 분야에 있어서 실천적인 역량을 발휘해 보거나 이런 일을 해
보거나 하는 게 미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관리 업무가 들어오
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킨다하고 뭐 어짜고, 어짜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을
관 주도 하에 네트워크화 시켜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될 수 있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은 맞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희망복지지원
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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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정리해서 보면, 컨트롤타워가 지역에 있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읍·
면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작동들이 필요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 것 같
은데요. 주제를 바꾸어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특히 농
촌에서 활동하신 것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가 보기에는 질문 2번, 3번, 4번을 아우르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
희들 생각에는 지금의 구조까지 바꾸어야 농촌에서 하고 싶은 실천
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안부 체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은 아
닌지, 복지사무소 같은 조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면 어떤지, 업무를 합친다기보다 공간이라도 함께 하
는 것이 나은지, 즉 공간적이거나 업무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아무
구애받지 마시고 원하는 바를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형준: 꼭 사례관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이든지요.
B : 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먼저....
김영란: 네! 대통령이 되면?
(웃음)
B

: 보건하고 복지하고 분리시키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밑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잖아요? 복
지하고 보건소를 합쳐서 그 안에서 복지사무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밑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복지
가 신생이지 않습니까? 보건은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을 잡아왔었
고, 그 안에 복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보건 쪽하고 연계가 거의 안 됩니다. 보건 쪽이 복지를
더 먹었으면 먹었지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절
대 아닌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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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소 부분도 많이 논의해 온 것으로, 제가 공공에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를 들어 왔었고, 들어오고 나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
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된지 얼만 안 된 제가 생각해도 복지사무소
는 좀 어렵지 않나.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나. ... 왜냐하면 행정 조
직 라인이라든지 인력 라인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얽히
고 설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사무소 하나만 떼어가지
고 복지를 위해서 일종의 분소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주겠다는 것
은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
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모든 복지직들이 생
각하는 건데, 상부에서는 늘상 정책적인 부분들에 많은 변화를 제
시하는데 밑에서는 그것을 따라가기가 버거운게 현실입니다. 그러
니까 자꾸 뭔가를 개발해내고 조직을 구조화하고 바꿔내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미 다른 것들을 준비해서 “해
라, 해라” 강요식으로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정적으로 분소 역할에 사례관리를
접목시켜 이야기를 하자면 분소는 분명히 본청 내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읍면 쪽에 기존의 사례관리사
들을 확대배치를 하고, 또 복지관, 즉 민간 쪽에 영향을 두어서 서
로 간에 연계가 되도록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
역에서 모든 것들을 군 본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화가 걸
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력을 밖으로 빼서
외부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복지관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해서 사회복지사
업법 시행령을 한 번 봤어요. 사회복지사업법 23조에 보면 사회복
지관의 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례관리 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 복지, 뭐 복지, 뭐 복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다른 시설
들이 없었을 때는 복지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각 개인별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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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도 각 군별로 다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도
각각 다 있어요. 각 부분별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렇다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들이 축소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역할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
다면, 복지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 부분
까지 생각해서 사례관리를 한번쯤 부각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
나. 왜냐하면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성보다 존재감도 점점
약해지는 상황에서 어차피 유지는 시켜야 된다면 어떤 형태로 유
지시킬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에게 지역과 연계한 사
례관리를 하는 역할을 부여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완: 앞서 보건복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양평이나 남양주 같은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를 통합해서 성공사례로 이야기가 되
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B

: 아니요. 잘못됐다 라고는 할 수 없죠. 그쪽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떻
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을 못 드리는데, 공공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분들[보건 실무자]과 같이 일을 해 본 결과 그
렇더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죠.

김태완: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보건복지연계는 다른 지역에서는 힘들고 무리
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또 하나 여쭤보면, 농촌에서는 지금 복지관
을 이것저것 다 만드는 것 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만들어
두고 노인도 도와드리고 장애인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복합기능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B

: 근데 이미 복지관들은 다 개별적으로 생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인 부분은 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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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만 종합복지관이 최초에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야별로 다 흩어진 상태에서 종합복지관이 세워진다면, 그 많은 양
들의 일들을, 왜냐면 지속적으로 업무를 확대시켜나갔기 때문에, 가
닥치지 않는 한 다시 합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과] 만
약 공존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벌써 라포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
에 굳이 새로운 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서비스에 따라서 여기
는 이거 준다더라하면 찾아갈지는 몰라도.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복지사무소 이야기 부분에 대해 제 말씀을 드
리면, 물론 성공사례가 있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이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
다. 근데 저도 아까 B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지
금 우리가 조직 내에서 별도 분소로 나간다는 것은 조직과 멀어지
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군청에 사무소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농촌기술센터, 보건소, 뭐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일반 읍·면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사실,
이게[교류가/화합이] 안 됩니다. 기술센터에 30년을 근무했지만 그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에게는 “어? 이 사람 누구야?
부모 돌아가셨다는데 누구야? 조직도에서 이 사람 본 것 같긴 한
데”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읍·면 보건
소 지소에 다녀가면서 서로 소통이 있어야 “아~ 그래. 옛날에 나하
고 같이 근무 했지” 하고 알지. 업무적으로 방문보건팀과 연계되는
일 외에는 사실상 단절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체 조직에
서는 “아, 얘들은 얘들이야” 라고, 예를 들면 복지사무소 같은 경우
에는 “얘들은 얘들이야. 너들끼리 하는 거야. 우리가 굳이 얘들끼
리 있는데 왜 해줘야 해? 협조를 왜 해줘야해?” 일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면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 갈수록 거리는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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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의 복지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떼러 와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
고, 또는 그 사람들한테 부축을 한 번을 더 하더라도 방문했을 때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 봤을 때는 별도의 사무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사례관리의 분소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
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복지
계획이 작년에는 기획팀에 있다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 집필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은 좀
땅이 넓습니다. 땅콩형태로 되어 있어서 생활권이 크게 2개로 나누
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하기도, 사례관리를 군에, 읍에
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쪽 중심지에도 하나 해야된다고 보죠. 왜냐
하면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동질성도
좀 다릅니다. 자원측면에서도 10키로, 30키로, 40키로 떨어져있는
데, 면에 도움을 주는 것 보다 내 가까이 10키로 이내 범위에 있는
곳에 대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게 더 쉽고, 또 거기에 살거나 해서
공동체의식을 더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발굴이나 접근성
문제, 군청과 길게는 한 시간 가까이 거리 왕래를 해야 하기 때문
에 사실상 사례관리사가 너무 많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소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걱정입니다.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실행하려고 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면은 아까 그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
는 게 없더라는 거죠. 뭔가 성공 케이스들이……. 작년에 왔던 사
람들이 또 반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게 만들어서, 지금
추진동력을 잃고 있는 상태고 프레스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
금 복지부는 보여주기 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연구원분들 계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면사무소
가 있습니다. 이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누구보다 친밀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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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까지도 다 압니다.
김영란: 그렇죠.
C

: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6~70%입니다. 요즘은 뭐 서로 왕래가 되고 뭐 새로 젊은 사람들
들어오고 합니다만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 사람들이 몰
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도 문제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예사건 이런
것들. 왜냐면은 “아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살아 왔어”라
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쟤는 원래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면에 갖고 왔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시겠지만 시설 보내면 끝입니다. 그게 복지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이웃과 같이 살아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
만……,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괜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
만은. (웃음)

(웃음)
C

: 실질적으로 인식의 문제이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서 복지 이장제도, 또 뭡니까, 뭐 그 무슨 위원회 만들고, 경찰하고,
우체국하고, 수도사업소와 MOU 체결하고……. 그런 사람보다 이장
이 더 잘 압니다. 동장이 더 잘 알아요.

김영란: 그럼요.
C

: 예. 단지 인식의 차이인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어? 저렇게 아
직도 사는 사람이 있어? 21세기 대한민국에!” 한 번 딱 가고 흥분
해서 면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어?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근데 복지 담당이 한 3년만 지나면 그런 사람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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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압니다. 읍·면에서는 3년만 지나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 아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하겠다고
MOU체결하고 자꾸 보여주고 무슨 조직해라, 월보 해라, 궐기해라,
몇 번 모였노? 모이면 뭐 합니까? 밥값도 없는데.
(웃음)
C

: 바쁜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바쁜 농사짓
는 사람들 교육을 하겠답니다. 교육하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 이게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 너무 많은 게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
고, 집중적으로 [업무가] 희망복지지원단한테 오거든요, 그런 내용들
이. 그렇다보니까 이게 정말 뭐 각 외적인 부분에서 그걸 평가를 또
해야 하고 하니까.

김영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C

: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저도 이해
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장님도 통장들도 늘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근
본적으로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배경이나 여건들은 분명히 다
르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복지 시도들을 경북 ○○까지 똑같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 사상구에서 아 저거 해운대에서
뭐 좋은 거 한 개 떴다. 그러면 또 벤치마킹 가야됩니다. 막 그쪽에
가서 하라 합니다. 그쪽에 뭐 예술 천막, 뭐 그림을 그려서 낙후된
마을을 진짜 뭐…… 했다. 농촌에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
니까? 무너지는 건 담 밖에 없는데.

(웃음)
C

: 흙담에, 거기 그림 그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
들…… 그…… 너무 하나의 이벤트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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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하려고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 의욕만 앞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김영란: 예. 그러니까 농촌하고 도시는 분명히 분리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된
다는 것이지요?
C : 저는……. 예, 맞습니다.
김영란: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C

: 저도 그래서, 사실 농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터
넷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만은 크게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경제연구원 쪽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란: 그렇죠.
C : 농촌경제연구원도, 농정과 사람들도, 농림부에서도 당연히 진짜 농촌
위주의 복지를 편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전
체를 해요.
(웃음)
김영란: 그렇죠.
C : 그렇다보니까 이게 차라리 농촌복지 자료는 농정부 자료가 현실적으
로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김영란: 그런데요. 또 저는요. 복지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전
남 도청 농정과에 연락을 했더니 농정과는……. “우리는 복지는 모
른다.” 거기 농림부에서 세운 복지계획이 있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
니 그거 사회복지과에다 연락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거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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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에서 도청 복지계획 세운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기들은 그냥 부서 이름 달아서 제출만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서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대식: (웃음)
C

: 그 말씀이 맞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왜냐면은 우리는 다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농정과의 입장에서는 농촌에 해당 된 것만 뽑는
다는 거죠.

김영란: 그렇죠.
C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지금 농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복지 쪽으로 돌립니다.
뭐 경로당을 개축해서 공동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벌써 사실
뭐 농림부에서 이미 다……. 시작은 목욕탕 사업, 밥해주기 사업, 모
두 농림부 사업이거든요. 농촌개발사업은 예산을 투입을 바로 합니
다. 그래서 우리도 복지계획을 세우면 농림부사업이 뭐가 있는지 사
실상 벤치마킹을 해야죠.
김태완: 농촌 내에서 농정이랑 복지랑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C : 연계가……. 사실 잘 안됩니다.
김영란: 그렇죠.
C

: 보건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보건계획을 참고하
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을 봐야 됩니다. 그 쪽을 참여도 시킵니
다. 하지만은 자기네 일은 자기네 거고, 같이 있으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놀이 공간, 아동 공간을 오픈했는데, 실질적으
로 계획은 우리가 세웠어요. 그 쪽에도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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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보지도 않고 우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촌복지 쪽에서는 복지부가 차별성이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자료를 찾으려 해도 사실상 교수님들도 논문
의 이런 부분에 좀 약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A

: 복지라는 말이 너무 남발하게 붙어가지고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란: 네.
A

: 복지와 관련된 유사 업무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뭔가를 앞에
고 복지만 붙으면 우리와 연결을 시키려고……. 아까 박사님이
야기하신 양평이랑 남양주 같은 경우 저 벤치마킹 갔었거든요.
냐하면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해서. 남양주
치마킹 2번이나 가고 그랬었어요.

두
이
왜
벤

김영란: 어떠셨어요?
A : 그게 가서 보면은, 보건이랑 복지가 절대 친할 수 없는데 너넨 정말
친하다는 걸 어떻게……. 양평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있는 방문보건
팀을 돌봄 무슨 과?
박대식: 행복 돌봄과.
A : 네. 과를 만들어가지고 얘네 갖다 놓고, 얘네 갖다 놓고, 한 과를 만
들어 놓은게 그게 보건과 복지가 연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
실 보면 업무의 유사성 때문에. 방문보건 선생님들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혈당 재고, 혈압 재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똑같이 찾아가서
대화 해 주고, 자원 연결 해 주고. 그런 것을 과를 만들어서 연계를
했다 그러는데……. 음……. 저는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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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왜요?
A

: 차라리 찾아가는 업무를 어떻게 한 부서에 줘야 되지 않겠냐…….
그니까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
도 복지라고 해가지고 경로당 찾아가서 프로그램 해요. 저희도 경
로당 프로그램 있어요. 복지부도 프로그램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는 강사가 부족하니까 강사를 서로 빼앗기 식으로……. “니네 이거
왜 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 “어? 우리도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데.” 막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 만약 어떤 복지사
업을 한다고 하면은 복지 부서에서만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라
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 그니까 방문을 하는 복지부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가요?
A : 네, 저는요. 그래서 읍·면·동 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
렇고요.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광명시를 한 번 벤치마킹 갔었는데,
광명시에서 동마다 동장님,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한 팀을
이뤄가지고 방문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 방문간호사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거기는 시
장님이 의지가 있어서 방문간호사들을 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너네
이렇게 해라”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개인적으로 시장
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일반 지자체에 보편화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와서 소장님
이 방문간호사……. 제가 일례로,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건소 물어보
지도 않고, 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방문상담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보건소에서 전화 왔어요. “너네 왜 우리랑 상의
도 안하고 그걸 그렇게 넣냐?” 이러 길래, “안 좋으면 말구!” 이러
고 그냥 끊었거든요. (웃음) 그런 식이라서 이게 보건소랑 연계가
안 돼는 상황에서 복지부에서는 자꾸 보건이랑 복지랑 연계하면 어
떻겠냐고 제시를 해주는 것이……. 저는 싫어요. 솔직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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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A

: 차라리 방문간호사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재원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그 인원들과 함께 하겠어요. 근데 보건
소의 인력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군수님
한테 가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된다면 내년에 방문간호사 뽑아서
분소식으로 운영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복지부 예산
이 없다면, 다른 쪽이라든지. 이렇게 복지파트에서 사람을 충원해가
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 복지가 별도로 어떤 복지
업무를 하는 체계나 분소에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단위가 밀착적이기 때문에. 저희 희망복지지
원단이 분청에 공간이 없어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완전히 이
게 정보 차단이에요. 정보 차단!

김영란: 공간을 옮기면은?
A

: 예. 공간을 옮기면, 절대 이건 안돼요. 절대 이게 연결 안되고. 우리
분청도 이런데 읍면 같은 경우엔 더욱이 더 따로 나가있잖아요. 그
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장님이거나 부녀회장님이
이지만, 같이 근무하는 옆에 있는 다른 행정직이나 다른 직들도 될
수 있는데 복지만 따로 나와 있으면 정보 차단이고, 그리고 이장님
들도 약간 그 읍면장님들 밑에 있는 직원 대하는 거랑, 별도로 이렇
게 대하는 거랑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김태완: 특정 좀 큰 중심되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설치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까?
A : 아 중심…….
김태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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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심 읍·면으로?
김태완: 네, 거기다 같이.
A : 컨트롤 하는 거요?
김영란: 나선형으로. 예.
A

: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13개 읍면이에요.
큰 지역이 ○○읍과 ○○읍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작아요. 그런
데 이거를 만약에 한 개의 중심 읍이나 면이 3~4개를 컨트롤 한다
고 봤을 때, 얘네들이 이 면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면장님의 컨트
롤을 받을 것 아니에요.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면장님, 저 이 쪽
면의 것 가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조미형: 그럼. 안되지.
김영란: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A : 행정적으로 결제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거를 해결을 해 주셔
야지 만 이게 2~3개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을 시키지.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년에 그걸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고민 하는 거예요. 이게 읍장님이, 면장님이 내 밑
에 있는 직원이 이 읍·면 것까지…….
김영란: 그렇죠.
A

: 알았다고는 하겠지만 면에 급한 일이 많아요, 행사가 많고, 뭘 해야
될 때 나는 이 쪽 면에 가서 또 뭘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과연…….

김영란: 근데 그 중심 면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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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더 지원하면? 면장님은 자기 면에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A : 자기 면에 다 쓰려고 하겠죠, 이제…….
김태완: 아~ 여기다 안 쓰고?
A : 그렇죠. 그건 면장님의 권한이니깐, 어떻게 못 해요.
(웃음)
김영란: 우리가 너무 순진한가? 우리가 너무 순진한가보다……. (웃음)
D

: 읍·면·동이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전초기지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합집산이 됐을 때는 전~혀 새로운 판이 돼 버린다는 거죠.

김영란: 근데요, 선생님. 전초기지인 건 확실히 맞는데 총알하나 안 주고 전
초를 지키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인거잖아요.
(웃음)
D : 그렇죠.
김영란: 그러면 결국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총알을 그 쪽까지 배치하면 되는
걸 까요?
C :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D : 총알로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C : 총알이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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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아, 그래요?
C

: 저는 왜 그러냐면……. 읍·면·동 사무소의 복지담당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늘 이야기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면서도 다
른 일은 시키지 마라라고 직원들 간에 분리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
다. 나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면 물론
그 일 때문에 충분히 일거리가 되면 상관없어요. 복잡해서 2명, 3명
이서 가야지 겨우 해결 되는 사례는 당연히 자기 일 우선이죠. 단지
산불도 그렇지만은 공동체 의식. 직원간의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면
내가 전문적인, 집중적인 일을 하는 것 보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이] 도움을 주지 않습
니다. “니는 니일 아니냐.” 그렇게 관계가 형성…… 물론 사람들 관
계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만은 충분히 그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충분히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은 뭐 출산휴가며 육아휴직이며 해서 계속 줄어드는데 옆에 사람은
죽겠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이 힘들 때 같이 일을 해줘야 여기 또 힘들 때 마찬가지로…….
다 동료에요. 다 동료고 같이 가야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소 논의는, 권역별로 한 3개 면을 같이 하는데 그 문
제에 대해서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읍·면에 심어 놓고, 또
다른 기능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찬성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옆을 같이 흡수를 해 버리면 동질성이 없어져버려요. 한 면에 대해
서만, 큰 면에 대해서만 동질성이 있지, 저 쪽 면의 협조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 쪽…… 최소한 면사무소 가서 서류를 뒤져봐야 돼요.
그리고 거리가 멀면 서로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단지 고참인 경
우는 인맥관계가 충분히 있는 경우는 “야,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야간에 문제가 터졌어요. 당직자보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분소 역할도, 다 흡수를 해서 분소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차
라리 읍면에 있으면서 좀 일이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같이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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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정말 그렇게 되면 다른 일 보러 갔다 오더라도 “야, 그 집에
좀 이상한 거 있더라. 좀 가 봐라.” 이렇게 좀 이야기라도 해 줄 거
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사례관리 분야에서 저희들
도 계획을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역할을 두고 한다고 하면 교수
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전담팀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읍
면에 있다 보면 사실상 함부로 출장을 못 갑니다. 읍면에 2명, 3명
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지금 저희 ○○ 같은 경우는 18개 읍면에
2명 이상 있는 곳이 한 5군데 되고 나머지 13군데는 혼자씩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도 농담 삼아서 말 합니다. “오후에 오셨어요?
오후에 저 없어요~. 오전에 오세요.” 제가 간 지 두 달, 석 달 쯤 되
면 이제 주민들이 서서히 그럽니다, “왜 오전에는 행정, 오후에는
나가야 되요?” 그런데 그것만 보느냐?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 하기 바빠요. 언제 현장 나가
요? 그건 상부에서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계속 나가면 어떤
인식이 벌어지냐면 “쟤는 오후만 되면 자리 나가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박대식: 그럼 선생님은 사례관리의 경우에만 생활권역으로 분소가 필요하다
는 것인가요?
C

: 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전담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필요하고, 단지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전제가 한 개 더 필요
한데 뭐냐하면 콜전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19로는 부
족합니다. 전담콜로 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신청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할아버지 모시고 이럴 때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각 면
사무소 가서 “야, 야, 여기 가야하니까 서류 부족한 부분 떼고..” 설
명을 드릴 수가 있지,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거
나……. 아까 접근성 문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실 농촌 지역
이 광활하기 때문에 면에서 면이라도 10키로, 20키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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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맞아요.
C

: 네. 10키로, 20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차 못 타시잖아
요. 장애인들 차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여기에 전화 하면
된다”라고 하는 콜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했던 방문전담팀들
이 방문을 가면 되죠.

김영란: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까 캡스! 캡스가 달려오듯이……. 사실 그렇
게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닐지. 캡스, 전화 하면 오잖아요.
D

: 그,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경험을 말씀 드릴게요. 저는 전체
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
지 관의 관점에서 관이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역할들이 있고 자
원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 보자는 논의들이 계
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 관점을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조미형 박사님이 쓰신 자료, 제가
쭉 한 번 읽어보고 왔어요. 상당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제가 경
험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도
록 할게요.
읍면 이하에서의 제대로 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작동이 필요하다
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의 구조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재원을 가지고는 세세하게
다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찾아 봤을
때 우리가 이미 공식적으로 조직돼있는 여러 조직들이 많이 있다
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장단이든가 부녀회라든가 그런 부
분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들도 우리가 이미 다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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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공동체 만들
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 500만원을 주고 그 이후부
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마을 단위의 자체 복지사업을 추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돈이죠, 돈. 돈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
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업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뽑았어요.
우선 마을 구조가 노인이 30%이상이죠.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는 거죠. 제일 먼저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살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라던가 이
런 지원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역부족이죠. 그래서 마을
안에서 주민들끼리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살펴봤어요. 충분
히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마을 안에 있는 경로당에 날
마다 모입니다. 노인들이 모이면 화투도 치고 뭐 이렇게 소일거리
보내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닥거리는 거죠. 근데 그 노닥거리는
가운데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역할을 충분
히 할 수 있는 단위로 일을 쪼개서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
거노인 명부를 작성해서 드리고, 어차피 나오는 노인들이니까 “돌
아가면서 일주일에 1번씩 당번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안
전하게 잘 있는가, 건강하게 잘 있는가, 확인해보세요” 했어요. 그
래서 체크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확인했으면 동그라미,
안했으면, 못했으면 다른 표시를 하면 되고, 아래에는 특기사항 란
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건 뭐냐, 출타를 했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안부확인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그 사람의 신변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불과 두 달 만에 그걸 통해서 한 사람 목숨을 구했어요. 독거
노인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으셔요. 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저
혈당이 되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오전, 오후로 확인을 하게 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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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오후에 확인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분명히 집에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달려가죠. 왜 전화를
안 받는지. 그래서 그 분이 저혈당으로 쓰러져 있는 걸 방 안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김형준: 누가 달려가요?
D

: 아, 그 확인하는 당번 주민! 초기에는 부녀회장과 이장이 그런 역할
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역할을 한 거죠. 돈은 안 들었어
요. 왜? 서로 자기 주민이고 서로 자기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이고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부를,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
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미 다 있어요. 잘 챙겨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노인들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노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주거시설 관리에요. 노인들이 이거 절대 못합
니다. 하다못해 천장에 있는 전구 하나를 갈려고 해도 의자 딛고 올
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위험하죠. 자녀들이 올 때까지 전구를
그대로 놔 두는 사람이 허다해요, 안방에 있는 전구가 아니 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돼서는 예산 중 500만원 중에 50%를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누가 하느냐? 마을 청년들이 하도록 했어요. 마을 청년들이 재료비
만 가지고 자기들의 봉사를 하는 거죠. 자, 마을에서 같이 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은 군에서 하려면 일도 아니죠, 사실은. 예를 들어 전
구 갈아주고 방충망 갈아주고 지붕에 샌 데 있으면 메꿔주고 그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19가구 정도 집을 수리했어요. 250만
원 가지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노인들 어차피
[경로당에] 나와 있는데 뭘 뭔가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면 좋

412
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완성되거나 끝까지 다 해 본 결과
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했어요. 처음엔 장아찌. 여
자노인들은 대부분 평생 양념 만드는 일을 많이 해 보셔서 잘 하셔
요. 그래서 그, 매실고추장 만들기라든가 더덕무침 이런 걸 만들었
어요. 정상적인 판로가 마련이 돼서 지속적으로 나가 면은 좋겠지만
지금단계에서는 그게 안 됐고, 못하니까 향우들한테 팔았어요. 도시
나가있는 자녀들이 하나 사주라고 하면 안 사주겠어요? 다 사주더라
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200만 원정도 투여를 했는데 한 600만
원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
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윤을 많이 매길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정해
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협동조합하고 협약을 맺었어
요. 그 협동조합은 조청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해요. 그러
면 “우리가 조청을 만들어서 너희한테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우선은 전통 방식으로 엿기름을 만들어
서 납품을 해 봐라” 그렇게 얘길 한 거예요. 엿기름이라는 것은 보
리를 불려가지고 순을 자라게 해서 가공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거든
요. 근데 그건 겨울밖에 못해요. 노인들이 조금씩 나눠서 하면은 혼
자서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약까지 하고 이번 주부터 그 사업이 정식적으
로 들어 가구요. 거기에서 나온 판매금은 다 노인들한테 인건비로
줍니다. 90%를 줘요. 나머지 10%는 관리비를 하죠. 그 금액이 크진
않아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메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메
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김영란: 공동체가 중요하죠. 저희도 그것을 삶의 질 계획에 넣었고요. 지금
여기도 지역복지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공동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데, 지역주민 대상 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관심들이 돈으로 환
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종국에는 수 년 후에 공동체가 오히려 더
갈등적인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봐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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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이제 그런 한계들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공동체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식품부에서 농촌재단에 3년 동안 컨설팅이 해
주는 사업이 올해 나왔더라구요. 저희는 하고 싶었는데 늦게 발견해
가지고 신청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런 교육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어
렵죠. 담당자 혼자서 그걸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A : 근데 선생님 그것을 면에서 누가 해요?
D : 제가 하죠.
A : 사회복지직이 하는거래요?
(웃음)
A

: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민관협력사업
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건데, 지금 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시범으로 했던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작년에는 5군데가 했
었는데 올해에는 30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작년부터 그걸
시작하면서 13개 읍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4개 면을 시범으
로 해요. 민관협력사업의 주 내용이 세 가지에요. 첫 번째가 읍면단
위에서 사각지대 발굴이고, 두 번째가 발굴된 사각지대를 동네 자
원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거고, 세 번째가 복지공동체처럼 마을에서
읍면의 특별나게 필요한 사업의 의제를 설정해서 사업을 하라는 거
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한 면에서 하고 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안부확인이라든지? 네. 노인을 대상으로. 그 시범
을 하는 면이 47%, 48%이상이 65세 이상이 어르신이에요. 그 면에
서 이제 안부확인이라든지 바닷가 면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아동을, 저소득 아동을 상대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해요. 하고
는 있는데 시행하는 주체가 면복지협의체 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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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복지협의체 위원들과 시행하는 사업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게
면이고, 저희는 사회복지 팀장한테 하라고 했어요. 팀장이 간사로서
수습을 하라고 했는데 (웃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일거리
가 많다는 거죠.
D : 이거 일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A

: 장난이 아니에요. 면이 많은데, 그 면들을 컨트롤하는 저희는 오죽
많겠어요?

C

: 농촌 지역에서 지역복지의 핵심은 사실 공동체사업이에요.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사업이 중요하죠.

김형준: 그랬을 때 공동체사업을 좀 담당하는 어떤, 마을 일꾼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고민들은 없나요?
A

: 저희 시범으로 하는 마을 중에 굉장히 마을공동체가 잘 되어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민간인인 농민회 회장님이 솔선해서
나서서 이렇게 면사무소랑 같이 추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회의할 때 회의 수당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
는 것인데. 알잖아요, 예산 없는 거 (웃음).

D

: 근데 이제 그 부분은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관에서 그
걸 마련해주면요, 자립성이 떨어집니다.

A : 그건 맞아요.
D

: 분명히 얼마 못 가요. 그 돈이 떨어지면 파산 해 버려요. 그니까 저
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절대 안하려고 해요. 500만원 외에는
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를 해버리는 순간, 의타심이
생겨버려요. 다 해주라 이거에요. 다 해줘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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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라는 것도 자립을 기반으로 해야 제대로 설 수 있잖아요.
돈을 보고, 사업비를 주고, 신청할 때 어떤 혜택이 들어오니까 그것
보고 시작한 데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
가지에요. 그래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시작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에서의 500만원 이고, 그 다음엔 알아서 해야 돼. 방
금 말씀하신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의 일은 우리 동사회복지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면 그 사람이 주면 돼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앞
으로는. 수익사업의 규모는 이윤을 내기 위한 규모가 아니에요. 다
음 년도의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만 들어오면 돼
요.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윤을 추구하는 형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깨져요. 기업체가 돼 버리고
사유화 돼 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김영란: 사실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결정을 해요.
거의 결정을 하고 입학하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관리는 관심이 없죠.
사회복지실습도 사실은 안 나가고 싶어 해요. 나는 공무원 될 건데,
이러면서.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사례뿐
만 아니라, 공동체성 이라든지, 조직화라든지, 이런 것에 별로 관심
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 같은 접근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경력 끝에 “이게 답이구나”하고 얻었을 때 가능하죠. 또 학교에 있
다 보면 그것들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
들에게는 취업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직화 뭐, 사회적 기
업 뭐, 마을에서의 뭐,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취업 자리는 없으니
까 관심을 지속시키지 못하죠. 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취업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지역복지 공동체 마을사업 담당
자를 특채로 뽑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복지부에 요구가 가능 하
고 좀 더 조율이 되면 공동체 전담 부서도 생기거나 혹은 업무라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그런 공동체 부서나 전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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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면, 요즘 많이 하는 마을개발사업과 co-work이나, 뭐 파트너
십을 갖는 게 우리 쪽에 유리할 까요?
C

: 사실 공동체 의식만 옛날처럼 회복된다면 굉장히 일 하기 쉽습니다.
자원 연결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해결이 될 겁니다. 왜? 이웃이 굶고 있다, 이웃이 감기가
걸렸다 이러면 밥 해 주면 되니까. 공동체 의식만 있으면 그거 되는
데. 지금 어차피 지역복지라는 큰 틀이 희망복지지원단 속에 들어와
있다면 현재의 체제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부분적으로 해결
할 수 있죠. 지금 인위적으로 공동체의식을 키우려고 어떤 시책을
개발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또 상당한 부작용들이 발생 할 겁니다.
현재도 지금 힘들어 하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지금 현재 단계에
서 제가 봤을 때는 사례 형태로, 우수 사례형태로 일단은 배부하는
게, 홍보를 하는 게 맞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관협력부
분에 있어서 공동체의식 뭐 하다가……. 제가 이제 뭐 말씀을 꼭 드
리고 싶은 건, 또 연구원님이 계시니까 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물
론 우리가 보건하고는 정말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따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를 농촌지역에 확대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은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 도심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소수는 사회 부적응자에요. 특히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정신 질환자들……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건소에 한 명.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
건팀에 정신보건요원 한 명 있는 것이 다에요. 그것도 서로 핑퐁 때
문에 “이거는 사회복지에서 맡아야 한다”, “이건 정신보건법이다”
뭐 서로 이렇게 핑퐁 게임했다가 정리가 됐는데 작년에 쎄게 싸웠
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다못해 인근 시에도 뭐 저희들은 ◌◌이 가
까운데,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자기 시만 관할해
요. 거기 인원 한 2~3명만 충원이 되면 별도의 사무실 안 하고, 시
군들이 권역을 확대하면 되는데 왜 나는 그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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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시·군·구에 2명 있는 정신보건요원을 1명을 거기 뽑아 올린
다면 1명은 최소 다른 일을 시키고. 1/2만 뽑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시·군에 권역별로 가능 할 거예요.
조미형: 지자체 매칭이잖아요.
C

: 예. 결국 그게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주
는 가이드라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하고
그걸 보태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엔 아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그렇게 시
행하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노인전문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도 그 넓은 데 아동보호기관 둘! 그거 사실 문제였어요. 저희
◌◌ 같은 경우에는 ◌◌에서 오는데, ◌◌에서 ◌◌읍까지 오려면
2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시골까지 가면 3시간 걸려요.
아니, 사건이 일주일에 1번씩 정기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미형: 그렇죠.
C

: 케이스가 한 개 발굴되면 수시로 접근해야 되는데 못 옵니다. 노인
학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는 ◌◌이 가까우니까 다행인데, 거기
에 없었다면 ◌◌에서 와야 되거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그러면은 하다못해 분소 형태로라도 몇 개 권역별로 해서,
직원은 한 2명 정도 해 주면 되잖아요.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깁
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하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든
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기관들이
꼭 있어줘야 됩니다.

김영란: 제가 지난 봄에 삶의 질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장을 해서 대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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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저희는 말씀하신 부분을 계획에 다 넣
었어요. 사실 농촌을 관찰하고 연구할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
분이 크다고 느꼈어요. 아니, 크다기보다는 시급하다고 생각했죠.
진짜 너무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농촌에서 밥을 먹
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보다, 밥은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더
큰 문제는 맞고 때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인
권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 문제가 분
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관련 기관을 확대 하고 없는
지자체에는 개소하는 것을 계획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이거는
전통 사회복지 아니냐”, 그리고 보건복지 쪽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
보다 사회보험 쪽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이 좀 인지성이 떨어지
는 걸 보완할 뿐이지 전체적인 것들은 그냥 사회복지계획들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내더라구요. 연구자들
이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인데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 : 근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조미형: 제 경험으로는 〇〇〇도에서 정신보건센터가 가장 부족해요.
C : 저는 그런 건 몰라요. 단지 우리 군에 없다는 거예요.
(웃음)
조미형: 복지부에서도 광역 시도별로 광역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광역지자체에서는 누구도 설치를 하겠다고 손을 들
고 나오질 않아서 복지부가 굉장히 난감해 해요.
C :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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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그렇죠. 사실은 선거에 정신질환자까지 고려하지 않는 사고. 그저
노인복지만 …….
조미형: 그래서 지자체 매칭으로만 들어가는 그 돈을 사실 복지부에서는 예
를 들어 〇〇시나 〇〇군이나 똑같이 내려줘요. 그러니까 도시 쪽
에서는 오히려 “너네는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
각할지 몰라도 〇〇〇도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지자체의 우선순위에
전혀 없는 거예요.
C : 근데 지자체의 의견보다 정신보건센터를 배치할 때 복지부에서 일괄
적으로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조미형: 그게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법을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
해야 한다’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자체 매칭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없애거나 내지는 차등을 해서 부
담하도록 요구해야 하구요.
김영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현실화 되는 것이 관건이니까 예산부분에
서 농촌과 관련한 복지 중에서 어떤 부분은 중앙 정부 100%예산,
어떤 것은 매칭, 어떤 것은 지자체 100% 등 분류해서 제시할 필요
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일관적으로 매칭인데, 일괄적으로 매칭이면
지방은 못하는 게 당연하죠.
C

: 뭐 인구가 70%, 80% 도시에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가는데 농촌지역
복지는 자꾸 소외가 되잖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상대적 소외감들이 자꾸 커지니까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것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복지부도 농촌의
특수성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시니까 이
야기하는데, 지역에서는 지자체마다 인구증가 때문에 귀농귀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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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펼칩니다. 지역의 어른들이 귀농을 다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란: 그렇죠.
C

: 왜, 촌에 어르신들은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살던 얘가 들어오면, “아, 그래 얘는 인성도 좋고 하니까 의지도 되
고 좋아” 하셔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이고, 쟤가 도
시가가지고 좀 안 좋다는데” 해가지고 들어오면, 불안해 하셔요. 방
어할 힘이 없거든요. 아까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르신들은 방어할 힘이 없어요. 뭐 군에서는 인구 늘
어난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이웃은 불안 해 하시는, 그러니까 그 사
람을 모르면, 진짜 불안해 하셔요. 어떻게 할 지 모르니까, “저 사람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나?” 방법이 없잖아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또는 뭐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
요.

조미형: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노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영란: 또 혹시 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을까요?
김형준: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보면, 아무튼 공공의 역할도 있고 민간의
역할도 있고, 공공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공공이
주도할 수도 있고, 민간이 주도할 수도 있고, 그 어떤 협력을 할 수
가 있는데요. 저는 협력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은 어찌 됐든
지 읍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퍼져있는 것에 비해서
민간은 사회복지조직을 놓고 보면 사실 군청소재지 중심으로 있거
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사회복지전문 직종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읍면으로 많이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거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을 경

421
우에 우리가 분소의 이야기를 했지만, 공공의 분소가 아니라 어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분소,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군청소재지
에 있는데,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에서 공공과 함께 복지문
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성이 있
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C

: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 복지계획
수립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에요. 일단 인건비가 문제이고, 프로그램실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필요하죠. 우리 〇〇 같으면 두 개 권역이 있는
데, 읍에만 몰려져있고, 한 개 권역은 인구는 꽤 되는데도 불구하
고, 그 쪽도 하나의 중심인데도, 〇〇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분관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가 발견 됐냐면, 그쪽에
도 장애인 있어요, 그쪽에도 아동 있어요, 그쪽에도 위탁가정들과
다문화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40분을 차를 타
고 와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동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했을 경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쪽에 역량강화라고 해서 계획에
넣었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왜 안됐냐면, 첫 번째, 장소가 있어야
해요. 장소가 물색이 되어야 해요. 일단 돈을 초기에 투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건은 일단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원을 지금 뽑을 수
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물리치료사를 뽑
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월, 화, 수는 〇〇에서 하고, 화, 목은 그
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좀 힘들더라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단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쪽까지 온다는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고. 선생님 말씀하셨다 시피 그런 경우가 된다면 초기에
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없는 대로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그것조차도 쉽지 않더군요. 일단 공간은 많은데, 거기에서 리
모델링도 최소한 해야 하고, 프로그램실을 만들려면 서너 개의 방
은 또 있어야 해요. 물론 저희들이 영향력이 약해서 설득을 못시켰
던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비용 자체를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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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소의 역할들은 그런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또는 각 파트마다, 하
다못해 이동식으로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론 시군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김영란: 권역별로 하면요?
C

: 생활 중심권이 두 세 개로 분산되어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은
나누어 주시면 굉장히 좋죠. 저희들은 박수치겠습니다.

김영란: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 소규모 다기능으로 하면 되죠.
C : 예, 맞습니다. 시간대별로 뭐.
김영란: 다기능이라는 게, 그때 그때 필요한 걸 하는데 용이하죠. 지금은 기
능이 다 분화돼 있는 상태에서 정착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들어갈 때는 작게 시작해서요.
D

: 협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방금 말
씀하신 것처럼 잘 못하는 부분들을 협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구조적으로 농촌 같은 경우
노인이 대부분이고, 근데 장기요양제도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시설들이 장기 요양 쪽으로 사업들을 많이 전환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명
목상으로 저희 〇〇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던 노인복지센터가 있
고 그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기관이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 버려요.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전통적인 복지 사업들을
도외시해요. 그러면 그걸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장기요양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적으로 그래요. 이동해서 재가서비스라든가 마을단위의 프로그램 운
영을 그런 노인복지센터에서 많이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하고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돼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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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실제로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죠, 근
데 국가에서 이것은 수익모델이라고 불러버리기 때문에 이건 복지
가 아닌 것처럼 되고, 또 복지인 것 같기도 하고.
(웃음)
D

: 그런데 왜 거기에 맹점이 있냐면, 장기요양을 하다 보니까 이 기관
들이 수가의 상한가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필요 없는 서비스를 상한
까지 채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례관리가, 이건 여기하고는
좀 논외이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잘 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자기들은 장기요양기관이니까 우
리의 사례관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해 버리
고 우리도 거리가 멀어져서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하
고 정말 관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기관들이 주간보호 등 예전에
했던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 개선이
라든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에서 함께 논의하지 않으
면 별로 의미가 없는 복지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C

: 참 그 부분이 큰 게요, 공무원은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든 관리 감독
권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요, 잘 못된 부분을. 근데
관리 감독이 늘 희망복지의 협력을 원해요. 협력을 원하지만 아까
파트별로 기관을 관리하는 데는 감독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또 딜
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희망복지지원단에 있는 것도 아니
고 또는 그 쪽 과에서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해 놨는데
또 우리가 가서 저쪽에서, 저쪽에 회의 가서는 인상을 쓰고, 여기에
와서는 “와, 마, 같이 협력하자” 참…….

(웃음)
C

: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자의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거
기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지만은, 한 개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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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다가 이 쪽 공무원은 “야--!” 이러고, 이 쪽 공무원은 “야, 야, 같
이 하자”……. 참, 그것도 문제에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그 쪽 기관에서 “야, 야, 야 같이 하자”
했다가 이를테면 저 쪽 기관에서 “어 이거 범위 벗어났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이거와 저거는 다른 문제지만은 인간의 문
제에서는 같죠.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죠. 쉽게 말하자면 협력
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맞춤형, 개별맞춤형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의 중복, 누락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큰 맹점이 있는 게,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갈수록 강화돼요. 그런데 〇〇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군수님한테 처음에 안 된다고
했어요. 힘들다. 왜냐,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통해서 하기 때문
에 별도의 예산을 들이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된
다, 안 된다 했는데 군수님이 뭐 해야 된답니다. 군수님이 농경부
차관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법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
이 시작은 했습니다. 지금 뭐 구축을 하고 있는데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자원을 최소한, 서비스가 중복, 누락을 최소한 밝히려고 하
고, 최소한 자원을 발굴 하지만은 A라는 사람한테 뭐가 나가고, 어
디서 뭐 나갔고, 읍면직원들 통해서나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
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사를 하면 사실 우리 공조직밖에 사용을
못 해요, 데이터를. 그러면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
는 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야, 그거 주고 이거 주고”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반찬
주겠습니다” 일일이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가정합시다. 혹은 “반찬
나갈 사람입니다” 딱 하면은, “어? 여기 반찬 나가네? 이 사람 주
지 마, 이 사람 주지 마” 소리 못 해요. 그러면은 복지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료를 주면 우리가 조정해서 할 것이
다”. 그런데 자료 나가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 봐도, 물론 안 만든 것 보단 나을 거예요. 컨트롤타워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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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 본다면 “아, 이거 가고 있네. 아, 이거 또 갔구나. 끝이네” 이
거지.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관 협력이라거나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중복, 누락방지를 위해서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는 이
야기에요. 지금 그래서 행복e음도 보면 서비스 중복, 누락 방지를
위해서 개별 서비스 내용을 쭉 열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그거는
공공에서 나가는 부분 외에 민간에서 나가는 부분은 입력하지 않
는 한 한계가 있고, 또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다 하
더라도 그것을 정보 부서나 그런데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 하냐, 안
하냐 따져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드냐 바로 브레이
크가 들어오니까.
조미형: 지금 그러니까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C :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조미형: 아, 그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요?
C : 예, 뭐 서비스 연계하고 자원 연계하고.
박대식: 행복e음 자료를 활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C

: 그것도 활용 하고요. 그런데 행복e음 자료가 맹점이 뭐냐 하면, 공
적 자료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다만 농촌에서 제공되는 연탄
쿠폰 실적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천명을 줬다면 천명을
엑셀 파일로라도 받아서 업로드라도 되면 좋은데 업로드가 안 됩니
다. 일일이 다 처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을 주려고 하더
라도, 연탄 받은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더라도 엑셀로 된 것을 각 읍
면별로 분리해서 각 읍면별로 “야, 연탄 쿠폰 나간 사람이다. 시스
템 입력해라” 해서 입력 다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읍면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사업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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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런 식인데 민간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성당에서,
사찰에서 쌀을 줬다, 반찬을 줬다, 파악해서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
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쪽 기관에서 다 입력해서 엑셀자료를 준다면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 틀 맞추어서 업로드를 해야죠. 물론
[시스템 구축] 가격이야 최저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이
행복e음의 맹점이죠.
D : 전산 시스템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지금 자원 관리 시스템이요.
김영란: 아까 보건복지연계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엄진영 박사님이 하
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웃음)
엄진영: 듣고만 있는 중이여서…….(웃음) 제가 하고 있는 건 워낙에 특수한
지역이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양평이
랑 거창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잘 돼있는 사례여서 제가 여
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양평 같은 경
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돌봄과로 해서 방문보건팀이랑
그 다음에 복지 하시던 무한돌봄과가 한 과로 와가지고 통합은 됐
는데. 조직적으로, 공간적으로 통합은 됐는데 여쭤보니까 방문보건
팀이 같은 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산망을 같이 쓰시지는 않
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공동방문 나가서, 공동방문일지만 작성
하시고, 그 이후로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통합이기는 한데 연결만 짓는다는 느낌
만 들더라고요, 저는. 거창군 같은 경우가 올해 행복나르미센터에서
방문간호사를 고용 했대요. 원래는 보건소에서 파견을 보냈는데 이
분이 자기 일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보건
도 해야 되고, 자기 일도 해야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올
해 1월 달부터 센터에서 이제 고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란: 그게 A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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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비 받아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억 2천이 지원이 되요.
그래서 그 국비로 지금 인건비를 마련했어요.

엄진영: 그래서 그 보건소 간호 선생님이 센터 소속이시래요. 이게 센터 소
속이 되니까 이제 센터에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초점을 맞추고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의 문제점은, 사례관리를 같이 하셔야 된다
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례관리사 1명, 보건간호사 1명,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센터장을 하고, 이 세 명이서 돌아가시는데
보건간호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사례관리 하는 시스템을 동일하게
쓰셔야 되니까 그걸 다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자기
는 사례관리의 ‘사’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원래 교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음)
엄진영: 자기는 혈당 재고, 뭐 이런 보건소 일만 하다가 사례관리를 같이
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그래서 사례
관리는 그래도 자기에게 좀 덜 맡기기는 하는데, 제가 인터뷰한 선
생님은 한 10건 정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부분이 어렵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그게 국비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다 계약직이시래요. 그러니까 2년 동안만 고용이 되시니까
연속성이 없고, 2년 뒤에는 자기 신분이 너무 불안정하신거죠. 그러
다보니 센터에서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헌신,
“dedicate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이 어렵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보건소 활용보다는 센
터에서 뽑아서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더 맞는 거 같다” 라고.
A : 그게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아마 성격이 다를 거예요. 2년이란 기간
이 지나면 고용법에 의해서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 사례관리
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는 그런데는 또 앞장서가지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줬어요, 다행히. 보건소 같은 경우도 방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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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들 무기 계약직으로 해 줬어요. 근데 인사고과 전제조건이 앞으
로 신규를 채용할 때에는 협의를 해라. 그니까 무기계약을 해 줬을
때에는 이건 국비사업이다. 죽을 때 까지 해야 된다. 전부 각서 쓰
래요.
(웃음)
A

: 예. 국비를 지원 해주니까 그냥 무기 계약직 해 달라, 해 달라 해가
지고 했어요. 그게 만약에 성과가 난다고 한다면, 지자체 시장 군수
들은 “성과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라면 그냥 “어, 그래 니네 이거
해야지” 하고, 또 의원님들이랑 친분이 있으면 “예산 더 세워줄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그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용이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복지부 같은
경우도 그것을 노리고 있고요. 고용 안정이 작년까지 종합 평가 항
목에 넣었으니까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고용은 얼마
든지 안정이 될 수 있고, 단 전제조건인 성과가 이제…….

엄진영: 그, 센터장님들이랑 다 얘길 했어요. 거창에 보건복지 연계 하는 센
터가 3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님들은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그 분들이랑 따로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그 분들 생각은 오늘 말씀
하신 것처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인력보강이 확실하게 되면 읍면
사무실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읍면사무실
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거창은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현 단
계에서는 거점형이 맞는 것 같고 센터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
다. 근데 최종적인 방향점은 읍면사무소 안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
람이 있고 이 사람이……. 그니까, 인력이 우선 확보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커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셨어요.
A

: 장기적으로는 거점보다는 각각의 읍면별로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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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제가 이제 읍면을 강화를 하면서 읍면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인원을 방문보건으로 채워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른 건 처음 임명받았을 때예요. 90년대 임명받았을 때 읍사무
소 갔더니요, 보건요원이 있었어요. 저희 사회계 소속으로 있었어
요. 같이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건요원들이 보건소로
싹 다 가시고 나서는 이제 정보차단이 되면서 관계 단절이 된 거
죠. 근데 예전에 90년대 초반, 그분들이랑 정말... 그 분들이 항상
다니시는 분들이었잖아요, 잘 하시고. 저도 이제 초임발령 받아 그
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나갈 때 같이 가고. 그분들과 같이 혈압 재
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건가?
라는 그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읍면단위별로 그렇게 좀 해
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D

: 위로부터의 전환이 필요 하겄습니다.( 웃음) 복지부가 말하는 행복e
음. 이것이 복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거나 분장 받지 않으면
전혀 못 쓰게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복지부 위에서도
의료 쪽하고 복지 분야 쪽하고 뭐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
을 알겠지요.

박대식: 그것도 그런데, 현장에서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을 주는 데도
있고, 완전히 막아 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D

: 아, 그래요? 대부분 꺼려하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강
화되어서요. 저도 최근에 가족등록부를 한 번 잘못 열었다가(웃음)
소명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는 복지 도우미한테는 권한을 안 줘요. 전혀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부에서부터 조금 정리가 돼서 내려 왔
을 때 친화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

: 지금 복지부 산하에서 복지와 관련된 시스템만 해도 한 열 몇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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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걸요? 예. 보육 시스템, 시설 복지 시스템 등. 그러나 행복e음하
고 연결은 전혀 안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 되는 것은 있어요. 그런
데 그것은 극소수고, 각자 마다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는데 열 몇
개인가 스물 몇 개인가 가까이 될 거예요. 보건 쪽도 그렇고. 예를
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 한다면, 늘 이야기 하는데, 행복e음에
가장 많이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 보면 각
자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다 막아 놓고. 특히 보건하고의 연계는
사실 시스템적으로도 안되고요.
D : 간접적인 연계가 많고.
C :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끼리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대식: 자유롭게, 더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 더 이야기를 하시죠.
B

: 아까 말씀하신 읍면의 기능을 좀 더 축소시키고 민간이 더불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서두에도 이야기 들으셨
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놔두되, 복지관 부
분은 강화를 시키고, 읍면사무소에 사례관리사를 한 명씩은 배치해
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
요. 돈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걸 빼가지고 한 번 봐 봤어요. 〇〇〇
도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신규직들이 약 360명 정도, 최근 3년간에
충원이 됐어요. 근데 그 예산이 엄청 나거든요, 사실 인건비 부분
이. 근데 2015년만 해도 저희 군만 벌써 5명이 충원이 돼서 인건비
만 집행된 게 2억 5천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인건비 자체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민간 사례관리사로 뽑아서, 물론 행정적인, 조직적인
문제나 부수적인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인력이 늘어나면 좋긴 하지
만 밑으로 내려오면 다른 데로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
습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신규직 뽑을 것을
잠깐 좀 줄이고, 읍면에 사례관리사를 한 명씩 배치한다던지, 그리
고 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 쪽으로 배치 시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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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과 맞아 들어가지 않
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복지직 인력만 늘릴 게 아니고
번외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번 돌려서 해봄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단순계산만 하면 20명, 각 10개 읍면인데 10
개 읍면에 2명씩 뽑는다고 하면 20명이지 않습니까? 20명이면 인건
비 넉넉잡고 5억이면 적지만, 5억 잡고 하면, 2년 복지직 안 뽑으면
이거 충원 되거든요. 단순 계산만 한다고 하면.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죠. 제 생각은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도 시도
해 보고 계산을 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히 인력만 늘리는 게 대수가 아니고. 계속 [공문이] 내려져요,
단체,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뭐 안행부에서
내려와요. 저도 이제 기획계, 서무계에 있다 보니까 공문 보고
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번 달인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
계획을 제출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치
계속
이야
강화

김영란: 아! 진짜 힘드시겠어요. (웃음)
B :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있는 내용하고 딱 맞아요.
조미형: 신규 인력을 어디로 보낼 거냐는 것을.
B : 예, 신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미형: 자세~하게 써서 하라는.
B

: 그래서 저는 말한 것처럼, 어디 읍면행정에 읍 단위를 묶어서 관할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해서 그 사람들 통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분소로 할 것이
냐, 세 가진가? 저는 각 읍면단위에 작지만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올렸어요.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뛰어가서 다시 한 번 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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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문제가 있죠.
김태완: 전달체계 개편이랑 맞춤형 개편 하면서 공무원을 4~5000명 뽑는 걸
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는. 그게 제가 듣기에는 읍면단위에
2명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던 걸로…….
A

: 작년까지 뽑은 인원에서 그 국민기초가 바뀌면서 맞춤형 급여 때문
에 그렇게 되고요. 올해부터 15년부터 17년까지 새로 발표한 6000
명이 바로 그 읍면단위에 두 명씩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 지자체마다 성격은 다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0명 뽑으면
뭐해요? 10명이 나가는데. 일례로 2012년도에 대대적으로 저희 군
에 많이 배정이 되가지고 10명을 뽑은 적이 있어요. 저희는 진짜
2011년도 이후 매년,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알기 때문에 인원을 계
속 충원을 해 줘요. 근데 2012년도에 이 희망복지 생기면서 대대적
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7000 몇 명 뽑는다고 해가지고 신규직 뽑았
잖아요? 저희 군에 5명이 그 해에 배정이 돼가지고 5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복지부와 행자부에서 똑같은 날 시험을 보게 하고 그랬어요.
5명을 뽑았는데, 음……. 요즘 들어온 친구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공고 낸 지자체에 가서 시험을 봐서 5명 들어왔는데 5명 다 그만두
고 나갔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 단위는. 충원을 해 주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무슨 사회복지 자격증이라든지 지역
에서 똑똑한 애들이 지역에서 시험을 보면 좋겠는데 지역 애들은
떨어지고 딴 데 적을 둔 친구들이 들어왔다가 2~3년 있으면 “나 가
야된다, 나 가야된다” 하면서 들어오면 떠나고, 들어오면 떠나고 해
서 지금 2000년대 들어온 사회복지직이 들쑥날쑥해서 업무 추진하
는데 중간관리직이 없는 거예요,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니까 중간
관리직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대 초반, 국기법 생기
고 할 때 많이 들어 온 친구들이라든지 2000년대에 들어 온 친구들
이 좀 있어가지고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해주면서 읍면에서 조금 뭔
가를 일으켜서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9급이 많고 지금……. 이제 이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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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급으로 승진을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 온 지 3~4년 된 친구들
이 과반수에요, 한 60%가. 그러니깐 뭔가를 정책적으로 읍면단위에
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일단 경력이 짧고 뭐가 없으니까, 일례로 제
가 우리 부서에서 읍면단위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해라고 하면
애들이 다 눈만 깜빡, 깜빡 뜨고 있는 거예요.
(웃음)
A

: “뭘 하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 희
망복지지원단도 힘든 거예요.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따
라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가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C :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이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패배감들이 좀 있을 거
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했지만은 복
지부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을 하기 보다는 중심의 틀들을
계속 만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자꾸 조직을 강화하길 원하고 어떤 형
태들을 자꾸 너무 많은 어떤 것을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위에 결재 올라가 버리면 사실 큰 의미 없
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까 뭐 보건하고 통합하니 그것도 사실 지자
체장 의지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돼요. 단지 의지가 오래 가느냐, 선
거로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건직은 보건직대로 소리
를 또 낼 테고. 그거는 또 충분히 문제지만은 지금 자~꾸 또 뭐 무
슨 조직을 만들어라, MOU체결을 몇 건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것도 오래 됐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일선
에서는] “또 바뀌어? 이거 왜 바꿔야 돼?”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역복지협의체만이라도, 지금 보장협의체로 바뀌었지만은, 정말 이
것만 하나 잘 돼도……. 정말 중심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곁가지로
복지 이장, 뭐 협회, 뭐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 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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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봤을 때는 신뢰성이 점점 내려가는 거라, 희망복지지원단에 대
한. 업무 상 지역복지 틀들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의미가 자꾸 퇴색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D

: 이런 조사나 간담회에 참여하라고 그러면은 “아 그러면 또 이거 뭐
제도 바꾸려고 그런 거 아닌가?”

(웃음)
D :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웃음)
김영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제안들을
포럼의 결과물로 발표하겠죠. 각 포럼을 주관한 소위원회들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우리 복지소위원회는 포럼을 통해서 이런 저
런 논의를 했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무슨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
더라도 아이디어는 각 연구자들에게 들어가고, 변환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적어도 농촌복지를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으면
우리 나름대로 “아,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무
엇, 그게 달성될 수 있건 없건,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있어
야지 적어도 그 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방향이 여긴지,
저긴지, 휘청휘청 대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만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여러분들을 모셨고요. 그
런 맥락에서는 무슨 정책을 바꾸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연구를 하
기 위한 간담회를 한 것에 비하면 오늘 오신 것이 훨씬 의미 있으
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이게 조금 헌신이라고 하기
는 뭣 한데, 덜 기대 하시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짚
어 보려고 하는 모임에 참석 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
른 또 질문이 있으시면?.
조미형: 질문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저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서, 이 성과물들의 하나는 향후에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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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내지는 이름이 미래농정포럼이다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인 그
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현장과) 같
이 이야기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문득 드
는 생각이, 우리는 전달체계를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조직과 개개인의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 건지에 대
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고민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을 깨달았어요. 그래야 서비스의 질도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어떠어떠한 전
달체계가 돼야 돼!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움
직이다 보니까 아까 뭐 분소니, 이러한 부분들만...
김영란: 자꾸 나오는 거죠.
조미형: 그런 전달체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한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미흡했고 빠져있었구나 하는 것
을 느끼면서, 아 그래서 맨날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의 역할을 고
려해서 전달체계를 그리는 연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오늘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란: 그렇죠, 그렇죠.
A : 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매뉴얼이에요.
(웃음)
조미형: 그니까 그 매뉴얼이…….
A

: 저 작년에 민관협력 처음 시작하면서요. 복지부에서 “매뉴얼도 니네
가 만들어 봐~” 아니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민간협력 시작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컨설팅 오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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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좀 만들어 보라” 고……. “그런 건 박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 현장에서 하면서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라”고……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서까지 작년에 일을 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민관협력이라는 게, 마을 공동체랑
하는 민간협력이라는 것이 아직 그다지 보편화 되지가 않아서 저도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없어. 강사도 없어요. 뭔가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강사도 없어요. 근데 복지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체가 되가
지고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그냥 매뉴얼을 만
들었는데 복지부에서 그걸 책자로 내가지고 전국에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김영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들라고 그러고, 매뉴얼을 만들고
나면 맞춤형으로 하라고 그러고.
A : 맞아요, 맞아요.
(웃음)
김영란: 우리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오죽 하겠습니까요.
C

: 지금도 사실 농촌복지, 오늘도 농촌 포럼 있는 거 그거 사실 처음
알았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기대
를 하고 싶냐 면은, 복지의 태동 자체가 산업화 때문에 도시 위주
로 갔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산업에서도 소외된 농촌지역이 복지
에서 조차도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
서도 다른 파트보다 훨씬 연구 수준이나 실적 같은 게 낮은 것 같
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복지, 어떤 소수지만 정말 복지
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할들
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이런 기회가 차후에 된다면 지금
농촌에 지역복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오래 동안 계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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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장협의체 간사님들을 모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래하신 분들
은 지역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
고, 산전수전, 뭐 공무원들 몇 명을 갈아 치우면서, 그렇게 일했거
든요.
D : 맞어. (웃음) 다른 관점에서.
김영란: 예, 맞아요. 지난달에 제가 어느 광역 지자체의 민관협력 강의를 했
는데 그분들이 거의 눈물을 흘릴 지경으로 …….
C : 공무원들 욕 많이 하죠? (웃음)
A : (웃음)
C

: 정말 힘들어요. 고생은 많이 하죠.(웃음) 정말 그 열정이 있으신 분
들이 된다면 …….별도로 한 번 모셔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
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영란: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김영란: 네, 그러면…….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희가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여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에서
부터 또 와서 발언하시면서 힘드시게 했거나 오히려 더 좌절감을
주는 경험을 드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는 여러분
들에 기대지 않고서는 도대체 좋은 정책 제안을 하기 굉장히 어려
울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또 요청을
하시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
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구원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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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거창한 결과물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거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성심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 내용들을 담
아서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목
소리들이 다 전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
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을지 어떨지 우리가 의논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는 절~대 없
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영란: 해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과 같이 마무리 짓는 그런 보고서를 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미형: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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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논의 주제에 따른 참석자들의 의견 요약
논의 1. 2012년부터 3년 넘게 운영해 온 현 시점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에 대
한 점검
- 사례관리에 집중(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과연 가능한가?)
-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사회 내 gatekeeper 역할, 민간은 전문적 사례
관리?

∙ 희망복지지원단은 사례관리보다는 자원연결에 집중, 그러나 읍면지역의 경
우 자원부족으로 연결에 난항 → 자원은 군단위에서 해결하거나 마을공동
체의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 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제적 원조와 주택 보수를 지역 자원을 연결해서 해결
하는 것이 주요 활동 → 경제적 원조와 주택 보수 외의 문제적 상황이나 욕
구, 혹은 그것으로 파생하는, 혹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 수
집이 미흡한 것 아닌가? 이를테면 사례관리자의 상담 기술 부족이나 시간
부족, 혹은 인력 부족인지를 파악할 필요
∙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타 부서의 무차별적 업무 부가와 그로 인한 업무 과
중, 정체성 혼란, 소진 → 지원단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필요, 사
례관리에 대한 개념 정립과 활동 규정 필요
∙ 사례발굴, 사례관리, 자원동원, 자원관리, 자원연계, 교육, 평가, 외부 출장,
그리고 그 외의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과부하 → 지원단 업무의 축소
나 인력 보강을 결정할 필요
∙ 각각 해당 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민간 복지관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서 오는 혼란 → 민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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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에 대한 심사숙고 필요
∙ 인력을 추가해도 실질적인 인력 배치가 되지 않음
∙ 사례 지속은 6개월 한정,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지원단에 대한 평가
(삶의 질 변화의 증거 요구)에 대한 부담 - 시간 제약, 업무 과중, 조사나 평
가 능력 불충분
∙ 사례관리의 의미(사정, 개입 계획, 개입, 평가, 사후관리 등의 연속적 과정을
중시)를 살리려면 공무원 업무(종합행정)의 특성 상 관 주도로는 부적합 →
사례관리의 분업화가 필요 (사례 발굴, 사정, 자원연계는 공공이 담당, 사례
개입, 사후관리, 평가는 민간이 담당)
∙ 현재의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음, 특히 알콜중독과 정신질환, 학대와 폭력 등은 대표적인 미해결 문제
들 → 농촌에 부족한 센터나 기관 등의 점차적 확대 개소를 제안
∙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타 부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논의 2.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분소의 필요성 및 역할
- 접근성 강환 vs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읍면 단위에서 사회복지 기능 강화 vs 군청 차원에서 기능 확대
예) 분소의 형태 및 기능을 다음과 같이 하면 현실성이 있나?
현실적으로 읍면에 인력 보강이 쉽지 않고, 1~2명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부 인력 보강으로 현재 체계에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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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사회복지직 중에서 경력자를 ‘읍면복지지원팀’(가칭)에 배치하여 3~4
개 읍면을 전담하도록 함. 읍면사무소 행정에서 분리하여 지역사회조직 등 사
회복지실천 본연의 업무 수행.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분리

∙ 공공영역의 행정 및 인력 라인을 고려할 때 분소는 부적절, 조직 내에서 교
류하지 못하는 것(승진 포함)은 문제 → 그러나 사례관리를 위한 분소는 바
람직
∙ 분소가 생긴다면, 본청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읍면에 사례관리사를 확대 배
치하면서(읍면사무소당 1명은 배치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는 구도로
∙ 면을 묶어서 분소를 만들면 해당 면의 이해관계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개별 면의 동질성 유지에도 위협
∙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회복지실천 본연의 업무만 수행할 수 없음 → 그것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직무 유기이며 관계 파탄 초래
∙ 분소보다는 방문전담팀, 콜전화 등으로 접근성 확보 필요
∙ 마을을 복지공동체가 되도록 조직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
논의 3. 민간과 공공의 역할
-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민과 관의 역할
- 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 vs 공공 직영

∙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 → 오히려 복지관에서 생활중심권을 바탕으로 분소를 운영 (이동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 전문적 사례관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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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 복지관이나 전문기관들 (특히 재가노인복센터 등)이 전통적인 사회복
지 사업과 가치에 충실할 필요 → 상업화되어 가면 지역의 사회복지 자원으
로서 역할하는 것은 불가능, 특히 농촌에서 복지가 상업화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부재한 것이나 마찬가지
∙ 민관협력에 있어서 공공이 민간을 감독했다가 협력했다가 하는 것에서 오
는 불합리
∙ 민관협력에서 대상자의 데이터 공유 불가능 → 행복e음 시스템의 문제, 개
인정보보호의 문제
논의 4. 사례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광역 시도 차원에서 전문 슈퍼바이저 운영
- 수퍼바이저로 은퇴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인력 활용

∙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그러나 사례관
리의 전문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 외의 논의 및 제안 점

∙ 보건과 복지 통합 관련해서 통합 불가능 → 헤게모니의 문제, 소통의 문제,
따라서 행복지원팀에 방문간호사를 채용
∙ 가능한 현재의 공공 시스템을 유지, 특히 새로운 조직이나 시설을 신설하지 말
것 → 바꾸고 지시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음, 하고 있는 일이라도 잘 하고 싶음
∙ 지역복지협의체 간사의 의견 수렴 필요
∙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해결 → 사업에 따라서 국비 매칭 비율을

443
정하고 기관의 설립을 의무화

6.3. 공공분야 사회복지사의 경험 FGI 후기
조미형: 농촌복지는 공공이 할 부분이 아닌 거죠! 지금 하지도 못 하고 있
죠. 자원 연계만 하고 있잖아요.
김태완: 자원 연결만 하고 있죠.
박대식: 연계밖에 못 하니까요.
조미형: 자원 발굴……. 군청은 자원 발굴. 그리고 그 자원을 읍면에서 가져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박대식: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고....
조미형: 복지기획계와 희망복지지원단의 관계, 이 부분도 업무 속을 들여다
볼 만하네요.
김형준: 지역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면, 전체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주도권이나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따른 데서 갖고 가
고…….
김영란: 근데 나는 간담회를 들으면서 지역복지 컨트롤타워가 희망복지지원
단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희망복지지원단이 지금 컨
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다면 희망복지지원단의
이름을 바꾸든지, 희망복지지원단의 일을 축소시키고 컨트롤타워가
될 만한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든지. 근데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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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이것저것 만든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 같고. (웃음) 그냥, 마치
이 얘기의 핵심은 거칠게 말하면 ‘우리 좀 내버려 둬. 공무원도 매
년 보내지 마’
김태완: 그죠.
김영란: ‘사람만 좀 더 보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 그리고 돈
좀 보내서 자율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이 사업, 저 사
업 하라고 말하지 말고’. 이게 좀 이런 얘기잖아요.
김태완: 근데 사람을 보내거나 돈을 주면은 군수는 딴 데 쓸 거고, 사람을
보내도 딴 데 뽑아 쓰니까.
김영란: 그렇지, 지금 그렇다는…….
김태완: 그게 문제인거지.
김영란: 이것도 안 되고, 저 것도 안 되고.
조미형: 그것도 되게 놀라운데요. 공무원들의 이직률도 높단 얘기잖아요.
김영란: 그렇죠, 예. 예.
김태완: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가요…….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서천군에 있다가 서울로 가거나. 큰 도시로.
김영란: 처음에는 쉬운 곳으로 지원해서. 그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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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그러니까 2년 전 지자체에 다니며 의견을 들었을 때, 농촌은 인력
을 충원해도 사례관리를 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냐면 농촌은 종합행정 중심으로 산불 나면 산불 끄러 가야죠. 거기
서 사례관리 한다고 따로 있으면 문제가 되죠.
김영란: 그렇죠.
조미형: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태완: 그래요?
조미형: 제가 조직에 속해있는 사람으로서…….
김영란: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태완: 근데 지금 복지부 입장은 그것을 깨라는 이야기거든요.
김영란: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빼내자
는 거죠.
김태완: 그렇죠. 네.
김영란: 그니깐 행안부 안에서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니까 보건복지
부에 전담된 공무원으로 뽑을 수 있지 않느냐는, 행안부 안에 두지
않으면 어떠냐는 이야기였어요.
김태완: 그렇지. 공무원은 다 행안부가 컨트롤 하니까.
김영란: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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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복지부가 따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별정직이면 몰라도.
박대식: 예.
김영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제 얘기는 지금 국가운영행정을
바꿔야지만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박대식: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지.
김영란: 네, 맞죠.
조미형: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지업무만 해라! 이건 현
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모든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가 하나의 일인 거예요. 업무! 우리
가 생각하는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
고 조직 안에서 일단 내가 바깥으로 공간으로 떨어져 나가면 윗사
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김영란: 그죠. 아까 이야기 안 했지만 결국 그 이야기잖아요. 정보전달이 차
단된다는 이야기에서 승진정보전달도(웃음) 중요한 한 파트인거죠.
조미형: 주민에게 가까워지는 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김영란: 그렇죠, 그렇죠.
조미형: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사례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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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냐고요.(웃음)
김영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름이 딱
맞는 거죠. 지원만 하는 것.
조미형: 그래요…….
김영란: 뭔가 원하는 걸 지원 하는 것.
조미형: 자원 발굴, 저는 자원발굴에…….
김영란: 그니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농촌사람들이 필요한 건 경제적 지
원이다. 그리고 주거, 이런 거가 딱 이다. 라고 얘기했고.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민간이 만나서 한 사례를 놓고 관리한다면 그 사례
관리에서 자기네들은 거기서는 경제지원 파트만 맡으면 되는 거잖
아요.
조미형: 맞아요.
김영란: 그러니까는 수급자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면서 그런……. 소득보
장 측면에서의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에만 한 파트
맡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될 사람들한테 사례를 관리를 하라고
하면……. 한 사례의 part of resource로 공공이 들어가는 것이지 공
공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농촌에 민간 자원이 없기
때문인가요?
조미형: 아니, 도시 농촌 다……. 도시도 사례관리 하잖아요. 희망복지지원
단이.

448

김영란: 음, 그렇게 사례관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례관리의 의미를 모르
는 걸까요?
김태완: 우리의 결론은 희망복지지원단의 본 역할인 자원발굴과 연계만 하
고, 사례관리는 민간이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대식: 그게 현실적이지요.
김태완: 그리고 만약에 읍면동 분소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문제들
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읍면에 1인 혹은 2인을 배치하되 그 일은
사례관리 위주로만 갈 순 없고 같이 하되, 단지 예를 들면 5대 5든,
7대 3이든 6대 4든 사례관리를 좀 더 하도록 해라, 가 결론이네요.
조미형: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례관리가 물론 어느 수준으로 하
느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복지공동체와 같이 읍면, 그 단위에서 기
본적인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읍면에서 해결하는
데... 그게 어느 정도의 범위인 지 잘 모르니까, 별도의 한 사람의
일이 돼야 될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한두 명의 인
력이 커버 해 줄 수 있는지. 진짜로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로 넘기고, 그 안에서 사례관
리는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레이어로
나누어서 봤을 때, 굳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한 명씩 사례관
리자를 배치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박대식: 그거는 중장기적 목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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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박대식: 현실적인 건 아닌 것 같애.
김영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미형: 네, 그건 아니어도 조직해 내는 데 더 역할을, 포커스를 맞추면
…….
김영란: 현재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라기보다, 현실적으로 된다고 하더
라도 그것은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거하고는 대치되는 것 같아요.
조미형: 네…….
박대식: 예.
김영란: 그 사업은 둘을 같이 놓을 순 없다고 봐요. 원리적으로나 가치적으
로 봐도. 여기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면, 제가 농촌에서 살아 본 5
년~6년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마을 주민
이 서로 관심만 있다면 특별히 거기서 일어날 문제들이 없는 거예
요. 대체로는 또 노인분들이고, 실제로 농촌은 생각보다 많이 안정
적인, 매일 매일이 거의 비슷비슷한.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정신질환자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문
제들에 대해서만 사례관리를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대식: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김영란: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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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읍면단위로는 안되지요, 그건.
김영란: 그죠. 읍면단위로는 안 되죠. 그런 게 발견되면 면에 이야기 하고
그럼 면에서 취합돼가지고, 그것들을 어디서 ……. 사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례관리를 한다고 해도 복잡한 사례는 하나도 못 다루
는 거예요.
김태완: 그죠.
김영란: 네. 내가 보기에는 목포시만 해도 못 다룬다고 생각해요. 목포시에
서 정신질환으로 전문의에게 이 사람 보여야 한다고 하면, 전문의
찾기 어려워요. 하여튼. 뭐 입원시켜야 한다고 하면 광주 가거든요.
목포시에서 요양하는 게, 정신 요양 같은 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건 좀 분리되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조미형: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위로 가고, 그 위에서 오히려 지난번에 교수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전문화된 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시군단위에서도 못 하는
것은 시도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하는 거고. 밑
에는 어쨌든…….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읍
면에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웃음) 지금 간담회 참석자들이 말씀
하신 건 항상 “한 명만 더 있으면…….”(웃음)
김형준: 공공이 직접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공공이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하려고 하니까.
조미형: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그렇게 출장이 많으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출장도 다 그렇게 다니실 필요가 없는 체제가
되잖아요. 지역조직이 되면. 일일이 다 다니실 필요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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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아까 이야기 했듯이. 필요한 데만 가면 되니까.
조미형, 김영란: 그렇죠.
김영란: 근데 그것이 믿을만한, 어떤 사회의 안정책으로서 믿을만한 것이 되
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것을 길들게 할 때까지는 조금 도
움이 필요하죠. 이걸……. 뭐 마을 회의에서 이런 복지가 안건이 될
수 있는가? 뭐 마을 회의라는 거 자체가 있는가? 농촌개발사업. 저
희도 농촌개발 사업 하나 땄거든요. 거기서 복지적인 측면으로 무엇
으로 할지가 의문이죠.
김태완: 보통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김영란: 고민은 하는데 농어촌개발사업 안에 복지적 사업이 없다는 거죠.
박대식: 없어요.
김영란: 우리 마을이 규모도 적은데 30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받으면 거기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간사도 나올 수 있
고, 지금 그렇게 되면 좀 조금 더 그런 마을 공동체 부분에서의 복
지 그것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박대식: 마을간사들이 지금, 지역개발, 지역계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 마인드 있는 간사들을 활용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조미형: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이야기 하는 지역사회조직을 해 내는 거죠.
복지관에 안 붙어 있고 지역으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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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맞아요. 맞아요.
조미형: 그러면서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이걸 다 어떻게 혼자 해
요? 그래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주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서, 이 분이 여기 봐주고, 저기 봐주고, 저는 그냥 이 분
들이 해 주시는 것 취합하고” 이렇게 말해요. 나가서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하니까, 의회에서 그랬대요, “몰랐는데 내가 이런 사회복지
사 한 명을 잘 키워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몇 십 명이 행복해지는 거
구나. 지원하겠다.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일 할 수 있게”고.
김태완: 깨어 있는 지역이네요. 그게 쉽지 않은데요.
김영란: 오늘 얘기 들어보면 이 분들이 원하는 구성도가 뭔 거예요? 난 조
금 잘……. 모르겠어요.
조미형: 별로 안 바뀌는데요.
김영란: 안 바뀌는 거죠?
조미형: 저는 읍면중심으로 묶여있다는 생각에 사실은 분소나 권역을 엮는
것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김
태완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때, 장성, 칠곡, 이런 데 가서 얘기 들
으면서 “아, 종합행정이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아,
저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은 이거구나. 저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에
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김영란: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는 공공 전달체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자 고 했는데, 그래서 참석자도 그렇게 초대했는데, 결
국엔 공공은 지금 하는 것보다 일의 종류는 좀 축소하면서 깊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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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되게 하는 쪽으로 된다면, 거기서 민간이 들어가 주는 그런 부
분에서 볼 때, 민간은 복지관의 분소화. 민간이 오히려 복지관의 분
소화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거죠.
조미형: 예.
김영란: 예. 그것에 있어서 몇 개의 분소를 어떤 식으로는 담당 지자체가
제일 잘 알거니까 그건 뭐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예산 부분에서 농
촌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거 중간에 중간레벨에서는 그거고, 아주 마
지막 레벨에서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걸로 가는 거고. 이거죠.
조미형: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 제가 저 그림 그릴 때도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못 봤고요, 그 때도.
김영란: 사실 저는 조금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사
례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예요 (웃음)
김형준: 그건 아니지요. 조직화해야지.
김영란: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복지로는 (웃음) 조직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는 마을 공동체의 지역복지관이 해야 될 주요 사업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조미형: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례관리가 나오면 관리는 하겠지
만.
김형준: 포함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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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형: 그렇죠. 그거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네.
박대식: 그러면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제대로도 못 하고 있지만 하고 있
는 사례관리 중에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나머지 민간으로 넘겨야 될 것,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 털어내자는 입장은 아니죠?
김영란: 저는 솔직히 다 털어내자는 입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어요.
김태완: 아예 사례관리에서 손 뗀다?
김영란: 아니요. 사례관리를…….
박대식: 그건 전략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란: 사례관리 중에서 자원을 조정하는? 자원을 거의 담당하는 역할?
조미형: 중요한 역할인데…….
박대식: 아무튼 자원 동원하고, 연계시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털어 내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영란: 아니 그러니까요. 민관협력이라고 한다면 assessment 끝나서 그리고
나서 계획? plan? 이 사례를 어떻게 plan 할 것인가는 민간의 사회
복지사, 훈련된,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 주지 말고, 오히려 사례관리
사무소 같은 게 어찌 보면 낫겠다는 것이고. 뭐 완전 케이스만 다
룬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굉장히 미시영역이라고 생각
해요. 그게 그냥 겉으로 월 소득 좀 보장해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
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테이크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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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
고. 그리고 한 사람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절대적
으로 가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웃음)
김영란: 그니까 이렇게 탐구해서 이렇게 사례 스터디를 해 주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럼 자원은 어디 있고, 누구는 뭘 가져올 수 있다고 의
논할 수 있는 팀이 모일 텐데, 그 팀을 꾸려 주는 건 희망복지지원
단이라는 거죠. 그것이 되면 민관협력이 그런 의미에서 된다고 할
수 있죠. 상담사 민과, 그 다음에 자원발굴단 관이, 모여서 그 문제
를, 그 지역 안에서만큼은 해결하고 사실은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정말 자기네 동네에서만 자원을 발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
은 전국적으로 뛰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군 단위 정도의 희망복지지원단이라면. 그것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사례를 관리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사후까지 관리하라고 한다고 우리한테.
박대식: 그것은 안 맞지요.
김영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례관
리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사례관리라고 하는 concept, definition
의 practice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사례관리는 그렇게 할 수 있
는 게 아니니까요.
김영란: 이게 농촌복지만의 정의가 아니라서 머리가 아픈거죠.
김태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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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아니요, 사회복지 전~체가 지금……. 너무 chaotic한 거예요! 우리나
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정말로.
조미형: 아까 근데 말씀하신 사례관리사무소 같은 걸 별도로 또 사실은 만
들기가 쉽지 않으니.
김영란: 그런지 알아요. 예. 그거 원하지만.
박대식: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조미형: 종합사회복지관이 재작년에 기능 역할 재편을 하면서 사례관리가
다시 등장, 없다가 다시 들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관리와 조직
과 보호. 이렇게 세 꼭지로 가져갔는데, 복지관 안에서도 가족복지
나 케이스 담당하는 사람하고 지역복지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성향
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같이....
김영란: 하다 보면.
조미형: 예, 이게 같이 협력 하다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종합사회복지관
이 도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출발돼서 온 거라면 농촌에
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도시와 농촌의 그런 역할들에서 진
짜 가장 맞지 않는 옷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라는 한 꼭지 또한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복지관이 역할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민, 관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별도의 누군가보다는.
근데 문제는, 군 지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가 사례관
리를 할 만 하다라고 본 게 한 83개 중에 20개?
김영란: 많이 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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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조미형: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38개인데, 한두 명의 공무원만 있는 18개를
제외하면 20개에요. 그런데 그 20개 중에서 다 사람이 있을 거란
보장은 없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래도 그 20개는 다른 데
보다는 좀 나은……. 그거밖에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답
이…….
김영란: 이제 나도 항상 답이 없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서 스스로를 나쁘다
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농촌에 있는 복지관은 공공 복지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딱 fix해서 주고, 그거를 수행해라.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러지 않는 한은 누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깊이를 따지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오히려, 도시는 도시다운, 농촌은 농촌다운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복지관에 가산점을 주든지, 평가에서.
조미형: 그러니까…….
김영란: 이건 평가제도까지 거론해야 하는군요 (헛웃음)
조미형: 근데 이미 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
잖아요. 사업안내에 따라서.
김영란: 그러니까 농촌 매뉴얼이 따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조미형: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촌형 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김영란: 어쨌든 우리는 농촌에 농촌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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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된다는, 채택 하건 말건. 이 얘기 끝에 어쩌면 그것도 나와야 될
지도 모른다는 거죠. 적어도 농촌형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는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니까 지금은 전체 복지관 사업에서 사례관
리도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을.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농촌은 그 차원을 좀 더 넘어선 거잖아요. 그 점을 확실하게 해야 된
다. 그리고 농촌 사례관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희망복지지원단
의 사례관리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한다. 계속 이거를 뭐…….
structure를 제시를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미형: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예전에 당진이 군일 때 그렇게 사례관리를 시
작했었습니다. 관이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못
해. 우리는 그 대신에 수급자가 되게 한다거나…….”
김영란: 그렇지.
조미형: “우린 이런 역할만 할 테니까 니네가 다 해” 이러고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민간 사회복지기관한테. 그땐 복지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센터나 이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다 준 거예요. 희망복지지
원단이 구상을 하는 사업에서 거기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
씀하시는 그 모델인거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 좀 찾아보면 그런 모델들
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오히려 다 깨졌을 수도 있
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이 커지면서. 그 가능성이 더 크네요.
김영란: 그리고 사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참 좋았다, 하는 것들은
대체로 장이 바뀌면 그게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일수록 주로 다 없
애는 것일 지도 모르겠어요.(웃음)
박대식: 횡성이 그랬잖아요. 그 군수 바뀌고 나서 왕창 무너졌다가, 다시 또
원래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복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459

조미형: 완주도 [분소가] 없어졌어요.
조미형: 그러면 저희 토론은 이쯤에서 마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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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농촌복지의 구조에 대한 탐색

김영란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핵심 원칙
∙ 공공분야에서 주관하고 민간분야를 강화하여 지원하도록 구조 변환 제안
∙ 기존의 시스템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조절
∙ 농촌 주민 모두에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
∙ 인센티브를 통한 변환 추동
○ 이 때, 각 분야 혹은 조직은 다음과 같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 희망복지지원단 (농촌형)
∙ 군청에 소속한다.
- 공간을 군청에 둔다.
- 조직 내 소속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 역할과 기능이 집약적이 되도록 축소한다.
-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gatekeeper로서 (농촌 지역의 복지에 대한 컨트롤타
워는 지역보장협의체가 되도록)
- 군청 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운영 등)은 복지기획 담당 부서로
* 기획 부서를 행정직에서 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직의 양적 증가, 질적 성장, 복지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직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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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팀(혹은 서비스팀)과 자원팀을 둔다.
- 주요 업무는 사례 발굴, 사례 배분, 자원 발굴, 자원 관리, 자원 분배에 집중
- 특히, 관할 지역의 “복잡한 사례”를 관리
* 여기서 복잡한 사례란 대표적으로 중독, 정신건강, 학대

- 지역의 실무협의체와 협력
∙ 복잡한 사례의 관리는 수퍼바이저급 사례관리사가 담당한다.
- 수퍼바이저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특채
- 충분한 보수와 지위 보장(무기계약직 혹은 정직)
* 만일 상기한 내용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거나 그럴만한 인력이 지역에서 발굴할
수 없어 고용이 불가하다면 고용된 사례관리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
동하거나 외부에서 자문 (혹은 겸임 수퍼바이저, 객원 수퍼바이저) 활용

∙ 사례관리 제한 기간 6개월 원칙을 파기한다.
- 사례는 사례관리자의 판단에 따라서 종결
∙ 사례발굴 수, 서비스 연계 건수 등 실적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질적 중심 평
가시스템으로 전환한다.
◘ 민간 영역 종합사회복지관 (농촌형)
∙ 기존의 복지관의 3대 기능(조직화, 사례관리, 보호)을 정상화한다.
- 읍면사무소와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조직화 기능 수행
∙ “평범한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는 현재와 같이 진행하고, 복잡한 사례의 경
우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든가 협력한다.
* 여기서 평범한 사례란 현재 민간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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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화 기능을 강화하여 마을에서 활동한다.
- 이웃관계망을 통해 1차적 문제나 욕구(“단순한 사례”)를 마을 내에서 해
결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을 조직화하고 읍면동 복지위원과 마을간사와
협력
* 여기서 단순한 사례란 전등달기 등 집안 일, 안부확인 등 안녕과 안전, 공과금이나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정보제공, 함께 차타기 등 이동 지원 (에스코트 등) 과 같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례

∙ 경우에 따라 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분소를 설치한다.
- 분소에서도 본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되 분소가 위치한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중점 기능을 결정
-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와 연계
* 가능한, 공간을 읍면사무소 내 혹은 근처에 배치

∙ 복지관의 마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기의 사업 수행 시 평가점수나 위
탁기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사례관리와 마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인력의 활동을 명시한 인력활용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심사 후 인건비
보장
* 이 때 지자체를 지역보장협의체로 대체 가능

◘ 민간 영역 단종 복지관
∙ 해당 복지관의 중점 분야의 서비스 제공 외에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포함하
여 제공한다.
*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농촌이 갖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이나
부재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흔히 복지관의 다기능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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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복지관의 다기능화의 다른 의미는 복지관 이용 대상의 다양화

∙ 경우에 따라 서비스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 분소를 설치한다.
- 이에 대한 내용은 상기한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일
∙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재한 지자체의 단종 복지관은 상기한 종합사회복지관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복지관의 마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기의 사업 수행 시 평가점수나 위
탁기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특수 전문 센터 건립
∙ 정신보건센터,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전문보호기관 등의 개소에 대한 중앙
정부 예산 지원과 설치 의무조항으로 법 개정
◘ 보건복지 통합
∙ 보건복지 통합에 대한 각 전문집단 간의 반대 여론 반영
∙ 희망복지지원단 하에 복지방문팀을 두고 거기서 방문간호사 채용
- 방문간호사 사례관리 업무 중단
- 사례의 방문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이 복지방문팀 파견
- 복지방문팀은 가능한 읍면단위에 배치하여 활동
∙ 복지사가 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복지사가 일정 정도의 교육을 통해 보건(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격
(예를 들어 ‘건강상담사’ 혹은 ‘건강관리사’ 등) 획득 (간호사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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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격을 갖는 것과 유사한 발상)
◘ 군청
∙ 지자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복지기획계가 담당)
∙ 희망복지지원단의 실질적인 상부조직
∙ 자원발굴과 연계(배분)의 구심점
∙ 사회복지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주체
∙ 민간 복지관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추동
◘ 읍면사무소
∙ 읍면단위 복지 공급원과 자원의 중심체
∙ 공공부조 등의 제도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제공자/조정자의 역할 부여
* 복지서비스 담당자 (7급 사회복지공무원) 확보
* 담당자는 사회복장위원회 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지역 복지자원의 네트
워크, 마을간사 혹은 마을주민의 복지활동의 파트너로 활동

◘ 분소
∙ 소규모 다기능화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인근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구심점 역할
∙ 마을단위 네트워크의 중심
<농촌복지의 향상을 위한 각 조직/기관별 정리>
조 직 /기 관
군청

기능
- 복지서비스 총괄

역할
control
tower

사례관리
_

-

파트너쉽

조건

중앙정부
이웃 지자체
기초지자체
민간기관

- 친 복지적
군 수 와 군 의원
- 사회복지전공
고위급 공무원

465

-

군청
종합복지관
기타 전문기관
지역보장 대표/
실무 협의체

- 인력보강
- 예산보강
- 업무분장

-

군청
종합복지관
단종복지관
지역보장 대표/
실무 협의체

- 전문 인력
(7급 공 무 원 )

희망복지
지원단

- 사례 발굴
- 자원 발굴
- 자원 분배

gatekeeper

읍면사무소

-

welfare/
service
coordinator

종합복지관
(분 소 포 함 )

- 분소운영으로
서비스의
지역적 확보
- 서비스 질과 양
컨트롤의 중심

service
provider

- 기관 내
사례
- 네트워크
사례

- 군청
- 이웃 지자체
복지관
- 희망복지지원단

- 인력보강
- 예산보강
- 평 가 /위 탁
인센티브

단종복지관
(분 소 포 함 )

- 분소운영으로
서비스의
지역적 확보

service
provider

- 기관 내
사례

- 군청
- 종합복지관
- 읍면사무소

- 예산확보
- 인력보강
- 평 가 /위 탁
인센티브

기타
전문기관

-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 서비스 연계

service
provider

- 기관 내
사례

- 군청
- 종합복지관
- 단종복지관

- 지역 균형
개소
- 평 가 /위 탁
인센티브

주민
(복 지 위 원 /
마을 간사)

- 지역 내 자원화
(이 웃 관 계 )
- 욕 구 /문 제 발 견
- 해결 연계

organizer

- 사례 발굴
및 referral

- 읍면사무소
- 지역보장 대표/
실무 협의체
- 인근 복지관

- 인력보강
- 교육
- 인센티브

지역보장
대표협의체

- 서비스 계획과
평가

supporter

- 사례 자원
확보

_

- 교육

지역보장
실무협의체

- 서비스 제공과
연계

supporter

- 사례 자원
확보

_

- 인센티브

사례 발굴
자원 발굴
네트워크 중심
서비스 제공

- 복잡한
사례

_

◘ 농촌경제연구원의 차후 연구주제들
- 농촌의 유형화를 통한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 보완에 바탕이 되는 농촌성에
관한 연구 수행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에서 농촌인지성에 대한 고찰과 법 개정 제안
- 종합복지관의 농촌형 매뉴얼 (혹은 사업지침) 개발
- 농촌복지를 위한 재정 / 예산편성에 대한 고찰과 제안
- 농촌개발사업에서의 사회복지 측면 (혹은 농촌인지성)에 대한 고찰과 제안
- 농촌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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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식품·유통분과 주요 발굴 이슈

식품·유통분과 식품산업소위원회

1.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고) 방안
김 관 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 태 희 경희대학교 교수
이 윤 석 연세대학교 교수
제1장 서론
제2장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분석

2.1. 식품제조업 분야
2.2. 외식 분야
2.3. 포장 /디자인 분야
제3장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3.1. 식품제조업 부문
3.2. 외식산업 부문
3.3. 포장 /디자인 부문
제4장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4.1. 식품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 전략
4.2. 식품 외식 분야의 경쟁력 확보 전략 (경희대 )
4.3. 포장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 확보 전략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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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총산출액은 농림수산품, 가공식품, 외식을 포함하
여 2013년 기준 약 260조 원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는 음식료제조업과 외식업의 빠른 성장
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의 연구(안동환 외, 2015)에 따르면, 식품산업 화폐 단위당 성장에 따
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석유제품의 화폐 단위당 성장에 따른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동차 부품의 1.2배, 반도체산업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
품산업 글로벌 경쟁력의 상대적 우위에서도 확인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도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되면서 식품산업 진
흥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되어 농업과 연계된 식품산업 발전의 토대가 형
성되고, 이에 따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정책이
시행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글
로벌 경쟁력은 아직도 선진국 대비 낮은 실정임. 예를 들어, 세계 1위 글로
벌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매출액 규모(2014년 기준 약 110조 59)가 우리나라
식품기업 전체의 매출액(2014년 기준 약 53조60)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도약을 위해 식품산업의 주요 부문인 식
품제조업, 식품포장/디자인 산업, 그리고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59
60

Fobes. www.forbes.com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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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도함.
- 첫째,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시도하고,
- 둘째,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하며,
-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도출함.
○ 식품제조업과 식품포장/디자인 산업의 연계 강화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임. 외식산업 또한 최근 식품포장/디자인 산업과의 연
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식품산업의 주요 부문을
식품제조업, 식품포장/디자인 산업, 외식산업으로 구분하여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됨.
○ 본 고에서의 이러한 논의결과는 향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단기적으로도 식품산업 정책의 방향성
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됨.
○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 2장에서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분
석,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그리고 제 4장
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이 식품제조업, 식품
포장/디자인산업 그리고 외식산업으로 구분되어 서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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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분석
2.1. 식품제조업 분야
○ 최근의 글로벌 식품 제조업 분야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1.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환경의 조성. 2. 가공식품의 소비자 신뢰 확보. 3. 신규 원재료 활
용의 활성화, 4. 제품 가격의 양극화. 5. 무첨가 제품의 증가, 6. 노령 인구를
위한 신제품 개발, 7. SNS연계 마케팅 활성화, 8. 혼합형 제품의 등장, 9 환
자식 제품 증가, 10. 새로운 시장의 대두.

2.1.1.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환경의 조성
○ 환경문제, 음식물쓰레기,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식품 제
조업체들도 지속가능한 식품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음. 과거 가공 식
품 분야에서의 환경문제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최
근의 글로벌 식품제조업체들은 가공식품의 원료조달-가공-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체의 비용을 절감시켜 경영 환경을 효율적으로 재구
성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예컨대, 네슬레 사(社)는 자사 제품의 생산 공정에 소비되는 물 소비량을
줄이고 폐수처리시설 보강을 위해 3,100만 유로를 투자한 바 있음.61
○ 지난 반세기 식품시장의 목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였으며, 이를 가능하
게 한 것은 발달된 화학 기술과 이에 기초한 원재료 생산 및 가공기술이었

61

한국일보 , “물이 미래다 , 글로벌 기업들 물 투자 ‘콸콸 ”,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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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하지만, 그 부작용이 점진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글로벌 기업
들은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우리
나라의 식품기업 또한 환경 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한 시점임.

2.1.2. 가공식품의 소비자 신뢰 확보
○ 환경오염과 글로벌 이상기후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식품안전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식품제조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만큼, 타 업
종과는 달리 소비자 신뢰, 특히 안전성이 기업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그 결과, 식품기업들은 자사의 식품이 청결한 사업장에서 생
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기업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기
시작했음.
- 중국의 멜라닌 분유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홍콩이나 영국산
분유의 구매량이 폭등한 사례가 있음.
- 식품기업들은 식품의 안전성을 자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음.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식품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예방이 가능하며, 위험요
소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한편, 본 제도의 도입 이후
로 소비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도 함.
○ 세계적인 식품안전 강화 추세에 맞추어,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식품이력
추적제도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음.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식품과 관련
된 사건‧사고의 예방이 가능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한편, 본 제도의 도입 이후로 소비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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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함.
○ 유사한 맥락으로, 라벨링 제도 또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라
벨링과 식품이력추적제의 결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선진국과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미국의 경우 식품안전 현대화 법안(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고,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식품안전협회 인증
(GFSI Certificate)을 취득하는 등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2.1.3. 신규 원재료 활용의 활성화
○ 식품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으로 활용되었던
식품 원료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원료가 각광받고 있음. 글로벌 식품제조
업체들은 신규 제품 개발에 있어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원재료를 활용하
여 긍정적인 반향을 이끌어 내는 데 점차 익숙해지고 있음.
- 전통적인 미국 음료 시장의 강세는 오렌지 주스와 탄산음료였지만, 최근
코코넛 워터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2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 2013년 약 4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
현재 200개가 넘는 코코넛 워터 브랜드가 론칭되었으며, 향후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62 한편, 코코넛 음료가 대중화되면
서 코코넛 밀크63가 유제품의 대체품으로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 외에도 천연 스테비아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 생 카카오, 견과류 등
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원료로 볼 수 있음.

62
63

헤럴드경제 , “천연 이온음료 코코넛워터 , 그 매력에 풍덩 빠지면 ...” 2015. 04. 01
코코넛 열매의 과육에서 추출되며 , 크림과 같은 풍미를 가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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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도 새로운 원재료 발굴을 통한 신제품 개발, 신규 시
장 개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 다양한 코코넛 워터 제품들(미국)

2.1.4. 제품 가격의 양극화
○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
는 동시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
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즉각
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고급 식품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됨.
- 프리미엄 제품들은 제품에 사용된 고급 원료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선호하
는 경향을 보임.
○ 인터넷의 보급을 통하여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가 지
속되면서 식품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제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음. 그
러나 더 많은 상품과 더 많은 브랜드의 비교가 가능하고, 이전에는 소비하
지 않았을 브랜드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음. 그 결과로 소비
자들은 이성적이면서도 다분히 감성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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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발맞추어,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감성에 바탕을 둔 고가 제품 개발에
도 박차를 가하면서 중간 가격대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
세임.
○ 우리나라 식품 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은 글로벌 식품시장에 비해 다소 낮
은 수준이며, 저가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음. 따라서 건강이
나 안정성을 중시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자주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 중 하나로,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출시한
이후 소비자를 유도한 이후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제품 소비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글로벌 식품기업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음.

2.1.5. 무첨가 제품의 증가
○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되었음을 강조한 제
품이나 마케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음료 제품에서 강조
되어왔던 방법이지만, 최근 시리얼, 빵, 스낵 등에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
음. 특히 유럽에서는 ‘E-number’64 코드를 활용하여,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
품첨가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E-number를 도입하게 된 이유로는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엄격히 규제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임.
- 우리나라 식품기업 역시 다양한 무첨가 식품을 개발‧출시하고 있으나, 무
분별한 마케팅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64

유럽에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코드로서 , 유럽 식품성분표에서 사용됨 . 식품안전성
검사와 승인은 유럽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 관리함 .
식품첨가물이 없는 제품은 E-free라고 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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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number 표기와 E-free 제품

○ 세계적으로 무첨가 제품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무첨가’ 의 정의가 아
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무
첨가 제품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

2.1.6. 노령인구를 위한 신제품 개발
○ 전세계적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령인구가 식품 소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소비시장을 이끌어 왔던 베이비부머 세대
(`1946~`1964)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령 인구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식
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한편, 노령인구를 위한 영양성분, 표기법, 포
장 요소들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EU는 식품 표시 기준에 영양정
보 표시를 노령인구가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한 가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식품 기업은 노령 인구를 위한 편리한 포장방식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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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n 사(社)는 자사 통조림 제품에 노령층이 열기 쉽도록 2중 구조 뚜껑
을 적용하고, 이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개호(介護) 식품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음. 개호란, 곁에서
돌보아 준다는 의미로서, 노인들이 혼자서 섭취가 가능한 식품군을 말하
며, 미각, 시각, 영양 등을 노령층에 맞추었음.
그림 2-3. Crown 사(社) orbit 제품

○ 전 세계적으로 실버푸드가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실버푸드
산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실버푸드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버푸드의 기준과 규격을 명확히 하고, 제품 개발과 다양화에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Innova datavase. www.innovadata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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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Innova database의 노인식품 키워드
Easy to open
Easy to digest
Reduced acid
For strong bones
Specifically formulated
Nutritionally balanced
Improved heath
Easy to read labels
Lightweight packaging

열기 쉬울 것
소화가 쉬울 것
신맛이 적을 것
뼈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것
특별히 배합된 식품일 것
영양적으로 균형잡혀 있을 것
건강을 증진시킬 것
읽기 쉬운 라벨을 부착할 것
용기를 가볍게 포장할 것

2.1.7. SNS 연계 마케팅 활성화
○ 일상 전반에 걸친 SNS의 정착으로 인하여 식품제조업체들은 새로운 마케
팅 경로를 발견하였음. SNS를 통한 홍보는 기존의 TV광고,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며, 정보의 일방향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
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하기에 따라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음.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네슬레 사(社)는 자사 고급 초콜릿 브랜드인 Maison Cailler를 SNS와 연계
하여, 개별 맞춤형 제작 후 배송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 또한, 해당 웹
사이트를 등록하면 시식용 초콜릿을 받는 동시에 SNS 상의 친구와 공유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식용 초콜릿을 받는 신청자는 자연스럽게 해당
제품의 광고기능을 수행하게 됨.
- 글로벌 리서치 그룹 웨버 샌드웍65 에 따르면, SNS와 식품 소비 간 연계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10명 중
4명, 중국은 10명 중 6명이 식품 소비와 관련한 리뷰나 사진을 매달 한번
65

Webershandwick, www.webershandwick.asia, 2015

478
씩 SNS에 업로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존의 마케팅이 제품의 성분, 맛, 모양 등의 정보 전달에 집중한 반면, 최근
의 SNS 마케팅은 감정과 느낌의 공유,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SNS
가 관계유지 및 형성역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한편, SNS 마케팅의 범람으로 인하여 소통과 공유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
함. 마케팅을 준비하는 식품기업은 SNS 마케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기존의 정보전달과 다름없는 마케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1.8. 혼합형(hybrid) 제품의 증가
○ 전통적인 가공식품 외에도, 다양한 식품 간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식
품 개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식품의 개념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에서 벗어 나 즐거움과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점차 변화하
고 있기 때문임.
○ 최근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결과, 식품기업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들을 개발
하고 있음. 예컨대, 녹차가 함유된 초콜릿 시럽이나, 코코넛이 포함된 시리
얼 바 등 제품을 사례로 들 수 있음. 재료뿐만 아니라, 트렌드 융합형 식품
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을 지닌 음식 간 결합도 나타나고 있음.
○ 혼합형 식품들은 개별 제품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하나의 식품에 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함. 따라서 식품기업의 기획자들은 식품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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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트렌드를 주시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함.

2.1.9. 환자식 제품의 증가
○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각종 성인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고지방, 고
칼로리 식단이 중심이 된 서구권에서는 식품을 통하여 체중과 콜레스테롤
을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이러한 수
요에 반응하여, 소화 향상, 면역 강화, 혈압조절 등이 가능한 기능성 식품들
을 다수 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식품들의 시장 규모 또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반면, 탄산음료와 고칼로리 가공식품들의 시장 규모는 차츰
감소하고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식품(Medical Food),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특수의료용 식이용법 식품(Dietary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의료용도용 식품이 있으며,
주로 환자용 균형영양식과 당뇨환자용 식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품별로
는 RTH(Ready To Hang) 식품(오픈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 가능한 튜브 형
태)의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사회66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확대로 인하여 특수의료용도 식품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음. 다만, 국내에서는 특수의료용식품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명
확한 정의와 분류체계 확립을 통하여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66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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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새로운 시장의 대두
○ 16억 명 규모의 이슬람 시장이 가공식품 시장의 새로운 소비지로 주목받고
있음. 이슬람 종교는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 95% 이상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여 지역적 집중도도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 지역단
위의 마케팅 수행에도 긍정적인 장점이 될 수 있음. 또한, 아랍국가는 식량
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UAE는 할랄 인증의 필수화를 추진
하는 등, 시장 규모는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할랄 식품은 가공·처리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청결한’, ‘안전한’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있음. 이에, 이슬람 종교가 아닌
소비자들도 할랄 식품을 소비하기도 하는 등, 일종의 품질 인증마크로 기
능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그림 2-4.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을 받은 패스트푸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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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식 분야
○ 글로벌 외식 분야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1.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
2.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레스토랑, 3. Ethnic Food의 확산, 4.
Spicy Food 관심 증가, 5. HMR 상품의 진화, 6. 1인 가구 맞춤형 외식 증가,
7. Foodtech의 발전, 8. Foodie 문화 활성화, 9. 쉐프테이너의 가정 미각열풍
확산, 10.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외식.

2.2.1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과 영양은 외식소비 트렌드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될 메가 트렌드중 하
나임.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소득수준 증가,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등으
로 소비자들의 건강, 영양, 웰빙 등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시인들의 외식화율67 증가로 인해 음식점에서의 건강한 식사 선택도 중요
해져가고 있음.
-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68에 의하면 건강음식점과 연관된 키워드나 이미
지로는 ‘유기농/무농약/무공해’, ‘웰빙’이 가장 빈번히 언급되었고 ‘채식’,
‘야채’, ‘한식’, ‘친환경’, ‘천연’, ‘슬로푸드’, ‘신선한/국산/계절 식재료’,
‘저염’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건강음식점이란 단순히 영양가 충족을 넘어
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
요함.
- 선진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건강음식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미
국 Healthy Dining Finder.Com)이 있는가 하면, 정부차원의 건강지원 사업
들이 활성화 된 나라들(캐나다 Eat Smart! Ontario’s Healthy Restaurant

67

68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액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2012년 기준 미국은
40.6%, 우리나라는 47.7%를 차지
서울시 (2015) 식생활관련 조사 보고서 (표본수 1000명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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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싱가포르 Healthier Dining Program)도 있음.
- 서울시69는 건강음식점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음
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 건강식당 MAP 구축, 건강음식점 정보
서비스 제공, 다양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음.

2.2.2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레스토랑
○ 미국 NRA의 2015 Culinary Forecast의 Top 20 Food Trends 중 1,2,3위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이용한 메뉴 개발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
려하는 것임. 더 나아가 단순히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Hyper-Local 레스토랑도 꾸준한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북미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운동 등 해외 주요국가의
로컬푸드 운동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
화와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로컬푸드 직매장, 직
거래 장터 설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외식업계도 신선하고,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를 반영하고자 로컬식재료만을 고집하거나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며 음식
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예를 들면, 2010년부터 The
World’s 50 Best Restaurant70의 최고 순위에 오르고 있는 덴마크 NOMA
레스토랑은 북유럽에서 나는 재료만을 사용하고 북유럽만의 요리법을 발
전시켜서 조리하는 ‘자연주의’ 컨셉의 음식점임. NOMA의 음식은 미식가
들이 찾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요리로서 유럽지역의 슬로푸
드(slow food)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음. Hyper-Local 음식점으
로는 미국의 Blue Hill at Stone Barns71 레스토랑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최

69
70

https://health.seoul.go.kr/
http://www.theworlds50best.com/list/1-50-winners#t1-10

483
고의 음식은 최상의 재료에서 나온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식
재료를 직접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Farm to Table’ 현
장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 한식뷔페로 성공을 거둔 CJ 푸드빌의 ‘계절밥상’72은 산지
제철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이라는 컨셉으로 점포내 생산자와 소비자
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계절장터를 오픈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시골
농가 인테리어로 소박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집밥의 이미지를 연출함으로
써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음.

2.2.3 Ethnic Food의 확산
○ 글로벌화로 인한 에스닉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속적인 트렌드 중에 하
나임. 세계경제가 북미와 유럽 중심시대에서 아시아중심으로 파워가 이동
되면서 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재평가되고 있으며 아시아 문
화권에 대한 관심은 메뉴 트렌드에서도 아시아 요리의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음.
- 미국 레스토랑협회에서 2014년 요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에스닉 음식 카테고리에서는 한국음식과 동남아시아 음식(태국, 베트남,
버마, 말레이시아)을 Hot Trend 2위와 3위로 선전했으며, 2015년73에서는
Ethnic Fusion이 1위를, 동남아시아 음식이 5위를 차지했음.
- 캐나다의 2015 Chef Survey74에서도 Ethnic Fusion이 1위, 동남아음식이
2위, 인도음식이 3위, 그리고 한국음식이 2014년과 동일하게 4위를 차지
함.

71
72
73
74

http://www.bluehillfarm.com/dine/new-york
http://www.seasonstable.co.kr/
NRA(2015) 2015 Culinary Forecast - What’s Hot
Restaurants Canada(2015) Restaurants Canada 2015 Che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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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식을 포함한 동양음식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됨.

2.2.4 매운 맛의 인기 증가
○ Technomic75은 2016년 Food Trends의 하나로 The Sriracha Effect를 언급함.
Sriracha란 태국 정통 핫 칠리소스로서 특유의 칼칼한 매운맛과 감칠맛으로
식품업계의 상품개발 및 외식업계 신메뉴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이국
적인 매운맛의 건강효과까지 입증되면서 제2의 Sriracha로 대한민국의 고추
장(gochujang)을 비롯하여 인도의 ghost pepper, 동남아시아의 sambal, 북아
프리카의 harissa, sumac, 그리고 dukka 등의 향신료나 매운 소스등이 주목
받고 있음.
- 글로벌 외식시장에서 한국적인 매운맛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세
계시장에서 한식당의 수요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2.2.5 HMR 상품의 진화
○ 맞벌이 가정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현대인들의 시간 스트레스 등으로
가정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HMR 상품은
전문화, 다양화되어가고 있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HMR은 가정식을 대체하지만 외식시장의 경쟁자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테이크아웃해서 가정에서 섭취하는 것이므로
기존 외식업체들의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외식업체 브랜드를 부착한 대표 메뉴들도 수퍼마켓이나 홈쇼핑에서 일반
가공식품처럼 유통되고 있음.
- 또한 유통업체들도 HMR 전문 브랜드를 론칭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카테
75

Technomic’s Take: 2016 Food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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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의 HMR 메뉴를 출시하고 있음. 신세계의 PEACOCK 브랜드가 대표
적인 예로 신세계백화점부터 이마트, 편의점까지 피코크라는 유통업체 단
일 PB 브랜드로 브랜딩하고 있음. 최근 오픈한 일산 이마트타운에는
PEACOCK Kitchen이라는 푸드코트를 오픈하고 피코크 제품으로 운영되
는 외식서비스 공간을 운영중임.

2.2.6 1인 가구 맞춤형 외식증가
○ 소가족화, 1인 가구, 이혼율 증가 등으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과거에는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밥상을 마주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했지만 요즘은 이러한 밥상 풍경을 보기 어렵고, 빨리 식사를 끝내
야하므로 혼자 외롭게 밥 먹는 고식(孤食)은 먹는 즐거움 마져 사라지게 하
고 있음.
- 식품시장은 1인용 소포장 상품의 수요가 급증하며 1인 기준량의 식품이
개발되고 있고, 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져 가고 있는 추세임. 외식업계도 1
인 메뉴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나 아예 혼자 방문하는 고객을 배려한 시설
디자인을 갖춘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1인 전용 음식점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의 한 라면 전문점은 테이블을 독서실 형태로 배치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함.
-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현대인들의 바쁜 라이프 스타일로 가족
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SNS를 통해 소셜다이닝이 확산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은 공간을 초월해
고객들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업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모여 음식을 먹
으면서 공통관심사를 얘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임. 이미 선진
국에서는 Lunchwithme, Colunch, Grubwithus 등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소셜다이닝 플랫폼 집밥 등이 운영중임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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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인 고객이나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을 위한 다양한 외식 서비스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됨.

2.2.7 Food Tech의 발전
○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말로 식품관련업과
정보기술의 접목을 뜻함. 최근의 정보기술 개발은 글로벌 소매업 및 유통업
생태계를 바꿔 놓을 만큼 혁신적인 수준이며, 외식업도 이러한 정보기술기
반을 활용하여 점포운영 효율성 개선, 매출증대,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
출하고 있음77. 이는 스마트 소비자들이 갈수록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원하고 있고, 제품만으로 브랜드 차별화가 어렵고 점차 모바일 환경이 대세
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 우위를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임.

2.2.8 Foodi 문화78 활성화
○ 최근의 소셜미디어는 외식 소비자들 사이에 새로운 음식과 레시피를 공유
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외식이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식문화로 발전되고 있음. 자신
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은 새롭고 트렌디한 레
스토랑이나 음식이 생기면 바로 먹어보고 소셜 미디어에 올림으로써 자신
의 경험을 공유함. SNS에 소개된 음식이나 레스토랑은 빠르게 입소문이 확
산되면서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있음.
-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에 이어 최근에 소개된 인스타그램 음식사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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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등의 외식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음. SNS 채널을 이
용한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는 자료를 바탕으
로 한 자발적 입소문이 매우 중요하며,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유 할 음식점 관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79.

2.2.9 쉐프테이너의 가정 미각열풍 확산
○ 쉐프테이너는 요리사(chef)와 엔터테이너(entertainer)의 합성어로 최근 TV
를 통해 소개되는 요리방송의 젊은 쉐프들을 일컫는 말임.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명성있는 요리사들의 요리방송들이 매체를 통해 소개된바 있으
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의 일임.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요리하는 남자들로
인해 소비자의 음식과 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조리 팁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천해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소
비자들이 식재료와 음식 요리에 가까워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배를 채우
는 단순한 식사(eating)만을 해왔던 소비자들의 미각을 깨워 궁극적으로 외
식을 즐기는 식문화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

2.2.10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외식
○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발달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음식을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배달해줄 수 있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외
식메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 또한 모바일 쇼핑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온라인 식품쇼핑 성향도 높아지고 있
어 국가에 따라 구매하는 식품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싱가포르나 호주 소비
자들은 온라인으로 레스토랑의 음식과 패스트 푸드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 37%로 나타남80. 옴니채널(omni-channel)81의 등장으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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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태의 경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외식산업도 가
정식과 외식의 경계나 세분시장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형태의 외식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의 외식산업은 외식시장과 가정식의 균형된 발전이 기대됨. 그 이유는
시간에 쫓기거나 요리 실력이 부족하여 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지만, 반면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외식비용 제한, 요리를 취미/여가 활동으로
즐기는 인구 증가, 건강한 집밥 트렌드는 외식보다 가정식을 선호하게 만들
기 때문임. 외식과 가정식을 즐기는 모든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니즈는 보다
편리하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음식을 즐기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임.

2.3. 포장 및 디자인 분야
○ 21세기 식품 생산 및 제조 기업들이 가공기술의 개선으로 식품 품질의 평준
화되어짐에 따라 동종 제품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제품 포장의 혁신으로 해
외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발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마케팅 주요 전략으로 식품 포장 및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증가되고 있음.
○ 식품 포장은 기본적으로 식품의 품질 상태를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재료․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가짐.
○ 세계 패키징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6,700억 달러로 2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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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억 달러로 연간 약 3%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추산되며,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패키징 전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첨
단 패키징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82
○ 최근 식품 산업이 선호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른 웰빙(wellbeing), 현대
사회의 시간적 가치와 효율적 추구를 부여한 편리(convenience), 싱글족 증
가 및 소규모 가족 지향 그리고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한 개인화(individual),
식품의 오염과 질병에 대한 안전(safety/Hygiene)의 주요 트랜드 개념과 맞
추어 식품 포장도 이에 대응하는 내용과 함께 최근 들어 식품 폐기물의 환
경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으며, 식품업체 및 식품소비 시장에서 지속적
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임.

2.3.1. 글로벌 식품포장
○ 글로벌 식품 포장의 적용 범위는 소재로부터 유통 시스템에 이르기 까지 적
용 대상 범위는 광범위함.
○ 미국 식품시장 마케팅 포장 트렌드 조사 Mintel 보고에 의하면 미국 식품
소비 시장은 여전히 건강을 중시한 신선한 과채류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되
리라 예측된다. 이와 같이 세분화 소비 포장 트랜드가 선호되고 있음.83
- 즉 소비자들은 제품의 신선함을 나타내는 표시 및 제조회사 정보, 유효기
간 등 구입 전 제품을 확인하도록 눈에 잘 띄도록 부여
- 노령화 세대에 적합한 식품 포장 기능을 제공
- 공간 활용도 효율적이고 적은 양의 소비를 위한 소포장 제품 형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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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 포장 마케팅의 트랜드는 자연스러움(naturalness), 단순성
(simplicity), 투명성(transparency), 소비자 기호성(customization), 편리성
(conven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을 식품 업체들이 제품 마케팅
에 반영하고 있음.
- 단순성 특징을 나타내는 Ashridge 음료 제품의 경우 단순한 로고와 색을
부여하며 전방 과일 색을 나타내어 향을 느낌을 부여함
- 자연스러움 특징을 상징하는 Beech-Nut 제품의 경우 유아 제품에 대한 자
연스러움과 단순한 재료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가정에서 이유식을 조리하
는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함
- 투명성을 고려하는 Quaker 스낵바의 경우 간단함과 투명성을 표현하여 제
품의 건강식을 나타내는 특징을 부여
- 간편성을 부여하는 Kraft사의 Nabisco Oreo 스낵 제품의 경우 포장 앞면
을 개봉, 재밀봉 용이성 및 편리성을 부여
- 소비자의 기호성을 나타내는 Muller 요거트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 기호성
에 따라 건과일을 함께 또는 별도 섭취하는 소비자 선호를 고려
- 지속가능성 환경 친화적 특성을 고려한 영국 야채류 tag에 씨앗을 포함하
여 토양에 처리할 경우 생분해성 및 씨앗을 재배하는 환경 친화적 특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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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포장재 주요제품 사례
특성

제품

특성

단순성

기호성

투명성

편리성

자연스러움

환경친화성

제품

○ 2014년 미국 식품포장의 트랜드 분석 조사84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새로운
식품포장이 89.3% 증가를 보였으나 신제품 출시는 전년도 대비 오히려 감
소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 보다 새로운 포장 변화가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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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소비자들은 제품의 사전 정보 없이 매장에서 구매하며, 제품 구입시
인터넷(31%), TV 광고(27%), 제품 리뷰(31%) 형태보다 포장(37%)을 통하
여 제품 구매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였음.85
○ 식품 구입시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포장 내용은 제품의 신선도(92%),
재밀봉(80%), 개봉 용이성(74%), 견고성(72%), 재활용성(64%)을 볼 수 있
음.86
표 2-2. 식품포장의 소비자 선호도
식품포장의 소비자 선호도

비율(%)

신선도

재밀봉성

개봉 용이성

견고성

재활용성

92%

80%

74%

72%

64%

○ 또한 소비자가 식품 구입을 결정하기 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요 관심은
식품의 품질 유지를 고려한 신선도(92%)와 다시 저장 가능한지(82%)를 중
요한 요소로 생각했고, 다음으로 기능적 포장 및 간편성 포장 순으로 선호
하였음.
○ 포장의 역할 기능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신선도 유
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밀봉 기능, 개
봉용이 기능, 보호의 기능, 스마트한 기능이 역할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음.
○ 신제품 출시에서 2014년까지 형태를 보면 새로운 포장형태는 2013년 대비
24.9%로 증가를 보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적으로 다른 출시
방법에 대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89.3%의 증가를 보였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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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포장재 선호 추이
출시형식
신제조법
신패키징
신제품
라인확장
재출시

2009-10

2010-11

1.7
13.1
43.5
41.6
-

2
17.6
45.4
34.7
0.2

2011-12
%
1.1
18.2
43.2
35.5
1.9

2012-13

2013-14

1.2
21.6
37.8
36.5
3

1.3
24.9
27.2
41.2
5.4

2009-14
% change
-26
89.3
-37.5
-0.9
-

2.3.2. 식품포장재
○ 최근 식품포장의 시장은 개봉 및 취급용이, 단독 소비하기 쉬운 소형 포장
등의 특징을 가진 편리 식품 소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식품포장의 시장은 소재, 식품 적용, 그리고 지역에 따라 구분되어짐.
○ 식품의 특성 및 제조 방식에 따라서 종이 및 판지, 경질 및 연질 플라스틱,
유리, 금속의 포장 재료가 사용되며, 경제성, 가공성 및 대량생산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
표 2-4. 포장재료 사용현황 추이
포장재료
플라스틱
비닐필름
판지
유리
금속
종이
그 외

87

2009-10

2010-11

44.2
8.6
11.5
8.4
4.6
2.5
1.2

46.5
9.3
10.4
9.2
4.3
2.8
1.1

2011-12
%
52.1
10.4
9.4
8.4
4.1
3.5
0.7

2012-13

2013-14

52.7
13
9.8
7.5
3.5
3.8
0.8

54.6
12.5
11.3
7.8
4.6
3.8
0.4

2009-14
% change
23.5
45.3
-2.4
-7.4
1.3
48.3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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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수한 기계적 성질, 가공 적성과 가격 경제성 때문에 플라스틱은 식
품 포장재로 많이 쓰이고 있음. 2009년도부터 2014년 플라스틱의 사용은
23.5%로 증가88되었으며 polyethylene (PE),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olyvinyl chloride (PVC), polystyrene (PS) and poly carbonate (PC) 등의 소재들이 식품포장으로 사용되
고 있음.
○ 연포장은 2009년과 2014년도에 45.3%으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필
름의 특성인 공간 활용 효율성, 가공성, 경량화, 개봉 용이성, 편리성 등 다
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표 2-5. 포장재료별 특성
물성 특성
내열성
기계적 강도
기체차단성
열봉함성
방습성
인쇄성

범용 고분자 소재
PET, PA, HDPE, CPP
PET, PA, PP, PS, PVC
PVDC, PVC, PA, PET
PE, CPP, EVA, ionomer
PVDC, HDPE, LDPE, PP
PS

○ 사용 목적에 따라 단층 필름을 적용하기도 하나 주로 식품용 플라스틱 필름
은 기체, 수분 및 광선 차단성이나 내열성, 내한성 또는 열봉함성 등 다기능
의 특성을 부여한 다층 복합필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종이로 이루어진 포장은 약 48.3% 증가했으며,
종이의 저렴한 가격과 가공이 용이 포장 선호와 더불어 최근 특히 자연주의
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종이라는 재료가 주는 느낌이 사람들로 하여

8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 미국 FDA 식품영양성분 라벨링 개정동향과 포장트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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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긍정적인 친환경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임.
○ 판지의 경우 2009-2014년에 2.4%으로 소비의 감소는 플라스틱 소재 증가로
많은 부분 가공 제품 소재들이 대체된 것으로 예상됨.
○ 유리소재 식품 포장재는 2009-2014년에 7.4%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포장재로 대체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지 않고 물류비용 증가,
깨지기 쉬운 단점 때문에 제품 적용의 한계를 가지나 식품용기에 적합한 화
학적 내구성과 투명성, 착색성, 성형 용이성, 물리적 견고성, 열적 안정성 등
을 가지고 있어 제품 특성에 따라 유리 재질을 사용하고 있음.
○ 금속 캔은 2009-2014년 1.3%로 증감의 큰 변화가 없이 꾸준한 식품 포장재
로 활용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속은 강성용기로 내용물을 외부에서 볼 수 없거나 종이나 플
라스틱의 다른 포장소재에 비하여 무거운 특성을 가지나 완벽한 기체, 수
분, 빛을 차단하는 기밀성, 내열성,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 식품
에 우수한 보호성과 위생성 그리고 고속작업에 대한 대량생산이 가능함.
○ 각 포장 소재별 특징으로 소비자에 생각하고 있는 인식조사 보고서에 의하
면 제품에 적용되는 포장재에 따라 제품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18세 이상 사용 소비자 대상 Mintel 조사보고서89에 의하면 각 포장재 특성
에 따른 제품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89

Mintel, important food packaging attributes, 2013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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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포장재료별 소비자 인식
소비자 인식
(%)
신선도
고급감
안전성우려
휴대성
시각적 외관
재사용
과대포장
내구성
재활용성

플라스틱
용기 /
트레이
17
2
16
31
9
14
10
15
31

통(tub)

필름

39
5
5
31
10
51
3
31
39

30
4
7
25
15
17
8
18
16

종이박스

금속 캔

파우치

유리

17
5
2
21
18
13
11
16
55

33
5
11
20
9
6
4
36
43

22
5
5
33
13
9
7
13
18

51
8
3
19
30
48
5
35
39

○ 소비자 관점에서 유리소재 포장이 가장 제품의 신선함(51%)과 내구성
(35%), 시각적 외관 특성(30%)이 다른 포장 소재에 비교하여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재사용 및 재활용성이 높아 친환경적 소재로 인식하
고 있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을 판단할 수 있음.
○ 플라스틱 소재의 경우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 휴대성 부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냈으나,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리가 생각됨.
○ 필름의 경우 제품의 신선도 유지한다고 소비자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
환경적인 면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이 다른 포장 소재 보다 낮은 것으로 생
각하고 있음.
○ 종이박스의 경우 높은 재활용(55%)을 보여준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
으나, 신선함(17%)과 내구성(16%)에서는 소비자들이 낮은 평가를 나타내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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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캔의 경우 재활용성(43%), 내구성(36%), 신선함(33%) 등에서 높은 긍
정적인 평가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안전성(11%)에 대
한 우려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음.

2.3.3. 최근 식품포장 기술
○ 최근 식품포장 기술 적용에 따른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식품 포
장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90

1) 기능성 식품포장(Functional food packaging)
○ 즉석식품, 간편조리식품, 신선편이식품, 전자레인지식품, 냉장∙냉동식품
등 제품의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안전한 보존과 보호를 부여하는
기능 포장 소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고도화로 식품 포장의 예로 식품의 품질 및 보존 특성 및 편리성을 부여하
기 위한 포장 재질 및 형태 개선으로 가스차단성, 내열성, 투과성, 흡수성,
수용성, 가식성, 방담성, 항균성 등의 포장재와 가공을 통해 기능을 부여하
는 개봉용이성, 재개봉성, 변조방지성, 가열기능성, 냉각기능성 등의 포장재
로 기능을 부여함.
○ 대표적인 예로 고차단성 포장, 액티브 포장, 인텔리전트 포장 등이 있음.
- 고차단성 포장


세계 고차단성 포장 필름 소비량은 2019년 224만톤 약 200억 달러 규
모로 성장하리라 예측91

90
91

식품 패키징 마켓 2019년 3,059$ 규모 확대 , 약업신문 , 2014. 09.14
The Future of High Barrier Packaging Films to 2019, Smithers Pira, 2014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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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선도, 품질, 안전성에 대한 차별화를 위한 기체 차단성을 부여
하는 하이 배리어 포장 재료의 조합 또는 소재 개선이 증가



고차단성 포장소재는 나노 소재 컴포지트 포장 또는 복합필름 소재 포
장으로 유리 소재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Honeywell Co.. nylon-6 나노컴포지트 소재의 맥주병, Mitsubishi Gas
Chemical Co., 산소흡착제를 포함한 나노컴포지트 소재의 PET 케첩병
등 가스 차단성이 강화뿐만 아니라 기계적 물성 개선에도 효과를 보여
주고 있음.

- 액티브 및 지능형 포장


미국 액티브와 지능형 포장의 수요 전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
며 2017년 전체 포장 수요 조사에서 매년 8.0% 증가와 년 35억불 정도
의 성장률이 예측됨.92
표 2-7. 액티브와 지능형 포장 수요 현황
항목

액티브 포장
-가스 흡착 포장
-수분 제거 포장
지능형 포장
액티브와 지능형
포장



액티브와 지능형 포장 수요
2007
2012
2017
million dollar
1230
1635
2160
384
610
870
281
348
425
78
735
1320
1308

2370

3480

2007-2012
2012-2017
% annual growth
5.9
5.7
9.7
7.4
4.4
4.1
56.6
12.4
12.6

8.0

액티브 포장와 지능형 포장 수요는 각각 매년 5.7%와 12.4% 증가하며
2017년에 22억불과 13억불 성장 전망을 예측했음.



액티브 포장은 식품의 품질 유지 및 식품 위생 관련 안전성을 포장재
를 통하여 직접 부여하기 위하여 방충, 항균성, 항산화성, 방담, 탈산소,
진공 및 가스치환, 선택적 가스 투과 특성 등 식품에 적합한 포장재들

92

The Freedonia Group, In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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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었음.


식품 포장재 소재에 직접 함침 또는 포장재 표면에 코팅하여 적용하거
나 대부분 활성 물질들을 투과성을 부여하는 파우치나 sachet 형태로
식품 포장 내부에 별도 첨부하여 사용함.
표 2-8. 액티브 포장 기술 및 적용 식품 예시



엑티브 포장 기술

적용 식품 예시

산소흡착

견과류, 초콜릿, 육가공제품, 시리얼, 백주, 제빵 등

이산화탄소흡착

커피, 육가공 제품

이산화탄소방출

견과, 케이크, 감자칩

항균방출

제빵, 치즈, 육제품

항산화제방출

시리얼, 와인

에탄올방출

치즈, 생선, 제과

수분흡착

건조식품

에틸렌흡착

신선과채류

지능형 포장은 식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통 환경을
관리하거나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포장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에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이는 제품의 생산, 제조, 포장, 저장, 수송, 소비, 폐기의 전과정을 연결
시키고 정보를 전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지능형 포장의 주요 기능은 제품의 품질 상태 제공, 제품 경로 추적,
변조방지, 제품 환경 정보 제공 등을 포함됨.93

93

Smart food packaging, 2006 Food industry and nutrition, Dong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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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능형 포장 기술 및 역할
지능형 포장 기술
Time temperature indicator
Fresh indicator
Bar code
EAS tag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EMID tag (Electromagnetic
identification)
Digital watermark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능 역할
식품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정보 제공
식품의 품질을 감지하여 정보 제공
식품의 경로 추적 관리
도난방지
도난방지, 경로추적, 유통관리
변조방지
정보전달, 유통관리, 경로추적

2) 지속가능 식품포장(Sustainable food packaging)
○ 지속가능 포장은 인류와 환경,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환
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개념의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함.
○ 유사한 의미로 에코 또는 환경친화적의 제품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포장 설계를 고려함.
친환경 기업이미지 제고의 전략적 추구 목표로 설정할 뿐만 아니라 환경 포
장의 중요성이 최근 수출 대상 국가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정책에 직접적
인 영향을 가짐.
○ ‘The future of sustainable packaging to 2018'의 New market 보고에 의하
면94 지속가능 포장의 글로벌 시장은 2018년에 약 2,440억 불로 예상하며
포장재 소재로 종이 포장이 가장 큰 시장이며 그 다음에 금속, 유리, 플라스
틱 순으로 보고 있음.

94

Smithers Pira 2014, Industry news, Thomas publishing Co.

501
○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와 같이 지속가능 포장에 요구가 증가되
고 있는 아시아 시장이 32%를 차지하리라 Smithers Pira는 예측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기업에 직면하는 중요한 사항에서 지속 가능성(3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다음에 지출비용(33%), 혁신성(16%), 제품의
소재/품질/기능성(13%)의 순으로 고려됨.95
○ 일반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에 중점을 둔 3R(Reduce,
Recycle, Reuse)로 고려되어 짐.
- 포장 감량(packaging reduction)은 1차적으로 원료 자원의 사용을 줄여 환
경을 보호하고 재료의 비용 절약과, 2차적으로 사용 폐기 후 발생하는 포
장재의 양을 줄임에 따른 비용과 환경에 부하 감소에 영향을 준다. 이를
위해서 포장재를 가능한 얇고 포장의 크기를 가능한 줄여 재료의 양을 감
소하는 방법이 있음.
- 재활용 포장(packaging recycling)은 재자원화하기 쉬운 포장과 재생지나
재생수지 등의 재생자원을 사용한 포장으로 고려되어지며, 재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일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 바람직함.
- 재사용(packaging reuse)은 포장재를 원형 형태로 재사용하는 것으로서 포
장재 업자가 회수해 재이용하는 방법과 소비자가 내용물을 재충전하여 포
장을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리필용 제품을 구입하여 내용물을 본래 용
기에 재충전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리필제품 구입 시 단가를 낮출 수 있으
며, 폐기물 감량화에 도움을 줌.
○ 또한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는 기존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 노력과 함께

95

Dupont survey of global consumer packaged goods manufactures and converters,
2011 Packaging news: substantiality, cost challenge global packag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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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연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
인 재질로 대체하도록 기준을 부여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 포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방법으로 재활용을 위
한 디자인 설계(65%), 중량감소 (57%), 친환경 소재 (41%) 등이 있으며 재
활용 디자인 설계가 지속가능 포장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96
○ Social research company Ipsos MOR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포장
제품에 대하여 상당한 과대 포장(43%)과 약간 과대 포장(36%)로 79%가 과
대 포장된다고 인식한다고 보고하였음.
○ 따라서 향후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치와 구입 결정을 고려할 때 환경적인 인
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됨.
○ 이미 수년전부터 전분 원료를 사용한 생분해성 소재(PLA)와 식물 원료 기
반 100% 리사이클 가능한 PET 병이 이미 상업적으로 포장재로 소개되어
제품화되고 있음.

96

Dupont survey of global consumer packaged goods manufactures and converters,
2011 Packaging news: substantiality, cost challenge global packag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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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최근의 친환경 식품포장 디자인 사례

플라스틱 라이너와 재활용
종이 판지로 만든 와인

미국 Paperboy 와인 포장,

포장으로 유리병보다 85%

Truett-Hurst Inc.

경량화

삼페인 포장 박스로 얼음

프랑스 Veuve Clicquot 샴

용기로 다기능 가능한 포장

페인 포장

와인 포장박스로 나무
선반으로 재활용하는

Aquilegia 와인 포장

다기능 포장

30% 천연 식물 소재를
적용한 100% 리사이클
PET병

미국 Coca-Cola Co. 음료
및 식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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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포장 디자인(Food packaging design)
○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디자인 개념은 기업의 가치 창출로 상품의 경쟁력을
제공하며, 신제품 개발 시에 기술력과 함께 문화적 감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
○ 제품의 실용적인 면과 미적인 개념을 융합하여 기업 브랜드 가치와 제품의
혁신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기업 및 소비자 측면에서 디자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글로벌 기업에서 종합적인 제품 디자인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조건들이 고려되고 있음.
- 실용성과 효율성의 목적에 맞는 적합성
- 아름다운 느낌을 가지는 심미성
- 최소의 재료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부여하는 경제성
- 제품의 차별성과 창조성을 부여하는 독창성
- 최근 소재, 기술, 내용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개념을 고려하는 친환경성
○ 최근 소비자의 감성을 중요시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다양한 계층을 고
려한 포장 이미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계
층의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식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포장의 의미
를 부여함.
○ 처음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일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유니
버설디자인은 포장 기능과 함께 크게 3가지로 구별되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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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의 유니버설디자인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쉽게 제품을 고르고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소비자가 모든 감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예로, 점자, 홈, 돌출 표기, 그림
설명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 포장구조의 유니버설디자인
- 포장 용기 디자인 구조나 크기 등 노인이나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게도 사용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포장 재료가 환경과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다. 브랜드이미지의 유니버설디자인
- 제품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은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어 브랜
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의 가치를 부여한다.
식품 포장을 개발 설계할 때도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쉽고, 안전 위
생성을 확보하고, 사용 후 폐기하기 쉬움 둥의 환경 적성 등을 고려하여
식품포장 유니버설디자인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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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식품포장의 유니버설디자인 고려사항
고려사항

내 용

표시 인식

배색, 표현, 글자 크기 등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함

사용법의 단순화

그림, 기호, 용기 모양 등으로 내용물이나 사용방법 알게 함

사용 안전성 부여

제품 개봉 시 포장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함
오식이나 오사용 방지하며 변조 방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함

포장 개봉, 재밀봉
편리성

쉬운 개봉 용이성과 재밀봉성 부여하며 내용물 취출시에
용기포장의 외측을 오염시키지 않게 함

내용 중량 및 형상
고려

취급하기 쉬운 포장 형상

폐기 시 분리용이

유리병이나 종이라벨, 플라스틱 캡 종이와 플라스틱 등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

○ 식품 포장의 유니버설디자인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용기의 몸통 디자인 부분은 글립감을 좋게 해줌
- 큰 힘을 부여하지 않고 안전하게 개봉 용이가 가능한 포장 병
- 디스펜팩(dispen pack): 도구 없이 한손으로 사용 가능한 편리성 및 손이
더러워지지 않은 위생성 부여
- 액체 비누 리필 포장: 재충진이 용이하도록 고무 깔때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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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식품포장의 유니버설디자인 대표 사례
특성

제품

특성

Easy grip
plastic jar

Dispen pak

Easy open can

Liquid refilling
bottle

제품

2.3.4. 식품포장 정책
○ 주요 선진국의 식품포장 정책은 안전성 관련정책과 포장폐기물 관련 정책
을 고려할 수 있음.

1) 안전성 정책
○ 식품포장은 포장재가 식품과 직접 접촉되어 유통기간 중 사용되므로 포장
재질에 잔류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식품으로 이행가능성으로 인해 각국에서
포장재에 대한 기준규격들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특히 합성수지의 경우에는 포장재 자체는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나,
재질 중 잔류가능성이 있는 미반응 원료 물질 및 첨가제 등이 식품으로 이
행가능성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이러한 물질들 간접적인 식품첨가물로 분류

508
하여 식품관리 정부기관(FDA)에서 관리하여 사전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일본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기본적인 이념적 사항과 규격 만들 규정하
고, 구체적인 포장원재료의 규제는 관련업계 위생단체의 자유기준에서 규
정하고 있음.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은 ‘식품위생법’을 근거하며 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로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및 기준”이 제정되었음.
○ 일본의 품질표시기준은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 품질표시 기준과
용기포장에 넣어진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가공식품 품질표시 기준으로
크게 나뉨.
○ 신선식품은 명칭과 원산지, 가공식품은 명칭, 원재료명，내용량, 소비기한,
보존방법, 제조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가공식품의 표시는 ‘JAS법’에 의해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고형량, 내용총
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등 11개 항목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1938년에 제정된 Food, Drug and Cosmetic Act로 식품위생과 관련
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1958년 식품첨가물의 정의가 추가 제정 (Food
Additive Amendment) 되기까지 식품 포장재에 대한 별도관리는 없었으나,
1997년에 제정된 FDAMA(Food and Drug Adminstration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하여 규정한 독성, 이행량,
노출량 등의 서류를 제출시 120일내에 검토하는 notification 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
○ 유럽은 유럽 국가별로 상이한 합성수지 포장재의 안견성 관련규정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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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1976년 유럽연합 9개국이 참여하는 European Commission에 의
해 최초의 Framework Directive가 개정되어 1990년에 이르러 원료물질의
독성학적 검토를 거건 최초의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 (Plastic Directive)가
마련되었음.

2) 포장폐기물 정책
○ 포장폐기물이란 포장 재료나 용기가 사용 후 폐기되거나, 가정의 생활쓰레
기 일부로 배출되는 것을 말하며, 해외 포장폐기물은 유리, 금속, 알루미늄,
종이, 플라스틱류 포장으로 분류 구별하고 있음.
○ 일본의 포장용기 재활용정책은 용기 및 포장폐기물의 수거 및 재상품화를 통
하여 쓰레기 감량과 유효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기포장에 관련
된 분별 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유효자원 이용촉진법은 수업에 의존하는 자원을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
생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분별회수
촉진을 위해 재질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함.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은 재활용 용기 및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가
능한 자원을 만들어 폐기물을 줄이는 목적으로 소비자, 정부,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품목은 1997년 유리병으로 시작 2000년에 종이,
플라스틱 포장재가 추가 확대되어 왔음.
○ 유럽의 경우 1994년 12월 20일에 공표한 EU Directive ‘용기포장과 용기포
장폐기물에 관한 지령 94/62/EC에 의해 가입국에서 용기포장폐기물의 회수
와 재활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10

제3장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3.1. 식품제조업 부문
3.1.1. 식품제조 안전성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갈수록 높아져 식품으로 인한 사회 불
안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자들이 가공식품 구매시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
과, ‘중요하다’ 이상(‘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주요하다’)을 응답한 소
비자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맛(91.8%), 제조일자/유통기한(91.5%), 가격
(82.8%), 원산지(75.9%), 용량(72.9%) 순으로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제조
일자/유통기한,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1. 가공식품 구매시 고려 항목별 중요도
단위: %
전혀
별로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
않다
맛
0.1
0.6
용량(양)
0.2
2.9
제조일자/유통기한
0.0
0.8
원산지
0.3
3.4
브랜드/상표/제조사
0.6
5.1
가격
0.2
2.3
할인행사/이벤트
0.5
7.2
영양성분
0.5
7.5
칼로리
1.2
11.1
제품패키지(디자인)
4.1
18.9
식품첨가물
0.9
6.7
각종 품질인증 마크
1.6
12.0
TV광고여부
5.6
21.7
8.6
27.2
PB상품여부
매장내판촉물
4.6
16.5
기능성식품여부
2.7
12.9
* 주 : 2014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재가공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7.5
24.0
7.8
20.4
29.3
14.8
24.3
31.8
37.6
41.3
28.3
36.2
40.7
43.9
41.9
38.6

48.0
53.0
36.1
41.7
45.0
44.3
44.0
42.6
35.4
28.9
41.4
37.2
26.7
16.7
32.0
36.4

43.8
19.9
55.4
34.2
19.9
38.5
24.1
17.7
14.8
7.0
22.8
13.0
5.4
3.7
5.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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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험 우려와 함께 관련 이슈
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표 3-2>와 같이 중국산 멜라민 검출 수입식품, 일본 방사성물질로 인한
식품오염 등 식품안전 문제가 글로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불
안이 정치 이슈화되고 있음.
표 3-2. 연도별 주요 식품안전 이슈
년도

내용

2014

유해성 식품첨가물‘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 미국)

2013

커피믹스 중 카제인나트륨의 꼼수마케팅화, 빙초산 복어껍질, 양식 매기 중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지하수 사용 김치제품의 노로바이러스, 가짜샥스핀(중국),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로 인한 식품오염(일본)

2012

황산과 염산 함유 김양식장 영양제,오염된 가쓰오부시로 인한 라면 중 벤조피렌

2011

식중독균 검출 김치의 유통 판매,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유럽연합), 멜론 중
리스테리아(미국)

* 자료 : 보건복지 ISSUE and FOCUS(2014. 9)

○ 이러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의 27개 회원국들의 식품안전의 불안요인 1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그리스, 이태리, 헝가리, 프랑스 등은 잔류농약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장
높고, 식품의 신선도에 대해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등의 국민 불
안이 높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동물보건에 대해서는 스웨덴, 영국 및 핀란드 국민들의 우려
가 높게 나타남(<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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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식품안전 불안요인 1위

* 자료 : Food: from farm to fork statistics, eurostat, 2011

○ 따라서 국내 식품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
험 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화가 필요하므로 국내외 식
품안전관리 추진전략을 비교 분석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제도를 관리하는 부처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
약안전처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중금속, 농약, 미생물 등
각종 유해물질이 농축산물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에 집중하고 있음.
- 농식품부에서는 생산단계에서 안전한 농축산식품 공급을 위한 GAP나
HACCP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농식품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원산지표시제도와
이력추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513
그림 3-2. 농식품부 식품안전관련 핵심추진과제와 주요내용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농축산물식품부와 함께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기본적 안전관리의 지속
적 추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확대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을 목
표로 세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표 3-3> 참조).
표 3-3.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목표

세부내용

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

-

생산단계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지속적 확대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및 위약요인 관리 추진
수입단계 통관검사 강화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활성화
불량식품 정보 수집의 다각화와 부처간 공유체계 확립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강화

-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HACCP의 확대 적용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
식품 중 이물 제어관리 강화
주류관련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식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 및 규격 재평가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식중독 발생의 사전예방 및 관리 추진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의 대대적 전개
나트륨 줄이기 대책 협의회 구성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건강기능식품의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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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3년 식품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인증 원재료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인증원재료 사용 경험이 있는 업체
는 17.5%불과했으며, 인증 유형으로는 HACCAP 인증이 59.8%로 가장 많
고, 지리적 표시제 제품이 26.2%, 유기농/친환경 제품이 6.4%로 나타남.
그림 3-3. 국산 인증 원재료 사용 경험 및 유형

*자료 : 2014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3.1.2. 식품 제조 인프라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식품제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
여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현 위치를 알아보고자 함.
○ 또한 식품제조업 국별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품목별 경쟁력 분
석을 위한 공통된 전제와 시사점 등을 도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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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산출 대비 식품제조업 생산액 비중 비교97
표 3-4. 주요국의 총산출 대비 식품제조업 생산액 비중
국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미국
평균

식품제조업 생산액 비중
총산출 대비
제조업 생산액 대비
4.1%
14.1%
4.7%
23.3%
3.7%
17.0%
3.1%
6.5%
5.2%
21.9%
2.7%
13.3%
3.9%
16.0%

*주: 2000년~2010년 평균 비중임.
**자료: OECD Structural Analysis(STAN) DB에서 가공.

○ 특히 제조업 생산액 대비 식품제조업 생산액 비중은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자리 수인 6%대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은 상대적으
로 저성장을 해온 것으로 분석됨.
○ 덴마크(23.3%), 네덜란드(21.9%), 프랑스(17.0%) 등 유럽 국가들 및 미국
(13.3%)은 제조업 부문에서 식품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미국의 경우, 제조업 생산액 대비 식품제조업 생산

97

여기에서 ‘총산출 ’, 혹은 ‘생산액 ’ 개념은 사업체가 실제 생산한 금액 (판매 +재고증
감 )을 의미하며 , 산업연관표에서의 ‘총산출 ’과 동일함 . 본 소절에서 주로 사용된 DB
인 OECD Structural Analysis(STAN) DB는 각 국의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등을 재
구성하여 국가별 산업별 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여기에서의
‘식품제조업 ’은 OECD에서 산업 분류 시 주로 활용하는 ‘국제표준산업분류
Rev.4(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ision 4)에 기초하고 있음 . 이 분류에 의하면 , 식품제조업은 식품 , 음료 및 담배
제조업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을 모두 포함하나 , 본 소절에서는 담배
(tobacco)를 제외한 각 국의 ’식품 및 음료 제조업 ‘ 데이터만을 비교 분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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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각각 10.3%, 16.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짧은 식품산업 성장 역사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식품제조업의 제조업 대비 생산액 비중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음.

나.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 비중 비교
○ 식품제조업의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
한 목표일 수 있음.
○ 식품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다면 투입 대비 산출액이 자연스
럽게 증가할 뿐 아니라, 식품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 역시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보다 높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본 소절
에서는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현황을 제시하
고자 함.
표 3-5. 주요국의 국민경제 총 부가가치 대비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국가

식품제조업
생산액 대비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벨기에

22.0%

2.1%

13.3%

덴마크

22.8%

2.2%

16.2%

프랑스

24.2%

2.1%

16.8%

한국

15.8%

1.3%

4.6%

네덜란드

19.8%

2.2%

16.8%

미국

25.8%

1.2%

10.1%

평균

21.7%

1.9%

13.0%

* 주 : 2000년 ~2010년 평균 비중임 .
** 자료 : OECD Structural Analysis(STAN) DB에서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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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 생산액 중 부가가치 비중, 즉 식품제조업 부가
가치율은 비교 대상 5개국 평균 21.7%에 크게 못 미치는 15.8%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21.7%에 크게 못 미치는
15% 정도로 나타난 반면, 미국 및 프랑스(24.2%), 덴마크(22.8%), 벨기에
(22.0%) 등의 유럽국가들이 20%를 상회하는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율을 보임.
○ 한편,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전 산업의 부가가
치 대비 1.3% 수준으로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가장 낮게 분석되었으며, 비
교 대상 국가 평균인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임. 이는 제조업 부가가치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 경우 우리나라의 부
가가치 비중은 4.6% 수준으로 미국의 10.1%, 프랑스의 16.8%, 벨기에의
13.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이
타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 비율이 낮음을 의미함.98
- 식품 제조업의 구조 개선, 기술 혁신,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등의 종합적
R&D 투자를 통하여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평균 수준까지
상승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식품제조업의 수출 비중 비교
○ 2010~2014년 주요국 식품 및 음료 수출 비중을 비교해 보면 덴마크
(15.8%), 네덜란드(10.9%)가 두 자리 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9.9%), 프랑스(9.6%), 포르투갈(8.2%)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98

단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구조상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 중간재 사용 비중
이 높은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수치가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현
황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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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한국(0.9%), 일본(0.6%)의 식품 및 음료 수출 비중은 총 상품수
출액 대비 평균 6.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임.
표 3-6. 주요국의 식품 및 음료 수출 비중 비교
국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평균

식품 및 음료 수출 비중
총 상품수출액 대비
7.0%
5.3%
15.8%
9.6%
4.8%
0.6%
0.9%
10.9%
8.2%
9.9%
3.3%
5.3%
5.2%
6.7%

*주: 2010년~2014년 평균 비중임.
**자료: OECD STAN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BTDIxE), ISIC Rev.4에서
가공.

3.1.3. 식품 제조업 인력의 양성
○ 국내 식품산업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은 매우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과 영세 기업의 매출액이나 부가
가치 창출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종사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이 전체 업체의 92.4%이고, 1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은 전체 업체의 0.6%에 불과함.
- 전체 매출액 대비 7.3%는 종사자수 10~19인 소규모 사업체로부터 비롯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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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부가가치 역시 10~19인 사업장의 비중이 7.4%로 나타남.
○ 식품제조업 특성상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식품제조업 규모에서 영세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소 규모의
기업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아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U의 영세 기업 비중은 우
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보다 적고,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비중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 99명 이하 기업이 전체 식품제조기업의
7%에 불과한 반면, EU의 경우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1~9인 사업체 역시 우리나라는 92.4%로 크게 나타난 반면, EU는 78.8%로
나타남. 또한 EU 내 100명 이상 대기업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전체 식품제
조기업 대비 0.8%인 것으로 나타남.
표 3-7. 우리나라와 EU의 식품제조기업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2010)
단위: %
구분

1-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계

한국

92.4

3.6

2.6

0.8

0.6

100.0

EU

78.8

10.8

5.8

3.8

0.8

100.0

*자료 : 통계청 , 2010. 「광업 ·제조업 조사 」
**FoodDrinkEurope, 2013-2014.「Data & Trends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

○ 매출액과 부가가치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와 EU의 통계 정리 체계가 다르지
만 적어도 EU의 경우 50~99인 수준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꽤 큰 것으
로 확인됨.
-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50명 이상의 식품제조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5%이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75.2%인 것으로 나타남.
- EU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50명 이상의 식품제조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76.9%이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75.8%로 나타남. 우리나라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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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인 규모 영세기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EU의 50명
이상 기업들의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우리나라 기업보다 높은 비중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8. 우리나라와 EU의 식품제조기업 규모별 매출액 비중(2010)
단위: %
구분

1-9명

10-19명

20-49명

한국

-

7.3

17.2

EU

8.2

5.2

9.7

50-99명

100명 이상
75.5

28.5

계
100.0

48.4

100.0

*자료 : 통계청 , 2010. 「광업 ·제조업 조사 」
**FoodDrinkEurope, 2013-2014.「Data & Trends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

표 3-9. 우리나라와 EU의 식품제조기업 규모별 부가가치 비중(2010)
단위: %
구분

1-9명

10-19명

20-49명

한국

-

7.4

17.4

EU

8.9

6.1

9.2

50-99명

100명 이상
75.2

24.6

계
100.0

51.2

100.0

*자료 : 통계청 , 2010. 「광업 ·제조업 조사 」
**FoodDrinkEurope, 2013-2014.「Data & Trends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

○ 특히 아래 표에서 보듯, EU의 경우 50~99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거의 대
기업과 비슷한 수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50인 기준으로 그 이하 규모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50
명 이상의 규모에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1~9인 규모 영세기업의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0.47에 불과하지만,
50~99인 규모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0.72로 증가하여 대기업 노동생산성
수준에 보다 가까운 수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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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EU의 식품제조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2010)
단위: 천 유로/명
구분

1-9명

노동생산성

17

대기업 대비노동생산성

0.47

10-19명

20-49명

50-99명

100명 이상

21

26

-

0.58

0.72

1.00

*주 :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100명 이상 식품제조기업 대비 노동생산성을 의미함 .
**FoodDrinkEurope, 2013-2014.「Data & Trends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

3.1.4. 식품 제조업 R&D 분야
○ 미국, EU 등과의 FTA체결에 따른 피해예상 품목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수
출 확대 추진 경쟁력확보가 대두됨.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경쟁력확보가 시급한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ʼ08년
부터 ‘FTA대응 경쟁력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함.
- 식량(콩, 밀), 원예(채소종자, 고추, 마늘, 토마토, 파프리카,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감귤, 나리), 특용(인삼), 축산(한우, 돼지, 닭, 젖소)
○ 하지만, 우리나라의 총 기업 R&D 지출 대비 식품제조기업 R&D 지출 비중
은 비교 대상 8개국 평균 2.3% 수준에 못 미치는 1.0%이며, 제조업체 총
R&D 지출 대비 식품제조기업 R&D 지출 비중은 평균 4.4%에 크게 못 미
치는 1.2%로 나타남(<표> 참조).
- 총 기업 R&D 지출 대비 식품제조기업 R&D 지출 평균 비중(2.3%)을 상
회한 국가는 네덜란드(5.7%), 포르투갈(4.2%), 스페인(2.7%) 순으로 나타
났으며, 제조업체 총 R&D 지출 대비 식품제조기업 R&D 지출 평균 비중
(4.4%)보다 높은 비중을 보인 국가는 포르투갈(11.8%), 네덜란드(9.2%),
스페인(5.9%)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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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주요국의 식품제조기업 R&D 지출 비중(%) 비교
2000년~2008

2009년~2012년

국가

총 기업
R&D지출 대비

제조업체 총
R&D 지출 대비

총 기업
R&D지출 대비

제조업체 총
R&D 지출 대비

벨기에

2.3%

3.3%

2.2%

3.5%

캐나다

0.8%

1.4%

1.1%

2.3%

프랑스

1.9%

2.3%

1.2%

2.4%

독일

0.7%

0.7%

0.6%

0.8%

일본

2.3%

2.6%

1.9%

2.2%

한국

1.2%

1.4%

1.0%

1.2%

네덜란드

5.1%

6.7%

5.7%

9.2%

포르투갈

2.4%

7.0%

4.2%

11.8%

스페인

3.2%

4.9%

2.7%

5.9%

평균

2.2%

3.4%

2.3%

4.4%

*주 : 주 1) 2000년 ~2008년 평균 비중임 . (단 , 벨기에와 일본과 한국은 2000~2009년 평균 )
주 2) 2009년 ~2012년 평균 비중임 (단 , 벨기에는 2009~2011년 평균 비중이며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 일본 , 스페인은 담배를 포함한 식품 및 음료 제조업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함 ).
**자료 : OECD, The Analytical Business Enterprise R&D DB 에서 가공 .

3.1.5. 식품 제조업 분야 규제 개선 분야
○ 규제는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로 분류되며, 식품 분야 규제는 환경,
산업안전 등과 함께 사회규제로 포함되어 있음. 식품 분야는 타 규제들에
비해 규제가 강한 분야로서, 제조업체 시설, 생산품, 영업 및 기타활동에 이
르기까지 식품산업 전 범위에 걸쳐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규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식품산업의
경우 원재료가 다양하며,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식품
안전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99

99

정기혜 , 2014, 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화 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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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고도성장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식품제조업 분야의 규제는 식품의 위생과 관련된 규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
여 왔음. 하지만, 해당 규제가 해외 규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경우가 잦음. 이에 정부와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 개선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3.2. 외식산업 부문
○ 지난 10년간(2004-2013) 외식산업(음식점 및 주점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
장하여 2013년 79.5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전체 식품산업 매출에서
약 51%를 차지하는 거대 산업으로 발전함100.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
및 메가톤급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산다사(多産多士)의 영세한 산업구
조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임.101
○ 2008년 이후부터 시작된 한식세계화 정책으로 외식산업 글로벌화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
되어옴102.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 업체는 총 130여개로 이들
은 총3700여개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 사이에 4
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
이 지적되면서, 외식산업 진흥 및 한식세계화 사업예산 축소 및 사업필요성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음.1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5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 (2013, 2014년도 기준 )
1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기본연구과제
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식정책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 기본연구과제
103 한국외식산업협회 (2015) 외식산업과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
료 (11.06)
100

524
○ 국내외적으로 식품, 음식, 그리고 식문화가 가지는 중요성과 부가가치는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식산업의 경제, 산업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국내 외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글로벌
외식 브랜드 육성, 외식산업 인프라, 해외진출 전문인력, R&D(연구 및 기술
개발), 및 국내 외식산업 경쟁력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3.2.1. 글로벌 외식 브랜드 육성
○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외식기업의 경쟁력은 시장 순위에서 알수 있음. 2015
년 Forbes가 선정한 글로벌 기업 2000 자료에 따르면 2000개 기업 중 글로
벌 외식기업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을 포함한 8개 브랜드로 대부분 미국
브랜드이고, 우리나라 외식이나 음료 브랜드는 전무한 실정임.
표 3-12. Forbes 선정 2015 글로벌 외식기업104

104

http://www.forbes.com/global2000/list/#industry: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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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식품기업들 중에 2,000개 안에 든 기업은 식품제조 기업인 ‘CJ’와
‘CJ 제일제당’ 뿐으로 담배기업인 KT&G와 비식품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CJ를 제외하면 ‘CJ 제일제당’이 유일한 기업임. 이는 우리나라 식품기업들
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2015 International Top 25105) Euromonitor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15 글
로벌 레스토랑 체인(북미 외식 브랜드 제외) 25개중 우리나라 브랜드는 롯
데그룹의 롯데리아(16위)와 SPC그룹의 파리바게트(19위)가 포함됨.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브랜드는 총 12개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글로벌 외
식 브랜드 육성이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일본 외식브랜드) Akindo Shushiro(2), Gyoza no Ohisho(7), Sayzeria(9),
Gusto(10), Sukiya(11), MOS burger(13), Yoshinoya(15), Hotto Motto(18),
Lawson(21), Mister Donut(22), 7-11(23), Family Mart(24)

105

http://nrn.com/industry-data/international-to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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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OP 100 Global Franchises106) Franchise Direct’s가 선정한 세계 최
고의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 중 외식 브랜드는 1위 서브웨이, 2위 맥도날
드, 3위 KFC, 4위 버거킹 등을 포함하여 총 32개였으며, 이중 28개가 미국
브랜드였고, 국내 브랜드는 전무한 현실임. 외식산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일관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사업하
는 방식을 매뉴얼화, 표준화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
며, 이는 해외 진출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성
장 전략이기도 함. 최근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들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
로 해외에 진출하고는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는 아직까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은 외식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
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됨.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의 유망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2.2. 외식산업 인프라107108
○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2013년 전체 음식점업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
모 사업체수는 88.0%이고,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4% 수준에
머물고 있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연간 매출 1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
의 71.1%이고, 매출액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업체는 전체의 28.1%로 나
타남.

106
107
108

http://www.franchisedirect.com/top100globalfranchises/
2015 한국외식연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5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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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2013)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 매출액) 사업체의 88%에 달하는 5인 미
만 소규모 음식점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64.2%, 매출액 비중은
53.9% 수준임.
표 3-14. 규모별 음식점업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현황(2013)

○ (음식업 업종별 시장규모)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업종에 따른 일반음식점업
규모를 보면 2012년 기준 한식당이 전체 사업체수의 88.2%(295,348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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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의 82%(813,743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남.
표 3-15.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 음식점업 규모(2011～12)

○ (조직형태별 한식당 업체수 및 종사자수) 국내 일반음식점들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한식당의 조직형태는 2012년 기준 99.1%가 개인사업자가 운영
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매우 영세하고 취약함을 의미.
표 3-16. 조직형태별 한식음식점 업체수 및 종사자수(2011～12)

○ (영업이익률) 외식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17.3%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2년에는 11.1%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업의 영업이익
률은 2010년에 23.8%였으나 2012년에는 16.1%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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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외식업 분류별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2008～12)

○ 결론적으로 국내 외식산업은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고 영세한 것이 특징이
며, 이는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외식기업의 글로
벌시장 진출이 쉽지 않음을 시사함.
○ (2015 미국 레스토랑 TOP 100) 외식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이 가장 활발한
미국 외식업계의 경우 NRN(Nation’s Restaurant News) TOP 100 연간 보고
서109에 따르면 2015년 미국내 100대 외식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232.19B
(약274조원)으로 우리나라 외식산업 총매출액 79.5조원의 3.5배 규모이며,
점포수는 총 190,692개임. 이들 100대 기업 중 주식 상장된 기업은 총 52개
기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 주요 외식기업들이 기
업화, 대형화 되어있음을 의미함.

109

NRN(2015) TOP 100 The Annual Report on US Sales and Growt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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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취약한 외식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경영주의 노력이
필요하며, 영세한 자영업 비율을 줄이고 외식업체들의 기업화, 시스템화, 규
모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3.2.3. 해외진출 전문인력
○ (태국) 자국음식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나라로 태국을 들
수 있음. 특히 ‘타이 셀렉트(Thai Select)’라는 해외 태국음식점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국가가 인증하는 태국 조리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여 전략적으
로 태국 요리사를 해외 수출함으로써 태국 음식의 세계화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했음. 특히, 태국음식의 수요가 많은 일본
이나 뉴질랜드와의 국가적 차원의 협약을 통해 태국 요리사를 해외에 파견
해 왔음110.
- 민간교육기관 마다 조리교육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노동부 산하 기술개발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조리전
문인력 기술수준을 표준화하여 태국 음식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보여짐.
○ (외식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외식기업의 해외진
출 확대로 외식분야의 글로벌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소 외식기
업 해외진출에 특화된 전문인력 발굴의 어려움111 등을 해소하기 위해 aT는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 교육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그러나 규모나 내
용 등에서 질적 성과는 아직 미흡해보임.
- 2015년 예비취업생, 종사자, 그리고 외국인 4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연계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투입된 사업 예산은 총 1억6천만원임112.

110
111

김태희 (2008) 세계적 한식요리 아카데미 육성모델 개발 , 연구용역 보고서 (농림부 )
2014 민관합동 글로벌 협의체 의견 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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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외식기업
현지 취업 연계 과정

중소 외식기업 취업 연계 과정

교육대상

예비취업생
(어학 및 외식 관련 전공)

국내 거주 외국인
(중국인·베트남인 등 유학생)

교육인원

30명

18명

교육기간

15주

15주

위탁운영
기관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서울 홍지동)

청운대학교 호텔조리 경영학과
(충남 홍성)

-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중 인턴
필요 기업에 소개되고 1개월의 인턴십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임.
○ (한식전문인력양성) 한식재단의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취업지원사업’과 ‘한
식전공자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2015년 약 590명이 배출되었으며, 그 외에
도 한식해설사양성, 한식셰프교육, 사찰음식 및 궁중음식 교육, 한식셰프 대
외활동지원 사업 등 추진되었음113. 해외 진출시 한식조리 전문인력 확보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 유명요리학교 운영시스템을 보면 조리인력의
전문화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장시간’의 집중 교육과 훈련, 충분한 현장
실습을 통해 이루지고 있음을 볼 때 기존 교육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해 보임.
○ (교육 품질 관리) 특성화고등학교, 2년제와 4년제 고등교육기관 등을 통해
매년 1만여명이 넘는 조리 및 외식경영 전공자들이 사회에 진출하지만, 한
식조리 및 외식경영의 교육과정의 표준화나 교육기관의 품질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외식분야 인력전문화 수준도 아직까지 낮다
고 판단됨.

112
113

aT 외식진흥팀 자료 참고
한식재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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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인력수요) 특히 국내외 외식업계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
고 졸업생들의 취업난 또한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aT와 한식재단에서 추진
해온 기존 교육 사업들로 이러한 외식업계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에
는 한계가 있어 보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높은 편이며, 외식업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 수요가
매우 낮은 것(2012년 직능 4수준114 수요 ‘0’)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졸 학력
이 보편화된 국내 외식조리 전문인력들의 기대수준 충족이 어려운 이유도
이러한 불균형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3-18. 주요 서비스 산업별 인력 부족률(2009～13)

○ (융합적 관점의 혁신적인 교육과정 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요구되는
조리 및 외식 전문인력들은 융합적 관점의 창의적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기
대됨. 세계 명문조리교육의 중심이 미국 CIA, 프랑스 Le Cordon Bleu에서
스페인 Vask Culinary Center115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내 조

114

통계청에 따른 직능 4수준은 4년 또는 그 이상의 학사 ,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용되는 교육수준의 정규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을 필요하는 업무이며 ,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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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스페인 및 유럽지역 최고 요리사들이 자문하고 강사로 활동하는 스페인의
Vask Culinary Center 요리학교는 개교하자마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세계 18개국 학생 450명이 공부하고 있음. 요리기술은 지식 중 일
부일 뿐 조리과학 부터 인문학, 경영학까지 포괄하는 혁신적인 융통합
(interdisciplinary)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요리사를 양성하
고 있음. 미래에 요구되는 요리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새로운
미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예술가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
기 때문임.

3.2.4. R&D(연구 및 기술개발)
○ (혁신적인 요리과학연구로 세계 미식시장을 리드하는 스페인) 스페인 카탈
루니아 주정부와 민간 은행기업(Caixamanresa)이 함께 투자 설립한 바르셀
로나에 위치한 요리과학연구소 ALICIA는 스페인 음식의 고급화와 외식산
업 발전을 위한 요리연구개발을 현업에 있는 요리사(Chef)들이 직접 참여하
고 있으며, 실험실 연구가 아닌 융복합 요리기술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과학적 분석과 기초학문을 적용해 창의적인 조리기술이나 조리기기를 만들
어내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제안하거나, 고조리서 연구를
통한 카탈란 지방 향토요리 보존 및 계승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해오
고 있음. 특히 이 연구소에서 개발된 ‘분자요리기법’은 세계 미식문화를 선
도하였고, 세계시장에서 스페인 요리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
음. 이를 계기로 스페인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많은 레스토랑들은 세계 외식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당당히 세계 최고 레스토랑으로 인정받고 있음.

115

http://food.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9/2015081900345.html 스페인
요리학교 ‘바스크 컬리너리 센터 ’ 교장 아이세가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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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배우고자 전 세계의 젊은 요리사들이 스페인으
로 몰려들고 있음.
- 2015년 The World’s 50 Best Restaurant116에서 스페인 El Celler De Can
Roca가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었고, 50위 레스토랑 중 스페인
레스토랑은 총 6개가 포함되어 있음(프랑스 레스토랑의 최고성적은 11위
이며 총 5개 포함).
- 아시아권의 일본, 중국, 태국 레스토랑들도 2개씩 50위안에 들었으나, 우
리나라는 79위에 Ryunique 레스토랑이 선정된 정도임.
○ (외식 및 조리 관련 국내 R&D 인프라) 우리나라 외식산업관련 R&D 인프
라로는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있으나 자연과학기초의 건강 기능성 연구
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외식산업은 1차 산업인 농식품 원재료 조달부터
3차 서비스산업까지 걸쳐져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사슬
전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신규개발 투자) 산업별 2009-2011년 3년간 새로운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를 구매한 적이 있는 조사한 결과117,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아니오’라고 응
답한 비중이 94.5%로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외식업체는
생산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장비 및 시스템 도입에 매우 소
극적임을 알 수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신규투자나
연구개발에 인력과 자본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갈수록 경영환경이 열악해져가는 가운데 외식산업 경영혁신을 위한 ‘서비
스프로세스설계 연구’,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요리(조리)기술 연구’, ‘환경

116
117

http://www.theworlds50best.com/list/1-50-winners#t1-10
통계청 (2011) ‘한국기업혁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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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이고 생산성 높은 조리기기 개발’, ‘한국 발효기술의 요리 실용화 연
구’ 등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3.2.5. 국내 외식산업 경쟁력 평가118
○ (경쟁력 결정요인) 국내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생산요소조건(인적
자원, 자본, 연구개발), 수요조건(시장규모, 소비자인식, 소비자접근성), 기
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경영체 전략, 경영체 구조, 경쟁양상), 관련 및
지원산업(전·후방관련 산업), 정부역할(직접영향, 간접영향)이 도출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모두 외식산업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 특히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이 가장 크게 영향(0.47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산요소조건 경쟁력이 0.353,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경쟁력이 0.082, 정부 역할 경쟁력이 0.06 순이었음.
- 이는 외식업체들의 내부 전략과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외부 경쟁 대응
전략을 적절히 수립했는지가 외식업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또한 생산요소 조건인 인적자원, 자본, 연구개발 같은 자원의 역량을 함께
갖추는 것도 중요함.
○ (경쟁력 저해요인) 국내 외식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정부
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직원의 숙련도’, ‘매장 임대료’, ‘독
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 등으로 나타남.
-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 된 것은 자영업 특성의
외식산업 구조를 반영한 결과로서 외식업 ‘점포의 경쟁력’은 결국 ‘경영주
1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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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사업가로서 경영주 경쟁력을 강화시
킴으로써 점포 경쟁력을 높인다면, 국내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력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음.
표 3-19.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요인 상위 15개
순위

소규모

중대규모

전문가

전체

1

소비자의 일관된 맛
제공

직원의 숙련도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경영자 경영능력

2

매장 임대료

경영자 경영능력

경영자 경영능력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3

직원의 숙련도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능력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직원의 숙련도

4

경영자의 경영능력

매장 임대료

직원의 재교육

매장 임대료

5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 중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6

직원의 업무 생산성

경영자의 산업
이해도 및 경험

7

임금수준

임금수준

8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신메뉴개발의지

소비자의 업체
만족도
소비자의
업체신뢰도 및
충성도
식자재조달을 위하
공동구매 및 공급망
구축
신규메뉴개발을
위한 지출

9

경영자의 사회적 윤리
의식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 중요

경영계획수립

임금수준

10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직원-경영자간
유대감

업체의매출액 대비
순이익

소비자의
업체신뢰도 및
충성도

11

직원-경영자간 유대감

경영자의 사회적
윤리 의식

직원의 고용 안전성

직원-경영자간
유대감

12

홍보노력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

임금수준

직원의 업무
생산성

13

직원의 고용 안전성

소비자의 일관된
맛의 요구

직원의 업무 생산성

직원의 고용
안전성

14

업체의 자본력

홍보노력

해외시장진출

경영자의 사회적
윤리 의식

15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직원-경영자간
유대감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 중요
소비자의 업체
만족도
소비자의 일관된
맛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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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장/디자인 부문
3.3.1. 우리나라 식품포장
○ 국내 포장 시장규모는 2011년 플라스틱 17.3조원, 지류 10.7조원, 금속 2.7
조원의 생산액을 포함한 총 약 33.4조원으로 다른 산업군인 바이오(6.2조
원), 로봇(2.1조원) 산업보다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119
○ 국내 포장산업은 고용규모 약 15.9만 명으로 제조업의 4.9%를 차지하는 노
동집약적 산업이고, 전체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형 산업임.
○ 국내 패키징 산업의 수출규모는 2011년 매출액의 약 14.6%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32.9%), 일본(27.8%), 미국
(26.9%) 순으로 수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0. 2011년 국내 패키징 산업 현황
포장재
산업군

플라스틱
17.3

생산액(조원)
지류
금속
10.7
2.7
33.4

기타
2.7

고용(명)

사업체수(개)

15.9만

1.3만

○ 한국의 1인당 패키징 소비량은 약 115달러 정도로 선진국의 약 1/3 수준이
며, 중국의 경우 32달러, 인도 8달러로 큰 시장의 잠재력과 동남아국가의 신
흥시장의 급격한 소비증가로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120
○ 국내 패키징 시장은 년간 6%의 성장 지속과 함께 2020년 국내 패키징산업
119
120

산업통산자원부
Pira Int'i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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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규모는 약 56조원으로 예상됨.
○ 최근 친환경포장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국내 친환경 포장 시장은 약 3.8
조원을 형성하며, 2015년에는 5.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서는 고기능성 필름, 대용량 자동화 설비, 범용
OPP 필름, 수축 포장기 등은 기술력 부족 및 저가 공세에 밀려 수입에 의존
하는 경향이 큼에 따라 수입(5.7조원)이 수출(5.1조원)을 초과한 상태임.
○ 국내 주요 패키징 기업으로 (주)롯데알루미늄, (주)율촌화학, 동원시스템즈
포장재부문, (주)프루웰 등이 있으며, 이 들은 모두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두
고 있으며, 지속적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반면 중소기업형 산업은
전체 기업의 99%에 이르며, 대부분의 컨버팅 업체는 수요기업에 종속된 구
조를 가지고 있음.
○ 알루미늄 호일(43%), 연포장재 (32%), PET병, 캔 (26%)을 주 품목으로 생
산하고 있는 롯데알미늄은 2006년 약 5,900억 원 매출액, 3.67% 연평균 성
장률을 나타냈다. 연포장재가 주품목인 율촌화학의 경우 2006년 약 2,600억
원 매출액, 3.68%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국내 포장 산업은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며, 포
장 전공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이
미흡, 대부분의 포장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의 한계, 포장 산업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부 정책 미흡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3.2. 식품포장재
○ 국내 식품 포장재 시장은 평균 약 14조원에 달하며121,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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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PET 제품 및 PS 제품의 생산량은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식품포장에 있어서 라면을 비롯한 인스턴트식품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일회용 용기 사용량의 급증과 종래의 유리용기를 사용하던 식용유 및
청량음료의 포장이 점차 PET 용기로 대체되는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됨.
○ 대표적인 식품포장으로 상품화된 제품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표 3-21. 국내의 식품포장 상품화 사례
구분

주요내용

편리성 부여

CJ제일제당, ‘쁘띠젤’
 이지 필 포장을 적용하여 적은 힘으로도 필름의
개봉이 용이하게 만듬.
 소비자의 편리성을 부여

기능성 부여

해찬들, ‘강된장‘
 증기 방출형 파우치 적용하여 전자레인지를 개봉
없이 사용하도록 설계
 내열성과 베리어성을 동시 확보하여 품질유지

보호성 부여

사조참치, ‘안심따개‘
 기존 강철 참치 캔이 가지고 있던 위험성을 보완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해 뚜껑의 두께가 얇아져
무게가 50% 감소

기능성 부여

대륭포장산업, ‘O2 싱싱필름‘
 농산물 호흡량에 적합한 산소투과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필름개발 (2012년 미래패키징신기술
정부포상 수상)

편리성 부여

CJ제일제당, ‘프리미엄 소형 썰은김치’
 소규모 가구 증가 및 김치 섭취량 감소라는
사회적 트렌드 반영하여 패키징 개발

121

산업통산자원부 2014년 2월 21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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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기능성 식품포장 기술의 현황
○ 액티브 포장기술
- 최근 사회구조,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액티브 패키징 기술에 대한
정부, 학계, 업계 등의 관심 및 인식 증대되어 엑티브 포장기술 분야로 국
내 많은 연구 개발이 수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국내 포장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하며, 기술격차
는 짧게는 3년부터 10년 정도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표 3-22. 국내 포장기술 수준 현황
패키징기술

액티브
포장

기술범위

기술분야

흡착 제거기술
방출기술
투과조절기술

소재기술(흡착, 방출
기술, 포장소재기술)
설계기술
(패키징 융합)
가공기술
상품화기술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122
수준(%)
격차(년)
40

8

25

10

50
30

8
8

표 3-23. 포장기술 특징
기술
흡착

방출

122

구분

주요내용
(주) 보스팩
 수분 흡착 기능성 필름
 포장재 내부의 수분 흡착 제거효과
 건조김, 견과류 등 수분 제거로 품질 개선
(주) 오비맥주
 OB 골든라거의 병뚜껑인 OST 라이너
 산소 흡착 제거효과
 맥주의 산소 접촉을 최소화하여 산화방지 효과

양효석 외 3인 , 포장용기의 국내 기술수준 및 SWOT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제시 , 한
국산업 경영시스템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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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J
 프레시안 샐러드 포장백
 선도유지를 위한 가스 투과 허용
 MAP 포장 기법 이용

투과조절

○ 지식형 포장기술
- 소비자요구 증대와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수요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는
세계적 수준의 IT기술 보유하고 있으므로 개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그러나, 우리 고유의 식문화와 식품에 대한 지식형 패키징 시스템에 대해
여전히 미확립 상태로 RFID기술의 경우 태그 가격 및 적용 제품에 따라
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 등의 변화에 민감해질 수 있음.
표 3-24. 지식형 포장기술 현황
패키징기술

지식형
포장

기술범위

Diagnostic
Communication
RFID 패키징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

기술분야

수준(%)

격차(년)

소재기술
(인디케인터, 전자소자)

40

8

설계기술(패키징 융합)

20

10

가공기술

30

8

상품화기술

30

8

표 3-25. 지식형 포장기술 사례
기술

Temperature
indicator

구분

주요내용

Vitsab Co., Sweden
 온습도 모니터링
 신선 육제품, 수산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주변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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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Quality Sensor International, Inc., USA
™
 SensorQ 신선도 모니터링
 신선 육제품, 수산물의 품질 변화 상태 인식

Fresh
indicator

VVT technical research center, Finland
 부패시 발생하는 Ethanol RFID 모니터링
 신선 제품의 품질 변화 상태 인식

RFID

○ 유니버설 포장기술
-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높을 것으
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예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8종의 KS규격 제정하였음.
-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대응책 미흡한 상태이며, 여전히 국내
기술은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 열세를 가지고 있음.
표 3-26. 유니버설 포장 현황
패키징기술

유니버설
포장

기술범위

편의∙편리성
제공, 변조/
위조 방지,
배리어 프리
패키징 기술

기술분야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
수준(%)

격차(년)

소재기술

30

10

설계기술(패키징 융합)

20

10

가공기술

40

8

상품화기술

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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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유니버설 포장 사례
기술

구분

편리성

주요내용
(주) 크라운제과
 쿠크다스 비스킷
 상자 윗면 뜯음선을 통해 개봉 용이성 제공 및
내부 필로우포장도 쉽게 개봉 가능

편의성,
변조방지,
배리어프리

(주) 롯데제과
 자이리톨 껌용기
 용기의 뚜껑에 개봉 후에 증거가 남는
Pilfer-Proof Cap 방식을 채택 변조방지 기능
 측면 점자상표 인쇄: 시각 장애인이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원터치 오픈캡 : 시각장애인이 껌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설계

배리어프리

(주) 동원F&B
 참치캔, 개봉 쉬운 이지오픈 캡
 기존 스틸 뚜껑보다 약 20% 정도 힘을 덜
들이도록 고안돼 어린이와 노약자도 손쉽게
제품을 개봉함

2) 국내 지속가능한 식품포장 기술의 현황
○ 최근 지속가능 패키징에 대한 환경 보호 등을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은 생
분해성 소재로 대체되었음.
- 현재 수출 제품에 대한 수입국의 국제 통합 규격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아랍에미레이트(UAE) 산화생분해 관련 규제법안을
2014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여 산화생분해 포장재만 UAE 역내 수
입 및 유통가능하며 비분해 포장재는 사용을 금지하는 산화생분해 관련
규격기준 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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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2011년 국내 패키징 산업 현황
패키징기술

기술범위

기술분야

친환경
포장

포장 감량화,
재활용/재사용
용기제조/설계, 소각
또는 매립시 유해
물질 배출이나
토양수질오염 저하

소재기술 및
가공기술
설계기술
시스템 기술
상품화 기술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
수준(%)
격차(년)
30

10

20
50
40

10
8
8

표 3-29. 2011년 국내 주요 패키징 기술 및 활용
기술

구분

주요내용

감량화

(주) 한국컨테이너풀(KCP)
 육류 및 수산물 컨테이너
 디자인 개선으로 40% 포장재 절감효과
 년간 4,950 톤의 포장 폐기물을 절감

재활용

(주) 삼보에이팩
 보온용 이중컵
 100% 종이 대체한 개선 단열 sleeve와 뚜껑
 100% 종이 사용으로 재활용성 증대

친환경소재

(주) 풀무원
 두부포장재
 수성접착제를 사용 및 용기 무게도 9% 감량
 연간 317 ton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

3.3.3. 식품포장 정책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 및 초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
위생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음.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 등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을
고려하여 적절히 가감하여 제작해야 한다. 그 외에 문자 서체, 색깔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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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표시 기준에 의해 준수해야 함.123
○ 식품포장용 랩을 식품에 사용시 “100oC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
또는 “지방 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 표시해야 함.
○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전자레인지
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함.
○ 포장재 안전성 평가는 한국은 2012년 이후 일부 재질에 대한 노출량 평가
시작이 되어 대상 포장 재질 및 항목에 대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이행물
질에 대한 ‘일일추정섭취량’산출로 이행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함.
○ 국내 포장 폐기물에 대한 국내 법안은 총 10가지로 환경부(9개)와 보건부(1
개)와 관련되어 있음.
- 폐기물 부담금 제도: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해당 제품․재료․용기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는 제도
-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 하도록 고안된 제품에 대한 사용 규제
- 과대포장 규제: 포장재질, 포장회수, 공간비율을 규제하는 제도
- 빈 용기 보증금 제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
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시점
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리필 생산 권고: 사업자에게 제품 총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리필제품으로
생산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 분리 배출 표시제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의
123

식약청 , 2015, 식품용 기구 및 포장의 안전관리 , 국포장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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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 표시
- 판매자 회수 의무제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
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부여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특정 재질 포장 규제: 특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
- 식품류 용기 포장 기준: 식품용기 및 포장재질에 중금속(납 및 카드뮴)이
각각 100mg/kg 이하 함유되어야 하고 용출기준은 중금속(납)이 1.0mg/l
이하로 용출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련 폐기물 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이 고려
되어 적용되어 지고 있음.
표 3-30. 규제 및 권고 현황
구분

규제/권고

경제적 유인책/활성화 지원

감량
(Reduce)

-1회용품 사용억제
-과대포장 억제
▪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폐기물 부담금제도

재사용
(Reuse)

-리필제품 생산 권고

-빈 용기(공병) 보증금제

재활용
(Recycle)

-생산자책임재활용제
▪ 생산자: 회수·재활용 목표 부여
▪ 지정업자: 폐자원 이용목표 부여
-분리배출표시
-과대포장 억제 중 포장재질

-재활용 시설 지원
-재활용 산업 육성

열 회수
(Recover)

-분리배출표시

-소각시설 설치
-소각 에너지 회수

폐기처리
(Disposal)

-매립시설 확충
-매립지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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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4.1. 식품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 전략
4.1.1.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강화
○ 최근의 트렌드에서도 살펴 본 바 있듯이, 식품 안전성은 향후 식품제조업이
겪어야 할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후변화와 이상기
후현상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기존의 식품 제조업체들이 경험 한 적 없는
새로운 환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 더욱 어려운 특징이 있음.
- 과거에 발생하였고, 해결한 문제들은 식품 제조업체들의 경험으로 축적되
어 있고, 정보 공유, 정부의 매뉴얼 제작 등의 수단을 통하여 식품 제조업
체들의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식
품 안전 문제는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겪어 본 적 없는 상황이면서, 그리고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의 시장 통합이 가속화되고, WTO, FTA 등 해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식품제조업체는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제품이라도, 습도가 높은 열대지방에 수
출될 경우 쉽게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예상보다 짧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또한, 식품의 원재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전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식품 원재료의 주 재배 지역이 점차
이동하고 있는데, 그 결과 기존의 원재료 수입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토착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등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중시 성향 증가는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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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가 식품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인접국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지난 2008년 중국의 멜라닌 분유 사태 이후 중국 소비자들은 유아용품,
특히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산 분유를 선호하고 있음. 그 결과, 중국
의 수입 분유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분유업체의 각축전
이 벌어지고 있음.
- 다만, 중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품안전성 문제는 소비자 선호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식품안전성 문제의 발생을 철저
히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함.

4.1.2.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식품 제조업 선진화
○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제조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산출액 대비 식품제조업
생산액, 부가가치 비중, 수출 비중 등의 지표가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 제조업의 역사가 선진국 대비
짧기 때문에 적절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식품제조업은 성장 가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식품 제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식품제조업 자체를 생산액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필요함.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은 기본적
으로 영세한 제조업체가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영세업체들은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제품 기획, R&D, 위생관리, 자금의 유동성 등 경영 전반에 걸
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들 영세제조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 영세 제조업체들의 원활한 원재료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와 제
조업체 간 유통 경로를 개척하고, 원재료 조달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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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박람회‧교육회 등을 통한 제조업체의 인적 교육을 시행하여 제조업
체 자체제품 개발, 업체 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교육을 정기화 하고,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입안을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제조업체 대출 자격 현실화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
책을 마련함.
- 대부분의 영세 식품 제조업체들이 식품 대기업의 하청업체임을 감안하면,
식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방안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
○ 한편,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은 저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
음.124125 우리나라의 식품 제조업 생산액은 가벼운 가공이나 처리만을 거치
는 스낵, 주스, 면류 등에 의지하는 바가 큰 산업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를
보다 고부가가치 식품 생산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고부가가치 식품으로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용 식품, 기능성 증
진식품, 환자용 병원식, 발효 및 추출물, 의약소재용 식품, 반가공 식품 등
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
어야 함.
- 고부가가치 식품이면서, 우리나라의 특색을 잘 살리는 산업의 육성이 좋
은 방안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전통식품들을 활용하여, 추출물, 발효,
반가공 식품 등을 개발‧보급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한다면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식품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4

125

우리나라의 식품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2010)은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4.6%
수준으로 , OECD 평균인 13.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3장 참고 .
다만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식품원재료가 수입되고 중간재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
에 타 OECD 선진국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550

4.1.3.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력
자체도 풍부하지 못한 실정임. 인프라의 확충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해당
인프라를 활용하고, 식품제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기
투자된 인프라는 기대한 목표를 이룰 수 없음.
○ 식품 제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우선 연
구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숙련 기술인력을 확충하며, 식
품인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인
력양성의 추진 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R&D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분야별 R&D를 정부‧지자체
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장기술애로 컨설팅, 채용 인건
비 지원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특성화고, 관련대학, 국가기술자격 지원, 직업훈련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
하여 숙련된 인력을 식품제조업체로 유도함.
- 구인-구직자 간 매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적시 인력
보충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식품 제조업의 인력 양성과 관련한 정책지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총괄기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식품 제조업 인력양성이 가능
하도록 지원함. 또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도 동시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

4.1.4. R&D 강화를 통한 개발환경 조성
○ FTA에 대응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타 산업의 R&D 현황과 비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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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의 R&D 지출 비중은 주요국의 평균인 4.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총 기업 R&D 지출 대비 식품제조기업
R&D 지출 비중은 1.0%(주요국 평균은 2.3%)임.
○ `10년-`12년 기준 R&D 조직을 보유한 식품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는 30%
로 전체 업체 매출증가율 18%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126.
- 그러나 `09년-`12년 우리나라의 전체 제조업체 총 R&D 지출대비 식품제
조업기업 R&D 지출 비중은 1.4% 불과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보다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선정하여 투자방향을 명확히 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R&D을 기반으로 한 수출지향적 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산학연의 연계
를 통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

4.1.5. 규제 개선을 통한 제조업 운영 지원
○ 식품산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
결한 과제이므로 규제합리화를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과 식
품분야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함.
○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졌으
며, 국제 거래 증가 및 생산 환경의 변화하면서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 또한
증가하였음.

126

식품음료신문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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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그 외 불필요한 절차적 규
제는 완화하는 등의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식품 품질인증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하여 식품 제조업의 운영 환경 개선이 필
요함.

4.2. 외식 분야의 경쟁력 확보 전략
4.2.1. 국내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취약한 외식산업 구조 개선 및 경영주의 경영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
벌 수준의 외식 브랜드로 키워나며,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경영자의 경영능력 강화) 개인 사업체가 대다수인 외식업은 경영주의 경쟁
력이 곧 점포 경쟁력이므로 경영자의 경영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함. 체계적인 외식경영 학문을 경험하고 창업한 경영주들
이 아직까지 많지 않으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들의 경영능력을 개선시
켜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특히 정확한
창업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업종별, 서비스형태별, 점포규모별 선진화된 점포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제
공하여 운영상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창
업교육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각 시도지사의
거점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외식/조리교육의 표준화) 특성화고등학교, 2/3년제, 4년제 교육과정이 체계
화,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많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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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교육목표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니즈에 부합하는 표준교육과정을 개
발함으르써 국가적으로 전문인력 품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관련
직업을 수준별로 구조화하고, 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를 정의하고 임
무와 과업을 구분하여 각 과업별 수행기준과 과업추진 절차를 도출하고 각
절차별 필요한 지식과 기술, 도구, 태도 등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도출하도
록 함. 표준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보증제도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함. 최근 정부
가 시행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이 바로 산업현장의 직무수
행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교육하자는 것임. 외
식서비스 분야는 식음료조리와 서비스, 외식경영으로 소분류되고 그 안에
9가지 세분류 직무로 나눠져 있는데 이는 매우 제한된 직무로서 외식산업
의 관련 직업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학교 유형별, 직업별 세분
화된 직무도출을 통해 교육과정 및 자격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외식기업이 브랜드화, 기업화, 대형화 되어갈수록 4년제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목표 및 품질관리를 통해 고
학력 외식조리인력의 니즈와 노동시장 수요 불균형의 갭(gap)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수준의 식품위생안전 마인드 고취) 특히 식품 위생안전이나 서비스
부분은 글로벌 수준의 마인드 제고를 목표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글로벌 스탠다드의 식품위생안전 역량 확보는 해외시장 진출시 필수조
건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외식서비스 위생안전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표준
(standard)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가 자격증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를 얻을 수 있을 것임. 미국 레스토랑협회에서 운영하는 SERVSAFE 자격
증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으로 5년
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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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선진화된 외식사업 시스템 기술개발
○ 글로벌 경쟁력은 외식산업의 선진화 및 효율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식재료 생산에서부터 서비스에 걸친 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
식 및 기술혁신이 필요함.
○ (식재료 가공기술) 외식산업 경쟁력은 전후방산업과의 연계성에 의해 영향
을 받음. 안정적인 식재료가 동반 수출될 수 있다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도 극대화 될 수 있음. 원물 형태로 식자재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외식기업이 해외 진출시 필요로 하는 식재료를 파악하고 해당되는 고급 식
재료 가공/포장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보
해야 함. 장기보존 가능한 기술개발이나 수출용 다양한 한식양념(소스)개
발, 발효기술을 이용한 식재료 또는 식품 등을 개발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과 농식품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주방기기 및 시스템 개발) 국내 외식기업의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원가
경쟁력이 약하는 것임.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음식이 생산되는 주
방의 조리기기 혁신은 친환경, 스마트 주방시스템의 개발을 예로 들 수 있
는데 열효율, 이산화탄소 저감화, 작업환경 개선 등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과 위생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효과적인 신기
술 주방기기 개발을 위해서 국가연구기관에서는 원천기술연구를 주도하고
기업체는 실용화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함.
○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모든 서비스업은 서비스 전달 과정(프로세스)이 곧
상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효율적이며 고품질의 서비스 전달 과정은 경
쟁사와의 차별화 요소가 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시켜줌. 특히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전과 Food Tech의 발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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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외식서비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고, 고객과
의 소통이나 경험 등도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도 높은 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도 프로세스 혁신에 지속적인 투자
가 필요해 보임.

4.2.3.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전략적 육성
○ (대기업 중심으로 세계적 브랜드 조기 육성)국내 외식프랜차이즈나 체인 기
업들 중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기업들은 전략적인 지원 사
업을 통해 조기에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외식브랜드로 육성하도록 함. 자
본, 노하우, 인적 물적 인프라, 브랜드 등을 갖추고 있는 기업형 외식업체들
을 중심으로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 외식브랜드를 조기 육성하는
것이며, 기업들에게는 해외 진출시 세제, 금융, 제도적 지원, 홍보 마케팅 지
원, 현지 법인과의 기술 제휴 및 합작투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World Best Restaurant 50, Asia Best Restaurant 50, 미슐랭 가이드 북 등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이 수반될 때 가능성
이 더 높아질 수 있음. 국가적인 차원의 미식행사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미
식평론가, 요리사, 식음료 전문 언론인 등에게 한국의 음식과 우리나라 외
식브랜드를 알리는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유망 중소 외식기업 프랜차이즈 육성)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은 비즈니스 시
스템을 수출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 우수한 중소 외
식 기업을 발굴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중점 육성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해외시장 진출
을 준비하도록 함. 지원 서비스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컨설팅 서비스,
시스템 개발비 지원, 각종 금융 세제 지원, 홍보지원, 해외진출역량강화 교
육과정 혜택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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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명확화
○ 외식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민간 음식점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임. 그동안의
사업 평가가 혹독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미래 외식산업 진흥
정책 방향은 민·관·산·학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식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미흡한 것은 외식업 경영
주(자영업자)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이들 각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도 불가
능함. 따라서 외식업체나 산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부분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원천기술연구이나 산업 및 소비시장 통계생산, 원가경쟁력 확보
를 위한 외식산업 전방산업의 선진화, 해외진출 정보 및 지원 서비스, 법과
제도 개선 등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하며, 학교는 노동시장에
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과정의 보완, 융복합 교육
과정 및 연계전공 등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인력자원의 경쟁력
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임. 외식업체 경영주나 외식기
업들도 자신이 해야 할 숙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시간과 비용)를 아끼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와 시장 트렌드를 읽는 훈련을 통해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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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포장/디자인 분야의 경쟁력 확보 전략
4.3.1. 식품포장/디자인 동향
○ 세계적인 식품포장은 IT, BT, NT와 소재산업, 유통 시스템 및 환경의 변화,
인간공학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포장 기술 들이 크게 발전해 오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국내에서도 급변하는 글로벌 첨단 기술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 스
마트 포장 기술, 식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유니버셜디자인이나 지속가능
한 사회에 맞는 유통기술 등에 대한 개발 적용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또한 각 국가별 환경보호 정책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 부여를 위하여
생분해성 포장소재의 개발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식품의 생산 및 수출
무역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 유통 시스템 효율화 및 저온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그리고 원거리 수송
과 식품의 선도 유지를 위해 기능성 포장재에 대한 개발과 현장 적용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선진국들은 단순 보호성과 차단성이 강조되었던 기존 1차원적인 패키
징 기능에 친환경 포장소재, 저장/유통환경에 반응하는 모니터링 해주는 지
능형 포장 등의 고기능성, 그리고 소비자의 감성적 감각을 고려한 특성을
부여하고 미래 혁신 첨단 기술들과 융합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국가 간 신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로 시장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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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벽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 첨단 패키징 기술
이 미래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하여 글로벌 산업의 경
쟁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4.3.2. 식품포장/디자인 기술 경쟁력
○ 해외시장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해외 규제에 대처하면서
국내 식품의 차별화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포장 및 디자인
개발의 대표적인 예들127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 식품 포장 기능성 및 친환경 소재의 연구 개발
2) 식품 포장용기 디자인의 저작권 활용 연구
3) 식품포장 라벨 표기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
4) 수출 발효식품 적합 포장용기 개발
5) 수출 신선 농산물의 포장용기 개발
6) 수출 농식품 대표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
○ 국내 식품포장의 개발로 기술 경쟁력 및 제품의 상품화 우위를 가질 수 있
는 세부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소재


나노복합 포장 소재 (고차단성 필름, 기능성 필름 등)



단열 포장 소재 (열차단 및 보호 필름 등)



가식성 포장재 (가식 필름, 식품 코팅제 등)



친환경 포장 소재 (100% 친환경 포장소재, 친환경잉크 등)

2) 스마트 포장


127

액티브 포장 (흡습, 탈산, 항균성, 항산화성, 방충 포장 등)

농림수산식품부 , 2009, 식품포장용기 디자인산업현황 조사

559


지식형 포장 (신선도, 온도, 품질, 안전성 등 감지 센서, RFID 등)



전자레인지 포장(발열제, 증기 방출형 등)

3) 유니버셜디자인 포장


편리성 부여 (개봉용이 캡, 내용물 분리 적용 설계 디자인 등)

4) 포장 안전성 (포장라벨 표시, 포장재 첨가물 시험 규정 정립 등)
5) 유통 포장 (표준화, 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4.3.3. 식품포장/디자인 대응전략
○ 국내에서는 원천 기술인 부품소재 개발 및 지원에 집중되어 응용 기술에 해
당하는 포장 기술의 미래 예측 핵심기술 역량이 선진국의 30%의 수준에 불
과하고 기술격차는 짧게는 3년부터 10년 정도 뒤쳐져 있음.
식품포장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시간적, 경제적인 투자 한계로 기술적 측면
과 더불어 경영, 기계, IT, 디자인, 소재 등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식품포
장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단편적인 기술개발
에 치우쳐 있음.
○ 또한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라도 실용화 시점에서 경제성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이뤄지지 못하여 성공적인 제품화는 선진국에 비교하여 상당히 미흡
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포장기술은 기존 원천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지원과 응용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통해 포장/디자인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
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각종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포장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포장/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함.
1) 응용기술인 식품포장/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 속에 적극적인 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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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전략
- 글로벌 시장의 확대 및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이 기대되고,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가 가능
2)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전략
- 수출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해외 규제 장벽 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3) 국내 전문 인력과 전문 연구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와의 협력
과 관련기술과의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
-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기술 개발에 파급효
과가 큰 기술 분야
○ 따라서 식품포장/디자인 분야는 국가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특허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현장적용 전략 육성 지원이 필요함.
1) 국가정책지원
-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수출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입 상품의 철
저한 유통관리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국내 포장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점128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지원, 기술 표준화 정립 그리고 정책적 보급
등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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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석 , 2006, 포장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제도 개선방안 , KIET 산
업경제 , 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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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포장업체의 기술 경쟁력 분석

- 특히 식품포장의 위생, 안전 분야는 직접적인 정부의 관리가 필요함.
- 정부의 국내 포장기술 개발은 2006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축소와 단지 포장기술 컨설팅 지원성격이 강하여 포장산업의 가장 중요
한 부분인 포장 생산업체의 기술능력 확충이나 경쟁력 확보 지원에는 한
계를 가짐.
-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인「식품산업발견 종합대책 (2008.11)
에는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의 포장용기·디자인산업 부문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2) 전문인력 및 특허 등 인프라 구축
- 식품은 식품관련학과, 업체 및 연구단체 등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
나, 식품포장 분야의 연구 인력은 다른 식품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부족하
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기능성/지능형포장, 친환경 포장 등 응용된 포장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특허와 표준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구체적 포장의 전략적 기술 분석을 위하여 최근 국내외 식품
포장 및 디자인 기술에 대한 포장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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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현장 기술지원
- 식품포장에 연관된 소재, 기계, 환경, 제조, 유통 물류 등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기술 응용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므로 현장에 도입하여
상품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음.
-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포장기술센터가 정부 지원으로 패키징 전문
교육 세미나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취약한 포장산업의
충분한 기술 개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기여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5장 결론
○ 본 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식품제
조업, 포장/디자인 산업, 그리고 외식산업 각각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각 부문별 경쟁력 확보 전략의 조화 또한 필수적임. 특히 식품제조업과 포장
/디자인 산업의 연계성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이러한 부문별 발전 전략의 조화를 위해서는 학관연의 조정 역할 또한 중요
함. 학관연의 컨터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도약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의 기저에는 장기적 비전이 위치하고 있어야 함.
식품산업의 발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에 정책의 방
향이 바뀌어서는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식품산업의 수준이 그 나라의 격을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장기적인 비전
아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선진국형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음.

563

참고 문헌

안동환, 송시완. 2015, "식품산업의 연계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정기혜. 2014. “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화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10, “광업·제조업 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사례 및 시사점”

Eurostat, 2011, “Food: from farm to fork statistics”
FoodDrinkEurope, 2013, “Data & Trends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Fobes, www.forbes.com
Innova Datavase, www.innovadatabase.com
Weber Shandwick, www.webershandwick.asia
OECD,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BTDIxE), ISIC Rev.4
OECD, Structural Analysis(STAN)
OECD, The Analytical Business Enterprise R&D
산업통산자원부 2014년 6월 10일 보도자료
미국 FDA 식품 영양성분

Trends in packaging 2014- Packaging association 2014 annual meeting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미국 FDA 식품영양성분 라벨링 개정동향과 포장트랜드

Mintel, important food packaging attributes, 2013 April
식품 패키징 마켓 2019년 3,059$ 규모 확대, 약업신문, 2014. 09.14

The Future of High Barrier Packaging Films to 2019, Smithers Pira, 2014년 04
The Freedonia Group, Inc., 2014
Smart food packaging, 2006 Food industry and nutrition, Dong Sun Lee
Smithers Pira 2014, Industry news, Thomas publishing Co.
Dupont survey of global consumer packaged goods manufactures and converters, 2011

564
Packaging news: substantiality, cost challenge global packaging industry.
Pira International Report 2012.
김홍석, 2006, 포장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제도 개선방안, KIET 산업경제,

46-56
농림수산식품부, 2009, 식품포장용기 디자인산업현황 조사
산업통산자원부 2014년 2월 21일 보도자료
식약청, 2015, 식품용 기구 및 포장의 안전관리, 국포장학회 학술대회
양효석 외 3인, 포장용기의 국내 기술수준 및 SWOT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제시, 한국산업 경
영시스템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2014. 미국 FDA 식품영
양성분 라벨링 개정동향과 포장 트랜드

565
식품·유통분과 소비소위원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식품소비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진현정 중앙대학교 교수
정혜경 호서대학교 교수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

2.1. 고령화
2.2. 가구의 소규모화
2.3. 영유아 감소 및 출산율 저하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가정 내 식품소비

3.1. 고령화와 식품소비
3.2. 가구의 소규모화와 식품소비
3.3. 인구구조의 변화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외식

4.1. 외식비 지출행태
4.2. 외식비 지출액 및 구조변화 예측
4.3. 외식소비와 영향인자 분석

566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식생활

5.1. 가정 내 식생활
5.2. 개인 식생활
5.3. 인구구조의 변화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5.4. 미래 식생활 전망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장 머리말

○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식품소비는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은
1984년 2,636kcal에서 2013년 3,056kcal로 35%, 단백질 공급량은 85.6g에
서 99.2g 으로 15.9%, 지방질 공급량은 49.2g에서 96.9g 으로 95.1% 증가
하였음(안병일, 2015).
○ 식품소비의 이와 같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변화도 매우 두드러졌음.
전체 식단에서 곡물이 차지하던 비중은 1963년 약 86%에 달했으나, 2013
년에는 49%로 감소한 반면, 육류는 1963년 소비자 1인에게 6.1kg 공급되던
것이 2013년 49.2kg으로 증가하였고 채소 및 과일류는 43kg에서 194kg으로
증가하였음(안병일, 2015).
○ 이와 같은 우리나라 식품소비의 변화는 주 소비식품 및 주 소비목적과 소득
증가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한 식품소비 추세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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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음.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식품의 주 소비 목적이 기아해결
과 생존유지이며 주로 소비되는 식품은 곡류와 두류인 반면, 소득이 증가하
게 되면 소비목적이 안정적 소비, 다양성 추구, 질 추구 등의 양상으로 변하
게 되며, 이에 따라 주 소비 식품도 육류, 채소, 편의 식품, 기능성 및 고 영
양 식품 등으로 변하게 됨(안병일, 2015).
○ 우리나라의 식품소비 변화 추세는 소득 증가 이외에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지 못했음.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식품소비 전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인구구조 변화라
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정 내 식품 소비의 변화, 인
구구조의 변화와 외식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식생활이라는 세 가지 측
면에서 식품소비 변화 양상과 향후 전망을 위한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자 함.

제2장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

2.1. 고령화
○ 식품소비와 관련되어 가장 주목할 만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와 1인 가
구 증가임.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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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고령인구 구성비의 변화

자료 : 통계청 , 안병일 , 2015

○ <그림 2-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4년 현재 12.7%인 65세 이상 인
구는 2060년에는 40%에 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2. 가구의 소규모화
○ 고령화와 더불어 눈여겨 볼 것은 <그림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
구의 소규모화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의 수는 계속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와 2인가구임. 4인
가의 경우 그 수가 2000년 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그 이후 감소세
로 돌아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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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구구성의 변화

자료: 통계청, 안병일, 2015

2.3. 영유아 감소 및 출산율 저하
○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영유아 인구의 감소임.
- <그림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1993년 1.65에서 2005년
최저를 기록하여 1.1 이하로 떨어졌음. 최근 들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출산율 하락은 멈추고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14년 기준 1.2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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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 출산율 저하 경향으로 말미암아 영유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80년 0-4세 및 5-9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14%,
11.82%였으나, 2010년에는 이들 비중이 4.62% 및 4.99%로 1980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
그림 2-4. 전체 인구에서 영유아 인구의 비중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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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가정 내 식품소비

3.1. 고령화와 식품소비
3.1.1. 고령화와 식료품 지출
○ 고령화와 가구의 소규모화는 식품소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데,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고령화 가구는 곡물, 수산물, 채소류 등을 더 소
비하는 반면, 빵이나 육류가공품, 유제품등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가구주 연령별 식품지출액 구성비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안병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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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채소류 소비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감소하고 있는 곡물에 대한 소비는 그 감소세
가 둔화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반면, 60세 이상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하고 있는 육류가공폼,
유제품, 과자류 등에 대한 소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가 확대되기에
는 제약요인이 따른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 이후 60세 이상의 가구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품목인 채소류는 월평
균 50,000원정도 이며, 육류는 월평균 40,000원 이상, 곡물, 과일, 어류 등은
월평균 30,000원 이상, 빵 및 떡류와 유제품 등은 월평균 20,0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3-2).
그림 3-2. 60세 이상 가구의 식료품 지출

자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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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60세 이상 가구의 식료품과 외식비 지출액 추이
○ 60세 이상 가구의 외식비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지출액 추이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소비 추세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식료품 지출액 대비 외식비
지출액이 약 35%정도에서 큰 차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임.
○ 2003년 월평균 외식비와 식료품 지출액은 각각 약 134,068원 및 249,355원
이었으나 2014년에는 180,576원 및 318,257원으로 각각 29.8%, 24.4% 증가
하였음.
그림 3-3.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과 외식비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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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60세 이상 가구의 품목별 구입 빈도
○ 60세 이상 가구는 곡물은 2~3개월에 1회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2.1%), 고추장, 된장 및 국 간장 구입 빈도는 1년도 1회 이하로 구입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50% 이상).
- 60세 이상 가구가 김치류를 구입하는 빈도는 1년에 2~3회 또는 2~3개월
에 1회 구입하는 비중이 높음(각각 37.8%, 36.5%).
표 3-1. 60세 이상 가구의 곡물 및 가공식품(김치류·장류) 구입빈도
단위 : %

1개월에
2～3개월에
1～2회 이상
1회

1년에
2～3회

1년에 1회 이하/
먹지 않음
그보다 드물게

곡물

15.8

42.1

24.6

16.8

0.4

가공식품
(김치류)

16.0

36.5

37.8

7.7

2.0

가공식품
(고추장)

1.4

10.9

34.0

53.5

0.3

가공식품(된장)

1.5

10.0

32.7

55.6

0.3

가공식품
(국간장)

1.3

8.7

32.0

57.0

1.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분석보고서」

○ 60세 이상 가구가 채소, 과일, 축산물, 유제품 및 수산물을 구입하는 빈도는
대개 2주일에 1회, 주 1회 또는 1달회 1회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음.
○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1달에 1회 이하 또는 먹지 않는다는
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식품 역시 먹지 않
는다는 비중이 58.6%에 이르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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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60세 이상 가구의 채소, 과일, 임산물, 축산물, 유제품, 수산물, 조리식품 구입빈도
단위 : %

34.1

2주일에
1회
17.1

1달에
1회
8.1

그보다
드물게
8.9

먹지
않음
0.7

채소

5.2

주
2~3회
25.9

과일

1.3

15.4

35.7

21.0

12.6

12.3

1.8

임산물

0.7

0.3

0.6

1.6

6.9

59.8

30.0

축산물(쇠)

1.8

2.1

5.8

17.3

28.1

35.6

9.4

축산물(돼)

0.9

4.2

21.5

27.6

25.9

15.1

4.9

축산물(닭)

0.6

1.8

6.8

15.7

29.6

34.6

10.9

유제품(우유)

11.1

10.1

22.5

13.0

7.8

13.2

22.3

유제품(요구)

7.5

9.2

19.0

12.5

10.7

17.4

23.6

유제품(치즈)

0.7

1.4

1.8

2.6

4.9

13.6

75.0

유제품(계란)

5.9

11.5

13.4

26.1

27.8

12.0

3.4

수산물(생선)

1.1

11.8

24.7

27.7

19.8

11.7

3.2

수산물(해조)

1.6

7.2

14.8

21.4

22.9

30.9

1.2

수산물(조개)

0.8

2.7

7.3

12.2

21.2

45.9

10.0

수산물(연체)

1.1

2.4

6.1

13.7

26.2

43.4

7.1

수산물(갑각)

0.3

1.1

2.3

6.1

15.0

62.3

13.0

수산물(건어)

2.7

7.8

11.7

12.7

18.5

44.1

2.5

조리식품

0.2

0.9

1.1

2.4

6.2

30.5

58.6

매일

주 1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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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구의 소규모화와 식품소비
3.2.1. 가구원 수별 식료품 지출액
○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곡류, 어류, 채소류 보다는 과일, 유제품 및
육류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어류 및 채소, 곡류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 가구원수별 주요 식품 부류별 소비 지출액 비중
단위 : %

곡물
어류
채소
빵 및 떡류
당류 및 과자류
과일
유제품 및 알
육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8.72
10.40
12.81
4.91
5.35
13.05
6.98
13.00

8.06
10.91
13.21
4.94
5.33
13.74
6.45
15.10

6.27
8.10
10.11
6.48
7.57
12.93
9.18
14.85

5.30
6.69
8.65
7.07
9.61
12.09
10.09
14.87

5.75
6.69
8.06
6.65
9.85
11.56
10.93
15.37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2.2. 1인 가구의 식료품 지출
○ 한편, 가구의 소규모화도 식품소비 전망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인가구는 수산물, 곡물 등에 대한
소비는 줄여오고 있는 반면, 빵 및 떡류, 당류 및 과자류에 대한 소비는 증
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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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추세로 인해 빵 및 떡류, 당류 및 과자류 소비가 감소하는 영향은
따라서 1인 가구 증가에 의해 이들 식품 부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영향
으로 다소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들 품목에서 향후 소비가 어느 정도나 증가하게 될지는 두 가지 효과
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의 식품소
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4. 1인 가구의 식료품 지출비중

자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안병일 , 2015

○ 2010년 이후의 소비 지출 동향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채소는 월평균
20,000원 이상, 육류, 과일, 어류는 월평균 15,000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곡물 및 유제품은 월평균 10,000원 이상 지출하고 있으
며, 빵 및 떡류와 당류 및 과자류는 월평균 6,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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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인 가구의 월평균 식품소비지출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2.3. 1인 가구의 식료품과 외식비 지출액 추이
○ 1인 가구의 식료품지출액 추이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외식비 지출액은 2006년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식료품 지출액 대비 외식비 지출액은 2006년 99.6%에서 2014년 77.8%로
하락하여 1인가구가 최근 들어 식료품 지출에 비해 외식 소비를 크게 늘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월평균 외식비와 식료품 지출액은 각각 약 108,101원 및 108,561원
이었으나 2014년에는 124,251원 및 159,702원으로 각각 14.9%, 47.2% 증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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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인 가구의 식료품과 외식비 지출액 추이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2.4. 1인가구의 품목별 소비빈도
○ 1인 가구는 곡물은 2~3개월에 1회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6.9%),
김치, 고추장, 된장 구입 빈도는 1년에 2~3회 구입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각각 40.4%, 42.4%, 42.1%, 35.7%).
- 1인 가구가 국 간장을 구입하는 빈도는 1년에 1회 이하로 구입하는 비중
이 가장 높음(46.3%).
- 1인 가구는 김치류를 비교적 자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2~3개월에
1회를 구입하는 비중이 31.1%, 1개월에 1~2회 이상 구입하는 비중이
12.7%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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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1인 가구의 곡물 및 가공식품(김치류·장류) 구입빈도
단위 : %

곡물

1개월에
1∼2회
이상
12.7

가공식품(김치류)

15.8

31.1

40.4

8.9

3.9

가공식품(고추장)

0.8

14.0

42.4

38.2

4.5

가공식품(된장)

0.8

11.9

42.1

40.5

4.7

가공식품(국간장)

0.7

8.4

35.7

46.3

8.9

2∼3개월에
1회

1년에
2∼3회

1년에 1회 이하/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36.9

32.7

11.0

2.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분석보고서」

○ 1인 가구는 채소 및 과일을 주 1회 구입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각각 38.7%, 35.5%), 쇠고기와 닭고기는 1달에 1회 또는 그 이하로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돼지고기는 1달에 1회 또는 2주일에 1회 구
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유,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1주에 1회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은 대부분 1달에 1회 또는 그 이하로 구입하는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조리식품은 먹지 않거나 1달에 1회 미만으로 구
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 1인 가구의 채소, 과일, 임산물, 축산물, 유제품, 수산물, 조리식품 구입빈도
단위 : %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채소

3.5

16.1

38.7

22.9

7.0

6.9

4.8

과일

0.9

10.3

35.5

25.0

11.6

12.1

4.5

임산물

0.6

0.1

1.0

1.5

4.7

39.1

53.1

축산물(쇠)

0.5

1.9

4.2

16.1

27.3

29.9

20.1

축산물(돼)

1.3

4.0

16.4

28.4

23.7

1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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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닭)

0.4

1.3

5.8

16.0

22.8

34.3

19.4

유제품(우유)

7.4

12.0

25.8

16.4

8.5

8.4

21.4

유제품(요구)

4.7

6.6

19.0

14.8

10.3

13.0

31.7

유제품(치즈)

1.3

2.4

3.5

6.5

6.8

13.6

65.9

유제품(계란)

2.3

11.5

14.9

26.4

24.1

11.3

9.4

수산물(생선)

1.8

7.5

12.1

23.5

23.4

15.8

16.0

수산물(해조)

2.0

4.3

8.0

15.2

23.4

34.3

13.0

수산물(조개)

0.4

1.1

5.1

7.2

15.5

44.4

26.2

수산물(연체)

0.0

1.7

2.8

7.6

20.8

46.3

20.8

수산물(갑각)

0.0

0.7

1.8

4.4

9.6

56.8

26.7

수산물(건어)

0.9

2.7

7.1

10.5

18.8

45.4

14.6

조리식품

0.0

3.3

6.8

13.5

13.7

23.8

38.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분석보고서」

3.3. 인구구조의 변화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
○ 본 절에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 수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식품소비
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

3.3.1. 분석모형: 순서형로짓(Ordered Logit Model) 모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식품소비행태조사」는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식품전체와 쌀, 채소류, 과일류 등의 품목에 대해 평소 얼마나 자
주 조달(구입 또는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나타내
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해 식품 및 품목별 구입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에는 구입 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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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고, 1인 가구·고령 가구·독거노인 가구의 인구구조
적 특성 변수와 연령·가족 구성원 수·학력·직업 등의 인구학적 내지 사회경
제적 요인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음.
그림 3-7. 순서(order)를 가진 구입 빈도 변수

○ 종속변수로 사용된 식품과 각 품목별 구입 빈도는 <그림 3-7>과 같이 순서
(order)가 있는 이산형 변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는 방향에 의미를 부여
해야함.
○ 이러한 경우 비선형모형인 순서형로짓모형(Order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순서형로짓모형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1)   



 





  

- 식(1)의   는 관측 불가능한 주구입자의 식품 및 품목 구입 빈도이며,  는
구입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이고, 는 오차항으로 평균이 0인 대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함.
-   는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기 때문에 실제 관측되는 값
은 식품 구입 빈도에 대해서 주구입자가 선택 가능한 응답(  )인 0부터 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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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값임.  의 값은 식(2)와 같이 임계값인 ⋯ 에서 범주화된   값에
의해 결정됨. 즉, 주구입자의 응답(  )이 1=‘1달에 1회’일 경우는  과  사
이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2)    i f  ≤ 
  i f  ≤   ≤ 
  i f  ≤   ≤ 
  i f  ≤   ≤ 
  i f  ≤   ≤ 

  i f  ≤  



○ 순서형로짓모형에서는 이산형인 종속변수의 값을 확률값을 이용해 나타냄.
따라서 주구입자가   부터   까지를 선택할 확률을 누적분포함수
(CDF)의 성질을 이용해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임계값
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0으로 정규화함.


(3)       

  









       







  

  





      











   

  







⋮


        

  







○ 순서형로짓모형은 오차항의 확률분포가 표준정규분포가 아닌 로지스틱 분
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식(3)을 누적로짓분포함수로 변환하면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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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주구입자의 구입빈도가 0부터 5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값을 누적로짓분포함
수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이성우 외,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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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실증분석 결과
○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3-6>과 같음. 식품 구
입 빈도는 평균 주 1회이며, 품목별 평균 구입 빈도는 채소, 과일, 돼지고기,
생선류, 쇠고기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 가구는 응답자의 22%, 고령 가구는 26%, 독거노인 가구는 8%임. 가족
구성원 수는 평균 2.7명이며, 주구입자의 평균 연령은 54세이며, 월평균 소
득은 307만원임. 응답자의 76%가 도시에 거주하고, 88%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중졸 이하의 비율이 높았
으며, 직업은 전업주부, 거주형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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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종속변수 및 변수설명
5=매일, 4=주 2~3회, 3=주 1회 , 2=2주일에 1회 ,
식품

평균

표준편차

3.167

1.018

1=1달에 1회 , 0=그보다 드물게
쌀 (백미/현미 )

4=1개월 1~2회 이상, 3=2~3개월에 1회,

2.750

0.917

2.622

0.849

2=1년에 2~3회, 1=그보다 드물게, 0=먹지 않음

1.821

0.819

3.987

1.241

3.610

1.217

2.220

1.289

3.048

1.279

2.950

1.342

김치
고추장
채소
과일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6=매일, 5=주 2~3회,
4=주 1회, 3=2주일에 1회,
2=1달에 1회, 1=그보다 드물게, 0=먹지 않음

설명변수 및 변수설명
1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1인 가구=1, 그 외=0

0.223

0.417

고령 가구

65세 이상 가구=1, 그 외=0

0.263

0.440

독거노인 가구

1인*65세 이상 가구=1, 그 외-0

0.097

0.296

가족 구성원 수

가족 구성원 수

2.676

1.298

연령

주구입자 연령

53.989

14.563

307.941

211.692

수도권(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1, 그 외=0

0.309

0.462

충청권(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충청남도)=1, 그 외=0

0.153

0.360

100만원 미만=50, 100~200만원 미만=150, 200~300만원 미만=200,
300~400만원 미만=350, 400~500만원 미만=450,
소득

500~600만원 미만=550, 600~700만원 미만=650,
700~800만원 미만=750, 800~900만원 미만=850,
900~1000만원 미만=950, 1000만원 이상=1050

0.175

0.380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 그 외 =0

0.114

0.318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과역시, 경상남도 )=1, 그 외 =0

0.179

0.383

강원권=1, 그 외=0

0.070

0.255

도 =1, 읍면 =0

0.760

0.427

중졸 이하 =1, 그 외 =0

0.346

0.476

고졸=1, 그 외=0

0.363

0.481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북도 , 전라남도,
거주지

행정구역
최종학력

직업

제주도 129)=1.

그 외 =0

대졸 이상 =1. 그 외 =0

0.290

0.454

관리자/전문가/사무직 =1, 그 외 =0

0.126

0.332

서비스/판매종사자 =1, 그 외 =0

0.162

0.369

장치 기계 조작/농림어업/단순노동/기능원 등=1, 그 외=0

0.161

0.368

주부=1, 그 외=0

0.441

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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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

기타 (군인, 학생, 무직 포함)=1, 그 외=0

0.109

0.312

상가건물/원룸 /오피스텔 /기타=1, 그 외=0

0.016

0.124

아파트=1, 그 외=0

0.479

0.500

연립 /다가구주택=1, 그 외=0

0.166

0.372

단독주택 =1, 그 외 =0

0.339
0.876

0.473
0.329

성별

여자=1, 남자=0

○ 전반적인 식품 구입 주기와 품목별 구입 주기에 소비자들의 인구구조적 특
징과 인구학적 내지 사회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6>과 같음.
○ 먼저 인구구조적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전체 식품 및 품목별 구입 주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인가구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
반적인 식품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곡물의 경우 65세 이
상의 고령가구가, 채소와 과일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가구형태가 1인 가구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가
구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칼슘, 비타민 등의 섭취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
○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또는 대도시에 거주자하거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체 식품과
곡물, 채소, 과일을 구입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가구 내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구입자의 성별이 여성이면 전반적인 식
품, 채소, 과일의 구입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29

제주도는 표본수가 작아 호남권에 포함시켰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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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의 경우 기준이 되는 수도권에 비해 대체적으로 모든 거주 지역에
서 식품 구입 주기와 곡물, 채소, 과일 구입 빈도가 낮았음.
○ 주구입자의 직업이 관리자/전문가/사무직에 비해 서비스/판매 종사자일수록
전반적인 식품, 채소, 과일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으며, 농업/단순노동/기능
원 종사자는 관리자/전문가/사무직에 비해 곡물을 덜 자주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주구입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관리자/전문가/사무직에 비해 식품, 채소, 과일
구입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주거형태와 관련해서 상가건물/원
룸/오피스텔 거주자에 비해 아파트와 연립/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평소에 식
품, 채소, 과일을 자주 구입하며, 단독주택 거주자일 경우에는 과일을 자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2013년에 비해 2014년과 2015년에 전반적인 식품 구입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7>의 분석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은 쌀과 채소의 구입
빈도에 양(+)의 효과를 미치며,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음(-)의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임.
- 즉, 구입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쌀과 채소의
구입 빈도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65세 이상이 되면 반대로 역의 효
과가 나타나 해당 품목의 구입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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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분석결과 (1)
변수
1인 가구
고령 가구
독거노인 가구
가족 구성원 수
연령
소득
충청권
호남권
(기준)
수도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행정구역

(기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서비스/판매직

(기준)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기계조작/농업/
단순노동/기능원
주부
기타
(학생/군인/무직)

(기준)
상가건물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다가구
단독주택

식품

쌀(백미/현미)

채소

과일

-0.165*
(0.0846)
-0.0876
(0.0776)
-0.381***
(0.105)
0.237***
(0.0249)
-0.00183
(0.00251)
0.000652***
(0.000129)
-0.318***
(0.0628)
-0.306***
(0.0604)
-0.148**
(0.0685)
0.223***
(0.0595)
-0.694***
(0.0840)
0.718***
(0.0520)
0.324***
(0.0609)
0.198***
(0.0762)
0.257***
(0.0763)
0.123
(0.0812)
0.522***
(0.0680)
0.251***
(0.0897)
0.398**
(0.156)
0.410**
(0.160)
0.0168
(0.158)

0.0237
(0.0834)
-0.344***
(0.0777)
0.0995
(0.103)
0.270***
(0.0248)
0.00947***
(0.00246)
-0.000150
(0.000126)
-0.000866
(0.0625)
-0.237***
(0.0600)
0.161**
(0.0664)
0.337***
(0.0588)
0.426***
(0.0852)
0.671***
(0.0522)
0.116*
(0.0607)
0.0479
(0.0755)
0.0338
(0.0758)
-0.141*
(0.0816)
0.0684
(0.0668)
0.106
(0.0892)
-0.105
(0.160)
0.0556
(0.163)
-0.212
(0.162)

-0.199**
(0.0826)
-0.376***
(0.0770)
0.0493
(0.102)
0.196***
(0.0244)
0.0134***
(0.00245)
0.000696***
(0.000127)
-0.436***
(0.0615)
-0.462***
(0.0597)
-0.194***
(0.0676)
-0.0697
(0.0578)
-0.607***
(0.0815)
0.713***
(0.0513)
0.312***
(0.0600)
0.319***
(0.0747)
0.139*
(0.0749)
-0.00679
(0.0801)
0.465***
(0.0666)
0.215**
(0.0881)
0.415***
(0.156)
0.394**
(0.160)
0.120
(0.158)

-0.282***
(0.0832)
-0.139*
(0.0760)
-0.129
(0.102)
0.127***
(0.0243)
0.000145
(0.00245)
0.00133***
(0.000127)
-0.455***
(0.0623)
-0.621***
(0.0602)
-0.286***
(0.0685)
-0.236***
(0.0580)
-0.949***
(0.0813)
0.553***
(0.0508)
0.496***
(0.0602)
0.624***
(0.0752)
0.162**
(0.0759)
-0.00434
(0.0809)
0.379***
(0.0675)
0.0107
(0.0892)
0.642***
(0.155)
0.497***
(0.158)
0.30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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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기준)
2013년

2014년
2015년

0.143**
(0.0665)
0.179***
(0.0492)
0.110**
(0.0495)

-0.175***
(0.0670)
0.0430
(0.0490)
0.000247
(0.0492)

0.337***
(0.0652)
0.0861*
(0.0483)
0.0384
(0.0487)

0.471***
(0.0659)
0.197***
(0.0487)
-0.0183
(0.0488)

○ <표 3-8>은 쇠고기, 돼지, 생선류, 김치, 고추장의 구입 빈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임. 1인가구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쇠고
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인가
구가 상대적으로 2인 이상의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식생활의 간편
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특히 1인가구이면서 동시에 고령가구인 독거노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돼지
고기를 자주 구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와 반대로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2인 이상의 독거노인은 오히려 돼지고기를 자
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값 비싼 쇠고기의 구입 빈도에는 고령가구의 여부가 영향을 미치
지 않지만, 돼지고기 구입 빈도에 있어서는 독거노인 가구와 2인 이상 고
령가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독거노인은 2인 이상의 고령가구보다도 돼지고기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 상대적으로 단백질, 칼슘 등의 섭취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 외에 인구학적 내지 사회경제적 요인이 품목별 구입 빈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가구 내 구성원 수가 많아질수록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고
추장의 구입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쇠고
기, 돼지고기, 생선류를 더 자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돼지고기와 고추장 구입 빈도는 낮아지며, 김치 구
입 빈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거주지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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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쇠고기의 경우 기준이 되는 수도권에 비해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의 구
입 빈도가 낮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와 고추장은 수도권에 비해 모든 지역에
서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학력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품목을 자주 구입하며, 성별이 여성일수록 쇠고
기와 생선류를 자주 구입하는 반면에 고추장은 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
음. 직업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일 경우 관리자/전문가/사무직에 비해 쇠고
기와 돼지고기 구입 빈도가 높으며, 주부는 관리자/전문가/사무직에 비해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류의 구입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거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기준이 되는 상가건물/원룸/오피스텔
거주자에 비해 아파트 거주자가 쇠고기를 구입하는 빈도가 높으며, 단독주
택 거주자는 상가건물/원룸/오피스텔 거주자에 비해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구입 빈도는 증가하는
반면에 김치와 고추장의 구입 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8. 분석결과 (2)
변수
1인 가구
고령 가구
독거노인 가구
가족 구성원 수
연령

쇠고기

돼지

생선류

김치

고추장

-0.446***
(0.0827)
0.0910
(0.0747)
0.00420
(0.103)
0.0486**
(0.0235)
-0.00138
(0.00243)

-0.403***
(0.0818)
-0.191**
(0.0746)
-0.204**
(0.101)
0.235***
(0.0236)
-0.00758***
(0.00242)

-0.602***
(0.0818)
-0.416***
(0.0739)
0.0480
(0.101)
0.0991***
(0.0234)
0.0316***
(0.00243)

-0.138
(0.0846)
-0.184**
(0.0772)
-0.180*
(0.105)
-0.00138
(0.0243)
0.00821***
(0.00248)

0.0384
(0.0858)
-0.381***
(0.0810)
0.335***
(0.110)
0.127***
(0.0247)
-0.0122***
(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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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69***
(0.000123)
-0.288***
충청권
(0.0597)
-0.164***
호남권
(0.0590)
(기준)
0.0264
대경권
(0.0659)
수도권
0.0182
동남권
(0.0566)
-0.366***
강원권
(0.0796)
-0.117**
행정구역
(0.0499)
0.378***
(기준)
고졸
(0.0590)
중졸
0.787***
대졸 이상
이하
(0.0734)
0.192***
서비스/판매직
(0.0736)
(기준)
기계조작/농업/
0.0134
관리자/
(0.0790)
단순노동/기능원
전문가/
0.363***
주부
사무직
(0.0652)
기타
-0.0624
(0.0887)
(학생/군인/무직)
0.309*
아파트
(Base)
(0.159)
상가건물
0.130
연립/다가구
(0.162)
/원룸/
0.0482
오피스텔
단독주택
(0.161)
0.352***
성별
(0.0665)
0.131***
2014년
(기준)
(0.0475)
0.111**
2013년
2015년
(0.0479)
소득

0.000858***
(0.000123)
-0.126**
(0.0601)
0.154***
(0.0589)
-0.124*
(0.0666)
-0.114**
(0.0564)
-0.469***
(0.0779)
0.0282
(0.0496)
0.338***
(0.0588)
0.333***
(0.0735)
0.227***
(0.0741)
0.198**
(0.0793)
0.177***
(0.0658)
-0.0617
(0.0881)
-0.136
(0.157)
-0.124
(0.160)
-0.289*
(0.159)
0.0847
(0.0651)
0.247***
(0.0476)
0.257***
(0.0476)

0.000709***
(0.000123)
-0.388***
(0.0604)
-0.0943
(0.0583)
-0.263***
(0.0647)
0.192***
(0.0563)
-0.249***
(0.0775)
0.113**
(0.0493)
0.305***
(0.0577)
0.315***
(0.0727)
0.0624
(0.0737)
0.0371
(0.0785)
0.137**
(0.0653)
-0.101
(0.0880)
0.188
(0.156)
-0.0630
(0.159)
0.120
(0.158)
0.508***
(0.0653)
0.0612
(0.0471)
-0.0375
(0.0472)

-4.93e-05
(0.000127)
-0.311***
(0.0619)
-0.185***
(0.0598)
-0.791***
(0.0685)
-0.679***
(0.0588)
-0.706***
(0.0853)
-0.0435
(0.0515)
0.0898
(0.0607)
-0.0138
(0.0756)
0.0551
(0.0762)
0.0421
(0.0819)
-0.0135
(0.0676)
0.171*
(0.0900)
-0.0618
(0.160)
-0.219
(0.163)
-0.110
(0.162)
-0.0948
(0.0680)
-0.274***
(0.0488)
-0.328***
(0.0493)

-4.61e-05
(0.000128)
-0.463***
(0.0630)
-0.661***
(0.0623)
-0.671***
(0.0682)
-0.598***
(0.0601)
-0.509***
(0.0853)
0.404***
(0.0537)
0.291***
(0.0622)
0.300***
(0.0768)
-0.0454
(0.0769)
-0.0459
(0.0830)
0.0682
(0.0675)
0.217**
(0.0919)
0.190
(0.162)
0.154
(0.165)
-0.254
(0.164)
-0.257***
(0.0683)
-0.141***
(0.0498)
-0.292***
(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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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외식

4.1. 외식비 지출 행태
4.1.1. 전체가구의 외식비 지출 추이
○ 2006년 이후 국내 전체가구의 외식비 지출 동향이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음.
-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명목가계수지 (전
국,1인이상) ‘음식·숙박’ 중 ‘식사비’ 항목을 이용함. 기간은 2006년 1/4분
기에서 2015년 2/4분기까지임.
○ 전체가구 평균을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식비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
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사용된 자료가 명목(nominal)이기 때문에, 실제 외식
의 횟수가 늘어나서 발생한 현상인지 아니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변화인지
명확하게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임.
- 그러나 한 가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명목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인가
구의 외식소비는 10만원대 근처에서 상승하지 않고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는 것임. 이는 1인가구의 외식 지출이 지난 10년간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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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체가구 외식비 평균지출 추이(명목)
(단위: 원)

자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그림 4-2. 전체가구 외식비 평균지출 추이(실질)
(단위: 원)

자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주 : 2010=100. 201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2012년 이후 실질금액자료는
새로운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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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알아보
기 위해, 실질단위로 환산한 국내 전체가구의 외식비 지출 동향을 도출하였
고, 결과가 <그림 4-2>에 제시되어 있음.
- 실질자료로 살펴볼 때, 외식비는 2006년 이후로 오히려 다소 감소하는 추
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2인가구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는 다소 상승폭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1인가구의 경우에는 실질평균지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4.1.2.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외식비 지출 행태
○ 동거 가구원들과(1인 가구인 경우, 혼자) 외식하는 경우, 1회 기준 평균 외
식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가 <그림 4-3>에 제시되어 있음.
그림 4-3. 1회 기준 평균 외식비용
(단위: 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소비행태조사 2015
주 : 동거 가구원들과(1인 가구인 경우, 혼자) 외식하는 경우, 1회 기준 평균 외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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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구로 볼 때, 평균 1회 외식 당 41,000원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인 이상 가구에서 46,000원 그리고 1인가구의 경우
22,000원 정도의 평균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기준 2인 이상 가구 평균세대인
원을 계산해보면 약 3.1명 정도로 나타남. 이를 위의 외식 1회당 평균지출
비용에 적용해 보면, 1인당 대략 15,000원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는 1인 가구의 외식비 회당 평균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함.
○ 한편 동거 가구원들과(1인 가구인 경우, 혼자)의 외식 횟수를 보면, 매일 혹
은 주 4-5회 외식 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1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반면에 2-3달에 1회 혹은 그보다 드물게 외식하는 경우는 2인 이
상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4-4.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의 외식 횟수
(단위: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소비행태조사 2015
주 : 동거 가구원들과 (1인 가구인 경우, 혼자) 외식 횟수. 각 가구형태를 100으로 한 퍼센티지임.

596
- 이는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외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1인 가구가 식생활에 있어서 외부 의존도(다시 말하
면, 식생활의 외부화)가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림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식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식사준비가 귀찮아서라고 답한 케이스가 1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5.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주된 외식 이유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소비행태조사 2015

○ 1인가구의 식생활 외부화가 더 높다는 것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횟수에
대한 답변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 매일, 주 4-5회, 주 2-3회 등 빈도가 높은 카테고리에서 1인가구가 상대적
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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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배달 또는 테이트아웃 횟수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소비행태조사 2015
주 : 동거 가구원들과 (1인 가구인 경우 , 혼자 )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횟수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외식비 지출 행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향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식 1회당 지출이 지
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또한 외식의 빈도 그리고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의
빈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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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식비 지출액 및 구조 변화 예측
4.2.1. 분석 개요
○ 201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와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2014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 간 인구구조의 변화가 외식비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함.
- 井田憲計(2013)가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즉 ‘총 인구
의 변화’, ‘연령구성의 변화’, 단신세대의 증가나 핵가족화에 의한 ‘평균세
대 인원의 변화’에 의해서 소비지출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함.
- 1인당 소비지출액은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추출하였고, 연령·
가구원수별 인구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였음.
- 외식비는 가계동향조사 분류기준 ‘11 음식·숙박’ 중 ‘식사비’를 이용함. 이
식사비에는 일반식당, 배달음식, 이동식 음식점, 단체제공식, 패스트푸드,
주점·커피숍에서의 지출 등이 포함됨.
○ 井田憲計(2013)의 모형은 지출탄력성 및 가격탄력성을 포함한 현재의 소비
의 행태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다만 인구수, 인구구조 및 가계구조
의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만을 예측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소득 증가 및 농식품 가격, 소비자 기호의 변화 및 식품안전에
대한 민감성 증폭과 같은 요인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측
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井田憲計(2013)의 모형이 갖고 있는 인구 및 가계구조의 변화를 반
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취하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동학모형을 반영함.
- 이에 井田憲計(2013) 모형에 외식비 지출자료에 대한 자기회귀모형
(autoregressive model, AR)을 결합함. 자기회귀모형에는 종속변수로 t기
의 외식비 지출을 그리고 설명변수로는 t-1기의 외식비 지출, 분기별 더
미, 시간추세변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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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2014년 대비 2024년 인구구조 비중
○ <표 4-1>에 1인 가구와 2인 이상 일반가구의 연령대별 비중과 평균 외식비
지출이 제시되어 있음.
표 4-1. 1인 및 일반가구의 연령대별 비중과 평균 외식비지출
(단위: 퍼센트, 원)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
분류

1인가구

2인이상가구

2014년
연령대
별
비중a

2024년
연령대
별 비중

2014년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지출

2014년
연령대
별 비중

2024년
연령대
별 비중

2014년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지출

29세이하

18.23

15.68

220,450

3.50

2.76

312,247

30-39세

17.86

13.93

254,761

16.74

11.67

335,236

40-49세

14.65

12.61

226,336

26.72

20.70

370,363

50-59세

15.94

15.44

158,756

26.85

25.68

358,190

60-69세

12.66

17.77

70,159

15.14

23.95

207,027

70세이상

20.65

24.57

30,289

11.06

15.23

105,278

합계

100.00

100.00

108,937

100.00

100.00

305,201

연령대별
가구 분류

자료 : 통계청 , 장래인구추계 , 가계동향조사 2014
주 : 각 년도별 가구특성별 연령대별 비중은 각 가구특성에 해당되는 전체가구 숫자를
분모로 그리고 연령대별 가구숫자를 분자로 하여 계산되었음 . 가구특성별 전체가
구에 해당되는 가구당 월별 평균 식품소비지출액임 .

- 먼저 2014년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는 각 연령대별로 골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70세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노
년층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시함.
- 반면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40대와 50
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추세는 10년 후인 2024년에 더욱 강화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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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가구의 비중이 2014년 20.95%에서 2024년 24.57%로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남. 이에 못지않게 1인 가구 60대가구의 비중도 2014년 12.66%
에서 2024년 17.77%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2인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40대와 50대의 비중이 지금보다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모
습 못지않게 또 하나 두드러진 모습은 1인 가구에서 60대와 70세 이상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점임. 이는 향
후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제시함.
○ 그리고 2014년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지출을 보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남.
- 1인 가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20대, 30대, 40대의 경우는 모두
20만원이 넘는 평균지출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70세 이상의 외식비 지출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4.2.3. 2014년 대비 2024년 외식비지출구조 변화
○ 인구구조의 변화와 외식비의 현재 추세에 바탕을 둔 2024년 외식비의 변화
에 대한 예측이 <그림 4-7>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적인 수치를 계산해 보면, 2014년을 100으로 할 때 2024년에 현재보
다 외식비가 118로 다소 늘어남을 알 수 있음. 한편, 예측된 118의 구간추
정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95% 신뢰구간은 115.9와 120.2로 나타남.
- <그림 4-7>에 제시된 수치는 모든 변동의 절대 값을 합하여 전체변동을
구한다음 각 요인별 비중을 구한 것임.
○ 제시된 전체변동 대비 각 항목들의 비중을 보면, 전체변동 대비 인구 및 세
대구조 변화에 의한 변동은 67.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가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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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을 포함한 다른 요인의 추세에 의한 변동은 32.75%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남.
그림 4-7. 2014～2024 외식비구조 변화: 전체변동 대비 각 요인별 변동

주 : 각 가구특성별 식품소비지출의 변화를 1로 놓고 각 가구특성별 인구구조 요인의 변
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값임 .

- 전체적으로 인구 및 세대구조 변화에 의한 식료품 및 외식 지출은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 및 세대구조 변화 중 1인 가구 요인은 지출을 증
가시키도록 작용하며, 반대로 2인 이상 가구 요인은 감소시키도록 작용하
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중 1인가구의 구조변화에 의한 변동은 11.34%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2인 이상 가구의 구조변화에 의한 변동은 55.90%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1인 가구 요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구요인인데, 전체
변동 중에서는 8.55%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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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인 가구 요인은 전체적으로 외식 지출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세대의 증가가 가져오는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고령화에 의한 연령요인을 놓고 보면, 1인가구의 경우에도 오히려
전체변동에 대해서 2.79% 정도 전체 외식 지출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인구요인은 전체 외식 지출을 늘어나게 만드는
요소이며, 세대인원 요인과 연령 요인은 외식 지출을 감소하게 만드는 요소
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추세의 변동은 없고 인구 및 세대구조의 변화만 가
정하는 경우 외식 지출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수 및 평균세대인원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것임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음.

4.3. 외식소비와 영향인자 분석
4.3.1. 분석 개요
○ 현대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에 있어서 나이와 소득의 중요성은 이
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임.
- 기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는 가격이라는 변수로 인하여 소득과 일차적으
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나이는 소득 및 학력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습득 및 습득된 정보를 활용한 식품, 구매처 혹은 외식업체
선택과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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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소비자들의 외식횟수에 소득, 나이, 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인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중에 특히 영유아의 존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함.
-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소비행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종
속변수는 지난 1년 간 매주 평균 외식업체 방문횟수를 아침, 점심, 저녁으
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를 응답자 개인별로 합산한 값임.
- 설명변수는 식당에서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성별(남=0), 나이, 직업(주
부,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기타), 소득수준, 동거가족 수, 오세이하 자녀
유무(무=0), 육십오세 이상 노인 유무(무=0), 동거가족 중 환자 유무(무
=0),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포함함.
- 분석은 종속변수가 횟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integer count data모형을 이
용함. 그리고 계수 추정을 위한 방법론은 Quasi-maximum likelihood
(QML)을 이용함. 그리고 종속변수의 conditional density를 유도하기 위해
포아송(Poission)분포모형을 활용함.

4.3.2. 분석 결과
○ 분석결과가 <표 4-2>에 제시되어 있음.
- 참고로, 1인가구의 경우에는 동거가족 수, 오세이하 자녀 유무, 육십오세
이상 노인 유무, 동거가족 중 환자 유무 등 본인이외에 다른 동거가족과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지 않음.
표 4-2. 포아송 Count-QML 분석 결과
변수
절편
식당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성별

1인가구

β
1.065

유의확률
**
*

0.066

**

-0.432

2인이상가구

β

유의확률

0.000

0.943

**

0.000

0.091

-0.023

0.102

0.000

-0.435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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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

나이
직업더미
(대조항 = 기타)

가정주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교육수준
소득수준
동거가족수
오세이하 자녀 유무
육십오세 이상 노인 유무
동거가족 중 환자 유무
건강에 대한 관심도

**

-0.454

*

-0.130

0.376
0.084

**

-0.010**

0.000

0.000

**

0.000

0.095

0.092
**

0.000

0.204
0.000
0.000

0.015

0.703

-0.355
0.125

**

0.000

0.190

**

0.000

0.293

**

0.000

0.070

**

0.000

0.036

**

0.004

-0.287

**

0.000

-0.139

**

0.001

-0.110

**

0.001

-0.009

0.589

AIC

4.571

4.863

LR-statistic (유의확률)

757.77

3310.18 (0.000)

748

4555

관측치

Note: **P < .05, *P < .1.

○ 1인가구모형의 경우 직업의 블루칼라 더미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제
외하고는 모든 설명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식당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는 2인 이상 가구와 다르게 유의
하게 나타남.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는 식당의 방문에 있어서 식품안전이
우려되면 될수록 방문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구통계변수들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주부일
수록, 화이트칼라직종일수록 외식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반면에 교육수
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2인 이상 가구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 2인 이상 가구 모형의 경우 식당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와 건강에 대한 관
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설명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식당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1인가구와 다르게 유의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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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물론 유의수준 10%에 근접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2인 이상 가
구에서 이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1인 가구 소비자보다는 덜 신경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인구통계변수는 1인가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성보다는 여성
이, 나이가 많을수록, 주부일수록 외식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반면에 화
이트칼라와 블루칼라직종일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1인 가구 모형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남.
○ 2인 이상 가구 모형에서 1인가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 모형에 포함되지 않
았던 본인이외에 다른 동거가족과 관련된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남.
- 동거가족 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외식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종속변수
가 외식지출비가 아니라 외식횟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다소 눈여겨볼
만한 결과라고 판단됨.
- 그리고 오세이하 자녀 유무, 육십오세 이상 노인 유무, 동거가족 중 환자
유무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변수가 나타났는데, 따라서 영유아
가 있을수록, 65세 이상 노인이 있을수록, 가족 중 환자가 있을수록 외식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함.
- 위의 세 변수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요인이 중요
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1) 첫째, 이 세 가지 변수가 제시하는 바는
가족들의 외식을 위한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함을 의미함. 따
라서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외식횟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유추할
수 있음. 2) 둘째, 동시에 이 세 가지 변수로 인해 가정주부 및 가족의 다
른 구성원들이 외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다 안전한 가정 내 조리를 선택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이 두 가지 주된 영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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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론 다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세 개
의 변수는 외식횟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오세이하 자녀가 향후 줄어들고 반대로 육십오세 이상 노인의 숫
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인구구조 변인으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물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향후 오세이하 자녀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외식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부양가족 중 노년세대가 줄어든다면,
이는 외식횟수를 증가시키도록 작용할 것으로 여겨짐.

4.3.3. 주요변수 영향의 시각적 분석
○ <표 4-2>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4-8>에서 <그림 4-10>에
외식횟수에 미치는 주요 인구통계변수의 영향을 간단히 시물레이션 분석을
하였고, 결과를 시각적으로 도식화함.
- 연령층은 19-39세, 40-59세, 그리고 60세 이상을 각각의 그룹으로 분리함.
○ 소득수준의 영향을 보면, 1인 가구에서는 세 가지 연령층 모두 비슷한 모습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40-59 연령층에서 소득증가에 의한 외
식횟수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현저하게 나타남.
- 2인 이상 가구에서는 19-39 연령층에서 매우 현저한 모습이 나타남. 즉,
이 연령층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외식횟수가 다른 두 개의 연령그룹
에 비해 낮았다가 소득이 300만원대 이상부터는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
로 외식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2인 이상 가구 중에서 40-49와 60이상 연령그룹은 1인가구의 연령그
룹 그리고 같은 2인 이상 가구의 19-39 연령그룹보다도 소득에 의한 외식
횟수의 증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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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의 영향을 보면, 1인 가구에서는 세 가지 연령층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
의 외식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60이상 연령그룹에서 이 변화가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60이상 연령그룹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1인세대의 경우 외식이 다른
그룹보다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함.
- 2인 이상 가구에서도 역시 가구주가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 외식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물론 이는 1인가구의 60이상 연령그룹에 비해서
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외식횟수가 적은 이유는
여성의 경우 요리가 가능하여 가정 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남
성 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음.

1인가구

2인이상가구

그림 4-8. 외식횟수에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 세 개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1인가구

2인이상가구

그림 4-9. 외식횟수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 세 개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1인가구

2인이상가구

그림 4-10. 외식횟수에 학력수준이 미치는 영향: 세 개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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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인가구 60세이상그룹 중 여성가구주의 외식횟수가 시사하는 바
는, 위에서 언급한 요인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내지 이동수단의 한계점 등
과 같은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함.
○ 학력수준의 영향을 보면, 1인 가구에서는 세 가지 연령층 모두 학력수준이 높
을수록 외식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현
상은 2인 이상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1인가구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40-59세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2인 이상 가구에서는 19-39세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음.

612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식생활

○ 본 절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식품소비에 소득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인구구
조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구조에 따른 식생활
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최근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
령화, 1인 가구 증가, 영유아 감소로 특징지을 수 있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생활을 살펴보고자 함. 가정 내 식생활은 식품 주구입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를, 개인 식생활은 성인 가구원과 청소년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함.

5.1. 가정 내 식생활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식품 주구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문항 중 식
생활과 관련 있는 가정에서 밥 먹는 횟수 변화 및 전망, 가족과 함께 식사하
는 횟수, 가족의 식생활 만족도, 식품류별 지출 전망, 라이프스타일 등의 응
답 결과를 분석함.
○ 가정 내 식생활은 1인 가구 여부, 영유아·청소년·18세 이하 가구원 유무, 가
구주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음. 영유아가 있는 가족은 만 6세 미만이 미취학
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18세
이하는 만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경우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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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가정 내 밥 먹는 횟수 변화 및 전망
○ 가정에서 밥 먹는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0.2점으로 대부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가 있는 가구(63.5점),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61.8점),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가구(61.7점)에서 상대적으로 밥 먹는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응
답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 가정 내 밥 먹는 횟수 변화 및 전망
구분
전체 가구
가구 규모
영유아
청소년
18세 이하
가구주
연령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변화
평균(점)
60.2
59.5
60.5
59.7
63.5
60.2
60.0
59.4
61.8
61.7
60.9
58.7
59.6

평균(점)
60.8
60.1
61.1
60.2
64.5
60.8
60.8
60.0
62.4
62.4
61.2
59.9
59.9

전망
감소(%) 비슷(%)
4.6
87.1
5.1
89.3
4.5
86.3
4.8
89.3
3.4
72.6
4.3
87.8
6.5
83.0
4.6
91.0
4.7
79.4
6.1
76.9
4.3
85.6
6.3
87.9
2.4
95.9

증가(%)
8.3
5.6
9.3
5.9
24.0
7.9
10.4
4.4
15.9
17.1
10.1
5.9
1.7

주 : 평균은 매우 감소 =1, 약간 감소 =2, 비슷 =3, 약간 증가 =4, 매우 증가 =5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 가정에서 밥 먹는 횟수가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
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87.1%) 가구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영유아 또는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24.0%, 15.9%가 증가할 것이
라고 조사되어 밥 먹는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밥 먹는 횟수가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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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하여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가구의 17.1%는 밥
먹는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함.

5.1.2.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
○ 지난 일주일동안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한 횟수는 평균 4.1회로 조
사되었으며 영유아 또는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평균 3.2회로
가족이 함께 아침식사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가구주 연
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한 횟수가 3.0회, 60대 이상인
경우 5.9회로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 아침식사한 횟수가 증가함.
표 5-2. 지난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 횟수
구분
전체 가구
없음
영유아
있음
없음
청소년
있음
없음
18세 이하
있음
30대 이하
가구주
40대
50대
연령
60대 이상

평균(회)
4.1
4.4
3.2
4.4
3.3
4.9
3.2
3.0
3.3
3.5
5.9

0회(%)
39.7
36.2
55.1
36.3
52.5
27.5
53.7
56.2
52.4
48.0
13.8

1∼2회(%)
13.6
12.5
18.4
12.6
17.1
10.2
17.4
17.3
16.5
17.2
6.5

3∼5회(%)
46.8
51.3
26.5
51.1
30.4
62.3
28.9
26.6
31.1
34.8
79.8

6∼7회(%)
46.8
62.3
28.9
51.3
26.5
51.1
30.4
26.6
31.1
34.8
79.8

주 : 1인 가구는 조사하지 않음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 지난 일주일동안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한 횟수는 평균 4.6회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는 평균 3.6회로 가족이 함께 저녁식
사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경우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한 횟수가 3.5회로 가장 낮게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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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지난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횟수
구분
전체 가구
없음
영유아
있음
없음
청소년
있음
없음
18세 이하
있음
30대 이하
가구주
40대
50대
연령
60대 이상

평균(회)
4.6
4.6
4.6
4.8
3.6
4.9
4.1
4.4
4.1
3.5
5.8

0회(%)
26.4
28.2
18.3
22.2
42.2
22.8
30.5
22.7
32.6
42.7
12.9

1∼2회(%)
29.2
26.0
43.6
28.5
31.9
22.6
36.8
44.0
35.4
31.9
13.4

3∼5회(%)
44.4
45.8
38.1
49.3
25.8
54.6
32.7
33.3
32.0
25.4
73.7

6∼7회(%)
44.4
54.6
32.7
45.8
38.1
49.3
25.8
33.3
32.0
25.4
73.7

주 : 1인 가구는 조사하지 않음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5.1.3. 가정 내 식생활 만족도
○ 현재 가족의 식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9.6점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1인 가구와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가
구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5-4. 가정 내 식생활 만족도
구분
전체 가구
가구 규모
영유아
청소년
18세 이하
가구주
연령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30대 이하
40대

평균(점)
69.6
66.8
70.6
69.6
69.4
69.5
69.9
69.5
69.6
67.5
69.4

불만족(%)
5.5
7.6
4.7
5.3
6.3
5.5
5.1
5.3
5.7
8.9
6.6

보통(%)
41.9
50.8
38.6
42.1
40.8
42.1
40.7
42.1
41.4
43.7
41.6

만족(%)
52.7
41.6
56.8
52.6
52.9
52.4
54.2
52.5
52.9
47.4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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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대
60대 이상

평균(점)
69.2
71.7

불만족(%)
4.0
2.9

보통(%)
46.5
36.8

만족(%)
49.4
60.3

주 : 평균은 매우 불만족 =1, 불만족하는 편 =2, 보통 =3, 만족하는 편 =4, 매우 만족 =5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5.1.4. 식품류별 지출 규모 전망
○ 가정에서 내년도 식품소비 지출액 및 주요 품목별 지출액을 전망한 결과 올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며, 영유아 및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 가구주 연령이 40대 이하인 가구에서 지출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1. 식품 지출액 전망

주 : 평균은 매우 감소 =1, 약간 감소 =2, 비슷 =3, 약간 증가 =4, 매우 증가 =5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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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식품 품목별 지출 전망
단위: 점
구분
전체 가구
가 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규모
없음
영유아
있음
없음
청소년
있음
1 8 세 없음
있음
이하
30대 이하
가구주
40대
50대
연령
60대 이상
구분

쌀
62.0
60.4
62.6
61.2
67.2
61.9
62.3
60.7
64.5
64.4
63.1
60.4
60.5

잡곡
63.4
61.4
64.1
62.7
67.6
63.2
64.5
62.2
65.7
64.3
64.9
62.5
62.1

육류
63.8
61.4
64.7
62.8
70.2
63.5
65.4
61.8
67.6
66.5
66.0
61.9
61.3

계란
64.1
61.8
64.9
63.1
70.6
63.9
65.0
62.4
67.4
66.7
66.0
62.2
61.9

우유
64.0
61.7
64.8
62.8
71.7
63.8
64.7
62.0
67.8
67.2
65.9
62.3
61.2

발효유
62.0
59.4
62.9
60.9
69.0
61.9
62.1
60.3
65.2
65.2
63.3
60.0
59.9

과일류

수산물

유지류

빵류

떡류

과자류

채소류
66.4
63.6
67.5
65.5
72.6
66.3
67.4
64.7
69.9
68.9
68.5
65.2
63.9
라면/국
수류
59.4
59.3
59.4
58.8
62.7
59.2
60.4
58.3
61.5
62.1
60.5
58.0
57.3
기능성
식품
61.2
59.6
61.8
60.9
62.7
61.1
61.4
60.6
62.2
62.0
62.0
60.7
60.3

65.5
62.9
59.0
59.7
57.8
58.2
전체 가구
63.5
60.5
57.9
58.8
56.6
57.1
가 구 1인 가구
66.2
63.7
59.4
60.0
58.2
58.6
2인 이상 가구
규모
64.8
62.3
58.4
59.0
57.3
57.4
없음
영유아
69.8
66.6
62.7
64.4
60.9
63.4
있음
65.4
62.8
58.9
59.4
57.7
58.0
없음
청소년
65.7
63.1
59.3
61.1
58.2
59.1
있음
64.3
61.8
58.2
58.2
57.0
56.7
1 8 세 없음
67.8
64.9
60.5
62.5
59.4
61.1
있음
이하
67.2
64.3
60.6
63.2
59.2
61.2
30대 이하
67.2
64.2
59.6
61.0
58.0
59.1
가구주
40대
64.5
61.8
58.1
57.8
56.9
56.5
50대
연령
63.5
61.5
58.0
57.4
57.1
56.4
60대 이상
조리
배달
테이크
차 및
외식
주류
구분
식품
음식
아웃
음료
60.3
57.3
57.8
58.1
57.5
59.9
전체 가구
60.3
57.8
57.5
58.0
57.5
59.3
가 구 1인 가구
60.3
57.2
58.0
58.1
57.5
60.1
2인 이상 가구
규모
60.1
57.2
57.4
57.8
57.1
59.4
없음
영유아
61.5
58.2
60.7
60.2
60.0
63.2
있음
60.3
57.3
57.7
57.9
57.3
59.8
없음
청소년
60.1
57.4
58.4
58.8
58.4
60.6
있음
59.9
57.2
57.0
57.3
56.6
58.9
1 8 세 없음
61.0
57.6
59.4
59.5
59.3
61.7
있음
이하
62.5
59.0
60.0
60.4
60.2
62.5
30대 이하
60.3
57.5
58.6
59.2
58.5
61.3
가구주
40대
59.5
56.9
56.8
56.6
55.5
58.6
50대
연령
59.1
56.3
56.3
56.5
56.2
57.7
60대 이상
주 : 평균은 크게 감소 =1, 약간 감소 =2, 비슷 =3, 약간 증가 =4, 매우 증가 =5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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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인 식생활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성인 및 청소년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항 중 식생활과 관련된 식사 현황, 밥 먹는 횟수 변화 및 전망, 아침식사 메
뉴, 식사 규칙성 여부 및 불규칙한 이유, 개인의 식생활 만족도 등의 응답
결과를 1인 가구 여부, 연령별 구분에 따라 분석함.

5.2.1. 개인 식사 현황 및 아침밥 메뉴
○ 가구원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집에서 먹는지 외식하
는지 거르는지 등 지난 일주일동안 어떻게 식사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
인은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는 집이나 집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먹는 횟수가
각각 4.9회, 5.2회, 점심식사는 외식하는 횟수가 3.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6. 개인의 식사 현황(일주일 기준)
단위: 회

구분
성인 전체
가 구 1인 가구
규모 2인 이상 가구
30대 이하
40대
연령
50대
60대 이상
청소년 전체
중학생
연령
고등학생

집
4.9
4.2
5.0
3.8
5.0
5.5
6.5
5.4
5.5
5.3

아침
외식
0.4
0.6
0.3
0.5
0.3
0.4
0.1
0.2
0.2
0.3

거름
1.7
2.2
1.7
2.7
1.7
1.1
0.4
1.4
1.4
1.4

집
3.3
3.0
3.4
2.6
2.8
3.5
5.4
1.7
1.8
1.6

주 1) 1순위 응답 기준임 .
2) 외식에는 급식 , 배달 , 테이크아웃을 포함함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점심
외식
3.5
3.8
3.4
4.1
4.0
3.3
1.5
5.2
5.2
5.3

거름
0.2
0.2
0.2
0.3
0.2
0.2
0.1
0.1
0.1
0.2

집
5.2
4.7
5.3
4.6
5.1
5.5
6.5
4.8
5.8
4.0

저녁
외식
1.6
2.1
1.5
2.2
1.7
1.3
0.4
2.1
1.1
2.9

거름
0.2
0.2
0.2
0.2
0.2
0.1
0.0
0.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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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의 경우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거르는 횟수는 각각 2.2회, 2.1회로
상대적으로 높고, 60대 이상은 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낮음. 연령이 30대 이
하인 경우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아침식사는 거르
는 횟수가 높고, 점심식사는 외식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의 경우 아침식사는 집에서 먹는 경우가 평균 5.4회로 성인에 비해
다소 높고, 거르는 횟수는 1.4회로 다소 낮음. 점심식사는 외식(급식 포함)
하는 횟수가 5.2회이며 저녁식사는 집에서 먹는 횟수가 4.8회로 조사됨.
○ 아침식사 메뉴로는 성인과 청소년 가구원 모두 밥을 먹는 비중이 각각
77.5%, 83.3%로 가장 높으며,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밥을 먹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5-7. 아침밥 메뉴
단위: %

구분

밥

빵/ 죽/ 선식/
씨리
도시
샌드 누룽 미숫
우유 떡류
기타 안먹음
얼
락
위치 지 가루

성인 전체

77.5

4.3

0.4

2.0

0.6

0.8

0.2

0.0

1.1

13.0

가 구 1인 가구

67.7

5.8

0.3

2.3

0.2

2.2

0.3

0.2

1.6

19.5

2인 이상 가구 79.2

4.0

0.4

2.0

0.6

0.6

0.2

0.0

1.0

11.9

30대 이하

65.9

7.0

0.2

2.4

1.0

1.5

0.0

0.1

0.9

21.1

40대

78.2

4.1

0.5

3.3

0.8

0.5

0.0

0.0

0.7

12.0

50대

85.8

2.0

0.6

1.4

0.1

0.2

0.2

0.0

2.3

7.5

60대 이상

93.2

1.0

0.3

0.6

0.0

0.4

1.0

0.0

0.8

2.7

83.3

5.0

0.0

0.8

1.0

0.8

0.0

0.0

0.6

8.5

중학생

85.3

3.6

0.0

0.4

1.1

0.4

0.0

0.0

0.6

8.6

고등학생

81.5

6.2

0.0

1.2

0.8

1.2

0.0

0.0

0.6

8.4

규모

연령

청소년 전체
연령

주 : 1순위 응답 결과를 분석함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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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개인의 밥 먹는 횟수 변화 및 전망
○ 개인적으로 밥 먹는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한 결
과 100점 만점에 성인 가구원 60.1점, 청소년 가구원 59.4점으로 가정 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적으로 밥 먹는 횟수가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
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인의 89.2%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증
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7.5%에 불과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밥
먹는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0.1%로 연령이 낮을수록 밥
먹는 횟수가 내년에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함. 청소년 가구원
의 경우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8%로 낮으며 대다수인
92.2%의 응답자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
표 5-8. 개인의 밥 먹는 횟수 변화 및 전망
구분
성인 전체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규모
30대 이하
40대
연령
50대
60대 이상
청소년 전체
중학생
연령
고등학생

변화
평균(점)
60.1
59.9
60.1
59.9
60.6
60.3
59.7
59.4
60.2
58.7

평균(점)
60.8
61.5
60.7
61.1
61.0
60.6
60.0
60.8
62.1
59.6

전망
감소(%)
비슷(%)
3.3
89.2
2.3
88.5
3.5
89.3
4.6
85.1
3.1
88.6
2.0
92.6
2.5
95.2
3.4
92.2
2.8
90.5
4.0
93.6

증가(%)
7.5
9.2
7.2
10.4
8.3
5.3
2.3
3.8
5.4
2.3

주 : 평균은 매우 감소 =1, 약간 감소 =2, 비슷 =3, 약간 증가 =4, 매우 증가 =5로 환산하
여 계산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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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식사 규칙성
○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3%의 성인 가구원은 규칙적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인 가구와 30대 이
하 연령대는 규칙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61.8%, 54.1%로 다른 계
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던 이유로 성인 가구원의 경우 먹고 싶지 않아서/귀찮
아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식사 준비가 안 되어
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청소년 가구원은 시간이 없어서 식
사 시간이 불규칙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51.8%로 가장 높음.
그림 5-2. 가구원 특성별 식사 규칙적으로 하는 비중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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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던 이유
단위: %

먹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서
57.1
56.2
57.3
57.1
55.1
57.9
65.4
43.7
38.2
48.3

구분
성인 전체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규모
30대 이하
40대
연령
50대
60대 이상
청소년 전체
중학생
연령
고등학생

식사준비가
안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8.3
18.8
5.9
9.0
5.3
9.7
8.0
4.5
3.5
5.3

30.4
24.3
31.9
29.9
35.2
27.4
21.9
51.8
58.3
46.3

식사
모임이
있어서
2.5
0.0
3.1
2.0
3.8
2.5
3.9
0.0
0.0
0.0

기타
1.7
0.7
1.9
1.9
0.6
2.4
0.7
0.0
0.0
0.0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 현재 개인의 식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성인 가구원은 100점 만점에
71.6점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1인 가구와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가구의 경
우에는 만족하는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청소년 가구원
의 경우에도 72.5점으로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5-10. 개인의 식생활 만족도
구분
성인 전체
가구 규모

연령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청소년 전체
연령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점)
71.6
67.8
72.2
69.2
71.8
73.4
74.6
72.5
73.2
71.8

불만족(%)
5.2
10.6
4.3
8.9
3.5
2.7
2.0
2.9
2.5
3.4

보통(%)
35.2
42.7
34.0
40.4
37.0
31.1
26.2
34.3
32.4
36.0

만족(%)
59.6
46.7
61.8
50.7
59.5
66.2
71.8
62.8
65.1
60.7

주 : 평균은 매우 불만족 =1, 불만족하는 편 =2, 보통 =3, 만족하는 편 =4, 매우 만족 =5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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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구구조의 변화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 본 절에서는 연령, 가구원 수 변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

5.3.1. 분석모형: 순서형로짓(Ordered Logit Model) 모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1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분
석을 위해 종속변수에는 개인의 식생활 만족도 변수를 사용하고, 1인 가구,
연령 등 인구구조적 특성 변수와 가구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 및 식사 규
칙성, 아침식사 메뉴 등 식생활 관련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자 함.

5.3.2. 실증분석 결과
○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5-11>과 같음. 개인
식생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고, 만족한다고 응
답한 비중과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비슷한 수준임.
표 5-1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
종속변수 및 변수설명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개인 식생활 만족도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설명변수 및 변수설명
강원권==1, 그 외=0
권역
충청권=1, 그 외=0

평균

표준오차

0.007

0.002

0.082

0.007

0.824

0.009

0.081

0.006

0.005

0.001

0.029

0.003

0.10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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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1, 그 외=0
대경권=1, 그 외=0
동남권=1, 그 외=0
수도권=1, 그 외=0
거의 매번 본다=1, 그 외=0
보는 편이다=1, 그 외=0
식품 표시사항 확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1, 그 외=0
인 수준
거의 안 보는 편이다=1, 그 외=0
전혀 안 본다=1, 그 외=0
매우 안전하다=1, 그 외=0
안전한 편이다=1, 그 외=0
우리나라 식품 안
보통이다/그저 그렇다=1, 그 외=0
전성 수준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1, 그 외=0
전혀 안전하지 않다=1, 그 외=0
1인 가구=1, 그 외=0
1인 가구 여부
2인 이상 가구=1, 그 외=0
규칙적=1, 그 외=0
식사 규칙성
불규칙적=1, 그 외=0
운동=1, 그 외=0
규칙적 운동 여부
비운동=1, 그 외=0
밥=1, 그 외=0
아침식사 메뉴
밥 외 메뉴=1, 그 외=0
거름=1, 그 외=0
매우 증가=1, 그 외=0
약간 증가=1, 그 외=0
밥 먹는 횟수 변화 비슷=1, 그 외=0
약간 감소=1, 그 외=0
매우 감소=1, 그 외=0
30대 이하=1, 그 외=0
40대=1, 그 외=0
연령
50대=1, 그 외=0
60대 이상=1, 그 외=0
100만원 미만=50, 100∼200만원 미만
=150, 200∼300만원 미만=200, 300∼400
만원 미만=350, 400∼500만원 미만=450,
가구 소득
500∼600만원 미만=550, 600∼700만원 미
만=650, 700∼800만원 미만=750, 800∼
900만원 미만=850, 900∼1000만원 미만
=950, 1000만원 이상=1050
집에서 아침식사
일주일 기준(회)
주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0.107
0.100
0.155
0.505
0.110
0.315
0.221
0.155
0.199
0.004
0.382
0.481
0.118
0.015
0.146
0.854
0.703
0.297
0.301
0.699
0.775
0.094
0.130
0.007
0.082
0.824
0.081
0.005
0.395
0.221
0.212
0.172

0.006
0.006
0.009
0.014
0.007
0.011
0.009
0.008
0.010
0.001
0.013
0.012
0.008
0.004
0.009
0.009
0.011
0.011
0.010
0.010
0.011
0.006
0.008
0.002
0.007
0.009
0.006
0.001
0.011
0.008
0.007
0.008

392.462

6.898

4.910

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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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식생활 만족도에 소비자들의 인구구조적 특징과 인구학적 내지 사회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5-11>과 같음.
표 5-12. 분석 결과
구분

권역(기준: 수도권)

식품 표시사항 확
인 수준(기준: 전
혀 안 본다)
우리나라 식품 안
전성 수준(기준: 전
혀 안전하지 않다)
1인 가구
식사 규칙성
규칙적 운동
아침식사 메뉴(기
준: 결식)
밥 먹는 횟수 변화
(기준: 매우 감소)

연령(기준:60대 이상)
가구 소득
집에서 아침식사 횟수

변수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거의 매번 본다
보는 편이다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
거의 안 보는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안전한 편이다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1인 가구
규칙적
운동
밥
밥 외 메뉴
매우 증가
약간 증가
비슷
약간 감소
30대 이하
40대
50대
중위소득
일주일 기준

주 : ***P < .01, **P < .05, *P < .1.
자료 :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원시자료 분석 .

β
-0.054
0.517
0.157
-0.251
1.088
0.864
0.541
0.510
0.346
1.826
1.795
1.400
1.224
-0.549
0.727
0.225
0.232
-0.147
1.683
0.313
0.298
-0.610
-0.240
-0.254
-0.041
0.001
0.093

(표준오차)
(0.249)
(0.232)**
(0.138)
(0.141)*
(0.188)***
***
(0.165)
(0.122)***
(0.116)***
***
(0.141)
(1.163)
(0.715)***
***\
(0.701)
(0.705)*
(0.135)***
***
(0.126)
(0.089)**
(0.167)
(0.209)
(0.871)*
(0.515)
(0.479)
(0.487)
**
(0.121)
(0.119)**
(0.116)
***
(0.000)
(0.025)***

오즈비
0.947
1.677
1.170
0.778
2.970
2.373
1.719
1.666
1.413
6.207
6.019
4.053
3.402
0.577
2.070
1.253
1.261
0.863
5.384
1.368
1.347
0.544
0.786
0.776
0.960
1.001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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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구구조적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 식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식생활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60대 이상인 경우에 비해 40대 이하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 가구 내 소득이 증가하면 만족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식품 표시사항을 더 자주 확인할수록, 우리나라 식품 안전성 수준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식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 밖에 집에서 아침식사한 횟수가 높을수록,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거나 운
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아짐.

5.4. 미래 식생활 전망
○ 우리 사회가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영유아 감소 및
출산율 저하 등의 변화가 진행된다면 식생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음.
○ 앞에서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증가는 식생
만족도가 낮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반면 60대 이상의 연
령층의 경우 식생활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소득이 낮거나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식생활 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연령층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와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식생활 만족도
가 증가하므로 적절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것
이 식생활 만족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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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 식품소비와 관련되어 가장 주목할 만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와 1인 가
구 증가임.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고령화와 더
불어 눈여겨 볼 것은 가구의 소규모화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의
수는 계속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령화와 가구의 소규모화는 식품소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음.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채소류 소비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감소하고 있는 곡물에 대한 소비는 그 감소세가 둔화
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음. 반면, 60세 이상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하고 있는 육류가공폼, 유제품, 과자류 등에 대한 소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가 확대되기에는 제약요인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60세 이상 가구가 채소, 과일, 축산물, 유제품 및 수산물을 구입하는 빈도는
대개 2주일에 1회, 주 1회 또는 1달회 1회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음.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1달에 1회 이하 또는 먹
지 않는다는 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식품
역시 먹지 않는다는 비중이 58.6%에 이르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곡류, 어류, 채소류 보다는 과일, 유제품 및
육류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인 가구는 상
대적으로 어류 및 채소, 곡류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음. 1인가구는 수산물, 곡물 등에 대한 소비는 줄여오고 있는 반면, 빵 및
떡류, 당류 및 과자류에 대한 소비는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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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추세로 인해 빵 및 떡류, 당류 및 과자류 소비가 감소하는 영향은
1인 가구 증가에 의해 이들 식품 부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다
소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순서형로짓모형(Order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식품부류별 구입빈도를 분
석한 결과, 1인 가구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반적인 식품 구
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곡물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가, 채소와 과일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입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쌀과 채소의 구
입 빈도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65세 이상이 되면 반대로 역의 효과
가 나타나 해당 품목의 구입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연령
이 높아질수록 돼지고기와 고추장 구입 빈도는 낮아지며, 김치 구입 빈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 이후 국내 전체가구의 외식비 지출 동향을 보면, 1인 가구의 외식소
비는 명목가격 기준으로 10만원대 근처에서 상승하지 않고 등락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음. 이는 1인가구의 외식 지출이 지난 10년간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함.
○ 井田憲計(2013) 모형에 외식비 지출자료에 대한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 AR)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2014년을 100으로 할 때 2024년에
현재보다 외식비가 118로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시뮬레이션 된 전
체변동 대비 각 항목들의 비중을 보면, 전체변동 대비 인구 및 세대구조 변
화에 의한 변동은 67.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가격, 기호 등을
포함한 다른 요인의 추세에 의한 변동은 3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남. 1인 가구 요인은 전체적으로 외식 지출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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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됨.
○ 외식횟수에 미치는 주요 인구통계변수의 영향을 시물레이션 분석한 결과,
우선 소득수준의 영향을 보면 1인 가구에서는 세 가지 연령층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의 영향을 보면, 1인 가구에서는 세
가지 연령층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의 외식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정에서 밥 먹는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가구(61.7점)에서 상대적으로 밥 먹는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지난 일주일동
안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한 횟수는 평균 4.1회로 조사되었으며 영
유아 또는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평균 3.2회로 가족이 함께
아침식사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가족의 식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9.6점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1인 가구와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가구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1인 가구의 경우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거르는 횟수는 각각 2.2회, 2.1회로
상대적으로 높고, 60대 이상은 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아
침식사는 거르는 횟수가 높고, 점심식사는 외식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남.
○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3%의 성인 가구원은 규칙적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인 가구와 30대 이
하 연령대는 규칙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61.8%, 54.1%로 다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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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인구구조적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 식생활 만족도에 대한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식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60대 이상인 경우에 비해 40대 이하
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 가구 내 소득이 증가하면 만족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분석결결과는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영
유아 감소 및 출산율 저하 등의 변화가 진행된다면 식품소비 패턴 및 식생
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음.
○ 인구 및 세대구조 변화에 의해 식료품 및 외식 지출액 자체가 크게 변화하
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각 품목별 소비 지출액은 고령화 및 1인 가
구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인구구조의 변화는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식품소비 변화라는 관계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품목별,
부류별, 이슈별 면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만 보다 유용하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시사점이 발굴될 수 있을 것임.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
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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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산물의 수급여건 분석

1.1. 이론적 검토
○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각각 비탄력적(In-elasticitic)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먼저 수요의 경우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변
화하더라고 일정 수준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 성향
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공급의 경우 생산자가 농산물 재배를 시작한 다음
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임.
- 특히, 생물(生物)은 농산물은 그 자체가 장기적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생산되는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고르게 시장에 공급하는 것에 상당한 어
려움을 가지고 있음.
○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인 특성은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등
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농산물의 성출하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대량의
농산물이 시장에 공급되지만, 소비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기에 가격 하
락을 가져옴. 이후, 산지의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시장 소비량은 크
게 감소하지 않기에 시장 가격의 상승이 발생하게 됨.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등락을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Seasonality)으로 표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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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산물 수급의 차이 발생 요인

○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등락을 거미집 이론(cobweb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함. 거미집이론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인과관계
를 논의하는 모형인데, 그래프로 나타나는 내용이 거미가 집을 지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음.
- 아래 그림에서 농산물 첫 생산시기인 t0기에 농가들은 P0의 가격을 가지
고 t1에 출하할 농산물의 재배면적을 결정하게 됨. 그 결과 시장 공급량은
P0와 공급곡선인 S와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Q1에서 공급량이
결정되게 되는데, t1시기에서 시장에 공급되는 농산물 양(0Q1)을 모두 소
비하기 위해서는 수요곡선인 D와 Q1의 수직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가격인
P1의 시장 가격이 형성됨. (만일 t1시기에서도 농가가 계속해서 한 시기
전인 P0의 가격을 고집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자연히 P1까
지 내려갈 수밖에 없음)
- t1시기에 가격이 P0에서 P1까지 하락한 것을 발견한 농가는 다음 시기인
t2에 출하할 농산물의 재배면적을 줄이게 되는데, P1의 가격 수준과 공급
곡선 S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Q2까지 줄어들게 됨. t2
시기에 가면 시장 공급량이 Q2인 상황이 되는데, 그 결과 초과 수요(Q1
– Q2)가 발생하게 되기에, 가격이 상승하여 P2까지 상승하게 됨다. 이런
방식으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 결과 오른쪽 그림처
럼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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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거미집 모형에 의한 가격 변동: 수렴형

○ 농산물의 수요가 일정한 반면, 공급은 자연 조건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작용하고 있음. 즉, 자연 재해 발생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
감하거나 기상 조건이 좋아서 생산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는데, 이는 곧 수요량과의 격차를 유발하게 되어 가격의 급등락을 야기하
게 됨.
○ 대표적인 농산물 생산량 급감에 따른 가격 폭등 사례로 2011년 배추 가격
파동을 들 수 있음. 2011년 태풍 등의 기상재해로 배추 생산량이 급감하였
는데, 그 결과 2011년 9월 배추가격이 포기 당 12,000원 수준까지 급등하
였음. 이는 평년 가격의 6 ~ 7배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사
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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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월별 배추 가격(상품 1통/2.5kg) 변동 추이

자료 : 한국물가협회 (www.kprc.or.kr)

○ 반면에 2013년부터는 기상 여건이 좋아 지속적인 풍년이 품목별로 발생하
여 시장 수요량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음. 이로 인해, 농
산물의 시장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이른바 풍년기근 (豐年
飢饉)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풍년기근 현상은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 하락 폭이 더 커
서 전체 농가 소득의 하락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설
명하는 이론인데,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가격 비탄력적인 특성에 따른 결
과임.
- 2013년부터 배추는 물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의 가격이
공급량 과잉으로 인해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소득 하락과 재배 포기 등
의 문제가 지속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이탈까지 이
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637
○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의 수급관리는 우리나라 농정의 매우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되고 있음. 농산물 수급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면, 산지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 및 생산 기반 확보를 담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물가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농업과 연관 산업의 동
반 성장에도 농산물 수급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1.2. 기후 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앞서 논의한 농산물 공
급의 불확실성을 배가시키고 있음. 관련 연구에 의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
기는 하지만 이상기후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지속적인 기온 상승은 농산물 주산지가 북쪽 또
는 고랭지 등으로 이동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 감귤의 경우 향후 30년
이내에 한반도 남부 전역으로 재배 가능지역이 이동하고, 사과는 경북지역
에서 강원지역으로 재배지역이 북상 중임. 고랭지 배추는 기존의 주산지에
서 점차 고도가 높은 곳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다가 종국에는 우리나라(남
한지역)에서 배추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함.
○ 이와 같은 기후 온난화는 당장의 농산물 공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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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고랭지 배추 재배적지 변동 예측도

자료 : 농촌진흥청

○ 기후 변화는 태풍이나 가뭄 등의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도 높이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는 2010년 곤파스 등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음. 그 와중
에 최근 몇 년간은 기상 여건이 좋아 풍년이 발생하는 등 농산물 생산량의
연도별 격차가 커지고 있어 농산물 공급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
황임.
○ 기상재해와 풍년이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의 어려움을 가
중시키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
뿐만 아니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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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 분석

2.1. 농림축산식품부
2.1.2. 개요 및 주요 사업 현황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급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하여왔는데, 1990년대 후반에는 협동조합 중심의 수급안정체계를 구축
하였고, 2000년대 중반은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000년대 후반에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민
간 자율수급조절 기능 강화와 시장 경쟁 촉진 등에 주력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 1990년대 후반의 주요 정책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체제 구
축, 품목 특성을 감안한 자조금 조성, 원예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이 포함됨.
- 2000년대 중반의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 개편, 자
율 수급조절체계 정착 등이 포함됨.
- 2000년대 중반의 주요 정책으로는 생산자의 자율 수급조절기능 강화, 품
목별 대표조직 육성,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사업 개
선, 민간 자율수급조절기능 강화와 시장경쟁 촉진 등이 포함됨.
○ 최근에는 보다 복합적인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관
리 정책들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요 농산물 수매․비축 사업,
자조금 등의 산지 조직화 사업, 계약재배 사업, 유통협약․명령제 사업, 수
출입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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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 정책의 변화
구분

주요 정책

주요 내용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체제 구축
채소수급안정사업과 산지유통 개혁과의 연계

1990년대
후반

협동조합 중심의 농산물
산지유통 개혁방안
(1999년 6월)

품목 특성을 감안한 자조금 조성
품목별 수급균형 및 경쟁력 대책
원예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2000년대
중반

농업․농촌 종합대책
(2004년 2월)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 개편
자율 수급조절체계 정착
생산자조직의 자율 수급안정기능 강화

농업 농촌 발전
기본계획 보완
(2007년 12월)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기능
강화
농산물 유통 선진화 대책
자율 수급체계 강화

2000년대
후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농산물 유통 선진화 대책
(2007년 12월)

자율수급체계 강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사업 개선

산지유통효율화 방안
(2009년 7월)

민간 자율수급조절기능 강화와
시장경쟁 촉진

자료 : 이향미 , 고종태 . 농산물 계약재배 정책에 관한 한 ․일 비교 고찰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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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농산물 비축사업
○ 기상변화, 수급상황, 국내・외 경제와 무역환경 등의 요인으로 끊임없이 변
동하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
로 비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정부의 농산물 비축사업은 농안법 제 13조(비축사업 등)를 지원근거로 수
매비축과 수입비축으로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산물 자유
무역화 기조에 따라 수매비축 사업의 규모는 축소되고, 수입비축 사업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수매비축사업은 수매비축 농산물의 성출하기에 정부수매를 실시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수매비축물량은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생산
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매비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비축사업 실시기관(aT), 수매사업 실시
기관(농협 및 회원조합, aT), 수매품 검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분됨.
- 농산물 수매비축사업의 대상품목은 콩, 마늘, 고추 등의 품목임.130

1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산물 비축현황과 향후계획 (2013)에서는 수매대상 품목
이 고추 , 마늘 , 양파 , 땅콩 , 콩 , 사과 , 배 , 배추 , 메밀 9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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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추행체계

자료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 수입비축은 정부가 국내 수급상 부족한 농산물과 WTO・FTA 시장접근물
량(저율관세, 의무수입)을 수입비축(수입 후 가공비축 포함)하여 시장 수요
에 따라 이를 판매 처분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의무수입 물량 중 국영무역 품목은 aT가 직접 수입하여 운용하며 국영무
역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통해 민간에 저율관세 수입권을 이양
하고 수입조건 이행여부 등에 개해 사후 관리함.
- 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대상품목으로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콩,
팥, 생강 등의 품목 등임.131

1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비축현황과 향후계획 (2013)에서는 수입비축 품
목 중 국영무역품목은 고추 , 마늘 , 양파 , 생강 , 참깨 , 땅콩 , 콩 , 팥 , 메밀 등 9개 품
목인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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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산물 수입비축사업 추행체계

자료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 한편, 주요 농산물 비축사업을 위해 농산물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
축기지는 정부가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한 저온창고로
써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수급조절용 농산물 비축기지가 전국 12개
소로 산재해 있으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6년까지 4개 권역(대구, 경북, 부
산・경남, 충청권)에 현대화된 농산물 비축기지를 완공할 계획이며, 현
행 노량진 비축기지를 김포터미널로 이전함.
- 비축기지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6만8천t인 농산물 저장 규모가 8만
6천t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나. 자조금 등의 산지 조직화 사업
○ 정부는 산지의 자발적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여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강화
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다양하고 광범위한 산지유통 조직화사업을 선발
지원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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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공동사업법인, 시군유통회사 등이 해당됨.
○ 정부에서 육성해온 산지유통조직 사업으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공동마
케팅조직 육성)과 시・군유통회사 등이 있음. 이 중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중심의 읍면단위 소규모 유
통사업구조에서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거래교섭력을 갖춘
전문화․광역화․규모화된 산지유통주체인 공동마케팅조직을 선발 지원하
는 사업이고, 시・군유통회사는 시군을 단위(장기적으로 시군 생산량의
1/3이상 취급 목표)로 하는 규모화·전문화된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하는 산지유
통관련 정책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개편 대상사업은 산지유통
활성화사업(농산물 확보자금(융자), 3,600억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APC건립, 167억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산지조직, 25억원), 공동선별
비 지원사업(81억원), 원예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80억원) 등 5개 사업,
3,953억원임.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전국의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신청조직에 한하
여 평가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 확보 자금 등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동계산ㆍ통합조직중심으로 지원함.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APC)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가공․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임.
-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수 통합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농산물 홍보
ㆍ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선별․
계산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원예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은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판로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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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등 해당품목의 산업을 육성토록 지원하는 사업임.

다. 계약재배 사업
○ 계약재배는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농
산물 수확 이전 사전 계약을 통해 산지 농가의 시장 가격 위험(Risk)을 줄이
고, 수급 관리의 불확실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지채소에 대한 계
약재배 확대 사업을 추진 중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에서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최저가격을 현실화
할 것을 계획하였음.
- 특히, 산지유통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2013년 2월) 등에 계약재배 참여
를 허용하여 계약재배의 유연성과 현실성을 더 높이고 있음.
- aT는 채소류의 생산·유통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유통인, 김치·식
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를 활성화 시킬 예정임.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7월 17일에 기존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사
업의 개선방안으로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급안
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사업을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
로 개편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물량에
일정가격132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기로 함.
- 출하안정제를 통해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하면서 고정수요처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132 품목 , 계약물량 등을 고려해 평년수입의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되 , 중앙정부 ․
지자체 ․생산자가 공동으로 재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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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기존 계약재배와의 비교
구분

기존 계약재배

신규(생산안정)

개선(출하안정)

사업주체

농협 위주

산지 유통인 등
참여확대

기업‧법인으로 확대

대상지역

주산지 + 비주산지

주산지 중심

주산지 + 비주산지

물량확보

농협 10% + aT 8%
* 수급조절물량 약
9%

`20년까지 15% 이상

`20년까지 15% 이상

재원부담

중앙정부

중앙,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중앙, 지자체 등

가격보장

계약재배 최저가격
(직접생산비 or
경영비)

평년가격의 80%수준
보장

고정수요처와
고정가격 거래 및
정가수의매매 확대

배추

938원/망

(안) 4,520원

-

양파

215원/kg

(안) 393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라. 유통협약․명령제 사업
○ 유통협약(marketing Agreement)과 유통명령(marketing order)은 특정 농산물
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가격, 소득 및 시장 장악력(market power)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생산자가 스스로 공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농산물 유통협약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의 대표가 자율적으로 품질
이 나쁜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해
당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 농산물 유통명령제는 농산물의 수급 조정 등을 위한 유통 행위를 정부에
요청하여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어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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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협약․명령제 관련 정책은 크게 수급 및 가격정책, 생산자조직 육성사
업, 유통 관련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급 및 가격정책은 식량작물, 노지채소, 고랭지채소 등 정부수매비축과
채소수급안정사업 등이 있으며 한우, 낙농, 돼지 등 축산자조급사업 등이
있음.
- 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은 작목반, 영농조합볍인, 품목별 협의회 등 생산자
조직 육성을 위해 유통활성화 지원자금,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고, 품목
별 주산지 분포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유통관련 정책으로는 농축산물 등급표준화, 포장화, 물류표준화사업 등이
포함됨.
○ 우리나라의 유통협약 사례로는 1998년 크기 5cm 미만의 저급 양파의 유통
금지 협약을 체결하여 양파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면서 시장 공급량을 자발
적으로 줄인 경우가 있음. 또한, 유통명령제의 대표 사례로는 2003년부터
제주도 감귤 농가들이 유통조절명령제를 시행하여 감귤의 시장 과잉공급
을 자체적으로 제어하고 있음.133

마. 수출입을 통한 수급 안정화
○ 국내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한 경우 해외 수입이나 수출을 통해 수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2011년 배추 파동 때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한 사례와 2013년 양파 가격 폭락 시 일부 양파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례 등이 대표적임.
○ 정부비축사업의 실시기관인 aT는 WTO시장접근무량(의무수입)을 수입·비
축한 후 가격이 높게 형성되거나 수요가 많은 시기에 방출하여 수급 관리에
133 제주 감귤 유통행정명령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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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고 있음.
- 수입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 메밀 등 9개 품목인
데, 의무수입 물량 중 국영무역 품목은 aT가 직접 수입하여 운용함.
- 비축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서민물가와 밀접한 품목의 가격불안 시 일정
량을 긴급 수입하여 시장공급을 진행함. 설탕 삼겹살 등 서민가계와 밀접
한 품목에 대해 독과점 업체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긴급수급 사업도 수행함.
○ 수출입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화의 대책으로 관세율 조정을 적용하고 있기
도 함. 즉, 국내에 기상재해가 발생하거나 작황문제가 발생하면 의무수입
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낮추고, 수입노선을 다양화하여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농산물 수급불안과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해서
는 선제적인 수입개방 확대 등을 통해 수급조절을 진행하고 있기도 함.

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공급 및 소비 주체들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개입 이전에 시장
(market) 기능을 통한 수급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 주도의 단방향적
수급 조절 정책에서 민·관 합동의 쌍방향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paradigm)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과거 정부 주도의 수급 조절 정책은 성패 여부를 떠나서 시장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에 미흡하여, 정부 대책 발표 시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주장들과 관련 언론 보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되풀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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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수급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수급조절 매뉴얼 등에 의거하여 대정부 의
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되었음.
- 사무국은 aT에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조기관
으로는 농식품부, 농진청, 통계청, 농협, 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관측센
터) 등이 포함됨.
- 수급조절 매뉴얼은 배추, 무, 양파, 고무, 마늘 등을 대상으로 구축이 되었
는데, 가락시장 상품 경락평균가격이 중앙값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의 정
도에 따라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대응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 2013년 4월 30일 1차 회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연간 10여 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시
장 개입 외에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의거한 수급 문제 해결에 성과를 보이
고 있음.
- 대표적으로 2차 회의(2013년 6월 20일)에서 당시 심각단계에 있는 양파의
위기 경보 발령을 조건부로 유보한 다음, 자율적 수급안정을 촉구하여 소
기의 성과를 얻음.
- 이후에도 관련 사안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의 자체 기능을
통한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통해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줄이고, 시장 고유의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농산물수급조절 업무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은데, 우선 사무국에서 관측정
보, 가격정보, 작황정보, 기상정보, 해외정보에 대한 기초자료를 통해 수급
분석을 진행함. 분석결과가 안정․주의 단계일 경우 지속적인 동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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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분석결과가 경계․심각일 경우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정
부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수출입조절에 관한 비축사업은 aT센터에서 진행
하고 있음.
그림 2-3.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방식

자료 : 농식품부

사. 농업관측
○ 농산물의 수급 변동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채소, 과일·과채, 축산, 곡물의 월별/분기별
단기관측과 중기선행관측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측월보나 속보 등으
로 제공하고 있음.
- 199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팀에서 6개 채소를 대상으로 하는
월보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농업관측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13년 이후
현재 35개 농축산물(채소 10, 과일 6, 과채 7, 축산 6, 곡물 2, 국제곡물
4)을 대상으로 하는 관측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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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에
있는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농식품부 훈령 등에서
사업 전담기관과 사업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주요 업무로는 채소, 과일·과채, 축산, 곡물의 월별/분기별 단기관측, 중기
선행관측, 분기별 거시경제 및 농업농촌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농업전망
및 장단기 총량 분석(KASMO), 국제곡물관측 및 국제곡물정보시스템 구
축, 곡물, 축산, 원예, 특작의 수급 및 가격 정책 분석 및 정책제안, 품목별
산업정책, 수출입 정책 분석, 관측․FTA 등 관련 모형 분석 및 연구 분석
지원, 농업관련 기획 및 정보화 등이 해당됨.
○ 농업관측센터는 보다 정확한 관측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단수예측 모형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배추·무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연구 기간: 2013년 7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한육우 단기관측 모
형 개발 연구(연구 기간: 2013년 8월 1일 ~ 2013년 12월 31일)를 자체 수시
연구과제로 진행 중에 있고, 건고추·마늘 중기선행관측 모형 개발 연구(연구
기간: 2013년 9월 2일 ~ 2013년 12월 31일)를 외부 위탁과제로 진행하였음.
○ 농업관측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농업관측 고도화 TF(농식
품부, 농업관측센터, 농진청, 통계청, 농관원, 농협, aT, 충남도 참여)를 구성
하고, 5대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관측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 추진과제로 조기예측 시스템 구축, 예측의 정확성 제고, 관측정보 이
용 활성화, 수급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함.
○ 특히, 관측 고도화의 기초가 되는 관련기관과의 수집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와 유관기관(통계청, 농촌진흥청,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간의 기관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관측을 위한 기초 정보를 공유함.

652
표 2-3. 관련기관별 주요 정보 공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농진청

주요작물 생육상황 조사결과 공유, 단수예측모형 공동개발
농업기상정보･병해충 예찰정보 제공, 품목별 생산기술 교육

통계청

농업관련 통계작성시 신속제공, 관측표본농가 추출 협조

농관원

농업경영체 조사결과 자료 공유(4종 69개 항목)

농협･aT

계약재배사업 자료, 비축물량 방출자료, 가축산지거래 자료 등

자료 : 농식품부

아. 식재료 산업 활성화를 통한 버퍼링(buffering)
○ 신선 농산물의 단순 저장 등으로는 수급 관리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식
재료 가공을 통한 수급 격차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최근 진행되고 있
음. 즉, 농산물의 성출하기에 공급이 몰려서 가격이 급락하고,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을 역이용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식재료를
성출하기에 대량 구매하여 가공 후 장기보관하면서 사용하려는 시도가 민
간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식재료는 외식산업의 투입재로 사용되는 농림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원료 식품으로 규정됨.
- 신선 농산물과 달리 가공 후 냉동 보관하는 식재료는 장기 보관이 용이하
여 농산물 수급 관리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이나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나,
업계 추정치 등을 통해 보면 B2B 외식업체용 식재료 시장이 2006년 19조원
에서 2011년 24조원으로 성장하였고, 2013년에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
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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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유통은 수요처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나 단체 급식 등 대규모 소비업체에 공급되는 식재료 유통
은 대형 공급자를 통한 유통 채널이 구축되어있음.
그림 2-4. 대규모 소비업체의 식재료 유통구조

자료 : 김성훈 , 김영수 (2011)

○ 특히, 대형 외식업체들이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수
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몇몇 품목의 경우 수입산 식재료와의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 대표적으로 구운 사과, 스팀 단호박, 고구마 다이스, 구운 고구마, 알감자
등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임.

2.1.2. 문제점 및 이슈
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
○ 농산물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정책 사업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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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예를 들어, 주요 농산물 비축사업은 공급과잉 또는 공급부족 농
산물을 공공부문에서 일시에 저장 또는 방출하여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르
는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시장 고유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발생함.
○ 특히, 최근 농산물의 공급 과잉이 수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농산물
비축사업이 시장 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 농가들이 스스로 재배면적을 줄이
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지적이 농업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임.

나. 생산자 조직화
○ 정부는 농산물 수급의 자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 생산자 조직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당초 예상을 밑돌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됨. 이는 정책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현실적인 한계가 발
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지역단위 조직체인 농협과 품목 중심 조직화의
기능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임.
- 생산자 조직화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자조금 등의 산지 조직화 사업과 유
통협약․명령제 사업이 대표적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산자 조직인 농협의 경우 읍․면 등의 지역을 중심
으로 조직이 형성되어왔기에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들이 모이게 됨.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농협 조직은 그동안 우리나
라 생산자 조직 확대를 통해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
해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역단위 농협은 전국규모의 품목별 대표 조직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농협 조직을 무시하고 오로지 품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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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생산자 조직을 새로 짤 수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 사업이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사업 등의 성과가 크게
시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해당 문제 극복이 당면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임.
- 축협의 경우 농협과 달리 한우, 양돈, 육계 등으로 품목별 조직이 완성되
어 자조금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대비됨.
- 다만, 농협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자조직의 정예화하
여 품목별대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134

다. 유통 주체 및 경로 간 경쟁
○ 기본적으로 유통 효율성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는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주체와 경로들이 다양하게 생성되어 상호간 경
쟁을 통한 견제 및 발전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
식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 중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으로 산지 농산물 계약재배에 유통인을 개입시키는 방안과
도매시장 거래제도에서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간의 상호 경쟁을 강화
시키는 방안 등이 있음. 먼저 산지 계약재배의 유통인 개입 문제는 그동안
산지 농산물 계약재배가 생산농가와 농협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는데, 농가
의 계약 파기와 농협 담당자의 권한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성과가 지지부진
해왔음. 따라서, 농산물 공급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지유
통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정부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중앙정부
의 수급안정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경우 수년간 배추 가격 폭등사태 당시 경매제
도가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경매 중심의 거래
134 농협의 생산자조직 육성 내용은 부록 2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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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벗어나 시장도매인제도를 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 그
러나, 현재까지 주요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도가 경매제도
와 동등한 수준에서 상호 경쟁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최근 개정된 농안법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의 유통주체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된 시장은 서울 강서도매시장 등 극히 일부
에 불과함.
○ 그 외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유통경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신선 농산물이외에 식재료 원료용 농산물의 유통도 보다 강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2. 농업협동조합
2.2.2. 개요 및 주요 사업 현황
○ 1960년대부터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농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판매조합, 농자재 공동구매조합, 농업관련 서비스조
합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이 중 농협은 공동판매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시행 중인데, 채
소수급안정사업과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업이 대표적임.
- 2015년의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은 다음 표와 같은데, 품목별로 생산
안정, 출하조절, 판매강화, 소비 및 홍보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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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추진현황(2015)
구

분
생산안정

주요 수급안정대책
∙ 배추 예비묘 생산 공급 : 100만주(봄50, 고랭지50)
∙ 가뭄 대비 양수 시설·장비 지원 : 강원(3억원, 5∼6월)
∙ 봄배추 도매시장 공급 확대(810톤, 5.12∼5.31)
∙ 정부 비축수매 연계 저온저장 : 3천(봄1, 고랭지2)

출하조절

∙ 고랭지배추 시기별 재배면적 조절 : 2.5천톤(9월→8월)
∙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 출하중지 : 2천톤
∙ 고랭지무 자율감축(1.1천톤, 9.14∼10.7)
∙ 봄배추 가격안정 할인판매(620톤, 5.15∼6.17)
∙ 도시-농촌 상생! 특판행사(200톤, 6.18∼6.28)

무
배추

∙ 봄배추 기업 상생마케팅(400톤, 7.1∼7.12)
판매강화

∙ 고랭지배추 가격안정 할인판매(400톤, 8.13∼8.23)
∙ 고랭지배추 추석 맞이 특판행사(1.7천톤, 9.12∼9.26)
∙ 김장채소 기업 상생마케팅(무·배추, 11.19∼11.29)
∙ 김장시장 운용 및 절임배추 예약판매(11∼12월)
∙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이해 제고 언론 홍보(5회)
∙ 고랭지배추 소비촉진 기획보도(8.4)

소비·홍보

∙ 소비자 초청 고랭지배추 현장체험(삼척, 8.28∼8.29)
∙ 고랭지배추 TV홍보(SBS생방송투데이, 8.31)
∙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올림픽공원, 11.19∼11.20)
∙ 김장채소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11∼12월)
∙ ‘14년산 저장양파 시장격리(10천톤, 3.2∼4.15)
∙ 도매시장 공급 확대 및 분산 출하(23천톤, 6∼11월)

출하조절

* 출하물량 운송비 지원(5천톤, 250백만원, 6.22∼7.31)
∙ 계통판매장 등 거래처 공급 확대(46천톤, 7∼11월)

양파

∙ 수매물량 단경기 의무보유(30천톤, 11∼익년 3월)
∙ ‘14년산 양파 기업 상생마케팅(600톤, 3.26∼4.5)
판매강화

∙ 도시-농촌 상생! 특판행사(360톤, 6.18∼6.28)
∙ ‘15년산 양파 기업 상생마케팅(400톤, 7.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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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창립 54주년 할인판매(400톤, 7.16∼7.26)
소비·홍보
출하조절
마늘

∙ ‘14년산 양파·마늘 TV홍보(MBC기분좋은날, 4.15)
∙ 도매시장 공급 확대 및 분산 출하(20천톤, 7∼11월)
∙ 계통 깐마늘 공장 공급 확대(5천톤, 7∼익년 3월)
∙ ‘14년산 마늘 기업 상생마케팅(60톤, 4.23∼5.5)

판매강화

∙ 깐마늘 계통매장 할인판매(100톤, 7.8∼7.26)
∙ 本-마늘 추석 맞이 할인판매(100톤, 9.10∼9.20)

출하조절

∙ 건고추 정부 수매비축(7천톤, 10∼11월)
∙ 도시-농촌 상생! 특판행사(20톤, 9.19∼9.25)

고추

판매강화

∙ 계통판매장 특판행사(15톤, 11.2∼11.13)
∙ 공영홈쇼핑 기획판매(40톤, 11.4)

소비·홍보

∙ 고추 소비촉진 캠페인 광고(공영홈쇼핑, 9∼11월)
∙ 국산고추 애용 캠페인 전개(11.2∼12.11)

자료 : 농협중앙회

가. 채소수급안정사업
○ 농협은 1980년대부터 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무·배추 등 노지채소를 대
상으로 하는 가격안정대사업, 포전매취사업, 생산·출하약정사업 등)을 대
행하여왔음. 이후 1995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정
부가 직접 수급조절을 담당하는 대신 농협이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
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도입 당시의 대상 품목은 고랭지 무·배추 2개 품
목이었으나, 2014년부터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가을당근, 고
랭지감자 등 8개 작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은 정부와 농협(정부 80%, 농협 20%)이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산지농협 등 생산자조직에 사업자금(품대, 제비용)과 운용자금(적
립용자금)을 지원하고, 사업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파종기(정식기)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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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농가와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전체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판매 후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체의 80%까지 중도
금을 지급하기도 함.
- 농가와 계약체결 한 물량을 판매 후 발생한 손익을 정산하여 사업농협과
계약농가 간 사전 약정한 비율로 배분하며, 이익 발생시 농협 이익금의
20%는 채소수급조정자금(적립금)에 적립하여 추후 발생 손실에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사업위험에 대비하여 손실보전 용도로 사업예치금 이자, 위약금, 이
익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자금은 사업손실보전, 산
지폐기지원, 사업교육 및 홍보, 재해농가 지원, 마케팅비용 등 다양한 용
도로 활용됨.
○ 농협의 채소수급안정사업의 실적을 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410개 조합
47,718 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이 중 고추, 마늘, 양파 등 3개 양념채소류 품
목에 231개 조합(56.3%) 43,064농가(90%)가 참여하여 다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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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품목별 계약재배 현황(2013)
단위 : 톤, 천원

품

목

조합수

농가수

계약물량

계약금액

봄

17

284

15,235

4,102,556

여름

16

204

35,845

15,629,219

가을

62

1,422

58,509

10,230,869

겨울

13

633

38,342

8,524,132

계

108

2,543

147,931

38,486,775

봄

5

15

3,517

798,798

여름

10

79

14,941

4,151,596

가을

19

170

15,761

2,286,418

겨울

7

389

43,925

10,269,982

계

41

653

78,143

17,506,794

고추

74

15,249

5,951

55,273,335

마늘

64

16,035

48,556

93,460,311

양파

93

11,780

284,780

105,539,674

대파

15

345

8,693

5,187,265

당근

2

267

10,355

5,257,416

감자

13

846

16,683

11,361,809

계

410

47,718

601,093

332,073,379

배추

무

자료 : 농협중앙회

○ 최근 농협의 채소수급안정사업에 대한 한계성이 지적되어 해당 사업의 개
편이 추진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계약재배사업을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로 구분하여 보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사업으로 개선되도록 하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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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생산안정제는 주산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사전적․자율
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참여 농업인에게 출하조절 의무 이행을 전
제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계약재배에 주산지 중심의 자율
적 수급안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임.
- 대상품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로 2015년 시범도입 이후, 2017년부
토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임.
그림 2-5. 생산안정제의 개요

자료 : 농협중앙회

○ 생산안정제의 대표적인 시범사업으로는 강원도 및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
부에서 시행 중인 고랭지배추의 생산안정제 사업이 있음. 본 사업은 지자
체(도·시군), 농협(지역본부·조합), KREI, 농업인 등으로 주산지협의체를 구
성하여 사전적 면적조절, 대체작물 전환 등 사전적·자율적 수급대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참여농업인 조직화 및 정예화를 통해 품목
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사업지역은 고랭지 배추 주산지 5개 시군(강릉, 태백, 정선, 삼척, 평창)으
로 6농협 102농가(대관령원예, 강릉, 태백, 정선, 임계, 삼척)가 참여 중임.
- 고랭지 배추의 목표가격은 4,470원/3포기로 평년 농업인 수취가격의 80%
수준에 해당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급안정기금을 1,618백만원 규
모로 정부, 지자체, 농협, 농업인이 3:3:2:2 비율로 조성함.
○ 고랭지배추의 생산안정제 사업현재까지 실적은 17,693톤으로 목표(18,000
톤)의 98.3%를 달성하고 있는데, 사전적 면적조절 및 출하조절을 통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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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6월 정식기 가뭄으로 인한 8월 출하량 부족에 대비하여 9월 출하물량 조
기정식(정식시기 : 기존> 7월 → 조정> 6월)을 2,500톤 진행하였음.
- 또한, 출하시기 가격하락에 따라 신속한 자율적 출하중지 실시를 2 회 실
시하기도 하였음.
표 2-6.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내용: 출하 중지
구

분

물량(톤)
기

간

사용금액

1차

2차

805
(기간중 출하예정물량의 40%)

1,320
(기간중 출하예정물량의 50%)

‘15. 8. 3 ∼ 8. 7

‘15. 9. 9 ∼ 9. 15

164백만원

267백만원

자료 : 농협중앙회

○ 그 결과, 실제 고랭지 배추 출하중지 후 도매시장 가격에 변화가 생겼었는
데, 1차 출하 중지를 통해 고랭지 배추의 도매시장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2차 출하 중지를 통해 수급 매뉴얼상의 정상 가격 범위로 회
복되었음.
- 1차 출하 중지를 통해 고랭지 배추 가격이 4,641원/3포기에서 7,616원/3포
기 로 상승하였고, 2차 출하 중지를 통해 고랭지 배추 가격이 5,075원/3포
기에서 6,811원/3포기로 상승하였음.
- 그 결과, 고랭지 배추의 가격 하락 시 가격 보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안
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실제 금액이 5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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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차 및 2차 출하중지 이후의 고랭지 배추 가격 변동

1차(원/3포기,上品)

2차(원/3포기,上品)

자료 : 농협중앙회

○ 한편, 출하안정제는 사전 거래처 확보를 통하여 수급안정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판매역량을 갖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
산 및 판매를 유도하도록 하는 사업임.
- 출하안정제는 생산안정제와 달리 비주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
한 다음, 향후 주산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나. 품목별 전국협의회
○ 농협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판매농협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응하여, 1993년부터 품목별로 연합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산지 농
협을 중심으로 품목별 전국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4년 말 현재 품목별 전국협의회는 과실류 10곳, 시설채소 8곳, 노지채
소 7곳, 화훼 1곳, 특작기타 5곳 등 총 31개의 품목조직이 운영 중임.
- 이들 중 19개 단체가 연간예산 총 116억 원에 달하는 자조금을 운용하고,
이 중 9개 단체는 후술하는 정부 주도의 품목별 전국 대표조직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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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 현황
품

과
수
(10)

화훼

회원수 자조
(일반법인) 금

목

창립일

유 자

'93. 9.17

14

×

사 과

'93.10.28

39

×

품 목

창립일

회원수 자조
(일반법인) 금

생 강

'93.11. 2

18

×

파

'94. 9. 2

21

×

양 파

밤

'95. 8. 4

41

×

노

95. 2.15

76

○

포 도

'95. 9.20

36

○

지 고랭지채소 '95. 6. 2

22

○

복숭아

'96. 4.25

39

○

(7)

참다래

'96.10.29

20

자 두

'04.12.10

감 귤

마 늘

95.11.17

62

○

×

무·배추

'09.11.24

84(2)

○

14

×

고 추

10. 3.17

96

○

'08.12.09

39

○

가 지

'01. 3.13

23

○

단 감

'09.11. 3

32(1)

○

오 이

'01. 3.16

51

○

배

'09.11.19

61(11)

○

호 박

'01. 3.16

48

×

화 훼

'93. 8.30

32(2)

○

풋고추

'01 12. 5

57

○

파프리카 '04. 9. 7

20

×

시

약용작물

'94. 4.27

28

×

설

특 버 섯
작
인 삼
기
타 친환경농
(5)
업

'95.10.27

35

×

(8)

'01. 3. 9

11

'04. 3.15
10. 7. 7

GAP

참 외

'05. 2.15

21

○

○

딸 기

'09.12. 1

57

○

177(1)

○

토마토

'09.12. 9

71

○

88

×

계

31

19

자료 : 농협중앙회

○ 품목별 전국협의회는 정부지원과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조금 116억 원(정부
49억, 자체 67억)과 중앙회 예산으로 편성된 교육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생산․유통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품목의 수급안정사업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산지차원
에서는 그 회원들이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여 시장격리와 적정생산을 위
한 대농업인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 중임.
- 소비지차원에서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드라마 PPL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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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광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건강캠페인, 품목별 레시
피 북 제작보급, 요리 UCC 공모전, 품목별 데이 마케팅 및 축제 등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 기업과의 상생협력 마케팅
○ 농협은 기업, 외식업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소비촉진 활동을 진
행하고, 각종 언론매체와 연계한 범국민 캠페인을 통한 소비확대 붐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외식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직접공급 및 소비확대 캠페인,
기업과 함께 하는 김장축제 기업이 농산물 수급안정과 사회에 공헌하는 분
위기 확산 (김장 더 담그기, 김치 나눠 먹기), 소비자 등을 초청 관광과 연계
한 현장견학 및 김치 담그기 체험행사,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등을 통한 건
강·기능성 홍보, 파워블로거 활용 바이럴 마케팅 등이 해당됨.
○ 특히, 2014년부터 시작한 기업과의 상생협력마케팅은 농산물 수급안정의
새로운 대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음. 이는 기업의 광고와 사회공헌 활동
을 농산물 수급대책과 연계한 전략으로 기업에서 부담한 재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소비촉진과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값
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 결과, 기업은 광고효과와 더불어 상
생․화합 이미지를 제고하는 생산자 – 소비자 –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마케팅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농산물의 가격하락 국면에는 기업의 재원을 농가에 보조하여 소득을 안정
시키고, 가격상승 국면에는 할인판매 하여 소비자 적가구매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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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문제점 및 이슈
가. 농가와의 계약재배
○ 농협의 주요 농산물수급안정사업은 농가와 농협간의 계약재배가 근간을 이
루고 있는데, 계약재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아 농협의 수급
안정사업의 성과를 저해하고 있음. 먼저 농협의 계약재배를 담당하는 직원
의 전문성과 계약 관련 권한이 크지 않아 산지유통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함. 그 결과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
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계약재배의 당사자인 농가가 해당 농협의 조합원인 관계로 농가의 계
약 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를 충분히 가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계약재배
부담을 농협이 떠안기도 함. 이러한 문제는 계약재배사업을 진행하는 농협
의 효율성을 악화시키게 되고, 계약재배의 실효성을 저해하게 됨.
- 일례로 계약파기를 하여 제재 대상이 된 농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
조합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 담당자의 경우 현실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다만, 농협이 최근 계약재배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기존의 계약재배사업을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개선안을 시도하고 있는 중
이기에 향후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지역단위 조직과 품목단위 조직
○ 농산물 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품목별 대표조직들이
성공적으로 육성되어야 하지만, 지역단위 중심의 농협의 한계성이 작용하
고 있음.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
련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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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최소한 5대 품목(무, 배추, 고추, 마
늘, 양파)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필요하고, 추후 주산지에 집중되어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표조직 육성이 확대되어야 함.
○ 최근 농협은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여 자체적으로 품목별 전국협의회 등을
육성하여 품목단위 조직화를 위해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대
한 평가는 현재까지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보다 구체적으로 농협의 품목별 전국협의회가 품목별 조직화와 창구단일
화를 통한 교섭력 제고 등의 실질적인 마케팅 수행 주체로서의 역할이 미
흡하고, 특히 노지채소 품목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아 수급조절 대응 능
력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제3장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3.1. 기본 방향
3.1.1.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최소화
○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 관리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왔는데, 일정부
분 성과를 보인 것이 사실이나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주요 농산물 비축사업은 농산
물 수급 불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생산농가
들이 스스로 재배면적이나 시장 공급량 조절 등을 하지 않고 정부 지원만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양성한다는 외부의 비판에서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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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정부 실패 문제는 농산물 수급 시장이 고도화되고 민간 부문의 개입
이 늘어날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자조금 등의 산지 조직화, 유통협약․명령제 강화 등
을 통해 농산물 수급관리의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강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임.
○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에 민간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
한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지 생산자들의 품목
별 대표조직 육성을 위해 정책 자원을 집중하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지
역 단위의 조직 시스템으로는 품목별 수급 관리를 위한 능력 있는 민간 주
체를 양성시킬 수 없기 때문임.
- 기존 운영 중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강화시켜 농
산물 수급관리의 대표적 중심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기존 민간 유통주체들의 상호 견제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다
다양한 유통경로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보완하여야
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부문의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정책적
논의들이 지속되어야 함.

3.1.2. 가공 농식품을 포함한 수급 안정 정책 수립
○ 기존의 농산물 수급관리정책은 산지에서 생산․공급되는 신선 농산물을 대
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
로 받는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대면하는 거래 대상물이 신선 농산
물이기 때문임. 즉, 배추 파동의 경우 산지 생산자나 김장을 위해 시장에
들르는 소비자 모두 신선 배추를 접하기에 정부의 정책 대상도 동일한 신선
농산물의 거래 물량 조절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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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신선 농산물은 생물적 특성에 따라 수급
관리에 물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즉, 한 번 공장에서 생산되면 일정 조
건 하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필요시 공급 물량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공산품과 달리 신선 농산물은 재배가 시작된 이후의
증산은 10%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최종 수개월의 불안정한 보관만 가능하
기에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매우 제한적임. 이에 따라 정부도
최근 식재료용 농산물의 가공 후 관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실적이 미미한 상황임.
- 더구나 주요 농산물의 경우 실제 소비 비중을 따져보면 가정용보다 외식
용 또는 가공용 업체의 비중이 높은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관리의 대상을 신선 농산물에서 식재료 등의
가공식품까지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련 정책 사업이 산지 절임배추 가공 등에 국한되지 말고 민간 식재료 유
통 및 가공업체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적극 수집하여 보다 종합적
인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외식업체나 가공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산지 가공식품 저장 시설
을 다수 확보하여 임대하도록 하고, 농산물 수급 위원회에 단체급식이나
가공식품 업체들도 참여시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
토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가공식품 저장 등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이나 대학
등의 유관 기관에 체계적인 R&D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함.

3.1.3. 장기적 농업기반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
○ 농산물 수급 불안은 소비자 물가 급등을 통한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기도 하
지만, 산지 농가수취가격 급락으로 인한 농업의 생산 기반 파괴를 유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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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함. 즉, 생산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해당 농산물의 생산 포기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문제는 최근 수년간 기상여건 호조로 인해 풍년이
들어 산지 생산자들이 접하는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
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장악이 확대되면
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설 곳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 대표적인 사례가 고추인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배면적 감소에도 고추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여 고추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
- 굳이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농업 생산자의 고령화․노동력
부족은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농가의 재배면적 감소는 최근 진행 중인 농산물 생산 과다에 따른 가격 하
락을 일부 완화시켜줄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고
질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식량안보(food safety)문제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심
각한 문제임.
○ 정부는 단기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 사업
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표
시제도 강화는 물론, 농가 고령화 및 농업 노동력 감소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로드 맵(road map)을 구축하여 단계별로 꾸준하게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유통담당 부서만이 아닌 관련
부서들(식품 소비, 농업 R&D, 농지 제도 등) 전체가 공동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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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부 정책 방안
3.2.1.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강화
○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산지 생산자들의 조직화가 필수적인
데, 기존의 지역단위 조직들은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제한적임.
따라서, 품목별로 전국 규모의 대표조직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정부
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산지 조직화 사업들을 재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품목
별 대표 조직 육성에 정책 자원을 집중하여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품목별
마케팅 보드 설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개선 중인 농산물 자조금 사업에 역량
을 보다 집중하여 단기적으로는 축산물 자조금 사업 수준으로 육성하고, 장
기적으로는 산지 생산, 가공,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품목별 대표 조
직을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우유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명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량 규제(생산자 판매량 할당, 시장 배분(내수 및 수출
물량 배분), 판매 유보, 출하시기 조절 등), 품질 규제(최소 기준 미달 상품
판매 금지 등), 시장 지원 활동(포장 용기 표준화, 생산․유통․ 소비 촉진
연구, 광고 및 홍보, 불공정 거래 금지 등), 가격 규제(우유를 대상으로 행
정 가격 설정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음.
- 캐나다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품목별 마케팅 보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데, 캐나다 소맥위원회(Canadian Wheat Board: CWB)와 연방낙농위원회
(Federal Canadian Dairy Commission: CDC)가 대표적임.
○ 또한, 농협이 추진 중인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농협이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큰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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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말 현재 품목별 전국협의회는 과실류 10곳, 시설채소 8곳, 노지채
소 7곳, 화훼 1곳, 특작기타 5곳 등 총 31개의 품목조직이 운영 중이나 실
질적인 산지 농산물 수급 관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
기됨.
○ 농산물 품목별 유통명령제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
어 자발적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의자조금 품목들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보다 빨리 전환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인삼, 참다래, 버섯, 파프리카, 백합 등의 품
목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임.

3.2.2. 다양한 유통주체들의 경로 간 경쟁 확대
○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관리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적 시스템으
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산지 생산자 조직화와 함께 유통 경로상의 각
주체들의 경쟁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상호 경쟁이 심해질수록
해당 유통단계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회적 순기능이 높아지게 됨.
○ 이에 따라 농산물 수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주요
유통단계별 주체들의 경쟁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야 함. 먼저 산지 유통단계에서는 기존 생산자와 농협 중심의 계약재배에
산지유통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이를 통해
계약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및 영속성 부족, 농가의 계약파기 대응 미흡 등
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약재배사업
시행 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aT는 채소류의 생산·유통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유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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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를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 주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함.
- 농협은 이번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 등의
신규 사업을 시범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기존의 계약재배 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할
것임.
○ 도매단계에서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간 경쟁을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최근에 경매제도의 농산물 가격 변동을 더 악화시킨다는 지
적에 따라 기존의 도매법인 중심의 공영도매시장 거래주체를 시장도매인까
지 확대시키게 되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영도매시장들이 아직 경매제만 거래제도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시장도매인제도의 문제점들을 보다 개선함과 동시에 전국 공
영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
책적 자원 투입이 필요함.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여 도매시장 경유 거래제도와
의 경쟁을 강화시켜야 함. 특히, 농산물 유통업체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재래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소매상, 식당 및
주 소비처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공동구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 소비지
공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급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도 필요함. 추가적으로 다양한 직거래 방식을 활성화하여 농
산물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농산물을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생협의 직거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일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회원을 늘리고, 다양한 방식의 B2B 거
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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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산지 생산자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가 확대될 경우 생산자의
거래교섭력(bargaining power) 취약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함.

3.2.3. 식재료․ 가공식품을 통한 수급안정 시스템 확대
○ 농산물이 수급 불안을 야기하는 생물적 특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선 농
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수급관리 정책에 포함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
존의 관련 정책 사업에 보다 강한 의지를 담아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시
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특히, 대형 외식업체들이 자발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재료 국산화를 농산물 수급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선 농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은 냉동 보관 후 해동 사용이 가능하여 실제
저장 가능 기간이 1년 이상에 달하기에, 저장을 통한 농식품 수급 불안 완
화에 매우 효과적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공된 식재료를 산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aT 비
축창고 및 농협이나 영농법인들의 저장 창고 등)의 상황을 전국 규모로 실
시간 파악한 다음, 유휴자원을 관련 업체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
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근 aT에서는 자체 보유중인 비축 창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유휴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중인
데, 이를 우리나라 전국의 산지의 저장 관련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
할 것임.
- 즉,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에서 전국의 전기 생산 상황과 소비 실태를 한 곳
에서 모두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자원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벤
치마킹(bench-marking)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
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의 산지 저장시설의 관리(입출고 관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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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loss) 관리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파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저장 자
원 관리 및 신규 시설 도입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가공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단체급식 및 식품가공업체들이 우리나라 농
산물 수급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최근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외식업 대표가 참여하여 나름의 기능을 하
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단체급식 및 식
품가공업체 대표도 참여시켜서 관련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해당 산업 전반에 농산물 수급
안정 참여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단체급식 및 식품가공업체들이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디네이터(coordinator) 기능을 공공부문
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유사한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aT의 사이버거래소의 기능을 확충하여 대응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2.4.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인프라 수준 제고
○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확충도 병
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신
기술 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먼저 생산 관련해서는 앞에서 제기된 농업 생
산기반 약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노동 생산성 제
고를 위한 R&D 과제를 현장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연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재배면적 감소가 심각한 고추의 경우 아직도 수작업으로 고추
를 재배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과 생산 비용 증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고
추 수확 기계 상용화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함.
- 그 외에도 스마트 팜(smart farm)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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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R&D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논문
을 위한 연구가 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이 개발되도
록 관리해야 할 것임.
○ 유통단계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개발도 필요한데, 농산물 운송
트럭의 공차 운행을 줄이고 저온 냉장차량의 효과 개선 등을 위해 ICT 기술
을 접목하거나, 도매시장 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현장 애로사항들
을 해결할 수 있는 R&D 과제들을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을 위한 R&D는 주로 민간 부문에서 자
생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산지 유통 및 가공시설의 경우 시설 건설업자에 따라 적용 기술 수
준이 달라 이에 대한 국가 규모의 검증 및 표준 기술 확정 등도 필요한
부분임.
○ 또한,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농업관측 기
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함.

기본적으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관측 업무를 진행하는 현 사업 구조를 유지하되, 유관기관(통
계청,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들이 각각 필요한 부분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보다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농업 관측정보는 기상정보 등과 달리 정보의 선제적 활용을 통한
시장 참여 주체의 대응 방향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에, 관측 결과를 정
보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 반응이 나타나
도록 하는 관측정보 분산 사후단계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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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농업기반 유지 및 시장 격리 방안 모색
○ 농업기반 유지는 장기적으로 농산물 공급 불안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도 필수적인 사안이기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정책 집행
을 해나가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생산자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
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재배면적을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유인책
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계약재배 농가의 최저 가격보장, 한국형 기후조건에 적합한 품종개발, 생
산기반 정비를 통한 기계화 기반 구축, 인력 지원 정책 마련 등이 검토
가능할 것임.
○ 또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운영 강화, 농식품 검역 및 통관 체계관리 강화,
보따리상 등의 비공식 농식품 수입 관리 등 현안 사업들을 개선하여 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공공 부문
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의 민간 부문과의 협
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s)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에 더 노력하
여야 할 것임.
○ 반면에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 격리 방
안 모색도 시급한 과제인데, 기존의 저소득층 무료 공급 등은 실질적인 시
장 격리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임. 과다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
격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식품 시장에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 산지 폐기라는 극약처방도 있지
만, 이는 상당한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해외 원조나 타 산업의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
- 과다 생산 물량의 해외 저가 수출은 당장은 시장격리 효과가 발생하겠지
만, 해외 시장에서의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되기에 해외 원조135나 해외 시장 홍보용 상품 활용 등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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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식품산업이나 의약품산업 등의 원료로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연
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는데, 최근 과잉 공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추와
무의 기능성(비타민 및 식이섬유 함유, 정장기능 소화촉진, 해독기능 등)
을 연구하여 상용화하여 해당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 등이 가능함.

135 해외 원조 국가 대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농업 부문 등의 협력과 원조가 다수 진행
되고 있고 ,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이 적절한데 ,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도 대상국으로 포함이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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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주 감귤 유통행정명령제
○ 제주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수급 조절을 위해 2003년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도입된 이후, 물량 규제, 품질 규제, 시장 지원 등이 진행되었음.
- 물량 규제로는 출하량과 시기 조절, 시장 차별 (내수, 신선 vs 수출, 가공)
등이 해당됨.
- 품질 규제로는 최저 기준 설정을 통한 시장 격리가 진행됨.
- 시장 지원의 내용으로는 규격 표준화, 소비 촉진, 연구 개발 등이 포함됨.
○ 구체적인 유통행정명령제 진행 방식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부록1-1. 제주 감귤의 유통행정명령제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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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협의 농민 조직화를 통한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1. 개요
○ 추진방향 : 생산자조직 중심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정예화된 농업인을 육
성하고, 수급조절 역할도 수행하는 품목대표조직으로 육성
○ 조직형태 : 사업유형에 따라『공동계산형』과『공동판매형』으로 구분
- 공동계산형(공선출하회) :『공동선별-공동판매-공동계산』유형
* 사례 : 선진농협(손익배분매취-배추·대파), 강릉농협(수탁-배추)
- 공동판매형(생산자협의회) :『공동선별-공동판매』유형
* 사례 : 태백농협(손익배분매취-배추), 변산농협(매취-양파)
그림 부록2-1. 농업인조직화 유형
< 공동판매형(수탁, 매취) >
< 공동계산형(수탁, 손익배분형 매취) >
공동계산

공동판매(연합판매 포함)

공동선별

○ 육성방법 : 단계적으로 품목을 대표하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육성
- 기초(농협단위) → 광역(시군·도단위) → 전국단위로 확대
* 단일 지자체에 집중된 품목(고랭지·겨울배추 등)은 광역조직을 전국조
직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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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단위 조직은 품목별 자조금단체로 육성(수급안정 및 마케팅)
그림 부록2-2. 생산자조직 단계별 육성 모형

○ 운영방안 : 자율적 수급안정 및 마케팅을 추진하는 공동경영체로 운영
-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대상 회원제 운영
- 운영규약 마련, 농업인에게 공통된 운영기준 적용 → 위반 시 제재
-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추진
- 파종 및 정식시기 안배, 수확 및 출하시기 조절, 사전적 면적조절 등
-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구성원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자구 노력
* 품종통일 및 재배매뉴얼 개발, 공동농작업(제초·방제·수확) 등
- 판매에 관한 사항은 사업농협에 무조건적 판매위탁(역할분담)

< 선진농협(배추·대파 공선출하회) 사 례 >
◦ 조직현황 : 배추(130명, 43ha, 12억원), 대파(110명, 33ha, 15억원)
◦
◦
◦
◦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가입을 제한하는 회원제 운영
품종통일, 정식일자 지정, 상품성 검사(위원회 구성) → 위반 시 제명
공동선별·판매·계산(자체기금 적립) → 농협에 판매권 무조건 위탁
농협단위 산지작업반 운영 → 출하작업 및 선별·포장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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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의 미래 변화와 정책 방향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 승 구 동국대학교 교수
위 태 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제1장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현황 및 정책

1.1. 산지유통 변화와 정책
1.2. 도매유통 변화와 정책
1.3. 소매유통 변화와 정책

제2장 미래유통 전망과 농산물시장의 대응과제

2.1. 미래유통 전망 (메가트렌드 )
2.2. 미래유통 대응 농산물시장 대응과제

제3장 미래유통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개선방향

3.1. 산지유통 개선
3.2. 도소매유통 개선
3.3. 전자상거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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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현황 및 정책136

○ 우리 경제는 국제원조를 받는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의 고
도성장을 실현하고 농업생산구조도 현대화된 시설농업으로 발전하였음. 농
산물 유통에서도 과거 객주, 보부상과 같은 물상객주 형태의 시장상인들이
전횡하는 후진적인 시장에서 벗어나 전국 주요 도시에 근대적인 공영도매
시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대형 소매할인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연중 신선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시대로 변모하였음
- 산지에서도 출하량의 절반 정도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산지
유통센터(APC)와 같은 현대화된 시설에서 저장, 선별, 포장과정을 거쳐
대량 운송을 통해 소비지로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있음

자료 : 김병률 , 광복 이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새로운 미래 , 2015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5.8.

136 이 절은 김병률 , 광복 이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새로운 미래 , 2015 한국식품유
통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8)의 내용을 인용 , 수정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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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이후 농산물 유통분야의 주요 법, 제도, 이슈 변화를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유통정책 부재기 : 광복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약 25년간
(2) 초기 유통정책 추진기 :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약 20년간
(3) 시장개방 하 유통시설현대화와 품목생산자조직 육성기 : 1990년대 초
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 정도
(4) 산지유통 규모화와 거래제도 다양화기 :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1) 유통정책 부재기 : 광복 이후 ~ 1970년대 초 (약 25년)
○ 광복 이후 1970년대 초까지는 일제치하에서 해방되고 남북분단과 6.25 동
란 등으로 인한 국토 유린, 전후 복구와 미국 및 EU의 식량원조, 쌀․보리
증산정책, 박정희 대통령의 후진국 탈피를 위한 경제개발에 중점을 둔 시기
로,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특별한 정책도 없었으며 산지주변의 장터나 소
비지의 전통적인 물상객주(物商客主) 형태의 위탁도소매상 등에 의해 전통
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농협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산지공판장을 개설하여
서비스하는 정도였으며 특별한 산지유통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
○ 도매시장은 광복 후 일본의 1923년 중앙도매시장법을 모방하여 상공부 업
무관할로 1951.6.22일에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하여 일본과 같이 1도시 1
시장체제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는 1960년대까지 남대문, 북창동 등 방대하고 막강한 위탁상
들이 지배하는 유사도매시장이 농산물 도매를 주도하였으며, 그 후에도
1970년대 들어 용산시장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위탁상중심의 도매활동이
계속되었음. 즉 광복 후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농산물유통은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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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비지 모두 특별한 정책 없이 상거래 활동도 전통적인 위탁상이 유통
을 주도하던 시기임.
2) 초기 유통정책 추진기 : 1970년대 초 ～ 1990년대 초(약 20년)
○ 1970년부터 1992년까지 산지농협의 공동출하조직 육성정책은 작목반, 영농
회, 협동출하반 등 기초조직 육성과 함께 계통출하를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동출하가 실질적으로 본격화되는 시기임.
- 1972년에는 유통마진 축소와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농협의 계통출하
계획이 책정․실시되었음.
- 1973부터 76년까지는 농협 계통 작목반을 확대하여, 농협과 농민이 계약생
산을 통해 생산과 판매의 일관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음.
- 1977년에는 단위조합별 생산단지별 공동출하로 출하의 대형화하기 위해,
계통조합 차량으로 마을별․작목반별 순회 수집을 실시하였음.
- 1978년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을 발족시켜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접
농산물을 출하하였음.
- 1983년에는 산지에 협동출하반을 조직화하고 육성하였음(4,500개).
- 1991년에는 이원화된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작목반으로 일원화하였음.
○ 1973년에는 도매시장업무가 상공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되고, 일본법을 모
방하여 중앙도매시장법이 폐기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제정되었음.
- 1976년 말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 농안법
을 제정하였음.
- 1977년부터는 도매시장 시설근대화가 시작되어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 34개의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
○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이 개장되기 이전의 15년 동안은 용산의 유사도매
시장에서 활동하는 위탁상의 전성기였으며, 법정도매시장과 농협공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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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위축되던 시기였음.
- 도시지역의 농협 공판장 개설․운영은 정부와 농협이 생산자보호를 목적
으로 1961년 부산, 1962년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공판장을 개설 운영하
였음.
- 1972년에는 서울시 중앙도매시장의 공판장취급비중이 20%(법정도매시장
15%, 유사도매시장 65%)에 이르렀으나, 1977년에는 용산시장의 위탁도매
가 번창하여 7%(법정도매시장 19%, 유사도매시장 74%)로 급감하는 등 유
사도매시장의 기세에 억눌리는 모양이었음.
3) 시장개방 하 유통시설현대화와 품목생산자조직 육성기 : 1990년대 초 ～
2000년대 초(10년)
○ 1994년에는 UR협상 타결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었고, 1996년에는
유통서비스 시장도 개방되었음.
- 이에 농업부문에서는 개방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생산․
유통시설 확충에 대대적인 보조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임.
- 즉 UR협상 타결에 의한 개방 확대와 개방에 대비한 신농정 대책으로 정부
의 보조지원(42조, 15조 농특세)이 이루어지면서 산지와 소비지에 생산․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현대화되기 시작한 시기임.
○ 사실 1992년 이전에는 허름한 간이집하장과 소형 저온저장고, 무개운송차
량 정도를 작목반 또는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였으나, 1992년부터
는 42조원을 투입한 구조개선사업과 15조를 투입하는 농특세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청과물, 미곡, 축산물 등 부류별로 현대적 산지유통시설이 집중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정부지원은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짐.
○ 청과물 산지유통시설은 1992부터 93년 사이에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26개소
의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을 건설한 이후, 1996년부터 농산물포장센터(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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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산지유통시설 : APC)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4년 말까지 367개소
를 설치하였음. 이 밖에도 지금까지 3개의 청과물종합처리장, 20여개의 거
점산지유통시설이 설치되었음.
- 미곡종합처리장(RPC)은 1991년 RPC 시범사업 2개소(농협)를 시작으로
‘03년까지 328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건조저장시설(DSC)도 568개소나 설
치되었음. ‘99년 이후부터는 가공시설의 충분한 확충으로 RPC 등 쌀 가공
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02년부터는 신규 RPC 지원을 중단하
되 건조저장시설은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은 '94년부터 건설이 추진되어 2000년까지 총 10개
소를 건설하여 국내 도축량의 30~40%를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10개소 중
1개소가 사업이 취소되어 실제는 9개소만이 건설되었음.
○ 이와 같이 ‘90년대 들어 42조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 추진에 힘입
어 산지에 APC, RPC, LPC 등 현대적인 유통시설이 집중 설치됨에 따라 10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선진적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음.
○ 1970년 이후 추진된 공동출하조직 육성정책은 1993년 신 농정하에서 품목
별 생산자조직 육성정책으로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연합판매사업 추진으
로 질적인 성장을 하게 됨.
○ 1993년 신 농정 하의 품목별 생산자조직(사업조합, 법인 형태)의 육성은 농
협의 계통작목반과, 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육성으로 나
눌 수 있음. 특히 생산자 조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협 계통출
하의 한계를 인식하여 전문화된 법인형태로 육성하여, 공동출하조직에 경
쟁체제를 도입한 정책으로 평가됨.
- 1994년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지유통개혁은 품목별 기초조
직, 광역조직 등 생산자조직 육성과 영농법인의 지역제한 폐지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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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조직과의 경쟁을 촉발하였으며 농산물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현대화와 맞물려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상품화와
공동출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도매시장은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완료되어(2004년) 명실상부한 중진국 위상의 근대화
된 도매시장 시설을 완성하였음.
- 또한 도매시장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1991년 상장경매제가 전면 실시되
었으며. 2000년부터는 전자경매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음.
- 1996년에는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소매점이나 외식업체 등과 같은 실수요
자가 대형화․체인화 되기 시작하였음.
- 도매시장에서는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를 계기로 거래제도의 다양화가 요
구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도매시장 내 상장예외품목의 운영과
정가수의매매의 예외적 허용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2004년부터는 서구식 도매상제를 본 딴 시장도매인제가 시범적으로 도입
되게 되었음.
○ 1994년 5월에 중도매인의 집단반발로 발생한 농안법 파동은 이해관계가 첨
예한 농산물 유통관행을 제도개선으로 일시에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
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임.
4) 산지유통 규모화와 거래제도 다양화 시기 : 2000년대 초～현재(15년)
○ 2000년대 들어서부터 산지유통은 전문화된 조직에 의해 주도되는 방향으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강원연합판매사업을 필두로 대규모
농협간 연합판매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지유통이 대형화되고 있음.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증가 등 소비지 유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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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의 거래교섭력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규
모화 된 생산자조직 290개소를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하였음. 정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에 유통종합자금을 집중 지원 하였고, 산지유통전문조직
은 매년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282개가 선정되었음.
○ 2005년에는 마케팅의 규모화, 기업화를 위해 시군단위 이상 농가를 조직화
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산지유통
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명명하고 9개소를 최초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확대 선정하여 산지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음.
○ 2004년부터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근거를 마련하
여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의 연합판매사업단의 법인화를 의무화
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사업에 전념토록 유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 정책방향은 생산농가가 소비지
유통업체의 대형화, 규모화에 대응하여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
에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향후 대형유통업체 등 소비지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구매
대형화와 체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간 합병, 연합,
전략적 제휴 등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산지유통조직과 관련한 정책 중 시군유통회사 육성정책은 2008년에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2010년에 처음으로 10개 조직을 선정 지원하였으나, 농협 등
기존 조직과의 갈등, 기존 산지유통조직과 연계성 미흡, 지자체 간섭, 의사
결정구조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11년부터는 신규 선정
을 중단하였음.
○ 도매시장에서는 1985년 가락시장을 필두로 시작된 32개 공영도매시장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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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운영되는 와중에 가락시장의 노후화와 물량포화, 주차장부족 등의 문제
가 제기됨
- 이에 따라 2007년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가락동,
광주각화, 대전오정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대상시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2~3개 도매시장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농산물
물류효율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시설기능을 고도화 하고 있음.
○ 같은 기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종사자의 대형화, 규모화
를 유도하기 위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근거마련(2007년)
과 IT기술의 발달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자거래소
설치근거 등이 마련되었음.
○ 박근혜정부 들어서 농산물유통개선을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2013년 5월27
일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며, 2014년 5월 2일에는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농산물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생산자조직 중심
의 유통계열화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1.1. 산지유통 변화와 정책
○ 농산물 유통단계를 산지유통, 도매유통, 소매유통으로 구분할 때, 산지유통
은 농산물 유통과정의 출발점이며, 산지유통과정에서는 생산농민과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인(수집상)들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선별․포장, 등급화, 가
공, 저장, 운송, 거래(교환), 금융 및 위험부담, 정보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산지유통주체들이 산지에서 이러한 유통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효용을 창출
해 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에서 산지유통은 유통의 출발점으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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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가가 직접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소매점 등에
출하하거나 또는 소비자들에게 직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농이나 특
수품목 생산자 중 일부가 수행하는 산지유통임. 대부분의 농산물은 과거부
터 농가가 생산하고 작목반이나 농협, 영농조합 등 생산자조직을 통해 공동
출하 하거나 산지유통인에게 포전매매 등으로 판매함.
- 산지유통인들은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소매점, 가공업체, 요식업체 등에 출
하․판매함. 즉 산지에서 일어나는 농산물 거래의 1차 거래자(first handler)
는 생산자조직(협동조합, 영농법인)과 산지유통인(shipper)임.
○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과거에는 산지유통인(소위 수집상)
이 산지유통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협동조합이 산지유통에 관심을 갖고 정
부도 협동조합의 산지유통 기능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시설지원을 집중
하면서 생산자단체가 산지유통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됨.
- 2014년에는 농가생산 청과물의 47%가 생산자단체에 출하되고 있음.
- 쌀은 농협 RPC 등 생산자단체로 63%가 출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유럽이
나 일본과 같이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유통은 실현하지 못하여 생산자단체
의 산지유통 주도력은 여전히 떨어짐.
○ 2014년 청과물 생산농가의 출하처별 비중은 생산자단체 46.8%, 산지유통인
31.5%, 가공(저장)업체 8.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쌀의 경우 생산농가의 출하처별 비중은 생산자단체 63%, 민간도정업체
24%, 소비자 직판 9%, 정부수매 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개년을 비교해보면,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해 거래하는 비중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산지유통인을 통한 거래는 30~34% 수준으로 정체상
태이며, 가공(저장)업체나 도매상과의 직접거래는 감소하는 추세임.
- 이는 과거 개별생산자가 직접 시장에 대응하던 방식에서 조직화를 통해 조
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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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08년 1.4%이던 것이 2014년 3.9%까지 증가하였음.
- 이는 직거래가 가격안정,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택배사업 활성
화, 인터넷 거래활성화의 영향도 있음.
표 1-1. 청과물 생산자의 출하처별 비중
(단위 : %)

구분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산지공판장
가공(저장)
도매상
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
소매상
수출기타
대량수요처
소비자
합계

2009
43.1
31.7
6.5
11.4
4.4
0.8
0.1
0.3
1.7
100.0

2010
43.1
32.4
5.8
11.8
4.2
0.6
0.3
1.8
100.0

2011
43.7
31.1
5.7
11.8
5.1
0.4
0.3
1.9
100.0

2013
46.2
34.1
6.9
7.8
1.0
0.2
3.8
100.0

2014
46.8
31.5
8.8
7.4
1.5
3.9
100.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 각 년도
주 ) 2012년은 경로별 출하비중 분석이 누락되어 제외 .

○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은 공동출하조직 육성정책과 산지유통시설 확충정책
으로 대별됨. 농산물 유통에서 산지 공동출하조직 육성은 생산농민의 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산지유통인(수집상), 도매상인, 소매유통업체 등과의 거래
교섭력 확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
○ 1970년 이후의 작목반, 영농회, 협동출하반 등 기초조직 육성과 농협 계통
출하 확대 등과 같은 공동출하조직 육성 정책은 1993년 신 농정 하에서 품
목전문조합과 영농조합법인 등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다시 2000년대 들어 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 및 연합판매사
업 추진으로 다시 한 번 질적인 성장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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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정부의 산지유통정책 변화
연도

주요 산지유통정책 변화

1991

- 재배집단화, 공동생산, 공동출하사업이 정책사업화

1994

- 표준규격, 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제 도입
- 선별, 규격포장, 저장, 가공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지원정책 도입

1998

-

2000

- 산지유통관련 자금 통합, 유통활성화자금 지원

2004

- 조합간 공동출자 법인인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2005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 추진
- 연간 100억원 이상 공동마케팅 조직육성

2009

- 시군유통회사 설립과 운영지원
- 29개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2010

- 산지유통정책의 통합 개편, 산지유통종합계획 도입
- 150개 우수 산지유통조직 육성, 선택과 집중, 선 조직화․후 지원 원칙수립

2011

- 로컬푸드 정책 발표

2012

- 원예자조금법 제정

유통협약, 유통명령제 도입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 시행, 주산지 농협 채소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산지유통시설 확충(APC로 명칭변경)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사업추진

○ 2000년대 정부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작으로 많은 조직이 육성됨.
- 정부는 2017년까지 중대형 산지유통조직 150개소 육성으로, 원예농산물의
50%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유통활성화자금과 APC를 지원하고 있음.
- 2013년 말 157개 산지유통조직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 조직의 평균매출
액은 241억원이며, 당기공동계산 평균 취급액은 약 110억원(이중 수탁형
공동계산금액이 전체 65.0%인 약 71.5억원을 차지)임.
○ 또한 산지조직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 규모화와 공동선별 체
계 안착을 위해 유통활성화자금 금리를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자
금배정권한을 통합마케팅 대행조직에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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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20%에 금리 1.0%, 20~50%
2.0%, 상위 50% 초과 3.0%의 차등이자율을 적용하고, 자금지원기간도 1
년에서 최장 3년까지 적용하고 있음.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공동계산액 취급
비중을 기준으로 배정하여 단순 취급액 성장보다는 공동선별에 의한 공동
계산 취급액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음.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힘입어 지원조직의 전체 공동계산액은 2004년 4,043
억원에서 2011년 13,491억원으로 3.3배 증가하였음. 이중 농협계통조직의
공동계산액은 3,309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농업법인의 경우
734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약 6배 증가하였음.
○ 공동계산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13.71%에서 2011년는
38.30%까지 증가하였음.
- 이중 농협계통은 12.06%에서 35.96%로, 농업법인은 35.7%에서 44.24%로
증가하였으며, 농협계통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음.
- 이는 2011년 지원요건과 평가기준을 취급액에서 공동계산액으로 전환하
는 정책변화에 농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임.
표 1-3. 공동계산액과 공동계산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공동
계산액
공동계
산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5,808

7,384

8,741

9,677

12,814

14,906

13,491

농협

5,058

6,474

7,367

7,829

10,153

11,282

9,091

750

910

1,374

1,848

2,661

3,624

4,400

합계

18.28

20.55

21.81

21.54

25.85

26.26

38.30

농협

17.00

19.25

19.96

19.25

22.95

22.91

35.96

농업법인

37.09

39.41

43.40

43.48

49.98

48.20

44.24

농업법인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외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성과분석 」, 2013. 2
주 1) 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 , 연합사업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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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조직의 공동계산 비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동마케팅 조직(개소)

9

15

19

22

26

31

35

산지유통전문조직(개소)

259

251

278

292

288

282

145

공동계산율(%)

18.3

20.6

21.8

21.5

25.9

26.3

38.3

2012
165
43.6

자료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성과분석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3

○ 이와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 정책방향은 소비지 유통업체의
대형화, 규모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산농가의 궁극적인 지향
점인 거래교섭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향후 대형유통업체 등 소비지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구매
대형화, 체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간 합병, 연합, 전
략적 제휴 등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산지유통, 특히 노지채소 산지유통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유통주체가 산지유
통인임.
- 수십년이 지난 지금 산지유통인은 여전히 법인화 되지 못하고 개인 사업
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취약한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지속적으로 지적
되고 있으며, 가격 폭․등락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에도 한계가 있고,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대형화된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도 어려워 도매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산지유통인이 감소한 이유임.
○ 산지유통인은 가격변동위험이 큰 엽근채류의 50~90%를 수확 이전 농가로
부터 밭떼기(포전거래)하여 소비지에 출하하며, 1995년에 ‘수집상등록제’
(현재는 산지유통인등록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등록 산지유통인은 초기
1만여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제 활동하는
산지유통인은 현재 2~3천명인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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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도 심해지면서 산지유통인의 농작업관리와 수확
작업 업무가 과거보다 더 늘어나, 파종 이후 모든 작업을 산지유통인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규모화의 필요성이 높아짐.
○ 산지유통정책에서 산지유통시설은 공동출하조직 육성과 함께 중요한 하드
웨어로 1992년부터 추진된 42조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으로 획
기적으로 확충되어 농업발전에 커다란 기반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음.
○ 1992년 이전의 산지유통시설 확충 정책은 1972년 이후 작목반, 농협 등에
설치 지원된 간이집하장, 과일 등 원예작물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운송차량
정도 밖에 없어 취약한 상태였음.
- 그러나 1992년 들어 42조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이 본격 추진
되면서 청과물, 미곡, 축산물 등 부류별로 현대적인 산지유통시설이 2000
년대 후반까지 집중 건설되었음.
○ 이와 같이 ‘90년대 들어 42조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 추진에 힘입
어 산지에 APC, RPC, LPC 등 현대적인 유통시설이 집중 설치됨으로써 10
년 사이에 선진적인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음.
○ 그동안 정부의 산지․도매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유통시설은 규모면에
서 다소 미흡하지만 선진국형 유통시설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음. 이를 통해
농산물의 선별등급화, 포장, 가공, 저장 등이 과다할 정도로 강화되어, 하드
웨어측면에서는 산지와 도매부문이 경쟁력을 갖추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통시설의 계절적 이용과 선별품목 제한성, 지역 중복
성, 그리고 산지유통시설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도매, 소매와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많은 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함.
- 2014년 aT에서 전국의 APC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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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367개소 중 폐업된 업체는 24개, 용도변경(김치공장 등) 4개, 부도처
리 5개, 경매처분 3개, 타법인 임대 1개, 사업포기 반납업체 1개 등임.
○ 특히 거점 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되면서 인근 중소 산지유통센터가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시군단위 연합사업, 광역연합 등
사업규모가 광역화되면서 농산물 집하, 선별, 출하를 일부 시설에 집중하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음.
○ 더욱이 Big3 등 대형소매유통업체에서 전국을 권역화하여 개별적인 물류센
터를 운영하고 심지어 이마트의 후레쉬센터(이천)와 같은 곳에서는 농산물
의 저장․선별․포장까지 직접 수행하여 체인점포에 공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산지유통센터의 가동률은 더욱 더 하락하고 있는 등, 가동률 제
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즉 앞으로는 시설 보완과
시설추가 등이 필요하고 경영효율 증진도 필요하며 시설간 연대를 통해
가동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다공장시스템).

1.2. 도매유통의 변화와 정책
○ 농산물 도매유통은 상류측면에서는 산지 공급주체와 소비지 수요주체 사이
에서 효율적인 중간매개 역할을 하고, 동시에 물류측면에서는 소품목으로
대량집하된 농산물 등을 다품목으로 소량배송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유통단
계임.
○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의 도시에 산재하여 시설이 낙후
된 유사도매시장이 농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 유사도매시
장에서는 위탁도매상들이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위탁받아 소매업체나
수요처에게 판매한 후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특히 이 시기 출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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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교섭력 등이 극히 취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탁도매상에 의한 가
격 후려치기, 덤 요구, 폭리, 정산 지연 등의 횡포가 자행되어 유통마진도
많이 발생하는 구조였음.
○ 전국의 주요 도시에 공영도매시장이 순차적으로 건설 개장되면서 청과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근래 들어 70%대를 넘어 2010년
73.4%까지 달했으나, 그후 다소 줄어들어 2013년에는 61.1%까지 하락하였음.
그림 1-1. 청과물의 도매시장 유통경로 점유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 각년도

○ 청과물 유통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137, 청과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도매물류센터나 대형소매유통업체 등 신유통업태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137 도매시장 경유율은 「도매시장유통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 수출량 > × 10
0」으로 표현한다 . 여기에서는 단순히 국내채소 ․과일의 총 생산량과 수출량 , 그
리고 수입량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총 유통량을 산출하고 , 여기에 도매시장취급
물량을 단순 비교하여 이를 지수화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 이는 실제 상품화물량
과 제품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곤란하여 , 경유율의 정도보다는
추세파악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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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서 도매시장 경유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구색용 상품의 도매
시장 구매가 유지되고 있고, 거래 투명성 증가로 도매시장 신고누락 물량
등이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그림 1-2. 도매시장 경유율 증감 추이(2001=100)

주 1 : 경유율 = 도매시장취급량 ÷ <(국내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 × 100
주 2 : 연도별 동일한 조건하에서 도매시장 경유율 변화의 추세만을 파악

○ 물론 1996년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해 1993년 이후 대형유통업체들이
급증하고 도매시장을 우회하여 산지 출하업체로부터 직접 전국에 산재한
자체 물류센터로 공급받아 소매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음.
- 정부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중간유통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영도매시
장과 경쟁적인 도매물류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박근혜정부 들어 2013년부
터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정책 일환으로 협동조합의 거점도매물
류센터 5개를 건설 지원하는 등 도매시장을 우회하는 신 유통경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 향
후 도매시장 경유 비중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도매시장의 거래주체별 거래량 비중에 커다란 변화는 없음. 다만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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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성장률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상장예외품목 도매상의 거래
량 성장률이 가장 높으며 공판장이 가장 낮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공판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반면, 상장예외품목
도매상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림 1-3. 도매시장의 거래주체별 거래량 비중추이

자료 : 「도매시장통계연보 」, 농림축산식품부 , 각 년도

그림 1-4. 거래량 기준 도매시장의 거래주체별 성장률 추이(2005=100)

자료 : 「도매시장통계연보 」, 농림축산식품부 ,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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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의 수입농산물의 취급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002년 4.5%에서
2014년에는 10%로 증가한 가운데, 거래주체별로 비상장품목취급 중도매
인이 금액기준으로 19.2%로 가장 높았고, 공판장이 8.1%로 가장 낮았음.
표 1-5. 도매시장 거래주체별 국산농산물 취급비율 추이
물량비율(%)
2002
도매시장법인(50개 법인체)
공판장(33개 조합)
시장도매인(52개 법인체)

2002

92.8
97.3

비상장품목(6 시장)
합계

2014

금액비율(%)

92.9
86.6

90.8
95.5

90.1
97.3

92.3

2014

91.9
83.4
80.8

95.5

90.0

○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방법은 경매․입찰이 대표적이며, 2013년 이
후 정가수의매매가 경매입찰원칙과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제도화되고 정부
의 활성화 정책으로 2015년 17%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
장 내에서도 상장예외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을 상대매매인 수의거래가 이
루어지며, 2004년 건설된 강서도매시장에 시범 도입된 시장도매인제 시장
에서는 상대매매인 매수 또는 위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6월 기준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은 거래물량과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87.7%와 86.1%이며, 2002년 대비 각각 8.7%P와
8.9% 감소하였음. 한편 현재의 경매․입찰방식은 전자식 입찰방식(전자경
매)을 활용하고 있음. 무선응찰기를 이용한 전자경매는 1997년 4월 시범운
영을 거쳐 2000년부터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
였음. 2000년 4%였던 전자경매비율은 2014년 95%로 확대되어 거래의 공
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목표는 기본적으로 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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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전국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 추이

경매․입찰비율(%)

2002

2013

2015(6월)

거래물량

96.4

87.7

82.6

거래금액

95.0

86.1

83.4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 한편 현재까지 추진된 정가수의매매 중에서 사전적 거래에 가까운 전자거
래나 전송거래의 비율은 약 20% 전후이며, 나머지 80% 전후는 현물거래로
정가수의매매의 주를 이루고 있음. 특히 지역별로 정가수의매매의 추진실
적이 상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도매시장별로 정가․수의매매
추진에 대한 적극성 측면의 차이보다 전송거래에 대한 의존도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아직은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효과
는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표 1-7. 정가․수의매매의 유형별 비중, 2014년
전자거래 비중(%)

전송거래 비중(%)

기타거래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도매시장법인
(50)

11.2

13.8

9.4

9.5

79.4

76.7

공판장(33)

6.8

7.5

11.1

11.8

82.1

80.8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 도매시장의 물류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파렛트 출하율은 약 11%로, 특히 국내
산 채소, 과일은 불과 6%만이 파렛트로 출하되고 있음.
- 한편 산지에서 물류센터나 소매점 등으로 직접 출하하는 농산물의 파레트
출하율은 약 95%에 육박하고 있어 물류효율이 높음.
- 이는 소매점이 산지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가 물류보다 선행되어 구
매자의 요구에 맞춘 물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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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도매시장에서는 파렛트로 출하된 상품조차도 구매단위와 판매단
위가 일치하지 않아 하역과정에서 다시 분류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2013년 도매시장의 전체 하역비는 95,918백만원으로 거래금액의 약 0.9%수
준임.
- 이 중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는 48,381백만원으로 전체 하
역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출하자를 위해 하역비의 50%나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체계 개선은 지난한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 도매시장정책은 공영도매시장건설과 거래제도 정책으로 대별됨.
○ 정부의 공영도매시장 건설은 1978년 이전까지 전국 도시별로 운영된 법정
도매시장(61개소)의 증설 및 시설개보수, 유사도매시장의 양성화 등 노력에
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와 규모 협소 등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 기
능 정상화에 한계를 노출하여 농산물 유통개선의 중핵사업으로 추진된 성
공적인 정책이었음.
○ 정부는 우선 농산물 유통개선의 중핵 사업으로 ‘78년부터 서울시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가락동 도매시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79년에 시장건설
기초작업 완료, ‘80년도에 시장부지(약 545천㎡) 확보, 기본설계 완료, 토목
공사 일부 착공 등을 거쳐 ’85년에 역사적인 개장을 하게 되었음.
○ 한편 정부는 ‘81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주요 지방도시 도매시장 적정
입지배치 연구를 의뢰하여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을 비롯해 2001년까지 12
개 대도시에 19개 거점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중요 중소도시에 15개 보완도
매시장 등 34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적 건설
추진으로 32개 도매시장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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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는 산지, 소비지 물류환경 변화에 도매시장이 능동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물류시설 확충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함.
○ 한편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어 왔음.
- 1973년 제정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체계 하의 법정도매시장 의무상장제
- ‘77년 농안법 개정에 의한 의무상장제 폐지
- ‘91년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 전면 실시
- ‘98년 상장예외품목 운영, 정가수의매매 활용 등 거래제도 탄력화
- ‘99년 12월 농안법 개정으로 시장도매인제 신설, ’00년부터 전자경매 도입
- ‘12년 8월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경매․입찰과 함께 정
가수의매매를 동등하게 거래원칙으로 적용
○ 정부에서는 공영도매시장에서조차 개별 위탁상의 비공개적, 자의적 위탁거
래가 성행하여 공개경쟁거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상장경매제
를 단계적으로 추진
-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표적인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91년 7월부터 과실류와 포장채소류 등 21개 품목을 상장 경
매하도록 한데이어, ’92년에는 32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여 총 53개 품목
을 상장경매토록 하였음. 지방 도매시장은 ‘92년 1월부터 과실, 과채 전
품목에 대해 상장경매를 실시토록 하였음. ‘95년 1월 1일부터는 도매시장
에 반입되는 전 품목을 상장 경매하도록 하였음
- ‘12년 8월 농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가수의매매가 경매․입
찰거래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자리 잡게 된 이상, “상장경매제”는 “상장
거래제”로 변화되기에 이름.
- 한편 상장경매제가 제도적인 큰 변혁을 초래한 이후, 도시로의 유통량 급
증과 이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부족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품목의 가격 폭락 대한 농민 반발, 가격 폭등에 대한 소비지 반발, 고비용
저효율유통구조 양산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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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유통개혁대책 수립을 통해 거래방식 다양화를 추진
하였음. 우선 1999년에는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2004년
부터는 수집과 분산기능을 통합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규정하였음.

1.3. 소매유통의 변화와 정책138
○ 우리나라의 소매유통은 1996년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대형소매
유통업체들이 진입하고, 국내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를 경쟁적으로 개설하
면서 신업태가 급증하였음. 이로 인해 재래시장(전통시장), 슈퍼마켓, 백화
점 중심의 전통적인 소매업태 구조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무
점포, 편의점 등 신업태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
○ Big3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수 추이를 보면, 대형마트
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508개 점포가 개점되었으며, 기업형 슈퍼
마켓은 2012년까지 연간 최고 251개 신규 점포가 개설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SSM 출점 제한이 시작된 이후 점포수 증감률은 크게
하락하여 2014년 기준 1,370개 점포가 개점하여 영업 중에 있음.

138 이 부분은 김병률 외 ,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 (2015) 연구 내용 일부를 인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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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big3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수 추이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형마트

394

409

437

446

470

483

508

점포수증감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수증감

-

15

28

9

24

13

25

485

677

928

1,050

1,280

1,300

1,370

-

192

251

122

230

20

70

자료 : 유통업체연감 2015.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순수 소매업 총매출액(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판매액 제외)은, 2006년 185조
원에서 2010년 230조, 2011년 250조원으로 급신장세를 나타내었음. 그러나
2012년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시행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음. 가령 소매업의 총 매출액은 2012년 260조원, 2013년 264조원,
2014년 26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2013년과 2014년 물가상승률(1.3%)을 고
려하면 실제 매출액 신장률은 0.1%로 제로에 가까움.139
표 1-9.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185.2

197.6

217

228.7

230.3

249.5

260.4

264

267.8

주 : 소매업 매출액은 소매업 전체 매출액에서 승용차 및 차량연료 소매판매액 제외한
순수한 소매유통 판매액
자료 : 통계청 , 소매업태별 판매액 , 2014

139 물가상승률: 2010년 3.0%, ‘11년 4.0%, ’12년 2.2%, ‘13년 1.3%, ’14년 1.3%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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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 업태별 매출액은 대형마트와 무점포(TV홈쇼핑, PC기반 인터넷쇼핑, 모바일
쇼핑)가 선두를 나타내며, SSM을 포함한 슈퍼마켓과 백화점, 편의점이 그
뒤를 따르는 형상임.
- 특히 온라인 무점포판매 신장률이 가장 높으며, 오프라인판매 신장률은
크게 둔화되고 있음. 특히 무점포판매가 2010년부터 백화점매출액을 추
월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형마트 매출액을 추월하였음.
표 1-10. 소매 업태별 매출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0

2014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백화점

24.8

10.8

29.3

10.9

대형마트

38.1

16.5

47.6

17.8

슈퍼마켓

29.9

13.0

35.4

13.2

편의점

7.8

3.4

12.7

4.8

전문소매점

100.5

43.6

101.7

38.0

무점포 소매

29.2

12.7

41.1

15.3

계

230.3

100.0

267.8

100.0

자료 : 통계청 . 2014 소매업태별 판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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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던 백화점의 성장률이 둔화되
기 시작하여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거시경제적 요인
으로 2012년 이후 저성장과 내수침체로 주요 고객층인 중산층 소비가 대폭
위축되고, 2012년 이후 2~3%대의 저성장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
입하고, 그나마 경제성장이 수출 위주로 주도되고 내수는 침체국면에 빠졌
기 때문임.
○ 대형마트는 2011년에는 10.9%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세를 이어왔
으나,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본격적인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2.4%, 3.4%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그러나 대형
마트 매출액에는 면세점과 아웃렛부문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순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하였음.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점포도
2013년, 2014년 각각 12점포와 6점포로 크게 줄어들었음.
○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일반슈퍼마켓을 포함한 슈퍼마켓업계는 2013년까
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준 대규모점포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가 대형
마트 규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어 2012년
4.8%, 2013년 3.1%, 2014년 0.8%가 되었음. 다만 전체 슈퍼마켓 업태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비중이 20% 정도임을 감안하면, 슈퍼마켓업태의 신장률
은 대형마트보다는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홈쇼핑, 온라인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매년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다 2013년부터 14년 사이 7%대로 성장률
은 둔화되었음.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모바일쇼핑이 PC기반 인
터넷쇼핑을 크게 앞지르며 무점포 소매업 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등 일
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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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점포 소매업 중 TV홈쇼핑, 인포머셜 홈쇼핑 등 홈쇼핑 매출액은 2011년
13조원에서 2014년 19조원으로 급증하였음. 가령 2013년에 신규 진입한 홈
쇼핑사인 ‘홈앤쇼핑’ 는 급성장하여 개국 2년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
였으며, 종합편성채널 4개사(TV조선, MBN, JTBC, 채널A)가 지상파와 동
일한 의무전송채널 지위를 획득하여 황금채널 16번 내외 번호대로 확정 받
아 매출 신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
화 규제조치로 신용카드 할부결제 비중이 높은 홈쇼핑업계에 악재로 작용
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함.
○ 스마트폰 모바일 쇼핑 급신장으로 유선네트워크 기반의 전통적 개념의 PC
기반 인터넷쇼핑은 급격히 쇠퇴하여 2014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
음. 한편 11번가, G마켓, 옥션으로 대표되는 모바일쇼핑은 2013년 5조 9천
억원대로 급신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13조원대로 급증함.
표 1-11. 무점포 소매업 업태별 매출액
단위 :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TV 홈쇼핑

5.7

6.5

7.9

9.0

9.3

PC기반 쇼핑

27.4

31.6

34.0

33.8

32.0

모바일 쇼핑

-

-

1.8

5.9

13.1

자료 : 2015 유통산업백서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 무점포 소매업과 함께 상대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후발주
자인 신세계 ‘위드미’와 홈플러스 ‘365플러스’가 업계에 등장해 신규점포수
가 증가하여 나름대로 성장한 것으로 보임.
- 2013년 편의점의 총 점포수는 24,859개로 전년대비 300개 증가하였으나,
성장률 둔화가 시작되어 과거 두 자릿수 고도 성장기는 마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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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소매유통정책의 관할부처가 농식품부가 아닌 산업자원부임. 이 때문
에 농식품부는 직접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기업 소매유통
업체와 상생협력을 맺어 국산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유도하는 정도임. 또한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소매점 점포에 직거래 판매대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농민들의 직거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임.
○ 정부는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으로 대형마트들이 급속히 늘어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크게 위협하게 되고 지역의 전통시장, 일반슈퍼, 식료품점 등
골목상권이 생존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급기야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
정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장소 규제, 강제휴무와 영
업시간 규제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 이용고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여 전
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으나, 납품업체, 특히 농산물 납품업
체인 산지 생산자조직의 납품량 감소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 등 또
다른 부작용도 수반되게 되었음.

제2장 미래유통 전망과 농산물시장의 대응과제

2.1. 미래의 농산물 유통 전망(메가트렌드)
○ 미래의 농산물 유통은 글로벌 경제사회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
임. 농산물 유통은 한편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패턴과 구매성향의 변화
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농산물의 생산구조와 연계되어 생산부문의 메가트
렌드에 영향을 받을 것임. 또한 글로벌 교역환경에 영향을 받아 유통의 글
로벌화가 촉진될 것이며, IT, BT, NT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와 융복합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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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유통부문이 첨단화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학자들이 제시한 21세기 메가트렌드를 정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경제사회 트렌드로 ① 탈산업화사회: 물질주의 탈피하고 새로운 가치
추구, ② 글로벌 경제: 무한경쟁시대로 지역경제권 형성, ③ 에너지 식량 부
족: 탈석유시대 도래, 물 부족, 식량난, ④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지구온난
화, 환경 악화로 질병 만연, ⑤ 인구구조 변화: 개도국 인구 증가, 세계적인
고령화 진행, ⑥ 국제정치 불안: 미국 중심 단극체제 탈피 다극화로 정리됨.
○ 또한 과학기술 트렌드로 ① 기술개발 가속화: 나노기술 등 빠른 발전, ②
녹색기술 성장: 에너지, 환경 기술 산업화 실현, ③ 융복합기술 발전: IT,
NT, BT, ET, CT 연계, 결합으로 정리됨.140
○ 미래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21세기 메가트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음. 우선 중심 키워드는 글로벌화, 기술,
인간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과 다극화,
인구 증가와 고령화, 식량부족, 이동성 증대, 기후변화, 환경악화, 생태계파
괴, 질병만연 및 디지털화, NT, Ubiquitus, 융복합 등 기술의 첨단화와 발전
이 예상됨.
그림 2-1. 21세기 세계 경제사회, 과학기술의 키워드와 메가트렌드
키워드

메가트렌드
- 국경없는 무한경쟁, 다극화

- 세계화(Globalization)
- 기술(Technology)
- 인간(Human)

⇒

-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식량부족, 이동성
- 기후변화, 환경악화, 생태계파괴, 질병만연
- 기술발전, 융합: 디지털화, NT, Ubiquitus, 융복합

140 김정호 외 , 한국농업 미래비젼 , p14, 진샘미디어 . 2012.10.

713
○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유통과 연계하여 미래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상품과 농식품의 개방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결국 향후 지구촌의 통합이 가속되면서 세계의
경제와 농업 등에서 장벽이 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제약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농식품의 해외직구도 늘어
나는 추세이며 국내 온라인업계도 직구시장에 관심을 갖고 해외시장 진출
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미국, 유럽, 중
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의 동조화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상품구매에 대한 규제 완화와 편의성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일본, 한국, 대만, 홍콩에 이은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의 성장 등 아
시아권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새로운 농산물 무역질서의 대두도 중요한 변
수임.
-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권(Emerging Market)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경제를 팽창시키는 중추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선진국
들의 무차별적 시장개방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물 시장개
방도 그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아시아권 내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주요한 수출목표로 등장하여 주
변국으로부터 한국의 수준에 맞는 시장개방 요구가 강화될 전망임. 중국
시장은 농식품의 잠재적 수요가 엄청나 가까운 미래에 곡물을 비롯해 주
요 농축산물과 식품의 거대수입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농식품 유통시장이 더 이상 국내유통, 국제교역이라는 구별이
없어지고 국내유통도 국제농산물유통시장의 하나로 편입될 것임.
○ 셋째, 세계인구 증가와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고도경제성장과 농식품 수
요 증가로 세계 농식품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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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농산물 및 식품시장 규모는 2010년 약 5.8조 달러로 IT와 자동차를
합친 시장규모보다 크며(IT 3.5조, 자동차 1.6조 달러), 인구증가와 신흥국
성장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식품시장이 2005년 이후 연평균 24%씩 급증하는 추세로 농
식품의 블랙홀이라고도 불리며, 고령화가 진전되어 건강기능성식품, 친환
경 유기농식품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농식품 유통시장에서도 가치를 중시한 유통, 안심 마케팅, 신뢰 마케팅 등
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넷째, IT, BT, NT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 및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복합은 산업과 문화 자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농업부문에서도 생명산
업, 전후방 연관산업, 식품, 유통 등 산업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과거 녹
색혁명, 백색혁명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IT-BT 농업혁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즉, IT, BT, NT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생산 및 유통 부문과 융
복합이 강화되어 농업생산이 첨단화된 스마트팜 영농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로 유통부문의 혁신이 예상됨.
○ 다섯째, 농산물 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될 것임. 고소득
시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의 다양화로 제품 차별화가 가속화되고, 외식산업
의 대폭적인 성장이 예상됨. 이렇게 식품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장․가
공부문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고 수직적 통합에 의한 복합산업화도 진전될
것임.
○ 유통경로 전문화․다양화가 진행되면서 대형마트, 전문점 등 대형소매기구
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은 크게 위축되는 한
편 특색 있는 시장으로 변모할 것임. 이러한 소매유통의 변화에 따라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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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도매유통에서도 빠른 변화가 예상됨.
○ 향후 농산물 유통은 결국 소비자 지향 시대, 가치 추구 시대에 맞추어 소비
자의 선호변화와 구매성향 변화, 그리고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소매점들의
마케팅전략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모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산지의 농산물
생산농민과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들의 농산물 출하전략도 이러한 소비자
와 소매유통 변화에 맞추어 변화할 것이며, 도매시장 유통주체들도 마찬가
지로 마케팅전략을 시대상황에 맞추어 변화할 수밖에 없음.
○ 마케팅은 과거 상품을 생산해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
(mass marketing)하는 생산자 중심의 ‘Marketing 1.0’에서 벗어나, 정보화시
대에 정보기술에 무장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제품사양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제품가치를 결정하고, 유통인들은 소비자들의 선호를 파악하여 시장
을 분할하고 특정 표적시장에 맞는 상품을 개발 공급하는 소비자 중심의
‘Marketing 2.0’으로 변모하였음.
○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
니라 마음, 감성, 정신이 깃든 전인적인 소비자(whole human beings with
minds, hearts and spirits)로 인간정신의 만족감까지 추구하게 될 것임. 또한
유통인(marketer)은 소비자들의 감성과 정신을 하이터치하고 차별화된 가치
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임.
○ Marketing 2.0의 소비자지향 시대에서 나아가 Marketing 3.0의 가치 추구 시
대에는 특히 유통과정에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마케팅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 참여와 협력 마케팅 시대에는 컴퓨터와 모바일폰,
인터넷, 개방된 소스(open source)에 기반하여 개인과 그룹의 관계성과 상호
작용성을 가능케 하는 뉴웨이브 기술(new-wave technology)이 가치추구시
대의 추동력이 될 것이며, 소비자들을 단순한 소비자(consumer)가 아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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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머(prosumer)로 변모시킬 것임.
표 2-1. marketing1.0, 2.0. 3.0 비교
Marketing1.0
(제품 중시 마케팅)

Marketing2.0
(소비자 지향 마케팅)

Marketing3.0
(가치 추구 마케팅)

목적(Objective)

제품 판매

소비자 만족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듦

추동력
(Enabling forces)

산업혁명

정보기술(IT)

뉴웨이브 기술

기업이 시장을
보는 방법

대중구매자의 물적
욕구(mass buyer)

마케팅 핵심개념

제품개발

스마트 소비자(smarter
전인간(whole human)의
consumer)의 마음과
마음, 심성, 정신(spirit)
심성(mind and heart)
차별화

기업의 마케팅지침 제품명세(specification) 기업과 제품 포지셔닝

가치
기업 미션, 비전, 가치

가치 명제
(proposition)

기능성

기능성, 정서(감성)

기능성, 감성,
정신(spirit)

소비자와 상호관계

一대多 거래(one-to-many
transaction)

일대일 관계(one-to-one
ralationship)

다대다 협력(many-to-many
collaboration)

자료 : Philip Kotler, Marketing 3.0, John Wiley & Sons, Inc.2010.

2.2. 미래유통 대응 농산물시장 대응과제
○ 농산물 유통을 둘러싼 미래 전망에 대응해 농산물시장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선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함. 유통경로의 다양화는 산지출하주
체, 소비주체, 유통주체들 모두 원하는 추세임. 산지 출하농가와 생산자조
직, 산지유통인들은 판로가 다양화되어 판로 선택권이 확대되길 원하고 있
으며 판로 관리 전략을 통해 거래교섭력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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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소매점들과 가공업체, 요식업체 등 대량수요처에서는 구매처를 다
양화하여 원하는 구매량을 안정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원하
며, 구매조건이 충족되길 원함. 이들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벤더간 경쟁을 유
도하여 거래교섭력을 높이고자 함(벤더관리전략 또는 경로관리전략)
○ 물론 소비자들은 다양한 소비층에서 다양한 품질, 규격 등 원하는 농산물이
다양한 공급망을 통해 판매되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하고자
할 것임.
○ 두 번째로는 거래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산지와 소비지에서 시간, 공간,
형태적으로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거래방식을 요구하는 추세임. 농
산물 품목 특성에 따라 거래주체들은 거래교섭력에서 가장 유리한 거래방
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거래방식 간 자연스런 경쟁 촉진으로 유통효율화가
진전될 수 있음.
○ 세 번째로는 유통종사자간의 적정한 경쟁촉진이 필요함. 적정한 공급은 각
종 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질개선의 계기가 되고, 급변하
는 소비․유통환경에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됨. 특히 농산
물의 중심적 유통을 수행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
인과 중도매인의 실질적 소속제폐지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넷째, 물류효율화와 정보화가 필요함. 정보화, 첨단물류 시대에 콜드체인시
스템,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 등 효율적인 현대적 물류방식으로의 전환
은 필수적임, 또한 IT를 활용한 전자거래, 예약거래, 상물분리, 바코드거래
(RFID) 등은 거래의 대세임.
○ 특히 농산물 유통은 ICT 활용으로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어 미래에 어디까
지 변화된 모습일지 기대가 됨. 그동안 농산물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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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에 비해 단가가 싸서 택배물류비 부담 때문에 온라인 직거래가 빠르게
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물류시스템까지 발달하여 당일배송도 가능해져 급
속히 늘어나고 있음. 대형마트들도 신선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당
일배송하는 마케팅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로컬푸드 직거래에도 온라인
거래가 탑재되고 있음.
○ 유통관행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 농산물 도매시장도 변화의 물결 속으로 빨
려들어가고 있음. 그동안은 소매업체나 요식업체들이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
산물을 오프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대형마
트와 백화점에서 산지와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주문하여, 직접 배
송 받는 추세로 변하고, 일반슈퍼, 요식업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도 공동구
매, 공동물류 추세로 나아가고 있어 도매시장도 변하지 않으면 앉아서 무너
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ICT를 활용한 산지출하예약
서비스, 온라인도매, 정가수의거래, 경매 고도화 뿐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에
위치한 이점을 이용해 온라인 상거래의 집․배송물류기지 역할도 해야 함.

제3장 미래유통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개선방향

3.1. 산지유통 개선
○ 산지유통주체로 협동조합과 민간유통조직(기업)을 육성하여 생산농민의 판
로다양화를 위해 산지유통을 생산자조직과 민간기업이 경쟁 또는 연계제휴
하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선진적인 유통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농협 등 생산자조직에서 채소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사전적인 면적 조정,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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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절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지의 김치업체, 대형유통업체,
급식업체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재배농가-농협 등 생산자조직 또는 유
통조직-김치제조업체 등 실수요업체’를 연결하는 계약생산 출하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농협의 유통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상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
성, 능력, 판단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함
○ 밭떼기 산지유통인의 경우 법인화, 조직화 등으로 산지 민간유통기업으로
육성하여 채소수급정책의 파트너로 자리메김 하고, 협동조합 산지유통의
협력업체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00년대 들어 농협중앙회에서는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판매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그동안 강원도연합, 진주연합, 경주
연합, 햇사레연합, 안성마춤연합 등에서 사업역량이 강화되고 사업량이 확
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었으며, 최근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확대하여
연합 판매사업을 주도하려 하고 있음.
- 최근에는 공동출하조직의 규모화를 위해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뉴질랜드
제스프리 등과 같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합판매사업을 보다 광역
화, 전국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 연합판매사업을 포함해 지역농협의 판매사업을 농가들이 요구하는 방향으
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함. 우선 농가
와 사업주체들이 연합판매사업의 비전과 인식을 공유해야 함. 또한 연합판
매사업은 농가의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통
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농가에 직접 돌아가야만 지속성과 성공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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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판매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연합, 품목연합을 거쳐 광역연합까지 공동
출하․공동판매․공동계산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농가들에게 분명하고
가시적인 수취가격 제고효과를 보여주어야 함. 또한 이러한 공동활동을 통
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농가에게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
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은 투명한 정산
체계 등 명확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좀 더 구체적으로, 연합사업을 통한 브랜드호로 참여농가들에게 브랜드 프
리미엄을 받게 해 주거나(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브랜드관리가 수반되어야
함), 생산농가들이 연합판매사업 조직의 판매사업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도
록 농가 주주 형태의 조직이 되어 폐쇄적인 협동조합식 판매사업 조직으로
운영된다거나(제스프리 등 성공한 모델 케이스), 과거 강원연합판매사업의
풋고추처럼 품목을 특정해서 농가들이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연합판매사업
조직이 되어 시장 영향력을 발휘해야 함.
○ 또한 연합판매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마케팅
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생산 후 공동선별, 유통단계별 품질관리를 위해 제
스프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생산과정부터 품질관
리가 엄격해야 함.
○ 따라서 정부와 협동조합에서는 중소형APC와 거점APC의 기능조정과 통합
운영(다공장시스템), 민간유통업체와의 차별화, 거점도매물류센터의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한 유통시설 활성화 방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
- 기왕에 정부 보조 지원으로 설치된 APC, 거점APC, RPC 등 산지유통시설
의 저장시설, 선과장 등 유휴화(遊休化)되거나 가동율이 낮은 시설의 처분
또는 이용방안(비수기 임대, 매각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성제고 및 마케팅성과가 농가로 환원되는 시스
템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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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금까지 농협판매사업의 특징은 무조건위탁판매에 근거한 리스크회
피적인 사업에만 일관하여 왔으며, 이러한 대응방식이 대규모 전업농가의
농협이탈을 촉진시킨 원인이 되었음. 산지조직화과정에서도 참여농가의 기
회주의적 행동 등으로 인해 품질이 하향평준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
였음. 또한 최근의 판매사업을 둘러싼 경쟁환경의 변화는 주체간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벨류체인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음.
○ 계통농협의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①용도별․수요처별 대응을
위한 목적별 조직화를 강화하고, ②수요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매수
판매의 강화, ③거래방법도 기존의 일회성 거래에서 장기 계약적 거래방식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④도매시장을 활용한 직거래 등 다양한 판로를
개발해야 함
○ 또한 계통농협도 물량확보를 통한 교섭력강화 보다는 가치실현을 통해 경
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판매
활동 – 영농지도 – 자재개발」이라는 수직적 통합을 강화하여 가치시스
템을 만들어가려는 활동이 필요함.
○ 산지와 실수요자는 도매시장을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도매시장의 장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도매시장의 거래시스템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유통의
단점을 극복하는 전략을 취해갈 필요가 있음.
○ 산지의 조직화․규모화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산지의 조직화방
식도 점에서 면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특히 상업적
자본에 의한 농가조직화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농가
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적 조직화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함.
- 또한 하향식 산지조직화 정책이 아닌 품목, 지역, 농가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직화가 가능한 상향식 조직화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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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매유통 개선
○ 청과물 유통량의 50% 이상이 거래되는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체계에
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 유통정책에서도 단연 관심도가 높음. 도매시장
정책변화에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산지시장과 소매시장에도 직
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 정책을 어떤 철학과 논리로 이끌
어 가는가가 유통개선의 중핵임.
○ 학교급식을 비롯한 대량거래처와 산지협동조합간의 B2B거래금액이 1조원
을 넘어서는 등 향후 급식, 군납, 외식 등 요식업단체 등 실수요처와 산지 출
하조직 간 온라인거래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앞으로는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비용절감이 가장 핵심적인 개선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
로 예상되는 만큼,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도매시장의 저장물류시설 미비와 노후화,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출하유치 노
력 부족, 중도매인들의 영세․고령화와 더불어 개인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
등 시장 내 유통주체들의 현실 안주와 혁신의지 결여는 과거보다 빠르게 변
화하는 산지와 소매유통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채소, 과일 등 원예농산물의 수입 확대와 이에 따른 국산 농산물 자급률 하
락세는 수입 농산물 증가와 국산 농산물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수
입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도매시장 외 유통’으로 실수요처에
직접 공급되는 경향에 있어 국산 농산물 유통량 감소는 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 들어 가락시장을 비롯해 도매시장의 거래가격이 높아 거래금액은 늘
어났으나 실제 거래물량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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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해 공영도매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경우, 판로제공, 기준가격 형성 등 도매시장이 생산자를 위해 수행해온 대
표적 기능들이 위축되어 결국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도매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 즉 도매시장의 위기의식을 분
명히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와 관리운영주체는 출하
농민과 시장 내 유통인 스스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

○ 정부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32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상장경매제를
정착시킨 유통정책은 과거 엄청난 유통비용과 유통 부조리를 대폭 줄이고
농가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받도록 해 준 가장 성공적인 농업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됨. 국민들이 먹는 청과물의 절반이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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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신속히 수집되고 분산되어 소비자 식탁에 오르도록 한 주역이 공
영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것임.
○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하나인 경매방식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식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경매방식의 문제에 대한 비
판, 경매일 시장출하물량․제품형태와 중도매인의 수요량․수요제품형태의
불일치(miss-match) 정도가 심해 경락가격이 불안정하거나 불필요한 물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산지의 무조건
위탁판매방식을 취함에 따라 출하자의 거래교섭력이 발휘되지 못해 원하는
수취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비판 등이 공존하고 있음.
- 지금까지 대형마트나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 등은 당일 판매가 완료되어야 익일 구매량 결정이 가능하였으며,
익일 시세를 고려하여 구매량을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음.
- 따라서 수급의 사전적 조절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계획적
인 물류도 불가능하였으므로 도매시장에서의 가격결정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매거래를 선호하였음
○ 1990년대 등장한 신유통업태는 사전 판매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
인 구매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중심의 도매시장 이용을 선호하지 않
았으며, 수의매매를 통한 사전적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화와 물류 비용절감
을 실현하고자 하였음.
- 특히 전 유통과정에서의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간․공간적 제약은 동
반되지만 거래효율성이 높은 경매보다, 거래효율성은 낮지만 시간․공간
적 제약이 적어 사전적 수급조절이 가능한 정가․수의매매의 필요성이 제
기되기 시작하였음.
- 수의매매는 도매시장의 거래효율성제고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보다 전 유
통과정에서의 유통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효과적임. 정책방향도 대형산
지․소비지 구매행동에 대응한 전 유통과정에서의 효율화관점을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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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음
○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진출이 본격화된 ‘90년대 후반부터 경
매방식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매제의 장단점을
강화․보완하자는 논리와 가격결정방식은 물론 도매시장주체의 수집과 분
산구조(상장매매제→시장도매인제)까지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가 양립하면
서 논쟁이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격결정방식(경매제)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가격
결정 방법인 “정가매매․수의매매”을 통해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 순서일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시장구조까지 바꾼 시장도매인제로 가야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양상임.
- 물론 도매상제(시장도매인제)로 전면 이행할 경우 경매제가 갖고 있던 문
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매제에 의한 거래보다 월등히 효과가 크다는 근
거와 공감대도 부족한 측면이 있음.
<도매시장의 유형과 발전 궤적>

자료 : 김병률 외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사업 설계과제 연구 』,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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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국가들은 각기 특성에 따라 농산물 유통체계가
잡혀 있음. 그러나 각기 국가의 유통체계는 산지와 소비지의 구조적 특수성
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특성이 다른 우리나라가 선진
국의 유통체계만을 옳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음.
- 우리 사회에 적합한 어울리는 유통체계와 유통정책이 필요함. 가령 미국
의 도매상제도(우리의 시장도매인제)는 미국의 대규모 농산물 거래에 적
합한 유통체계로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 유통현실
에 그대로 접목될 적합한 제도라 할 수는 없음.
- 현재의 상황이 유사도매시장의 위탁도매상 시절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
나 시장출하품의 선별적 구매(매수), 상인 중심의 위탁상품의 판매와 정
산, 품위 등 상품 등급 판정 등 도매상의 절대적인 거래교섭력 우위 경향
은 변함이 없음.
○ 2013년 정가수의거래방식을 경매방식과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바꾼 것은 경
매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거래방법의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올바
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최근 발표한 정부의 농산물유통개선대책(2013.5.27
일)에서는 정가수의매매방식의 확대를 위한 보완대책 또한 바람직한 것으
로 사료됨.
○ 향후 거래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이고 엄밀하게 조사연구 될 과제이
며, 유통현장에서 산지유통, 소매유통이 변하고 판매자, 구매자들이 요구하
는 거래방식이 늘어나면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시장도 생존을 위해 현
실에 맞는 거래방식을 선택해야 함.
○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는 산지, 소비지 물류환경 변화에 도매시장 시설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특히 소비지에서 요구하는 스펙으로의 소포장,
선별, 가공, 저장, 배송 등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음. 이때 전국 32개 시장의 유통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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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도매시장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함.
○ 농산물 유통에서 가락동 도매시장을 제외한 지방도매시장에 대해서도 부단
히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도매시장은 분산 상권이 협소하고, 취급물량이 적어 대형 도매시장으
로부터 전송거래로 상품을 확보하는 실정임.
○ 따라서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조속히 예약출하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 도매
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간 거래물량 취급을
공유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 도매시장종사자의 물량수집과 분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매시
장종사자에 대한 교육,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
하고(법인의 거래처 발굴 연계 등), 취급품목에 반가공, 가공식품도 추가하
여 구매자들의 원스톱 쇼핑을 이끌 필요가 있음.
- 또한 저장시설(상온, 정온, 저온), 소포장, 선별, 전처리 시설 등 시장 내
물류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밀착형 도매기능을 확대하고 소비자 친
화적 로컬푸드시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3.3. 전자상거래 과제
○ ICT를 활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은 향후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농산물 유통에서 ICT를 이용한 온라인거래는 인터넷기반의 온라인쇼핑몰
에 의한 B2C가 주도하고 있으며 B2B는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어 주로
산지-소비자 직거래의 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2013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은 38조 5천 억원으로 대형마트 매출
액(45조1천억원)의 85%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4년(09~13)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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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확대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의 연평균 성장률은
16.9%로 급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직거래(사이버거래)는 일반 공산품의 온라인거래 실적이 급증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전년도 대
비 ‘14년도 4.7% 증가한 9,699억원)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거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직
거래 중 B2C가 94.1%이고, B2B는 3.8%, 기타 2.1%로 대부분의 온라인
농산물직거래는 기업소비자간 거래방식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 온라인직거래 거래방식
단위: %

직거래 유형

B2C

B2B

기타

계

온라인직거래

94.1

3.8

2.1

100.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 직거래 현황조사

○ B2C의 대표적인 예로는 헬로우네이처(www.hellonature.net), 푸르니푸드
(www.pulunifood.com), 농산물직거래장터(www.guidecrops.com) 등 다수의
전문 쇼핑몰과 대형마트/SSM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 등이 있음.
○ B2B의 대표적 예로는 2009년 오픈한 aT 사이버거래소로,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공급확대 등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 2014년 연간 2
조원의 거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aT에서는 정부지원으로 최근 사이버거래소를 보완하여 소상공인과의
B2B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9월 POS몰을 이용한 사이버거래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려했던 바 비용절감형 물류기반이 따라주지 않아 부
진한 편임.
○ 물류 측면에서만 보면 aT의 사이버거래소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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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2014년 1월에 개장한 농협a마켓임. 농협a마켓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적 오프라인 물류기반(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등)을 토대로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하는 것을 표
방하고 있으며, 택배배송과 권역배송의 2가지 물류방식을 혼용함. 농협 a마
켓의 사업내용 중 B2B 거래는 식당, 단체급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용량
식자재 농산물 공급(식자재몰)에 치중하고 있음.
<ICT를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 고도화 사례>

○ 농산물유통에서 ICT를 활용하는 도매부문은 진전속도가 가장 늦은 분야로
현물을 직접보고 현장에서 경매하는 기존의 오프라인 전자경매 수준에 머
물고 있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음.
○ ICT를 활용한 도매유통은 오프라인 경매형태를 단순히 온라인상으로 올려
온라인경매하는 것과 경매방식을 첨단화하여 네덜란드 화훼경매(Flora
Holland)와 같은 이미지경매방식, 원격동시경매(Syncronized Auction),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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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가수의거래 등 다양한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ICT를 활용한 도매유통방식은 필자를 중심으로 최근 기술개발과 시
장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141.
<ICT를 활용한 도매유통 고도화 사례>

○ 향후 농산물유통에서 ICT는 유통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현장
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필요함. 특히 물류효율화를 수반하
는 온라인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정가수의거래 뿐 아니라 이미지경매,
원격경매, 동시경매 등 경매방식의 고도화를 통해 초보적인 낮은 수준의 현
경매방식에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1 김병률 외 , ICT를 활용한 산지 APC-소상공인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기술개발 (미래
창조과학부 비타민과제 ), 2015.3. 김병률 외 , 농산물유통 효율화를 위한 이미지경
매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비타민과제 ), 2015-2016 과제 수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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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제

5

장

농업통상분과 주요 발굴 이슈

1. 글로벌 통상환경과 농업부문의 대응(TPP 영향을 중심으로)
박형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제1장 서론
제2장 Mega FTA출현의 통상환경

제3장 TPP의 주요내용

제4장 TPP가입의 국내파급효과

제5장 TPP가입과 농축산물분야의 파급효과

제6장 시사점 및 결론

734

제1장 서론

○ 본고는 최근 타결을 이룬 TPP와 같은 거대 FTA의 출현에 주목하면서 이런
거대 FTA가 첫째,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관련 어떤 의미를 가지고, 둘째,
그런 차원에서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특히 FTA 협상방향은 어떻게 진
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함. 특히, 거대 FTA가 국제무역
질서에 가지는 경제효과를 개관하고 구체적으로 농업부문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런 거대 FTA의 협상동향, 성격 및 내용을 개관한 후 최종적으로는
주요 농업부분의 타결내용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이런 거대 FTA의 발전
속에서 한국의 농업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기존의 WTO는 법적기능을 가진 무역기구로서의 장래 불확실성 존재하고
있음. 세계무역기구 시스템의 체제로서 법적 기구체제내에서의 개혁과 진
전의 모멘텀 제약이 예견됨
○ 무역체제의 개혁과 전진(innovations)은 FTA와 지역무역주의가 대안으로
자리함. 예를 들면 에너지 교역, 경쟁질서, 투자규범과 같은 분야의 극단적
소모주의, 의견 불일치는 WTO내에서 정작 논의되어야 할 중요분야, 즉, 정
부조달, 서비스 분야, 지재권분야, 국영무역분야의 문제는 논의되지도 못함.
이러한 고착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FTA 또는 대규모 지역무
역협정의 분야로 자유화를 추구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특히 미국은 TPP 추진을 기점으로 하여 집단적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다자간 지역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WTO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게 되었음.
○ 특히 WTO협상에서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던 브라질, 중국, 인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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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자유화의 규범과 표준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
하고 있음. 나아가서는 이러한 지역무역규범이 WTO를 리드하는 한편 미국
과 유럽과의 지역무역협정(TTIP)을 타결시켜 나가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음.
○ 201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러한 자신의 구상이 다수 참가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도 있었음. 그러나 멕시코, 캐나
다, 일본의 참여로 인해 미국의 입장은 강화되었고 세계무역기구의 게임변
경자로서의 역할(game changer)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TPP 참여국 중 많은 국가들이 상호 어떤 형식으로의 FTA를 맺고 있고 실제
낮은 관세,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에서 조차도 이미 낮은 관세를 실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여기서는 관세의 문제보다 주로 비관세장벽의 타파를 중
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무역원할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유
화 수준, 농축산물, 원산지, 국영무역, 투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무
역체제, 즉 미국식의 자유화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모두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서명국 임. 아울러 노동, 환경기
준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라 할 수 있음.
○ 미국주도하의 고도의 자유화 Hub and spoke의 다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지지국가들 을 확보하였음(캐, 맥, 일). 또한 미국은 TPP협정을 이용하여 미
국시장을 진입하려는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 바게닝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참여국들 중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과 같은 국가
들의 관심사를 일부 조정하여 TPP체제로 편입한 결과 TPP는 참여국간 상
호이익의 대안을 마련한 결과 미국은 향후 TPP를 기반으로 하여 WTO 체
제에 까지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 궁극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연계시키는 경제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체제를
구축가능할 것임. TPP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필리핀, 타일랜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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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코스타리카의 참여에 상관없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장 강력한 지역무
역협정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일본의 TPP참여는 아세안 국가
의 ASEAN +6의 동력을 약하게 하고, 한중일 CKJ FTA 및 RCEP 등과 같
은 지역무역체 결성의 시급성 재고라는 변화를 초래하게 했음. 특히 미국은
TPP 추진을 기점으로 하여 집단적,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다
자간 지역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WTO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게 되었음. WTO자유화 협상에
서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던 브라질, 중국, 인도를 제외하고 광범위하
고 심도있는 자유화의 규범과 표준에 기반을 둔 Mega FTA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음.
○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Mega FTA의 환경변화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
인 고도의 지역무역협정 형태로 출현한 TPP 협정의 개괄적인 내용과 협정
의 내용 중 우리와 농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TPP 농업부분 양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이 TPP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농업부분TPP 양허안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함. 나
아가 예상되는 농업부분의 TPP가입 양허안이 마련될 때 한국의 농업부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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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Mega FTA 출현의 통상환경

○ 거대 FTA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음. 특히,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각국의 연구소에서는 개별적 거대 FTA에 대한 연구를 지속
적으로 진행해 왔음.142 이와 함께, APEC, PECC 등에서 세미나와 심포지엄
의 형태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고, 이와는 별도로 중국, 한국 등은 자
국이 주최하는 개별 국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 왔음
○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대 FTA가 한국의 통상정책에 끼치는 영향, 특히 거대
FTA와 관련한 한국의 농업부분의 통상정책기조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음. 그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개별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집중하거나,
개별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수립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음. 메가 FTA와 관련한 연구로는 권혁재 등(2013), 김양희 (2013), 정환우
(2011)를 들 수 있음. 권혁재 등의 연구는 TPP, RCEP, TTIP 등의 논의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개편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통상정책의 기본기조보다
는 개별기업 혹은 지역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김양희
(2013)는 본고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금융과 실물경제의 협력공간
불일치’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정환우(2011)는 한중 FTA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기타의 많은 연구들, 예컨대 Schoot
(2009)는 TPP와 같은 개별 FTA의 참여국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거대 FTA
를 하나의 FTA로 수렴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음. 이런 연구는 사실상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음.

142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미국의 경우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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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PP, RCEP, TTIP
○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대 FTA로는 TPP, RCEP, 그리고 TTIP를 들
수 있다. TTIP는 사실상 미국과 EU의 FTA로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거
대 FTA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논의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으로 경제정책
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EU가 추진하는 TTIP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함.
○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 거대 FTA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인구의 측면에서는 전 세계의 67%에 이르고 있으
나143, 이 세 지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르고
있음.144 이 정도의 비중이면, 이 세 지역에서 결정되는 경제정책 혹은 무역
의 기조는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음.
그림 2-1. TTP, RCEP, TTIP의 관계

주 : Nikkei Asian ReviewDecember 5, 2013, JST
자료 : Trading up, KAZUKI KAGAYA, Nikkei senior staff writer

143 201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RCEP와 TPP를 합하면 전 세계인구의 55.6%를 차지
한다 . 이에 EU의 개략적인 인구 5억을 더하면 약 67%의 인구 비중임
144 <그림 5-1>에서의 GDP 비중은 중복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약
80% 정도의 GDP 비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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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지역이 제각기 FTA 협상을 타결 짓고, 그 뒤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하나의 FTA로 통합될 수 있다면 이것은 WTO에 버금가는 혹은
WTO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질서로 연결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 아시아 지역의 두 거대 FTA인 TPP와
RCEP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함.

2.2. TPP와 RCEP
○ TPP의 타결은 그동안 느리게 진행되어 왔던 RCEP의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유(중국
과의 영토분쟁)로 아세안 국가의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로 아시안 국가의 교역확대라는 큰 틀에서 RCEP의
추진에는 TPP의 타결이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위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TPP와
RCEP의 무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함. 또,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역내무역이 각 지역의 전체무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 2011년의 경우 RCEP지역은 43.8%, TPP 지역은 38.6%에 이르고 있음. 따
라서 이들 지역의 무역이 자유화될 경우 역외지역으로 부터의 무역은 줄어
들고 역내무역은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RCEP와 TPP가 하나
의 FTA로 귀결된다면 역내무역 증대효과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역
외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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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각 지역의 역내 무역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0년∼2011년(%)

주 : CJK는 중국 , 일본 , 한국을 의미함 .
자료 : Sanchita Basu Das (2014), p. 7.

○ 이런 RCEP와 TPP의 주요성격과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RCEP는 ASEAN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145 TPP는 사실상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146 미국이 부시행정부를 거쳐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
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한 뒤 TPP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음.
TPP가 협상이 먼저 시작되어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RCEP은 이 TPP에 대
응하기 위해 시작된 면이 있음. 그러므로 TPP가 먼저 타결된 현 시점에서
는 RCEP의 타결에도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둘째, TPP가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자유화 외에 지적재산권, 환
경, 노동 문제와 같은 새로운 무역문제에 대한 규칙 제정을 선호하는 반
면, RCEP는 이와 반대로 시장접근을 위주로 한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를 목표하고 있음
- 셋째, TPP는 광범위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RCEP은 시
장접근을 기초로 한 점진적이고 낮은 수준의 FTA를 추진함. 또한 신규참
여에 대한 절차가 다소 느슨한데 비하여147, TPP의 경우는 WTO 가입보다
145 ASEAN은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담시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 국(한
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RCEP 작업계획을 제시하였다.
146 2010년 TPP 협상이 처음 시작될 무렵 참가국은 8개국 (브루네이 , 칠레 , 뉴질랜드 ,
싱가포르 , 호주 , 페루 , 베트남 . 미국 )에 불과했다 . 하지만 ,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
가 참여했고 , 2012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 2013년에는 일본이 참여하여 현재 12
개 국으로 늘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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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협상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제3장 TPP의 주요내용

3.1. 기본 방향: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수준
○ TPP 참여국 중 많은 국가들이 상호 어떤 형식으로의 FTA를 맺고 있고 실제
낮은 관세,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에서 조차도 이미 낮은 관세를 실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여기서는 관세의 문제보다 주로 비관세장벽의 타파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
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무역 원할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유화 수준, 원산지,
국영무역, 투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무역체제, 즉 미국식의 자유화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절에서는 TPP협상 중 가장
중요한 몇가지 요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3.2. 완전누적의 원산지기준
○ TPP는 완전누적을 도입함으로써 역내산 원산지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간 원부자재 조달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어 역내 서플라이체인
(Regional supply chain) 강화시킴.
147 협상이 시작된 뒤 사실상 RCEP에 추가적으로 참여한 국가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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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원산지기준) TPP 역내에서 생산 및 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
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을 도입하고 있음. 완전
누적은 체약국이 원산지인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판정’을 받은 재료에
대해서도 그 재료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나 공정을 최종 출국에서 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누적(cumulation)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최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최종 수출국의 원산지로 간주함
Article 3.10: Accumulation (완전누적조항 원문)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roduction undertaken on a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regardless of whether that production was 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o the material itself.
① 누적조항(Cumulation) 적용시

• B국산 부품($20) 및 C국의 부가가치($10)만 누적 → 원산지기준 40% 미충족 →
특혜관세 적용불가
* C국 최종재의 역내부가가치 : ＄20+＄10 ＄120 25% = < 40%
* A국 중간재의 부가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간재가 A국의 원산지를 획득해야
하지만, A국은 부가가치 40%를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함 (A국 중간재의
역내부가가치 : ＄30 ＄90 33% = < 40% )

②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적용시
• A국의부가가치($30), B국산 부품($20), C국의 부가가치($10) 모두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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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 40% 충족 → 특혜관세 적용
* C국 최종재의 역내부가가치 : ＄30+＄20+＄10 ＄120 50% = > 40%
* A국의 원산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A국에서 투입된 모든 재료나 공정을 누적

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5. 11. No54 참조

3.3. 국영기업부분
○ 협정문에 따르면 '국영기업(SOE) 및 지정 독점' 챕터에는 국영기업이 민간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대우하고 통상
적인 민간 기업의 영업 관행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 상업적 고려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국영기업이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상대국에 부정
적 영향을 주거나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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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쟁해결절차에서 승소하면 정부 지원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
○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 제한, 보조금 지원 금지, 수출보조금, 정부 보조
등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이 적발될 경우 협정 당사국에서 이의를
제기가능 함
○ TPP는 국내법에 따라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곳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국영기업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단순하게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도 국영기업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농업분야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업부분 보조의 기능이 문제될 소지
가 있음.

3.4. TPP 발효요건
○ 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5조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의 국내법상 비준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60일 후에 발효되는 것으
로 규정
○ 그러나 협정문 서명 후 2년 내에 모든 원서명국들(original signatories)이 국
내법상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년 내에 원서명국 전체 GDP1)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상의 원서명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2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60일 후에 비준 완료 국가들에 대해서만 협정이 발
효됨
○ 서명 후 2년 내에 협정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 원서명국 전체 GDP의 적어
도 85% 를 차지하는 6개국 상의 원서명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서
60일 후에 비준 완료 국가들에 대해서만 협정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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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명국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상의 원서명국이 비준 절차를 완
료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013년 기준 GDP 비중: 미국(60.4%), 일본(17.7%), 캐나다(6.6%), 호주
(5.4%), 멕시코(4.5%), 말레이시아 (1.1%), 싱가포르(1.1%), 칠레(1.0%), 페
루(0.7%), 뉴질랜드(0.7%), 베트남(0.6%), 브루나이(0.1%)

제4장 TPP가입의 국내파급효과

○ TPP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음. 실제 한국이 TPP를 타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를 논의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간접적으로 TPP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이 한미FTA수준
으로 TPP에 참여한다고 했을때를 가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4.1. 거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 TPP와 같은 메가 FTA의 거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EU에서의
PANEURO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때 각국의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연구로는
EU(1997)가 분석한 PANEURO 방식의 원산지 도입 사례를 들 수 있음
○ Augier, et al. (2005)은 중간재교역효과를 CEFTA 및 발틱 국가들의 수입증
가 및 EFTA 국가들의 수입증가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실제 중
간재 수입량증가에 있어서 이들 경제통합국가의 수입량이 기타국가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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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게 나타났음
- Petri et al(2011), 한국 TPP가입 시, 2025년까지 후생수준을 측정한 결과
한국이 동아시아FTA 가입 전제로 했을 경우 151억$증가 효과가 있은 것
으로 추정됨
○ KIEP(2013), 한국이 TPP에 가입했을 경우 10년내 실질GDP 2.5%-2.6%증가
하고 불참시 0.11%-0.19%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성한경(2015), 한국 TPP 가입전제했을 때, TPP발효 시 2032년까지 한국 실
질GDP 4%증가하고 김한성(2015), TPP 단기적 영향은 적은 것으로 설명하
고 있음.

4.2. 미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 미시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정으로 인한 효과
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이 관세인하로 인한 교역증대효
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원산지 규정에서 완전누
적기준(Full cumulation으로 인한 중간재 교역활성화)으로 미국, ASEAN 일
부 국가, 호주, 뉴질랜드, 페루, 캐나다, 칠레 등과 체결한 FTA의 품목별 원
산지결정기준이 단일화되는 효과와 역외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되는 부가
가치의 합산문제로 중간재 교역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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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본 TPP가입에 대한 입장
현재 국내에서는 TPP가입에 대한 입장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논점은 TPP를 가입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TPP가입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한국에 가장 유리한가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음.

4.3.1 TPP 가입에 유보적 혹은 부정적 입장
○ 현 TPP 12개 참여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이미 FTA를 체결하였
으므로 TPP에 참여하도록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관
세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한일 FTA의
back-door: 자동차, 석유화학 및 중소기업 업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우
리가 TPP 추가 가입국으로서 부담해야할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4.3.2 TPP 가입에 적극적인 입장
○ 한국과 같은 국가는 소규모 개방국가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통상정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어떤 형태로의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무역환경에
편입되어야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있음. 역내 새로운 통상
질서에서 도태될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2000년대 이후 추진한 동
아시아 FTA 허브 전략의 차질 (일본의 부각)로 인한 어려움에서 자유무역
질서로의 편입이 매우 중대한 정책선택임을 알 수 있음.
○ 국내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아시아 국가든
그 외 국가든 역내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가 필연적인
바, TPP에서 도입하고 있는 완전 원산지 누적조항 측면에서 보면 중간재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TPP의 가입이 국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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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중간재 수출을 큰 폭으로 증대 시킬 수 있음.
○ 한국은 이미 경제규모가 큰 다양한 국가와 FTA를 통해 시장을 개방화하고
무관세 교역품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PP가입으로 인한 관세인
하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작을 수 있으나 누적범위 확대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의 확대 및 중간재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제5장 TPP가입과 농축산물 분야의 파급효과
○ 여기서는 TPP가입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의 피해 수준을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농업부분에서 여러 가지 품
목의 피해가 예견될 수 있으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쌀, 돼지고
기, 소고기, 마늘과 양파,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그 개방
과 피해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향후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농축수산물 개방수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세부 품목별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주 ) 12개국가별 별도의 양허스케쥴 (민감품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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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의 경우 일본은 TPP를 통해 농산물 81.0%(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TRQ,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양한 형태로 민감성을 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민감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은 한·미 FTA에 비해 개방수
준이 낮으며, 신선과일(포도, 배, 사과 등)과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는 한·
미 FTA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일본의 농산물 개방수준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방가능수준과 국내생산의 감축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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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쌀 부분
○ 우리나라에서 보면 쌀의 시장개방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분야라고 할 수 있
음. 일본은 쌀 품목에 있어 MFN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과 호주에게 일
정 물량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수용키로 함 (미국의 경우: 1년차 5만톤에서
13년차 7만톤까지 증량, 호주의 경우: 1년차 6천톤에서 13년차 8400톤까지
TRQ물량을 허용함). 이후 14년차부턴 7만톤을 무관세로 계속 수입하는 형
식으로 양허함
○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려는 우리정부의 입
장이 있겠지만 실제 일본의 사례에서 볼 때 관세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
임. 나아가 후발가입국으로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도 TRQ를
신설하거나 중량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요구를 받을 것임. 이에 대해 정부차
원에서는 저율관세 의무 수입량 (현재 한국은 올해부터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쌀에 5% 관세를 부과해 40만9000t을 의무 수입
하게 되며 추가 수입 물량에 대해선 513%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가
운데 일부를 협상국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만 TPP 추가 가입국인 입장에서는 후발가입에 대한 비용부담의 성격으로
기존의 TPP회원국보다 더 큰 개방을 요구 받을 것임.
○ 기존 가입국인 미국·베트남 등 쌀 생산 국가들이 한국 쌀 시장 개방을 놓고
압력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또한 TPP 에 어떤 형태로든 수용이 불가
피 해 보임.

5.2. 돼지고기 부분
○ 일본 양돈협회는 돼지고기 저가부위의 관세가 계획대로 내려가면 햄버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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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에 이용되는 넓적다리살이 현재보다 약 40% 싸게 수입될 것으로 추
산하고 일본 양돈업계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자국 생산자에 미칠 타격을
억제하려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급증하면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하였음.
○ 그 결과 돼지고기에 대한 개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량세 10년 걸쳐 인하
482엔/kg 50엔/kg, 종가세 10년 걸쳐 완전 철폐 4.3% → 0% 로 결정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한미 FTA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는 것으로 결
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5.3. 소고기 부분
○ 소고기는 한미 FTA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
었는데 그 개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즉시 인하 : 현행 38.5% → 27.5%, 10
년 동안 : 9% 수준에서 결정되었음.
○ TPP에 참여하는 각국이 수입량이 급증하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긴급수
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6년차 이후
4년간 발동이 없으면 폐지키로 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입장이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한국측이 한·
미FTA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 TPP 가
입 조건으로 미국의 쇠고기 전면수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예측됨. 이는
“한·미FTA 이행에 있어 미국이 보기에 미흡한 조치을 이행하는 것이 TPP
가입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 됨.
○ 미국이 지난해 펴낸 위생검역 보고서 내용에는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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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관련 법규가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al on
Biosafety)보다 엄격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아울러
“한·미 양국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한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현재
광우병 문제와 관련하여 30개월령 미안 쇠고기는 양국 수출입 업자간의 자발
적이고 상업적인 임시조처에 의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여 왔
음.
○ 이는 미국의 GMO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
건을 30개월령에서 확대하는 것을 TP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다룰 것으로
예측됨.

5.4. 마늘과 양파 부분
○ 즉시관세철폐, 높은 수준의 개방이 양허됨. 일본은 마늘의 경우 신선, 건조,
냉동품목 모두 즉시 개방 등 양념채소류의 개방폭을 상당히 높인 만큼 우리
에게도 동일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더구나 추가적으로 가입해
야 하는 후발 가입국의 입장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즉시 관세철폐 등과 같은
양허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측됨

5.5. 우유 및 유제품 부분
○ 유제품은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품목 중 한 가지였음. 유제품에 관해서
는 농축산업진흥기구를 통한 국영무역(Current Access 수입, 추가수입)을
계속 유지하고, TPP 참가국에게 탈지분유・버터 수입쿼터(TPP쿼터)로 원
유환산량 기준 6만 톤(협정발효 6년 차에는 7만 톤)을 새롭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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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가 발동되면 버터‧탈지분유가 원유환산량으로 7만 톤(6년차 이후)을
‘우대 수입쿼터’로 설정되어 저율관세로 수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결정. 관
세철폐, 관세인하, TRQ증량이 기본 양허안으로 결정되었음.
○ 이와 함께 수입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세이
프가드(SG)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발동수량 4500톤(연간)을 20년 차에 1
만 6250톤(탈지분유 국내생산량의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이프
가드 관세율 '29.8％+120엔/kg'도 서서히 인하함. 단백질 함량이 25％ 미만
인 유청은 16년 차에 관세를 철폐한다. 프로테인과 같이 특히 단백질 함량
이 높은 것은 6년 차에 무관세로 합의함.
○ Raw milk 교역금지, Fluid milk 관세인하. 숙성치즈 16년간 관세철폐. 블루
치즈 11년간 50% 관세인하. 가공치즈, 분유, 버터 등은 TRQ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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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사점 및 결론
6.1 가입시기의 문제
○ 단기적 TPP효과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함. 무역이 중요한
한국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TPP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주요
국 간의 TPP 발효가 최소 2~3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미국을 포함한 대부
분의 국가와 FTA 체결된 상황에서 기체결 FTA 활용으로 경제적 불이익 상
쇄 가능. 가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게 유리한 ‘시점’에 어떻
게 참가하느냐의 문제로 적정 참가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 임.

755

6.2 농업부분의 대응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대부분의 품목 관세감축과
철폐가 이루어져야 하고 철폐제외 품목은 TRQ 물량 증량 인정되는 수준으
로 결정되어 농산물 분야의 부담이 예견됨
○ TPP의 참여로 인해 농업부분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한미 FTA수준의 개방을
예측할 수 있으나 품목에 따라 기존의 한미 FTA수준과 상이할 수 있음. 농
업부문의 피해와 피해 당사자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판단으로 적정가입시
기를 놓쳐서는 국익에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피해의 수준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예상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TPP가입
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음. 다만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사전
피해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 임. 일본의 개방 사례에서 알 수 있
듯이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거나 추가 개방요구가 예상됨(TRQ물량증가)국
내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피해보상문제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음. TPP추가 가
입 시 추가가입국으로서 더 부담해야할 개방의 정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서는 추가 가입국과의 공동보조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누적규정의 활용으로 인한 중
간재 교역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음.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역내국과 역외국
의 중간재를 이용, 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농산물 가공공
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됨.
○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개방이 포함돼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농가소득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일본의 경우
이에 대해 ‘농가소득보상보험’을 도입,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일본 농
가의 연 소득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소득의 90%를 밑돌 경우 보험금을 지급

756
해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보험보험
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협정문의 농업부분 양허형태가 12개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
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향후 우리나라가 TPP
에 추가가입 하게 될 때 회원국들로부터 얻어지는 농업부분의 경제적 이해
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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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타결을 계기로 선진 경제권이 주도하면서 광대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Mega
FTA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TPP가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
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있고, 또한 미국과 EU의 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greement)이나 일본과
EU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대표적인
Megha FTA이다.
미국은 2007년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 따라 대외통상분야 정책
의 일환으로 TPP를 추진하여 2015년 10월 TPP 12개국간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에 따라 TPP는 이르면 2017년이나 2018년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
타결을 계기로 TTIP과 일본과 EU간 EPA, RCEP 등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TTIP은 2015년 7월 제10차 협상이 끝났으며, 빠르면 2016년 말 협상
타결도 예상되고 있다. 일본과 EU간 EPA도 빠른 진전을 보여 금년 내 양측이
원칙적 수준에서 전반적인 틀을 합의한 가운데 심화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RCEP 역시 TPP 타결에 영향을 받아 2016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Mega FTA가 중요한 것은 비단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뿐
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 지재권, 투자나 신 무역이슈인 환경이나
경쟁 등의 국제 교역에 있어 Mega FTA 합의 내용이 관련 분야 국제규범으로
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의 WTO체제에서 이러한 21세기형 무
역규범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Mega FTA에서 합의된 관련 조항이
향후 WTO 등 관련 분야 국제규범 정립시 논의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Mega FTA가 회원국 수를 늘리며 확대될 경우 그 영향력은 WTO 못지않
게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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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Mega FTA에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관련 분야 규범제정
을 주도하고 있어 자칫 선진국의 입장만이 주로 반영된 무역규범의 탄생도 가
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외 무역이 국가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중견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Mega regional FTA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향후 규제 개혁과 함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고부
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Mega FTA에서의 무역규범
논의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한편 이러한 Mega regional FTA가 확대․발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와 경합은 불가피할 것이며, 결국 WTO 개혁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 Mega regional FTA끼리의 연합을 통해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WTO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가 탄생할 수 있으며,
아울러 Mega FTA가 WTO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WTO는 자칫 개도국들
만의 리그로 축소․조정될 수도 있다148.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의 문제점

가.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새롭게
세계무역을 관장할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148 선진국들은 그들이 주도해 만든 Mega regional FTA와 ITA, EWG, TiSA와 같은
복수국간 무역자유화협상을 통해 그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WTO에는 형식적
으로만 참여할 경우 WTO의 위상은 급격히 위축되고 WTO는 사실상 개도국만이
참여하는 반쪽자리 무역기구로 전락할 우려도 존재한다 .

762
Organization)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회원국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
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ⅰ)의사결정의 비효율성, ⅱ)무역정책검토제도(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의 형식적 운용, ⅲ)분쟁해결절차(DSM:
Dispute Settlement Mechanism)의 유효성 부족 등 WTO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
에 대해 WTO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DDA협상의 부진으로 인해 현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는 전반
적으로 회원국의 신뢰를 잃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WTO
체제의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 개혁 움직임마저 약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가치시슬(GVC:
Global Value Chain), 서비스 및 투자 개방, 지재권, 환경, 노동, 공정 경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신 무역이슈에 대해 WTO차원
의 대처가 미흡한 점도 WTO가 회원국의 신뢰를 잃게 하는데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중요시하는 신 무역이슈에 대하여 WTO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자 기업들의 WTO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급속도로 떨어졌고
이것이 그대로 해당국 정부의 DDA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WTO체제 대한 회원국의 신뢰 저하 기저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
등과 대립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세계 경제 및 무역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예 중국 및 인도)들이 다자협상에서의 자신
들의 협상력을 높여온 반면 기존에 WTO를 이끌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온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자국이익 지키기가 대립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DDA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나. DDA협상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
WTO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는 2013년 말 발리 패키지 도출로 인하여 일
부 회복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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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 입장차가 커 DDA협상을 포함한 WTO의 다자통상질서 전반에 걸쳐 회
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서비스, 투자, 환경, 공정경쟁 등 선진국의 큰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의제가 DDA협상에서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아 선진국들의
DDA협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며, 이러한 가운데 DDA협상 자체
도 농업과 NAMA 등 핵심 의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
아 12월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도 해당 이슈는 제외되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각료선언으로 나타나 나이로비 각료선언에 따르면 향후
DDA협상은 개도국의 요구대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도국이 요구하는 개발에 근거한 협상 지속 이외 선진국이 주
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상도 가능하게끔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다.

제3장 Mega FTA 추세

가. 미국의 TPP 참여 이후 본격적인 Mega FTA 시대
GATT 발족 이후 1994년 WTO 출범 이전까지를 FTA의 초기시대인 FTA
1.0시대라고 본다면 1995년 WTO 발족부터 2008년 미국의 TPP 참여직전까지
는 FTA 2.0시대, 이후 2009년부터 양자 FTA가 감소하면서 Mega FTA가 확산
되는 시기를 FTA 3.0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GATT 발족이후 1994년까
지는 다자통상체제의 영향권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몇몇 소수의 FTA
만 있었던 FTA1.0시대라고 하면 1995년 WTO 발족 이후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는 다자통상체제에 맞서 양자 FTA가 급격히 확산된 FTA의 전성기로
FTA2.0시대로 칭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2009년부터는 TPP의 출현과 함께 양
자 FTA가 서서히 축소되면서 RCEP, TTIP 등 Mega FTA가 확산되고 있는
FTA3.0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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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계의 RTA 발효건수(1958∼2014. 5.)

자료 : WTO.

나. 현재는 Mega FTA의 자체의 발전 단계
Mega FTA는 현재 본격화되는 발전되는 단계에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Mega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미국이 주도하고 있
는 TPP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 16개국이 추진중인 RCEP, 미국과 EU
간 TTIP등이 전형적인 Mega FTA의 전형적인 사례이다.149
그 외 한중일 3국간 FTA도 중국과 일본 등 거대 경제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소규모 Mega FTA로 볼 수 있다. TPP는 앞서 언급한 대로 2015년 10월 타결되
었고 이에 따라 다른 Mega FTA에 영향을 주어 Mega FTA의 확산을 강화시키

149 Mega FTA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없는 상태임 . 대개 다자간 FTA (Multilateral
FTA)는 보통 2개 이상의 국가가 모여서 추진하는 FTA로 복수국간 FTA
(Plurilateral FTA)라고 부르기도 함 . 이러한 접근은 FTA 참여국 수를 기준으로 하
는 분류임 . 여기에서 Mega FTA는 물리적인 참가국 수에서 2개 이상이면서 경제
규모측면에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거대국 (특히 거대 선진국 )이 포함되어 있어 그
영향력이 큰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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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Mega FTA는 RCEP을 제외하고 모두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거대 선진국끼리 FTA는 자제되어 왔다. 그러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Mega FTA가 등장하면서 거대 선진국들이 협상을 주
도하면서 지역경제블럭화를 추구하고 있다. 개도국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
도 하다.
그림 3-2. Mega FTA 현황(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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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Mega FTA 현황(2)

주 : 태평양동맹 (PA: Pacific Alliance),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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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Mega FTA 심화 원인

가. 글로벌가치사슬의 심화와 양자 FTA의 한계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되었고 다국
적 글로벌 기업들도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유인
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물리적․지리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생산
및 조립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간 생산물은 물론 중간재, 서비스, 자본 등
의 원활한 이동을 추구하게 되었고 동시에 생산 네트워크 상의 지역(국가) 사
이에 표준화된 기준과 규제를 통해 광의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반면 다수의 양자 FTA는 많은 수에도 불구 이와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 상의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 자본, 기술 등의 이전과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점차 한계
를 보였다. 예를 들어 다수의 양자 FTA는 각기 상이한 원산지규정이나 상품양
허로 인하여 실제 GVC상에서의 상품과 서비스교역 원활화 또는 거래비용 감
소시키는데 제한적 기여만 할 수 있었다.
결국 GVC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양자 FTA로는 거래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어 그 대안으로 GVC상의 국가를 하나로 이어주는 Mega FTA가 주목받게
되었다.

나. WRO 다자통상체제의 부진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는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무역이슈, 예를 들면 환
경이나 경쟁, 노동 등과 같은 새로운 무역거래 및 경쟁형태에 대한 적절한 국
제규범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DDA협상이나 WTO체제 안에서 선진국과 개
도국간 이견대립으로 이와 같은 이슈가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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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투자, 지재권과 관련된
DDA협상이 개도국들의 비협조로 의제 자체가 없어지거나(예: 싱가포르 이슈)
또는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예: 서비스협상)
에 실망하였다. 반면 개도국들은 농업 등 그들의 관심분야에서 선진국의 양보
를 요구하면서 특히 DDA가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강조, 개도국우대 확대를 추
구하였다.
이에 포괄적 다자통상협상인 DDA 타결이 지연되면서 전체 협상의제에 대
한 일괄적 타결 보다는 부문별/복수국간 협상 등으로 복잡․다양하게 협상이
전개되었다.150 동시에 선진국들은 Mega FTA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통합
차원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 주도의 Mega FTA 추진은 다자통상협상에서 선진
국에게 유리한 협상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개도국들에
게 DDA협상이 아니더라도 Mega FTA를 통해 DDA협상에서 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자통
상협상에서 선진국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효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WTO 다자통상체제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등 글로
벌 무역패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
점에서 Mega FTA 등장 및 확산, 발전은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150 예를 들어 선진국들은 현행의 WTO체제 내에서 선진국의 관심사 논의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 , 별도의 장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였다 .(예 : TiSA, ITA, EGA 등 복수
국간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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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구
선진국 주도의 Mega FTA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Mega FTA는 거의 완전한 관세 철폐를 추구하고 있으며, 예외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다자통상협상 및
양자 FTA 협상을 통하여 관세는 이미 상당히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비관세
장벽 및 무역원활화, 그리고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및 투자 자유
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Mega FTA의 중요한 특성이다.
이와 함께 Mega FTA는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투자보장 포함)를 포함
하여 관련 법규나 규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장벽(TBT)이나 동
식물검역(SPS), 환경기준, 보조금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151

나. GVC 활성화를 위한 역내 규제의 조화
Mega FTA의 또 다른 특징은 역내 GVC의 심화, 확대 발전을 저해하는 역
내 규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Mega FTA 이면에 글로벌 가치사
슬의 진전이 있느니 만큼 Mega FTA는 역내 국가를 하나로 보아 역내 생산 및
판매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

151 다만 RCEP은 아세안 중심주의 (ASEAN Centralism)’를 내세우면서 역내 최빈개도
국에 대한 고려와 구성원의 경제발전 정도의 다양성 등 때문에 선진국 주도의
Mega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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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재화를 만드는데 이용된 원료나 중간부품의 역내 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저해하는 각종 제도나 규제, 거래 환경 등을 조화내지 표준
화한 무역원활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 21세기 글로벌 통상규범의 템플릿 제시
Mega FTA는 현재 WTO체제 내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21세기형 신 무역이
슈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DDA에서 다루
지 못하고 있는 이슈를 포함해서 향후 국제무역에서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예
상되는 환경, 노동, 공정 경쟁, 지재권, 투자 등에 대한 규범을 논의, 정립함으
로써 관련 규정이 역내 표준으로 정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립된 역내 규범은
회원국 수 확대에 따라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적
인 국제규범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지역경제연합체로서 정치, 외교, 안보적 성격도 내포
Mega FTA가 지역경제통합으로 출발했지만 불가피하게 정치, 외교, 안보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특히 TPP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추구하면서 아
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TPP 자체는 그
속성상 중국과의 정치, 외교, 안보적 대결은 피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 외교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TTIP
도 미국과 EU가 연합헤 러시아를 압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편 RCEP은 동아시아지역에서 TTP에 대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최
근 발표된 중국의 일대일로 역시 TPP에 대응함은 물론 투자를 기반으로 전세
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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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존 및 블록화 단계(stage I)
TPP, TTIP, RCEP 등의 최근 동향을 감안할 때 당분간 Mega FTA는 협상
타결에 최우선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한 Mega FTA가 협상 중에
있으며, TPP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타결에 이른 Mega FTA는 없다. 가장 빠른
진전을 보였던 TPP는 2015년 10월 잠정 타결이 되어 11월 초 합의문이 공개된
바 있으며, 빠르면 2018년 발효도 가능하다.
따라서 Mega FTA는 당분간 자체 협상타결 노력을 하면서 WTO 다자통상체
제와 병행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Mega FTA는 협상타결 이후에는
빠른 발효를 통해 지역 블록화를 추구하면서 세력을 넓히기 위해 가입국 수 증
가를 추구해 자신의 외연을 빠르게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는 협
상이 타결되면 미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발효를 통해 지역 블록화 및 TPP의
외연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RCEP도 탄력을 받아 조기타결을 추구하고
빠른 시일 내 지역블럭화를 추구해 TPP에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주요 Mega FTA는 1차적으로 타결 및 발효, 그리고 회원국 수 확대
를 통해 외연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WTO도 자체 개혁보다 DDA
협상의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당분간은 Mega FTA와
WTO가 공존하게 될 것이다.
그림 6-1. Mega FTA와 WTO의 공존: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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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합 및 확대 발전 단계(stage II)
중장기적으로 Mega FTA와 WTO가 경합하는 단계로 ⅰ) 각각 독립적으로
확대․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ⅱ) Mega FTA가 WTO를 대체 또는 ⅲ) WTO
가 자체 개혁을 통해(WTO 2.0로 전환) Mega FTA와 합병하여 새로운 국제무
역기구로 태어날 가능성도 미약하지만 배제할 수 없다.
Mega FTA가 확대․발전하면서 Mega FTA 끼리 경쟁이나 또는 상호 합병
을 통해 Mega FTA가 Super mega FTA로 발전하고(예: FTAAP) WTO와 별개
도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Super mega FTA는 그 위상이 커지는 반면 기존
WTO에 대한 선진국들의 무관심으로 WTO가 개도국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우
려도 있다. 이 때 우리나라가 Mega FTA에 가입하지 않고 WTO에 잔류한다면
상당한 불이익 예상된다.
Mega FTA와 WTO체제가 공존할 경우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WTO가 개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2. Mega FTA와 WTO의 공존: 중장기 1 – 선진, 개도국 각자의 독립 league

Super mega FTA가 WTO를 대체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기존
WTO에서의 개도국들의 협상력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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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WTO에 개도국들이 있는 한 Super mega FTA가 WTO를 대체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WTO도 자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혁을 통해(WTO 1.0 →WTO
2.0) WTO 2.0으로 변신하고 Super mega FTA 또는 Mega FTA와의 병합을 통
해 새로운 국제기구로 거듭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즉, WTO
도 실제 국제무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 무역이슈를 적절히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Mega FTA와 WTO가 병합을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기구
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현재의 WTO는 Mega FTA의 확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WTO가 자체 개혁을 통해 변신하지 않는 이상 글로벌 무역에서
WTO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그림 6-3. Mega FTA와 WTO의 공존: 중장기 2 – 새로운 국제기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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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방향
Mega FTA가 확대 발전해 외연을 확대해 간다면 우리나라 역시 Mega FTA
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WTO가 자체 개혁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이상 Mega FTA가 심화․확대되는 발전 과정을 통하여 Mega FTA가 국제무역
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이다. 실제 글로벌가치사슬 등 국제무역의 신
이슈에 바탕을 둔 Mega FTA가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WTO 보다 커질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TPP는 미국과의 정치외교안보적 동맹관계 이외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도 33%를 차지하는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Mega FTA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재편 및 규제개혁에도 상당
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Mega FTA의 가입은 글로벌 표준화의 도
입과 관련 제도 및 규제의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GVC 재편입에도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화 및 국내시장환경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서 TPP를 포함하여 다양한 Mega
FTA 참여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다만 Mega FTA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해도 가입 시기 및 가입 조건 등에 따
라서 최종 Mega FTA 가입은 얼마든지 늦춰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입
중단도 가능한 선택으로 남겨둘 필요는 있다. 특히 TPP는 WTO가입과 유사하
게 가입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 가입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
로 되어 있어 가입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미가입에 따
른 대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50여개 국가와의 양자 FTA라는 자산과 Mega FTA 가입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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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방향
① TPP 가입 추진 및 가입 실패시 대책을 병행 추진
일단 TPP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 FTA의 발효
를 기점으로 TPP 가입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주요국과 가입조건에 관한 양자협
상을 공식 추진한다. TPP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이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만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면 얼마
든지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TPP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개시가 곧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PP 가입협상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일본 및 멕시코, 칠레와
양자협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
다. 일본과의 협상은 우리가 내주어야 하는 제조업 부문과 얻어내야 하는 농수산
업이 섞어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칠레와의 협상 역시 미
루어 놓았던 농산물 개방 폭을 놓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TPP가입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
이 인정되는 한 양자협상과정에서 미국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TPP 2차 가입국끼리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TPP 2차 가입이 예상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과 공동
가입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이다. 한편 TPP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결과가 가입 조건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bottom line을 사전에 설정하여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
대안적 Mega FTA 추진 및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
다. 일단 RCEP을 추진하되 ODA와 연계하여 추진(FTA+ODA 연계 방안)함으
로써 그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성장엔진이 꺼진 상황에서 기
존과 같은 상품위주 FTA 보다는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 및 개발협력(특히 개
도권 국가) 위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152 이 경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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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가 RCEP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단 아세안 중심주의를 의식해 전
면에 나서서 주도하는 것 보다 뒤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차원
에서 한중일 FTA를 병행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50여 국가와의 양자 FTA의 업그레이드해 광역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양자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존 양자 FTA의 upgrade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Mega FTA
참여 전까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FTA 광역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으로 참여하여 TPP 가입 지연에 따른 대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투자에 기반한 일대일로정책을 본격 추진할
경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TPP 보다 일대일로가 외연 확대에 더욱 용이해 질
수 있다. 중국 주변의 개도국들은 자국내 인프라 개발 투자를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가 TPP 보다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일대일로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일대일로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의 성장 전략과도 일치하며, 동시에 TPP 가입비용 축소를 위한 레버리지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② 자발적인 규제 개혁 및 제도 선진화
Mega FTA에 적극 가입한다고 해도 국내 관련 제도 및 규범의 글로벌 표준화
의 수준이 낮으면 국내 기업의 GVC 편입이 제한되어 Mega FTA의 기대효과가
반감된다. 역으로 국내 제도 및 규범의 글로벌 표준화가 진전되면 Mega FTA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외국의 글로벌 기업이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GVC 편입은 확대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GVC 편입 확대를 위해서
Mega FTA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이에 따라 Mega FTA 추진전략에
관계없이 자체적인 규제개혁과 관련 제도 및 규제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152 투자 및 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부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확대시키는 투자 및 개발에 기초한 FTA 전략이 RCEP에서는 유효할 것임 .

777

3. TPP협정문 농업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과 정책시사점

임 정 빈 서울대학교 교수

1. 농산물 수출보조금과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혹은 수출보험
2. 수출국영무역

3. 식량안보 관련 수출제한(Export Restrictions – Food Security)

4. 기타: 농산물 무역위원회, 농업세이프가드, 현대생명공학기술 상품의 무역

5. TRQ 관리

○ 농업관련 규범은 TPP 협정문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Chapter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ess for Goods)의 네 개 항목
중 세 번째(Section C-Agricuture(농업))와 네 번째(Section D-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TRQ 관리 방식)) 항목 부문에 A4 11페이지에 걸쳐 기
술되어 있음.
※ CHAPTER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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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의 구성
- Section A: Definitions and Scope
- Section B: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 Section C: Agriculture
- Section D: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Section C-Agricuture(농업)>
1. 농산물 수출보조금과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혹은 수출보험
○ TPP 역내국간에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의 채택 및 유지를 금지함. 다
만 수출신용(Export credits),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quarantees), 수출보
험 등 WTO 농업협정문 10조(우회적 수출보조의 방지)에 언급된 관련 조치
는 예외로 인정하나 향후 이러한 예외조치와 관련된 다자간 규율 개발에 공
조해 나갈 것을 규정함.
가. 주요 내용
○ 체약국은 농산물에 대한 다자간 수출보조 철폐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농산
물 수출보조를 철폐하고, 어떤 형태로든 재도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WTO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감(Article 2.23).
○ (TPP 역내무역 수출보조 금지)체약국은 다른 TPP 체약국 영역으로 수출되
는 농산물에 수출보조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됨(Article 2.23: No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export subsidy on any agricultural good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예외조치) 각주에서 수출보조 사용 금지에 대한 이 조항은 수출신용(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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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quarantees), 수출보험 등 WTO 농업협
정문 10조(우회적 수출보조의 방지)에 언급된 관련 조치는 해당되지 않음을
언급함.
- For greater certainty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Party’s position in the
WTO, this Article does not cover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 또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문구상 TPP 역외국이 TPP 역내국으로 수출
보조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예외조치로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체약국은 수출경쟁분야가 WTO 다자간 협상의 우선적 해결 과제임을 인정
하고, 투명성(transparency), 자체수지균형(self-financing), 상환조건(repayment
terms) 등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수출신용(Export credits), 수출신용보증
(Export credit quarantees), 수출보험의 제공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감(Article 2.24).
나. WTO DDA 협상동향
○ 수출보조가 가장 무역왜곡적인 조치로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
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출보조 폐지 기한,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 우회적 수출보조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지지 않
은 상태임.
○ 지난 2013년 12월 제 9차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2005년 제 6차 홍콩
각료회의의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수출보조와 수
출신용 감축 기조 유지, 수출보조 관련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농업위원회
차원에서 매년 집중 논의하기로 하는 등 선언적 차원의 합의만 이루어짐.
- UR 협상에서 수출보조금은 선진국은 6년 이행기간(1995년~2000년) 동안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 감축 약속, 개도국은 10년 이행기간(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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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04년) 동안 금액기준 24%, 물량기준 14% 감축을 약속함.
- DDA 농업협상에서 가장 무역왜곡적인 수출보조 철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
년까지 수출보조(개도국을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은 2021년까지 철폐기한
연장)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08년 농업협상 모
텔리티 4차 수정안(REV. 4)에도 제시됨.
- 브라질, 호주 등 비보조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보조 철폐는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약속이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미국,
EU 등 수출보조 사용국들은 전체적인 DDA 타결 없이는 2013년 기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임.
- 한편 수출보조 철폐와 수출신용에 대한 구체적 규율 이행에 대한 EU와 미
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비보조 수출국의 통상이익 확보차원에서 브라질이
G20를 대표하여 2013년 5월(발리각료회의 조기 수확 촉구용) 선진국의 경
우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50% 감축(개도국은 2015년 6월까지 25% 감축)
하자고 제안하였고, 수출신용의 경우에도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대 상
환기일을 180일(개도국 360일)서 540일(개도국 1,080일)로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음.
- 하지만 수출신용 문제에 민감한 미국과 수출보조 철폐에 민감한 EU는 수
출 경쟁분야는 국내보조, 시장접근과 함께 농업분야 협상의 3대 의제로서
수출경쟁부문만의 부분적 타결에 반대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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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출경쟁관련 DDA 농업협상 동향
구분

2008년 모텔리티

2013년 G20 제안

2013년 발리 각료회의

수출
보조

- 2013년까지 선진국 철폐
- 개도국은 2016년까지 철
폐
- 농업협정 9.4조 관련 개도
국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1년까지 철폐

- 2013년 선진국 50% 감축
- 개도국 2016년까지 25%
감축
- 면화 수출보조는 2013년
까지 철폐
- 농업협정 9.4조 관련 개도
국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
출보조 철폐 5년 후 철폐

수출
신용

상환기간 최대 180일(개도국
은 360일로 시작하고, 이행
4년차 부터 180일로 조정)

상환기간 최대 540일(개도
국은 1,080일로 시작하고,
이행 3년차 부터 540일로
조정)

-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선언의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 중요성 재 확인
- 2008년 농업모텔리티가
향후 논의의 주요 기초
중 하나임을 확인
-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조치의 감축기조 및 감
축약속 유지
- 수출경쟁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집중 논의
- 사무국이 수출신용, 식
량지원, 수출국영무역관
련 정보를 취합하여 제
공

다. 기존 FTA 내용
○ 한-EFTA,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는 수출보조금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는 상대국에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금
도입 또는 재도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 한-EFTA FTA는 양허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도입(재도입)할 경우 수입
국은 해당품목에 대해 MFN세율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함.
- 한-칠레, 싱가폴, 아세안, 인도, EU, 미국과의 FTA에서는 수출보조 관련 규
정이 없음.
라. 평가와 시사점
○ 현행 WTO 농업협정문의 수출보조 감축의무에 비해 TPP 협정문의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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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조 사용금지는 WTO Plus적인 개혁적 합의라 볼 수 있음.
○ 모든 TPP 체약국은 다른 TPP 체약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수출보
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 체약국에 대한 특별 예외 조
치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현행 WTO 농업협정문은 수출보조 감축의무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경우 수출 유통비 및 국내 운송비는 감축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TPP 협정문상 모든 체약국의 농산물 수출보조 사용금지
규정은 현행 WTO 수출보조 감축의무 규정에 비해 한발 더 나간 개혁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TPP 협정문의 체약국간 농산물 수출보조 사용금지 조항은 농산물 수
출보조가 가장 무역왜곡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빠른 철폐가 필요하다는 국
제적인 공감대를 반영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TPP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보조 사용금지에 대한 합의는 향후 WTO
DDA 농업협상의 수출보조와 관련한 협상에서 다자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WTO DDA 협상에서 조기 수확 의제로 수출보조 철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 다만 TPP 협정문의 농산물 수출보조 관련 조항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조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WTO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 과정
에서는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시한 및 예외조치와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부여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마.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 만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체약국간 농산물 무역에 수출보조 사
용금지 의무의 적용은 현재 WTO 농업협정문 9조 4항에 의거하여 개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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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축 면제된 수출물류비(유통비 및 수송비 등 지원)를 지원하고 있는 우
리나라의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개도국에게 감축 면제된 수출물류비(유통비 및 수송비 등 지원)
를

연간 300억~400억원 내외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

과 함께 이를 증가시켜 왔음.
-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수출
물류비 지원을 매우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수출물류비 지원의 확대를 요
청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수출신용, 수추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의 경우는 TPP 협정문에 구속력
있는 규율이 없으나 이에 대한 WTO 차원의 규율이 마련되는 경우에 대비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수출신용 제도인 GSM
(General Sales Manager)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제분업계와 사
료업계가 미국산 원료 곡물의 수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크
게 영향을 받는 쟁점은 아니라 판단됨.
- 그러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연간 3,000억원 내외) 향후 시장금리와 정책금리(3~4%)의 차이가 크게 발
생할 경우, 이해당사국으로부터 우회적 수출보조라는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농산물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제도도 향후 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존재함.
○ 우리 정부의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보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농식품 수출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천명한 2008년부터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은 1995년 107백만불 수준에서 2008년 이후
400백만불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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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사업별 비중을 보면 수출업체에 직접 저리
융자 혜택이 제공되는 수출정책자금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최근에는
그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임.
- 반면에 해외시장개척사업과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심으로 농축산물판매촉
진사업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려가고 있음,
표 2. 우리 정부의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별 예산
단위: 백만 달러

1995

2000

2008

2011

2012

해외시장개척사업

1.6

8.4

19.1

29.8

31.4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포함)

1.5

19.1

29.7

39.5

40.9

수출정책자금 지원

103.5

230.0

439.9

388.7

365.2

계

106.6

257.5

488.7

458.0

437.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국내 농식품 수출 정책 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WTO DDA 협상
동향과 TPP 가입에 대비하여 현행 수출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국제 규율 강
화 움직임에 맞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수출물류비 지원 등 직접적인 수출지원은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되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신규시장개척, 공동마케팅, 수출물류기지 설치 및
공동이용 등 간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됨.
2. 수출국영무역
가. 주요 내용
○ 체약국들은 WTO 차원에서 논의 중인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합
의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규정함(Article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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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수출에 대한 승인 관련 무역왜곡적 제한에 대한 철폐(즉 수출 국영
무역기업의 수출독점권 폐지)
○ 농산물의 전체 수출 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특혜 금융지원 철폐
○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투명성 강화
나. WTO DDA 협상동향
○ 수출국영무역에 관한 WTO 논의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국영무역 자체의 존
폐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영무역기업이 야기할 수 있는 무역왜곡효과의
제거 및 투명성확보에 있음.
○ 사실상 지금까지 WTO 차원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
명성 부족과 이들 기업의 무역왜곡 가능성을 근거로 수출국영무역기업에
적용되는 규율 강화에 대한 것임.
- 예컨대 수출국영무역의 경우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약속 우회를 막기 위한
규범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 중이고, 논의의 핵심은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통보장치의 강화와 잠재적 수출보
조효과를 방지하는 데 있음.
○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과 같이 수출국이면서 직접적으로 수출국영무
역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들은 수출국영무역의 목적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무역왜곡효과
를 지적하면서 엄격한 규율제정과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 배타적인 수출권한을 부여 받은 수출국영무역은 수출가격의 설정에 투명
성이 부족하고, 독점적 수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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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 동일 품질의 상품에 대한 가격차별로 이윤을
극대화하며, 가격 풀링(Price pooling) 제도를 통해 국내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영무역기관의 활동에 좀 더
엄격한 원칙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반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국영무역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은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반면에 수출국영무역
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음.
- 우선 수출국영무역의 존재 자체가 곧 수출보조와 같은 무역왜곡효과를 가
져오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출국영무역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쟁보다
는 국영무역의 실질적인 수출보조 효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수출국영무역기관은 판매과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
며, 품질관리 및 유통비용의 절감효과에 있어서도 사기업의 운영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함. 예를들어 가격차별이나 가격 풀(pool) 제
도 등은 국영무역기관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수출국영무역이 수출보조를 우회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이는 미
국의 수출신용제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서, 오히려 이러한 수
출신용제도가 우회적 수출보조로 기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음.
○ 2008년 12월 배포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의하면 우선 수
출국영무역의 경우 수출경쟁분야의 합의 사항(수출경쟁분야 166조항)의 하
나로 부속서(Annex K)에 규율 강화 방안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음.
○ 수출국영무역기업은 현행 국영무역관련 GATT 1994 제17조에 합치하면서
운영되어야 하며 수출국영무역에 의한 수출신용, 식량원조를 포함하여 모
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주어진 기한 내 철폐를 보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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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합의함.
- 첫째, 수출국영무역에 의해 수행되는 수출보조를 철폐함.
- 둘째,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호혜적인 자본조달이나 자본차입에 대한 정부보증을 철폐함.
- 셋째, 수출국영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한 정부 인수나
부채탕감 등 직간접적 정부지원을 폐지함.
- 넷째, 2013년까지 수출독점권의 사용을 폐지함.
- 다섯째, 국내소비자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목적으로 운영되는 개도국의 수
출국영무역기업의 경우 수출독점권이 WTO 규정에 합치되어 운영되는 한
허용됨.
- 여섯째, 개도국의 경우 국내소비자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목적으로 운영되
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세계 전체 수출의 5%이내의 점유율을 가지
는 경우 하나의 수출국영무역기업에 한해 수출독점권이 유지될 수 있음.
- 일곱째, 최빈개도국과 소규모취약경제국의 경우 WTO 규정에 합치되어
운영되는 한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수출독점권이 허용됨.
- 마지막으로 수출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는 국가는 매년 적절한 정보를 통
보하여야하며, 다른 회원국요청에 의해 상업적 비밀이 아닌 한 수출금액
을 포함하여 수출품목, 수출가격, 수출량, 그리고 수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2008년 12월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제시 이후 수출국영무역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되지 않았음.
○ 향후 WTO DDA 농업협상에서 국영무역관련 협상결과는 국영무역 자체의
존폐 여부보다는 수출입 국영무역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
공 의무 강화, 배타적 독점권 완화(수출국영), 시장접근기회의 실질적 보장
을 위한 장치 마련(수입국영)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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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와 시사점
○ TPP 협정문상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정은 2008년 12월 배포된 DDA 농업
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구속력있는 약속
이라기 보다는 체약국들이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WTO 차원의 다자간 규율
마련과 합의 도출에 공동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임.
○ 이는 아직 DDA 농업협상에서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TPP 협정을 통해 선행적으로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율
강화를 이행하기에 부담스런 측면이 있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입
장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라.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농산물 수출국영무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출국영
무역에 대한 규율 강화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임.
○ 다만 향후 WTO 차원에서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율 강화는 동시에 수입국영
무역에 대한 규율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
- 농산물 수입국영무역을 운영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규제와 규율 강화 움직임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범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되, 수출
국영무역 이슈를 신축적인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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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량안보 관련 수출제한(Export Restrictions–Food Security)
○ 수출금지나 수출제한 조치시 이해당사국에 대한 통보 절차 및 근거 내용,
처리시한, 협의의무, 유지기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으써 식량안보 차원에
서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
가. 주요 내용
○ 체약국은 GATT 1994 협정문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 예외조
항(11조 2항 (a) 식량의 심각한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수출금지 및
제한)을 인정하고, WTO 농업협정문 제12조 관련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에
대한 조건 충족 하에서 심각한 식량의 부족을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 수출금
지 및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함(Article
2.26).
○ (통보의무) 식량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체약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 동 조치가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다른 체약국들에게 통보하고,
TPP 협정문이 발효전에 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발효 후 30일 이내에 다
른 체약국에게 알려야 함.
○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를 도입한 체약국은 통보시 그 조치가 GATT 1994
협정문 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 예외조항(11조 2항 (a) 식량의 심
각한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수출금지 및 제한)에 부합한다는 설명뿐
아니라 그 이유(reasons)를 포함하고, 만일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
기 전에 고려한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
○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를 도입한 연도를 제외하고 3개년 연속 식량 순수입
국으로서 해당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통보의무가 면제됨. 다만 이러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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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체약국은 3개년 연속 식량순수입이였음을
보여주는 무역통계를 모든 체약국에게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공해야함.
○ (협의의무) 식량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통보할 의무가 있
는 체약국은 그 조치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식량수입체약국의 요청에 따
라 협의에 응해야 함.
○ 또한 식량수출 금지 혹은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는 식량수
입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량수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체약국은 GATT 1994 협정문 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 예외
(11조 2항 (a))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 혹은 이 조치가 없을
경우 발생 가능한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 그리고 어떻게 이 조치가 심각한
식량부족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킬 것인지에 관한 적절한 경제적 지표를 제
공해야 함.
○ (질의에 대한 답변 의무) 식량수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체약국은 이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체약국에 의해 제기된 질의에 대해 서면
으로 질의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함.
○ (동료회원국의 통보압력 행사가능) 어떤 체약국이 식량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고 여기는 체약국은 관련 체약국에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
되지 않는다면 이 조치가 통보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체약국은 그 조치와 관
련하여 다른 체약국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음.
○ (수출제한조치 시한) 식량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통보한
체약국은 통상적으로 그 조치가 시행된 날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내에 해당 조치를 종료해야함. 다만 수출금지 혹은 제한조치를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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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것을 고려하는 체약국은 조치시행 후 5개월 이내 다시 다른 체약국
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가 GATT 1994 협정문 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
적 금지의 예외조항(11조 2항 (a) 식량의 심각한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
적 수출금지 및 제한)에 부합한다는 설명과 이유(reasons)를 다시 통보하고,
만일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고려한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
- 식량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체약국은 식량 순수입인 모든 다른
체약국들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한 해당 조치를 12개월 이상 지속할
수 없음. 체약국은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조치를 철회해
야 함.
○ 체약국은 비상업적이고,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매되는 식량에 대해서는 통
보대상이 되는 수출금지 혹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음.
나. WTO DDA 협상동향
○ WTO DDA 농업협상에서 수출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07년 7월의
세부원칙 초안(TN/AG/W/4)에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식량수입국들의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한 우려를 일부 반영하여 ‘자의적인 수출금지나 수출제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현행 WTO 농업협정 12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
의한다’는 문안이 포함된 이후, 이와 관련된 규율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 왔
음.
○ 2008년 WTO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국
의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의 운용은 12개월 이내로 제약하였고, 이해당사국
과 협의될 경우에만 최대 18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한 회원국은 그 도입 사유(reasons)를 통보하고,
이해당사국과 협의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 진행상황을 농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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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보고하며, 농업위원회는 매년 통보사항을 갱신하고 감독을 실시하는
등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스위스 등 식량수입국들은 DDA 협상초기부터
농산물 수입국의 식량안보 문제와 결부하여 수출국들이 자국의 사정에 따
라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수출금지, 수출제한, 수출세 부과 조치에 대한 규
정을 강화하자는 입장임.
○ 현행 WTO 농업협정 12조(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원칙)는 원칙적으로 수
출국은 수출금지와 수출제한을 자제하고, 해당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해당
사국과 협의하도록 명문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상 구체성이 부족하
였음.
- 이에 일본, 스위스, 한국 등 식량순수입국들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출국
의 수출금지 혹은 제한 조치에도 적절한 절차와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
장임.
○ 일본과 스위스, 한국 등을 중심으로 제안되어온 수출국의 수출금지, 수출제
한, 수출세에 대한 자의적인 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규범을 강
화하자는데 EU,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반면에 일
부 수출개도국들은 현행 규정(농업협정문 12조)으로도 적절하게 규제될 수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2008년 세계적인 국제곡물시장 위기 상황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이
다양한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에 관한 현재의
규정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수입국들의 주장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
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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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와 시사점
○ TPP 협정문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제한에 대한 규정은 현행 WTO 농업협
정문 12조(수출금지 및 제한에 대한 원칙)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식량수
입국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출금지 혹은 수출제한 조치의 자의적 발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식량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한 사전공표,
조치통보, 협의의무, 조치시행의 합리적 이유와 식량부족 지표 제공 및 질
의에 대한 답변의무, 시행기간의 명확화 등 식량 순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한
측면이 있음.
-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조치 시행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다른 체약국들에
게 공표하며, 원칙적으로 4~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시
행 할 경우에 시행 후 5개월 이내 사전 통보 의무, 기본적으로 수입국과의
합의가 없을 경우 최대 12개월까지만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어느 체약국이든지 식량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통
보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국가를 인지한 경우 통보의무를 환기시키는 주의
를 줄 수 있게 하고 있음.
○ TPP 협정문에서 현행 WTO Plus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제한에 대한 구
체적인 규정 마련은 대규모 식량수입국인 일본의 제안에 의해 구체화된 것
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WTO DDA 농업협상에서 수출금지나 수출제한을 효과적으로 규
제하기 위해 현행 WTO 농업협정 12조를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반영한 측면이 있음.
- 현행 WTO 농업협정 12조는 수출금지나 수출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이 조치가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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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지나 수출제한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이 조치의 성격, 유효
기간 등을 농업위원회에 통보하고, 이해당사국의 요청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담고 있음.
- 또한 순수출국이 아닌 한 개도국에게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TPP 협정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금지 혹은 수출제한에 대한 규정 마련
은 향후 WTO DDA 농업협상의 수출제한 관련 다자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WTO DDA 농업협상에서 오랜 동안 논의되어왔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
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수출금지 혹은 수출제한에 대한 다자간 규율
마련에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TPP 협정문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금지 혹은 수출제한에 대한
조항은 식량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WTO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 과정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부
여에 대한 논쟁 발생 가능성이 있음.
라.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는 대규모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수출국들의 자의적인 수출금지나
제한에 대한 국제적 규율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유
리함.
○ 특히 2008년 글로벌 식량 위기 당시 농산물 수출국들이 다양한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한 바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의 감소와 개도국의 식
량수요 증대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자
국의 식량안보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다양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이에 관한 규율 강화는 대규모 식량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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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람직함.
4. 기타: 농산물 무역위원회, 농업세이프가드, 현대생명공학기술 상품의 무역
가. 농산물 무역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al Trade: Article 2.27)
○ 체약국들은 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농산물 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아래
와 같은 작업을 위한 대화의 장(forum)을 제공함.
- 본 협정문과 적절한 다른 이슈 하에 체약국간 농산물 무역의 활성화
-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제한(Article 2.26)을 포함하는 본 협정의 이행과 관
리에 관한 감독(monitoring) 및 협력 촉진,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신용
보증, 수출 보험, 수출국영무역과 관련한 공동협력 작업에 대한 토의
- 이 협정문아래 설립되는 다른 위원회, 산하위원회, 작업반 혹은 다른 협의
체와의 협력하에 본 절(Section C-Agricuture)과 연관된 문제에 대한 체약
국간 협의
- 상품무역위원회와 이사회가 부여하는 부가적인 작업의 수행
○ 농산물 무역위원회는 체약국들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되며, 이 협정이 발효 된 후 첫 5개년 동안은 연간 1번 이상 열릴 것임.
※ 농산물 무역위원회 관련 조항은 한-미 FTA(ARTICLE 3.4: COMMITTEE
ON AGRICULTURAL TRADE) 혹은 다른 FTA에서도 거의 동일함.
나. 농업긴급수입제한제도(Agricultural Safeguard: Article 2.28)
○ 체약국의 원산지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문에 의해 시행되는 특별긴급수
입제한(SSG)에 의거해 적용되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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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약국의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긴급수입제한(SSG)에 의거해 적
용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동 조항은 한-미 FTA(ARTICLE
3.3.8)의 내용과 동일함.
-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서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제도는 체약국간 합의에
의해 양허표(부속서)에 ASG 발동가능 품목, 발동기준과 관세율이 설정됨
(한-칠레, 한-EU, 한-페루, 한-미 FTA).
○ TPP 협정에서는 미국과 일본만 ASG 관련 해당 부속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입국의 ASG 활용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FTA(한-칠레, 한-EU, 한-페루, 한-미 FTA)에서와 같이 ASG를 두는 방향
으로 저극적인 협상 노력 경주가 필요함.
다. 현대생명공학기술 상품의 무역(Trade of Products of Mordern Biotechnology:
Article 2.29)
○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개발된 상품(일명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교역에
관하여 투명성, 협력, 정보교환의 중요성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궁
극적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자의적, 비과학적 무역규제를 완화하
기 위한 목적이 있음.
○ 체약국은 현대생명공학기술 상품의 무역과 관련된 투명성, 협력, 정보교환
의 중요성을 확인함.
○ 이 조항의 어떤 것도 WTO 협정에 따른 체약국의 귄리와 의무 혹은 본 협정
의 다른 조항에 일치하면서 채택되는 체약국의 조치를 방해하지 않으며, 자
국의 영토내에서 현대생명공학 상품의 통제를 위한 법, 규정, 정책를 채택하
거나 수정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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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약국은 자국의 법, 규정, 정책에 의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공
개해야 함.
- 현대생명공학기술로 생산된 상품의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문서)
- 현대생명공학기술로 생산한 상품의 승인 관련 위험 및 안정성 평가 개요(요약)
- 자국의 영토 내에서 승인된 현대생명공학기술로 생산된 상품의 목록
○ 체약국은 유전자조작 농산물(rDNA: recombinant deoxyribonucleic acid)의
낮은 수준의 출현혹은 혼입(LLP: Low Level Presence)과 관련된 문제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접촉처(contact point)를 지정해야 함.
○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낮은 수준의 출현 혹은 혼입(LLP) 문제를 다루고, 향
후 LLP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은 자국의 법,
규정, 정책의 허용범위 내에서 현대생명공학기술로 만들어진 특정 식물의
승인과 연계되어 수행된 위험 및 안전성 평가의 개요를 제공해야하고, 자국
내에서 현대생명공학기술로 생산된 식물생산품 승인을 받은 업체/기관의
접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 또한 수출 체약국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LLP 발생 감지방식이
나 참고견본, 수입국이 위험 및 안전 평가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 혹은, 식품 안전 평가가 적합할 시 ‘rDNA 식물에서 추출된 식품 안
전 평가 시행을 위한 Codex 가이드라인’ 부속서 3에 따른 식물 안전 평가
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낮은 수준의 출현 혹은 혼입(LLP)이 발생한 경우, 수
입국은 자국의 법, 규정, 정책에 의거하여 수입자와 수입대행사에게 이를
알리고, 이와 관련하여 수입국이 수행한 위험 및 안전성 평가의 개요를 수
출국에게 제공하고,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낮은 수준의 출현(LLP) 발생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가 자국의 법, 규정, 정책 준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
했음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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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낮은 수준의 출현(LLP)으로 인한 무역차질의 경향을
축소하기 위해 수출국은 현대생명공학 식물 및 식물생산물 기술개발자가
체약국의 숭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대생명공학 식물 및 식물생산
물을 승인하는 체약국은 연중 승인신청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현
대생명공학 식물 및 식물생산물의 신규 승인과 관련하여 체약국간 의사소
통을 증진해야 함.
○ 체약국들은 현대생명공학 상품 관련 무역문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협력을
위해 농산물 무역위원화 산하에 현대생명공학 상품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함.
- 작업반은 모든 체약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참여의향과 참여자 명단을
농산물 무역위원회에 제공함.
○ 현대생명공학 상품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은 현행 혹은 제안된 법,
규정, 정책을 포함하여 각국의 법과, 규정, 정책에 의한 현대생명공학 상품
관련 무역과 연관된 이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현대생명공학 상품의 무
역과 관련된 체약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장을 제공함.
○ 본 조항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농산물의 무역 촉진을 희망하는 미
국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됨.
- 현대 생명공학기술에 잇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유전
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무역차별을 방지하고, 현
대생명공학 상품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체약국간의 협력 증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현대 생명공학기술
을 응용한 농산물의 무역관련 글로벌 규범 마련의 기초 문안으로 기여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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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국제규정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f Biosafety)｣
에 따른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TPP 협정의 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규정은 국내법 혹은 제도와 크게 상충되는 부문이 없다
고 판단됨.
- 다만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저수준 출현 혹은 혼입(LLP) 허용치와 관련하
여 수입국의 엄격한 제한규정과 과학적 증빙능력이 우월한 수출국의 완화
요구 간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함.
<Section D-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TRQ 관리 방식)>

5. TRQ 관리
○ TPP 협정에서 관세율쿼터(TRQ)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은 농업규범과 별도
의 독립 세션(Section D-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TRQ 관리․운영(배분방식,
회수 및 재할당, 투명성 등)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었음.
○ 이는 TPP 참가국 중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자국의 통
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수입국들이 운영하는 TRQ 관리 방식에 얼마나 관심
이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한-미 FTA 협정문은 제3장 농업부문 속에 “관세할당(TRQ)의 운영 및 이
행(제3.2)”이라는 조항으로 포함되어 제시되어 있으나 TPP 협정문은 “관
세할당(TRQ)의 운영 ”이라는 조항을 독립섹션으로 분리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함.
※ TRQ제도의 경제적 개념: 관세할당(TRQ)제도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서

800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일명 TRQ 물량)까지는 낮은세율(혹은 무관세)이, 그리
고 그 이상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세
율이 부과되는 것임.
- 수출국들에 낮은 세율(혹은 무관세)로 일정물량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함
과 동시에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국의 민감
품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지는 수출입국
간 타협의 산물임.
가. 주요 내용
○ 적용범위와 일반조항: Article 2.30
○ 각 체약국은 GATT 1994 제13조(수량제한의 무차별적용), WTO 수입허가
절차에 대한 협정(Import Licensing Agreement)와 본 협정문 수입허가 조항
(Article 2.13 Import Licensing)에 따라 TRQ를 이행하고 운영해야 함. 본 협
정문에 의해 모든 체약국에 의해 설정된 TRQ은 체약국의 관세양허(철폐)
스케쥴(Annex 2-D)에 포함됨.
○ 각 체약국은 자국의 TRQ 운영의 절차가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
영할 것과 필요 이상의 행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운용될 것을 보장해야 함(한-미 FTA 에도 유사규정
있음)
○ 관세할당(TRQ)을 운영하는 체약국은 TRQ 운영과 관련된 할당량, 자격조건
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TRQ 물량 할당시 최소한 90일전에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절차, 신청기한, 할당방식 등을 공개해야 함.
○ TRQ 관리와 자격조건(Administration and Eligibility): Article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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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체약국은 수입업자들이 TRQ 물량을 충분히(fully)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TRQ제도를 운영해야 함.
(a) 아래 제시되는 (b)와 (c)의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수입품의 특정규격,
등급, 최종용도, 포장크기 등을 포함하여 부속서 2-D (관세 철폐)의 양허
표 규정을 넘어서는 정도로 TRQ 수입 활용에 관한 새로운 혹은 추가적인
조건, 자격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할 수 없음.
(b) TRQ 수입 활용에 관한 새로운 혹은 추가적인 조건, 자격조건이나 제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체약국은 이러한 조건과 제한이 발효 예정된 날짜의 최
소 45일 전에 다른 체약국들에게 통보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상업적 이해
를 가지는 다른 체약국은 서면요청을 통해 새로운 혹은 추가적인 조건, 자
격조건이나 제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체약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같은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새로운 혹은 추가적인 조건, 자격조건이나 제
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체약국은 제2.34조 (투명성)의 제6항에 따라 신속하
게 협의에 응해야 함.
(c) TRQ 수입 활용에 관한 새로운 혹은 추가적인 조건, 자격조건이나 제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체약국은 위의 (b)에 따라 이해당사국과의 협의를 진행
한 후 이해당사국들의 반대가 없는 경우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음.
(d) (c)에 의거하여 이해 당사국과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TRQ 운영 관련 새
로운 혹은 추가적인 조건, 자격조건이나 제한은 이행 전에 다른 체약국들
에게 회람되어야 함.
○ TRQ 할당 혹은 배분(Allocation)153: Article 2.32

153 TRQ 물량 할당과 관련하여 본 협정문은 각주를 달아 기본적으로 선착순이외의 배
분방식들을 “allocation mechanism”으로 하고 세부규칙들을 기술하고 있음: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llocation mechanism” includes any system where

access to the TRQ is granted on a basis other than first-come first-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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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Q 물량이 선착순이 아닌 방식으로 배분되는 경우, 수입국은 아래 사항을
보장해야 함.
(a) 수입국의 TRQ 할당 자격 요건을 구비한 어떤 사람도 TRQ 신청과 배분
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한-미 FTA 에도 유사규정 있음).
(b)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체약국은 생산자단체에 대한 할당, 국내산 구매 조건
부 할당, 가공업자에 한정된 할당을 하지 않음(한-미 FTA 에도 유사규정 있음).
(c) TRQ 할당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수량과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가능한 최대 물량으로 배분해야 함(한-미 FTA 에도 유사규정 있음).
(d) TRQ 할당은 특정 세번이 아닌 TRQ 물량이 할당된 어떤 세 번도 신청
가능해야 하며, 연중 유효해야 함.
(e) TRQ 신청자들의 요청 물량이 설정된 TRQ 물량보다 큰 경우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할당되어야 함.
(f) TRQ 신청자들이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은 최소한 4주
이상 주어져야 함.
(g) TRQ 물량 배분이 이전 12개월간의 수입실적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
으로 기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쿼터배분기간 시작 전 4주 이내에 이
루어져야 함. TRQ 물량 배분이 이전 12개월간의 수입실적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기초하는 경우, 체약국은 잠정적으로 전체물량을 쿼터
배분기간 시작 전 4주 이내에 할당하고, 일부 변경을 포함하는 최종적
인 결정은 쿼터배분기간 시작까지 신청자들에게 통보됨.
○ 협정 발효 첫해에 어떤 체약국의 쿼터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당사국은
협정 발효 시점에 쿼터 신청자에게 관세율할당을 제공해야 하고, 첫해 쿼터
할당량은 분모를 12로 하는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조정가능함(부속서
2-D (관세 철폐)의 양허표 상 관세율할당에 분수를 곱한 것으로, 분모는 12
가 되고 분자는 발효 시점 개월을 포함하여 발효 시점에 남은 개월 수가 됨)
그 이후 체약국은 관세율할당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첫 번째 날에, 부속서
2-D (관세 철폐)에 따른 양허표에 설정된 전체 할당물량을 TRQ 신청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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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토록 함.
○ TRQ를 운영하는 체약국은 쿼터 배분의 신청 혹은 이용을 위한 조건으로
상품의 재수출를 요구할 수 없음(한-미 FTA 에도 유사규정 있음).
○ 이 협정문의 TRQ에 의해 수입된 물량은 체약국이 WTO 혹은 다른 무역협정
에서 해당 품목에 제공된 TRQ 물량과 연계하거나 그 물량을 축소하지 않음.
○ TRQ 회수 및 재할당(Return and Reallocation of Quotas): Article 2.33
○ 선착순 이외의 방식으로 TRQ 물량을 운영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TRQ 물
량의 가능한 최대 수입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미소진 할당량을 적절
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회수하고, 재할당하는 방식을 보장해야 함.
○ 각 체약국은 정기적으로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할당량, 회수
량, 이용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동일한 웹사이트에 추가적으로 재할
당을 위한 신청을 받기 최소 2주 전에 재할당 가능물량과 신청기한을 공개
해야 함.
○ 투명성: Article 2.34
○ 체약국은 TRQ 운영을 책임 담당하는 기관을 확인하고, 체약국간에 TRQ 운
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접촉처(contact
point)를 지정하고, 접촉처의 상세한 정보를 체약국에 제공해야함.
- 접촉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른 체약국에게 통보해야 함.
○ 선착순 이외의 방식으로 TRQ 물량이 운영되는 경우, 수입국의 TRQ 운영기
관은 물량을 배분받은 수입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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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해야 함.
○ 선착순 방식으로 TRQ 물량이 운영되는 경우, 수입국의 TRQ 운영기관은 지
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이행율과 남아 있는 TRQ 물량
을 공개해야 함.
○ 선착순 방식으로 TRQ 물량이 운영되고, TRQ 물량의 수입이행이 충족된 경
우,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10일 이내에 이 상황을 공표해야 함.
○ 선착순 이외의 방식으로 TRQ 물량이 운영되고, TRQ 물량의 수입이행이 충
족된 경우,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한 빨리 이 상황을 공표해야 함.
○ 수출국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TRQ를 운영하는 국가는 자국의 TRQ 운
영에 관해 수출국과 협의해야 함(한-미 FTA에도 유사규정 있음).
나. 한-미 FTA 내용
○ 한․미 FTA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해 관세철폐예외 혹은 장기간의 관세철폐
등 신축성을 부여받는 대신 무관세수입쿼터(TRQ) 물량이 제공된 품목과 제
공된 TRQ물량의 수입관리에 대해 합의함.
○ 무관세수입쿼터(TRQ물량) 설정품목: 분유, 치즈, 식용 대두 및 감자, 천연꿀
등 총 2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쿼터(TRQ) 물량이 설정되어 있음.
○ TRQ 물량 운영방식: TRQ물량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달리 규정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선착순 방식이 기본 방식임을 천명하고 있음.
- 다만 수입차액징수나 수입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민감 품목(16개)은 TRQ
물량 배분 방식으로 수입권공매제와 수입허가제를 채택하여 협정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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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1)에 대상품목, 관리주체, 운영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음.
- 반면에 국영무역에 대해서는 양국의 합의하 운용 가능함을 선언적으로 규
정하고 있음.
표 3. 한․미 FTA 협상에 따른 TRQ 관리주체 및 운영방식
품목

관리주체

탈지/전지분유/연유 농수산물 유통공사

운영방식

비고(배분원칙)

공매제

12월, 3월, 6월 9월 분기별 공매 배분

식용유장

한국유가공협회

허가제

과거 및 신규 수입업자 배분

버터

농수산물유통공사

공매제

1월에 전체 물량 공매 원칙, 3월 15일
이전까지 나머지 물량 공매 배분

치즈

한국유가공협회

허가제

과거 및 신규 수입업자 배분

천연꿀

농수산물유통공사

공매제

12월, 3월, 6월 9월 분기별 공매 배분

신선 및 냉장감자

농수산물유통공사

공매제

조건없음

오렌지

10년차까지 공매제, 11년차이후
과거실적 기초 허가제, 8월 공매
공매제/허
농수산물유통공사
9월1일부터 2월 말 수입 허용
가제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TRQ물량 신청
가능함.

보리

농수산물유통공사

허가제

서면 신청 선착순 기초 배분 1월 중
배분

맥아 및 맥주맥

농수산물유통공사

허가제

서면 신청 선착순 기초 배분 1월 중
배분

옥수수전분

농수산물유통공사

허가제

서면 신청 선착순 기초 배분 1월 중
배분

식용대두

한국연식품,
대한장류,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대두가공업협회

허가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서면 신청
선착순 기초 배분 수입연도 이전연도
4월 1일 이내 배분

자료 : 한 ․미 FTA 농업협정문 부록 2-나 -1

○ 품목별 TRQ물량별 관리방식: 우선 한․미 FTA에 의해 TRQ물량이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운영되는 품목은 탈지/전지분유/연유, 버터, 천연꿀, 신선/냉
장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오렌지(10년차까지), 인삼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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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과거 및 신규수입자에게 수입허가방식으로 TRQ물량이 배분되
는 품목은 식용유장, 치즈, 조제분유, 오렌지(10년차 이후)이고, 수입허가
를 선착순 혹은 신청순으로 배분하는 품목은 보리, 맥아 및 맥주맥, 옥수
수전분, 식용대두, 사료용 근채류, 보조사료, 덱스트린(변성전분)임.
- 순수하게 선착순 방식으로 수입허가를 배분하는 품목은 ASG 발동 품목
중 무관세쿼터가 제공된 18개 품목 중 TRQ관리 방식으로 수입허가제가
합의된 보리, 맥주맥,/맥아, 옥수수전분, 변성전분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녹두/팥, 고구마, 기타서류, 옥수수, 메밀/기타곡물, 고구마전분, 감자전분,
매니옥전분 등 곡물전분, 발효주정 등 13개 품목임.
○ TRQ물량 배분: 무관세수입쿼터(TRQ) 적용 세번, 쿼터물량, 관리방식 등을
양허안의 부록에 해당 품목별로 기재하고, TRQ물량은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
을 주고,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배분 한다는 원칙에 합의함.
- 또한 법적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든지 쿼터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
으며, TRQ물량배분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수량으로 가능한 최대
한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단체 배분금지와 함께 국내산구매조건, 재수출조건, 가공업자 한정,
최종 사용용도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합의함.
○ 미소진 쿼터 재배분 : TRQ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동안 95%미만 사용
된 경우 미국의 서면 요청 시 양국은 쿼터 물량의 불완전 사용에 대한 원인
을 파악하고, TRQ물량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협의를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상대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착순
방식으로 TRQ물량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합의함.
○ 한-미 FTA에서 TRQ관리방식과 관련하여 합의된 위와 같은 협상결과는
TPP 협정문의 투명성, 공정성 등에 대한 기본방향은 유사하나, TPP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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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투명성, 공정성, 배분방식 등을 더욱 구체화(정보공표 일자(90일전)
지정, 신규･추가조건 협의방법, 신청･배분 시기 및 회수 및 재할당 시기 명
시)한 측면이 있음.
다. WTO DDA 협상 동향
○ 2001년 출범한 WTO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
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통상이익 확보차원에서 투명하고 시장지향
적인 관세할당제도(TRQ)의 확립과 무역왜곡적 수입관리방식에 대한 규율
강화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DDA 농업협상과정에서 수출국들은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
한 관리, 품목군내 특정 세번에만 물량배정, 최종용도제한, 국내산 구매조건
연계 등의 부가조건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반면에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UR 이후 비관
세장벽 철폐의 대가로 출현한 TRQ 제도가 농산물교역 확대와 수출국의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전제로,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의 제정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
- 하지만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TRQ 관리방식의 예측가능성·투명
성·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TRQ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
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 9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농산물 TRQ 물량 수입관리
방식 개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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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각료회의에서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에 대한 합의는 2008년 12월 배

포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과 2012년 9월 브라질이 개도국
수출국 모임인 G20국가들을 대표하여 제안한 TRQ 관리방식 규율 강화 관
련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
- TRQ 관리개선은 UR 협상결과에 따라 설정된 농산물쿼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수입이 해당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현상, 일
명 TRQ 미소진(underfill)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출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임.
○ 각료결정문 형태로 합의된 TRQ 물량 수입관리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

게 본문(15개 조문)과 부속서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는데, 본문은 90일전
TRQ 입찰 등 정보 공표, 30~60일 이내 TRQ 신청처리완료 등 TRQ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것이고, 부속서는 TRQ 물량 수입률을 높이기 위한 미
소진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임.
- 핵심적인 내용은 UR 수입허가절차협정문에 기초하여 TRQ관리가 투명하
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TRQ가 미소진될 경우 해당 기간 내 다시 재배
분되는 제도적 장치(부속서 A)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15조문, 2개부속서)에서 합의한 TRQ수입물량 관리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4(a)와 관련하여 TRQ관련 정보는 최소한
개시 90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함: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4항(a)은 정보
공개의 시한규정으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최소한 21일 이전에 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TRQ 관련 정보는 TRQ 개시 90일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
어 수입허가절차협정문 보다 강한 시한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둘째,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6항과 관련하여 TRQ물량 신청자는 오직
하나의 행정기관에만 (쿼터)를 신청함: 이는 TRQ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규정임.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6항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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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개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3개까지 허용하고 있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화된 TRQ 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 셋째,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f)와 관련하여 쿼터신청 처리기간은 신청
서가 접수되는 대로 30일 이내에, 그리고 모든 신청서가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이는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f)
항(신청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선착순 배분의 경우 30일 이내에, 모든 신
청서가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원
용한 것으로 수입허가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임.
- 넷째,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합의문 3조 5(i)와 관련하여 TRQ 허가서는 경
제적 물량(economic quantity) 단위로 발급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고추에 대
한 수입권을 할당할 경우 경제적 물량이 최소한 1톤이라고 가정하면 이
보다 적은(예: 0.1톤) 단위로 수입을 허가할 경우 실제 수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것임.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i)에서는 경제적인 수량에 대한 허가
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임.
- 다섯째, TRQ 소진율(TRQ물량대비 실제 수입물량)은 공개되어야 하며,
TRQ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합의문 3조 2항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이상의 행정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
일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국은 TRQ 미
소진이 필요 이상 제약을 가져오는 행정절차에 기인하지 않음을 보장해
야 함. 즉 TRQ 소진율(fill rate)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업
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미소진 쿼터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여섯째, 민간에게 할당된 수입허가권이 정상적인 상업적 운영에 따라 예
상되는 이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일 경우,
수입국은 미소진 이유를 조사하고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j)항에 따라
새로운 수입허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미소진 원인을 적절히 고려해야
함. 핵심은 수입국은 부속서 E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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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할당 메커니즘154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일곱째, 회원국은 쿼터 양허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입권한을 소유한 수
입업자에 관한 자세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이 합의에 따라 설정된 회원국의 (TRQ 관리)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함.
표 4. TRQ 관리방식 관련 WTO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 주요 내용
조문(제목)

주요내용

평가

TRQ 관리의 투명성강화로 수입국
TRQ 개시 및 신청 등 공표(최소90일전, 30
투명성 강화
들의 TRQ 의무 이행 부담 증가
∼60일내에 신청처리), 불필요한 지연 금
(1∼12조)
-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수입허가
지 등 TRQ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련 고시 개선 필요
수입국이 3년 연속 TRQ 소진율 65% 미만 등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가지고
미소진 메카니즘 수입국은 TRQ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 (선착순 또 있어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이 없
(부속서 A) 는 비조건적 허가)
으나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영향 있
- 개도국은 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음.
미소진 메카니즘 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카니 개도국 S&D 수정여부 관련 미국과 중국
즘의 개도국 S&D 유지여부 등 결정
등의 대립을 감안, 사무총장이 중재안을
재검토
(13∼15조) - 미 합의시, 적용 유보 선진국 적용제외 제시, 합의를 도출
미국,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엘살바
미소진 메카니즘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 합의시, 목록에 등재된 선 도르, 과테말라 등재
유보 선진국
- 바베이도스 등 개도국들은 미소
(부속서 B) 진국들은 적용 유보여부 결정가능
진 메카니즘 적용배제의 명확화
를 위해 등재를 요구한 것임.

154 미소진 쿼터 메커니즘은 부속서 E에서 다룬다 . 핵심 내용은 모니터링 1차연도에
수입국이 TRQ 소진율 (fill rate)을 통보하지 않거나 또는 TRQ 소진율이 정의된 수
준이하인 경우 회원국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 미소진 쿼터 메커니
즘이 시작되고 , 2년 연속 소진율이 정의된 수준 이하인 경우 또는 소진율이 통보
되지 않은 경우 , 수입국은 미소진을 개선하기 위해 TRQ 관리방법의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 특히 모니터링 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 , 만일 TRQ 소진율이 3년 또
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정의된 수준 이하이고 , 연간 소진율이 최소 일정한 %씩 증
가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TRQ 관리방법을 선착순 또는 자동수입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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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TRQ물량 수입관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합의사항의 하나는 TRQ가
미소진될 경우 해당 기간내 다시 재배분되는 제도적 장치(부속서 A)를 갖
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각료결정문에 제시된 TRQ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입국이 TRQ 물량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65% 미
만일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에 수입국의 TRQ 쿼터 의무이
행 사항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수입국은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TRQ 물량 수입관리에 관해 논의해야 함.
- 둘째, 설정된 TRQ 물량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입국이 관련 품목의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셋째, 3차년 이후 기간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TRQ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됨: ① 3년 연속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유지되거나 주
어진 기간동안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3년 연속 소진율이
40%~65%사이에서 매년 연평균 소진율 증가율이 8%p 미만 또는 소진율
이 40%이하에서 매년 연평균 소진율 증가율이 12%p 미만일 경우, ③ 데
이터에 기초한 시장상황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미소진 이유에 대해 수출
국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④ 수출국들이 매카니즘 발동을 요구할
경우임. 위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시에 TRQ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됨.
표 5. TRQ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구조
3년 연속 TRQ 소진율
65% 초과
65% 이하∼40% 초과
40% 이하
주 : ()안의 수치는 개도국의 경우임 .

연평균 소진율 증가율
8%p(5.3%p)
8%p(5.3%p)
12%p(8%p)
12%p(8%p)

이상
미만
이상
미만

발동 여부
×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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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Q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되면 해당 수입국은 선착순 방식(first
come, first served) 또는 비조건적 허가 방식으로 TRQ 수입관리 방식을 전
환하고, 최소 2년간 전환된 수입관리 방식을 유지해야 함. 또한 수입관리방
식 전환결정시에 주요 수출국들과 협의가 요구됨.
- 다만 TRQ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는 현
행의 TRQ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되, 채택한 수입관리방식을 방식을 최소한 2
년간 유지함. 또한 개도국의 경우 TRQ물량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이후 연
평균 TRQ 소진율 증가율이 선진국의 2/3수준 이상 상승하면 미소진이 해
소된 것으로 간주됨.
라. 평가와 시사점
○ TPP 협정문의 농산물 관세할당(TRQ) 관련 조항은 한․미 FTA 대비 상세
기술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WTO 제9차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에서 합의
한 TRQ 물량 관리 합의 내용과 유사하나, TRQ 운영의 투명성과 수출국들
의 시장접근기화 확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TRQ 규범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
가됨.
○ 충족되지 않은 TRQ 물량을 적절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회수하고, 재할당하
는 방식을 보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할당량, 회수량, 이용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일한 재할당 신
청을 받기 최소 2주 전에 재할당 가능물량과 신청기한을 공개해야 함.
○ 또한 TRQ 물량 배분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TRQ 운영을 책임 담당하는
기관과 다른 체약국과의 협의를 위한 접촉처(contact point)를 지정하고, 물
량을 배분 받은 수입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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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Q 물량관리와 관련하여 발리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TRQ 물량 미소진 메
커니즘(부속서 A)의 복잡한 설명보다는 단순한 규정이나 TRQ 물량의 회수
와 재할당 시스템 구축 의무, 투명성 조항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출국들의
TRQ 물량 시장접근기회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임.
○ TPP 협정문은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 중인 TRQ 관련 다자간 합의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TRQ 관리 관련 글로벌 규범의 주요 내용
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큼.
마.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경우 WTO DDA 협상 동향과 한-미 FTA 합의 사항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TRQ 관리방식을 시장지향적 방향으로 개선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축산물 TRQ 수입관리 관련 고시의 보완 및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TPP 협정문의 수입이행율이 낮은 TRQ 물량을 적절하고 투명한 방식

으로 회수하고, 재할당하는 방식을 보장해야 하며, TRQ 물량의 생산자단체
에 대한 할당 금지, 용도제한, 국내산 구매조건, 자격조건이나 제한을 도입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당사국과의 협의의무 등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무엇보다 선착순 이외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은 TRQ 물량 수
입관리 방식의 투명성 강화 방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TRQ 제도 개선은 WTO와 FTA의 상호관련성 고려, 시장의 효율성과
정치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효율적인 대외협상 추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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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FTA를 통한 FTA/TRQ의 설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율관세 수준, 관
리방식과 관리기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기존의 WTO/TRQ 제도의 틀을 변
모시킬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표 6. 우리나라 WTO TRQ 품목별 운영 현황
구분

품목

수입관리기관

비고

단일방식 운용 : 52품목
국영무역
(2품목)
수입권공매
(3)
실적
기준 등
실수요자 배정
(18)
배정
(47)
선착순
(29)

쌀, 참깨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공사

지정된 기관만이 수
입 판매 및 수입이익금
징수

인삼, 생강, 밤

유통공사, 산림조합

수입권공매 주관기관
의 공매에 참가하
여 낙찰

보리, 종돈, 감자‧변성전분, 고
구마전분, 유당, 에틸알콜, 보조
사료, 종계, 버터, 매니옥, 맥주
맥, 옥수수 등

한국 전분․당협회, 제지협회, 콘
협회, 농협, 유가공협회, 사 가공시설확보 등 일정
료협회, 단미사료협회, 양계 자격요건 구비 필요
협회, 주류산업협회 등

감귤류, 연유, 감자(종자용), 매 농협, 국립종자원, 대한잠사회, 수입 추천신청
니옥펠리트, 유장, 호밀, 탈지 생사수출입조합, 묘목협회, 산 선착순 배정
분유, 잣 등
림조합 등
(자격제한 없음)

여러방식 혼합운용 : 11품목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3)

마늘, 양파, 메밀‧기타곡물

유통공사

국영무역품목이나
일부물량 수입권공
매 방식 혼합 운용

국영무역
실수요자배정
(2)

녹두․팥, 대두

유통공사,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사료협회

국영무역품목이나 일
부물량 과거실적기준
배정방식 혼합 운용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1)

고추

유통공사

국영무역, 수입권공
매, 과거실적기준 배
정방식 혼합 운용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5)

감자(종자용이외), 천연꿀,
참기름과
그분획물,낙화생,대추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수입권공매방식이외
과거실적기준 배정
등
방식 혼합 운용

계

63품목

21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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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TRQ와 FTA/TRQ는 품목별․협상별 관리방법, 관리기관, 저율관세
수준, TRQ 제공량 등의 유사성 및 차별성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실패의 가
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수립 및 협상전략을 구사하여야 함.
- TRQ 품목의 수입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교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행위가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경우 국내 해당 산업에 큰 피해로 귀결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대두의 경우 한-미 FTA에서 과거실적을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
라 대두가공업체들은 한-미 FTA 발효전 수입실적을 마련하기 위해
WTO/TRQ 물량의 배분을 적극 요구 한 바 있음.
- 또한 치즈 및 조제분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FTA에서 동일 품목에
대해 TRQ가 중복적으로 대량으로 도입된다면, TRQ를 통해 사실상 시장
을 완전 개방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효과적인 WTO/FTA TRQ 물량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의 구성과 제도정비가
필요함.
○ 현재의 WTO/FTA TRQ 물량 수입관리대행기관이나 추천기관은 지나치게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으로 더
욱더 복잡한 양태를 보이는 TRQ 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지님.
- 이는 중층적인 행정비용 낭비와 수입관리의 비효율성을 낳아 국내 농업에
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바, 기존의 TRQ 물량관리의
전문조직(예: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활용하여 TRQ 수입관리기관을 단일화
/전문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TRQ 물량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의 육성은 향후 WTO 차원에서
강화가 예상되는 TRQ관리방식의 규정 이행 차원(TRQ 운영상황 통보 및
정보제공, TRQ 미소진율 제고장치 마련 등)뿐만 아니라 국내 불공정거래
관행의 제거나 경쟁제한(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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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 판단됨.
○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국영무역 관리 품목을 줄여 현재는 2개 품목
(쌀과 참깨)를 제외하고 기존 국영무역 관리품목의 대부분을 혼합방식(국영
무역+공매, 국영무역+실수요자 배정 등)으로 전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WTO 자료에는 너무 많은 품목(10개)이 국영무역으로 알려져 있어 국
제적으로 국영무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적극적으로 TRQ 물량 관리 방식을 자발적으로 시장 지향적 방식
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리고, 실제 운영상황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품목
별 TRQ 수입관리 방식을 WTO에 통보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추진될 TRQ 제도 개선은 WTO DDA 농업협상 동향, 기존 FTA 협
정 TRQ 합의내용, 그리고 TPP 협정의 상호관련성 고려, 시장의 효율성과
정치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효율적인 대외협상 추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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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WTO 체제가 출범한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다자 무역자유화의 성적표는
초라하다.155 2000년도에 시작된 농업협상은 2015년 7월 현재까지 표류 중이
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GATT 체제아래 진행
되었던 무역라운드 가운데 가장 협상기간이 길었던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UR, 1986-1994년)보다 2배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DDA 협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사
항은 WTO 회원국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다. UR 당시 미국과 EU는 블레
어하우스(Blair House) 협약을 맺어 UR 타결의 돌파구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오늘날 161개 회원국의 2/3가 개도국인 상황에서 일부 대국의 정치력에 의한
일방통행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또한, DDA란 명명에서 보듯이, 개도
국의 개발문제가 협상의 핵심의제로 등장하면서 무역자유화와 개발의 관계를
풀어내는 게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선진국의 농업보조 감축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는 한편 개도국의
농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개도
국의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빈곤과 식
량안보도 쟁점사항이다.
2008년에는 그 때까지 회원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협상 모댈리티
(modalities) 초안이 제시되었다.156 이른바 “2008년 패키지(package)”는 거의
모든 협상의제에 관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협상타결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었

155 그동안 여러 번의 경제 및 금융위기도 불구하고 1930년도 미국의 Smoot-Hawley
관세법 (Tariff Act)과 같은 일방적 무역조치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 법 규정에 근거
한 무역 분쟁의 해결을 통해 국제무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진되었다는 점
등은 WTO 체제가 기여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
156 2008년 이전에도 “2004년 7월 패키지 (The July 2004 package)”, 2005년 홍콩 각료
선언문 (Ministerial Declaration) 등 DDA 협상을 진전시키는 모멘텀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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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7 그러나 일부 남은 쟁점들이 회원국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협상은 다
시 좌초하고 말았다.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더 이상 내주거나 받을 수 없는, 그
런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러다가 2013년에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는 이른바 “발리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DDA 타결의
가능성을 높였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①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의 관
리 개선, ②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조치가 보조 상한을 초과하더
라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고 영구적 해결책 모색, ③ 수출보조 철폐하기 등이
합의되었다.
발리 패키지의 타결을 발판으로 농업협상은 2015년 12월에 케냐 나이로비
(Nairobi)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회원국들은 이전보다 목표수준을 낮추더라도 질질 끌어온 DDA 협상을
조속히 타결시켜야 한다는 기조아래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5년에 이뤄지고 있는 농업협상 동향과, 일본이 자국산 농수
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한 사건을 다루고자 한
다. 전자는 새롭게 제시된 제안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 후자에
대해서는 제소 사건의 배경과 쟁점사항들을 진단할 것이다.

157 이를 농업위원회 특별세션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의장의 4차
개정안이라고 해 흔히 “Rev.4”로 지칭한다 (WT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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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5년 WTO 농업협상 동향

2.1.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
UR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 포함하는 시장접근 분야는 관세
감축, TRQ 이행,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NTM) 금지, 특별조치(special
treatment),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 등 다양하다. DDA 협상 과정
에서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 등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여기서는 DDA 협상의
관세감축 방식에 한정해 논의하기로 한다.
2008년 패키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한다는 원칙아
래 구간별 감축공식(tiered formula)을 채택하였다<표 1>. 이 원칙은 농산물 간
또는 국가 간 관세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논의되었다.

표 2-1. 2008년 패키지아래 구간별 관세 감축공식
구간

선진국

개도국

현재 관세(%)

감축률(%)

현재 관세(%)

감축률(%)

최하위

0~20

50

0~30

33.3

중하위

20~50

57

30~80

38

중상위

50~75

64

80~130

42.7

최상위

75 이상

70

130 이상

46.7

평균

최소감축률

54

최대감축률

36

자료 : WTO(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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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축의 기준이 실행관세가 아닌 양허관세이므로 허수(water)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은 “2/3 rule”의 개도국 우
대조치를 포함하여 원칙에 충실한 방식으로 폭 넓게 인정되어 왔다.158 그러나
2015년 들어 관세의 새로운 감축방식들이 제시되고 있다(https://goo.gl/OL6H35).
첫째, 아르헨티나가 비공식 제안서(informal non-paper)를 통해 제시한 RO
(request and offer) 방식에 의한 관세감축이다.159 RO 방식은 한 국가가 협상
상대국에 무역 양허를 요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해진 양허(concession)는 WTO 모든 회원국에 확대되어, 이른바 “다
자화(multilateralized)”되게 된다. RO 방식은 국제무역기구의 오래된 협상 방식
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첫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Bridges 2015a;
2015b).
둘째, 파라과이가 내놓은 비공식 제안서는 평균 관세감축 방식을 담고 있다.
평균 관세감축 방식은 오랜 협상의 결과로 Rev.4가 채택한 감축방식, 곧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는 접근방법과 상반된다. 파라과이 제안에 따르면, 평균
과 최소 감축률을 충족하는 한 각 국이 개별 농산물에 대해 높거나 낮은 감축
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파라과이가 예시적으로 제안한 감축률은 선진
국의 경우 평균 54%에다 최소 20% 감축이고, 개도국은 평균 36%에다 최소
15% 감축이다.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과 소규모 취약경제
국(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SVE), 아주 최근에 WTO 멤버가 된 신규
회원국(very recent acceded members: VRAM)은 감축의무에서 제외된다.
VRAM이 아닌 신규 회원국은 평균 30%에다 최소 10%의 감축률이 제시되었
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행기간은 각각 5년(6번 감축)과 10년(11번 감축)이다.
이 밖에도 파라과이는 제한된 수의 민감품목(SnP)과 개도국의 특별품목(SP)
158 허수는 양허 관세율에서 실행 관세율을 뺀 개념으로 , 필요 이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준을 지칭한다 .
159 Non-paper는 협상 대표단 간 논의를 위한 제안된 합의문 또는 협상문으로 제안국이
그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 문서를 말한다. 관련된 협상 관계에 있어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귀속되거나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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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허용하되 그 최소 감축률을 10% 미만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100~150%로 설정하는 관세 상한은 의무로 하지 않고, 경사관세 체계에서 최종
제품에 대한 관세 감축률을 더 높게 하며, 관세쿼터를 통해 시장접근을 증대하
도록 제시하였다.
파라과이 제안에 관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러한 방식의 관세감축
으론 관세피크(tariff peaks)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반응과, 이와 반대로 민감
품목과 특별품목 간의 간극이 적어 너무 과격한 감축이란 지적이 있다. RAM
은 VRAM과 차별이 공정하지 않다고 밝히고 WTO 회원국으로 가입시 최종
양허세율이 17%로 기존의 선진국 40%와 개도국 62%에 비해 크게 낮다고 주
장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표출된 가운데 지난 5월 26일에 농업협상그룹 의장
(John Adank 뉴질랜드 대사)은 자신이 주요 회원국들과 가진 비공식 협의를 통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의견서(communication)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JOB/AG/39).
① Rev.4의 구간별 감축률과 구간을 다르게 조정
② 최대 및 최소 평균 감축 요건을 포함한 Rev.4의 구간별 감축공식을 각 회
원국의 관세 양허표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전체 관세평균의 감축(a cut
of the overall tariff average)을 적용하는 출발점으로 활용
③ 최대 및 최소 평균 감축의 요건을 포함한 Rev.4의 구간별 감축공식을 각
회원국의 관세 양허표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세 번별 평균 감축(an
average cut of tariff lines)을 적용하는 출발점으로 활용
의장의 제안은 개도국이 지금까지 견지해 온 Rev.4에 따른 관세감축 방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감축의 목표수준을 낮추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구
체적인 감축률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가능하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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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의 경우 관세감축에 관해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위 ②와 ③은 평균 감축이란 측면에서 파라과이 제안과 비슷
하나, 구간별 감축공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SP와 SSM을 강조해 온 개도국 그룹(G33)은 의장의 제안이 개발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파라과이가 제안한 감축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160 이 밖에도 한국을 비롯한 수입국 그룹(G10)은 RAM에
관한 조치가 부재하고, 위 ③의 세 번별 감축률의 평균 방식이 실제적인 대안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EU, 호주 등 선진국들은 개혁의 목표수준을 재조정하고 기존의 복잡함을 벗
어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의장이 제시한 위 ③의 방식을 고려하거나 수용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에 브라질은 Rev.4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고, 인도는 Rev.4를 기초로 관세감축뿐 아니라 시장접근에 포함되
는 모든 요소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도 논의의 기초로
Rev.4를 언급하면서 개도국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 treatment: S&DT),
SP, SSM, RAM의 기여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G33 대표)는 개
발의제가 DDA의 핵심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G33 외에도 SP와 SSM을 지지
한 국가 그룹들은 ACP(Africa, Caribbean and Pacific Islands), SVE, African
Group 등이다. 이 밖에도 한국,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등 G10 국가들은 관세
상한 불가, TRQ 증량 불가,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 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의장은 제안된 대안들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WTO 사무국이 배경문서
(background paper)를 준비하여 배포할 것이며, 실무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가 진행하고 있는 대안별 시뮬레이션 작업의 결과도 참
고하기로 하였다.

160 G33은 개도국의 개발 문제에 초점을 두는 협상그룹으로 SP와 SSM을 강조한다 .
한국,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40여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다. DDA 협상에서 활동
하고 있는 협상그룹에 관해서는 다음 WTO 웹사이트 참조: <https://goo.gl/HgNc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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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분야
2015년 들어 국내보조에 관한 논의는 Rev.4에 의한 감축이 실제로 주요 회
원국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월 회의에서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에 속한 12개국이 Rev.4의 감축공식을 미국, EU, 중국, 브
라질, 인도, 일본 등 6개국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WTO 2015a).161 캐나
다가 대표로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농업보조는 Rev.4가 제시된 상한
보다 36억 달러나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Bridge 2015c). 미국을 제외한 다른
5개국은 최근에 각각 WTO 통보한 수준의 농업보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참고로 Rev.4를 적용하여 나타나는 주요 회원국의 국내보조 상한
을 나타내면 <표 5-9>와 같다.

161 이 문서에 배서한 케언즈 그룹 국가는 호주 , 캐나다 , 칠레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 , 말레이시아 , 파키스탄 , 파라과이 , 태국 , 우루과이 , 베트남 등 12개국이고 ,
나머지 9개 회원국은 본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서에서 빠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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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Rev.4에 의한 주요국의 국내보조 상한
최근
통보
연도

단위

기준
OTDS

양허
OTDS

양허
AMS

최소허
용보조

최소
허용
보조

블루박
스

2010/11

백만A$

4,973

2,238

260

2.5%

1.217

750

2011

백만C$

8,870

3,991

2,366

2.5%

1,264

761

EU

2011/12

백만€

120,622

24,124

21,673

2.5%

9,267

6,871

일본

2012

십억엔

5,450

1,363

1,192

2.5%

218

246

노르웨이

2013

백만
NOK

21,068

9,481

5,438

2.5%

753

3,560

스위스

2012

백만CHF

5,970

2,687

2,022

2.5%

281

286

미국

2012

백만$

48,224

14,467

7,641

2.5%

9,915

4,854

2012/13

백만$

13,917

8,803

639

6.7%

13,266

2,601

중국

2008

십억
RMB

516

516

-

8.5%

449

117

인도

2010/11

백만$

28,250

28,250

-

10.0%

20,875

5,650

국가
호주
캐나다

브라질

주 : 1. 스위스와 인도의 최소허용보조 규모는 각각 2008년과 2007년 기준임 .
2. 브라질과 인도의 경우 농업협정 제 6.2조에 따라 투입재와 투자보조 등 개도국 개
발조치를 상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3. 모든 회원국은 허용보조 (Green Box)를 상한 없이 활용할 수 있음 .
자료 : 윤동진 (2015)

케언즈 그룹의 자료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총
무역왜곡보조(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를 세분하여 분석하였
다.162 최소허용보조가 감축되면 미국은 44억 달러의 농업보조를 AMS에 포함
시켜야 하며, 이는 현행 총 AMS(current total AMS)를 112억 달러로 증대시켜
결국 AMS 상한인 76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이 2011년의 높은 수준으로부터 내림세를 나타낸다면 2014
년 농업법(Farm Bill)아래 무역왜곡 보조 수준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
적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Rev.4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

162 이 문서는 허용보조나 개도국의 투입재와 투자보조를 다루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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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도국도 OTDS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질
은 OTDS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이나, 중국과 인도는 미국의 감축 요구
를 단호히 거절하는 형국이다. OTDS 상한이 중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농업생산액 규모가 워낙 커 OTDS를 구성하는 최소허용보조의 상한이 상당
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품목 불특정(non-product-specific: NPS) 최소허
용보조를 활용한다면 농정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밀과 옥수수 및 콩
에 대한 보조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품목 특정(product-specific) 최소허용보
조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Herrmann et al. 2015). 또한, 보조 산출
공식에 사용되는 “수매 가능물량(eligible production)”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도
중요하다. 한국처럼 이를 실제 수매량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회원국들은
전체 생산량 또는 유통되는 물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163 곧 어떤 정의를 사용
하느냐에 따라 현행 AMS나 최소허용보조의 규모가 다르게 산출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농업생산액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OTDS
상한이 농업보조를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PS 최소허용보조도 충분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현행 AMS가 양(+)으로
산출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쌀과 밀에 대한 품목특정 보조의 산출
공식에서 기존의 실제 수매량 대신에 전체 생산량으로 대체할 경우 AMS 양허
수준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rink 2014a).
아제베도(Azevedo) WTO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OTDS에 있어 이른
바 “착륙지점(landing zones)”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Washington Trade
Daily 2015). 곧 기존의 OTDS 상한과 실제로 사용하는 보조규모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도하 각료 위임사항에 따라 감축
예외가 인정된 중국, 인도, 브라질의 경우라도 OTDS의 감축에 나설 것을 촉구
한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호주, 일본이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163 그러나 한국의 소고기 분쟁사건에서 WTO 패널 (panel)은 “수매가능 물량 ”이란 실
제로 수매한 물량이 아니라 품질과 종류 측면에서 수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물
량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WT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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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는 감축 의무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
를 보이고 있다.

2.3. 수출보조(export subsidies) 분야164
수출보조는 일찍이 가장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로 각인되면서 최우선 농정개
혁 과제로 지목되었다. 이미 2005년 제6차 홍콩 MC는 2013년까지 모든 형태
의 수출보조를 폐지하도록 결정하였다. Rev.4는 이와 같은 수출보조 철폐뿐만
아니라 수출신용 상환기간을 최대 180일로 설정하였고, 2013년까지 수출 국영
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STEs)의 독점권 폐지, 식량원조(food aid)의
무상공여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케언즈 그룹을 비롯한 수출국들과 일부 개도국들은 제10차 나이로비 MC가
조기수확(early harvest) 방식으로 수출보조 분야의 협상을 타결시킬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165 그러나 미국, EU,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 등은 시장접근 개선
이나 국내보조 감축과 균형 잡힌 DDA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보조만
의 조기수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잔여 쟁점도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농업협정 제9.4조가 허용하는
개도국의 수출보조((d)항: 처리 및 가공비용, 국제운송 및 화물비용; (e)항: 수출
화물의 국내운송 및 화물비용)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인도
등은 제6차 홍콩 MC가 모든 수출보조 철폐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간
제9.4조가 지속된다고 명시한 만큼 폐지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하고 있다. 수출

164 농업협정은 “수출경쟁 (export competition)”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수출보조 , 수출금융 (export credits), 수출 국영무역 , 식량원조 등이다 . 이
글에서는 편의상 수출보조
165 조기수확은 신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일부 협상의제만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 조기
수확 대상 의제들은 보통 개혁의 목표수준이 낮거나 협상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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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수출 STEs, 식량원조에 대한 조율과 수정도 필요해 보인다.
일부 쟁점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출보조 분야의 타결은 다른 의제들과 견
주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목표
수준을 낮춘 형태의 합의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경우 수출보조 분야의 합의는 가
능성이 가장 높은 의제라 할 것이다.

2.4.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제도
G33을 대표해 인도네시아는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제도아래 시장가
격 보조를 허용보조로 전환(transferring)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허용보조에 관
한 농업협정 부속서 2의 각주(footnote) 5에 따르면,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정
부의 비축제도아래 정책가격(administered price)으로 구매하고 방출하는 조치
는 허용보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단 구매가격
(acquisition price)과 외부 참조가격(external reference price: ERP)의 차이를 감
축대상 보조(Amber Box)에 포함시킨다는 전제아래에서이다.166 인도네시아 발
리에서 개최된 제9차 MC는 이러한 식량안보 조치에 의해 해당 개도국의 감축
대상 보조(AMS)가 그 양허수준을 초과하더라도,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제소당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167 G33의 주장은 이 AMS를 허용보조로 간주하는 것이
농업협정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영구적인 해결책(permanent solution)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① 기존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유효성과 무역효과에 관한
점검, ② 기존 WTO 규정의 제약으로 인해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166 여기서 구매가격은 보통 정책적으로 설정된 보조가격으로 볼 수 있다 .
167 이처럼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더라도 일정한 기간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평화조항 (Peace Clause)”이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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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치는 실제 및 잠재 문제점에 대한 평가, ③ 식량 비축에 관한 최선의 방식
과 제안의 도출 등을 제안하였다(The Economic Times 2015). 여기서 최선의
방식이란 가장 경제적이고 목표 중심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써 투명성을 증
진시키고 무역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다. EU, 호주 및 다른 회원국들도 허
용보조 조치의 온전함(integrity)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허용보조를 “Green”
하게 지켜야 한다며 G33 제안에 반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는 ① 선진국의 허용보조들도 상당부분 무역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② 미국의 1,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영양 및 농업보조 중 1,200억
달러가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있는 점, ③ 브라질과 미국의 면화분쟁에서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미국의 허용보조 조치가 왜곡된 효과를 나타낸다
고 지적한 점, ④ UR때 미국과 EU가 자국의 보조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허용
보조로 이전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EU, 호주 등의 반대가 위선적이고 개
도국을 차별하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였다(TWN 2015).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AMS 산출시 1986~88년 평균
가격으로 설정된 외부 참조가격(ERP)을 최근 시장상황을 반영하도록 현실화하
는 것이다.168 이밖에도 다른 가격(예: 지역화폐가 아닌 달러로 표기; 물가상승
률 반영; 수입가격 사용 등)이나 기간의 조정(예: 2000~02년 기준; 3년 또는 5
년 올림픽 이동 평균 등) 또는 자국 화폐기준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Brink 2014a).
<표 2-3>은 WTO에 통보된 사례에 근거해 식량안보 목적으로 쌀과 밀의 비
축제도를 운용하는 5개국의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169 이들을 대상으로 AMS를
산출하면 <그림 2-3>과 같다. 농업협정에 따라 산출된 AMS를 비교하면 C국의
쌀과 밀을 빼고 다른 모든 국가에서 AMS가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수준, 곧
해당 농업생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중국이나 인도처럼

168 최근의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ERP는 이전의 고정 ERP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며 , 이에 따라 AMS로 산출되는 가격보조 수준도 감소할 것이다 .
169 WTO 회원국 가운데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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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AMS 양허수준이 아예 없는 회원국이라면 이렇게 산출된 양(+)의 AMS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Brink 2014b).170
표 2-3. 식량안보용 비축제도 운용 회원국의 상황
국가

곡물

연도

구매비율
(%)

A
B
C
D
B
C
E

쌀
쌀
쌀
쌀
밀
밀
밀

2011
2010~11
2008
2011
2010~11
2008
2010~11

5
22
1
2
26
37
25

정책가격
÷외부
참조가격
26.53
4.58
0.87
5.87
3.11
0.88
7.55

정책가격
÷수입가격

정책가격
÷생산자가격

1.33
0.32
0.48
1.14
0.84
0.45
0.59

1.21
0.55
0.79
1.15
0.92
0.90
0.79

자료 : Montemayor(2014)

그림 2-1. AMS 산출 결과

주 : 생산액 대비 AMS(%)={[정책가격 – 외부 참조가격 ] × 정책대상 생산량 } ÷ 생산액 (=
생산량 ×생산 단위당 평균 시장가격 )
자료 : Montemayor(2014)

170 인도를 대상으로 다른 연구도 1995~2013년의 현행 AMS가 그 양허수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Brink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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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국의 경우 쌀의 정책가격은 ERP보다 26배에 달하여 쌀 생산액 대비
AMS의 비율이 최소허용보조 한도보다 10배가 넘게 나타났다. C국을 제외하
고 가장 낮은 AMS 비율, 곧 43%를 기록한 B국의 경우라도 AMS 수준이 최소
허용보조보다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량안보 목적으
로 비축제도를 운용하는 많은 개도국들이 농업협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격보조 상한을 초과하여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DSB에 제소당할 수 있음을 뜻한다. 최소허용보조가 생산액의 8.5%로 설정된
C국만이 쌀과 밀의 정책가격이 외부 참조가격보다 낮아 음(-)의 AMS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171
제9차 MC는 이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2017년 11차 MC때까지 합
의하도록 명시하였다. 만약 이때까지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평화조항에
대한 새로운 협상이 이뤄지든지 아니면 평화조항을 인정한 발리 협정(Bali
Agreement on Food Security)이 종료되어 분쟁해결절차에 귀착되는지 할 것이
다(Bekele 2014).

171 원문에는 C국이 어느 회원국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중국으로 추정되는데 , 이는
중국의 최소허용보조 비율이 8.5%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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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WTO 분쟁 사례: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제소 172
3.1. 분쟁의 배경
2015년 5월에 일본은 자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와 방사성 핵
종(radionuclides)에 관한 검사 및 인증요건이 WTO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제소
하였다(WTO 2015b).173 지금까지 한국의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는
크게 2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후쿠시마(Fukushima)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① 일본의 13개 현(縣)의 26개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
지하고, ② 세슘(cesium) 134, 137, 또는 요오드(iodine) 131 등 방사성 핵종이 검출
된 경우 다른 방사성 핵종에 관해 추가 검사와 인증요건을 부과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량이 상당히 증
가하자, ① 일본의 8개 현에서 포획되었거나 이 지역을 통과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② 세슘이나 요오드 131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Sr)과 플루
토늄(Pu) 등 다른 방사성 핵종을 추가로 검사하고 인증토록 요구하였으며, ③
가공식품의 세슘 검출 상한치를 370Bq/kg에서 100Bq/kg으로 강화하였다.174
모든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그 남쪽에
위치한 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치바 등과 북쪽의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이다<그림 2-2>.
172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송수 (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
173 2015년 7월 현재 WTO 웹사이트는 이 분쟁사건이 협의 중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
으나 , 6월 24~25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측은 첫 번째 협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174 베크렐(Becquerel: Bq)은 방사능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단위인데, 1초에 방사성
붕괴가 한 번 나타날 때가 1Bq이다. Bq 에 관한 CODEX 권장기준은 1,000 Bq/kg이
나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이 존재한다(예: 미국 1,200 Bq/kg; EU 500 B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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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모든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8개 현(縣)

자료 : 국무총리비서실 등 (2013)

3.2. 분쟁 이슈와 대응
한국의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 규정, 특히 SPS 협정을 위
반하였다고 적시한 일본의 주장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일본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자
의적이고 차별적이란 것이다.
이 분쟁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금까지 방사능과 연계된 식품의 안전
문제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다뤄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
국은 방사성 핵종과 연계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WTO 규정에 대한 통상의
이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음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이 분쟁사건을 둘러
싼 한국의 대응 논리와 쟁점들을 다음처럼 살펴볼 수 있다(정민정·장영주
2014; 강민지 2013).
표 2-4.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WTO/SPS 협정 규정 위반사항
한국의 조치
조치에 관해 적절히 공표하지 않음.

SPS 협정
제7조
부속서 B 제1문

주요 내용

- 투명성: 조치의 통보 및 정보제공
- 규정의 공포: 이해당사국에 신속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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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않음.

제5조 제8항

- 수출제한,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
음.
- 국제기준이 부재한 경우 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음.

조치의 목적, 위험의 성격, 위해성 평가,
관련 국제기준에 기반한 기술적 정당
성, 권고나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설명
을 제공하지 않음.

제4조

수출국과 수입국 간 조치의 동등성

문의처(enquiry point)가 질문사항에 대
해 응답하지 않음.

제7조
부속서 B 제3문

- 투명성: 조치의 통보 및 정보제공
- 문의처 존재 보장

조치가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음.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치 적용
- 국제기구의 위험평가 기술에 기초

조치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적절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
을 때
- 잠정적으로 도입
- 적절한 정보에 기반
- 합리적 기간 후 검토

제5조 제7항

- 과학적 증거가 미흡할 경우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조치 채택 가능
-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합
리적 기간 내에 조치의 재검토

조치가 자의적이며 차별적이고 무역에
관한 위장된 제한임.

제2조 제3항

비용 효율과 같은 경제 요소를 고려

조치가 자의적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
보호수준을 설정함.

제5조 제5항

조치가 무역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을 초래하는 경우 자의적 또는 부당
한 구별 회피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조
치가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에 지
나치게 무역 제한적임.

제5조 제6항

조치가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무역
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

제8조
부속서 C 제1(a)문,
제1(c)문, 제1(e)문,
제1(g)문

-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부속서 C
의 규정 준수
-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
· 수입상품이 동종 국내 상품과 불
리하지 않게 시행
· 정보의 요구는 적절한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에 국한
· 통제, 검사 및 승인 요건은 합리
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국한
· 수입품의 표본 선정은 국내 상품
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
사용

조치에 의한 검사와 승인절차가 적절하
거나 필요한 것이 아님.

주 : SPS 협정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http://goo.gl/UFzVS6>
자료 : WTO(2015b)

먼저,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통보하면서 국제기준이 없다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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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양식에 표시하였다. 이는 특히 “농수산물에 포함된 방사성”이 사람이나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SPS협정 제2.2조는 SPS 조치가 과학의 원칙에 기초
해야 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
라 한국의 수입금지는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통보문
에 “임시 안전조치(temporary safety measure)”로 한국이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 곧 SPS 협정 제5.7조의 잠정조치 예외 규정을 원용하여 일본이 내세운
동 협정 제2.2조의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란 주장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에 포함된 방사성”은 아니더라도 방사성 물질 자체에 관한
국제 기준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내세우려는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
구가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는 점에서도 더
욱 그렇다. 또한, 동일한 일본 연안에서 포획한 수산물이라도 그 중 일본산만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산이나 한국산은 자유롭게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정당
화시키기 어려운 차별대우에 해당된다고 공격받을 수 있다.
반면에, 새로운 정보 곧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
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위해성 평가가 한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논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곧 이를 근거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부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방사능 물질에 관한 검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
되는 점(최대 8주), 신선 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를 철저히 검사하기 어
려운 점, 일본이 오염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 등은 한국이 그 잠정 조치
의 정당성을 변호하는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SPS 협정 제5.6조의 수입금지가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에 지나
치게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호주의 연어 수입에
관한 분쟁사건(DS18, https://goo.gl/E42vsT)을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분
쟁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무위해(zero-risk) 조치도 적정한 보호 수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곧 위해성 평가에 따라 한국이 취한 것과 같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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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위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의 방사능 물질로 말미암
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사후에 보상받기 어렵다는 현실아래 수입금지와 같
은 강력한 사전 규제가 타당하다는 논리도 제기할 수 있다.
셋째로, 일본이 주장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원칙에 대해서는 대승적 견
지에서 대응할 수 있겠다. 지역화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한 나라의 일부 지역에
서 해당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발생 정도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검역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SPS 제6조).
일본은 한국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것에 이 원칙을 내세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화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긴 하나, 병해
충 위험의 지리 및 생태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관리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입국이 최종 정하는 것이다(임송수·전형진 2012).
끝으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무역조치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5-12>. 한국은 일본과 가장
이웃한 국가로서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는 점과, 앞에서처럼 수
입금지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도입한 임시조치란 점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표 2-5. 주요국의 일본산 농수산물에 관한 수입조치 동향
국가

2010년 10월 ~ 2011년 4월

현재

호주
뉴질랜드

- 일본산 제품의 국경 검사
- 요오드 131 검사
- 대상지역: 치바, 후쿠시마, 이바라기,
미야기, 사이타마, 도치기, 동경,
야마가타

- 2014년 1월부터 의무적인 국경조사
중단
- 2012년에 요오드 131 검사 중단
- 필요할 경우 재평가

캐나다

- 수입통제(문서요건 또는 안전성 입증
검사 결과 제시)
- 샘플 검사
- 캐나다 서해안의 방사성 핵종 검사

- 수입통제 해제
-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이 일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지속

EU

- 12개 현에 특별한 수입요건 부과
- 일본을 출발하기 전에 수입 농수산물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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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에서 무작위 샘플 검사
- 그 밖의 현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원산지 명기 및 무작위 검사
- 수입업자는 국경 도착 2일 전에
국경서비스에 통보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대만

- 원전 근처 후쿠시마: 수입 금지
- 기타 후쿠시마 지역: 수입
금지(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조사확인서(육류 및 기타)
- 도치기/이바라기/군마: 원산지 표시,
수출전 검사확인서(수산물) 또는
농식품수의청(AVA)가 인정한
곳에서만 수입(육류 및 기타)
- 그 밖의 현: 원산지 표시, AVA가
인정한 곳에서만 수입(육류)
-

감시 확대
일본의 제한 가이드라인 실시
국경에서 검사
국경 통과 전 통보 요건
14개 현이 대상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 수입제한: 원전 인근 및
대피지역(evacuation zones)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

엄격한 수입 통제

-

일부 농식품에 관한 임시 수입금지

-

일부 지역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식품의
수입신청을 임시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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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망과 과제

4.1. DDA 농업협상
WTO는 7월 말까지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을 완료하고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DDA를 완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이견
이 큰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작업 프로그램의 시한 내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는 DDA가 사실상 실패할 수 있음을 뜻한다.
무엇보다 미국, 브라질, 중국 등 거대 경제국들이 협상에서 리더십을 나타내
지 않고 있지 못하다. 특히 미국의 협상 처지(position)가 명확하지 못하다. 미
국의 우선순위에 DDA 타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은 중국과 인
도가 국내보조를 감축하지 않는 한 시장접근 분야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한 태도를 줄 곳 나타내고 있다. 그런 미국의 제안은 중국과 인도는 단호히 거
절하고 있다.
관세감축 방식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평균 감축이 우세한 형국을 나타낸다. 그
러나 Rev.4에 기초한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에다 평균 감축률을 적용하면 일부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 수준보다 더 감축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평균 63% 감축하는 결과로 나타나, Rev.4가 기준으로 제시하
는 평균 54% 감축보다 더 크게 기여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감축방식은 개혁의 목표수준을 Rev.4보다 낮추고, 관
세감축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자세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SP, SSM, RAM 등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따라 회원국들의 수용도가 달라질 것이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여전히 Rev.4가 관세감축의 기초이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회원국 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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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 협상의 경우 미국과 중국 및 인도 간의 대결 국면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Rev.4에 기초할 때 실제 보조수준을 줄여야 하는 미국의
처지에서 중국과 인도 또한 그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을 줄여야 한다고 요
구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도하 위임사항(mandate)임을 들어 이런 요구에 완
강히 거부하고 있다. 혹 UR 플러스(plus) 방식으로 노르웨이가 제안한 것처럼
Rev.4보다 목표 수준을 낮춘 감축률이라면 미국과 중국 및 인도 간의 협상 물
꼬를 틀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2. 일본이 제기한 분쟁사건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 한국이 취한 수입금지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 또
는 위반하는 것인지를 예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앞으로 국제기구가 제시한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과학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위해성 평가와 한국이
주장하는 안전에 관한 불확실성의 관계, 임시조치로서 그리고 적절한 보호 수
단으로서 수입 금지의 정당성 등에 관해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소송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하겠으나, 그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식품안전 체계를 더욱 확충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함은 자명하
다.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의 현장실사 중심의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일본이 계
속 문제 삼는 이슈 중 하나인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유도 중요하다. 의사결정
에 있어 소비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정보소통도 원활
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번 원전사고는 일본과 가장 이웃한 국가로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
이다.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과학의 원칙과
증거에 기초한 국내 및 무역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측면에서 더욱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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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신
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시
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후에야 소비자들의 올
바른 선택권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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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업분과 분과회의 결과보고

제1차 회의
1. 개요
○ 목 적: 농정패러다임 변화 주제발표 및 논의
○ 일 시: 2015. 12. 10(목) 16:00○장 소: 한국기술센터
○ 참석자: 총 9명
- 원내(2명): 이용선(분과위원), 황의식(간사), 임지은(간사보)
- 원외(6명): 이태호 교수(서울대, 농업분과위원장),
황수철 소장(농정연구센터, 발제자),
이명헌 교수(인천대), 안동환 교수(서울대),
이주량 박사(과기연), 정현출 과장(농식품부)

844

2. 회의 내용
▢ 논의 내용
○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본격적으로 규모화, 전문화 농업 단계를 거치지 않
았음. 농업 발전 단계와 그에 따른 패러다임도 차이가 있으므로 농업 규모
화, 전문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연결하는 한국형 발전모델 고민 필요
→ 낮은 비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기능 농업을 이루는 투 트랙 모델
○ 1990년대 중반 이후 총산출은 증가, 부가가치와 총소득이 동반 하락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을 고민해야 함. 또한 다기능
농업을 지역단위, 시군단위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고민임.
- 이러한 현상은 소매유통 중심으로 지속된 푸드 시스템 때문이라고 봄. 수
요자인 대형 소매유통기업, 새로운 외식기업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시장가격 변동 충격에 매우
취약
∙ EU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CAP 개혁에 있어서 PO (Producers’ organization)를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품목확대, 정책수단 다양화)
- 품질고급화는 이미 최대치까지 도달하였으며 개별 경영체 중심으로 비용
최소화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소득, 부가가치 하락은 외부노동 활용 증가 때문이라고 봄. 매출이 높은
농가들도 부가가치가 적고 소득이 불안정하여 규모화를 통해 소득 확보하
려 함.
- 한국 농업에서 부가가치율이 30%에 불과한 축산의 비중이 43%로 높은
것도 한 가지 이유임.
- 2005년 이후 투입재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며 농업수익성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지식혁신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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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의 main stream 결정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어있지 않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향점을 설정, 충분한
논의를 통해 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농업 정책 담당자들이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
야 함. 이를 위해 우선 메인 스트림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연구 그룹들
도 농업 정책의 큰 흐름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
∙ 외부에서 농업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부재
∙ 이론적 배경이 있도록 잘 설정된 정책 성과지표 필요
∙ 고령농업인 퇴장 이후에 신규농업인의 진입, 기존농업인의 규모 확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이 필요
∙ 직불제와 타 경영안정 정책, 생산안정 정책의 장기적인 관계 고민 등
- EU의 경우 무리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만 추
진함.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흐름이 형성되면 추진된 정책이 인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기 힘든 구조임.
- 현재 농발계획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철학적인 지향점이 다른
이야기도 섞여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후 논의 주제(안)
○ 저성장, 고령화 사회의 농업 정책
- 미래성장산업화, 6차산업화 측면에서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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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회의

1. 개요
○ 목 적: 유럽 농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정책에 관한 발제 및 논의
○ 일 시: 2015. 12. 10(목) 16:00○ 장 소: 서울사무소 주민회의실
○ 참석자: 총 8명
- 원내(2명): 황의식(간사), 임지은(간사보)
- 원외(6명): 이태호 교수(서울대, 농업분과위원장),
이명헌 교수(인천대, 발제자),
김광천 사무총장(한농연), 이주량(과기연),
정현출(농식품부), 황수철 소장(농정연구센터)

2. 회의 내용
▢ 논의 내용
○ EU나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간극이 크다고 보임. 특히 환경에 대한 강조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독일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방식 실시가 불가능할
것임. 그러나 독일은 cross compliance가 강하고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 있음.
○ 독일에서는 소규모 경영체가 아닌 법인에 많은 직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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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농정을 정리함에 있어서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임. 또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사업의 양상 변화를 추적해 보면 경향성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농업이 종 다양성과 환경에 기여한 바를 자연과학 분야와 협업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임.
- 독일 주 정부 가운데 종 다양성 농업 지원을 해 주는 곳 있음.
○ 바이오매스 작물을 논 대체 작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우리나라 상황에
서 휴경보상제와 바이오매스 대체작물 지원 가운데 후자가 더 나은 선택이
라 봄.
- 식량을 줄이는 측면과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작물로서 바이오
매스 작물이 적합함.
○ 농업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직불금 예산의 근거
로 삼아야 하는데, 현재는 직불금 예산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상황임. 지속
가능한 직불제가 될 수 있도록 외부 비판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직불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고려해야 함.
- OECD도 당시 우리나라의 직불제도가 시장 왜곡을 하고 있지만 점차 바
꾸겠다는 입장에 대해 용인한 바 있었음.
- 논고정직불이 ha당 100만원 수준이었을 시 밭고정직불금을 25만원으로
책정하였음. 이는 밭이 담수능력 등을 고려할 때 논에 비해 1/4 수준의 기
능을 한다는 연구에 근거하여 정한 것인데, 정작 논고정직불금 1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음.
○ 직불제도가 갖춰야 할 요건은 세 가지라고 봄. 1) 생산중립적/품목 불특정,
2) 목표가 있어야 하고(targeted) 목표가 지켜졌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cross-compliance), 3) 형평성이 있어야 함. 직불제도 개편 문제를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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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면, 현재 직불제도를 통합하여 ha당 100만원 이상 지급하는 방법
을 생각할 수 있음. 면적별로 차등을 두어 1ha 미만인 경우 직불금을 좀 더
높이는 방식 고려.
○ 직불제 문제는 직불제만 연구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움. 논의를 전개하다
보면 농업인의 정의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될 수도 있으며 이는 기본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실효성 있음.
○ 현재 직불제도는 농민 입장에서 괜찮은 수준으로 굳이 개편이 필요하지 않
다고 봄. 환경 직불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봄.
○ 현재 세대는 농업에 대한 이해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고 농업 관련 가치
에 대한 인식이 희박함. 향후 이 세대가 성장하였을 때 왜 세금으로 농민을
도와줘야 하는지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상
황이 농민 입장에서 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바람직한 모습인가
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농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 고려는 시기상조라기보다 오히려 조치가 늦었다
고 볼 수 있음.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축산 분야 등에서 변화가 필요한데도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
○ 지금의 농정을 지속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갈 필요가 있음. 대 타협
(big deal)이 필요함. 혁신을 위해 작은 단위의 종합적 접근으로 변화를 시
작하는 niche 실험이 필요함.
- 농업 연구예산 배분 시스템 변화도 고려 필요.
○ 네덜란드 농민은 혁신의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함. 선형방식의 문제해결보다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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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방식을 만들어야 함.
○ 우리나라 농민도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와 절박함이 있으나 extension 쪽 소
통 고리가 없음. 농민이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
○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당장 돈을 필요로 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기술을 필
요로 함. 그러나 이를 진흥청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농업회의소,
자조금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기술센터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임.
- 농민들은 농협과 기술센터에서 각각 필요한 부분만 취하고 있는 상황. 적
어도 농민단체는 지역이 농업 기관에 대해 공적인 눈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음.
○ 학자나 단체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에 대한 상호 신뢰가 없고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설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봄.
○ 단번에 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면 중간 형태의 제도는 만드는 등 중간
과정 제도를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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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촌분과 분과회의 결과보고

지역개발소위 - 제1차 회의

1. 개요
○ 일 시: 2015년 5월 18일(월) 오후 4시 30분~ 6시 30분
○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동 301호 회의실
○ 참석자: 총 7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 성주인(간사), 박유진(간사보)
- 미래농정포럼 위원(5): 윤원근 교수(협성대, 농촌분과 위원장),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이기원 교수(한림대),
이상문 교수(협성대),
최수명 교수(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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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 내용
2.1 ‘농촌 지역’의 범위 및 정책 대상
2.1.1. 정책적 측면
○ 농식품부의 현재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본 질문은 매우 중요함.
- 농식품부에게 있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에 정의된 농촌의
범위가 가장 폭넓은 정의임.
- 한편, ‘읍’ 지역을 두고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에 긴장이 존재하며, 국토부
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시뿐만 아니라 ‘면’지역까지도 정책대상
으로 삼고 있음.
- 농식품부의 입장은 ‘읍’ 이하 지역은 농촌지역이라는 것이나, 도시재생사
업에서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읍 지역을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협업을 해
야 한다고 규정함.
- 국토부는 도시재생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영역을 상당히 침투할 가능성이 있음.
- 결국에는 농식품부가 명확한 비전과 정책사업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지방
정부들에게 얼마나 매력 있게 다가서느냐의 문제일 것임.

2.1.2. 학술적 측면
○ 학술적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범위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가령 생태 축 네트워크를 염두에 둔다면 농촌의 범위는 보다 광범위해져
야 함.
- 기존의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를 기초로 가져가되, 연구의 목적에 따
라 적절한 범위를 구상할 때 제대로 된 농촌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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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제연구원이 외부의 전문가들, 외부의 박사학위를 마친 분들에게 원
고의뢰를 하여 농촌지역의 범위를 각 나라마다 정하는 지침을 정리해주도
록 부탁하는 방안도 가능함.
○ 구체적인 과학기술에만 원천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에도 원천
기술, 즉 원천적 가치와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프레임이란,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큰 틀을 의미하면서, 이제
는 그 큰 틀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을 짜지
않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2000년도 EU의 ‘Living Countryside Agenda’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
우 정책의 목적과 실제 농촌 주민들의 수요 및 가치관이 잘 연계가 안 되
는 모습들이 있는데 EU의 정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다 명확하게 잘 연
결되어 있음. 즉 프레임이 잘 짜여 있음.
- 농촌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체계,
프레임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농촌개발의 성격과 위상, 개념과 성격, 다른 정책과의 관계, 농촌개발의 대
상 공간,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등 프레임을 짜는 것이 중요함.
- 올해의 작업 계획은 이와 같이 농촌지역개발 관련 개념의 총체적 정리, 그
리고 우리가 바라는 농촌의 미래모습을 정리해보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까지 구상해보는 것임.

2.2 ‘농촌개발’vs ‘농촌발전’ vs ‘농촌지역개발’
2.2.1. local과 regional
○ local이란 것과 regional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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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자주 쓰이는 ‘농촌지역개발’의 ‘지역’을 의미하는 region은 상당히
큰 단위이므로, rural local development라는 말을 써야함.
- 보다 큰 범위에서는 rural area development라고 쓸 수 있음.
○ 한편, 외국에서는 national regional planning, local regional planning이란 용
어가 별도로 존재함.
- 통상적으로 우리가 rural area, urban area라고 할 때 area는 그 안에 조작적
으로 세분화된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 region이 반드시 광역이고, local이 작은 공간이고 area는 중간이라고 보기
는 어려움.
- 중심지와 주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regional이란 말을
충분히 쓸 수 있음.
- 다만 국가주도의 계획에는 national, 지방의 주도성, 지방의 자치를 강조할
때에는 local이라고 붙여줄 수 있음.
- 포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농촌지역개발에서 ‘지역’을 빼고 농촌개발로 통
칭하고, 그 외에는 지역개발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2.2. 개발과 발전
○ 개발이나, 발전이나 행정의 측면에서는 비슷할지 모르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측면에서 ‘발전’은 ‘개발’과는 달리 기본적인 성장과 변화,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상으로의 변화 등을 의미함.
- 다만, 발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용어들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가령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에는 농촌 ‘개발’로 되어 있음.
- 시대적인 추세로 보면 농촌발전이 맞으나 그동안 써온 관행에 비추면 농
촌발전은 다소 어색함.
- 따라서 ‘농촌개발’ vs ‘농촌발전’이라는 개념을 각각 별도로 정의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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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을 것임.
○ 논의 결과, 대체적으로 제목은 ‘농촌 개발’로 의견이 모아졌음.

2.3. 지역개발소위 보고서 목차 구상
○ “(제목)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 1. 농촌개발의 개념 정립
○ 2. 농촌개발의 이념과 가치 (공리주의적 접근, 사회적인 접근 등 철학적 기반,
가령 가장 못사는 사람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혹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겠다, 등 비전에 해당하는 내용)
○ 3. 농촌개발의 대상과 영역 (dimension: 분야, 대상 등)
○ 4. 우리가 바라는 미래 농촌의 모습
○ 5. 농촌개발의 접근전략 및 중점과제, 로 목차를 해서 실천적인 방법에 해당
하는 내용도 넣었으면 함 (참고: Moseley(2003)의 연구에 보면 농촌개발
기본원칙을 9개로 넣었는데, 그 9개 중 지속가능성은 이념에 해당하고,
혁신, 가치부가, 기업가 정신 등은 ‘방법’에 해당하는 것임)
○ 6. 중점과제별 실천방향 (단기 & 중기)
○ 이 외에 농촌개발의 주체까지는 생각해야 할 것임.
- 거버넌스, 주체 등은 하나의 커다란 주제이고, 도시재생의 주체, 마을 만들
기의 주체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함.
○ 전망하는 ‘시점’ 또한 중요할 것임. 2-3년 후의 이야기를 한다면 구체화되겠지만,
10-20년 후를 내다본다면 다소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이야기가 됨.
-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한다면, 가령 농업과 농촌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논리 등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논리를 마련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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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농민들이 왜 굳이 농업과 농촌을 연결시켜 가져가려 하는지, 왜 굳이
친환경농업을 가져와서 농촌 주민들에게 연결시키려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답을 내려줄 시점임.
- 농촌지역 생태계 서비스도 농민들의 입장에서, social service도 농민의 입
장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설명해주는 작업, 즉 우리는 앞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리’를 만들어줘야 함.
- 이런 논리들이 없이 농촌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논리가
약해질 우려.
<2015년도 지역개발소위 보고서 목차(잠정안)>

(제목)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1.
2.
3.
4.
5.

농촌개발의 개념 정립 - 농촌개발의 대상과 영역(dimension)
농촌개발의 이념과 가치
우리가 바라는 미래 농촌의 모습
농촌개발의 접근전략 및 중점과제
중점과제별 실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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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소위 - 제2차 회의

1. 개요
○ 일 시: 2015년 6월 16일(화) 오후 5시 30분~7시
○ 장 소: 용산역 ITX 5 회의실
○ 참석자: 총 10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3): 성주인(간사), 박유진(간사보), 조수영
- 분과위원(7): 윤원근 교수(협성대, 농촌분과 위원장),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김정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이기원 교수(한림대),
이상문 교수(협성대),
정철모 교수(전주대),
최수명 교수(전남대)

2. 주요 논의 내용
2.1 성주인 박사(간사) 발제 - “농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 농촌을 정의하는 두 가지 접근법
- 입지‧장소 기반 접근(location or place approach): 어떠한 특성을 갖는
사회‧지리적 공간을 선별
- 사회구성주의접근(social construction approach): 사회적인 구성물로
‘농촌성(rurality)’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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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기반 접근법의 약점
- 명백히 도시인 곳과 명백히 농촌인 곳도 있으나, 그 사이에는 광범위한
중간지대가 존재
- 도시는 명확히 이론적으로 정의되는 반면, 농촌은 대부분 국가에서 도시
가 아닌 잔여적인(residual)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
-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농촌을 도시권으로 묶는 정책들은 농촌의 특성
을 무시한 채 도시에 포섭시키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위험함
- 이는 전형적으로 농촌을 잔여 공간(residual space)으로 보는 관점임
- 농촌적인 특성이 제대로 보존되고 계승‧발전되고 있는 곳을 정의하고
농촌의 다양한 속성들을 개념화해야 함

○ 서구 농촌의 분화(differentiation) - 영국 농촌의 경우
- 중산층 인구의 유입이 농촌 분화를 촉발하였음
- 환경에 가치를 두는 중산층 유입으로 보전에 무게를 둔 농촌(preserved
countryside)
- 대지주의 이해가 우위에 있는 농촌(paternalistic countryside)
- 개발에 가치를 두는 원 주민의 이해와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신규 유입
인구의 이해가 경합하는 농어촌(contested countryside)
-

공공기관이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원격지의

후견주의적

농어촌

(clientelist countryside)

○ 미래 농촌 변화를 읽는 키워드
- “탈근대적 가치 확산”
- “new peasantry (새로운 소농)”
- 최근에 농촌의 미래 변화를 읽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858
단적인 사례가 소농의 재조명임
- 과거에 농촌개발의 장애로 여겨져 왔던 소농중심 체제가 이제는 농촌의
고유한 미덕과 가치를 상징하게 되었고 소농과 농촌 가족주의의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견”
- “기후변화와 회복력(resilience)” - 특히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회복력

2.2. 최수명 교수 발제 - “지식사회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

목 차 제 안

포 함 내 용 제 안

지식기반
농촌사회의 글로컬 트렌드
-

지식사회적 관점에서 본 도시산업사회 농촌개발의 성과와 한계
농촌재편성에 대한 논의의 요약과 지식사회화 와의 관계 분석
지식기반사회의 의미와 전개
농촌지역 지식사회화의 의미 및 전개
지식기반 농촌사회의 비전

농촌개발의
새로운 프레임

-

지식사회 농촌개발의 정의 및 목표
농촌개발의 대상과 영역
농촌개발의 기본 이념과 가치
농촌개발의 적용가능 원칙
농촌개발의 혁신적인 작동기제
신농촌개발의 표준 모델

혁신적인 농촌
개발전략 및
핵심과제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농촌개발전략 수립의 필요성
지식기반사회의 농촌개발전략
지식기반사회의 농촌산업 활성화
지식기반사회의 농촌공간과 농촌계획
‘신기술복합체 사회화’에 대응한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별 개략적 추진방향

○ 논의 내용
- 과거의 산업화 사회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지식기반사회가 매우 진전된 상태임
- 산업화 시대 농촌을 바라보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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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임
- 세부목차의 순서는 첫째, 지식기반 농촌사회의 글로컬 트렌드, 둘째, 농촌
개발의 새로운 프레임, 셋째는 혁신적인 농촌 개발전략 및 핵심과제로 나
눌 것을 제안함
- 입지적 관점 혹은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의 어느 한 쪽으로도 쏠려서는 안
되며 균형적으로 집대성함으로써 농촌개발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으
로 만들어야 함
- 그러나 단, 지식기반 사회를 농촌의 변화, 농촌 문제와 엮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지식기반 사회를 깊이 고려하다보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쟁점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 가령 정보자본주의, 체제, 기술, 지식의 가
치 등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사회 프레임에서 농촌사회의 프레임
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지난 번 지역개발 소위 1차 모임에서 작성하였던 목차(잠정
안)와 최수명 교수의 세부목차 제안을 종합하여 보고서 세부 목차를 확정
하도록 논의를 진행함

2.3. 보고서 세부 목차 순서 및 내용 결정
- Trend and vision, frame, 그리고 mission 등 크게 3부로 구성되는 목차를
구상하고, 지난 번 1차 모임 목차 중 2번의 농촌개발의 이념과 가치, 그리
고 3번의 우리가 바라는 미래 농촌의 모습을 통합해서 최수명 교수가 작
성한 지식기반사회 글로컬 트렌드에 해당하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맨 상위
순서로 둠
-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서론으로서 ‘농촌개발의 개념 정립- 대상과 영역’, 마
지막으로 ‘농촌개발의 핵심과제’를 열거하기로 순서를 결정함
- 현재 농촌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과 트렌드 이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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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지금까지의 농촌개발 분야 텍스트북들과 다를 바가 없음
- 먼저 시대적 조류를 보고, 농촌개발을 진단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함

2.4. 완성된 보고서 세부 목차(잠정안)
<2015년도 지역개발소위 보고서 세부목차(잠정안)>
(제 목 ) 농 촌 개 발 의 새 로 운 패 러 다 임
1부. Trend & Vision

→ 농경연 발표(8월)

1. 세계적인 트렌드 & 한국농촌사회의 트렌드 (ex. 농촌인구 재구조화)
2. 농촌에 대한 인식
3. 미래 농촌의 Vision & Value

2부. 농촌개발의 새로운 프레임

→ 최수명교수님 발표(7월)

1. 농촌개발의 개념 /성격(역할 )/위상
2. 농촌개발의 대상과 영역 (ex. 농촌‧도시 파트너십에 대한 관점 )
3. 농촌개발의 원칙
4. 농촌개발의 새로운 메커니즘

3부. 농촌개발의 과제와 실천방향
1. 과제
－
－
－
－
－
－
－
2.

→ 외부 전문가 초청

(세부 파트 계속 논의 중 )

주거환경
농촌보존정책 (개발패러다임 x)
제도 (ex. 농촌토지이용, 농촌계획,…)
농촌정보화 (ex. 주택정보화,…_
민간자본의 활용 (ex. 수요 조직화,…)
첨단기술의 활용 (ex. R&D 투자 확대,…)
자생적 주민조직의 활용
실천방안 (ex. 서비스전달체계, 거버넌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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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정책 추진체계와 방식

→ 외부 전문가 초청

1. 정책추진체계 (ex. 지원시스템, 추진주체 , 추진체계 ,…)
2. 추진 방식 (ex. 컨설팅 , 중간지원조직,…)

5부. 농촌개발연구기관의 재편 (추가 논의필요)

2.5. 향후 진행 사항
- 7월에 있을 3차 모임에서 최수명 교수님의 목차 2부 발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8월에는 목차 1부의 발제를 농경연에서 맡기로 함
- 3부 및 4부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이야기와 전문 지식을 구하
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사전기획연구’형식으로 원고를 부탁함
- 특히 3부의 농촌개발의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어 외부의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
- 3차 모임은 7월 28일 화요일 KTX 오송역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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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소위 - 제3차 회의

1. 개요
○ 일 시: 2015년 7월 28일(화) 오후 3시~6시
○ 장 소: 천안아산역 회의실
○ 참석자: 총 8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3): 성주인(간사), 유은영(간사보), 정도채
- 분과위원(7): 윤원근 교수(협성대, 농촌분과 위원장),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김정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이기원 교수(한림대),
최수명 교수(전남대)

2. 주요 논의 내용
2.1 최수명 교수 발제 -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 농촌개발의 개념, 역할, 위상
- 도시산업화에 따라 농촌은 사회문화적으로 변방으로 밀려나 자생능력을
상실하였지만, 제3의 물결인 정보화,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한 지식사회화
는 농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옴.
- 특히 유비쿼터스 플랫폼에 따른 시공간 압축사회는 인간활동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여, 농촌이라는 공간이 가진 경쟁력, 즉, 도시공간에서 향유
하기 힘든 농촌의 녹색환경이라는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됨. 인간
의 삶이 지속가능하려면 자연 또는 녹의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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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녹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핵심 위상인 ‘녹색보호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인간
맞춤형 개발이 불가피함. 건강한 농촌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 ‘생명애 가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지속가능개발론’ 등의 개
념적 접근이 필요함.
- 생명애 가설(Biophilia Hypothesis)이란 인간이 자연계에 본능적인 애착을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사람이 녹색보호의 경관, 자연으로부터 어떻게 치료
효과를 얻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정신 과학적 구조틀에 해당함. 농촌의 공익
적 기능이란,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능, 환경적 기능, 거주 기
능, 레저 및 위락기능 등의 기능복합적인 고유 기능을 의미함. 지속가능개
발이란, 농촌개발의 지향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생명지원 시스템을
동시에 보호 또는 개선하면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개선
하는 동적과정에 해당함.
- 농촌개발은 녹색보호에 기반한 지속가능개발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 확
보와 함께, 도시개발의 소외자 도는 비선호자에게 보완적 또는 대체적 대
안을 제공하는 사회통합적 위상을 함께 가지고 있음.
- 위에서 논의한 농촌성의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농촌개발을 정의하자면,
전체 공동체의 장기적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지속적이고 지속가
능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적 변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농촌개발의 관심사를 비전천명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표현함.
4가지 비전에 해당하는 ‘살기 좋은 농촌’, ‘일하는 농촌’, ‘보호된 농촌’,
‘활력있는 농촌’ 중 농촌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활력있는 농촌’
부분에 한국의 경우 더 관심을 가져야 함.
○ 농촌개발론의 전개
- Ploeg(2000a)는 농촌개발이 갖는 다각적 의미로, 첫째, 현대화 과정에서
훼손됐던 농촌경제 및 농장활동을 농가가 능동적으로 재국축하여 마련한
생계전략, 둘째,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셋째, 이제까지 단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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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연계구조를 새롭게 구축하여 농기업이 생산한 상품가치를 증대하는 활
동, 넷째, 기존의 쓸모없이 여겨졌던 자원들의 재형성 및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자원기저의 창출, 다섯째, 농촌의 이미지와 실체를 적극적으로 재
해석하여 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 새로운 농촌개발이 구현되는 유형에는, 첫째, 농민주도로 자치재로서의 경
관과 환경을 보호하고 일반인에게 개방, 둘째, 지역사회를 넘는 연대를 통
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고 접근 불가능한 자원에 접근 도모, 셋째,
영농이 다른 수익활동과 결합하여 수익원을 다각화, 넷째, 재화 이상의 복
합적 가치를 식품에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생산자-소비자 사이의 동
반자 관계 형성, 다섯째, 내부자원의 역동화‧재조합‧재활용을 통해 높은
기술적 효율성 실현 등이 있음.
- 농촌개발에서 책무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농민이 담
당하고 있음. 농민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자원의 재조합, 재형상화 능
력을 보유하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농촌개
발활동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고 있음.
특히 농촌발전의 본원적 인력인프라로서 신소농의 역할 부각되고 있음.

○ 농촌발전론
- 유럽연합, OECD, FAO 등에서 농촌발전의 의미와 지향점, 추진을 위한
핵심도구를 설정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살고 싶은 농촌의제’를 통해 농촌개발모델의 윤곽 제시하고
있음. ‘살고 싶은 농촌의제’에서는 ‘농업이 없는 농촌발전은 없음’, ‘농외
활동이 없는 농업‧농민은 없음’, ‘마을 및 중소규모 도읍의 발전이 없는
농외활동은 없음’과 같은 농업중심의 농업개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농
촌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새로운 농촌발전론의 개념적 토대는 5가지
관점에서 구축될 수 있음. 첫째, 농촌발전의 기본원칙이자 지향가치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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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고, 둘째, 농촌발전의 원천적 동력은 가족공동체의 발전적 복원이
며, 셋째, 농촌발전의 기저 인력인프라는 신소농이라 할 수 있음. 넷째, 새로
운 농촌개발은 구성요소의 다원성, 다양성, 기능복합성 등에 바탕을 두고 있
기 때문에 네트워킹과 네트워크이론을 생명시스템에 적용한 생명의 그물망
(Web of Life)이 농촌발전의 기제로 작용함. 다섯째, 농촌지역의 새로운 궤적
의 핵심양상은 기능복합성으로, 농장 내부적으로 또는 농업과 다른 활동 사
이에서 자원 이용 방식을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농촌활동들이 창출되고 있음.

○ 결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 농촌도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음. 그러
한 점에서 농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의 제시가 필요함.
-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농업 소외적’방식이 ‘농업 중심적인’ 농촌개발로
전환되어야 함. 농업과 농촌 환경이 갖는 기능복합성을 기반으로 하여, 농
가활동의 다각화, 농촌과 도시 간의 상생적 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함.
-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발 맞추어 깨끗하고 쾌
적한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함.

2.2.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토론
- 이기원(한림대학교):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제내용은 농업을 생
명 순환의 핵심으로 보고, 농촌을 중심으로, 도시를 주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함. 또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년 전문가 그룹의 농촌개발 논의 시
농식품부의 농촌정책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부분으로 농업 부문의 역할
이 여전히 강조된 바 있음. 하지만 실제 그동안 추진한 농촌개발정책에서
농업 부문과의 연계는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더구나 우리가 현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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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농촌에서 농업의 역할,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 축소된다는 점이 강조되며, 오히려 귀농인 등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는 양상임(결과적으로 전통적 농업 부문은 여전히 농촌개
발정책에서 별개의 문제로 취급됨).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본 발제 내용에
서의 농업을 중심으로 하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점이 우리 농촌정책
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 윤원근(협성대학교): 전통적 농업 속에서 농촌이 지향해야 할 가장 큰 가
치는 인간 중심이 아닌,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농촌공간을 구성하는 것임. 본 발제도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회복력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촌정책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개념을 근간으로 현재 정책과 비교
를 시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최수명(전남대학교): 본 발제 내용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현재
의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는 판별이 불가함.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충분한 가치를 가짐. 즉, 우리의 농촌개발정책
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본 발제 내용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와 명확한 사고
의 틀을 근간으로 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음. 즉,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론적 배경의 튼튼한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함.
- 김정희(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담론적인 베이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동안의 농촌정책들
이 다소 기능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음. 지금은 기능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거나 개발 위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것에서 벗어나, 농촌정책의 명
확한 지향점과 방향을 바로잡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 즉, 지난
정책들의 시행착오 경험을 근간으로 농촌정책을 수정하기 보다는, 장기적
으로 가치적 근간을 두고 농촌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나가는 것이, 앞
으로의 실질적인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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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제에서 강조한 농촌의 기능복합성 발전은 시사하는 바가 큼. 기
존의 농촌정책이 거주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6차 산업 개발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의 경제적 측면까지 농촌사회를 다차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농촌정책 역시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함. 즉,
농촌공간의 포괄적인 개선과 개발을 위해선, 교육 및 거주 공간 등의 삶의
질 측면과 함께 경제적 측면을 함께 연계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
램을 만들어가야 함.
- 김정연(충남발전연구원): 우리가 정책을 논할 때, 이념과 가치는 선험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념과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함. 즉, 이념과 가치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봄. 본 발제는 상위구조의 논의였다고 생각함. 즉,
철학적으로 우리가 농촌정책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하위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념과 가치를 근간으로 하
여 지역개발,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인 제시를 해나가야 함.
각 분야가 이러한 상위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농촌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서간-부분간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특히 본 발제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부분이
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서는 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
한다면, 좀 더 촘촘한 논리적 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2.3. 향후 진행 사항
- 8월에 있을 4차 모임에서 목차 1부에 해당하는 Trend & Vision에 대해 농
경연에서 발표하기로 함.
- 4차 모임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이야기와 전문 지식을 나누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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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모임은 8월 25일 화요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함(외부 전문가 섭외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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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소위 - 제4차 회의

1. 개요
○ 일 시: 2015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용산역 회의실
○ 참석자: 총 13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3): 성주인(간사), 유은영(간사보), 정도채
- 분과위원(10): 윤원근 교수(협성대, 농촌분과 위원장),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박윤호 박사(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손은일 교수(한국국제대학교),
오형은 대표(지역활성화센터),
이기원 교수(한림대),
김정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최수명 교수(전남대),
이상문 교수(협성대),
엄창옥 교수(경북대)

2. 주요 논의 내용
2.1 엄창옥 교수 발제 - “순환사회로의 문명전환”
○ 포디즘의 이해와 기반
- ‘포디즘’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계적 생산이라는 관점. 기계적 생산은 생
태적 생산 밖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생태순환과 매치가 되지 않음. 포
디즘이 이것을 일반화시킴.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거시적 순환’을 완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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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함. 즉, 생산과 판매. 이에 경제학은 효율을 기반으로 하는 최적화 모
형을 만듦. 가장 중요한 역할. 여기에 시장이 등장하고 이 시장의 평가가
효율성의 평가를 만드는 것이 포디즘의 이해
-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디즘이 현대적 생산 체계의 일반화를 할 수 있다
면, 포디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이에 효율성이 최적화됨. 즉, 확대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음. 확대시스템
을 가지다 보니 경제시스템 그 자체가 ‘자기 목적화’를 하게 됨.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서 꼼짝없이 살고 있는 현실을 설명함. 뿐만 아니
라, 이러한 포디즘이 확산되면서 농업도 이 구조 속에 들어갔다고 봄.
○ 기계적 생산 시스템과 다품종소량생산
- 본래 농업은 유기적 생산 시스템임 그런데, 기계적 생산 시스템이 강력하
게 들어옴. 경제학에서 포디즘의 생산시스템을 ‘거시적 패러’라고 이해함.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성 연동 임금제를 하게 되고, 이에 실질임
금이 상승함. 그것이 소비를 지탱하면서 소비의 한 패턴, ‘투자’가 여기에
대응하게 되고 투자가 총생산에 연계되고 이 총생산 또한 기술혁신을 통
하여 커짐. 이 볼륨이 점점 확대됨. 이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거시적 회로
라고 이해. 포디즘적 구조를 자원의 관점에서 거시적 순환을 펼쳐놓으면
우리가 늘 말하는 자본투입과 생산과 소비, 기술혁신과 실질임금이 매개
되어 대량채취,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일방적 성향의 자원 흐
름이 발생.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원의 순환구조가 아님.
- 또한, 다품종소량생산에서 또 다른 대량생산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대량생
산시스템이 다양화되고 이에 ‘패셔니즘’이 결합되어 더 많은 소비를 이끌
어 내어 대량생산시스템보다 더 악화 됨. 이런 포디즘이 가지는 한계는 아
무리 많은 소비를 해도 만족을 할 수 없는, 즉 자기 몸을 고쳐야 될 정도
로,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는 풍요와 불만족의 패러독스가 존재
○ 지위재의 등장과 포디즘의 존재 방식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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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재’(position good)의 등장으로 상대적 박탈감은 끝이 없음. 자연의
물리적 한계 및 자원의 고갈, 환경용량을 넘어선 방출 등의 포디즘적 특징
이 지금 와서 보니깐 순환의 악영향을 미침. 과거의 포디즘의 비판은 소외
론 이었음. 생산과 구상이 분리되어있었음. 지금 보니 자연의 극단적 소외
가 됨. 현대경제 자체가 존재 방식상의 한계가 있음.
○ ‘순환사회’의 대두
- 최근에 와서 순환을 발견함. 순환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생활 밖에 있었음.
뭔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환, 에너지가 전이되는 현상. 순환사회에서는
종의 다양성이 중요함. 또한, 폐기물의 실패는 폐기물이 가는데 돈이 오지
않아 야기됨. 이에 폐기물이 자연 용량을 넘어서게 됨. 결국 비용 메커니즘
을 화폐흐름에 결부시킴. 하지만 순화이론에서 화폐흐름을 결부시키는 행
위는 또 다른 혼란이 찾아오게 만듦.
- 2000년대 순환프로세스를 직류형에서 교류형으로 만듦. 동맥프로세스에서
사용된 피를 정화시켜서 정맥프로세스에서 이용함. 산업도 정맥산업과 동
맥산업을 구분. 정맥산업 재이용 동맥산업은 원재료를 사용한 산업이며, 정
맥산업은 재이용하는 산업임. EPR(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등 폐기물에 생산자 책임을 지게 함. 순환은 분모자체를 줄
임. 사회가치를 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음. 지속가능한 시
스템은 열 교환을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 열린사회생태 시스템이
필요. 지금 순환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사회-생태시스템 안으로
되돌아가야함.
○ 도·농간의 교류
- 여러 가지 논의가 중요. 책임의 공유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모든 책임들
을 학자가 책임을 공유, 탈 물질화해야 함. 박근혜는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
이 아니라 공유하는 사회로 가야한다”고 했음.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지 않으
면 안 됨. 중요한 주제가 될 것.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만 잘 된다면 밀양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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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탑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공간간의 순환과 도시와 도시사이의 공간
교류, 도시와 농촌 사이의 메커니즘이 존재. 도시와 농촌 사이를 순환시키
는 폐연료 순환 및 폐기물 순환 시스템 등 한 도·농간의 교류를 말함. 국제
환경규격인 ISO 14000, 22000도 이러한 고민의 산물. 생산과 단순한 상품
의 거래가 아닌 유기적 생산으로 도농이 순환해야함. 도시와 농촌사이의 인
력은 작지만, 도농 순환 프로그램으로 순환시키는 프로그램을 짜봐야 함.
○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와 앞으로의 과제
- 하지만, 앞서 언급한 순환사회의 전략들은 체계적이지 못함. 이에 해결책
은 리질리언스. 기존의 시스템은 효율성을 추구하니 비효율이 버려지고
이에 생물다양성은 줄어듦. 이는 극단의 답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외
부의 충격에 쉽게 무너짐. 반면 순환사회의 피드백 시스템과 다르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져 외부충격에 강해짐. 본래, 효율성을 포기하면 비용이
듦. 최대수익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잉여유지비용’이 필요
- 공동화, 지역화가 없으면 뿌리 없는 시스템임. 자연환경의 복원, 환경용량
을 극대화, 도시공원 도시 녹지, 재생산 산업 등 리질리언스 사회는 토목
사회에서 될 일이 아니라 유기적 생산과 어떻게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는
가에 고찰해야함. 농촌의 유기적 생산부분을 도시의 기계적 생산에 다시
유입되어 유기적 생산 때문에 도시가 지탱 될 수 있게 농촌이 도시를 구원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 효율화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잉여의 보유
가 필요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제 -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내외 농촌사회의 변화
- 국가별, 시기별로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패턴에서 큰 편차가 존재함. 역
도시화 또는 향촌인구이동이 선진국들에서 지속적인 트렌드라고 일반화
할 수는 없음. 또한 국가 총량적인 농촌 인구 증감 트렌드보다는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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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 중요하며, 선별적 인구이동 역시 선진국 농촌에서 지속되는 상황
임. 선진국에서 향촌 인구이동이 농촌의 인구 증가로 귀결되는 데 가장 결
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일자리임.
- 선진국의 경험에 입각할 때 우리나라도 귀농‧귀촌 인구이동이 지속될 조
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함.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귀농‧귀촌의 지속성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지역 차원의 귀농‧귀촌인 유치 노력
및 활용 전략이 중요
- 우리나라 농촌도 인구 유출 경향이 약화되어 총량적 인구이동이 순증 상
태로 변화하고 있음. 귀농‧귀촌 증가, 도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촌 정주
확산 등의 경향을 반영한 집계 결과라 할 수 있음
- 농촌의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로는 인구 고령화 심화, 농업 부
문 위축에 따른 농가 인구 감소,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 지역사회 변
화 등이 있음.
○ 농촌에 대한 인식
- 농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의 인식과 성향을 살펴보면, 선진국과 달리
중산층보다 중하위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의향이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도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주민일
수록 농촌 이주 의향이 높은 경향이 있음. 특히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도시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농촌 이주 의향 간 연관성이 더욱 높
아지는 경향이 있음.
- 농촌의 정주 기반 개선, 경제 기반 확충 요구가 지속될 전망임. 생계를 위
해 농촌에 이주하려는 도시민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경제 기반으로서 농업
부문의 의의가 여전히 유효함.
○ 미래 농촌의 Vision & Value
- 미래 농촌에 영향을 줄 거시적 트렌드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성장 정
체,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 수요 증가(정주, 여가, 휴양), 교통·통신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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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토 공간구조 변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가치 재인식이 있음.
- 도시·농촌의 관계에서 잔여적(residual) 공간이라는 농촌 개념의 극복하는
등의 농촌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하며, 생명 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산과
다원적 가치를 발굴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견하며 규모화, 근대
화 농업에서 탈피하여 신소농(new peasantry)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성 있는 농촌정책 주체 형성이 필요하며, 국토공간의 통합 흐름 속에
서 농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촌형 생활권의 모색이 필요함.
- 귀농‧귀촌 증가 등 한국적 상황에 근거한 재소농화(repeasantization)와 농
촌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농촌 자원에 기반한 경제활동의 다각화
의 모색이 필요함.

2.3. 토론 내용
- 윤원근 교수(위원장) : 오늘 토론은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패러다임 자체,
즉 농촌지역에서 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전력들이 검
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 최수명 교수(전남대학교) : 엄창옥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경제학적인 관점
에서 삶의 질 순환에 대해 여러 가지 시대상의 변화 등에 대해 발표해주셔
서 도움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은, ‘녹의 원
리’, ‘녹화’에 대한 정의이다. 이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으면, 지금까
지의 산업사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었던 것을 극복하기 힘들
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린케어의 경우, 전통적인 병리학에 밑바탕을
두었던 의료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 그 대안으로 그린케어를 제
시해왔다. 그러다보니 실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개념을 ‘녹의 보호’로 바꾸자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녹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생적으로 ‘녹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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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고 지금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각이다. 그린케어가 소극적인
시각이라면 ‘녹의 보호’는 적극적인 시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농
촌에 도시적인 것을 이식하기보다, 이제는 역으로 농촌의 원리, 생명의 원
리를 도시에 주입시키자는 주장이다.
‘순환의 논리’에서 아쉬웠던 점은 생물학적인 사이클만 순환의 논리로
본다 점이다. 비생물적인 것도 순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순환사회를
이야기할 때 생태계적인 순환에 그치면 안된다. 근본적으로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이 ‘순환’이고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생태나 정
치생태 등의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확대된 관점
에서 순환을 생각해야 한다.
-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 농촌사회의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하는
지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런 고민을 80년대에 했었
다. 그것이 지금 농촌발전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 그 당시 설정했던 것은
인간주의적 접근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삶의 터전을 잘
만들어 간다는 이념과 가치였다. 그런 틀 속에서 지금까지 왔으나, 지금은
많은 조건들이 바뀌었고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회상을 그려볼 것인가가 숙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해주신 순환사회론이 중요한 대안이어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
다. 순환사회를 지향함에 있어 어떤 철학 혹은 이념과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순환사회론적인 접근 등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순화사회론적 접근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마지막으
로는 실제로 노동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무적으로 농촌중심지 역할
을 하는 읍면 소재지들 또는 동의 중심지들과 주변 농촌 간에 상호 공생시
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실제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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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원 교수(한림대학교) : 자연자본주의와 순환에 대한 글을 많이 읽었다.
순환이라는 개념의 핵심 키워드가 리질리언스(Resilience)였다. 우리 옛날
의 전통적인 계나 두레 같은 농촌사회에서의 순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살
려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5년간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
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사회적 경제 체제 안에서의 협동경제와 협
동조합 방식의 사업구조, 공유자원관리 등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농
촌사회의 전통적인 순환원리와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생각해 왔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재밌는 흐름중의 하나는,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다 나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이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지역공동체가 제대로 순환사회 구조를 가지고 가려면 네 가
지 정도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자립적인 순환이 가능해야 한다. 사람, 식
량, 에너지, 신용(지역금융)이 바로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정도가 지역에서
제대로 순환이 되어야 자립이 가능하다.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
고 있는 것이 홍성 문당마을과 화천이다. 이 지역들에서는 일부 교육을 통
해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던 사례가 있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서는 아까 엄창옥 교수님께서 김천 사례가 있다. 요즘 제가 하는 일이 학교
교육청과 학교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을 하면서 방해가 되는 것
이,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을 통해서 농촌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
안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한다는 점이다. 왜 우리 아
이에게 또 농업 일을 맡기려고 하냐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나
가야 하는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순환사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데에서는 장벽들이 만만치 않
다. 순환사회에 대한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역에 뿌리내리기는 어렵
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업했던 것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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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은 대표(지역활성화센터) : 지난번 최수명 교수님 발제에서 새로운 유
럽에서 신소농 공동체가 만들어 진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실제로 국내에
서도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새로운 형태의 주민들이 점점 더 많아
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주민들이 일
반 주민이기 보다는 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험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새로운 형
태의 주민들이 개인적인 역량과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에 반해, 이질
적인 통합체이고 농촌사회의 기존에 있던 구조와 공동체 형태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분들의 장점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생산하는 작은 양
의 농산물들을 현장에서 로컬푸드 센터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에 더해,
도시에서 마르쉘 같은 곳에 가지고 나가 판매하는 등 경제적인 방식에서
도시와 농촌의 순환구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에서 거주
하며 에너지 문제에 직면하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형태나 에너지 형태를 계속 고안하고 발명하기도 한다. 그리
고 혼자 귀농했거나 소수의 가족으로 농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 순환 즉,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순환방
식을 찾고 있기도 하다.
현장에서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농촌 형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을 많이 했다. 오늘 발제해주신 엄창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시
와 농촌의 경제적인 순환, 그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경제재화가 되기 위한
방식,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또는 방과 후 학교의 문
제, 에너지의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등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고민들 등 이 고민들을 담는 그릇이 농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모델이나 모형의 농촌이라는 그릇이 만들어 져야,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거주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형태들을 만
들어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좀 더 장기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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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유자원의 관리와 같은 농촌에서의 환경적 순환은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농촌 내에서 자생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주변농촌부와 중심지와의 교류 순환관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젊은 가족이 들어와 농사지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려
할 때 대부분 개별단위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조직화, 구조화해서 도시와
농촌의 구조관계, 순환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냐의 고민이 단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한다.
- 손은일(한국국제대학교) : 순환사회는 계속 논의했던 것인데, 경영학적 입
장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를 위한 방법은 lot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엄창옥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던 지역화와 연계된 부분이다. lot 사이즈를
줄이면 어느 정도 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
는 lot 사이즈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다.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
로 다 다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lot 사이즈 문제를 조정을 하면 농촌의
복원력은 상당히 뛰어 날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 귀농‧귀촌자가 늘어나는 것이 역으로 보면 도시에서의 리질리언
스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도시와 농촌의 순환관계를 어떻
게 만들 것인가의 고민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농촌의 복원력을 높이
면 자연스럽게 선순환관계에 대한 고려로 이어질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선례들이 많이 있다. 마을‧지역 단위에서는 사회생태 시스
템을 적용한 예들이 많이 보인다. 문제는 이 마을‧지역이 커버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lot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해
야지 견뎌낼 수 있고 확산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오늘 발제해주신 지역화 문제도 올 수 있고, 도시
와 농촌의 순환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화의 어떤 모델로 가야하느냐는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형태이
든 어떤 콘텐츠이든 간에 우리가 가고자 방향이 생태와 더불어 하는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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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례를 찾아서, 개선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논
의를 하면 그런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농경연에
서 발표하신 거시적 프로젝트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 수요 증가와
관련된 줄기보다는, 농촌을 주도로 워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농촌
의 리질리언스 증가와 매력성의 증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
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 박윤호 박사(농어촌연구원) :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선진국의
현실이 다르다보니 과연 이런 순환사회 논의 자체를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추었을 때 맞는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서구처럼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1세기 이상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사회와 그것을
압축해서 한세대 만에 이뤄낸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른 것 같다. 시스템
은 같이 변화하겠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담론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타임 랩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
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분리공리, 지역화, 분권화의 흐름이 전반적인
현상이고, 우리 농촌에서도 중요한 화두다. 서구 쪽에서는 순환사회,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후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 신경을 많
이 쓰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이런 정책 접근에 대해 아주 먼 미래의 일
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갭 때문에, 순환사회로 우리사회를 전
환해가는 것에 앞으로 많은 장애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순환사회가 메가트랜드는 맞다. 다만, 우리나라와 워낙 맥락이 다르다
보니 도‧농간의 인구변화나 이런 변화들을 보면 오히려 농촌정책에 장애
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서구에서의 역도시화 현
상과 우리나라에서의 귀농현상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서구는 도시에서 밀어내는 작용과 농촌에서 당기는 작용이 같이 작
동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도시에서 밀어내는 작용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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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강하고 농촌에서 당기는 작용이 아주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슷하다고 논의를 이끄는 것자체가 오히려 농촌
정책을 고민할 때 조심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지역정책에서 가장 큰 최근의 화두는 계획제도와 주
택이다. 가장 기본적인 아젠다들이다. 과연 우리사회는 이런 계획제도나
주택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가 의아스럽다. 그것이 이
런 거시적인 담론을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고
민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사회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영국과 같이 인구가 늘었던 선진국의
예를 보면서, 농촌의 가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이해를 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기술발전의 산물로서 공간 통합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농촌이라는
공간을 소비의 공간으로 도시민들이 공간소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
난 인구증가현상인 것 같다. 국가마다 도시경제의 부침에 따라 인구가 늘
고 주느냐의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소비 현상
의 결과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귀농이 늘고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이 증가하는 현상 자체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서, 이를 미래 농촌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하나
의 현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 오늘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거기에만
너무 한정하지 않고 근본적인 가치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가 귀농‧귀촌 트렌드나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수요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때 다양하게 구분해서 농촌에 대한 수요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마이너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신소
농 등의 현상들을 깊이 짚어내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현재 나타나는 귀농‧귀촌 수요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
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앞으로 농촌정
책방향을 정해야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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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 도농교류라는 것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
했는데, 그 당시의 도농교류는 도시민들이 관광의 차원에서 농촌을 소비
하는데 머물렀다면, 이젠 농촌에서 살기 위해 간다라는 생각까지고 사람
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는 되었다. 자식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고 나서 앞으로 30, 40년을 더 살지 모르는 도시의 성인가구에서는,
생활비를 줄여 삶을 유지하려면 농촌으로 가고 싶은 욕구와 희망이 있다.
도시에서 30년 동안 경쟁하면서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았던 도시민들이 농
촌에 내려오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기회자체가 농촌으
로서는 새로운 인적자원이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
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건드린 것들은 너무
많은데, 부처나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정돈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정리해보면서 줄거리를 잡아 나가는 것이 다음번 농촌정책에서의
하나의 과제다. 교수님께서 도시와 농촌의 순환 구조라고 해서 도식화된
하나의 표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많은 과제들이 응축되어 있는 키워드라
고 생각한다.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지는 고민이 많
이 필요하다.
김천의 사례도 이야기해주셨는데 농림부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
다. 농업이 당면한 문제는 노동인력의 확보이다.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노동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력을 그만큼 농업부분에서 활
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인력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에서 오는 분들은
농촌의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귀농을 준비하는 자세로 일이나 배워볼까 하
는 분들이 많다. 생각보다 농촌의 고용주들은 시간당 노동력의 강도와 노
동 생산성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러한 미스매치가 농림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곳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다. 전반적으로 순환사회, 도농 간의 가치교환 증대의 부분은 도시도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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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농촌 쪽도 그렇고 정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라고 본다. 저희가 준비한 과제들을 좀 더 깊이 논의하는 다른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엄창옥 교수(경북대학교) : 농촌에서 도시로 나가도록하기 위한 수많은 과
거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이제 순환론을 가치론적으로 받아들이면, 현 정
부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올 수 있는 유으로 로컬 인센티브와 에코 인센티
브를 부여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비용지불을 해가면
서 해야 한다. 즉, 리질리언스의 비용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
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투자이다. 전체적으로 생태적 비용을 줄이는 것
이다. 정책 기조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규모가 작아
졌는데, 창조경제와 녹색위원회를 합쳐서 이 사회가 리질리언스를 강화시
키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도시의 리질리언스를 어떻게 해야하
나 생각했는데 역시 리질리언스의 출발점은 농촌사회, 생태적 사회 안에
서의 도시로 확대, 농촌이 도시를 구원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김천이야기를 잠깐하면, 낙동강 도농순환 프로젝트로 제가 처음 시작했
다. 아까 보여드린 도농순환마을의 그림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
는 완전히 실패했다. 고령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대구에 있
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라며 군수도 도와주지 않아
서 결국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천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다. 김천
지역에 있는 간이 농협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실제 해보니 간이 농협이 그
렇게 잘 도와주진 않았다. 처음에는 간이농협 조합장들이 다 와서 도와주
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지 않고 김천시장 선거운동과 결합해
서 오히려 표 파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
미국에 다녀오면서 박상훈 교수에게 넘겨주고 박상훈 교수가 그 다음부
터 우리가 했던 것은 김천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경상북도의 전역으로 확
산시키자는 노력을 했다.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김천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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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하라하고 넘기고 경상북도에서는 청도, 경주, 영천 세팀이 모여
서 하고 있고 박상훈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는 지
켜봐야한다.
경제학에서 하는 루이스 모형, 전환점이론을 역루이스모형으로 가져가
야 한다. 도시로 이동시키던 것을 농촌으로 이동시키려면, 농촌에 대한 기
본적 투자를 해야한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하면 언젠가는
저절로 경제적 메커니즘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했다.
기회가 되면, 처음부터 시작한 낙동강 모형부터 해서 김천, 경산, 전남
등 다섯 개 모형을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연구를 진행해, 어떤 지역적 어떤
특성에서는 어떤 모형이어야 가능한지를 한번 비교분석하는 연구과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연구해보고 그 안에 지역적 특성이 무엇이고 공
통분모가 무엇인지, 한국 전체에 확산하려면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지를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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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 제1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

시: 2015. 5. 21(목), 15:00 ～ 18:00

○장

소: 용산역 ITX회의실

○ 참 석 자: 5명
- 원내(3): 박대식(분과위원), 조미형(간사), 남승희(간사보)
- 원외(2): 김영란(목포대학교), 김태완(보건사회연구원)

2. 복지소위 회의 안건
○ 복지소위원회 논의 주제 및 운영계획 논의
- 복지소위 참여 위원 구성 방안
- 복지소위 논의 주제
- 복지소위 모임 일정 및 운영 방안
- 복지소위 작업 계획 및 역할 분담 논의 등

3. 복지소위 논의 내용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
했으면 좋겠음.
○ 주요국의 농촌복지 시스템: 영국, 미국, 일본
- 영국의 Younghusband report(1959)로 인해 영국 농촌의 사회복지가 강화
되기 시작함. 영국 농촌을 조사한 분인데, 주로 농촌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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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것으로 농촌의 전달체계 관련 시사점 도출(사회복지사의 처우 개
선 등). 일부 설문지를 가져왔는데, 우리도 농촌에 이러한 질문들을 물어
보면 어떻겠는가.
- 농촌의 사회복지사업이 농촌인지성이 있는가?(사업이 농촌-oriented 되어
있는지) 또는 농촌에서 하는 관광이나 개발 사업이 사회복지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농촌인지성이나 사회복지성에 대한 개념이 우
선 논의되어야 함.
- 영국, 미국, 일본에서 농촌복지 관련 연구 및 서적을 참고하여 명확한 농
촌복지의 방향 논의
- ‘농촌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한다. vs 농촌복지를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가 같은 이야기인가?
- 영국의 농촌에는 잘 사는 사람도 많음. 농촌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어
디로 갔나? 혹은 농촌에서의 낮았던 생활수준이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효
과를 가져온 요인이 있는가.
○ 일본에서는 1950~60년대에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
업들을 세제혜택 등을 통해 농촌으로 유인
- 농사짓는 것 + 농외소득으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
- 또한 근처의 큰 도시에서 언제든 job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일본 농촌에서
는 소득문제보다 고령화 등을 통한 보건의료, 복지 문제에 관심
- 즉,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농촌노인
의 소득문제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음.
○ 2006년 보고서(박시현, 박대식 등)에서는 2020년을 생각하며 농촌복지 미래
예측을 한 바가 있음. 미래의 대략적인 기간을 상정해야 논의할 내용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음.
○ 논의 주제에 관한 brainstorming 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 도출.
1. 농촌복지의 정체성: ‘농촌에서 실천하면 농촌복지인가?’
2.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와 농촌복지
3. 대상: 농촌복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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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요소: 농촌복지의 새로운 위험요소
5. 농촌에서의 사회복지실천가, 농촌복지 교육
- 농촌복지의 개념과 정체성에 관한 김영란 교수 첫 번째 발제와 토론을 통
해 이후 논의할 내용 구체적으로 구성
○ 복지소위 진행 방식: 매월 농촌복지에 관한 주제 발제 후 토론, 혹은 외부
초청세미나 등의 형태로 총 5회 정도 진행.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
형태로 발간.
○ 복지소위 위원으로 8명이 추천되었으며, 간사는 이들에게 연락하여 포럼 참
여여부 확정하기로 함.
- 복지소위는 10년 이후의 농촌 모습을 그리며, 농촌복지를 고민하는 자리
로 연구자와 현장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 꾸리고자 함.
- 추천 위원 명단: 모선희 교수(공주대), 허선 교수(순천향대), 박지영 교수(상
지대), 김형준 교수(부천대), 강위원 관장(광주 광산구), 유
수상 목사(경남 거창군), 배충진 원장(전남 해남군), 이문수
대표(전북 진안군)

4. 향후 진행 사항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시 회의 개최(장소는 참여자 고려하여 정하기로 함)
○ 다음 회의) 일정 및 장소: 6/26(금), 대전역 회의실
- 주제1. 농촌복지의 정체성: ‘농촌에서 실천하면 농촌복지인가?’(김영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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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 제2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

시: 2015. 6. 26(금). 14:00 ~ 18:00

○장

소: 대전역 회의실(혜화실)

○ 참 석 자: 7명
- 원내(3): 박대식(분과위원), 조미형(간사), 조수형(간사보)
- 분과위원(4): 김영란(목포대학교, 분과위원장), 김태완(보건사회연구원),
김형준(부천대학교), 배충진(송암선교복지원)

2. 복지소위 회의 안건
- 김영란 교수님 발제 “농촌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
- 농촌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토론
- 3차 모임 주제 및 참석자, 강사 섭외 등 향후 추진계획 논의

3. 복지소위 논의 내용
□ 김영란 교수님 발제 - "농촌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
- ‘우리나라 농촌복지 연구 및 실천을 향한 장정을 앞서 그 출발선에서 과연
무엇이 농촌복지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농촌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 농촌복지는 사회복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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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복지는 지역(사회)복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농촌복지의 대상은 농촌인가?
- 농촌복지에서 농촌의 경계는 어디인가?
- 농촌복지실천가는 generalist인가 specialist인가? 혹은 다른 것인가?
- 농촌복지실천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농촌복지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농촌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토론
○ 농촌복지 개념
- 개념정의가 필요함. 개념정의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사회복지에서 커
버할 수 없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드러나야지만 그것을 개념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농촌의 지역마다 다른 점, 생활권 이야기 등을 다 포괄해서 결국,
농촌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유성, 그 고유성에 입각한 논리성이 있어
야 독자적인 개념이 정립될 수 있음
-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계진단 등의 연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인구
가 줄어서 마을자체가 소멸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뭔가 개발이 되서 없어
지는 경우는 있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한 마을이 없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곳에서 살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안전이라
든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가는 고민해보아야 함
- 우리나라는 읍과 동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논의가 있음. 읍에 사는 사람
들에 대한 복지지표를 조사해보면 웬만한 도시의 동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게 나오기도 함.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면지역은 또 일반 지역의 읍 못
지않음. 따라서 농촌지역을 유형화해서 approach를 조금 다르게 해야 함.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면지역은 이렇게, 읍지역은 저렇게 하
자가 아니고 대도시 접근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형화해서 approach를 해야 함
- 개념이나 비젼이 명확히 되지 않고 그 밑에서 아무리 제도나 정책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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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봐야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음. ‘미래의 한국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 좀 고민을 해야 함
- 어촌에 갔을 때 우리 복지시스템, 서비스가 좋던 나쁘던 간에 하여튼 그들
한테는 없는 것. 이것은 일종의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함. 즉, 농촌복지는
농촌이나 탄광이나 어촌이나 어디에 내가 살고 있어도 기본적인 것들이
다 똑같게 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것이면서 가장 이루어야 하는 것임.
지역적 권리의 평등권, 지역적 복지의 평등권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전국에 면이 한 1,200개 있고, 각 면에 자연 부락이 5개 정도 모여 있다고
하면 대략 6,000개 정도의 이런 부락 복지 단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 6,000개 단위가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선을
맞추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서 뭔가를 플러스하면서 삶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국가가 해줄 영역이라기보
다는 옆에서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할 영역
임. 그것(방법)은 6,000개가 모두 다를 수 있음
- 사회학과 농촌사회학의 관계처럼, 농촌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분과로 볼
수 있음. 토론을 통해서 전체 사회복지학, 지역복지 부분, 그 다음에 농촌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함
- 학문적으로 이러한 개념 정립이 되어야 실천이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및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임
○ 농촌복지와 교육
- 농촌복지를 전공한 인력 또는 전문가가 부족함. 교육시스템 및 제도 구축
이 필요함. 학생들이 농촌복지를 공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할 현장이
다소 부족하고, 현장에 명시적인 수요가 없으며, 또한 그런 수요를 창출하
려는 노력이 부족함.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농어촌 지자체에
서 근무하려면 농어촌복지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확
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 이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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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복지 학계의 연대를 어떻게 이을지를 중요함. 그런데 현재 젊은 교수들
이 열의와 여유, 그리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음
- 농촌복지 또는 농촌복지학은 지역복지와 구분해서 독립적인 과목으로 인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할 것임

○ 농촌복지의 지향점
- 농촌복지의 지향점은 농촌적인 삶, 자연과의 공생, 공존과 관련이 깊음. 과
거에는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임
- 즉, 생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며, 농촌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할 때 복
지가 밑바탕에 깔려야 함
- 김교수님의 발제문에서처럼,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할 때 경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생태환경적인 측면의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최종적으로 설정할 때에도 이 측면을 같이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
- 그 이후에 어떤 실천 방법으로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실천의 원칙들이
나올 수 있음

4. 향후 진행 사항
- 다음번 회의에 유수상 목사님, 박지영 교수님 등 추가 참석자 섭외 및 장
회익 교수님 등 공생·공존·생태가치 관련 주제로 강의해주실 분 섭외 예정
- 김영란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 이후 농촌복지 매트릭스를 설계하시면 다같
이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
- 3차 모임은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이날은 배충진 원장님의 전달체계 발제 및 박대식 박사님의 농촌 특성별
유형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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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 제3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

시: 2015. 7. 23(목). 14:00 ~ 18:00

○장

소: 대전역 회의실(혜화실)

○ 참 석 자: 9명
- 원내(3): 박대식(분과위원), 조미형(간사), 남승희(간사보)
- 분과위원(6): 김영란(목포대학교, 분과위원장), 김태완(보건사회연구원),
김형준(부천대학교), 배충진(송암선교복지원),
최정민(목포대학교), 유수상(한국농어촌복지실천가협회)

2. 복지소위 회의 안건
- 배충진 원장 발제 및 토론
- 박대식 박사 발제 및 토론
- 4차 모임 주제 및 장소 등 향후 추진계획 논의

3. 복지소위 논의 내용
□ 배충진 원장 발제 및 토론: “농촌복지실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乖離): 농촌복지 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1.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농촌복지 전달체계의 제언(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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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복지 실천현장의 현실 (Case study)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관련 사례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행정처리
-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시설이 많은 곳은 복지가 넘쳐나고, 시설
이 없는 곳은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특히 가소
지역이 전부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다보니 농어촌 지역이 상
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구축이 되
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읍 단위에 맞춰져 있음.
- 따라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며 농어촌지역의 광범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가 존재함(읍면-리간 격차 심화). 현재 노인복지가 대표적으로 장기요양
보험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특히 맨투맨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지금 장기요양 체제 중
에서도 대표적인 재가서비스 중의 하나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예를 들면,
매일 찾아가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하는 것임. 시골에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개 읍 단위에서 많이 오며,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됨. 비용은 들어가지만, 시스템이 공급자 중심이지
수급자에게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방식(맨투맨 방식)보다는 지역사람이 지역을 케어하는 방식(일본
의 사례가 있음)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음: 1) 지역의 일
자리가 생김 2)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3) 관계형성(노인학대문제가 발생
하기도 하는데, 지역 사람이 같은 지역의 대상자를 보살필 경우 학대하기
가 굉장히 어려움. 또한 사람들끼리 한 다리만 건너면 웬만하면 서로를 다
알기 때문에 관계형성 용이).
- 일본 같은 경우도 대규모 시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닛 케어라고 하는
데 유닛으로, 100명 이상의 인원을 10명씩 나누고. 다 생활 패턴도 다르
고, 식사도 다르게 하고, 프로그램도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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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방법은 시설을 사회화해서 시설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100개의 시설을 10개
씩 나누어서 각 지역사회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
적이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농촌형 소규모 단위는 모델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큰 제도적인 관점에서
현재 작동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질 관리는 농촌복지의 실천이라고 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농촌 지역에서의 실천이냐 농촌사회복지
의 실천과 뭐가 다르냐는 등의 그런 관점에서의 실천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박대식 박사 발제: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농촌복지”
1. 농촌지역 유형화의 필요성
2. 농촌지역의 유형화 방법
3. 농촌지역의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4.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농촌복지
- 강주희・윤순덕(2007)은 노인복지시설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변수
로 군집분석으로 실시하여 전국의 135개 농촌 시・군을 5개 유형으로 구
분하였음: 경로당, 노인재가복지시설 밀집지역(9개 시・군), 요양시설 밀
집지역(33개 시・군), 양로시설 밀집지역(13개 시・군), 복지시설 부족 지
역(54개 시・군), 노인복지회관 밀집지역(26개 시・군).
- 배은석(2013)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특성이 구체적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수요와 공급의 격차 분석에 필요한 지표를 개
발하고, 지표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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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의 유형화: 고려해야 할 지표 brainstorming
※단위: 마을, 자연부락

지표

인적
(자본)

사회

경제

심리

기타

내용

비고

인구(수)

대·중·소

인구구성

다양 ＜---> 획일

서비스 대상별(장애인,
다문화...)

거리

중심지에서의 거리
마을간 거리

대중교통 횟수/일
생활권(광범위) 의료,
문화, 교육.

(공급)주민조직

수, 활성화 정도

집성촌

다양한 성씨
*도움이 필요하지만
못 받는 사람

(수요)취약계층(수급자수)
마을자체적 복지활동

마을행사

마을시설

경로당, 회관,
체육시설, 건강관리실

이용자수, 이용률

산업

소득창출 산업

경작규모, 작물,
종사자수

공동체의식

애향심, 애착심
자기 효능감
도시와 비교 & 마을내
비교

피해의식, 박탈감
도움을 받는 방식(서비스
유형) 또는 문제해결
방식(돌봄)

‘상부상조’ 또는
‘누군가 마을에 와서
제공하는 형태’

상위 지자체의 복지역량

2 layers

예) 군의 사회복지
역량
HL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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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진행 사항
- 회의내용 정리파일 공유 및 검토
- 유형화 지표 내용을 각자 더 고민하여 다음 회의 이전까지 준비
- 4차 모임은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나주) 회
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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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

시: 2015. 8. 28(금). 10:30 ~ 15:00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회의실 (626호)

○ 참 석 자: 10명
- 원내(4): 박대식(분과위원), 조미형(간사), 남승희(간사보), 박지연(간사보)
- 분과위원(6): 김영란(목포대학교, 분과위원장), 김태완(보건사회연구원),
김형준(부천대학교), 배충진(송암선교복지원),
최정민(목포대학교), 유수상(한국농어촌복지실천가협회)

2. 복지소위 회의 안건
- 토론: “내가 생각하는 농촌 유형화”
- 토론: “농촌 유형화에 고려되어야 할 변수와 자료 여부”
- 토론: “농촌 유형화의 단위”, “농촌 유형화의 목적”
- 5차 모임 주제 및 장소 등 향후 추진계획 논의

3. 복지소위 논의 내용

□ 토론: “내가 생각하는 농촌 유형화“
1. 최정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구, 가구, 지형, 산업, 산업경제, 문화 복지
등의 요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통계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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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를 기준으로 농촌을 유형화한다면 OECD의 농촌 유형화 방식도 괜찮음.
2. 김형준: 농촌 마을을 기준으로 유형화 함. 복지 수요와 복지 역량 두 가지
지표로 나눔.
- 복지 수요는 인구수, 인구분포, 대상자, 빈곤층 분포를 포함 함.
- 복지 역량은 청장년층 분포율, 주민단체/농민단체, 공공기관, 공공행정인
원 등의 요소가 포함 됨.
의견1. 복지수요와 복지역량을 고려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음. 복지
수요와 복지역량이 모두 높은 마을, 복지수요는 높은데 복지역량이 낮은 마
을, 복지역량은 높은데 복지수요가 낮은 마을, 복지수요와 복지역량이 모두
낮은 마을.
의견2. 배은석(2013)의 선행연구에 있는 복지수요와 복지공급 격차분석의
내용을 참고해 복지수요부족과 복지공급력을 이용해 유형화에 대입하는 것
은 좋은 아이디어임.
3. 김태완: 사회적 자본, 복지적 측면, 시대적 변화 측면 등으로 유형 분류를
제안함.
- 정책적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유형화가 될 필요가 있음. 내후년의 대통령
선거 시기에 복지모델로 제안할 수 있으면 좋을 듯.
- 유형화 방법: 주민들의 욕구가 고려되어야 함. 또한 실행력이 있어야 함.
- 사회적 자본이 고려될 필요성은 있지만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움.
- 사회적 자본 대신 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복지 과밀지역, 과소지역, 적정
지역을 나누는 방안 제시.
- 인구나 산업구조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개발중심 vs 복지중심, 행정중심 vs 주민욕구중심으로 유형화 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지는 연구가 필요함.
의견1. 지역개발과 복지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개발 시에 복지수요와 소
프트웨어, 하드웨어와 그 실용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복지증
진으로 이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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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2. 주민의 욕구가 기반이 되어 행정으로 실현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
함.
4. 배충진: 지자체의 업무 구분에 따라 산업진흥과 복지증진 두 축으로 하여
유형 분류함
- 산업 진흥과 관련된 변수: 인구, 산업, 토지 등
- 복지증진과 관련된 변수: 복지, 의료, 보건 등
- 인구나 사업과 관련된 지표 중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인구수, 인구밀도,
자연증가율, 사회증가율, 고령화율, 세대수 등을 통합하여 인구통합성이
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다른 변수들로 투입할 수 있음.
- 주성분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해서 몇 가지의 유형을 도출해 냄.
의견1. 산업화가 되고 복지가 높은 지역, 산업화가 되고 복지가 낮은 지역,
산업화가 되지 않고 복지가 높은 지역, 산업화가 되지 않고 복지도 낮은 지
역 네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할 듯.
의견2. 그것보다 더 다양한 유형화도 가능함.
5. 김영란: 농촌복지 공공전달체계(안)을 제시함
- 마을의 유형화작업은 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함.
- 농촌의 전달체계는 거리, 인구, 고령화 요인 등에 의해 도시와는 다른 전
달체계가 구성되어야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
- 세부적인 사항이 모두 고려되어 농촌 유형이 복지를 전달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행정적으
로 너무 큰 부담이 되면 안 됨.
- 3, 4가지 유형이 나오는 방향으로 유형화 되어야 함.
-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농촌
을 유형화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음.
- 인구수, 고령화율, 대도시와의 거리를 유형화 기준으로 제안.
의견1. 농촌은 이미 고령화가 많이 되어있는데 고령화율을 세분화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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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 유형화에 따른 새로운 전달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함.
- 무주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통합된 시설을 방문, 이런 시설들은
읍 중심으로 되어있음. 읍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
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함.
- 군에서 설치한 복지관이 미치는 범위는 그 동네까지임.
- 소규모 다기능 복지관에서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서비스수요자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
의견2.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 거점센터가 과소 지역에 서비스를 전
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중심지에 하드웨어를 갖추는 선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어 과소지역에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함. 복지 서비스 접근
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도 결국 읍 밖의 배후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음.
의견3. 농촌복지청 보다 복지부 내에 농촌관련 국이나 과를 만들어 처음 시
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정치적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음.
6. 유수상
- 성주인･송미령(2003), “지역 유형구분과 농촌지역 유형별 특성”을 이용함.
이 논문에서 제시된 네 가지 유형에 복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나누면 유
형화가 더 쉬울 것이라는 생각.

□ 토론: 농촌 유형화에 고려되어야 할 변수와 자료 여부
○ 읍면 유형화에 들어가야 할 변수
- 인구, 거리, 산업, 복지 역량, 생활여건, 소득 등
- 생활여건: 병원, 마트,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공공기관 등
- 소득은 실행역량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산업 변수로 사용될 지표: 농업 종사자 수, 농업/비농업 비율.
- 복지역량에는 복지 서비스규모, 인력 등의 자원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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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은 2차원의 매트릭스를 통해 분류될 수도 있고, 지표상에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구성할 수도 있음.
○ 변수의 구득 여부
- 농업 종사자 수는 농림어업총조사 데이터에 있음.
- 인구 자료는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가 있음.
- 인구 이외의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음.
- 소득 자료는 농가경제조사가 있지만, 농업종사자의 소득이고, 읍면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없음
- 2014년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가구별 조사에서 소득자료가 포함되
어있음. 하지만 읍면 당 사례수가 적어서 한계가 있음.
- 도시연감은 읍면인구, 농림어업 총조사에서 지역조사 자료에는 병원, 면사
무소, 보건소까지의 거리, 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토론: 농촌 유형화의 단위는 읍면인가 마을인가, 유형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 마을단위로 유형을 분류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한정적임.
-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이 많이 살 때는 마을이 의미가 있었으나, 이제는 농
촌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마을보다는 읍면단위가 분석
단위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면은 군에 소속되어 있어 거의 실행력이 없음. 읍면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시군의 운영방식 논의가 필요함.
○ 서비스는 시군단위에 구축되어야 할 인프라와 읍면단위에 구축되어야 할
서비스와 인프라가 다름.
○ 면 단위로 복지 서비스 전달시간이나 거리 정보를 관리하면 유용할 것임.
-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거리나 시간 개념이 달라짐. 예를 들어 일상생
활지원은 읍면 안에서 반경 삼십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야함. 반면 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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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1회만 제공되면 되는 서비스도 있고, 장애인복지처럼 한 시간 정도
에 해결되어도 되는 서비스도 있음. 그리고 폭력처럼 긴급하게 지원되어
야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한두 시간 안에 복지수요자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유형화에 반영되어야 함.
○ 읍면단위로 복지수요와 복지공급 측면을 매트릭스로 보면 집중해야 할 부
분이 나올 것이고 그 때 전달체계가 문제인지 다른 것이 문제인지 보고 복
지시스템의 보완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유형화의 목적을 굳이 하나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확보해 놓으
면 농촌의 실태 파악을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에서 농촌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도 보면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쉬워질 것 같음.
- 보건복지부 전달체계가 주는 서비스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지역 내에서
해결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는 고려도 필요.

4. 향후 진행 사항
일시 및 장소
5차

6차

7차

주제

9월 18일(금) 오후 2:30~

농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원 6층 회의실

(발제자: 조미형)

10월 23일(금)
초청공무원의 지역에 따라 결정
11월 27일(금)
목포, 거창, 연구원 중 택일

농촌 사회복지사의 고충, 역할 등
(현장 사회복지사 대상 FGI & 소위 위원
토론)
2~6차에 걸친 논의 내용 중 미진한 부분
중심으로 소위 작업을 마무리하는 토론

○ 5차 모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에 내놓은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
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
- 이 때 발제자가 발제문에 질문사항을 포함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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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해 고민해 와서 토론하기로 함
○ 6차 모임 현장 사회복지사 대상 FGI 관련 준비 시항
- 공공 사회복지사 3~4명 추천 바람: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공무원도 1명 포함시키면 좋을 듯함
- 참석 가능 공무원 섭외 이후 모임 장소 결정하기로 함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
○ 복지소위 보고서 주제 잠정 결정
: 농촌복지 실천과 지향점: 농촌복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대화
① 농촌복지의 개념 정립 ② 농촌지역 유형화 ③ 농촌 사회복지전달체계
④ 농촌 사회복지사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함
- 각 주제별로 발제문과 토론 녹취록을 세트로 구성함.
○ 녹취 내용 다듬기 작업 필요
- 녹취한 내용 정리한 파일에서 글만으로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당사자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2차 녹취 정리 파일 붉
은색으로 표시하여 배포 예정).
○ 원고 위탁 준비: 원고 위탁이 필요한 부분과 집필 가능한 사람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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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 제5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

시: 2015. 9. 18(금). 14:30 ~ 18:00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회의실 626호

○ 참 석 자: 9명
- 원내(5): 박대식(분과위원), 조미형(간사), 박지연(간사보), 김하경(간사보),
엄진영
- 분과위원(4): 김영란(목포대학교, 분과위원장), 최정민(목포대학교),
김형준(부천대학교), 배충진(송암선교복지원)

2. 복지소위 회의 안건
- 조미형 박사 발제 및 토론
- 6차 모임 주제 및 장소 등 향후 추진계획 논의

3. 복지소위 논의 내용

□ 조미형 박사 발제 및 토론: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
선 방안“
1. 전달체계의 정의와 요소, 전달체계 설계 시 고려사항
2. 군 지역의 복지기능 강화 방안: 희망복지지원단
3.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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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론에 따르면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서
비스 조달방식(구입방법 등)에 대한 논의로 바뀌어가는 추세임. 동시에 전
달체계에 있어 주체의 역할분담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강혜규 외(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지역 전달체계 방안과 함께 분소
의 운영방식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군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분소의 필요성은 달라짐. 교통이 좋고 거리가 멀
지 않은 경우에는 분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반면, 도서나 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고 차량으로 접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은 분소가 필요
함.
- 농촌에서 공공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은
장기사례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은 위기가구를 발굴
하고 개입 시 권한의 제약이 많은 반면 공공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
만 공공은 순환보직 등 인사 상의 문제로 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례관리를 하는 데 부적합함.
- 분소를 읍･면에서 관리하느냐, 군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권한이 크게 달
라짐. 읍･면 차원의 분소관리에서는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 출장소
형태의 분소가 바람직 함.
- 거창 북산면의 사례로 보면 주민조직과 이를 통한 복지역량강화가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거창 북산면은 사회복지직이 지역사회를 조직화하
는데 많은 노력을 쏟음. 이를 통한 주민자치활동의 복지 효과가 매우 큼.
- 현재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먼저 성과의
척도가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례관리와 장기사례 관리의 유인
이 없음. 그리고 인력부족과 기본업무의 과중, 행정업무의 부담, 6개월 제
한 지침 또한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완주는 지역을 동･서 권역으로 나누어 분소를 설치, 희망복지지원팀도 둘
로 나누어 운영함. 권역 당 5년 이상 경력의 사회복지직 한명에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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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두 명을 배정하여 각 권역을 관리. 희망복지지원단에 행정업무를 배정
하지 않고 사례관리에 집중함.
- 완주 희망지기: 주민 중에서 희망지기를 채용, 한달에 급여 20만원 지급하
여 계속 방문을 할 수 있게 함.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 함께 방문하여 복
지서비스 제공. 주민조직을 잘 활용한 예시임.
-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사례관리의 업무 중 경력이
필요한 어려운 업무는 경력자가, 경력이 불필요한 청소, 에스코트 등의 업
무는 신입에게 맡겨 인력 활용을 효율화 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진행 사항
일시 및 장소
6차

7차

10월 23일(금) 10:30~15:30
대전역 회의실(혜화실)
11월 27일(금)
목포, 거창, 연구원 중 택일

주제
농촌 사회복지사의 고충, 역할 등
(현장 사회복지사 대상 FGI & 소위 위원
토론)
2~6차에 걸친 논의 내용 중 미진한 부분
중심으로 소위 작업을 마무리하는 토론

○ 10월 23일 금요일 회의는 농촌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FGI로 대
전역 혜화실에서 개최됨. 사회복지사들의 FGI 후, 소위 위원의 토론이 있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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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 제6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

시: 2015. 6. 26(금). 14:00 ~ 18:00

○장

소: 대전역 회의실(혜화실)

○ 참 석 자: 12명
- 원내(5): 박대식(분과위원), 조미형(간사), 박지연(간사보), 김하경(간사보),
엄진영
- 분과위원(4): 김영란(목포대학교, 분과위원장), 최정민(목포대학교),
김형준(부천대학교), 배충진(송암선교복지원)
- 원외(4): 윤원일(강진군 병영면사무소), 오광식(장흥군청 주민복지과), 허
수자(서천군청 사회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희주(의성군 옥산
면사무소).

2. 복지소위 회의 안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간담회
- 최종 산출물 작업 방식
- 7차 모임 일정 및 주제, 장소 논의

3. 복지소위 논의 내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나
아갈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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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부터 운영해 온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점검
2. 농촌지역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분소의 필요성 및 역할
3. 민간과 공공의 역할
4. 사례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광역시･도 차원에서 전문 슈퍼바이저 운영
- 현재 희망복지지원팀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농촌 지역에 복지관
이 없는 경우 사례관리 개념이 없음.
- 경제적인 지원과 집수리에 대한 요구가 많음.
- 희망복지 지원팀에 대한 욕구는 커지는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으
로부터의 자원유치가 업무의 큰 부분임. 자원부족의 해결이 어려워 업무
에 어려움이 있음.
- 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복지계획, 보장협의체 관련 업무가 각각
주무팀,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나뉘어 있어 조직체계가 비효율적임.
- 업무 평가방식이 자원연계에 더 치중됨. 자원연계 시, 언론보도가 되면 치
적형태로 성과가 인정됨. 실무자도 자원연계에 업무비중을 더 둠.
- 반면, 사례관리업무는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평가 때문에 사례관리는
제쳐두게 됨.
- 사례관리 성과로 잡히기 어려운 알코올 중독이나 조현증처럼 문제 해결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복지부 지침으로는 6개월 안에 사례관리를 완료해야 함. 장기적인 사례관
리가 제도상 어려움.
- 희망복지지원팀 도입 이후 자원 발굴 주체가 면에서 군으로 바뀌어 자원
발굴이 용이해짐.
- 사회복지 제도의 내역과 형식이 자주 변경되어 업무 적응 기간으로 낭비
하는 시간이 많음.
- 분소 운영을 하게 되면 일하는 공무원이 분소로 나가면서 조직과 멀어지
고 단절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함.
- 분소 도입을 고려할 시, 이미 들어와 있는 복지관의 운영형태와 기존에 형
성된 라포, 그 지역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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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분소를 한 면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인력과 예산이 해당 면에 흡
수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농촌 지역에서 지역복지는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예산을 내려서 마을 내에 사업을 하면 마을공동체의 자립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함.
- 마을 공동체는 수행에 있어 간단한 자원연계, 사각지대 발굴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음.
- 농촌에 알코올 중독자 문제가 있어 정신보건센터 확대가 필요함. 사회복
지 공무원은 정신질환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개입이나 문제 해결이
어려움.
- 정신보건센터 등 시설설치를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해야 함.
- 민간사회복지관이 분소를 설치하여 사례관리에 나서는 것은 좋은 방법.
- 장기요양제도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시설이 장기요양 쪽에 치중하고 여타
의 재가복지서비스 등이 거의 없어짐. 협업도 어려운 실정.
-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데 민간종합복지관에 협업과
관리감독을 동시에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됨.
- 정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줘도 시골에서는 인력이탈이 많아서 중간관리급
이 없음. 사업추진이 불가능함.
- 관은 자원발굴과 연계만, 사례관리는 민간이 맡는 것이 현실적임.
- 지역조직이 안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공무원의 출장을 대
폭 줄일 수 있음. 지역사회조직이 해내면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음.
- 복지관에 대한 농촌형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음.

4. 향후 진행 사항
일시 및 장소
7차

11월 27일(금) 14:30, KREI 회의실

주제
지난 회의 정리, 보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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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7일 금요일 회의는 오후 2시 30분 연구원에서 개최됨.
- 김영란 교수가 6차에 걸친 발제 및 토론내용을 총괄하는 원고를 작성하여
발제하고, 토론할 예정임.
-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를 정리하고 농촌복지의 지향점, 목적, 농촌복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조건을 주제로 지금까지 해 온 논의를 정리하
여 최종 산출물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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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 제7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

시: 2015. 11. 27(금). 14:30 ~ 18:00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회의실 (626호)

○ 참 석 자: 10명
- 원내(7): 박대식(분과위원), 조미형(간사), 박지연(간사보), 김하경(간사보),
엄진영, 남기천, 장지연
- 분과위원(3): 김영란(목포대학교, 분과위원장), 최정민(목포대학교),
김형준(부천대학교)

2. 복지소위 회의 안건
- 김영란 교수 발제 및 지난 회의에 대한 보충토론
- 최종 산출물 작업 방식 및 일정

3. 복지소위 논의 내용
7차 모임에서는 그동안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한 부분을 김영란 교수님께서 발제하였음. 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토론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 희망복지지원단(농촌형)
○ 군청에 소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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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군청에 둔다.
- 조직내 소속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 역할과 기능이 집약적이 되도록 축소한다.
-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gatekeeper로서 (농촌 지역의 복지에 대한 컨트롤타
워는 지역보장협의체가 되도록)
- 군청 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운영 등)은 복지기획 담당 부서로
* 기획 부서를 행정직에서 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직의 양적 증가, 질적
성장, 복지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직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
할 것이라 판단됨.
○ 사례팀(혹은 서비스팀)과 자원팀을 둔다.
- 주요 업무는 사례 발굴, 사례 배분, 자원 발굴, 자원 관리, 자원 분배에 집중
- 특히, 관할 지역의 “복잡한 사례”를 관리
* 여기서 복잡한 사례란 대표적으로 중독, 정신건강, 학대
- 지역의 실무협의체와 협력
○ 복잡한 사례의 관리는 수퍼바이저급 사례관리사가 담당한다.
- 수퍼바이저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특채
- 충분한 보수와 지위 보장(무기계약직 혹은 정직)
* 만일 상기한 내용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거나 그럴만한 인력이 지역에
서 발굴할 수 없어 고용이 불가하다면 고용된 사례관리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외부에서 자문 (혹은 겸임 수퍼바이저, 객원
수퍼바이저) 활용
- 통합사례관리사의 이원화: 현행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의 슈퍼바
이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사례관리사를 광역 단위에 배치
○ 사례관리 제한 기간 6개월 원칙을 파기한다.
- 사례는 사례관리자의 판단에 따라서 종결
* 사망이나 시설 입소가 아니면 종결되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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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질적 중심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한다.
- 사례 수, 서비스 연계 건수 등 실적 중심에서 사례관리 기록지에 근거한
평가로 전환

□ 민간 영역 종합사회복지관(농촌형)
○ 복지관의 3대 기능(조직화, 사례관리, 보호)을 정상화한다.
○ 읍면사무소와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조직화 기능 수행
○ “평범한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는 현재와 같이 진행하고, 복잡한 사례의 경
우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든가 협력한다(공공주도-민간협력).
* 여기서 평범한 사례란 현재 민간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례
- 지역/기관 여건에 따라 복잡한 사례를 민간이 관리하는 ‘민간주도-공공지
원’ 유형도 가능
○ 조직화 기능을 강화하여 마을에서 활동한다.
- 이웃관계망을 통해 1차적 문제나 욕구(“단순한 사례”)를 마을 내에서 해
결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을 조직화하고 읍면동 복지위원과 마을간사와
협력
* 여기서 단순한 사례란 전등달기 등 집안 일, 안부확인 등 안녕과 안전,
공과금이나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정보제공, 함께 차타기 등 이동 지원 (에
스코트 등) 과 같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례
○ 경우에 따라 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분소를 설치한다.
- 분소에서도 본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되 분소가 위치한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중점 기능을 결정
-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와 연계
* 가능한, 공간을 읍면사무소 내 혹은 근처에 배치
○ 복지관의 마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기의 사업 수행 시 평가점수나 위
탁기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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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와 마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보강 필요
- 농촌지역 복지관의 경우 기관별 기본 인력 규모를 달리 책정
* 현행 복지관 규모별 가·나·다형 외에 농촌 가·나·다형이 필요

□ 민간 영역 단종 복지관
○ 해당 복지관의 중점 분야의 서비스 제공 외에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포함하
여 제공한다.
*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농촌이 갖는 서비스 제공기관
의 부족이나 부재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흔히 복지
관의 다기능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복지관의 다기능화의 다른 의미는 복지
관 이용 대상의 다양화
○ 경우에 따라 서비스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 분소를 설치한다.
- 이에 대한 내용은 상기한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일
○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재한 지자체의 단종 복지관은 상기한 종합사회복지관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이 실
현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복지관의 마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기의 사업 수행 시 평가점수나 위
탁기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특수 전문 센터 건립
○ 정신보건센터,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전문보호기관 등의 개소에 대한 중앙
정부 예산 지원과 설치 의무조항으로 법 개정

914

□ 보건복지 통합
○ 보건복지 통합에 대한 각 전문집단 간의 반대 여론 반영
○ 희망복지지원단 하에 복지방문팀을 두고 거기서 방문간호사 채용
- 방문간호사 사례관리 업무 중단
- 사례의 방문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이 복지방문팀 파견
- 복지방문팀은 가능한 읍면단위에 배치하여 활동
○ 복지사가 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복지사가 일정 정도의 교육을 통해 보건(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격
(예를 들어 ‘건강상담사’ 혹은 ‘건강관리사’ 등) 획득 (간호사는 사회복지
사 자격을 갖는 것과 유사한 발상)

□ 군청
○ 지자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복지기획계가 담당)
○ 희망복지지원단의 실질적인 상부조직
○ 자원발굴과 연계(배분)의 구심점
○ 사회복지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주체
○ 민간 복지관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추동

□ 읍면사무소
○ 읍면단위 복지 공급원과 자원의 중심체
○ 공공부조 등의 제도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제공자/조정자의 역할 부여
* 복지서비스 담당자 (7급 사회복지공무원) 확보
* 담당자는 사회복장위원회 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지역 복지자
원의 네트워크, 마을간사 혹은 마을주민의 복지활동의 파트너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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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소
○ 소규모 다기능화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인근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구심점 역할
○ 마을단위 네트워크의 중심

□ 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 농촌의 유형화를 통한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 보완에 바탕이 되는 농촌
성에 관한 연구 수행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에서 농촌인지성에 대한 고찰과 법개정 제안
- 종합복지관의 농촌형 매뉴얼 (혹은 사업지침) 개발
- 농촌복지를 위한 재정 / 예산편성에 대한 고찰과 제안
- 농촌개발사업에서의 사회복지 측면 (혹은 농촌인지성)에 대한 고찰과 제안
- 농촌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관한 연구 수행

<농촌복지의 향상을 위한 각 조직/기관별 정리>
조직/기관

군청

기능

- 복지서비스 총괄 control tower

- 사례 발굴
희망복지지원단 - 자원 발굴
- 자원분배

읍면사무소

역할

-

사례 발굴
자원 발굴
네트워크 중심
서비스 제공

gatekeeper

welfare/
service
coordinator

사례관리

_

파트너쉽
-

- 복잡한 사례 -

_

-

중앙정부
이웃 지자체
기초지자체
민간기관

조건
- 친 복지적 군수와
군 의원
- 사회복지전공
고위급 공무원

군청
종합복지관
- 인력보강
기타 전문기관 - 예산보강
지역보장 대표/ - 업무분장
실무 협의체
군청
종합복지관
- 전문 인력
단종복지관
(7급 공무원)
지역보장 대표/
실무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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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관
(분소 포함)

- 분소운영으로
- 군청
서비스의 지역적
- 기관 내 사례
- 이웃 지자체
확보
service provider - 네트워크
복지관
- 서비스 질과 양
사례
- 희망복지지원단
컨트롤의 중심

단종복지관
(분소 포함)

- 분소운영으로
- 군청
서비스의 지역적 service provider - 기관 내 사례 - 종합복지관
확보
- 읍면사무소

기타 전문기관
주민
(복지위원/마을
간사)
지역보장
대표협의체
지역보장
실무협의체

-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 서비스 연계
- 지역 내 자원화
(이웃관계)
- 욕구/문제발견
- 해결 연계
- 서비스 계획과
평가
- 서비스 제공과
연계

service provider - 기관 내 사례 - 사례 발굴 및 organizer
referral
- 사례 자원
supporter
확보
- 사례 자원
supporter
확보

- 인력보강
- 예산보강
- 평가/위탁
인센티브
- 예산확보
- 인력보강
- 평가/위탁
인센티브
- 지역 균형 개소
- 평가/위탁
인센티브

군청
종합복지관
단종복지관
읍면사무소
- 인력보강
지역보장 대표/
- 교육
실무 협의체
- 인센티브
인근 복지관
_

- 교육

_

- 인센티브

<논의내용에 대한 전달체계 구조 모형>

4. 향후 진행 사항
○ 정리된 녹취록을 모임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본인이 말한 부분을 확인하
여 수정해야 할 사항이 취합되면, 녹취록 내용에 반영하여 최종산출물로 제
출하기로 함. 수정사항은 김영란 교수가 취합하여 반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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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식품·유통분과 분과회의 결과보고

1. 식품산업소위

1.1. 1차 식품산업소위 회의
□ 회의 개요
○ 과 제 명: 2015 KREI 미래농정포럼 식품·유통분과 식품산업소위
○ 일

시: 2015. 7. 22(수), 16:00 ～ 18:00

○ 장

소: 연구원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원내(2): 박성진(간사), 허성윤.
- 원외(4): 김관수(서울대), 김태희(경희대), 이윤석(연세대), 고학수(식품산
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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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내용 및 회의 내용

<주제 :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고 ) 방안 >
○ 식품제조, 외식, 포장/ 디자인의 3개 분야가 엮어져서 하나의 결과물이 도출
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목차와 접근방향을 함께 맞추어 나가야 함.
○ 잠정 목차(안)
1. 서론
2. 글로벌 최신동향 : 트렌드와 구조변화를 분야별로 정리
3. 글로벌 경쟁력 분석 : 분야별로 국내 현황과 동향,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
(안전성, 인프라, 인력양성, R&D 의 4가지 소주제를 다룸)
4.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방안)
○ 1장의 서론은 김관수 교수님께서 단독으로 집필, 2장과 3장은 3분의 집필자
가 각 각의 파트를 담당하는 식으로 진행함. 10월 경 2차 회의를 통해 재구
성 하도록 함.
○ 3장은 OECD 등 선진국과 비교를 통해 국내수준을 진단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며 안전성과 R&D, 인프라(법 ,제도, 규제 등)외에 인력양성도 산업에서
주요 애로사항이자 경쟁력 요인이므로 고찰이 필요함.
- 재교육과 학교교육을 모두 포함하며 이 밖에 교육프로그램 등 전문인력
양성문제를 진단

○ 포장/ 디자인은 식품산업 뿐만 아니라 식품유통, 소비 등 전 영역에 걸쳐
포함되는 부문임.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특정주제에 부합하는 형태로도 작
성이 가능하나 이를 한정적으로 다루기에는 아쉬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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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다른 소위로의 포함여부를 검토 특히, 유통분야는 포장/ 디자인이 매
우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
○ 고학수 전무님께서는 식품산업협회의 관련 자료를 위원회와 적극 공유하는
형태로 참여토록 함.
○ KREI는 결과물 작성 포맷(양식, 문형, 서술방식 등)과 원고 분량을 확인하
여 소위원회에 전달토록 함.

1.2. 2차 식품산업소위 회의
□ 회의 개요
○ 과 제 명: 미래농정포럼
○ 일

시: 2015. 10. 26.(월), 15:00~18:00

○ 장

소: 연구원 서울회의장

○ 참 석 자:
- 원내(2): 박성진, 허성윤.
- 원외(5): 김진진 과장, 김관수 교수, 김태희 교수, 이윤석 교수, 고학수 전무.

□ 주요 회의내용
○ 식품산업 소위 원고의 주제는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이며, 대
표 집필자는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가 맡고 있음.
- 경희대학교 김태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이윤석 교수가 공동 집필
○ 현재 원고는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나 공동집필진의 원고는 11월 중으로 반
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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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 글로벌 트렌드는 1)지속가능한 식품 생산환경 조성, 2)가공식품
소비자 신뢰확보, 3)신규 원재료 활용의 활성화, 4)제품가격의 양극화, 5)무
첨가 제품의 증가, 6)노령인구를 위한 신제품 개발, 7)SNS연계 마케팅 활성
화, 8)혼합형 제품의 등장, 9)환자식 제품의 증가, 10)새로운 시장의 대두-할
랄식품 시장 으로 선정함.
○ 글로벌 경쟁력 분석부문은 1)안전성, 2)인프라, 3)인력양성, 4)R&D, 5)규제
개선으로 구분하고 OECD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비교 분석을 진
행함.
○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보면, 외식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김관
수 교수께서 ‘식품’으로 총괄하고 김태희 교수께서는 ‘외식’에 더욱 중점을
두어 접근하도록 함.
○ 포장‧디자인 파트는 제조업 측면의 포장기계, 포장표준화(재질, 강도 등) 등
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는 일본과 미국‧유럽식으로 변화가 트렌드
이며 중심내용이 될 예정임.
- 포장시스템의 개념과 물류표준화, 기능성, 첨단포장기술, 장애인‧노인 제
품의 포장 특성 및 컨셉, 포장환경(지속가능성), 포장 안전성 중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함시킬 방안 고려

○ 우리나라 포장기술 수준은 직접 진단해야하는 상황임. 해외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경쟁력 확보 부분은 제조업 중심으로 접근하되 다
른부분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기술하는 것이 어떨까 함.
- 제조업과 외식업에 포장‧디자인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융합형 발전전략
○ 제조업은 매우 자주 다루어졌던 분야이므로 포장‧디자인분야에 대한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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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내용을 검토해서 합칠지, 나눌지 논의하였으면 함. 포장도 큰그림을 그려
서 서술하되, 꼭 필요한 세부내용은 박스로 묶어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함.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4장을 꼭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서 접근하기 보
다 큰 그림과 정책적 과제를 많이 제시하여 주었으면 함. 구분이 어렵다면
묶어서 진행해도 무방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품‧외식 정책방향 정
리본(PPT)을 집필진께 전달할 계획임.

2. 식품소비소위

2.1. 1차 식품소비소위 회의
□ 회의 개요
○ 과 제 명: 2015 KREI 미래농정포럼 식품·유통분과 소비소위
○ 일

시: 2015. 7. 22(수), 16:00 ～ 18:00

○ 장

소: 연구원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원내(3): 이계임(간사), 반현정, 유지은
- 원외(3): 안병일(고려대), 정혜경(호서대),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

주요 연구 내용(안)

<주제 : 인구 구조 변화가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1) 인구 구조 변화의 양상 분석
○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전반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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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영유아 인구, 청소년 자녀 소유 가구 추이
- 고령화 추이
- 1인 가구 추이: 증가율, 형태, 고령화와의 관계 등

(2)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정 내 식품소비 변화
○ 주요 분석 방법: 선형회귀, multinomial logit 모형 등
○ 주요 분석 내용
- 가정 내 식품소비 변화 분석 지표(종속변수 등): 식품구매액, 구매빈도, 가
정 내 식사 횟수 등
- 주요 인구 구조 설명변수: 영유아 및 청소년 자녀 존재 유무, 1인 가구 여
부, 가구주 연령(고령화와 연계, 코호트)
- 사회·경제적 변수: 가구소득, 교육수준, 지역, 직업유형 등
○ 이용가능 자료: 한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자료, aT 가공식품소비
자 태도조사자료 등
○ 예상되는 연구결론 및 정책방향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가정의 식품소비 지출액 전망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가정의 식품 구매빈도 전망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및 유통 정책: 시장에 맡길 것인지, 정부가
개입하여 유도할 여지는 있는 것인지?

(3) 인구 구조의 변화와 외식
○ 주요 분석 방법: multinomial logit 모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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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분석 내용
- 외식소비 패턴 변화 분석 지표: 식품구매액 중 외식비 지출비중, 외식횟수
- 주요 인구 구조 설명변수: 영유아 및 청소년 자녀 존재 유무, 1인 가구 여
부, 가구주 연령(고령화와 연계, 코호트)
- 사회·경제적 변수: 가구소득, 교육수준, 지역, 직업유형 등
○ 예상되는 연구결론 및 정책방향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 전개방향
-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외식산업 정책방향

(4) 인구 구조의 변화와 식생활
○ 주요 분석 방법: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등
○ 주요 분석 내용
- 식생활 변화분석 지표: 아침식사 여부, 식사 중 한식비중, 식사시간, 규칙성
- 주요 인구 구조 설명변수: 영유아 및 청소년 자녀 존재 유무, 1인 가구 여
부, 가구주 연령(고령화와 연계, 코호트)
- 사회·경제적 변수: 가구소득, 교육수준, 지역, 직업유형 등
○ 예상되는 연구결론 및 정책방향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생활 패턴 변화의 문제점
- 인구구조를 고려한 식생활 교육 및 정책방향

□ 연구 내용 논의 및 업무분담
◦ 인구 구조 변화: 영유아 인구 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설정
-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 인구 감소보다는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해 우유 소비 감소, 베이비푸드 프
리미엄화 등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 영유아 인구 감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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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정 내 식품소비 변화 : 안병일 교수님 담당
- 식품 부류별(과일, 채소, HMR, 편이식품 등) 지출액 위주 분석
- 시장을 얼마나 보는지, 가정 내 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등
- 분석자료로 가계동향조사 활용 가능

◦ 인구 구조의 변화와 외식 : 진현정 교수님 담당
- 하나 이상의 분석이 포함되면 좋을 듯

◦ 인구 구조의 변화와 식생활 : 정혜경 교수님 담당
- 가정내, 외식은 회귀분석 등 통계분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 식생활
은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적절한 연구방
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 그동안 경제성장, 소득 변화 위주로 식생활의 변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로 분석할 경우 파급력이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식사 중 한식 비중, 아침밥 메뉴(특히 밥 비중), 결식, 가족과 식사 여부 등도
포함하여 식생활 변화를 분석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
- 집에서 밥을 잘 안 먹거나 가족과 함께 살아도 집에서 각각 식사하는 비중
증가, 가정 내 간편식 섭취 비중 증가 및 정식 비중 감소로 1인용 밥상화
추세도 고려
- 건강 상태, 영양 지방 섭취 비중, 식사 불규칙성에 인구 구조나 시간, 소득
이 미치는 영향 분석 검토
- 자료는 식품소비행태조사, 국건영 자료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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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차 식품소비소위 회의
□ 회의 개요
○ 과 제 명: 미래농정포럼
○ 일

시: 2015. 11. 3.(화), 10:00~12:00

○ 장

소: 연구원 서울 회의장

○ 참 석 자:
- 원내(2): 이계임, 허성윤.
- 원외(7): 안병일 교수, 진현정 교수, 김기성 사무관, 한보현, 강대운, 전영
현, 반현정.

□ 주요 회의내용
○ 소비소위 원고의 주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식품소비’이며, 대표 집필자는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맡고 있음.
-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께서 외식 파트를, 호서대학교 정혜경 교수께서
식생활 파트를 맡아 공동집필진을 구성
○ 현재까지 소비소위 원고는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며 추후 공동 집필진들의
원고를 취합하여 재구성할 계획임.
○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구조의 변화
를 1)고령화, 2)1인가구 증가, 3)영유아 감소 및 출산율 저하로 구분하여 각
각에 대한 소비변화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 중에 있음.
- 1인가구와 고령화는 식품소비 패턴에 있어서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점도
많다고 생각됨. 영유아는 소비와 관련이 없어보이기도 하지만 고급화(프
리미엄) 트렌드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함. 출산율 저하와 영유아 비중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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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고급화와 국산원재료에 대한 니즈가 강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의
증가와 함께 살펴 볼 예정
○ 1인가구는 가족수 감소로 더 크게 접근하였으면 함. 영유아도 흥미로운 주
제임. 총 인구의 감소는 어떤 영향을 줄지 논의하였으면 함.
- 전체인구는 전체 소비량 이외에 딱히 접근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며, 도‧농
간, 남‧여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
○ 1인가구 중에서 고령가구와 젊은가구는 확실히 구분해서 보아야하며 몇 가
지 품목을 중심으로 계량분석을 진행할 계획임.
○ 표3의 4인 미만 가구는 부류별로 변동이 큼. 과일과 유제품, 육류 비중은
가구수가 많은편이 더욱 많이 소비하나 1인가구가 곡물과 어류, 채소류 비
중이 높은 것은 선식 등 비싼 제품을 소비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비중을 통해 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무리임.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며 가정내 소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큼. 또한 이
는 고령가구의 영향일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접근하였으면 함. 단순히 비
싼 제품을 소비하였다고만 보기는 어려움.
○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이 둘을 자세히 구분하여 보
아야함. 영유아의 경우 데이터 사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가계동향조사와
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해야 할 것임.
- 분석은 다항로짓을 사용할 것이며 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분
석할 계획
○ 식생활 파트에서 국건영 자료는 필요가 없을 것임. 소비행태조사로만 구성
해도 충분하여 안전성(인식)을 포함하였으면 함. 정책파트도 일부 포함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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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의 3가지 변화는 함께 진행하되 모형은 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면 함.
○ 외식파트 또한 가계동향조사와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사용할 계획임. 현
재의 50~60대가 향후 60~70대가 되면, 지금의 60~70대와 같은 행태를 보일
것인지 알 수 없음. 오히려 현재 50~60대는 노후 준비된 세대로 판단되며
그 들의 자산문제를 포함하고 싶은 생각임.
○ 그동안의 외식소비패턴은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
하였으나 식품소비행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니 55세와 68세를 기준으로 행태
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영유아를 포함하여 외식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단가도 분석 대상
에 포함할 생각임. 소비행태조사와 일본 모형 중 일부데이터를 응용해서 분
석할 계획임.
○ 25일까지 취합해서 세부목차와 중간내용을 검토하도록 함.

3. 유통소위

3.1. 1차 유통소위 회의
□ 회의 개요
○ 과 제 명: 2015 KREI 미래농정포럼 식품·유통분과 소비소위
○ 일

시: 2015. 7. 29(수), 10: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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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서울역 KTX 3호 회의실

○ 참 석 자:
- 원내(2): 김병률, 허성윤
- 원외(5): 권승구(동국대), 김성훈(충남대), 위태석(농진청), 이종인(강원
대), 김홍배(농협)

□ 주요 연구 내용(안)

< 주제 1: 미래유통 기능연구 >
○ 서론
○ 유통환경 변화와 농산물 유통의 현황
- 산지의 변화
- 도매유통의 변화
- 소매유통의 변화
- 정부정책의 변화
○ 새로운 Needs에 대한 시장의 대응역할과 과제
- 주류 유통의 과제
- 보완 유통의 과제
○ 물류․유통의 중요성과 개선과제
- 수집기능의 변화와 개선과제
- 분산기능의 변화와 개선과제
- 물류기능의 변화와 개선과제
○ 발전망향과 전망

< 주제 2: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 서론
- 수급안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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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정책 현황 및 문제점
- 농협 주도의 수급정책(김홍배 박사)
- 농협이외 수급정책(이종인 교수)
○ 정책과제 제시

□ 연구 내용 논의 및 업무분담
○ 생산안정제(가칭)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당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원고를
기술하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 추후 본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면 포함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함.
○ 지자체 주도의 수급안정 사업의 포함여부, 식재료․가공용 수급도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 예컨대, 예컨대 김치 원료용 배추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
며 실제 대관령 비축기지의 1/3이 절임배추임.
○ 향후 주제별 연구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원고
집필에 최선을 다할 것임.

3.2. 2차 유통소위 회의
□ 회의 개요
○ 과 제 명: 미래농정포럼
○ 일

시: 2015. 11. 9.(월), 15:00~18:00

○ 장

소: 연구원 서울 회의장

○ 참 석 자:
- 원내(2): 김병률, 허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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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5): 김성훈, 권승구, 이종인, 김홍배, 위태석

□ 주요 회의내용
○ 유통소위 원고의 주제는 총 2가지로 1)미래유통 기능연구(대표집필자: 김병
률 박사, 참여진: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 2)국내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대표집필자: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 참여진: 농협중앙회 김홍배
박사, 강원대학교 이종인 교수)가 준비 중에 있음.
○ 미래유통 기능연구 원고는 현재 세부목차가 작성되어 원고가 집필 중에 있
으며 수급안정 원고는 초안이 나온 상태임.
○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1)수급여건 분석, 2)수급관리 정책
분석, 3)수급안정 정책방안 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주감귤 유통행정 명령제도
와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례를 부록으로 다루고 있음.
○ 30p 제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탈피’라는 용어가 내용상 적절한지 고민
이 필요함.
○ 재배면적은 감소하는데 가격이 함께 하락하는 현재의 상황은 연구자들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근본적인 시장격리 방안과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접근해야 함.
- 냉동고추는 한-중 FTA 관세철폐 대상이며 근본적인 문제
○ 품목별 대표조직은 농협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에 공감함. 농
협은 지역조직이므로 품목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충돌이 생길 수 있음. 현 농
협 체제를 농림부가 나설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나 한번 더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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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p aT의 계약재배는 기재부가 추진하여 시행된 사업임. aT의 경우 현재
수매‧비축 사업도 문제가 많은데, 계약재배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현 농협주도의 계약재배 사업의 문제점을 돌파할 대안으로 aT와의 경쟁체
제 구축을 제안한 것임. 한 유통경로에 2개 이상의 주체가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임.
○ 다수의 생산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현재의 방식임. 타 기
관과의 경쟁구도가 필요함. 꼭 aT가 아니여도 무방함.
○ 생산안정제의 내용을 평가하여 보완 등의 내용을 방안에 추가하였으면 함.
향후 15%는 정도는 생산안정제로 꾸려갈 계획임. 중앙회의 통제와 보상이
조합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잘 운영되고 있음.
○ 42p 직거래에 대형유통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워
농가와 유통업체 거래는 거래교섭력에 문제가 있어 제주도 귤 농가의 경우
거래를 회피하려는 추세임.
○ aT사이버거래소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학교급식지원을 강제이용토록 하고
있어 허수가 심각하므로 정확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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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유통분과 전체회의

제1차 회의
□ 회의 개요
○ 과 제 명: 2015 KREI 미래농정포럼 식품·유통분과
○ 일

시: 2015. 5. 29(금), 16:00 ～ 18:00

○ 장

소: 연구원 중회의실

○ 참 석 자:
- 원내(4): 이계임(간사), 김병률, 반현정, 허성윤
- 원외(11): 이정희(중앙대), 김기성(농식품부), 안병일(고려대), 김관수(서울
대), 정혜경(호서대), 고학수(식품산업협회), 김태희(경희대), 김성훈(충남대),
김홍배(농협), 이윤석(연세대), 진현정(중앙대)
* 김기성 사무관은 박성우 과장 대신 참석

□ 연구 방향 논의
가. 식품·유통분과 운영
◦ 미래농정포럼은 장기적인 농정의 비전, 장기적인 농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초점
◦ 포괄적 논의의 장이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범위를 다소 좁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장으로 만들 것
◦ 식품‧유통분과는 소위별로 1〜2개 정도로 포괄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총
4개의 주제로 진행(유통 2개, 소비 1개, 식품산업 1개)
- 유통 관련하여 지방발전연구원에 위탁연구 의뢰 예정(2천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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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산업
○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고) 방안
- 소주제: 식품제조(김관수), 외식(김태희), 포장/디자인(이윤석)
- 관련 법, 제도, 규제 등 필요한 부분 검토

(2) 식품소비
○ 인구 구조 변화가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소주제: 가정 내 식품 소비, 외식, 식생활(대표집필: 안병일)
- 인구 구조는 사회적 변화이고, 식생활은 개인적 변화이므로 연구 주제에서
식생활을 식품소비로 변경
- 식생활 선도 위해 미취학 아이들 대상으로 미각 교육 등 식생활 교육 필요
성을 시사점에서 언급하는 방향 검토

(3) 유통
○ 미래 유통 기능 연구
- 담당: 김병률(대표 집필), 권승구, 위태석
○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 담당: 김성훈(대표 집필), 김홍배, 이종인
○ 기타: 지방 발전 연구원 위탁 추진: 충남발전연구원(잠정), 주제는 추후 선정

나. 향후 계획(안)
◦ 소위원회별 원고 집필진 구성 후 소위별 2회 회의 개최
- 1차 회의: 세부 목차 발표 및 논의(7/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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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 연구 결과 발표 및 논의(9/18, 금)
* 소위별 회의 일정은 소위별 참석 여부 파악 후 조정 가능
◦ 소위원회별 원고 작성 후 분과 회의(워크숍) 개최
-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11/13, 금)

◦ 미래농정포럼 2차 본회의 및 보고서 발간(12월)

□ 회의 개요
○ 과 제 명: 미래농정포럼
○ 일

시: 2015. 11. 25(수), 15:00~18:00

○ 장

소: 연구원 서울 회의장

○ 참 석 자:
- 원내(4): 이계임, 김병률, 박성진, 허성윤.
- 원외(10): 이정희(중앙대), 권승구(동국대), 김성훈(충남대), 위태석(농진
청), 김홍배(농협중앙회), 김관수(서울대), 김태희(경희대), 이
윤석(연세대), 고학수(식품산업협회), 안병일(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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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회의
□ 주요 회의내용
가. 식품유통분과 원고 집필 현황
○ 식품유통분과 집필 원고는 식품산업 소위 1편, 소비 소위 1편, 유통 소위
2편으로 총 4편이 작성됨.

부표 1. 식품유통분과 원고 집필 현황
구분

주제

식품
산업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고) 방안

김관수 교수
(대표집필)

김태희
교수

이윤석
교수

식품
소비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병일 교수
(대표집필)

정혜경
교수

진현정
교수

미래유통 기능연구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대표집필)

권승구
교수

위태석
박사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김성훈 교수
(대표집필)

김홍배
박사

이종인
교수

유통

집필자

나. 점검회의 추진 현황
○ 식품유통분과는 원활한 원고작성 추진을 위해 각 2회씩 점검회의를 개최하
여 원고 집필 방향과 업무 분장 등을 수행한 바 있음.
○ 식품산업 소위는 7월 22일과 10월 26일, 2회에 걸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
며 김관수 교수가 대표 집필자로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2차 회의까지 공
동 집필진의 원고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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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각 집필진의 원고가 모두 취합되어 종합적인 보고서의
형태를 갖추긴 하였으나, 포장/ 디자인 분야의 내용이 많아 좀 더 요약적으
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파트와 마찬가지로 트렌드 위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어야 함.
○ 추가적으로 뷰티식품의 포함여부, 수출경쟁력을 위한 대기업 위주의 육성정
책, 가공식품 수출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됨. 그러나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정부의 지원제도 미비 또는 규제정책 때문인지
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됨. 그러나 마찬가지로 적합업종 제
도의 여파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포함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임.

부표 2. 식품산업 소위 회의개최 현황 및 내용
구분

회차

1차

일시

7.22

장소

주요 논의 내용

연구원
홍릉청
사

▪목차 구성 및 업무 분담
▪식품제조, 외식, 포장/ 디자인의 3개 분야로 진
행하며 분야별로 국내 현황과 동향, 글로벌 경쟁
력을 분석(안전성, 인프라, 인력양성, R&D 의 4
가지 소주제를 다룸)
▪OECD 등 선진국과 비교를 통해 국내수준을 진
단

연구원
서울회
의장

▪원고는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나 공동집필진의
원고는 11월 중으로 반영할 예정
▪제조업과 외식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김관
수 교수께서 ‘식품’으로 총괄하고 김태희 교수께
서는 ‘외식’에 더욱 중점을 두어 접근
▪제조업은 매우 자주 다루어졌던 분야이므로 포
장‧디자인분야에 대한 기대가 큼. 이윤석 교수의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논의

식품
산업

2차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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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비 소위는 7월 22일과 11월 3일, 2회에 걸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
며 안병일 교수가 대표 집필자로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2차 회의까지 공
동 집필진의 원고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 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각 집필진의 원고가 모두 취합되어 종합적인 보고서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외식파트와 식생활파트의 저자인 진현정 교수와 정해
경 교수의 불참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설명은 들을 수 없었음.
○ 주요 토론내용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1인 가구를 소가족화 또
는 소규모화로 명명하는 안이 제시됨. 제목도 식품소비전망으로 하여 통계
청 추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망파트를 구성해주었으면 함.
○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재의 고령자
와 이후의 고령세대의 소비습관이 같다고 볼 수는 없음.

부표 3. 식품소비 소위 회의개최 현황 및 내용
구분

회차

1차

일시

장소

주요 논의 내용

7.22

연구원
홍릉청
사

▪연구 내용 논의 및 업무 분담
▪인구 구조변화를 영유아 인구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결정하고 가정 내 식품소비 변화를
안병일 교수가 담당하며 진현정 교수와 정혜경
교수가 각각 외식과 식생활을 담당

연구원
서울회
의장

▪2차 회의까지 원고는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며
추후 공동 집필진들의 원고를 취합하여 재구성
할 계획
▪1인 가구 중에서 고령가구와 젊은가구는 확실히
구분해서 보아야하며 몇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계량분석을 진행할 계획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와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연구진께 전달한 상황

식품
소비
2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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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소위는 7월 29일과 11월 9일, 2회에 걸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
병률 선임연구위원과 김성훈 교수가 각각 대표 집필자로서 2개의 원고를
작성할 계획임. 김병률 선임연구위원팀의 원고는 2차 회의까지 초안이 작성
된 상황이며, 김성훈 교수팀의 원고는 공동 집필진의 원고까지 모두 반영되
어 거의 완성이 이루어진 상태임.
○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유통소위의 2가지 원고가 모두 취합 및 작성됨.
○ 주요 토론내용은 해외원조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
이 제시되었으며, 소매유통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자상
거래의 표현을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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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회의
□ 회의 개요
○ 과 제 명: 미래농정포럼
○ 일

시: 2015. 11. 25(수), 15:00~18:00

○ 장

소: 연구원 서울 회의장

○ 참 석 자:
- 원내(4): 이계임, 김병률, 박성진, 허성윤.
- 원외(10): 이정희(중앙대), 권승구(동국대), 김성훈(충남대), 위태석(농진
청), 김홍배(농협중앙회), 김관수(서울대), 김태희(경희대), 이
윤석(연세대), 고학수(식품산업협회), 안병일(고려대).

□ 주요 회의내용
가. 식품유통분과 원고 집필 현황
○ 식품유통분과 집필 원고는 식품산업 소위 1편, 소비 소위 1편, 유통 소위
2편으로 총 4편이 작성됨.

부표 1. 식품유통분과 원고 집필 현황
구분
식품
산업
식품
소비

주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고) 방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래유통 기능연구

유통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김관수 교수
(대표집필)

집필자
김태희
교수

이윤석
교수

안병일 교수
(대표집필)

정혜경
교수

진현정
교수

권승구
교수

위태석
박사

김홍배
박사

이종인
교수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대표집필)
김성훈 교수
(대표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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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회의 추진 현황
○ 식품유통분과는 원활한 원고작성 추진을 위해 각 2회씩 점검회의를 개최하
여 원고 집필 방향과 업무 분장 등을 수행한 바 있음.
○ 식품산업 소위는 7월 22일과 10월 26일, 2회에 걸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
며 김관수 교수가 대표 집필자로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2차 회의까지 공
동 집필진의 원고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 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각 집필진의 원고가 모두 취합되어 종합적인 보고서의
형태를 갖추긴 하였으나, 포장/ 디자인 분야의 내용이 많아 좀 더 요약적으
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파트와 마찬가지로 트렌드 위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어야 함.
○ 추가적으로 뷰티식품의 포함여부, 수출경쟁력을 위한 대기업 위주의 육성정
책, 가공식품 수출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됨. 그러나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정부의 지원제도 미비 또는 규제정책 때문인지
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됨. 그러나 마찬가지로 적합업종 제
도의 여파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포함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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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식품산업 소위 회의개최 현황 및 내용
구분

회차

1차

일시

7.22

장소

주요 논의 내용

연구원
홍릉청
사

▪목차 구성 및 업무 분담
▪식품제조, 외식, 포장/ 디자인의 3개 분야로 진
행하며 분야별로 국내 현황과 동향, 글로벌 경쟁
력을 분석(안전성, 인프라, 인력양성, R&D 의 4
가지 소주제를 다룸)
▪OECD 등 선진국과 비교를 통해 국내수준을 진단

연구원
서울회
의장

▪원고는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나 공동집필진의
원고는 11월 중으로 반영할 예정
▪제조업과 외식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김관
수 교수께서 ‘식품’으로 총괄하고 김태희 교수께
서는 ‘외식’에 더욱 중점을 두어 접근
▪제조업은 매우 자주 다루어졌던 분야이므로 포
장‧디자인분야에 대한 기대가 큼. 이윤석 교수의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논의

식품
산업
2차

10.26

○ 식품소비 소위는 7월 22일과 11월 3일, 2회에 걸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
며 안병일 교수가 대표 집필자로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2차 회의까지 공
동 집필진의 원고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 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각 집필진의 원고가 모두 취합되어 종합적인 보고서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외식파트와 식생활파트의 저자인 진현정 교수와 정해
경 교수의 불참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설명은 들을 수 없었음.
○ 주요 토론내용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1인 가구를 소가족화 또
는 소규모화로 명명하는 안이 제시됨. 제목도 식품소비전망으로 하여 통계
청 추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망파트를 구성해주었으면 함.
○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재의 고령자
와 이후의 고령세대의 소비습관이 같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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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식품소비 소위 회의개최 현황 및 내용
구분

회차

1차

일시

7.22

장소

주요 논의 내용

연구원
홍릉청
사

▪연구 내용 논의 및 업무 분담
▪인구 구조변화를 영유아 인구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결정하고 가정 내 식품소비 변화를
안병일 교수가 담당하며 진현정 교수와 정혜경
교수가 각각 외식과 식생활을 담당

연구원
서울회
의장

▪2차 회의까지 원고는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며
추후 공동 집필진들의 원고를 취합하여 재구성
할 계획
▪1인 가구 중에서 고령가구와 젊은가구는 확실히
구분해서 보아야하며 몇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계량분석을 진행할 계획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와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연구진께 전달한 상황

식품
소비
2차

11.3

○ 유통 소위는 7월 29일과 11월 9일, 2회에 걸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
병률 선임연구위원과 김성훈 교수가 각각 대표 집필자로서 2개의 원고를
작성할 계획임. 김병률 선임연구위원팀의 원고는 2차 회의까지 초안이 작성
된 상황이며, 김성훈 교수팀의 원고는 공동 집필진의 원고까지 모두 반영되
어 거의 완성이 이루어진 상태임.
○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유통소위의 2가지 원고가 모두 취합 및 작성됨.
○ 주요 토론내용은 해외원조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
이 제시되었으며, 소매유통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자상
거래의 표현을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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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유통 소위 회의개최 현황 및 내용
구분

회차

1차

일시

7.29

장소

주요 논의 내용

서울역
KTX
회의실

▪연구 내용 논의 및 업무 분담
▪유통 소위 집필원고는 1)미래유통 기능연구(대
표 집필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2)국내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대표 집필자: 김성훈
교수)의 2개 주제에 대해 소속 위원이 모두 집
필진으로 참여

연구원
서울
회의장

▪2차 회의까지 2)국내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
책과제(대표 집필자: 김성훈 교수) 원고는 공동
집필진(김홍배 박사, 이종인 교수)의 원고가 모
두 취합되어 대부분 완료가 된 상황
-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1)수급
여건 분석, 2)수급관리 정책분석, 3)수급안정
정책방안 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주감귤 유통행
정 명령제도와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례를 부
록으로 제시
- 근본적인 시장격리 방안과 중국산 수입농산물
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
- aT의 경우 현재 수매‧비축 사업도 문제가 많
은데, 계약재배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고민이 필요
- 생산안정제의 내용을 평가하여 보완 등의 내용
을 방안에 추가
▪1)미래유통 기능연구(대표 집필자: 김병률 선임
연구위원) 원고는 초안이 작성된 상태

유통

2차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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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미래농정포럼 식품유통분과 전체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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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농업통상분과 분과회의 결과보고

제1차 회의
1. 개요
○ 일시: 2015. 7. 20.(월),
○ 장소: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312호
○ 주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DDA 협상과 TPP 협상의 동향 파악 및 시
사점 발굴
주제
2015년도 WTO 농업협상과 분쟁 이슈
TPP as a typical Mega FTA

담당
임송수
서진교

소속
고려대학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참석자
구분
원내

원외

이름
어명근
이상현
정대희
안수정
한두봉(좌장)
임정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려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소속
명예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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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박형래
임송수
이병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강원대학교 교수

3. 토론요지
[2015년도 WTO 농업협상과 분쟁 이슈]
○ 최근 파라과이 안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관세감축 이슈 중 관세상한은 우리
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임. 왜냐하면 최근 우리나라는 쌀을 관세화하였
고, 우리나라 쌀은 관세가 높기 때문에 파라과이가 제시한 관세감축을 한
이후에도 관세상한 150%를 초과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G10의 일본 등과 같은 국가와 공조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
히 SP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후 제시될 의장문서에 SP가
포함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임.
○ 미국의 국내보조 자료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음. 미국이 현재 OTDS 여력
이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 케언즈 그룹의 분석에서는 한도가 부족하다는 분
석도 있음. 최근 농산물가격변동을 분석해보면 미국의 보조금 지급이 증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미국은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 결과로는 실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DDA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태임. 실제 미 국정 의제에서 DDA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DDA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중국은 최근가입국이기
때문에 DDA에 대한 의무는 없는 상태임. 또한 중국은 WTO 가입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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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관세 감축을 하였고 국내보조에서 AMS를 사용하지 않는 등
많은 의무를 이행하고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임. 중국은 선진국들이 OTDS 감축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AMS 감축에는 여유가 있는 상태임. 쌀은 개도국 지위와 연동
시켜 보호할 것으로 예측됨.
○ DDA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타결에 실패하면 큰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WTO 무용론까지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상황이 되면 특정
국가의 책임론도 나올 가능성이 있음. DDA가 실패하게 된다면 발리 패키
지와 같이 스몰 패키지 형태의 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8개현)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여 잠정적
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음. 이에 일본은 매우 강하게 반발하여 WTO에
제소한 상태임.
○ 해당 지역은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어획을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일본
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취한 것은 MFN 위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분쟁에서는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
하고 있음.
- WTO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잠정적으로 수입금지 조
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려는 노력을
우리나라가 꾸준히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부분임.
- 또한 실제 해당지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
지 않거나 국제기준보다 낮게 검출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방사능에 대한 KODEX 기준이 존재는 하나 음식물로 인한 피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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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과거에 없었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나라 정
부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일본에 대응할 계획임.
○ 한편 EU와 미국의 GMO 분쟁사례를 보면 EU는 미국에 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지불하면서 GMO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음.
[TPP as a typical Mega FTA]
○ 미국과 일본의 농산물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은 쌀은 관세감축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MMA 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쇠고기는 관세의 일부만
감축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쇠고기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향후 추
가적인 쌀 개방은 없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TPP 가입시 국내적으로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TPP 후발 가입국은 이미 협상된 규정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특히 서비스 부분과 관련된 규정임.
○ TPP 가입 시점은 2nd Round 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중국
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중국이 포함되지 않으면 협상력
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TPP는 규범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협상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가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되고 있음.
○ 10월 안으로는 TPP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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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요지
[TPP 협정문 농업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 농산물 수출보조금과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혹은 수출보험 부분은 현행
WTO 농업협정문의 수출보조 감축의무에 비해 TPP 협정문의 농산물 수출
보조 사용금지는 WTO Plus적인 개혁적인 합의라 할 수 있음.
○ TPP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보조 사용금지에 대한 합의는 향후 WTO DDA
농업협상의 수출보조와 관련한 협상에서 다자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만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체약국간 농산물 무역에 수출보조 사
용금지 의무의 적용은 현재 WTO 농업협정문 0조 4항에 의거하여 개도국에
게 감축면제된 수출물류비(유통비 및 수송비 등 지원)를 지원하고 있는 우
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의 경우는 TPP 협정문에 구속력
있는 규율이 없으나 이에 대한 WTO 차원의 규율이 마련되는 경우에 대비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수출국영무역은 TPP 협정문상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정은 2008년 12월에
배포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체약국들이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WTO 차
원의 다자간 규율 마련과 합의 도출에 공동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임.
○ 농산물 수출국영무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출국영
무역에 대한 규율 강화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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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협정문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제한에 대한 규정은 현행 WTO 농업협
정문 12조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출
금지 혹은 수출제한 조치의 자의적 발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이 강화된 것
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는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서 수출국들의 자의적인 수
출금지나 제한에 대한 국제적 규율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식량안보 확보 차
원에서 유리함.
○ TPP 협정문의 농산물 관세할당(TRQ) 관련 조항은 한·미 FTA 대비 상세
기술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WTO 제9차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에서 합의
한 TRQ 물량 관리 합의 내용과 유사하나, TRQ 운영의 투명성과 수출국들
의 시장접근기회 확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TRQ 규범이 구체화 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의 경우 WTO DDA 협상과 한·미 FTA 합의 사항을 감안하여 지속
적으로 TRQ 관리방식을 시장지향적 방향으로 개선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
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축산물 TRQ 수입관리 관련 고시의 보완 및 제
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글로벌 통상환경과 농업부문의 대응]
○ WTO는 현재 법적 기능을 가진 무역기구로서의 장래가 불확실한 상태임.
이에 따라 FTA와 지역무역주의가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TPP 추진을 기점으로 실현 가능한 다자간 지역 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WTO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중요분야(정부조달, 서
비스 분야, 지재권 분야, 국영무역 분야 등)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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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TPP에서는 관세 문제보다는 주로 비관세 부분이 중요한 이슈
가 되었음.
- 무역원활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유화 수준, 원산지, 국영무역, 투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국식 자유화 모델을 추구하였음.
○ 특히 기존 FTA와 달리 TPP에서 가장 중요하며 차별화가 되는 원산지 분야
는 TPP 역내에서 생산 및 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완전누적을 도입하였음.
- 역내산 원산지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원부자재 조달 및 투자를 촉
진시키는 이점이 있어 역내 서플라이체인(Regional Supply Chain)을 강
화시킴.
○ 국내에서는 단기적 TPP 효과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이 중요한 한국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TPP 가입이 반
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TPP 발효에는 최소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기체결 FTA 활용
으로 경제적 불이익 상쇄 가능함.
○ 가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게 유리한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
요함.
[라오스 유제품 시장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와 우리 농식품의 가치창조]
○ 라오스는 인구의 62%가 1일 2달러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음. 이는 라오스 정
부 예산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함. 특히 라오스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총
GDP의 1.9%에 불과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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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에 따르면 유아시기의 영양부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
고되고 있으나, 라오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투자 여력이 부
족한 상태임.
○ 이러한 라오스의 상황에서 우유는 영양부족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 중 하
나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라오스 정부가 추진한 국영우유제품은 현재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수입제품(태국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낮고 투자여력과 경
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의 우유제품이나 한국의 우유 생산 기술이 라오스 제품에 접목
이 되면 현재 라오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ASEAN FTA와 RCEP 협상 등에서 농식품 기업의 현지 투자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담, ASEAN 경제통합과 개발협력과 연계
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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