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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경제사회적 여건 및 과학기술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푸드시스템이
복잡해졌으며, 생산자, 소비자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되면서
농식품 관련 이슈·관심이 다양해지고 상호연관성과 파급 영향도 커지게 되
었다. 그러나 기존의 농식품 정책은 생산·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농
식품 관련 이슈·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성
장 중심주의 정책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분배·복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경
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통해 개인, 푸드시스템 또는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농식품 부문에도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농식품 관련한 이슈·문제
를 부문별·관련 주체별 정책 연계·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분
배·복지적 관점의 정책적 실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통합적 관점의
국가 단위 농식품 정책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움직
임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농식품
관련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
품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간 주로 내용적 관점에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농식품 부문 정책 대응계획인 국가 푸드
플랜이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방안들을 구조, 체계, 절차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수립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가 정부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지속적·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 농식품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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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식품 관련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관련 부문 및 이해관계자 간 정책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분
배·복지적 관점에서 정부의 공적 개입 확대, 경제·사회·환경적 균형·조
화를 통한 개인과 푸드시스템 전반 또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새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그러나 최근까지
주로 내용적 측면에서 국가 푸드플랜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
고 있음.

◯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절적으로 농식품 정책이 추진되는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 전략적 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가 푸드플
랜의 수립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또
한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수립과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
는 법률, 조직 및 관련 절차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이 연구는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관련 개념, 기존 농식품 정책과
정부 농식품 부문 정책계획 추진 실태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 부문 정책
대응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 과정에서 구조적·체계적·절차적 관점
에서 고려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된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iv

연구 방법
◯

자료 수집·검토와 기관 방문조사, 정책담당자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국
내 푸드플랜 관련 현황, 농식품 부문 정부 정책과 관련 정책계획 추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원고 위탁을 추진하여 농식품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가 푸드
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함.

◯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정리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위하여 전
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함.

◯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수립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비자 600명, 농축산업 분야 생산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84명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설문
조사, 8명의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실
시함.

국가 푸드플랜의 개념과 위상
◯

이 연구에서 국가 푸드플랜은 ① 부처 간 수평적 연계·협력을 통해 일
관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범부처 농식품 종합계획이며 ② 푸드시스
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대상·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의 계
획임. ③ 공공영역에서의 정부 대응 전략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④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의 조화·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
계획이며 ⑤ 지역 현안·관심을 고려한 실천계획인 지역 푸드플랜의 수
립 바탕이 되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함.

v

국가 푸드플랜 체계적 수립 방안
◯

국가 푸드플랜은 첫째, 정책대상 및 정책영역·범위가 계획 수립에 탄력
성·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일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아우르면서 개별 농
식품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어야 함. 셋
째, 세부 내용·전략은 정책 집행에 있어서 개별 추진 주체들의 자율성·
재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함.

◯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주기는 10년이 적정하며, 이러한 경우 보완계획
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차에 점검·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함. 시
행계획은 기본계획과 보완계획을 반영하여 세부 실천전략을 담아 연도
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체계적·절차적 정비와 함께 국가 푸드플랜
의 내용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원칙과 방향, 중장기 비전·목표, 개
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절차적인 정비와 함께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안정적·지속적인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추진전
략·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음.

◯

국가 푸드플랜은 푸드시스템 전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
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책 적합성을 고려한 계획 간 관계 정립이 필
요하며, 타 정부계획의 관련된 정책과 지방정부 지역 푸드플랜에 대해
중장기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야 함.

◯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향후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률 근
거 마련의 시급성과 계획 추진의 지속성·체계성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vi

조직법을 통해 보완하여 이용한 후, 중장기적으로 ｢농식품기본법(가칭)｣
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기본방향 설정-전략 마련-계획 확정 등의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확산시킬 수 있는 참여 경로·
절차를 정규화하는 등 단계별 다층적 논의 구조 도입이 필요함.

국가 푸드플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별 법률과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정
책계획 간 모순·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가 마련
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는 정부위원회 이외에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추진이 체계적·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조
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가 푸드플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점검·평가 결과를 환류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주기적 점검·평가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이 체계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 푸드플랜의 효과적 추진과 종합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현장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가 지역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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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적인 비전·목표가 지역별 여건을 고
려하여 지역 푸드플랜에 반영되고, 지역 푸드플랜이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절차적 또는 계획 구조적 측면에서의 뒷받
침이 이루어지고, 예산 지원을 통한 참여 유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국가 푸드플랜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관관, 민관은 물
론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함. 정부 정책담
당자와 민간단체,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푸드플랜 관련한 인식·
이해 제고 등이 바탕이 되어야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지속적이고 활
발한 추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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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the National Food Plan in
Korea
Background & Purpose of Research
In order to address various agrifood related problems arising in the entire
food system, policy initiatives to seek policy liaison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parties and stakeholders, expand the public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from the viewpoint of distribution and welfares,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individuals and food systems in general and that of the
state through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alance and harmony,
have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national food plans around the worl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national food
strateg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discuss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ood
plan” in national tasks, wit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its center. Until recently,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national
food plan has been focused mainly on its contents.
There has not been any specific discussion on how to establish a national food plan, which will serve as a strategic framework in the current
policy environment where a number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segmentally implementing policies on agrifood. In addition, no proper laws,
organizations, or related procedures have been prepared to ensure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food plan.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related concepts of national
food plans of Korea and of foreign countries, the existing policies on agrifood policies,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policy plans for the agrifood sector, so as to propose national food plans in terms of plan structure, procedure and system which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establishing a national food plan
for the agrifood sector. Al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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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required to be carried ou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food plans once they are established.

Research Methods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food plans and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 agrifood sector and related
policy plans was conducted through data collection and review, survey
through visitation to related institutions and agencies, and interviews with
policymakers.
Experts were commissioned to write articles on reviewing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grifood products and draw implications for preparation of legal foundation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food
plans.
Related literature and data were collected and reviewed for the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national food plan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experts were commissioned to write articles for more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ir national food plan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600 consumers and 150 producers in the agricultural/livestock industry in order to ensure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food plans. Another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84 exper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 policymakers were also conduct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 10-year cycle is appropriate for the national food plan, for which supplementary plans should reflect the results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the 5th year after the master plan is established. Implementation plans need
to be established for each year. In order to establish the national food plan,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systematic and procedural maintenance and step-by-step expansion of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plan.
In that the national food plan needs to encompass various policy areas
throughout the entire steps of the food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among plans considering the compatibility of policies, and
present the mid- and long-term direction and principles for the policie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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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d to other governmental plans and the local governments’ food pla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ground to establish the national food pla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lan, procedural participation of the
stakeholders in each stage should be ensured and their opinions should be
collected and reflect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ulti-level discussion
structure, to normalize channels and procedures for participating in publiciz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food pla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food pla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that enables liaison and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and agencies. Furthermore, a support organiz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lso,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food plan requires to regularly check and evaluate the process and performance of related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ood plan and enhance its overall performance, the vision and goals
of the plan need to be implemented stably and continuously in the regions
where the government policies are actually implemented, through liaison
with them. To this end, the basic vision and goals of the national food plan
should be reflected in the local food plans depending on the regional conditions, and the supports from legal, procedural, or planning aspects should
be provided as well as other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like budget
support. Acknowledge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food plan by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 policymakers,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should precede continuous and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ood plan.
Researchers: Hwang Yunjae, Kim Kyungphil, Choi Jaehyun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0.
E-mail address: yjhw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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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과거에는 농식품이 생산된 이후 소비·폐기되기까지의 경로와 절차, 즉
푸드시스템이 단순하고 범위도 비교적 한정적이었으며, 농식품 관련 이슈
도 주로 생산·공급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여건 및 과
학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농식품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으
로 이어지는 푸드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범위도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
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되면서 농식품에 관한 이슈·관심도 기
존의 생산·공급에 한정되지 않고 식품 안전·품질, 건강·영양, 환경 등으로
다양해지고, 상호연관성과 파급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농식품 정책은 농식품 생산·공급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여 생산·공급적 관점을 중심으로 수립·추진되면
서 생산자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요구가 정책에 충분히 반
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사건·사고, 계층 간 영양 불균형, 취
약계층 먹거리 부족, 음식물쓰레기 증가 등 생산·공급 이외에 식품안전, 건
강·영양,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관련한 문제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최근까지 경제적·사회적 빈곤과 불평등, 환경오염 등 경제, 사회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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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제 성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장 중심의 국가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 성장, 산업 발전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적
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 유지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성장 중심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복지, 분배의 문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경제, 사회적 균형·조화를 도모하면서 개인,
사회 또는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
분배·복지적 관점의 중요성과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논의는 최근 농식품 부문에서도 이어지
고 있다.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계층 간 영양 불균형 등 농식품 관련한 다
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 복지적 관점에서 정부가 적
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경제, 사회, 환경 등의 균형·조화를 고려한 농식
품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개인 또는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농식품 관련한 이슈·문제
들의 해결에 있어서 부문별·관련 주체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
서,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체계화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 대응계획

1

2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미래유지 가능성으로 요약되며 국제 비영리연구기
관인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사회, 경제, 환경, 국가
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https://terms.naver.com: 2018. 11.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국제연합(United Nation: UN)산하 세계환
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1987
년에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환경 문제 관련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경제성장, 사회안전·통합, 환경보전 등의 균
형·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지속가능발
전포털 웹페이지 참조, http://ncsd.go.kr/app/sub02/11.do: 201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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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농식품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 확대 요구와 경
제, 사회, 환경적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
영하여 통합적 관점의 국가 단위 농식품 정책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을 수
립·추진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농식품 관련한 국가 차원
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산·공급 중심의 농식품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필요를 반영하고, 농식품 부문 및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
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 농식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 등을 바탕으
로 정책 목표와 방향, 세부 내용 등 국가 푸드플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관점에서의 국가 푸드플랜의 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는 별도로, 구조적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적 틀로서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
지 못하다. 또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
적·절차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국가 푸드플랜 관련한 법적
근거, 조직 및 관련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기본으로, 다수의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현재의 농식품 정책 여건·환경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필요·공감대를 반영
하면서 정책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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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 관련 현황과 개념, 기존 농식품 정책과
정부 농식품 부문 정책계획 추진 실태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 부문 정책 대
응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계획 구조, 체계, 절
차적 관점에서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수립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 푸드플랜의 개념과 국내외 수립 동향을 살펴봄으
로써 최근 정부 차원에서 수립을 추진하는 국가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농식품 정책과 정부 농식품 부문 정책 계
획,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 관련 실태를 검토하여 농식품
부문 정책계획으로서 작동해야 할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관련 현황·실태에 대한 검토·분석을 바탕
으로 범정부 정책 대응계획으로서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 과정에서 구조적·
체계적·절차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가 푸
드플랜이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제
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푸드플랜에 관한 연구
농식품 또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했던 기존
의 연구들은 대체로 농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 또는 폐기에 이르는 과정·
절차 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을 푸드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과정·절차 또는 일련의 행동의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농식품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푸드시스템’에 비해 ‘푸드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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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와 관련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으며, 대개의 연구들이 푸드플랜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푸드플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푸드플랜의 개념과 함께 국내외
국가 또는 지역의 푸드플랜 사례와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푸드플랜 수립 방
향을 주로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1.1. 푸드시스템에 관한 연구3
푸드시스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푸드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책적 관점에서 푸드시스템을 조망하고 있다. 푸드시스템을
개념적으로 접근한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황수철(2000), 이정희(2007), 김병
률 외(2009) 등이 있다. 황수철(2000)은 일본 푸드시스템에 대한 고찰 과정
에서 식품산업적 관점을 강조하며 푸드시스템을 “생산단계로부터 가공단
계 및 분배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조직적 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정희(2007)는 푸드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푸드시
스템이 농수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
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정희(2007)는 산업적 측면에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푸드시스템을 접근하였다.
김병률 외(2009)는 과거 식품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식품을 둘러싼 여건
과 식품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식품
시스템의 개념을 제안, 이를 바탕으로 국가식품시스템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식품시스템의 개념은 산업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푸
드시스템을 조망하는 이정희(2007)에 비해 확장된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
는 식품시스템이 식품체인 내의 각 담당주체들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지
구적 환경요인, 사회경제요인 및 잠재적 위험요인 등 시스템 외부요인과
시스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식품시스템은

3

푸드시스템(food system) 관련한 연구들은 푸드시스템을 식품시스템으로 명시하
기도 함.

6 서론
정부와 식품체인 내 경제주체들이 국가 및 국민 개개인의 후생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식품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였다.
이정희(2007)와 김병률 외(2009)의 연구는 푸드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정
의를 시도하는 동시에 이러한 푸드시스템을 근간으로 하여 농식품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정희(2007)는 식품
산업적 관점에서 국내 푸드시스템 현황과 농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푸드
시스템의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정희(2007)는 식품시스템을 고려한 식
품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식품산업정책이 생산, 가공뿐만 아니라
식품 도소매업, 외식서비스, 식품 수출입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식
품산업과 농수산업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수산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식품산업 진흥과 위생·안전 정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병률 외(2009)는 식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국내 식품정책 현
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식품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국가
식품시스템의 비전과 분야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연계·협력
을 통한 농식품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을 제시하면서, ‘국가식품위원회(가칭)’의 구성·운영, 민관 협력네트워크
시스템 수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이서희·김정선(2013)은 식품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가
전통적인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노력이 푸드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푸드시스템적 관점에서 생산부터 소비 단계를 포괄하는
기후변화 대응 통합 식품안전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1.2. 푸드플랜에 관한 개념적 연구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에는 황영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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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Leib et al.(2017), 김종안(2017), 김종안 외(2017, 2018), 허남혁
(2017)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푸드플랜에 관한 개념과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황영모 외(2015)는 푸드플랜의 개념과 함께 푸드플랜
의 성격과 요소 및 특징 등을 제시함으로써 푸드플랜의 개념을 보다 구체
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푸드시스템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4 이 연구에서는 푸드
시스템을 ‘활동’, 푸드플랜을 ‘공공성’과 ‘계획(전략)’이 강조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푸드플랜을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계획적 대응 전략”이라고 정의하면서, 푸드플랜이 생산에
서 소비까지의 일방향적 선형모델이 아닌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의 순환적 모델을 기본구조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안(2017), 김종안 외(2017)는 황영모 외(2015)와 유사하게 푸드플랜
의 개념에서 공공성과 계획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푸드플랜을
농식품 관련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는 점에서 황영모 외(2015)와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푸드플랜이 먹거리
관련 시장실패를 공공성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여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전략 또는 계획(황영모 외 2015; 김종안 2017; 김종안 외
2017), 프로그램 또는 정책(김종안 외 2018) 등 푸드플랜의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비해, Leib et al.(2017)은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Leib et al.(2017)은 푸드플랜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공
평하며, 복원력이 있는 식품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식품 및 농산물에
관한 법과 정책에 대한 “국가의 통합적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밖에 김종안 외(2018)는 기존에 푸드플랜을 실천계획이라고 정의한
김종안(2017)의 개념 정의에서 보다 확장하여, 푸드플랜을 먹거리와 직간
4

황영모 외(2015: 8)는 푸드시스템의 범위에 먹거리 생산·가공 주체(who), 공공
먹거리 공급 현장(venue), 먹거리를 받고 소비하는 방법(way)이 포함된다고 보
면서, 푸드시스템을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
폐기물 관리 등을 둘러싼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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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포괄하는 먹거리 관련 최상위 계획이자 정책 추진
체계로 바라보고 있다. 허남혁(2017)은 도시먹거리 전략(urban food
strategy)을 도시가 먹거리체계의 변화를 그려보는 방식과 이런 변화를 달
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개념이
국가 푸드플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2.1.3.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적 연구
국내 푸드플랜 관련 정책 연구들은 대체로 개괄적으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한 방안·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
한 구체적인 방안·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단위 푸
드플랜을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수립·추진 방향(또는 방안)을 제시하
는 연구에는 김종안(2017, 2018), 최지현(2017), 허남혁(2017), Leib et
al.(2017) 등이 있다.
김종안(2017)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먹거리 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별 분산 추진
과 이에 따른 개별 목적 중심의 정책추진, 정책목표 상충, 정책 일관성 부
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범정부 위원회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
한 농식품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
적하였다. 이밖에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역 푸드플랜 간의 연계성 확보
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지현(2017)은 식품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 먹거리정책 현황과 문
제점, 외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가
푸드플랜 수립방안과 분야별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식품 업무의 다부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상호연계가 미흡하고, 정책 간
갈등 및 가치상충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정책
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푸드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국가 푸드플랜이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스
템적 접근,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서론

9

제안하고 있으며, 수립방안으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 푸드
플랜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허남혁(2017)은 해외 주요국(프랑스, 영국, 호주)의 국가 푸드플랜 사례
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국가 푸드플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운영을 위해 ①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
며 ② 시민 참여·협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 ④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⑤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통합적 접근 ⑥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Leib et al.(2017)의 경우 미국 식품 관련 정책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국
가 푸드플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국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에 있어서 조직적, 절차적
관점 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화, 참여, 투명성·책임, 지속성을 고려해
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5
김종안 외(2018)는 푸드플랜의 개념과 의미, 국내외 푸드플랜 사례, 국내
먹거리 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
랜 추진방향과 푸드플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
가 푸드플랜의 경우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의 보완적 수립·추진, 민관 거
버넌스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
해 푸드플랜 추진 기반 조성, 정책 연계 및 제도개선, 지역 푸드플랜 수립
제도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5

Leib et al.(2017: 55)은 ‘조화’는 주무기관과 연계, 관계부처 간 실무 기관, 지역
과의 연계 등, ‘참여’는 전략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자문 기관, 다양한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한 다층적 접근법, 피드백 과정, ‘투명성·책임’은 우선순위, 목
표, 기대효과, 이행수단, 이행점검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문서), 연도별 성과
보고서, ‘지속성’은 사회, 경제, 과학 및 기술적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정기적인 계획(전략) 수정, 일정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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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국내외 푸드플랜 사례에 관한 연구
국내외 푸드플랜 사례를 고찰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개괄적으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사례를 사례별 푸드플랜의 구성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사례를 체계적이고 보다 심층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 국가 단위 사례 제시
해외 주요국의 국가 단위 푸드플랜의 경우 주로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의
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에는 김병률 외(2009), Leib et
al.(2017), 김종안(2017), 허남혁(2017), 김종안 외(2018) 등이 있다. 이 중
김병률 외(2009)의 경우 국가별 식품시스템 관련 정책 사례로, 2008년 지
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미래 식품정책 전략을 제시한
영국의 국가식품시스템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 추진을 강조한 일본의 식량안보정책(‘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김종안(2017)에서는 미국의 로컬푸드 정책에서의 제도적 지원
체계 강화 실태와 ｢농식품·보전·에너지법｣을 근거로 한 지원프로그램을 조
망하고,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였다. 김종안 외(2017, 2018)에서는 프랑스,
호주,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 푸드플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허남혁(2017)의 경우에도 기존에 주로 다루어지던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의 국가 푸드플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Leib et al.(2017)은 미국의 식품정
책 추진 현황과 함께 호주, 브라질,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즈 등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추진 사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지역 단위 사례 제시
해외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에서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거나 수립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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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푸드플랜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해외 지역
단위 푸드플랜 사례를 검토·제시하며, 우리나라 사례는 전주,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해외 지역 푸드플랜 관련한 사례를 다룬 연구에는
허남혁(2013) 황영모 외(2015), 정은미·최병옥(2017), 김종안(2017), 김종안
외(2018), 국내 사례를 다룬 연구에는 황영모 외(2015), 정해랑(2015), 나영
삼(2016), 김종안(2017), 김종안 외(2018) 등이 있다.
허남혁(2013)은 미국, 캐나다, 영국의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계획
수립 현황과 민관협력 먹거리정책위원회(캐나다 토론토), 중소도시 간 먹
거리 네트워크 구축(영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토론토
먹거리 전략계획의 핵심이 기존의 개별 정책·사업을 서로 연계시키는 코디
네이팅이라고 제시하였다.
황영모 외(2015)는 2015년에 지역 푸드플랜의 체계적 확산을 위해 전 세
계 주요 도시들 간에 체결된 ‘밀라노 도시 푸드정책 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의 주요 내용과 함께 영국(런던, 맨체스터, 플리머스), 캐
나다(토론토, 밴쿠버), 미국(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버몬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브라질(벨로라존데) 등 해외 주요국의 지역 푸드플랜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지역 단위 푸드플랜이 건
강한 먹거리, 지역 농산물 생산, 강한 지역경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지역순환경제를 바탕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지역의 농업, 환경, 복지 등 여러 정책의 연계하에 추진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나영삼(2016)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체계에 의해 발생한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지역화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도시 통합적 먹
거리 정책인 전주시 푸드플랜 사례를 검토하였다. 정은미·최병옥(2017)은
토론토(캐나다), 벨로리오존치(브라질) 등의 해외 지역 푸드플랜 사례를 검
토하였다.
이밖에 김종안(2018)은 지역 단위 사례로 토론토(캐나다)와 서울특별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길청순(2017)은 버몬트주(미국) 푸드플랜 사례를
검토하였다. 김종안(2018)은 토론토(캐나다)의 경우 ‘먹거리 정책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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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정책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 정책 간 연계를 중시
한다고 제시하였다. 길청순(2017)은 버몬트주 푸드플랜이 2009년(2013년
개정)에 2020년을 비전 연도로 설정하고 소비자요구, 농가투입, 생산, 가
공, 도매유통, 소매유통, 소비영양 등 7개 영역을 구성요소로 하여 실행전
략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
를 한다고 제시하였다.

2.2. 정책 통합에 관한 연구
푸드플랜에 관한 기존 연구와 논의에서 식품 이슈 또는 정책에 대한 연
계·협력 또는 종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푸드플랜을 구성할 내용을 탐색하는 데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부처 간 또는 정책 간 통합·연계 또는 협력 등의 경우
정책 방안 도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
는 식품안전 등 일부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
을 뿐 농식품 관련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 통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정책 통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성지은·송위진(2007, 2008), 이명
기·장정경(2010), 강성진·고형석(2007) 등이 있다. 성지은·송위진(2007, 2008)
은 정책통합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명기·장정경
(2010)은 농업·농촌정책, 강성진·고형석(2007)은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
등 특정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통합·연계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6
성지은·송위진(2007, 2008)은 정책 통합론의 등장 배경과 개념, 주요 쟁
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 중 성지은·송위진(2007)은 정책통합을 “부문별 정

6

강성진·고형석(2007: 21)은 경쟁정책을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
지·촉진하기 위한 정책”, 소비자정책을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
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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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행동 방침을 전체 수준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책통합을 위해 총체적 전략 및 비전 개
발, 합의를 형성·조율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정부부처 간 효과적 조정
및 통합 기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7
성지은·송위진(2008)에서도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의 확대로
인해 정책 요소 간 보완성 내지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하
였다고 제시하며, 정책 통합이 부문을 초월한 포괄적 전략비전을 수립하고
공동 정책 수단과 전략적 지식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수반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 통합의 대상 유형으로 ① 목표·목적
통합 ② 행위자와 행위자 네트워크 통합 ③ 구조와 절차 통합 ④ 수단 통
합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 분야에서 정책통합·연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이명기·장정경
(2010)이 대표적이다. 이명기·장정경(2010)은 녹색성장이라는 상위목표 달
성을 위해 농업·농촌정책과 에너지·환경정책의 유기적 연계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통합의 이론·개념과 해외 정책통합 사
례를 검토하고, 국내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 추진현황을 진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동합 수단
별로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활동의 분권화 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의 약화가 초래되었으며, 횡적 조화·협조의 미흡으로 여러 부
처에 걸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책통합
수단으로 ① 목표·목적의 균형과 재배열 ② 조직개편 ③ 예산배분 ④ 인사
관리 ⑤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강성진·고형석(2007)은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경쟁
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완 및
갈등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

7

성지은·송위진(2007: 81)은 정책협력, 정책조정, 정책통합의 개념을 구분하여 제
시하였으며, 이 중 정책통합은 공통의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동반된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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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 또는 업무적 차원에서의 정책 연계 방식과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연계추진 사례를 검토하고, 정책 연계를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OECD(2016)는 OECD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기반으로 하여 SDGs 세부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요구되며 범정부적 접근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통합적 정책 접근을 위해 행위자의 역할과 참여(주요 이해관계
자), 정책 상호연계성, 정부의 정치적 의지, 전략적 틀(범정부적 계획), 조
정 메커니즘, 중앙 정부 정책 수립에 지역 이해관계자 포함(상호연계성, 수
직적 일관성),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하였다.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국내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는 주로 푸드플랜의 개념을 다루고, 내용적인 측면에
서 푸드플랜을 구성할 요소들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푸
드플랜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체계적·절차적·구조적 관점에서의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농
식품 정책 연계·통합에 관한 논의들은 일부 한정적인 정책 영역을 대상으
로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농식품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 연
계·통합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서 기존에 부처별로 분산되어 분절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
를 통해 국가 농식품 정책의 장기적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수립과 이에 지속성·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 방
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농식품
정책의 전략적 틀로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과 조직, 법령, 절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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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요구되는 방안·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3.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푸드플랜
개념과 정책적 전개,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와 정부 계획 분석, 해외 주요
국 국가 푸드플랜 실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등이다.
첫째, 제2장에서는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동향과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을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국내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수립 현황을 살펴보며, 국가-지역 간 정책
일관성·정합성 확보를 바탕으로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모색하는 데 있
어 시사점을 얻기 위해 기존에 수립·추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전주시의 지
역 푸드플랜 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동향과 수립 현황, 관련 개념 등
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의 국가 푸드플랜의 개념과 위상을 제시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농식품 부
문 정부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를 검토하여 농식품 부문 정책 대응계획으
로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
진하고 있는 국가들과 영국, 호주 등 과거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제5장에서는 정부 농식품 부문 정책 대응계획으로서 국가 푸드플
랜이 고려해야 할 계획 구조, 수립 체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방안을
도출하고, 푸드플랜이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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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4.1.1. 푸드플랜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주요한 역할은 정책 수립·추진을 통한 소기의 비전 및 목표 달성
이며, 일반적으로 비전·목표 및 세부과제·전략 등을 포함하고 일정의 틀을
갖춘 정책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인 국가 정책 및 관련 사업의 추진과 비전·
목표 달성을 도모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가능
케 하는 국가 단위 ‘정책계획’으로서의 ‘국가 푸드플랜’을 연구 대상 범위
로 한다.
보다 한정된 지역적 범위를 정책 대상·범위로 하여 지역 단위에서 수립·
추진되는 ‘지역 푸드플랜’은 ‘국가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과 종합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가 단위 계획과 정책적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 단위 실행계획으로서 제한적으로 검토한다.

4.1.2. 농식품 정책의 범위
이 연구에서 국가 푸드플랜의 포함 대상이 되는 농식품 정책의 범위에는
농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포
괄된다. 기본적으로 푸드시스템 전반의 농식품 취급 단계들을 대상으로 하
는 모든 농식품 정책을 포함하며, 농식품 관련된 모든 정책영역을 포함한
다. 이 연구에서는 푸드시스템을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5개 단계
로 구분하였으며, 농식품 정책영역은 생산(수급), 안전·품질, 건강·영양, 환
경, 식품산업, 지역(공동체)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농식품 정책 및 관
련 계획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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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검토대상 중앙정부 정책계획
이 연구는 국가 푸드플랜이 농식품 정책계획으로서 적정하게 수립·작동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농식품 관련 기본계획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여 계획 구조, 관련 법률·조직, 절차 등 정부 정책계획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를 검토한다.
검토대상 기본계획 중에서 농식품 정책 주요 추진기관인 농림축산식품
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발전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안전관리계획’(｢식
품안전기본법｣), 대표적인 장기계획인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국무조정
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 방안·과제 도
출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이밖에 지역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에 관한 사
항을 조망하기 위해 기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전주시의 지
역 푸드플랜 수립·추진 사례를 제한적 범위에서 검토한다.

4.1.4. 검토대상 국가
국가 푸드플랜 수립 경험이 있거나, 현재 수립·추진 중인 프랑스, 스웨
덴, 호주, 영국, 핀란드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검토한다. 국가별 수립 및
추진 실태와 현황을 바탕으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얻기 위해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는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현재 추
진 중인 국가 사례로서, 호주, 영국은 과거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사례로서 선정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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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국내 푸드플랜 관련 현황, 농식품 부문 정부 정책과 관련 정책계획 추진
실태에 대한 조사는 주로 기존 문헌·자료의 수집·검토와 기관 방문조사,
정책담당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책담당자 면담조사는 농림
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관련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농식품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전문가 원고위탁이 추진되었다. 연세대학
교 법학연구원의 이승현 박사가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헌법재판연구원 강
일신 박사가 법률 자문을 실시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실태는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국가별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였다.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허남혁 박사가 참
여하였다.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수립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 생산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이
추진되었다<표 1-1~1-3>. 소비자와 생산자 설문조사는 기존 농식품 정책
에 대한 평가와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 소
비자 600명과 농축산업 분야 생산자 15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3
주간 실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기존 농식품 정책 평가, 국가 푸드플
랜의 필요성과 수립 및 추진 방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8월부터 9월에
걸쳐서 3주간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 담당자, 농업, 식생활, 건강·영양, 식
품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또한 현재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 8명을 대상으로 총 2회(6월 29일 1회, 7월 9일 1회)에 걸쳐 심층면
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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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소비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성별

거주지역

연령

전체
남성
여성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비중
100.0
51.0
49.0
50.3

구분

학력

전체
고졸 이하
대재/대졸 이상

비중
100.0
20.0
80.0

읍

7.0

면

5.5

동

87.5

미혼

33.0

기혼

67.0

200만 원 미만

11.7

19.3

200만~300만 원 미만

17.7

18.3

300만~400만 원 미만

20.5

400만~500만 원 미만

17.5

500만~600만 원 미만

12.3

600만~800만 원 미만

11.7

9.8
12.0
9.8
15.2

세부
거주지역
결혼 여부

2.8

21.5
21.5

월평균
가구소득

14.5
4.8

800만 원 이상

8.7

자료: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1-2> 생산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영농주
성별

주소득
작목

비중
100.0

남성

87.3

여성

12.7

쌀

31.3

곡물

4.0

과수

24.0

채소

12.7

약용

1.3

특작

16.0

축산

9.3

기타

1.3

구분
전체
영농주
연령
영농경력
영농주
학력

영농규모
(연매출액)

주 1) 주소득작목은 중복응답 결과임.
2) 대재/대졸 이상은 전문대를 포함함.
자료: 농축산업 생산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비중
100.0

60대 미만

32.0

60대 이상

68.0

20년 미만

20.0

20년 이상

80.0

고졸 이하

72.7

대재/대졸 이상

27.3

3천만 원 미만

31.3

3천만∼5천만 원 미만

25.3

5천만∼8천만 원 미만

16.7

8천만 원 이상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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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비중
100.0
10년 미만
29.8
10~20년 미만
34.5
경력
20년 이상
34.5
무응답
1.2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전체

구분
전체
소속기관
유형

정부기관(중앙/지방)
공공기관
연구소/대학
민간기관(단체)

비중
100.0
45.3
3.6
39.3
11.9

4.3. 연구 추진 체계
연구는 국가 푸드플랜 개념과 국내외 수립 현황을 검토하고, 국가 농식
품 정책 체계와 정부 계획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실태
를 살펴보는 체계로 구성하였다<그림 1-1>. 국내외 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자료: 연구진 작성.

국가 푸드플랜 개념과 정책적 전개

이 장에서는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 수립 동향과 관련 개념, 국내 추진
현황과 주요 사례, 대두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가 푸드플랜의 위상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국내 주
요 사례는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위한 시사점
을 얻기 위해 기 수립된 서울특별시, 전주시 등의 지역 푸드플랜 사례를
검토하였다.

1. 국가 푸드플랜 동향과 개념적 정의

1.1. 국내외 수립 동향8
전 세계적으로 정책 통합·연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가 국가별로 이
루어지고 있다<그림 2-1>. 1975년 노르웨이가 세계 식량위기와 국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농업, 식품 및 영양 정책 간 연계를 시도한 바 있
다(‘Norwegian Govt’s Nutrition and Food Policy’). 노르웨이의 사례는 영
8

이 장에서는 국가 푸드플랜의 대두 배경과 필요성 등 국가 푸드플랜을 전반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 동향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 실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4장에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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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책들 간 연계를 위해 통합적인 국가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위한 최초의 시
도로서 평가되고 있다.9
이후 2000년대까지 다양한 국가들에서 농식품 부문의 다양한 정책을 포
괄적·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정책 계획(‘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
고, 이를 매개로 하여 농식품 관련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시도를 하였다. 예컨대 브라질(1999년)은 식품·영양 불안정성 문
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식품 및 영양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
한 국가 푸드플랜(‘Nation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Plan’)을 수립하였
다.10 스코틀랜드(2009년)는 국가 푸드플랜(‘Recipe of Success’)을 수립하
여 생산, 건강·영양, 식품산업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정책 영역 또는 관련 주체 간 연계·통합을 통해 농식품 정책을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 대응 계획(전략)으로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
하고자 하는 국가별 시도가 2010년 이후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2010년
프랑스(‘le 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 PNA), 영국(‘Food
2030’), 일본(‘｢食｣に関する将来ビジョン’, ‘식에 대한 미래 비전’)이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2013년에 호주(‘National Food Plan’), 2014
년 아일랜드(‘Food Wise 2025’) 등이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11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을 위한 국가별 논의·움직임은 2015년에 전 세계
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 움직임을 체계화
하기 위해 체결된 ‘밀라노 도시 푸드정책 협약’(이하 ‘밀라노 협약’)의 영
향으로 보다 구체화·본격화되고 있다.12,13 2015년 밀라노 협약 체결 이후

Leib et al.(2017: 14, 23-24, 26) 참조.
브라질, 스코틀랜드에 관한 사항은 Leib et al.(2017: 24-26)을 참조함.
11 그러나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이러한 국가별 시도가 모두 성공으로 이어
지지는 못함. 예컨대 영국, 호주 등은 각각 2010년과 2013년에 국가 푸드플랜
이 수립되었으나 실질적인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못함.
12 푸드플랜은 주요 수립 및 추진 주체와 정책 실행 범위를 기준으로 ‘국가 푸드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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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웨덴(2017년, ‘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 핀란드(2017
년, ‘Food 2030’) 등에서 국가 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7년
이후 캐나다(‘Food Policy for Canada’)와 우리나라(‘국가 먹거리 종합전
략’)에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밀라노 협약은 기존에 지역별·도시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역 단
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움직임을 체계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
다.14,15 밀라노 협약은 기존의 생산·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식
품 생산부터 소비·폐기까지의 푸드시스템 전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정책 이슈를 다루고자 하며, 최근에 정책적 중요성이 확대
되고 있는 농식품 또는 푸드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 취약계층 먹거리 불
균형, 국민 영양·건강 문제 등을 공공영역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속성’, ‘공

13

14

15

플랜’과 ‘지역 푸드플랜’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지역의 농식품 관련한 다양한 문
제·이슈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추진 움
직임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별개로 전 세계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적으로 시도되어 왔음. 예컨대 영국의 런던(2006년), 맨체스터(2007), 캐나다 토
론토(2010년), 밴쿠버(2010년), 미국 뉴욕(2010년), 시애틀(2010년), 버몬트(2009
년) 등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전주시
(2015년), 서울특별시(2017년) 등이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지역
푸드플랜은 개별 지역의 특성·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농식품 관련한
지역 현안(예컨대, 공공급식, 취약계층 지원, 지역순환생산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먹거리들 둘러싼 공공성, 지속성, 순환성 등 다양한 가치 회복을 추구하
면서, 지방정부 또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주요 도시·지역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체계, 식생활·영양, 접근성, 생산·가공, 공급·유
통, 폐기물 관리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농식품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함(황영모 외
2015: 6-7).
밀라노 협약은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협약임. 그러나 국제적으로 푸드플랜의
실행을 위한 공동의 행동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안(황영모
외 2015: 4)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은 물론 국가 단위 푸드플랜에 관한 체계적
논의를 가능케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여수시, 완주군 등 4개 지역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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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 ‘형평성’의 개념을 농식품 정책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를 구체화하
였다는 점에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16 또한 밀라노 협약은 관련 주체와 부문 간 다층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 및 국제 정책 전반의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별로 수
립되고 있는 국가 푸드플랜과 정책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1975년 노르웨이에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
진 이후 다양한 국가들에서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되었다<그림 2-1>. 이들
국가의 국가 푸드플랜은 국가별 경제사회 및 정책 여건·환경 등을 반영하
면서 다양한 정책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사업에도 차이가 있다<표 2-1~2-2>. 예컨대, 브라질은 1999년 국민의
식생활, 영양, 건강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여 국가 푸드플랜(‘Nation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Policy’)을 수립한 데 비해, 프랑스는 2010년
국민의 먹거리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양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
리에 모든 국민 접근”하는 것을 정책 비전으로 하여 국가 푸드플랜(le
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 PNA)을 수립하였다. 이밖에 스
웨덴은 2017년 국내 농식품 생산·소비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쟁적,
혁신적,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푸드체인 수립”을 정책비전으로 국가 푸드플
랜(‘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을 수립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캐나다에서도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비전으로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캐나
다는 국민의 식품접근성, 건강·안전한 식품선택, 자연자원 보전, 양질의 농
식품 생산·공급 등을 고려하면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가 푸드플랜이 정책 목표와 세부 내용 등
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국가 전체적인 공통의 농식품 정책 비
전·목표를 수립·달성하고자 하며, 농식품 관련한 문제·이슈에 대응하기 위
해 국가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을 실현하고자 하고, 이를 국가 푸드플랜을
16

황영모 외(2015: 6)를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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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한 정책적 연계·통합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림 2-1> 국내외 푸드플랜 수립 동향

자료: 주요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표 2-1>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 수립 현황
국가

계획명칭

수립연도

정책 비전·목표 및 주요 내용

노르웨이

Norwegian Govt’s
Nutrition and Food Policy

1975

건강한 식습관 권장; 세계 식량 공급 안정화에 기여; 국내 생산
식품에 대한 소비 촉진과 국가 식품 자급률 강화; 농촌 경제 강화
와 외곽지역으로 인구 정착 안정화

브라질

Nation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Policy

1999

국민의 식생활, 영양, 건강 증진

스코틀랜드

Recipe for Success

2009

국내 식음료 산업 진흥; 음료·식품 국가로서의 명성 확보; 건강
하고 지속가능한 선택 보장; 공공부문을 지속가능한 식품 조달의
모범으로 제시; 안전하고 변화에 탄력적인 식품 공급 보장;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생산; 국민들
이 먹는 식품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장

프랑스

le 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PNA)

2010

충분한 양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모든 국민 접근
(사회정의; 청소년 식생활교육; 음식물쓰레기 대응; 식품 지역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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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가

계획명칭

수립연도

정책 비전·목표 및 주요 내용

영국

Food 2030

2010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푸드시스템 수립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사 장려; 탄력적이고 유익하며 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현;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증대;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음식물쓰레기 감소, 재활용·재처리; 기
술·지식·연구·과학기술 영향 증대)

일본

｢食｣に関する将来ビジョン
(식에 대한 미래 비전)

2010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 활성화; 아시아 성장력 확보와 글로벌화
대응; 저출산 고령화 대응;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호주

National Food Plan(2013)

2013

지속가능, 경쟁력·회복력 있는 식품공급을 통해 식품 접근성 보장
(수출 증대; 산업 진흥; 자연재해 및 지역 소외계층 위한 식량안
보 강화; 국가영양정책 발전; 식품 생산 능력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 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식품)

아일랜드

Food Wise 2025

2014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 성장 견인; 식품산업 인적 자본 확보;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혁신; 식품분야 시장 개발; 세계시
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스웨덴

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

2017

경쟁적, 혁신적,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푸드체인 수립
(국가 환경 목표를 달성하면서 전체 농식품 생산 확대;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쟁력 있는 식품공급체인 구축)

2017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맛있고, 건강하고,
안전한 핀란드 농식품 섭취;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능력과
가능성 보유; 투명하고, 고도로 숙련되고, 유연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수익성 있는 푸드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부문의 성
장·발전이 잘 조화되고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 혁신 및 교육과
높은 수준의 마케팅 및 의사 소통 기술로 뒷받침; 고품질의 안전
한 식품 및 관련 기술 수출 도모

핀란드

Food 2030

캐나다

Food Policy for Canada

적정 가격의 양질의 식품에 대한 국민 접근성 증가; 건강하고
추진 중 안전한 식품 선택 능력 제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을 통
해 자연 자원 보전; 양질의 농식품 생산·공급

한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
추진 중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
어 사는 먹거리)

주: 프랑스는 2010년에 수립된 국가 푸드플랜(PNA)을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Leib et al.(2017: 25-26); 김종안 외(2017: 93-94, 140-141, 165); 김종안 외(2018: 207-21
0); 허남혁(2017: 29, 38); 일본 농림수산성 웹페이지(http://www.maff.go.jp/j/study/syoku_vision: 20
18. 4. 22.); 캐나다 정부 웹페이지(http://www.canada.ca/en/campaign/food-policy.html:
2018. 10. 23.); 본 보고서의 위탁원고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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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 주요 정책 범위
주요 정책 범위
국가
노르웨이
브라질
스코틀랜드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한국

계획명칭
Norwegian Govt’s
Nutrition and Food Policy
Nation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Policy
Recipe for Success
le 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
Food 2030
｢食｣に関する将来ビジョン
(식에 대한 미래 비전)
National Food Plan(2013)
Food Wise 2025
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
Food 2030
Food Policy for Canada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수립연도

수급
(생산)

1975

●

안전
품질

건강
영양

환경

식품
산업

●

1999

지역
공동체
●

●

2009

●

●

●

2010

●

●

●

2010

●

●

●

●

2010

●

●

●

2013
2014

●
●

●

●

●

●
●

2017

●

●

●

●

●

2017
추진 중
추진 중

●
●
●

●
●
●

●
●
●

●
●
●

●
●
●

●

●

●

주 1) 식생활은 건강·영양으로, 로컬푸드 등 지역 기반 농식품에 관한 사항은 지역·공동체로 분류함.
2)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과 추진 목표 등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정리·분석한 결과이며, 캐
나다와 한국은 추진(안)을 바탕으로 정리·분석함.
자료: 국가별 계획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1.2.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적 접근: 국가 푸드플랜 중심
2010년 이후 국가 또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위한 정책적 움
직임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논의·움직임을 개념적으로 규
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2-3>.
사전적으로 푸드플랜(food plan)은 농식품(식량) 계획을 의미하며, 농식
품과 관련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일련의 계획 또는 방안·
방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목표가 특
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이며, 이밖에도 계획 수립·추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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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대상 또는 영역 등 계획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항을 특정하지 않
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기관·단체, 개인 등 공공 또는
민간 영역 모두 푸드플랜의 계획 수립·추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계획이
포괄하는 범위·대상도 푸드플랜의 수립 목적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문헌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푸드플랜의 개념은 농식
품을 둘러싼 여건 및 환경 변화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전략(계획)으로서 푸드플랜이 지역 또는 국가별로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계획의 지향점, 범위·영역 또는 내용 등의 측면에서
보다 특정적이며 구체적이다.
첫째, 대부분의 관련 논의·개념에서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는 중
심 가치 또는 추진 목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발
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개념에서 제시되는 지
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별 정책 영역·이슈 또는 푸드시스템 전
반, 사회 및 환경 또는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김종안(2017)은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김종안 외(2018)
는 국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푸드플랜의 추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Leib et al.(2017)의 경우에도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
하고, 공평하며, 복원력이 있는 식품시스템’의 활성화를 추구한다고 제시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표 2-3>.
실제로 밀라노 협약과 스웨덴(‘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푸드체인)의 마련을 푸드플랜의 주요 비전·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타의 국가들의 국가 푸드플랜에서도 지속가능성이 다
양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Food 2030’)과 호
주(‘National Food Plan’)는 식품 생산·공급, 스코틀랜드(‘Recipe for Success’)
는 식품 선택, 아일랜드(‘Food Wise 2025’)는 성장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표 2-1>.
둘째, 대개의 경우 ‘푸드시스템’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으로 푸드플랜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표 2-3>. 황영모 외(2015), Leib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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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7), 허남혁(2013, 2017)은 명시적으로 푸드플랜이 푸드시스템을 수
립하기 위한 계획(전략)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종안(2017), 김종안 외
(2018)의 경우 푸드시스템을 명시적으로 개념에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
러나 생산부터 폐기(환경)이르는 단계(영역) 전반을 아우르며 푸드플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생산·공급 영역에서 탈피하여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농식품 문제에 접근하고
자 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밀라노 협약’의 경우 생산부터 폐기(환경)까지 농식품 관련 단계 전반을
포함하는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푸드플랜의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Food 2030’), 스웨덴(‘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도 개별 국가의 가치를 반영한 푸드시스템 실현을 주요 정책 목
표로 하여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였다.
셋째, 농식품을 둘러싼 여건·환경 변화와 함께 농식품 관련 이슈의 범위
가 식품수급은 물론 식품안전, 식량안보 및 건강·영양 등으로 다양해지고
푸드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면서, 민간영역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 관련 이슈·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전체로 파급영향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푸드플랜에 관한 논의·개념에는 대체로 농식품 부문에서 직면하
는 개인·민간영역의 한계를 정부 차원(공공영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려는
시도를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예컨대, 황영모 외(2015)는 푸드플랜
이 ‘공공영역’에서의 전략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김종안(2017)은
공공성을 통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표 2-3>. Leib et al.(2017)에서는 국가 푸드플랜을 “식품 및 농산물에
관한 국가(연방정부)의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국가(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식품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공공
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실제로 다양한 국가들의 국가 푸드플랜에도 투영되
어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푸드플랜을 통해 과거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던 식사·식품선택·식습관, 건강·영양, 식품 접근성(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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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스코틀랜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
며, 공공영역에서의 식품조달(스코틀랜드, 프랑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
요하게 다루고 있다.
<표 2-3> 기존 연구에서의 푸드플랜의 개념
출처

용어

황영모 외
(2015)

푸드플랜

Leib et
al.
(2017)

국가 푸드 전략
(national food
strategy)

허남혁
(2017)

도시 먹거리
전략
(urban food
strategy)

김종안
(2017)

푸드플랜

김종안 외
(2018)

푸드플랜
(국가/지역)

개념
커뮤니티 푸드시스템으로서의 먹거리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계획적 대응 전략
건강하고, 경제적 실행 가능하고, 공평하며, 복원
력이 있는 식품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식품 및
농산물에 관한 법과 정책에 대한 국가(연방정부)
의 통합적 접근법

지속
가능성

●

도시가 먹거리체계의 변화를 그려보는 방식과 이
런 변화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비전선언문, 실행계획, 목표지표로 구성
먹거리(푸드)를 중심으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분
야에서의 공공성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적·환
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공동체성을 복원하
거나 새로운 공동체성을 창출하여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계획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성과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
하여 국민 또는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
고,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먹거리 불평등을 해
소하여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여 미
래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
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행 프로
그램이자 정책

주요 키워드
포괄적 영역
푸드 식품영역 공공
시스템
전반
●

●

●

●

●

●

●

●

●

●

●

주 1) 김종안 외(2018)의 푸드플랜의 개념에서는 명시적으로 ‘공공’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푸드플랜을
국가와 지역의 실행 프로그램이자 정책이라고 정의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간접적으로 공공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함.
2) 푸드시스템(food system)은 식품시스템, 먹거리체계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용됨.
3) 밀라노 도시 푸드정책협약은 황영모 외(2015)를 참조하여 협약의 내용을 정리함.
자료: 황영모 외(2015: 9); Leib et al.(2017: 6); 허남혁(2017: 19); 김종안(2017: 26); 김종안 외
(2018: 205)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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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수립 현황과 주요 추진 사례

2.1. 정책적 논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지역 및 국가 푸드플랜 수립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국가
푸드플랜 도입을 위한 국내 정책적 논의·시도가 활성화되었다. 정책적 관
점에서 국가 푸드플랜 도입을 위한 국내 정부 차원의 논의·시도는 ① 농식
품 정책 연계·통합 필요성 확대 ② 분배,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정책 기조 확산 ③ 농식품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강조 등을 바탕으로 활성
화되었다.
첫째, 농식품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농식품 생산 이
후 소비·폐기에 이르는 과정·절차(푸드시스템)가 복잡해지면서 농식품 관
련한 다양한 이슈·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방
면에 미치는 중요성과 파급력도 증가하였다.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제
기되는 농식품 이슈·문제가 기존의 생산, 공급에서 벗어나 식품안전·품질
은 물론 건강·영양, 환경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개별 이슈 간 상호 연관성
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이슈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간 연계·통합의 필요성이 커
지게 되었다. 예컨대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식품안전
정책과 식품생산 정책은 상호 연계 속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
다. 국민의 기초적인 건강·영양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
정적인 농식품 생산·공급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 농식품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
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관련 주체별·단계별 또
는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목표, 추진전략이 상
호 충돌하여 효과적·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간 정책 효과·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식품 분야 정책 연계 또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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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노력이 주로 식품안전,
식생활교육 등 일부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
으며,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거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7,18
최근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을 통해 국가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정책 연계·통합이
아닌 푸드시스템 또는 농식품 관련 정책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 연
계·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범부처 연
계·협력을 통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둘째, 그간 정부는 산업발전에 중점을 두고 성장우선 정책을 통해 양적
으로는 국가 부를 증대하고 질적으로는 생산성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하
였으며, 국가·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국민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19 그러나 성장우선 정책이 계층 간 소득불균
형, 양극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충분하게 해결해 주지 못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저성장 기조를 탈피
하기 위해서는 성장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이 정부 주요 경제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하고, 복지·분배,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통

17

18

19

식품에 관한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 기존의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전환되고, 식품안전에 관한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
처로 나뉘어져서 식품생산과 식품안전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중요한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안전 정책 추진의 한계, 부처 간 책임 회
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식생활교육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식생활교육기본계획’, ‘국가식
생활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와의 연
계를 통한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계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KDI 경제정보센터 웹페이지 참조(http://eiec.kdi.re.kr/material/archive/question/vie
w.jsp?pp=10&idx=22396: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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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20
농식품 정책도 기존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한 생산·
공급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수립·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식품안전·품질 등
에 대한 소비자 관심·우려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하
여 소비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였다. 최근에
는 계층 간 영양 불균형,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등 농식품 관련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국가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계층 간 먹
거리 불평등 등을 정부 차원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공공급식, 식품지원제도 등 분배적 관점, 공공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식품 정책계획
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러한 문제·이슈들을 국가 푸드플
랜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미래 유지가능성’,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를 고려한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균형·
조화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초기에는 환경·생태 영역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다.21 국내외적으로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생태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22

20

21

22

김원규 외(2018: 39, 76)는 저성장기조를 탈피하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형평성 제고, 고용 확대 등을 동시에 고려한 포
용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
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환경·생태적 관점
에서 사용되기 시작되어 시대적 변화와 국가별 여건 등에 따라 활용·적용 범위
가 확대되고 있음(지속가능발전포탈 웹페이지 참조, http://ncsd.go.kr/app/sub02/11.do: 2
018. 9. 30.).
지속가능발전 포털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ncsd.go.kr/app/sub02/91.do: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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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이 경제, 산업,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도 중요성을 지니
게 되었다. 농식품 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접목하고자 하는 정책
적 시도·논의가 일부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정부는 ‘지속가능발전기
본계획’(환경부 소관)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한 환경, 농
업·농식품, 복지, 경제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정책·사업을 제시하고 있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비전으로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를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23
그러나 이들 정책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농식품 정책
의 역할은 한정적이거나, 경제성장, 사회안정·통합, 환경보전 등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경제, 사회 및 환경 측면에서의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
능성을 구현하기보다는 한정적 영역·대상의 발전·개선의 개념으로서 이용
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농식품 정책을 매개로 푸드시스템 또
는 국가 등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을 경제, 사회, 환
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정책 계획인 국가 푸드
플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성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고려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
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2. 국내 수립 현황24
국내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적 움직임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
으로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가

23
24

농림축산식품부(2018: 12)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 국회 입법예고 웹페이지(pal.assembly.go.kr: 2018. 9.
15.),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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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전주푸드 2025플랜’), 서울특별시는 2017년(‘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에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25
중앙정부 차원의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움직임은 2017년 새 정부 출범
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농림
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서 본격화되었다(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
성’).26 국정계획은 농식품 관련 문제에 국가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는 인식을 기반으로,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국정계획을 기반으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및 지역 푸드
플랜 수립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가 푸드플랜은
2018년 말까지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푸드플랜의 경우 체
계적인 수립을 위해 정부 및 민간기관·단체의 관련 전문가들로 실무단을
구성하여 핵심 어젠다(안)(‘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를 도출하였다(2018
년 4월 기준).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
처,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포함
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마련하여, 2018년 12월까지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것
을 계획하고 있다(2018년 9월 현재).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비전으로,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 친화적 먹거
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등 4개 핵심 어젠다(안)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
어 있다<표 2-4~2-5>.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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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8년 5월 기준으로 지역 푸드플랜으로 분류되어 수립 이후 실질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지역 사례를 제시함.
국정계획은 5개 목표 20개 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100대 국정과제 중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림축산식
품부 소관)에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세부 실천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
성’은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
련을 기대효과로 제시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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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합 종합적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
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식품 생산부터 소비·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
급, 안전·품질, 건강·영양, 환경·폐기, 식품산업, 지역·공동체에 관한 정책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비전(‘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을 통해
국민 중심주의 정책 추진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종합전략(안)
세부 영역에서 최근에 중요성이 증가하는 소비자 참여, 취약계층 먹거리 안
전망 확보, 먹거리 공공성 강화 등 소비·소비자 관점, 분배 중시, 공공성·형
평성 등의 개념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된 바 있으며, 기타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 또는 기타 유사 조직 마련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표 2-6><부표 1>.27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푸드플랜(‘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 푸
드플랜(‘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과 국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어, 먹거리에 관한 법률적 정의(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적 역할로 ‘식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 지원 정
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3조의3). 이밖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한다(제23조의4,
제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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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은 김현권 의원이
2018년 4월 30일 대표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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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주요 내용 분석: 취급단계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핵심 어젠다

세부 영역

취급단계별
생산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건강한
먹거리

가공

유통

소비

●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관리

●

식생활교육 및 건강 증진

●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먹거리 공공성 강화

●

생태
친화적
먹거리

환경친화적 농업 추구

●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소비

●

더불어
사는
먹거리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

폐기

●

●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보

●
●
●

●

●

폐기·순환 관리

●
●

●

●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 구축

●

●

공동체 중심 먹거리 경제 활성화

●

●

주: 자원 등의 순환 관련한 내용은 폐기에 포함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표 2-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주요 내용 분석: 정책영역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핵심 어젠다
건강한
먹거리

세부 영역

주요 정책 영역
수급
(생산)

안전
품질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관리

●

식생활교육 및 건강 증진

건강
영양

환경

지역
공동체

●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

생태
친화적
먹거리

환경친화적 농업 추구

●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소비

●

폐기·순환 관리

●

더불어
사는
먹거리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보

●

먹거리 공공성 강화

●

●

●

●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 구축
공동체 중심 먹거리 경제 활성화

식품
산업

●
●

주: 식생활교육은 건강·영양에 포함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

●

37

38 국가 푸드플랜 개념과 정책적 전개

<표 2-6> 국가 푸드플랜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안 현황
법률명

농어업·농어촌
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행복농어촌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농어촌
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대표발의자
(발의연월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개호 의원
(2017. 8. 21.)

▪농어업․농어촌 위기 해결, 농어업․농어촌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함으로써 농
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대통
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
정책 추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조정, 농수산식품산업 육성과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김현권 의원
(2017. 8. 25.)

▪통합적·중장기적 농어업·농어촌 발전 정책 수립과 식품 관련 부처의 협력·조
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조정기구 필요
▪농어업·농어촌 다원적 가치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
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위한 제
정법 마련

위성곤 의원
(2017. 9. 12.)

▪농어업 분야 시급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범정부적 협의기구 설치 필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
하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 방향,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농어촌지역
종합적·체계적 정비와 생태·환경·자원 보전, 합리적 이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김현권 의원
(2018. 4. 30.)

▪먹거리 생산과 소비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 한계 극복과
먹거리 정의 실현
▪국가와 지방정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 지속가능성 제고
▪먹거리 생산과 소비 연계한 지역 먹거리 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질 좋은 먹거리
안정적 보장,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지역 생산자 성장 견인으로 상생,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 형성 촉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이에 대한 국가 지원 법적근거
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자료: 국회 입법예고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pal.assembly.go.kr: 201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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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의 경우 2018년 말까지는 9개 선도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
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
며, 2022년까지 100개 지방자치단체,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모든 지방자
치단체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형, 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들 선도지방자
치단체가 수립한 지역 푸드플랜을 표준 모델화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
정이다.28,29

2.3. 국내 푸드플랜 추진 사례: 지역 푸드플랜 중심
이 절에서는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지방과의 연계성을 확
보하기 위해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전주시의 지역
푸드플랜 사례를 검토하였다.

2.3.1. 서울특별시 사례30
가.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는 먹거리 문제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던 정책 추진 방식에서 탈

28
29

30

2018년 8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기술함.
선도지방자치단체에는 충청남도(광역형),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이상 도
시형), 충청남도 청양, 전라남도 해남(이상 농촌형), 전라북도 완주, 경상북도
상주, 강원도 춘천, 전라남도 나주(이상 복합형) 등이 포함됨.
서울특별시(2017), 국가 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www.law.go.kr: 2018. 8. 12.),
환경미디어 웹페이지(www.ecomedia.co.kr: 2018. 10. 4.), 중앙일보 웹페이지 참조
(news.joins.com: 2018. 9. 29.)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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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2017년에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이하 ‘기본권 선언’)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 지역 푸드플랜인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이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마스터 플랜은 ‘지속가능한 먹
거리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정책 영역을 건강·안전은 물론 복지로 확대하
면서 건강한 먹거리, 먹거리 보장, 상생을 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제
도적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의 2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표 2-7>. 서울
특별시는 마스터 플랜을 통해 서울특별시가 직면한 먹거리 이슈에 대응하
는 동시에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을 준수하여 먹거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부응하고자 한다.31 서울특별시 마스터
플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의 세부과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생산 관련 정책·사
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산업적 관점이 반영된 먹거리 관
련 취·창업 관련 사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표 2-8>.
제1차 마스터 플랜은 계획 자체보다는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하면서 기본권 선언을 통해 먹거리 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서울시민의 먹거리에 관한 기본 권리를 제시하고, 건강, 취약계층, 공공조
달, 도농상생 등 마스터 플랜의 정책 방향을 보여줬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여로 길지 않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제1차 마스터 플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
다 체계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중장기적 정책 비전을 반영한 제2차 마스
터 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마스터 플랜은 2021년부터 2030년
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다.32

31
32

서울특별시(2017: 36) 참조.
서울특별시(2017: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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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서울특별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주요 내용
분야

세부과제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건강한
먹거리
(5)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건강한 우리 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먹거리
보장
(5)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상생을
위한
먹거리
(5)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안전한
먹거리
(7)

불량식품 4대 핵심 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알 권리 및 선택권 확보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시민먹거리 지킴이’ 1만 명 양성

제도적
기반
구축
(4)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실행전략 수립
서울 먹거리 통계(Seoul Food Survey)

자료: 서울특별시(2017: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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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서울특별시 마스터 플랜의 내용 비교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핵심 어젠다(안)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세부과제

주요 지역 푸드플랜
서울특별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 관리

●

식생활 교육 및 건강 증진

●

생산기반 구축
공공조달 체계 구축

●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보

●

환경 친화적 농업 추구
기후 변화를 고려한 농식품 생산․소비
폐기․순환 관리

●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

●

먹거리 관련 취·창업 활성화
공동체 중심 먹거리경제 활성화

●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수립 및 추진 실태
■ 수립 절차
서울특별시는 시민과의 소통·참여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하에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포괄적·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푸드플랜 수립 작업에 착수하여 2년여 간의 학계, 전문가, 민간단
체, 일반시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교환·수렴 과정을
거쳐서, 2017년 6월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과 함께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였다<표 2-9>. 의견 교환·논의 과정에서 서울 시 내의 다양
한 민관거버넌스 조직(‘서울 食거버넌스’, ‘도농상생 거버넌스’, ‘먹거리 거
버넌스’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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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서울특별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주요 시행 내용
주요 내용

2015

2016

2017

전문가 및 관련 부서 회의

21회

20회

7회

관련 거버넌스 논의(서울食거버넌스, 도농상생 거버넌스, 먹거리 거버넌스 등)

13회

15회

2회

서울특별시 먹거리정책 시민제안대회(200건), 심포지엄, 토론회, 워크숍 등

2회

4회

2회

로컬푸드(완주, 전주, 홍성 등) 추진 지자체 등 국내외 협력‧견학

-

11회

4회

복지시설 실태조사(5,835개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

16회

24회

자료: 서울특별시(2017: 9) 참조.

■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의 마스터 플랜은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이하 서울
먹거리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표 2-10>. 서울특별시는 먹거리 마스터
플랜하에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의 추진·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총 4장으로 구성되어 목적, 기본이념 등 기본사항을
담고 있는 총칙과 함께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먹거리 정책 및 서울특
별시 먹거리 시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2-10>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주요 내용
구분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주요 조항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7조~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서울 먹거리헌장, 먹거리정책자문관

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제11조~제20조)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기준설정 등, 지표설정 및 평가, 통계·정보, 실태조사, 시민의
참여, 먹거리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먹거리 위기관리, 교육 및 홍보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제21조~제35조)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 고문, 위원회 회의 등, 기획조정위원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참조(http://www.law.go.kr: 201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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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구성
서울특별시 마스터 플랜은 ① 서울특별시 ② 자치구 및 자치구 서비스
수행기관 ③ 시민참여형 민관거버넌스의 3개축을 통해 추진된다<표
2-11>. 서울특별시는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가 조정자 역할을 하며, 식품
안전과, 복지본부, 도시농업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서들이 세부과제별로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각 자치구 및 자치구 서비스 수행기관들
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며 일관된 푸드플랜의 추진
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협력·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만
서울 먹거리 조례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는 먹거리정
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력을 통한 푸드플랜 추진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 민관 협력을 강조하면서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활용하고 있
다. 서울특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이후 2017년 11월에 서울 먹거리 조례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였
다<그림 2-2>.33 먹거리 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한 위촉된 위원 등 2인을 공
동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1부시장, 위촉위원 등 2
인)와 주요 먹거리 이슈에 분야별로 대응하는 10개 분과위원회의 분과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34 먹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정책 방향 수립, 정책 통합·조정,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35

33

34

중앙일보 2017년 11월 2일 자 보도자료,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출범…식재료 공공조
달시스템 확대 등 주력” 참조(중앙일보 웹페이지, http://news.joins.com/article/22076313:
2018. 9. 29.).
서울특별시는 공개모집과 추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학
계·전문가, 유관기관, 식품·산업계, 시의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의 총 128
명을 위원으로 선정함(중앙일보 웹페이지, http://news.joins.com/article/22076313:
201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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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서울특별시 푸드플랜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치구
서비스
수행기관

기능
ㆍ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배포
ㆍ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ㆍ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및 관리
ㆍ먹거리 관련 기관 등 자원 발굴 및 실무회의 개최 등
ㆍ과제 사업 시행 및 운영 지원
ㆍ먹거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등 시범사업 추진
ㆍ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
ㆍ시·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 동참 및 지원
ㆍ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 전달체계 마련
ㆍ외식, 급식 등에서의 건강 먹거리 제공을 위한 노력

자료: 서울특별시(2017: 132).

<그림 2-2>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 민관거버넌스 추진 체계

자료: 환경미디어 2017년 11월 6일 자 보도자료, “전국 첫 시민주도형 ‘먹거리시민위원회’ ... 먹거리는 사회적 책임!”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1359413441: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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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먹거리 조례 제22조(위원회의 기능)는 위원회가 ①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 통합·조정 ②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③ 먹거리정책 지표 설
정 및 공표 ④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 ⑤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⑥ 시민 참여
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 명시함(국가 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http://www.law.go.kr: 201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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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전주시 사례36
전주시는 지역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개입하고, 지역
민을 이롭게 하는 지역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건강, 환경, 사회를 통
합한 먹거리 전략을 추진하고자 지역 푸드플랜(‘전주푸드 2025플랜’)을 수
립하였다. 전주시 푸드플랜은 2015년에 수립되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
며,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6대 전
략과제, 15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표 2-12>. 전주시 푸드플랜은 농
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식품안전, 식생활교육, 공
공조달, 취약계층 먹거리 관련한 정책·사업과 함께 생산 관련한 다양한 정
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표 2-13>.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2014년에 전담조직을 설립하였으며(2014년
10월), 이어 전주푸드 TF팀을 구성하고(2015년 5월), 현장 실행조직인 재
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2015. 7.)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직을 정비
하였다. 전주푸드 TF팀은 전주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농가 조직화 등을
위해 전주시와 농가 및 가공 공동체의 참여하에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현
장실행 조직인 공공형 재단법인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푸드 및
공공급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표 2-14>. 전주시의 푸드
플랜 수립·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은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
내에 마련된 전주푸드팀으로 전주 푸드플랜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협력·연계보다는 계획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며, 서울특별시와 달리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36

전주시청 웹페이지(http://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52e4538d0152e91727d55593:
2018. 8. 25.);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웹페이지(http://www.jeonjufood.org: 2018. 9. 15.)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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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전주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주요 내용
분야

세부과제
기획생산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립

공동체에 기반한 지역가공 촉진
상생형 제휴 푸드 연결망 구축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혁신

시민먹거리
접근성 보장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확대
공공조달 혁신
지역상권 연계 협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통합적
관리체계
확립

생산-유통-소비단계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

음식시민
양성

소비자 조직화 및 역할 증진 및 다음세대
식-농교육 활성화

농업
6차산업화와
협동경제 육성

농업의 6차산업화

거버넌스
구축

협동경제 육성(창업공동체 육성)
전담부서 확대 재편, 역할 증진
공공형 재단법인 설치, 운영

실행과제
•
•
•
•
•

생산 농가 조직화, 역량 강화
연중기획생산을 위한 지원
농민가공센터 설치, 운영
마을 및 지역공동체 가공 활성화
제휴푸드 협력시스템 구축

•
•
•
•
•
•
•

생활권 거점매장 개설
전주푸드센터 개설
슬로푸드 레스토랑
학교급식 전주푸드 연계 강화
영유아, 어린이 급식, 노인급식
엄마의 밥상
전통시장, 향토마트, 지역음식점 공급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전주푸드 안전성 관리네트워크 구축
• 환경농업 전환 촉진 지원
• 소비자 지역먹거리 교육사업
• 시민참여형 동아리 육성
• 식-농 교육사업단 육성
• 도농연계 투어 프로그램 개발
• 도-농 연계형 먹거리 협동조합 육성
• 창업 아카데미, 지역일자리 학교
• 전담부서 확대 재편, 역할 증진
• 현장실행조직 역할 수행
• 전주푸드플랜 평가, 정책 피드백

자료: 전주시청 웹페이지(http://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52e4538d01
52e91727d55593: 2018. 8.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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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전주푸드 2025 플랜의 내용 비교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핵심 어젠다(안)
건강한
먹거리

주요 지역 푸드플랜

세부과제

전주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 관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식생활 교육 및 건강 증진

●

생산기반 구축

●

공공조달 체계 구축

●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보

●

환경 친화적 농업 추구

●

기후 변화를 고려한 농식품 생산·소비
폐기·순환 관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

●

먹거리 관련 취․창업 활성화

●

공동체 중심 먹거리경제 활성화

●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14>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진행사업

전주푸드사업

• 농가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 직매장 구성·운영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유통경로 마련
• 직매장(3개소), 레스토랑 운영

공공급식사업

•
•
•
•
•

공공급식지원센터 구축
전처리 시설 구축
가공지원센터 구축
공공급식을 위한 소비자 교육
원활한 공공급식 진행을 위한 기타 각종 시설 기반 구축

자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웹페이지(http://www.jeonjufood.org: 2018. 9.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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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연구에서 국가 푸드플랜의 개념과 위상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동향과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가 단위 정책
대응 전략으로서의 국가 푸드플랜이 다음과 같은 개념과 위상을 지니는 것
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푸드플랜이 전 세계적으로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관점에
서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계획으로서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국가 푸드플랜은 주체별, 영역별, 단계별로 분산되어 추진되
는 기존의 농식품 정책과 관련 계획을 보완하여, 개별 부처에서의 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농식품 관련 이슈에 대해 부처 간 수평적 연계·협
력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 푸드플랜은 정책 대상·범위로 하는 농식품 관
련한 이슈·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 비
전·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가 푸드플랜에 포함된 정책 범위 내에서 개
별 부처의 농식품 부문 관련 계획·정책에서 지향해야 할 기본원칙 및 방향
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푸드플랜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국가별 수립 현황을 고려할
경우, 농업·생산 관점의 농식품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농식품 관련한 여
건·환경을 반영하면서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의 중요성과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필요·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정책이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 구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 푸드플랜은 정책적 중요성과 우선순위 등에 따
라 탄력적인 정책 선택·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반과 이에 결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농식
품 관련 이슈·문제들을 정책 대상·범위로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의 계획으
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외적으로 분배, 복지의 관점을 반영하고 ‘공공성’, ‘형평성’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접목하면서,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분류되던 농식품 관
련한 문제들을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농식품 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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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
서는 국가 푸드플랜이 공공영역에서의 정부 대응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
니는 것으로 상정한다.
넷째, 국내외적으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시도와 관련 개념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달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푸드플랜은 지속가능성을 중
심 가치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 등 경
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의 조화·균형을 고려한 정책계획
으로서 작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세
대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국가 푸드플랜
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농식품 정책 비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 대응 계획이다.
다섯째, 중앙-지방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 정책의 수직적 일관성·정합
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푸드플랜은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 바탕이 되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현안·관심을
고려하면서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책 현장인 지역에서 구
현하는 실천계획으로서 작동할 필요가 있다.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와 정부계획 분석

이 장에서는 국가 농식품 정책계획으로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
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와 농식품 부문 정부 정
책계획 추진 실태를 검토하였다. 조직, 법률 측면에서 국가 농식품 정책 체
계 전반을 검토하고, 농식품 부문 정부 정책계획 추진 실태를 분석하였으
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저탄소녹
색성장국가전략’ 등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를 검토하였다.

1.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

1.1. 조직 구성
국가 단위 농식품 정책은 ① 정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② 심의·조정·합의·자문 기능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원활한 정책 활동
을 지원하는 정부위원회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1.1.1. 중앙행정기관
농식품 정책은 품목별·영역별 소관업무에 따라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서 분산하여 수립·추진된다<표 3-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공급 및 식

3장

제

52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와 정부계획 분석
품산업 진흥, 식생활교육,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영양관리), 교육부(정규교육과정 급식), 국방부(군대 급식), 환
경부(먹는 물, 음식물쓰레기) 등 다양한 기관의 소관업무가 농식품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은 직접 정책을 집행하거나,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을 집행
한다.

<표 3-1> 정부부처별 농식품 정책 주요 추진 분야
부처명

주요 추진 분야

농림축산

농식품 생산·유통·수입 등 공급, 식품산업 진흥, 식생활교육

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임산물 공급
농업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보급, 농업·농촌 지도·교육

해양수산부

수산물 생산·유통·수입 등 공급

보건복지부

영양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위생

교육부

정규교육과정 급식관리

국방부

군대 급식관리

환경부

먹는 물, 음식물쓰레기 관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 정책 조정, 물가안정에 관한 업무 전반
통상정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총괄
가족·청소년정책
소비자정책

자료: 최지현(2017: 53); 이계임 외(2011: 15-22); 이계임 외(2014: 48-51)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중앙행정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른 농식품 정책의 추진은 부처별 고유 업
무에 기반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별로 농식품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국가 전
체적으로 정책 간 정합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공통적인 농식품 정책 비전·목표를 수립·달성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37
예컨대, 국민의 적정 영양 수준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영양 정책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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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을 포함한 국민 먹거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복지 정책, 공공급식 정
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민이 올바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건강·영양을 유지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식생활교육 정책
과의 연계를 중요시한다. 또한 질적·양적관점에서의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농식품 생산·공급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농
식품 생산·공급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영양 정책과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 농식품 생산·공급과 식생활교육 정책은 농림축산식품
부, 공공급식 정책은 식재료공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학교급식
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별·추진정
책별로 정책대상, 목표 등이 상이하여 정책 간 연계·조정을 위한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는 정책의 일관성·정합성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보다
종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38

1.1.2. 정부위원회39
정부는 정책 수립·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 조직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부위원회는 정부기관, 민간기관·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
의 참여를 통해 위원회 특성별로 심의, 조정, 합의,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
여 ① 부처 간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② 민간 참여를 통해 국민의 수
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추진과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③ 정부 정
책 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37

38
39

최지현(2017: 56)은 농식품 정책 통합관리계획 시스템이 부재하여, 중앙행정기
관별로 농식픔 관련한 문제를 분산 관리함에 따라 정책목표, 추진전략이 상호
충돌하며, 조정·통합 없이 개별부처만의 노력으로 종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최지현(2017: 54, 56) 참조.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정부위원
회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고유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위원회가 아니라 중
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함(김명환·강제상(2009: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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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양한 정부위원회가 ① 대통령 ② 국무총리 또는 ③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표 3-2>.40
농식품 부문 정부위원회 중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있다<표 3-2>. 이들 위원회 중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범정부
식품안전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구성되었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은 농
식품 관련 사항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는 고령친화식품,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성되어, 농식품 부문 환경, 소비 등의 문제를 일부 다루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는 위원회에 속한 중앙행정
기관의 범위에 따라 ① 범부처 위원회와 ② 부처별 독립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표 3-2>. 중앙행정기관 소속 범부처 위원회는 주관기관 이외에 최
소한 1개 이상의 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수
산물유통발전위원회’는 해양수산부(주관기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주관기관인 환
경부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는 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원회’,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수

40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음. 김명환·강제상(2009:
16)은 설치 목적의 범위가 국정 전반 또는 부처의 특정 사항에 대한 지원인지
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부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함. 김명환·
강제상(2009)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속별 기준으로 농식품 관련 정부위
원회를 ① 대통령소속 ② 국무총리소속 ③ 중앙행정기관소속으로 구분하였으
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타 중앙행정기관의 포함 범위에 따라 ① 범부
처와 ② 독립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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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원관리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등
이 있다.

<표 3-2> 소속별 주요 농식품 관련 정부 위원회
소속
대통령

주요 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범
소금산업진흥심의회
해양수산부
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중 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앙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
생활보장위원회
정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독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립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환경부
환경정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주: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개별적·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는 ‘독
립’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자료: 연구진 작성.

현재 농식품 관련한 다양한 정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
조직은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농식품 정책을 통합적 관점
에서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첫째,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을 포괄하는 범부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
나, 대부분의 범부처위원회가 한정적인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예컨대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관)는 식품안전, ‘국가식생활
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은 식생활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을 한정
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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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주관부처일 경우 해당 위원회가 조정·통합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국가식생활교육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심의·의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개
최되지 않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 구성상
점검·평가 등 기타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동반되는 기능을 수행하
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41
셋째, 중앙행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인 경우 관련 정책 영
역·범위와는 무관하게 부처별 정책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역
할·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예컨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농식품 생산, 안
전·품질, 건강·영양, 환경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단독적으로 운영되어 타 중앙행정기
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은 제약적이다.

1.2. 법률 체계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법의 목적, 관리 대상 등에 따라
소관업무별로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포함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
어 있다.42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의 법
률은 비교적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은
농식품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나 복지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다.
농식품 관련 법령들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정책을 체계화
41
42

황윤재 외(2017: 43) 참조.
이계임 외(2008: 9)를 참조함. 이 연구에서는 국내 농식품 관련 법령이 농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소관부처에 법의 목적과 관리대상 등에 따라 분
산되어 있는 다원적 관리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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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법들은 관련
일반법에 대한 상위법의 역할을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
림축산식품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해양수
산부)은 어촌 및 수산업,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품안전
관련 법령의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밖에 부처별로 다양한
기본법들이 제정되어 있다.
<표 3-3> 농식품 관련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령유형
기본법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진흥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해수부)
일반법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해수부)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반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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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소관부처

법령유형
기본법

관련 법령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소금산업진흥법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해수부)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산림청

기본법
일반법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반법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기획재정부

일반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 자원부

일반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반법

지속가능발전법

일반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기본법

소비자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여성가족부
공정거래
위원회

일반법

국무조정실

기본법

소관부처

법령유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관련 법령

주 1) 이계임 외(2008: 9-18), 이계임 외(2014: 46-48),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등에 식품 분야 또는
관련 법령이라고 제시된 법령을 정리함.
2)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들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함(국가
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참조).
자료: 이계임 외(2008: 9-18); 이계임 외(2014: 46-48);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페이지(http://www.law.go.kr: 2018. 5. 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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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부처별 정책 간 연계·통합이 지속
성·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구성되어 개
별 중앙행정기관에 품목별·정책영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현재의 법률 체계
는 국가 공통의 정책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농식품 정책 통
합·연계를 어렵게 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해당 부처의 주요 정책 영
역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농식품
정책 영역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농식품 부문 정부계획 실태 분석

중앙행정기관들은 농식품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소관 법령에 근거
하여 다양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연
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정책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틀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얻기 위해 농식
품 정책계획의 주요 내용과 범위, 계획 수립 유형, 계획 주기 등 계획 구조
관련한 사항과 관련 조직, 점검·평가 및 환류 체계·절차 등을 검토하였다.

2.1. 주요 내용과 범위
농식품 부문 정부 정책계획은 계획 수립·추진 목적, 관련 부처 업무영역
등에 따라 계획에 포함된 정책·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
의 정책계획의 경우, 포함된 정책·사업들이 농식품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
는 푸드시스템 전 단계에서 일부 단계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며, 정책영역도
대체로 한정적이다. 예컨대,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은 가공단계 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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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품질에 관한 정책·사업을 포함하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소비단계 식생활·영양, ‘자원순환기본계획’은 폐기단계 환경문제를 다루는
등 비교적 제한적인 단계와 문제·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포함
한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같
이 일부 정책계획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책영역 또는 대상을 포괄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경우에는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푸드시스템의 전 단계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수급, 안전·품질, 환경 등 다양
한 정책영역의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타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수립·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정책·사업만을 담고 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처이지만 국무총
리 소속의 범부처위원회(‘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 안전에 관한 사안만을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생산
부터 소비단계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의 농식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중앙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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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취급단계별
소관부처

관련 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주요 내용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

●

●

●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농림축산
식품부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

●

인삼산업종합계획

●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식품의약품
안전처

해양수산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

●

●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

●

●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

●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

●
●

●

사회보장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국민건강증진계획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

●

자원순환기본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

주 1) 중앙행정기관별 정책계획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바탕으로 분석함.
2) 자원 등의 순환 관련한 내용은 폐기에 포함함.
자료: 연구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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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정책영역별
소관
부처

주요 내용
관련 계획

수급
(생산)

안전
품질

건강
영양

환경

식품
산업

지역
공동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

●

●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농림축산
식품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식품의약품
안전처

해양수산부

●
●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

인삼산업종합계획

●

●

●
●

●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

●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

●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

●

●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국민건강증진계획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

자원순환기본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

사회보장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

●

●

●

●

●

●
●

주 1) 중앙행정기관별 정책계획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바탕으로 분석함.
2) 식량안보는 수급, 교역은 산업, 복지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은 건강·영양으로 분류함.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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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획 구조43
2.2.1. 수립 유형
정부계획은 일반적으로 정책 목표(비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제시하는 시행
계획으로 구성된다<표 3-6>.44 농식품 부문 정책계획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계획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유무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국가 단위(중앙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하고 지역 단위(지방정부)는 시행계획만을 수립하거
나(유형 1)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 모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유형 2). 또는 ③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기
본계획만을 수립하거나(유형 3) ④ 중앙정부만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
하기도 한다(유형 4)<표 3-6~3-7>.
대부분의 정부 정책계획은 ‘유형 1’에 포함되어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국가 단위 정책 목표(비전)을 기반으로 지역 단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고 있다. ‘유형 2’에 속하는 대표적인 정책계획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있으며, 동 계획의 경우 국가 단위 계획과 지역별 여
건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차보
고서를 통해 연도별 보완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14조, 제17조). 유형 1과 유형 2에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의 범위는 정부 정책계획별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촌지역이 존재하는 지방자
치단체를 계획 수립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한다.45 ‘유형 3’에 속하는 대표적인 정책계획은 ‘식생
43
44
45

정책계획들의 계획 구조는 계획별 관련 법령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분석함.
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시행계획은 실행계획, 실천계획 등으로 표시하기도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을
대신하여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당해 연도 정책평가와 보완계획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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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교육기본계획’이며, ‘유형 4’에는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이 포함된다.46
<표 3-6> 국가 및 지역 단위 법정계획 수립 주요 유형
국가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자료: 연구진 작성.

기본계획
●
●
●
●

지역
시행계획
●
●

기본계획

시행계획
●
●

●
●

<표 3-7> 주요 국가 및 지역 단위 법정계획 수립 구조
소관부처

대상 법정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
식품부

중앙정부
기본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

양곡수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46

시행
▲

계획 수립 주체
지방정부
광역
기초
기본 시행 기본 시행
●
▲
●
▲
●

●
●

●
●

●

●

인삼산업종합계획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

●

함하도록 하고 있음.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국무조정실)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 근거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유형 3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은 저
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국가 전체 전략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별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시·도)가 각각 ‘중앙추진계획’,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또한 동 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 통해 다
른 연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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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계획 수립 주체
소관부처

대상 법정계획

기본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시행

광역
기본

기초
시행

●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

●
●

●
●

자원순환기본계획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종합계획)

●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

●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

●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

●

●

●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

●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

●

국무조정실

시행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기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중앙추진계획/지방추진계획)

●

●

●

●

●
●

●

●

주 1) ▲는 시행(실행)계획이 아닌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계획 사례임.
2)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쌀 가공산업 5개년 기본계획(‘14∼’18)’으로
수립·발표함.
자료: 연구진 작성.

국가 단위 기본(실행)계획과 함께 지역 단위 기본(실행)계획 수립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경우,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계획 간 연계성에 대해 법률적
인 접근은 계획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은 지역계획이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
획’의 경우, 국가 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계획이 수립되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제22조), ‘저탄소녹색성장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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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경우, 지방추진계획이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 이에 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발전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
령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다른 계획에 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
립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2.2.2. 계획 주기
가. 기본계획 수립 주기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계획에서 기본계획은 다년차 계획을 종합하여 일
정 주기에 따라 수립되며, 시행계획은 연도별 수립을 기본으로 한다<표
3-8>. 농식품 부문 기본계획은 대체로 5년 단위, 실행계획은 1년 단위를 주
기로 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 5
년 미만을 주기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
아서 보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수립·추진되고 있다.
10년 이상을 수립주기로 하는 대표적인 장기계획에는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이 있다. ‘저탄소녹
색성장국가전략’은 2009년부터 2050년까지의 장기전략이며, ‘국가환경종
합계획’는 20년, ‘자원순환기본계획’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추
진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과 ‘자원순환
기본계획’(｢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의 계획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은 법령에 국가전략과 중앙 및 지방 추진
계획의 계획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밖에 ‘국
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법령에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그러나 건강에 관한 사업들의 효과가 일반적으
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차 종합계획(2011∼
2020)’부터 계획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전환하였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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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식품안
전관리기본계획’,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 있다. 이들 계획은 주로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계획으
로서 3년 단위로 수립·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8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을 공포하였다.48,49
나. 주기별 보완계획 수립
10년 이상을 계획주기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계획들은 일반
적으로 관련 여건·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장기계획 수립·추진 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5년 단위
중기계획(보완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법령을 통해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정책계획에는 ‘국가환경종합계
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등이 있다. 예컨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환경
정책기본법｣ 제16조의2), 5년 단위 중기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의 경우에도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전환하여 2011년에 제3
차 종합계획(2011~2020)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제3차 종합계획의 평가 결
47
48

49

황윤재 외(2017: 65) 참조.
식품저널 2018년 6월 12일 자 보도자료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3년에서 5
년으로” 참조(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웹페이지, http://www.foodnews.co.kr/news/arti
cleView.html?idxno=66916: 2018. 10. 6.).
기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해 식품안전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물 웹페이지,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201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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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반영하여 2016년에 보완계획인 제4차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
였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
<표 3-8> 주요 국가 및 지역 단위 법정계획 수립 주기
계획
소관부처

대상계획(법정계획)

중앙정부

지방정부
광역

기본
시행
기본
시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5년
1년
5년
1년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통상 5년
식생활교육기본계획
5년
5년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5년
1년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5년
농림축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년
1년
식품부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5년
1년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5년
5년
양곡수급계획
1년
인삼산업종합계획
5년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5년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5년
1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5년
5년
환경부
국가환경종합계획
20년
1년
1년
자원순환기본계획
10년
1년
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5년
1년
1년
보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0년
1년
1년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5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종합계획)
3년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5년
1년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5년
1년
5년
1년
해양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5년
1년
1년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5년
1년
1년
수산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
1년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5년
5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5년
1년
1년
식품의약품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3년
1년
1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3년
1년
1년
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3년
1년
3년
1년
국무조정실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50년까지
5년
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과 전통주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은 법령에는 계획 수립 주기에 대해서
않으나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기초
기본
1년

시행
1년

5년

5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5년

명시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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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 조직: 정부위원회 중심50
정부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근간으로 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
앙행정기관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위원회는 심의, 조정, 합
의,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며 중앙행정기관의 단독적 피라미드 구조의 정
책결정 과정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공정
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1 농식품 정책계획은 대체로
주관부처(중앙행정기관)와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을 소
속으로 하는 정부위원회를 두고 있다.52

2.3.1. 위원회 소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대통령 소속,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밖에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소
금산업진흥기본계획’,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이상 해양수산부), ‘지속
가능발전계획’(환경부) 등 다양한 기본계획들이 중앙행정기관 소속 범부처
위원회를 두고 있다<표 3-9~3-10>.
개별 위원회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규모는 기본계획의 수립·추

50

51
52

정부위원회 등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획별 관련 법령에 제시된 내용을 중
심으로 분석함.
김명환·강제상(2009: 22) 참조.
모든 농식품 법정계획이 정부위원회를 두고 있지는 않음. ‘농업생명자원의 보
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양곡수급계획’, ‘인삼산업종합계획’, ‘전통
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농
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해
양수산부), ‘자원순환기본계획’(환경부) 등은 별도의 정부위원회 마련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양곡수급계획’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3
조)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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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목적, 정책·사업 범위·내용, 관리 대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표 3-11>.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위원의 위상(직급)도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는 위원회에 포함된 중앙행
정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문화체육부, 식품의약
품안전처 등으로 제한적이다. ‘소금산업진흥심의회’도 해양수산부와 식품
의약품안전처만을 포함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민간위원 2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
속 위원은 차관급이다. 이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농
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일부 계획들은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해 수립되고 있다.
<표 3-9> 농식품 분야 주요 기본계획: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및 범부처 정부위원회 소속
소속

위원회명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식품안전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가식생활
교육위원회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식품산업진흥법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
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법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소비자기본법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무총리
농림축산
식품부

중앙
행정
기관

범
부
처

해양수산부

공정거래
위원회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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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개별 운영 정부위원회
소속
농림축산
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위원회명

기본계획

근거법령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
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
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법

환경정책위원회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
계획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자료: 연구진 작성.

국무총리

대통령

주요 위원회

●

●

농식
품부

주요 포함 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위원회 당연직위원에서 제외됨.

●

●

●

●

●

●

●

●

●

●

●

●

●

●

●

●

●

●

●

●

●

기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농진청

농진청

국무조정실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 국무조정실

해수부 복지부 식약처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과기부 외교부 공정위 법무부

국가식생활
● ●
교육위원회
식품산업
● ●
진흥심의회
소금산업
●
진흥심의회
수산물유통
●
발전위원회
바이오안전성
● ●
위원회
지속가능
● ●
발전위원회
소비자
●
정책위원회
생활보장
위원회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성장
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식품안전
정책위원회

식생활교육
농림
기본계획
축산
식품산업진흥
식품부
기본계획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해양
중
수산부
수산물유통발전 앙
범
기본계획
행
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정
산업통상
처
기
안전관리계획
자원부
관
지속가능발전
환경부
기본계획
소비자정책에
공정거래
관한 기본계획
위원회
기초생활보장
보건
종합계획
복지부
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7년
자료: 연구진 작성.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소속

<표 3-11> 주요 농식품 관련 정부위원회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범위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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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조직 구성
정부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민관 거버넌스의 형태로
운영되며, 대체로 정부 및 민간기관·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20~30
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12~3-14>.53 정부위원회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위원
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부
분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
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의 연계 및 지역에서의 체계적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위원회 조직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표 3-15>. 중앙위원회를 두는 20개 주요 농식품 법정계획
중에서 6개 법정계획이 광역과 기초 위원회를 모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2개가 기초 위원회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12> 농식품 분야 주요 위원회 특성 분석: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및 범부처
정부위원회
소속

위원회명
(정책계획)

대통령

국무총리

53

주요 특성
인원

위원장

민간위원

지원조직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5인 이내

1인

●

정책운영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20인 이내

1인

●

분과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50인 이내

2인

●

분과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인 이내

1인

●

실무위원회

예외적으로 녹색성장위원회는 50인 이내, 환경정책위원회는 20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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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인원

위원장

민간위원

지원조직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식생활교육기본계획)

25인 이내

2인

●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30인 이내

1인

●

분과위원회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15인 이내

1인

●

×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11인 이상
20인 이내

1인

●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
계획)

15인 이상
20인 이하

1인

●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50인 이내

1인

●

전문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5인 이내

2인

●

실무위원회/
분야별전문위원회

보건
복지부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16인 이내

1인

●

×

농림축산
식품부

중
앙
행
정
기
관

주요 특성

위원회명
(정책계획)

소속

해양
수산부
범
부 산업통상
처 자원부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13> 농식품 부문 주요 위원회 특성 분석: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개별 운영
정부위원회
소속

농림축산
식품부
보건
복지부
해양
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 연구진

위원회명
(정책계획)

인원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20인 이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30인 이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위원회(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환경정책위원회(국가환경종합계획)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작성.

주요 특성
민간
위원장
위원

지원조직
(위원회)

1인

●

분과위원회

1인

●

×

15인 이내

1인

●

20인 이내
20인 이내
200인 이내

1인
1인
1인

●
●
●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추진단
×
×
분과위원회

30인 이내

1인

●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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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농식품 분야 주요 기본계획 소속 위원 구성
정부 및 소속기관
관련
중앙행정
기관

관계
(공공)
기관

민간

소속

위원회명(정책계획)

소관
부처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

농림축산
식품부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식생활교육기본계획)

●

●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

●

●

●

해양
수산부

소금산업진흥심의회(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

●

●

●

●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

●

●

●

●

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소비자정책위원회(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

●

해양
수산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

●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환경부

환경정책위원회(국가환경종합계획/자원순환기본계획)

●

식품
의약품
안전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국무총리

범
부
처

보건
복지부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중
앙
행
정
기
관

공정거래
위원회

농림
축산
식품부

독
립

자료: 연구진 작성.

단체

전문가

●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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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농식품 분야 주요 기본계획 중앙-지방 위원회
주관
기관

정책계획

유형(소속)

광역

기초

정책심의회

중앙-독립

●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중앙-범부처

×

×

식생활교육위원회

중앙-범부처

●

●

중앙협의회

중앙-독립

●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중앙-범부처

×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앙-범부처

×

×

환경정책위원회

중앙-독립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

×

정책심의위원회

중앙-독립

×

×

생활보장위원회

중앙-범부처

●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중앙-범부처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중앙-독립

●

●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중앙-범부처

×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중앙-독립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국무총리

×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

중앙-독립

×

×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범부처

×

×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

●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국가환경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계획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종합계획)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해양
수산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여성
가족부
식품
의약품
안전처
공정거래
위원회
국무
조정실

지방위원회 유무

위원회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
식품부

중앙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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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점검·평가 및 환류54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점검·평가 및 환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모든 농식품 기본계
획이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점검·평가 주기도 기본
계획별로 차이가 있다. 점검·평가 결과의 환류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기
본계획은 일부에 불과하다.
일부 직접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하기도 하나, 해당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정책 또는 관련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
책 추진의 결과와 제반 여건을 검토하기도 한다(실태조사 실시)<표 3-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 제21조).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 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6조)에 명시하여 계획 수정·반영 이외
에 보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55
법령에 명시된 점검·평가 주기는 일반적으로 1년이다. 그러나 장기계획
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상대
적으로 점검·평가 주기도 긴 편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5년마다 계획
의 타당성 검토와 이를 반영한 계획 정비를 실시하는 반면(｢환경정책기본
법｣ 제5조), ‘지속가능발전계획’은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과 이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9조).56

54
55

계획별 관련 법령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분석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하는 종합계획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농발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특성을 반
영한 계획을 수립·시행함(농민신문 웹페이지,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286913/view: 201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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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주요 농식품 기본계획 점검·평가 및 환류 실태
주관
기관

대상 계획(법정계획)

실태
조사

점검
평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1년)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환경부

보건
복지부

비고
매년 연차보고서 발간

●(5년)

●(2년)

●

지속가능성보고서(매2년)

국가환경종합계획

●

●(5년)

●

타당성 재검토 정비
중기계획 수립

자원순환기본계획

●

●(5년)

●

통계조사, 계획 변경

●(1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계획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

해양
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공정거래
위원회
국무
조정실

환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1년)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

●(1년)

매년 연차보고서 발간

●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년)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1년)

●

정책반영 노력을 법령에
명시

자료: 연구진 작성.

56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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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부계획 수립 및 추진 사례

이 절에서는 주요 농식품 정책 집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정책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
부)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적인 정부 장기계획
인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국무조정실)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3.1.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3.1.1. 최근 동향과 주요 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은 ① 지속가능한 농
업 발전 ② 균형 있는 농촌 개발·보전 ③ 농업·농식품 관련 산업 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에 수립·추진되고 있다.57 농발계획
은 정부의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발
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58,59 1999년 ‘제1차 농발계획(1999~2004)’이 수립되었으
며, 5년마다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2018년 ‘제5차 농발계획(2018~2022)’
이 수립되었다<표 3-17>.
제5차 농발계획은 기존의 농업인 중심의 생산·공급 관점에서의 농정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농발계획과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표
3-18>.60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지속가능한 농업·

57
58
59

농림축산식품부(2018: 2)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1) 참조.
지역 농발계획은 기본법에 근거한 지역 농업·농촌 분야를 포괄한 기본계획의
위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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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비전으로 하여 참여·협력을 통한 농정을
강조하면서 4개 부문의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61 또한 농식품 생
산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 단계를 정책대상으로 하여, 대
부분의 농식품 정책영역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농정비전

제1차
(’99∼’04)

-

제2차
(’04∼’07)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제3차
(’08∼’13)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주요 정책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⑥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및 지속가능 농업 육성
농업경쟁력 제고
수출농업 육성
농업통상협력 강화 및 통일 농정
농촌 지역개발과 복지 확충
농업경영 안정시책 강화

① 산업정책
② 소득정책
③ 농촌정책
① 농업정책
② 농식품정책
③ 농촌정책

제4차
(’13∼’17)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①
②
③
④
⑤

제5차
(’18∼’22)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①
②
③
④
⑤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참여와 협력 농정

자료: 김홍상 외(2017: 4); 농림축산식품부(2018: 12)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60

61

제5차 농발계획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비전으로, 4개 부문의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참여·협력을 통한 농정을 강조함(농림축산식품부 2018: 12).
농림축산식품부(2018: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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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제5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주요 내용 분석
주요 정책 목표

수급
(생산)

안전
품질

정책영역별
건강
환경
영양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
●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
●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
●
●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
●
●
복지농촌 조성
주 1) 식생활교육은 건강·영양에 포함함.
2) 제5차 농발계획에 제시된 정책 목표별 주요
3)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에서 농촌
자료: 연구진 작성.

취급단계별
식품
산업

지역
공동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

●

●

●

●

●

●

●

●

●

●

●

●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함.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소비단계로 분류함.

농발계획은 푸드시스템 전반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정
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푸드플랜과의 유사성 및 상호 관
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 발표된 국가 푸드
플랜(‘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제5차 농발계획은 상당부분 유사한 정
책·사업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푸드플랜(‘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은 정책추진 방향, 조직, 세부사업 등
을 고려할 경우 농발계획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표 3-19>.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국가
푸드플랜(‘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는 달리 농발계획은 최근 제5차 농
발계획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생산·공급 또는 농업·농업인 관점의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둘째, 국가 푸드플랜(‘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농식품 관련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는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
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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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농발계획은 농림축산식
품부를 주관부처로 독립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농발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포함되어
있는 정책·사업도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수의 부처
에서 다루고 있는 농식품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
다. 예컨대, 농발계획은 기 발표된 종합전략(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부
소관업무인 먹는 물 관리, 음식물쓰레기 관리 등에 관한 정책·사업은 포함
하고 있지 않으며, 복지, 건강, 환경, 소비자, 안전 등에 관한 정책·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3-19>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제5차 농발계획 주요 내용 비교 분석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구분

세부과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강한
먹거리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 관리
식생활 교육
및 건강 증진

생산기반 구축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주요내용

제5차
농발계획과
비교 분석

유해물질 관리 강화

●

국가 먹거리 인증제․표시제 개선

●

먹는 물 관리 등 식중독 예방
지속가능한 축산 사육환경․질병 관리

●

이력추적관리 강화

●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망 운영

●

먹거리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 교육 콘텐츠

●

건강한 제철농산물 소비 촉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강화

●

식량자급률 제고

●

농지보전 등 생산기반 유지

●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

공공조달
체계 구축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공공조달 수요처 확대 및 식재료 품질관리

●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보

기초 먹거리 보장 / 무료급식 확대

지역 간 먹거리공급 제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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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구분

생태
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세부과제

주요내용

제5차
농발계획과
비교 분석

환경 친화적
농업 추구

친환경 농업 확대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

기후 변화를 고려한
농식품 생산․소비

생물 다양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

탄소발자국 저감
축산분뇨 저감

●

폐기․순환 관리

식품로스 감축 / 음식물 쓰레기 관리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

지역별 수요 맞춤형 기획생산체계 구축

●

먹거리 관련
취․창업 활성화
공동체 중심
먹거리경제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식품․외식 분야 취․창업 지원

●

청년 창업농 등 미래인력 육성

●

공동체 농업 / 도농교류 확대

●

전통 식문화 복원

●

주: 현재(2018년 9월 기준)까지 발표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을 바탕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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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립 및 추진 체계
가. 근거 법령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농
림축산식품부 소관)을 근거로 추진된다<표 3-20>.62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과 함께 농발계획 수립·시행을 포
함한 식품공급, 식품안전·품질, 농업인력, 농지이용, 농업생산, 농업·농촌
공익성, 농촌, 통일 및 국제협력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하고(자치법규), 이를 근거로 지역 농발계획을 수립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에 관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64개 시·군·구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중 3개 시·군·구는
시행규칙도 제정하였다(2018년 6월 1일 기준). 64개 관련 조례 중에서 58
개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개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지역 정책심의회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양주시, 고흥군,
순천시, 진주시, 사천시, 진주시 등 6개 지역이다(2018년 6월 1일 기준).

62

약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에서 제시(http://www.law.go.kr)한 법령별 약
칭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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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령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조~제64조)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농업인의 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제13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 구조개선
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주민
복지증진,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통상 및 국제협력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제1절~
제8절)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제1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정책심의회, 기본계획 추진, 연차
보고서, 관련 행정조직 정비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19조~제23조의 2)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농산물과 식품 품질관리, 식품산업 육성,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발전, 식량과 주요 식품 안정적 공급, 농산물 및 식
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24조~제29조의2)

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 육성,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여성
농업인/귀농업인 육성,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벤처농업 육성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0조~제32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 소유 및 이용, 농지 보전

제5절 농업생산 구조의 고도화
(제33조~제43조)

농업 생산기반 정비, 농업투입재 산업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진흥,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 기술개발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친환경농업 촉진, 농업경영체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
원,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농산물과 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 농산물과 식품 유통개선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4조~제47조의 2)

농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전통 농경 문화 계승, 농업·농촌 공익기능
연구·홍보,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48조~제54조)

농촌지역 발전시책 수립, 지역 간의 소득 균형, 조건불리지역 지원, 농촌지
역산업 진흥 및 개발,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농업 및 농촌지역 정보
화 촉진,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농촌주민 복지증진

제8절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55조~제60조)

북한 농업 생산체제 조사·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정책 및 보완
대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국제협력, 농업 부문 해외투자 지원,
농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농산물 및 식품 수입 관리

제4장 보칙(제61조~제64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조세 감면, 농업 정책자금 지원·관리, 농업정책보험금
융원 설립,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조~제2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제1조~제6조)
자치법규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조례·시행규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

자료: 국가 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www.law.go.kr: 2018. 6.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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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구성
국가 농발계획의 수립·추진은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과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발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중앙 정책심의회는 농발계획 수립 및 변경, 연차보
고서, 기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농업식
품기본법｣ 제15조). 중앙 정책심의회는 타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없이 농림
축산식품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농업식품기
본법｣ 시행령 제9조).6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농발계획에 관한 업무는 주로 농업정책 관련 부서
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정책심의회(‘시·군(시·군·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두고 지역 농발계획과 기타 사업계획·예
산, 농업·농촌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정책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민간 기관·단체와 전문가 등을 포함하
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14조).64

63

64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장 12명 이내,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
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됨(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역 정책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행정기관장(3명 이
내),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장 11명 이내,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
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등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됨(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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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립 절차: 제5차 농발계획 중심
가. 국가 단위 계획 수립65
제5차 농발계획은 ①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② 전문
연구기관 연구,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
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③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 부문별 추진과제를
포함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④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⑤ 중앙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⑥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확정하였다. 농발계획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국민 1,000명, 농업인 310명, 전문가 60명, 농정담당자
12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나. 지역 단위 계획 수립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을 근거로 5년마다 지역 농발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농발계획 수립 차년도에 수립함으로써 국가 농발계
획의 정책 방향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6,67 지역 농발계획 수립 대상은 농촌지역이 있는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이며, 서울특별시는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68
지역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에 관한 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다른 계획과의 상호 연계성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수립
을 강조한다.69 지역 농발계획의 포괄적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여건

김홍상 외(2017: 5, 63)를 참조하여 정리함.
박윤호(2014: 7) 참조.
67 농민신문 웹페이지 자료(https://www.nongmin.com: 2018. 9. 25.) “[시론] 제4차 농발계
획에 기대한다” 참조.
68 농림축산식품부(2014: 1) 참조.
6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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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지역 농발계획 수립 시 분야
별·사업군별로 수립하던 여타의 지역 단위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표 3-21>,<그림 3-1>.70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
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매년 보완계획과 함께 지역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현황, 정책동향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업식품기본법｣ 제17조).
농발계획과 지역 농발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농업식품기본법｣ 제16조)를 마련함으로써 농발계획이 실질적인 정
책 효용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표 3-21> 지역 농발계획과 통합대상 계획
대상 계획

법적 근거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포괄보조 5개년계획

-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생활환경정비계획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친환경 농어업육성 실천계획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쌀산업 발전 종합계획

-

산지유통종합계획
품목별․시군별 과수산업 발전계획
시․군․구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농지이용계획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농지법｣ 제14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2)를 참조함.

69
70

농림축산식품부(2014: 1) 참조.
농림축산식품부(2014: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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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역 농발계획 구조적 변화

주: 2014년 지침을 기준으로 정리된 결과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2)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3.2.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3.2.1. 최근 동향과 주요 내용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립·추진되고 있다.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계획 수립은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식품안전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주요 중앙행정
기관이 참여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립되고 있다. 2009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까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5월에 ‘제4차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러나 기
존의 3년 계획 수립 주기가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저해하다는 지적이 제
기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최근에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다.71,72
제4차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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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 5대 전
략과 15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73 기본계획은 범부처 계획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들이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74,75 제4
차 기본계획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표방하면서, 푸
드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수립·추진과
정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위원회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가 관여함에 따라, 주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안전성 확보라는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영역
은 식품안전에 한정된다.

71

72
73
74
75

식품저널 2018년 6월 12일 자 보도자료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3년
에서 5년으로” 참조(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웹페이지,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2018. 10. 6.).
2018년 6월에 식품안전기본법 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6조).
관계부처 합동(2018: 12)을 참조함.
관계부처 합동(2018: 2)을 참조함.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를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장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관계부처 합동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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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제1차
(’09∼’11)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제2차
(’12∼’14)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일류국가
수준이 식품안전관리

• 선제적 위해관리
• 과학적 위해성 평가
• 참여와 소통
• 웰빙 식품문화 조성

제3차
(’15∼’17)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제고

• 위해요소 사전예방
• 환경변화 선제 대응·소통 확대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제4차
(’18∼’20)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

• 선제적
• 안전한
• 과학적
• 건강한
• 체계적

위해요인 안전 관리
식품 생산기반 확립
유통관리·정보제공
식생활 환경 개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3, 12)을 참조하여 정리함.

3.2.2. 수립 및 추진 체계
가. 근거 법령
기본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된다<표 3-23>. ｢식
품안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은 기본법인 동시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식품안전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76 기본법은 법률의 목적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 권리와
책무, 총칙, 식품안전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식품

76

보건복지부 2008년 5월 23일 자 보도자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 식품안전
대책 총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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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소비자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수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2018년 6월 기준).77
<표 3-23> ｢식품안전기본법｣ 및 관련 법령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식품안전기본법(제1조~제30조)

제1장 총칙(제1조~제5조의 2)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
와 사업자의 책무,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제14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의무, 위원회의 회의, 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자료
및 조사·분석 요청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제15조~제19조)

긴급대응, 생산·판매 등의 금지, 검사명령, 추적조사 등, 식품 등의 회수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제20조~제23조)

위해성 평가,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험·분석·연구
기관의 운용 등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제24조~제27조)

정보공개 등,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 수
렴,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장 소비자 등의 참여
(제28조~제30조)

소비자 등의 참여, 신고인 보호, 포상금 지급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1조~제22조)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 기본조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조례

자료: 국가 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참조(www.law.go.kr: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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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인천, 광주,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동구,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영주시 등임(국가 법령정보센터 웹
페이지 참조, http://www.law.go.kr: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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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구성
기본계획은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위원
회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추진된다.
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관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
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 등을 포
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78,79 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식품안전 정책, 법령 및 기준·규격, 식품 위해성 평가, 식
품 안전사고 종합 대응방안 등을 심의·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농·축·수산
물, 가공식품, 소비 영양안전 등 4개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식품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며, 운영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조정을 실시한다.80,81

3.2.3. 수립 절차: 제4차 기본계획 중심
제4차 기본계획은 ① 국무조정실 수립 지침을 바탕으로 부처별 계획 수

78

79

80

81

정책위원회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를 참조하
여 정리함(http://www.law.go.kr: 2018. 8. 21.).
국무조정실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
부, 환경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며, 관세
청, 농촌진흥청은 제3차 및 제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함.
기존에 기획제도, 긴급대응, 화학물질, 미생물, 신식품 등 5개 위해요소별로 전
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
품, 소비 영양안전 등 4개 식품분야별 위원회로 재편함(국무조정실 2017년 12
월 27일 자 보도자료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
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
영협의회는 기존의 ‘민간위원협의회’가 2018년부터 민관위원을 포함한 ‘운영협
의회’로 변경됨(관계부처 합동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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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제출 ② 실무담당자 간 부처별 계획의 기본개념 및 주요내용 등 조정
및 협의 ③ 국무조정실 기본계획(안) 마련 ④ 관계부처 협의·조정 ⑤ 전문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⑥ 민관 합동 운영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
렴 및 최종 조정 단계를 거쳐서 수립되었다.82,83 부처별 계획 수립·제출은
각 부처가 국무조정실 수립 지침을 바탕으로 부처별 여건을 고려하면서,
실무담당자 간 조정과 협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
리계획’).

3.3.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3.3.1. 최근 동향과 주요 내용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은 대표적인 장기계획으로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
한 목적으로 국무조정실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다.84 2050
년까지를 추진기간으로 하는 국가전략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녹색성
장 5개년 계획(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하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기전략은 2009년 제1차 중기전략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2014년에 제2차
중기전략이 수립되었다<표 3-24>.
국가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
입을 목표로 하여 3대 전략과 이에 따른 10대 정책 방향, 5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85 이를 바탕으로 제1차 및 제2차 중기전략이 수립되었으며, 이

82

83
84
85

제4차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을 대상
으로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관계부처 합동 2018: 4).
관계부처 합동(2018: 4)을 참조하여 정리함.
관계부처 합동(2014: 2) 참조.
3대 전략은 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② 신성장 동력 창출 ③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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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는 각각 중앙추진계획과 지방추진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전략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부처의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제2차
중기전략에서 농식품 관련 정책으로는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녹색창조산
업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3-24>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구분

제1차
(’09∼’13)

제2차
(’14∼’18)

비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전략(정책목표)

주요 정책방향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신성장 동력 창출

④
⑤
⑥
⑦

∙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저탄소 경제·사회구조 정착
∙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합 창
조경제 구현
∙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3, 28) 참조.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이며, 10대 정책 방향은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이상 ‘기후변화 대응 및 에
너지 자립’),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
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이상 ‘신성장 동력 창출’),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이상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등을 포함함(관계부처 합동 201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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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수립 및 추진 체계
가. 근거 법령
국가전략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 국무총리실 소
관)을 근거로 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다<표 3-25>.86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는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며(자치법규), 이를 근
거로 지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150개 기초 및 광역자체단체에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2018년 6월 1일 기준).
국가전략이 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녹색성장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동법 제10조, 제11조)은 물론이고 추진
상황의 점검·평가(동법 제12조), 의견 수렴(동법 제13조) 등 점검·평가 및
환류에 관한 제반 절차를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표 3-26>.
또한 기존 부문별 계획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계획의 수립 원칙을
동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법령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41조를 통해 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
고 있으며, 동법 제50조를 통해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86

약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제시한 법령별 약
칭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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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관련 법령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1조~제64조)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9조~제13조)

국가전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
검 및 평가, 정책 의견 제시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4조~제21조)

위원회 구성·운영·기능, 회의, 분과위원회, 공무원 파견요청, 지방녹색성
장위원회 구성·운영,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제4장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진
(제22조~제37조)

기본원칙, 산업 육성·지원, 자원순환·기업 녹색경영·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정보통신기술 보급·활용, 금융 지원 및 활성화, 녹색산업
투자회사 설립·지원, 조세제도 운영, 산업 지원·특례, 산업 표준화 및 인
증, 중소기업 지원, 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규제 선진화,
국제규범 대응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38조~제48조)

기본원칙,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목표관리, 온실가스
감축 조기행동 촉진,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 거래제 도입,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 등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49조~제59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녹색국토의 관리,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녹색건축물 확대, 친환경 농림수산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생태관광 촉진, 녹색성장 생산·소비문화 확산,
녹색생활 운동 촉진, 교육·홍보

제7장 보칙(제60조~제64조)

자료제출 요구, 국제협력 증진, 국회보고, 국가보고서 작성, 과태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1조~제44조)

자치법규(시·도 및 시·군·구 관련 조례·시행규칙)
자료: 국가 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www.law.go.kr: 2018. 6. 1.) 참조.

<표 3-2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점검·평가 관련 세부 조항
세부 조항

주요 내용

제12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국무총리는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며, 평가 절차, 기
준, 결과 등은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
▪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

제13조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 제시
▪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자료: 국가 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www.law.go.kr: 2018. 6.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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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구성87
국가전략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주요 조직은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녹색성장위원회’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2인을 위원
장으로 두고,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88 국무조정실은 국가전략의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녹색성장위원회’는 정책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변경·시행, 점검·실태조사·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 조정 및 지원 등을 실시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실
무를 담당하기 위한 녹색성장지원단을 두고 있다<그림 3-2>. 분과위원회
는 민간위원들을 포함하여 총괄기획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에너지전환분
과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마련되어 있다.
<그림 3-2> 녹색성장위원회 조직 구성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웹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menu004/sub004/GRG_004_40
1.do: 2018. 10. 1.) 자료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87

88

녹색성장위원회 웹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 2018. 10. 1.), 국가 법령정
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 2018. 10. 1.)를 참조하여 정리함.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 민간위원 25명, 정부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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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수립 및 추진 절차
가. 계획 구조 및 수립 절차89
국가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계획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
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하 ‘중기전략’), 중앙 및 지방의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3>. 중기전략은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수립되며, 중
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과 중기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각각
중앙추진계획과 지방추진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 부문
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연관 관계를 강조하면서 핵심계획, 관련계획, 연관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기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3> 국가 녹색성장 계획 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4)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89

관계부처 합동(2014)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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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략90
국가전략은 2009년 2월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단계별 수립 절차를 거
쳐서 2009년 7월 확정·발표되었다. 국가전략은 ① 국가전략 체계 및 추진
방향 도출 ② 국가전략 주요 내용 검토·협의 ③ 주요 내용 및 연계 방안
도출 ④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⑤ 국가전략 최종(안) 도출 및 확정 등의 단
계를 거쳐서 수립되었다<표 3-27>.
<표 3-27> 국가전략 수립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추진 방법

1단계

국가전략 체계
및 추진방향 도출

2단계

국가전략 주요 내용
검토 및 협의

전략 수립 TF 협의(’09. 5.)

3단계

주요 내용 및
연계 방안 도출

국무위원 회의 보고(’09. 5.)

4단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5단계

국가전략 최종(안)
도출 및 확정

대통령 보고(’09. 2.)

지방자치단체, NGO, 민간협의체, 분과위원회, 정부 부처 및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한 공공·민간부문 의견 수렴(’09. 6.)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의결(’09. 7.)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 31)를 참조하여 정리함.

■ 중기전략과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 제2차 중기전략 중심91
제2차 중기전략은 ① 제1차 중기전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② 제2차
중기전략 기본체계를 마련하고 ③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해관계
자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쳐서 ④ 제2차 중기전략 초안과 ⑤ 최종
(안)을 도출한 후 ⑥ 중기전략을 확정하였다. 국가전략과 중기전략을 바탕
으로 ⑦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중앙추진계획과 지방추진계

90
91

녹색성장위원회(2009: 31)를 참조하여 정리함.
관계부처 합동(2014: 5-6)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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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5년마다 작성한다<표 3-28>.
제1차 중기전략 평가를 위해 ① 평가대상 세부과제 선정 ② 성과지표별
실적 및 계획-실행-결과 단계별 성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③ 성과 달성 여부와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여 제1차 중기전략의 한계·문제
점과 제2차 중기전략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방향성,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92 또한 평가 과정에서 부처별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다.
<표 3-28>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추진 방법

1단계

제1차 중기전략 평가

2단계

제2차 중기전략
기본체계 마련

전문가 회의(6회), 분과위원회(총2회), 민간위원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3단계

제2차 중기전략
세부추진과제 선정

관계부처 설명회,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관계부처 과제 제출

4단계

제2차 중기전략
초안 마련

관계부처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5단계

제2차 중기전략
최종(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6단계

제2차 중기전략 확정

7단계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 작성

부처별 자체 평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참여 평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확정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5)을 참조하여 정리함.

나. 점검·평가 및 환류 체계93
제2차 중기전략은 국가전략-중기전략-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으
로 이어지는 다층적 계획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을 주관기관으
로 하여 다수의 부처를 포함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획의
실행력과 체계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 점검·평가 및 환류가 강조되

92
93

관계부처 합동(2014: 6)을 참조하여 정리함.
관계부처 합동(2014: 179-180)을 참조하여 정리함.

102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와 정부계획 분석
고 있으며, 계획 점검 및 평가, 환류 과정·절차를 제2차 중기전략에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3-4>.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의 경우 녹색성장위원회가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의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는 ① 연
도별 이행실적 평가와 ② 종합평가로 구분된다. 매년 중앙추진계획 이행실
적을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2018년에 계획이 종료되는 제2차 계획의 경우
계획 종료 시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정책성과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행실적 평가는 관련 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종
합평가는 관련 부처가 선정한 성과지표, 정책방향별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행계획을 수정하고, 수정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
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4>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 점검·평가 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180)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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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조직, 법률을 중심으로 한 정부 농식품 정책 체계와 주요 농식품 부문
정부 정책계획의 수립과 추진 체계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단위 농식품 정책은 정책 집행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
정기관의 정책 추진을 심의·조정·합의·자문 기능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정부
위원회를 통해 추진된다.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품목별·영역별로 소관업
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농식품 정책 간 정합
성·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정책 비전·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식품 부문 정부위원회도 정책영역별로 조직되어 관련 주체들
의 연계·협력을 통해 푸드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농식품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도 조직 체계와 동일하게 법의
목적, 관리 대상 등에 따라 소관업무별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법률 체계로는 부처별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점에
서의 농식품 정책의 수립·추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농식품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다양한 정책
계획을 수립·활용하고 있다. 이들 정부 정책계획들은 대개 푸드시스템에서
일부 단계만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정책영역도 대체로 한정적이다. 대표적
인 정부 정책계획 중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상대적으로
식품 생산부터 소비·폐기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며 수급, 안전·품
질, 환경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정책만이 포함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
나 정책영역은 농식품 안전에 한정된다. 농식품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
관의 연계·참여를 바탕으로 푸드시스템 전반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정부 정책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 농식품 부문 정부 정책계획은 계획 수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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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중앙정부)와 지방 단위에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
한다. 지역 단위 계획 수립 시 국가와 지역 단위 계획 간 연계성 확보에 대
해서는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등 일
부 계획의 경우 법률을 통해 연계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
다섯째, 농식품 관련 정부 기본계획은 대체로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
나,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경우 5년 미만의 주기로 수립되며, 장기적인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10년 이
상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장기계획은 장기계획 수립·추진과
정에서 관련 여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수립·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거
나, 일정 주기로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계획 수립 5년 경과 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을 변경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섯째, 정부위원회는 정부 농식품 정책계획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지원
하기 위해 조정, 합의, 자문, 심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위원회
별로 포함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규모, 정부위원의 위상(직급)
은 차이가 있으며, 정부위원회별로 본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실무 지원 조직 등을 두기도 한다.
이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등 일부
계획은 지역에서의 실행을 중요시하면서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은 푸드시스
템 전반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는 점에서 국가 푸드플랜과 유사하며, 상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면서 범부처 연계·협
력을 통해 농식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푸드플랜과는 달리, 농발
계획은 농업·농업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독립적으
로 추진하고 있어 타 중앙행정기관의 연계·협력이 동반되기 어렵다. 또한
국가 푸드플랜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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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의 정책 내용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밖에 지역과의 연
계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국가 푸드플랜과는 달리, 농발계획의 경우 지역 농발계획 수립
대상은 농촌지역이 있는 시·도 및 시·군·구로 한정된다. 그러나 농발계획
이 지역에서의 시행을 중요시하면서 국가 농발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
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농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정
책적 어려움을 고려하며 여타의 관련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와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은 국가 단
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녹
색성장위원회’ 하부에 이들 위원회의 운영을 돕기 위한 하부지원조직을 두
고 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운영협의회, ‘녹색성장위원
회’는 분과위원회와 녹색성장지원단을 두고 있다.
아홉째,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은 타 중앙행정기관
의 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연관 관계)을 명확히 하고자 핵심계획, 관
련계획, 연관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계획
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를 추진기간으로 하는 장
기계획이며, 국가전략-5개년 중기전략-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으로
구성된 다층적 계획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을 포괄하는
범부처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전략
에 점검·평가 및 환류 절차·과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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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호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추진 체계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94

1. 프랑스

1.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1.1.1. 주요 동향
프랑스는 2000년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친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농
식품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에 ‘국가식품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alimentation: CNA)’(이하 ‘CNA’)를 설립하여, 농식품 정책과 공공 정책
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농식품 이슈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자
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 공공

94

해외 사례는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허남혁 박사의 위탁 원고 결과를 참조하
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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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푸드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자
각하면서, 2010년 9월에 농업 현대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농어업현대화법
(loi de modernis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péche: LMAP)｣을 근거로
농식품부(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MAA)를 주무부처
로 하는 ‘제1차 국가식품프로그램(le 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
PNA)’(이하 ‘PNA’)을 수립하였다.95,96
2014년 12월에는 제1차 PNA에 대한 검토·평가 결과를 반영하면서, 농
업, 식품 및 임업 분야의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식품·산
림미래법(Loi d'avenir pour l'agriculture, l'alimentation et la forêt:
LAAAF)｣을 근거로, 기존의 제1차 PNA를 수정한 제2차 PNA를 발표하였
다.97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공공식품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우
선순위를 고려하여 제1차 PNA에서 제시한 추진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제2차 PNA를 수립하였다.98

95

96

97

98

농어업현대화법 은 프랑스 농민 소득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 정책 수
립 및 농지 감소 대응을 위한 농업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2010년 7월에 제정
됨. 법령은 공공식품 정책의 정의와 실행, 국가 식품프로그램(PNA)의 범위, 프
랑스 농업 및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업 및
임업 분야 실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프랑스 법률정보 웹페이지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2521587&
categorieLien=id: 2018 8. 18.).
이 연구에서는 2010년에 수립된 PNA와 2014년에 수정·발표된 PNA를 구별하
기 위해 2010년 PNA는 제1차 PNA, 2014년 PNA는 제2차 PNA로 명시함.
농업·식품·산림미래법 은 경제, 사회 및 환경적 관점에서 농업, 식품 및 임업
이 직면한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됨. 농업 및 농식품 부문의 경제 및 환경
적 성과, 농경지 보호, 농식품 정책, 건강, 식생활교육, 임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프랑스 법률정보 웹페이지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
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9573022&categorieLien=id: 2018. 8. 18.).
프랑스 정부는 최근 환경 및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시키면서 CNA를 식품의회
(Parlement de l’alimentation)로 확대하고, 영양·건강 및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과
PNA의 연계성 확보를 모색하며, 제2차 PNA를 수정한 새로운 PNA의 수립 등
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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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제1차 PNA는 추진 목표와 정책 실행 수단을 고려하면서 세부 정책·사
업을 6개 축으로 구분하였다<표 4-1>. 제1차 PNA의 제1축부터 제4축까지
는 PNA의 추진목표를 방영하는 정책·사업을 포함하며, 제5축과 제6축은
PNA의 실행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제2차 PNA는 제1차
PNA를 수정·보완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책 대상, 내용 및 수
단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였
다. 제2차 PNA는 4개 축 86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먹거리
접근성 확보, 청소년 식생활 교육, 음식물 낭비에 대한 대응, 먹거리 지역
성 강화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부표 2>.99
제1차 PNA의 수정·보완으로 인해 제1차 PNA의 제2축(농식품 공급 개
선)에 포함되어 있던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항이 별도 축(제2차 PNA 제3
축)으로 분리되었으며, 제1차 PNA에서 실행을 지원하는 축이었던 제5축과
제6축을 삭제하면서 추진 목표를 중심으로 푸드플랜을 재구성하였다. 제2
차 PNA는 제1차 PNA의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PNA에 포함되어 있던 식품 접근성, 식생활교육, 음식물쓰레기, 음식 문화
유산 등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4-2>.

99

프랑스 농식품부 웹페이지 참조(http://agriculture.gouv.fr/un-nouveau-souffle-pour-le-programme-national-pour-lalimentation: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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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프랑스 국가식품프로그램(PNA) 구성 축과 주요 내용
구분

구성 축

2010년
제1차
PNA

2014년
제2차
PNA

주요 내용

제1축

양질 식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식품 섭취, 건전한 식습관 형성, 공공시설 식사 개선, 음식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제2축

농식품 공급 개선

식품품질 개선, 품종 개발, 지역농산물 이용, 식품 안전성, 지
속가능 생산 장려,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제3축

식품관련 지식과
정보 개선

청소년·소비자 교육, 정보 제공

제4축

프랑스 식품 및 식문화
유산 보존 및 홍보

제5축

식품 R&D 강화

제6축

커뮤니케이션 추진

공공-민간 커뮤니케이션 조직 통합, 파트너십 구축, 보다 나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방법 활용

제1축

사회정의

국민 영양·공급개선, 식품공급체계 개선, 식품감독체계 확립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도구 개발 등

제3축

음식물쓰레기 대응

음식물쓰레기 감소, 기부활성화

제4축

식품 지역성 강화

지역 먹거리 공급 촉진, 먹거리 유산 가치화

식재료·요리 가치 부여, 음식 관광, 음식문화유산 홍보
연구 추진·장려, 정책 사전 평가 도구

자료: 위탁원고; 황윤재·이동소(2014: 118); 프랑스 농식품부 웹페이지 자료
(http://agriculture.gouv.fr: 2018. 9. 13.)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표 4-2> 프랑스 제2차 국가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변화
구성 축

주요 변화

제1축

사회정의

∙ 제1차 PNA 제1축에서 사회정의를 강조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정책 대상
임을 명확히 제시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 제1차 PNA 제3축의 정책 대상을 ‘청소년’으로, 정책수단(방법)을 ‘식생활’로 구체화하여
반영

제3축

음식물
쓰레기 대응

∙ 제1차 PNA 제2축(농식품 공급 개선)의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항 분리 제시

제4축

식품
지역성 강화

∙ 제1차 PNA 제2축(농식품 공급 개선)의 근거리 농식품 공급·소비에 대한 내용 반영
∙ 제1차 PNA 제4축(프랑스 식품 및 식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의 정책 대상을 ‘지역’으로
보다 구체화

자료: 위탁원고; 황윤재·이동소(2014: 118); 프랑스 농식품부 웹페이지 자료
(http://agriculture.gouv.fr: 2018. 9. 13.)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PNA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진이 분석한 내용을 표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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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립 및 추진 실태
1.2.1. 수립 및 추진 체계
가. 법적 근거
프랑스는 PNA의 수립·추진의 근거가 되는 독립적인 법령을 별도로 제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1차 PNA는 ｢농업현대화법(LMAP)｣을 근거로
수립되었으며, 2014년에 제정된 ｢농업·식품·산림미래법(LAAAF)｣을 근거
로 제2차 PNA를 수립하는 등 농업 관련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수립·추진
되었다.
｢농업현대화법(LMAP)｣과 ｢농업·식품·산림미래법(LAAAF)｣은 국가식
품프로그램의 범위,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1차 PNA의 근거 법령인
｢농업현대화법(LMAP)｣은 공공식품 정책 추진 목적과 정의, 역할 등을 법
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식품 정책의 틀 속에서 PNA 실행전략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표 4-3>. 동법은 PNA가 국가 공공식품 정책의 추
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PNA
가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식문화, 공공급식, 환경·폐기, 지역 등에 관한
실행전략을 제시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농업·식품·산림미래법(LAAAF)｣은 제2차 PNA의 근거법령으로서의 역
할을 하며, PNA가 사회정의, 청소년 식생활교육,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
응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 정책의 목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4-4>. 이밖에 동법에서는 PNA 수립·추진과정에서의 CNA의 역할을 명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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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프랑스 ｢농업현대화법(LMAP)｣ PNA 관련 주요 조항
구분

주요 내용

공공식품정책
목적

￭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 조건에서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안전하고 다양하며 충분한 양의 좋은
맛과 영양 품질을 지닌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국민에게 제공
￭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국민의 요구, 제약 및 영양적 필요에 따라 식품섭취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마련

공공식품정책
정의와 역할

￭ 공공식품정책은 정부가 국가식품프로그램에서 정의
- 농식품경제상임위원회(higher council of orient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agricultural and food economy), 국가소비위원회 의견 수렴(the National Council of
the Consumption)
￭ 국가식품위원회(CNA)는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에 기여
￭ 정부는 3년마다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

국가식품프로그램
범위

￭ 실행전략 제공 범위
- 식량안보, 적정 양과 품질의 농식품에 대한 접근(특히 빈곤인구)
- 농식품 안전성
- 인간 또는 동물에 의해 소비되는 동식물의 건강(health)
- 미각, 식품 균형 및 다양성, 특정계층의 니즈, 위생규범, 농산물 원산지와 생산방식 및 환경에
대한 농작업의 영향에 관한 교육 및 정보
- 상업적 주장과 소비자 정보 간 형평성
- 농식품 맛과 영양 품질
- 환경을 존중하고 폐기를 제한하는 농식품 생산 및 유통 방식
- 짧은 유통 공급망 개발과 생산자와 가공업자 간 지리적 근접성 촉진
- 공공 및 민간 부문 급식(음식조달업, catering)에서 지역 농산물 공급
- 프랑스 식품 및 음식 문화유산

지방정부 권한

￭ 주정부(권한기관)는 공공식품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해 제품 생산자, 가공업자 및 유통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식품관측소 역할

￭ 농식품 공급과 소비 변화에 대해 경제 주체와 공공 당국 이해 제고
￭ 영양, 건강,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 공공식품
정책 목표 규정과 효과 평가 지원

공공급식 목표
(부가항목)

￭ 국가는 국가식품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체급식 공급에서 지역농민 또는 농민조합을 비롯한 짧은
유통(circuits courts)을 거친 농식품을 공급하도록 목표를 정함. 다음과 같은 범주의 생산물을
도입함에 있어 2010년에는 수요의 최소 15%, 2012년에는 20%를 달성하도록 한다(제철 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한 산물, 품질․원산지 보증 산물, 또는 환경인증 방식을
통해 재배한 산물).

자료: 프랑스 법률정보 웹사이트 참조(http://www.legifrance.gouv.fr: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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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미래법(LAAAF)｣ PNA 관련 주요 조항
구분

주요 내용

국가 식품프로그램
(PNA) 역할

￭ 국가식품프로그램은 사회정의, 청소년식생활교육, 음식물쓰레기 대응을 고
려하여 농식품 정책의 목표 결정
￭ 지방에 정책 관련 명확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명시
￭ 관련법(공중보건법)상 영양 및 건강의 정의와 관련 지침을 준수하면서 식품, 지역
및 제철식품 간 또는 식품공급의 영양적 및 감각적 품질 간 균형과 다양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교육 및 정보 분야에서 실천 범주 제안
￭ 국가식품프로그램은 농업생산자, 가공업자 및 소비자 간 짧은 유통 공급망
및 지리적 근접성 개발을 장려하며, 농식품 품질 및 원산지 표시를 바탕으
로 공공 및 민간 부문 급식에 제철 농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국가식품프로그램과 지역 지속가능 농업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조치들은
지역식품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지방정부와 소비자 간 협력을 유도하고 지
역 농업과 식품 품질 발전

국가식품위원회
(CNA) 역할

￭ 국가식품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국민 기대 분석, 공개토론(public debate)
조직, 이행과정 모니터링 등에 기여
- 공공논의는 지역경제, 사회 및 환경 위원회에 의해 지역별로 조직 가능

식생활교육

￭ 영양·건강 국가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국가식품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식품에 관한 정
보 및 교육이 교육 및 지역교육프로젝트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

자료: 프랑스 법률정보 웹사이트(http://www.legifrance.gouv.fr: 2018. 9. 17.) 참조.

나. 관련 조직 및 절차
PNA는 ① 농식품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연계와
② 민관이 참여하는 독립자문기구인 ‘국가식품위원회(CNA)’를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다.
■ 조정·집행
중앙정부에서 농식품부가 주관부처이며, 농식품부 식품국(Direction
Générale de l’Alimentation: DGAL)이 전반적인 조정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세부계획의 실질적인 시행은 농식품부를 포함한 14개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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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00 PNA 관련 정책·사업은 정책·사업별
소관부처들이 직접 예산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식품
부는 PNA의 집행 과정에서 특히 보건부, 소비자부, 교육부, 환경부와 밀접
한 논의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농식품 정책·사업에 관한 부처 간 조정·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집행은
‘국가 운영 및 모니터링 위원회(Comité national d'orientation et de suivi:
CNOS)’, ‘부처 간 집행위원회(Comité exécutif interministériel: CEI)’, ‘부
처별 워킹그룹(Groupes de travail interministériels: GTI)’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위계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CNOS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 및 이해 당
사자들로 구성되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지향점을 제공하고 우선순
위를 조정·결정한다.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CEI는 관련 부처 국장과
지방자체단체 대표자가 참여하여 정책 개입의 일관성 보장, PNA의 여러
축을 시행하는 의사결정 수준의 조정, CNOS 활동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
며, 이를 위해 3~6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이밖에 참여 중앙행정기관들
은 부처 내 GTI를 개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논의·자문
CNA는 독립 자문기구로 농식품 관련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을 주요 임무로 하며, 2014년 ｢농업·식품·산림미래법(LAAAF)｣에서 PNA
에 대한 CNA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명시하면서 PNA 추진 과정에 관여하
고 있다.101 국가식품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구체적
으로 PNA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검토·분석하고, 공개 토론을 조직하는 등

100

101

농식품부 이외에 보건부, 소비자부, 교육부, 환경부, 경제금융산업부, 노동고용
보건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교육청소년부, 고등교육연구부, 생태지속가능발
전교통주택부, 내무부, 연대사회통합부, 정의자유부, 외교부 등이 포함됨.
프랑스 국가식품위원회 웹페이지(http://www.cna-alimentation.fr/cna: 2018. 8.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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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A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CNA는 농식품부, 소비자부, 보건부 장관이 임명한 중앙정부기관, 지방
자치단체, 농식품 관련한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55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1>.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식품안전·환경·노동
관련 국가 기관, 농업·보건·소비·해양개발 관련 연구원, 관련 부처를 포함
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 시장(mayor) 협회와 광역정부
연합 등 지방자치단체협회 등이 포함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CNA를 통
해 이해관계자 참여, 상향식 의사 결정과 지역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PNA 수립·추진을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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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프랑스 국가식품위원회 구성 체계

자료: 프랑스 국가식품위원회 웹사이트(http://www.cna-alimentation.fr/cna: 2018. 8. 25.)를 참조
하여 재작성함.

1.2.2. 지역과의 관계
가. 관련 조직
광역정부(region, 레지옹) 지역 푸드플랜(Plan d’action Régional pour
l’Alimentation: PRA)(이하 ‘PRA’)은 광역정부 농식품부 지방사무국(Direction
régionale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forêt: DRAAF)(이하
‘DRAAF’)과 광역 식품위원회(Comité Régional sur l’Alimentation: CRAlim)
(이하 ‘CRAlim’)에 의해 수립 추진된다.102,103
102

프랑스 지방자치 체계는 레지옹(region)-데파르트망(Département)-꼬뮨(commune)
으로 구성됨(오현석 2018: 4-27). 이 중 레지옹은 1982년에 신설된 최상위 지방
자치단체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개념이며, 2018년 현재 18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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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정부는 중앙정부의 PNA를 기초로 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논의를 거쳐서 PRA를 수립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0년 PNA를 발표하면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광역 식품위원회
(CRAlim)를 구성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바탕으로
PRA의 수립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CRAlim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기초지
방자치단체, 기타 교육, 보건, 문화, 영양, 환경, 연구와 관련된 공공·민간
기관·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CRAlim은 정책결정보다는
논의기구의 성격이 강하며, DRAAF가 위원회 의제 설정과 PRA 수립에 관
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등 PRA의 실질적인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 농식품부는 광역정부 차원에서의 PNA의 체계적 시행을 지원
하기 위해 연도별로 지역에 시행지침을 전달하였다. 지침을 통해 PNA를
지역에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실천이 필요하며, 광역정부가
시행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보고에 유의해야 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 중앙정부에 결과 보고를 할 것 등을 명시하였다. 이밖에 농식품부 식품
국(DGAL)은 PNA와 관련된 전달사항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매
년 광역정부 DRAAF와 회의를 조직하고 있다.

103

지옹(국내 13개, 해외 5개)이 설치되어 있음. 데파르트망, 꼬뮨, 레지옹은 모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갖고 있으나,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에는 국가직속 지방
행정기구(프레펙튀르, Préfecture)가 설치되어 있으며, 데파르트망은 중앙부처 공
동사무국과 함께 레지옹 사무국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레지옹은 중앙부처 사무
국으로 DRAAF(농업, 식품, 산림), DRAC(문화), DREAL(환경, 국토정비, 주택),
DIRECCTE(기업, 경재, 소비, 노동, 고용), DRDJSCS(청년, 스포츠, 사회통합),
DRDFE(여성, 평등) 등이 운영되고 있음.
프랑스 지방농정은 일반적으로 농식품부의 지방사무국이 수행하는 국가농정
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부문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는 추
세임(오현석 2018: 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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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 지원
광역정부 PRA의 수립·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별도로 예산을 배분·
집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일반적으로 농정예산을 광역정
부별로 지원하면서, 공통 예산 지원과 함께 지역별 농식품 부문 여건을 고
려하여 일정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광역정부는 이러한 예산들을 활
용하여 PRA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농정예산 이외에 농식품부는 PNA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반영한 지
역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공모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제2차 PNA의 4개 축에 부합되는
지역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였다. 공모 카테고리는 4개 축 관련한 4개 카
테고리와 함께 지역에서의 푸드시스템 조성 관련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식품프로젝트에 관한 카테고리(Les Projets Alimentaires Territoriaux:
PAT)를 추가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하여 지원하였다<표 4-5>. 2017년에 선정된 33개 프로젝트 중에서 ‘제1축
사회정의’ 관련 프로젝트가 6개,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5개, ‘제3축
식품 낭비와의 전쟁’ 3개, ‘제4축 지역 먹거리 정착’ 8개, 지역식품프로젝
트 11개 등이었다.
프로젝트 공모는 공공 및 민간 기관·단체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역,
교사 및 연구자, 단체급식 사업자, 취약계층, 농업·식품기업, 일반 대중 등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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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푸드플랜 지원
기간

지원 프로젝트

지원 예산 규모

비고

2014/2015

19개

72만 9천 유로

2015/2016

21개

71만 6천 유로

2016/2017

47개

200만 유로

농식품부 150만 유로, 환경에너지관리청
(ADEME) 50만 유로 분담

2017/2018

33개

150만 유로

농식품부 100만 유로, 환경에너지관리청
(ADEME) 40만 유로, 연대 및 보건부 10
만 유로 분담

합계

120개

494만 5천 유로

자료: 위탁원고를 참조하여 정리함.

<표 4-6> 사회정의 부문 선정 지역 프로젝트 주요 내용(2017/2018년)
제안 기관 유형

주요 내용

포괄적, 친환경, 지역 연대
음식에 모두 접근하도록

프로젝트명

지역 유기농단체

취약가구(500가구)에 2년에 걸쳐서 연간 3,000개
유기농 꾸러미 제공

지역 농식품 군도
(Les Archipels Nourriciers)

지역원예협회

지역 내 소농가, 식품가공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및 요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취약계층 접근
성 개선

지역 빵 연대(SoliPain)

장애인 일 연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되지 않은 빵을 모아서 재가
치화할 수 있는 분야 개발

식품 교환·연대 공간
(AGROAe)

전국학생단체연합

취약한 대학생 지원

가정의 맛

맛 연구소

어린 자녀(8~11세)를 둔 저소득층 가구 부모 대상
맛 교육

동네 텃밭 채소
(La Rocade-Bel Air지역)

연구·연구 관련 기관

동네 텃밭 조성하여 고품질 과일 및 채소 접근이
어려운 동네 주민에게 공급

자료: 하석건(2018); 프랑스 농식품부 웹페이지 자료(http://agriculture.gouv.fr: 2018. 9. 23.) 등을
참조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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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덴

2.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스웨덴 정부는 푸드체인 전반의 성장을 통해서 농식품 생산을 확대하고,
자국산 및 유기 농산물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 장기 전략계획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2014년 국가 푸드플랜 수립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2014년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장기적인 국가 전략계획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2014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푸드
플랜 수립을 선언하였다. 2015년에는 푸드플랜 수립 작업에 착수하여
2017년 1월 스웨덴 국가 푸드플랜 정부(안)(‘A 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을 수립하고, 같은 해 6월에 의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를 확정
하였다.
스웨덴 국가 푸드플랜은 푸드체인 전반을 포괄하는 스웨덴 최초의 종합
농식품 계획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푸드플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기된 배경을 반영하여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농식품 생산 확
대를 강조하면서 수립되어,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 혁신적, 지속가능한 매
력적인 푸드체인을 2030년까지 수립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104
주요 목표는 ① 국가 환경 목표를 달성하면서 전체 농식품 생산을 확대
하고 ②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쟁력 있는 식품공급체인 구축이며,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은 ① 법규와 규정 ② 소비자와 시장 ③ 지식과 혁신 등 3개 영
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105
첫째, ‘법규와 규정’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104
105

김종안 외(2017: 162) 참조.
스웨덴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은 스웨덴 정부 웹페이지 자료
(https://www.government.se/498282/contentassets/16ef73aaa6f74faab86ade5ef239b659/
livsmedelsstrategin_kortversion_eng.pdf: 2018. 9. 12.)를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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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급체인의 전반적인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적정 세금·비용, 규제 단
순화, 관리 부담 감소, 기타 경쟁력·수익성 강화를 위한 수단에 관한 규칙·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소비자와 시장’에서는 농식품에 대한 소
비자 신뢰도 형성과 지속가능한 선택, 효율적 경쟁이 바탕이 된 식품시장
의 형성, 스웨덴 농식품 수출 성장 등을 도모하며, 셋째, ‘지식과 혁신’을
통해 식량공급망의 생산성과 혁신 증대,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웨덴 국가 푸드플랜은 기본적으
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 증대, 경쟁력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전략들을 환경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자 한다. 3개 영
역을 통해 안전·고품질 농산물 공급, 동물복지, 유기 등 환경을 고려한 생
산, 중소규모 또는 지역 업체를 고려한 공공조달 등 식품생산, 안전·품질,
건강·영양, 환경, 식품산업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2.2. 수립 및 추진 실태
2.2.1. 관련 절차 및 체계
가. 수립·추진 절차
2014년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스웨덴 정부는
2015년부터 약 2년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서 2017년 국가 푸드플랜(‘A 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을 수립
하였다. 2015년에 기업혁신부 농촌 부문 장관 주재의 관련 분야 관계자들
간 패널 토의(2015년 3월 5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
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순회 회의 등 광범위
한 논의·토론을 실시하였다.106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정부안을 확정
하고, 의회 환경·농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7년 6월 최종 승인을 받았
106

스웨덴은 복수장관제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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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웨덴 국가 푸드플랜은 의회 승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2030년까지 안
정적인 추진을 보장받게 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정부 푸드플랜 정부안 확정과 함께 같은 해인 2017년 2
월에 2019년까지 추진할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실행계획의 추진을 위
한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실행계획 패키지를 2017년 2
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였다<표 4-7>. 실행계획 패
키지는 국가 푸드플랜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물복지, 농식품 낭
비, 식품표시개선, 공공식사, 농업환경관리 등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포함
하고 있다. 이밖에 스웨덴 정부는 현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행될 사
업을 구상하여 심의를 거쳐서 2019년 6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모니터링 지표 마련과 정
기적인 심층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의 의회 제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표 4-7> 스웨덴 국가 푸드플랜 실행계획 패키지 주요 내용
구분

1차 발표

발표일

2017. 2.

2차 발표

2017. 3.

3차 발표

2017. 6.

사업규모(예산)

주요 내용

9개 사업
(5,800만 SEK)

▪생산부문(농업위원회 담당)
- 비용효율적 축산 생산지식 개발, 양식업, 동물복지관리를 위한 역
량개발 및 디지털화, 축산생산모델, 푸드플랜의 팔로우업과 평가
▪소비부문(식품청 담당)
- 농식품 낭비 저감, 농식품 관리역량 강화, 표시제 개선, (비EU)시
장접근 이슈에 관한 포럼

▪농식품 수출
- 중소사업체 수출 증진, 국가 수출 코디네이터
▪식물보호와 식물가공
- 식물보호제 사용 저감, 식물보호위원회 신설, 고위도 적합 식물육
종 투자
13개 사업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지원센터
(1억 1,570만 SEK)
▪스웨덴 양식업 개발
▪공공식사센터
▪농업인 경영역량 개발
▪동물복지 사안에 대한 과학적 자문
▪OECD의 농식품 부문 혁신 평가
4개 사업
(7,800만 SEK)

자료: 위탁원고를 참조하여 정리함.

▪국가 먹거리 연구 프로그램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연구학교
▪푸드체인 인큐베이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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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조직
기업혁신부(Näringsdepartementet)의 농촌부문에서 국가 푸드플랜에 관
한 사항 전반을 주관하며, 생산 영역과 소비 영역으로 구분하여 스웨덴 농
업위원회(Jordbruksverket)와 식품청(Livsmedelsverket)이 각각 푸드플랜의 실
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식품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공공, 민간 및 기타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가 전략 실행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2017년 ‘국
가식품전략위원회(Nationella rådet för livsmedelsstrategin)’를 수립하여 푸드플
랜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식품전략위원회는 농촌부문 장
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기관과 생산, 유통, 외식 관련 단체, 소비자·시
민단체 등의 대표자 19명으로 구성하였다.

2.2.2. 지역과의 연계
스웨덴 광역정부들은 전국적으로 국가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광역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푸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착수
하거나, 국가 푸드플랜이 발표된 이후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스코네주(Skåne)는 2017년 12월, 블레킹에주(Blekinge) 2018년 5
월, 옌셰핑주(Jönköping) 2018년 6월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발표하였다.
중앙정부는 광역정부에서의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푸드체인의 노력을
촉진시키고 국가 푸드플랜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7년 광역정부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국가 푸드플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광역정부의 기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광역정부별로 푸드플랜 연계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여(최대 200만 SEK), 광역, 기초 또는 광역 간 상호
협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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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국가 푸드플랜 간 조율을 위해 추가적으로 1억 SEK의 예산을 배정하
였다. 광역정부들은 2019년 2월 말까지 시행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
출해야 한다. 중앙 및 광역정부들은 국가-광역-기초 단위로 이어지는 수직
적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3. 호주와 기타 유럽 주요국

이 절에서는 과거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추진
이 이루어지지 않은 호주, 영국의 사례와 2017년에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
한 핀란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3.1. 호주

3.1.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호주는 1990년대부터 식품정책, 영양정책 등 농식품 정책의 종합적 추진
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
다. 그러나 2007~2008년의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농식품 정책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종합적인 농식품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에 관한 논의는
2010년 호주 연방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표 4-8>. 호주 노동당은 농식품 관
련 다양한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국가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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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플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노동당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107
호주 정부는 연방 총선 이후 농무부를 중심으로 식품산업계, 생산자단
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논의 과정을 거쳐서
2013년 6월에 국가 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푸드플랜 수립 후 같은 해 9월에 실시된 연방 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집
권에 실패하면서 국가 푸드플랜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표 4-8> 호주 국가 푸드플랜 추진 경과
추진시기

주요 내용

2010. 7.

노동당 정부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공약으로 제시

2011. 6.

의견수렴 위한 이슈페이퍼 작성

2011. 11.

의견 청취 결과 보고서 작성

2012. 7.

녹서(Green paper) 작성

2013. 6.

호주 국가 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 발표

2013. 9.

총선으로 노동당에서 자유당으로 정권 교체, 이후 국가 푸드플랜 추진 중지

자료: 허남혁(2017: 34)을 참조하여 정리함.

호주 국가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하며, 경쟁력·회복력 있는 식품 공급을
통한 식품접근성 보장을 주요한 비전으로 하여, 이를 성취하기 위한 우선
순위와 조치를 제시하였다. 2025년까지의 장기목표를 4개 부문으로 구분·
제시하고 이와 함께 5개년 단기목표와 세부실행계획,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① 수출성장 ② 산업번영 ③ 국민 ④ 지속가능한 농식품 등 4개 부
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부문별로 2∼8개의 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가 푸드플랜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생산, 안전·품질,
교육, 노동·기술, 환경·에너지, 건강, 인프라·운송, 산업, 폐기 등 푸드시스
템 전반의 농식품 관련한 정책영역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수
출이 강조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지역 식품불안정성 감소를 위
한 정책·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107

2010년 8월 21일에 이루어진 선거 결과, 노동당 길러드 정권(Julia Gillard 총
리)이 집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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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립 체계와 절차108
가. 수립 체계
호주는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과정에서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는 호주 국
가 푸드플랜이 수립 이후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주요 요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109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은 ① 정책 추진 기관인 연방정부 행정기관과
② 자문기관인 식품정책실무그룹(‘Food Policy Working Group’)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밖에 호주 정부는 국가 푸드플랜 실행과정에서 조정기능을
담당할 호주 식품위원회(‘Australian Council on Food’)를 구성하고자 하였
으나 실질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110
연방행정기관 중에서 농무부가 호주 국가 푸드플랜 수립의 주관부처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밖에 재무부, 외교통상부, 기후변화·에너지효율
부 등을 포함한 총 13개 연방정부 행정기관들이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
에 참여하였다.111 식품정책실무그룹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전략

108
109

110

111

위탁원고와 Leib et al.(2017: 79-82), DAFF(2013)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호주의 경우 식품산업적 관점이 강조된 국가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국민적 공
감대 형성 실패가 법적 근거 등 적정한 수립·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과 함께 호주 국가 푸드플랜이 실패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예
컨대 김종안 외(2018: 210)는 ① 호주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정에서 식품산업
계의 영향으로 식품산업 육성이 강조된 반면 식생활·영양의 공공성, 지속가능
성 등이 약화되면서 푸드플랜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약화되었으며
② 푸드플랜에 적합한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정
책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 등을 주요 실패 원인으로 지적함.
호주 정부는 정부 대표, 산업계 대표, 공중보건 대표, 지역사회단체 대표를 포
함하여 식품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기관·단체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Leib et al. 2017: 81). 그러나 국가 푸드플랜 추진이 정권 교체와 함께 이루
어지지 않음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음.
호주 국가 푸드플랜 수립에 참여한 연방행정기관은 농무부, 기후변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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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언을 얻기 위해 농무부에 의해 구성되었다. 실무그룹은 2명의 소비자
및 건강(health) 관련 대표자를 포함하여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Federation’) 및 호주식품잡화위원회(‘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나. 수립 절차
호주 국가 푸드플랜은 농무부를 중심으로 2년 6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다. 수립 과정에서 ① 진행 과정에 대한 체
계적 기록 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등이 동반
되었다. 호주 정부는 2010년 12월부터 계획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요청
및 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3년 5월에 최종적으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발표하였다.
호주 정부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슈페이
퍼(issue paper), 국가 푸드플랜 녹서(National Food Plan Green Paper), 국
가 푸드플랜 백서(National Food Plan White Paper) 등의 보고서를 순차적
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농무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
한 대면 회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슈페이퍼, 녹서, 백서 등을 활용하여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동시에 논의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표 4-9>,<그림 4-2>.
첫째, 2011년 이슈페이퍼를 발표하면서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정부계획
을 설명하였으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논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슈페이퍼에 의견 수렴을 위한 48개

효율부, 교육고용노사관계부, 재정·규제완화부, 외교통상부, 가족·주택·지역사
회·원주민부, 호주외곽·지역개발·지방정부부, 보건·노인복지부, 인프라·교통부,
총리내각부, 혁신·산업·과학·토착민부, 지속가능성·환경·수자원·인구·지역사회
부, 재무부 등임(Leib et al. 201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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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10주에 걸쳐 논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호주 전역에서 19차례의 원탁회의와 공개 웹캐스트 패널 토론
(a public webcast panel discussion)을 실시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온라인에 게시되었다. 원탁회의 참가자는 일반국민, 비영리단체,
지역사회단체 및 업계 대표를 망라하였으며 약 18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279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2012년에 이슈페이퍼를 바탕으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녹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협의 과정을 거쳤다. 녹서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7개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 정책과 정책 간 격
차, 잠정적인 정부 실행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후 논의·협의 과정에서 제
시된 의견들을 요약하여 녹서자문요약보고서(Green Paper Consultation
Summary Report)를 작성하였다. 녹서는 이슈페이퍼에 비해 보다 특정한
영역과 목표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제기하였다. 협의·논의 과정에서 700여
명의 공공기관 구성원이 참석한 28차례 회의,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120명
이상이 참석한 8차례의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셋째, 2013년에 발표된 백서는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립된 포
괄적인 전략 문서로서 식품 정책 우선순위, 이들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
한 정부의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푸드플랜의 지속성을 유지하
기 위한 조치로서 5년마다 푸드플랜 달성 수준과 푸드시스템의 실태에 관
한 보고서의 작성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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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호주 국가 푸드플랜 수립 절차와 관련 보고서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의견수렴 및
이슈페이퍼 발간
(2011. 6.)

◾ 이슈페이퍼 발간 이후 제1차 의견수렴 과정(8월 초까지 의견 접수): 279건의 의견서
접수, 호주 전역에서 19회의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1차례의 인터넷방송 공청회 개최
◾ 수렴된 의견에 대한 요약보고서 발간

2단계 의견수렴 및
국가푸드플랜
녹서 발간
(2012. 7.)

◾ 녹서 발간 이후 제2차 의견수렴 과정(9월 말까지 의견접수): 28회의 공청회에 700여
명 참석, 대표 수준의 라운드테이블 미팅 8회에 120여 명 참석, 401건의 의견서 접수
◾ 수렴된 의견에 대한 요약보고서 발간

국가푸드플랜
백서 발간
(2013. 5.)

◾ 2025년의 푸드시스템을 목표시점으로 하는 중장기계획(10년): 5대 분야 16개 과제 제시
◾ 5년마다 모니터링, 평가, 점검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정함(‘The State of the Food
System’ 보고서 작성 계획).

자료: 위탁원고; Leib et al.(2017: 79-82); DAFF(2013: 14)를 참조하여 정리함.

<그림 4-2> 호주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

자료: Leib et al.(2017: 28)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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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국
3.2.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영국은 2007~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에 기존의 푸드시스템이 농
식품 관련한 문제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농식품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노동당 정부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취임하면서 국가 푸드플
랜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논의
과정을 거쳐서 2010년 영국 국가 푸드플랜(‘Food 2030’)을 발표하였다. 그
러나 호주와 유사하게 2010년 푸드플랜이 수립된 직후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질적인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영국 국가 푸드플랜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푸드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 및 관련 목표와 생산, 건강, 환경 등 농식품 관
련 6개 영역에 걸쳐 실행주체별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112 6개 영역은 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② 회복력 있고, 수익성·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③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④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⑤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⑥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등이다. 세부 실행계획은 생산, 유통, 식량안보, 식품안전, 건강·영양 및 식
생활, 환경 등 농식품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
접근성 등을 중요시하며, 식생활교육, 취약계층 농식품 접근성, 공공부문
식품 조달에 관한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국가 푸드플랜은 정부
는 물론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계획 실행과 목표 달성을 도모하였다.

112

영국 국가 푸드플랜(‘Food 2030’)의 내용은 위탁원고와 김종안 외(2017: 91-119)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실태

131

3.2.2. 수립 체계와 절차113
가. 관련 조직
영국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 이후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호주
사례와 유사하게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과정에서 이의 체계적·지속적인 수
립·추진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조직적 관점에서 영국
은 총리(국무조정실) 주도의 논의·검토과정을 거쳐서 국가 푸드플랜의 방
향을 정립한 후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Rural
Affairs: DEFRA)(이하 ‘DEFRA’)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실질적인 국가 푸
드플랜 수립·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해
관계자 간 합의·조정을 위해 부처 내 상설·임시 조직 및 위원회 등을 활용
하였다.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논의·검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① 국무조
정실 내 정책결정 지원부서인 ‘전략유닛(Strategy Unit)’과 ② 관계부처 담
당자로 구성된 임의조직인 ‘식품전략태스크포스’ 등 2개 조직을 활용하였
다. 첫째, 전략유닛은 부처 간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식품정책에 대한 검토
를 통해 2008년 검토 백서(‘Food Matters’)를 발표하였다. 검토 백서 초안
을 작성하기 위해 농식품 관련 기관과 개인, 지방자치 정부(스코틀랜드, 웨
일즈, 북아일랜드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태스크포스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검토 백서에 기술된 식품에 관한 문제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실행상황을 점검·보고하도록 하였다.
영국 정부는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위한 일련의 실질적인 과정은
DEFRA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DEFRA는 푸드플랜의 추진을 위해 ① 자문
기구인 식품정책자문위원회와 ② 정책조정기구인 식품정책부서를 설립·운
영하였다. 첫째, 식품정책자문위원회는 DEFRA하에서 2년 동안 운영되었
다. 행정부, 학계,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DEFRA에 식품정책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둘째, 식품정책부서는 DEFRA
113

위탁원고, Leib et al.(2017: 92-93)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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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어, 위원회와 함께 우선순위와 이해
관계자 등을 정하는 것을 담당하였다.
나. 수립 절차
영국 정부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 절차의 주요 특징은 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② 논의 과정 및 결과
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이다. 국무조정실, DEFRA가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으
며, 의견수렴 결과 및 논의 과정은 검토 백서(‘Food Matters’)와 기타 문서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국무조정실 전략유닛은 관련 기관 및 개인, 지방자
치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숍 등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
다. DEFRA는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 모
임, 지역회의 4회, 온라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영국 정부는 국가 푸드플랜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이행과정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
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 푸드플랜의 세부부문별 중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제시
하였다.

3.3. 핀란드
3.3.1. 추진 동향 및 주요 내용
핀란드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은 농식품 정책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
과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농
식품 정책이 생산, 건강·영양, 식품안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지역, 국가, 국제 등 모든 수준에서의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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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였다. 또한 비용 효율적, 소비자 주도적 농업 정책과 농식품 안전·품
질 정책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산·시장 중심의 기존 농업 정책의 전환
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
여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후, 2016년 말에
국가 푸드플랜(‘Food 2030’)을 완성하고 2017년 2월에 의회에 정부 최종안
을 제출했다.
핀란드 국가 푸드플랜(‘Food 2030’)은 소비자의 적정한 농식품 섭취와
식품 선택, 푸드시스템 구축, 농식품 부문 성장·발전과 농식품 수출 관련한
2030년까지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생산, 식품안전, 영양, 산업 등
다양한 영역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표 4-10>.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핀란드 국가 푸드플랜은 경쟁력, 연구개발,
환경과 기후변화, 농식품과 건강, 다양한 판로와 소비처, 국내 생산, 먹거
리보장과 공급 안정성과 관련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푸드플랜에서
제시하는 경쟁력은 산업적 경쟁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수출, 품질, 단체
급식·공공조달, 식생활교육, 유기농, 로컬푸드 등과 관련되어 있다.
<표 4-10> 핀란드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구분

비전

목표

주요 내용
◾
-

2030년까지 다음의 사항을 달성하고자 함.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맛있고, 건강하고, 안전한 핀란드 농식품을 섭취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 능력과 가능성 보유
투명하고, 고도로 숙련되고, 유연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수익성 있는 푸드시스템을 구축
농식품 부문의 성장·발전이 잘 조화되고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 혁신 및 교육과 높은 수준의 마케팅
및 의사 소통 기술로 뒷받침
-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 및 관련 기술 수출 도모

-

농식품에 대한 이해력 증진
고품질 농식품과 음식관광을 통한 핀란드 국가 브랜드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책임 있는 농식품 생산과 유통 보장
국내자원에 기반한 푸드시스템 역량, 수익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경쟁력 증진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핀란드 농식품이 되도록 농식품 부문 발전 지원
푸드시스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맛있고 안전하고 영양 많고 적당한 가격의 농식품 이용가능성과 생산 증진
농식품 부문 행위자들 간 협력 증진

자료: 위탁원고를 참고하여 정리함.

134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실태

3.3.2. 수립 체계와 절차
핀란드 국가 푸드플랜은 농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농식품정책자문위
원회를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농식품 관련한 정책의
조율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2013년에 설립되었다.
식품의약품, 푸드체인 발전 및 커뮤니케이션, 국가 영양 등에 관한 3개 하
위 전문분과를 두고 있다. 이 중 푸드체인 발전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전문분과에서 농식품 정책의 조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협의·논의 과
정을 거쳤다. 2016년 농식품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착수모임을 개최
하였다(2016년 1월)<그림 4-3>. 이후 농식품부가 주관한 전문가 워크숍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5차례 총 112명 참석), 세미나 등 오프라인
기반 대면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가 푸드플랜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말 최종안을 작성하고 2017년
봄에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온라인 설문
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2017년 5월부터
조사 실시).
<그림 4-3> 핀란드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

자료: 위탁원고와 핀란드 농식품부 웹페이지(https://mmm.fi/documents/1410837/1923148/
seminaariesitykset+04102017.pdf/0b87200b-5b98-452e-bace-ece46baecd89/
seminaariesitykset+04102017.pdf.pdf: 2018. 11. 8.) 자료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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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현재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국
가와 영국, 호주 등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시도했던 국가
들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영국, 호주 등 국가 푸드플랜을 추진 중이
거나 과거 추진하고자 시도했던 국가들은 국가별 제반 여건과 국가 푸드플
랜의 추진 목적·배경에 따라 정책 비전·목표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
로 비전·목표 등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농식품 개별 영역 또는 푸드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제시되고 있다<표 4-11>. 예컨대 영국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수립, 호주는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 스웨덴은 지속가능한 푸
드체인 수립,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섭취 등을 주요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세부 정책 목표에도 영국은 지속가능한 식사 및 식품 생산,
호주는 지속가능한 식품, 스웨덴은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식품
공급체인 구축, 핀란드는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
력(안)’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주요한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11>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의 정책 비전 및 목표
국가
프랑스

주요 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충분한 양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모든 국민 접근
목표 사회정의; 청소년 식생활교육; 음식물쓰레기 대응; 식품 지역성 강화
비전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푸드시스템 수립

영국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사 장려; 탄력적이고 유익하며 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현;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목표 증대;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음식물쓰레기 감소, 재활용·재처리; 기술·지식·연구·과학기술 영향
증대
비전 지속가능, 경쟁력·회복력 있는 식품공급을 통해 식품접근성 보장

호주

목표

수출 증대; 산업 진흥; 자연재해 및 지역 소외계층 위한 식량안보 강화; 국가영양정책 발전; 식품 생산 능력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 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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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가

주요 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경쟁적, 혁신적,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푸드체인 수립

스웨덴

핀란드

목표

국가 환경 목표를 달성하면서 전체 농식품 생산 확대;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쟁력 있는 식품공급체인 구축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맛있고, 건강하고, 안전한 핀란드 농식품 섭취; 소비자가 정보
에 입각한 선택능력과 가능성 보유; 투명하고, 고도로 숙련되고, 유연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수익성
비전
있는 푸드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부문의 성장·발전이 잘 조화되고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 혁신 및 교육과
높은 수준의 마케팅 및 의사소통 기술로 뒷받침;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 및 관련 기술 수출 도모
농식품에 대한 이해력 증진, 고품질 농식품과 음식관광 통한 핀란드 국가 브랜드 강화, 소비자 지향적 책임
있는 농식품 생산과 유통 보장, 국내 자원에 기반한 푸드시스템 역량·수익성·생산성·지속가능성·경쟁력 증
목표
진, 기후 및 환경목표 달성 기여, 국내외 소비자들을 고려한 농식품 부문 발전 지원, 농식품 이용가능성
및 생산 증진, 이해관계자 간 협력 증진

한국

비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주: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제시한 ‘<표 2-1>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 수립 현황’에서 제시된 내용을 제4장에서
검토한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위탁연구를 참조하여 보완함.
자료: 연구진 작성.

둘째, 주요국의 세부 정책 내용도 서로 차이가 있으나 국가별 정책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안전·품질, 건강·영양, 환경, 산업, 지역·공동
체 등의 다양한 농식품 관련한 문제를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 다루고자 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표 4-12>.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비교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생활교육, 건강·
영양, 취약계층, 음식물쓰레기(폐기), 공공급식(조달)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은 공공급식(조달)에 있어서 지역
농산물 또는 지역업체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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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 주요 내용 비교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안)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식품안전, 식생활 교육, 생산, 공공조달, 취약계층 환경 친화 농업, 기후변화
먹거리 등
대응, 폐기·순환 등
건강·영양 등

지역 먹거리 순환, 먹거리
관련 취·창업, 공동체
중심 먹거리 경제 등

프랑스

●
(식생활교육, 영양)

●
(공공급식, 취약계층
지원)

●
(음식물쓰레기)

●
(지역 농식품 이용)

스웨덴

●
(안전·고품질 농산물)

●
(생산, 공공조달)

●
(동물복지, 유기)

●
(공공부문 지역업체 이용)

호주

●
(취약계층/지역 식품접근,
식생활교육)

●
(생산, 안전)

●
(음식물쓰레기, 환경)

●
(지역사회 연대한
식품생산)

영국

●
(식생활교육, 식품안전)

●
(생산, 취약계층 접근성,
공공부문 식품조달)

●
(농식품폐기)

●
(로컬푸드)

핀란드

●
(식생활교육)

●
(단체급식, 공공조달)

●
(유기농)

●
(로컬푸드)

주: 현재(2018년 9월 기준)까지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국
의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
자료: 연구진 작성.

셋째,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 푸드플랜은 미래 전망·기대를 바
탕으로 한 장기계획이다. 스웨덴, 핀란드는 2030년까지를 목표 기간(비전
달성 기간)으로 한 푸드플랜을 2017년에 수립하였다. 과거 국가 푸드플랜
을 수립하였던 호주와 영국의 경우에도 각각 2025년(2013년 수립), 2030년
(2010년 수립)까지를 목표 기간으로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2014
년에 두 차례에 걸쳐 PNA를 발표하였다. 일부 내용 수정·보완은 있었으나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 청소년 식생활교육,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 등
PNA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넷째,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과정에서 대체로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의 연계·협력하에서 종합적으로 농식품 정책을 추진
하고자 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였다. 프랑스는
농식품부, 보건부, 교육부 등을 포함한 14개 중앙행정기관들이 논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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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고 있다. 이밖에 핀란드, 스웨덴 등도 농업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국가식품위
원회(CNA), 스웨덴은 국가식품전략위원회, 핀란드는 농식품정책자문위원
회를 통해 푸드플랜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책 조정, 자문, 협력·연
계 등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논의·의견 수렴 과정·절차를 중시하며,
이러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가 푸드플랜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투
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최소 2~3년간의 정부기
관, 민간기관·단체,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교환과정을 거쳐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여섯째,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중앙과 지방 간 정책의 수직적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정부의 지역 푸드플랜이 국가 푸드플랜과의 연계성
을 확보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푸드플랜의 확산을 위해 프랑스와 스웨덴 모두 농정예산 이외에 지역에 푸
드플랜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 사업공모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국가 푸드플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정부에 일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곱째, 해외 주요국들은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효과적 정책 추진과
장기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점검·
평가 등을 위한 수단·절차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은 2017
년 국가 푸드플랜 수립 이후에 모니터링 지표 마련과 정기적 심층모니터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식품위원회에 PNA의 실행을 모니
터링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밖에 영국의 경우에도 국가 푸드플랜을 수
립하면서 이행과정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여덟째,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였으나 실질
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 실패 요인으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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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가 푸드플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정권 교
체에 취약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비해 프랑스는 법령
에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국가 푸드플
랜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속적 추진을 보장받았다.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이 장에서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
기 위해 구조적·체계적·절차적 관점에서 계획, 법령, 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방안과 국가 푸드플랜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 지역과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과
제들을 검토한다.

1. 기본 방향

1.1. 국민 중심의 정책 구현
국가 푸드플랜의 실질적 성과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생산자
를 중심으로 하며 하향전달식 의사결정구조를 바탕으로 한 농식품 정책에
서 탈피하여, 농식품이 생산된 이후 소비·폐기에 이르는 과정·절차에 관여
하거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필요를 반영하고, 이들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적
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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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계·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
이슈별·영역별로 개별 부처에서 분산되어 관리되며, 정책 간 연계성이
커지고 있는 농식품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식품수급,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
슈·문제에 국가 공통의 중장기 농식품 정책 비전·목표를 수립하여 체계적
으로 대응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기관·단체,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정책 연
계·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1.3. 국가 푸드플랜 지속성 확보
농식품과 관련하여 환경, 건강·영양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으로
정책적인 성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 푸드플랜 수립·
추진을 통해 농식품 영역별, 푸드시스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현재의 문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푸드플랜이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환경이 마련되어
야 한다.

2. 국가 푸드플랜 체계적 수립 방안

2.1. 수립 방향
국가 푸드플랜은 정책 내용·범위, 비전·목표, 세부전략에 있어서 포괄성,
추상성·보편성,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푸드플랜은 푸드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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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슈에 대해 관련 여건·환경 및 정책적 판단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책대상 및 정책영역·범위가 계획 수립에 탄력
성·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푸드플랜은 다양한 농식품 정책 영역·이슈에 대한 현재의 관
련 여건·실태와 함께, 장기적인 전망·예측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범부처 장
기계획이다. 따라서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는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아우르면서 이들 부처의 개별 농식품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적이며, 동시에 일반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도출하고 필요를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어야 한다.
셋째, 국가 푸드플랜에 포함된 정책·사업은 개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
역 행정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부
내용·전략은 정책 집행에 있어서 개별 추진 주체들의 정책적 자율성·재량
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2.2. 계획 구조와 체계

2.2.1. 구성과 주기
국가 푸드플랜이 중장기적 국가 비전·목표의 수립과 체계적인 달성, 실
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국가 비전·목표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
부처 대응전략인 기본계획(국가 푸드플랜)과 함께 ② 기본계획을 실질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담고 있는 실행계
획 ③ 정책 여건 변화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수정·반영한 보완계획을 주
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전망에 기반한 국가 대응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상정할 경우,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주기는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농식품 관
련 계획보다는 길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농식품 부문 정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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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 주기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0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것이 적
정하며, 이러한 경우 보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차에 점검·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 6년차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시행계획
은 기본계획과 보완계획을 반영하여 세부 실천전략을 담아 연도별로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기본계획’(환경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보건복지부) 등 장
기적인 성격의 정부 정책계획들은 대체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고
려하여 10년을 계획 수립주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평가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대체로 국가 푸드플랜을 10
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전체 응답자의
50.1%), 연도별 실행계획(5점 척도 기준 평균 4.25점)과 보완계획(평균
4.26점)의 수립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그림 5-1>.
<그림 5-1>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실행계획·보완계획 수립 필요성 평가
단위: 점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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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범위와 내용
국가 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농림축산식품
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 조직, 절차 등 체계적·절차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정책 여건을 고려할 경
우, 체계적·절차적 정비와 함께 국가 푸드플랜의 내용과 범위를 단계적으
로 확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기적으로 국가 푸드
플랜의 기본원칙과 방향, 중장기 비전·목표, 개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
고, 체계적·절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안정적·지속적인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추진전략·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 푸드플랜 수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세부 실천 계획까지 포
함한 구체적인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을 선호하고 있었다(소비자 59.2%, 생
산자 74.0%, 전문가 69.0%)<그림 5-2>.
<그림 5-2> 국가 푸드플랜 수립 필요성과 범위
단위: 점, %

자료: 소비자 600명, 농축산업 생산자 150명,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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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법률적, 조직적 또는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할 경우 단기
간에 세부적·구체적인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대
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을 2~3년간 이해관계자 간 논의, 의견 수렴, 정부 차
원의 정책 검토 등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
다.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2년여 간의 이해관계
자 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제1차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1차 마스터 플랜은 먹거리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정책 방향 설정
과 선언에 의미를 두고 2017~2020년까지의 단기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현재 2021년에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포함한 제
2차 마스터 플랜 수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의 비전(‘지속가
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과 핵심 어젠다(건강한 먹거리, 누
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등)를 바탕으
로 세부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용과 전략 수립 과정, 향후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서 농식품을 둘러싼 경제사회, 환경 및 정책 여건과 함께
국민 인식과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국가 푸드플랜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으나(소비자 3.97점, 생산자 4.17점, 전문가 4.26점), 세부적인 국가 푸
드플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균형 있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
책적 시각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 충분성은 환경 및 식량안보 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평가되었으며, 정책 필요성은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정책
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5-4>.
세부 정책의 경우 농식품 생산·공급 기반 구축,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국
민 건강·영양관리, 기후변화 대응은 공통적으로 정책 필요성을 높게 평가
하였다. 전문가는 소비자, 생산자와 달리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공공급
식, 취약계층 먹거리 등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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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전관리(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소비자 참여형 식품 안전관리 등), 환경
친화 농업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표 5-1>.
지역 먹거리, 환경친화농업, 건강·영양,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공공급
식 관련한 정책·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국가 푸드플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주요하게 포함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농식품 폐기(낭비)에 대해서는 정책 필요
성이 설문조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과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해외 주요국의 푸드플랜에서는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주요 정책영역별 정책 충분성 평가
단위: 점

주: 응답그룹별 점선과 괄호는 설문응답자 그룹별 평균임.
자료: 소비자 600명, 농축산업 생산자 150명,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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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주요 정책영역별 정책 필요성 평가

단위: 점

주: 응답그룹별 점선과 괄호는 설문응답자 그룹별 평균임.
자료: 소비자 600명, 농축산업 생산자 150명,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표 5-1> 주요 세부과제의 국가 푸드플랜 포함 필요성 평가
우선순위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1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생산·공급 기반 구축

2

생산·공급 기반 구축

국민 건강·영양관리

생산·공급기반 구축

3

국민 건강·영양관리

소비자 참여형 식품 안전관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4

기후변화 대응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공공급식 체계 구축

5

소비자 참여형 식품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6

환경친화 농업

환경친화 농업

국민 건강·영양관리

7

농식품 폐기(낭비)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

8

4차산업 등 미래대응

취약계층 먹거리 불균형

취약계층 먹거리 불균형
소비자 참여형 식품 안전관리

9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체계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10

취약계층 먹거리 불균형

공공급식 체계 구축

환경친화적 농업

11

공공급식 체계 구축

4차산업 등 미래대응

지역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12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등 미래 대응

13

식생활교육

지역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14

식품산업 진흥·수출

식품산업 진흥·수출

농식품 폐기(낭비)

15

지역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농식품 폐기(낭비)

식품산업 진흥·수출

주 1)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 지역·공동체 등 주요 농식품 정책 영역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관련된 15개 세부 과제에 대해 제시하여 의견을 설문함.
2) 설문응답자 그룹별 굵은 테두리 선 내부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점유율은 10% 이상이며, 테두리 선 내
부의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과제들은 조사대상 3개 그룹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세부과제를
표시한 것임.
자료: 소비자 600명, 농축산업 생산자 150명,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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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타 계획과의 관계114
국가 푸드플랜은 푸드시스템 전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관련 계획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중앙단위에서
관계 부처·기관 간 수평적 연계·협력과 중앙-지방의 수직적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일관성·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푸드플랜은 타 정부계획
의 상호 관련 정책과 지방정부 지역 푸드플랜에 대해서 중장기 기본 방향
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법을 바탕으로 수립되어 관련 정책에 대한 중
장기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과 농식품 정책영역별 주요 기본계획들
은 핵심계획으로 분류하여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 과정에서 상호 연계와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핵심계획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해양수산부), ‘자원순환기본계획’, ‘국가환경종
합계획’(이상 환경부),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국무조정실), ‘국민영양관
리기본계획’(보건복지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타 개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추진되는 정책영역별 다양한 농식품
정책계획들은 연관계획으로 분류하여 해당 정책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할 경우 국가 푸드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식품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계획으로는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식
생활교육기본계획’,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농림축산식품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
획’(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기타 농식품
관련한 정책계획 또는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경우에도 국가 푸드플랜
에서 제시하는 정책 비전·목표를 포함한 추진 방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14

현재 발표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의 내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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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국가 푸드플랜 수립 체계 종합
국가 단위 푸드플랜은 중장기적 시행에 따른 관련 여건·환경 변화를 반
영하면서, 실질적인 실천력과 타 계획과의 연계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하에서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5-5~5-6>.
<그림 5-5> 국가 푸드플랜 단계별 수립 체계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5-6> 타 계획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국가 푸드플랜 체계 구성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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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향후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①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②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2.3.1. 제1안: 기존 법률 개정
제1안은 국가 푸드플랜이 포괄적인 정책 영역·범위를 포함하고자 한다
는 점을 고려하여, 농식품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
본법으로 여타의 법률에 비해 비교적 포괄적인 범위에서 농식품 관련한 정
책을 규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첫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의 법
적 근거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동법이 농업·농촌은 물론이고 푸드
시스템 전반의 농식품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명
확히 하기 위해 법률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 기본법｣(가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법 목적을 통해 농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
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법은 법명과 법 목적(제1조)을 통해
동법이 농식품 전반이 아닌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115
둘째,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방향과 함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법령
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푸드플랜이 처음으
로 수립되는 단계이며, 집행 체계 등 정책 집행을 위한 제반 사항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근거 조항을 통해 국가 푸드플랜 수
립 목적·방향, 주요 내용, 수립 주기 등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법적으로 뒷

1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은 제1조(목적)를 통해 동법의 목적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이라고 제시함(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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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근거 조항을 우선적으로 마련하
고, 향후 범부처 협의·조정 등을 통해 법제, 추진 체계 등을 정비한 후 국
가 푸드플랜 추진·집행 관련 조항을 수정·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부처, 민관 등 이해관계자 간 정책 연계를 실현하고 협력적 행정
을 통해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을 가능케 하
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거버넌스 조직의 마련·운영은 법적인 근
거 조항을 통해 뒷받침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서, 범부처 참여를 통해 농식품 정책 영역 전반을 포괄하여 다루고자 하는
거버넌스 조직(정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동법에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경우 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두고, 정부위원회 설치 근거는 별도의 법령에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정에 관한 민관 거버넌스로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설
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를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거버넌스 조직
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116 따라서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우선, 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활용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국가 푸
드플랜에 관한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활용하고 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거 법률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푸드플랜 수
립·추진에 적합하도록 동 위원회의 기능·역할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야 한

116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는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
의 설치에 관한 요구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동 특별위원회가 국가 푸드
플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제시된 바 있음(농림축
산식품부 내부자료; 한국농업신문 웹페이지(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51) 2018년 10월 4일 자 보도자료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로 농정대개혁의 물길 열어야”: 2018. 10. 23.). 또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위
원회 설치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개호 의원(2017. 8. 21.), 위성곤 의원
(2017. 9. 12.) 등이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음(<표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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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에 국회를 통해 발의된 동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령 제정(안)들
의 경우, 대체로 동 위원회의 성격을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 또는 협의기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농식품 정책 영역·이슈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범부처 연계·협력과
부처별 정책 간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117
이밖에 정부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대안으로서 ｢행정기
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국가 푸드
플랜에 관한 별도의 정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관련 법률을 법적 근거로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또는
‘일자리위원회’는 각각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구성
되어, 관련한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3.2. 제2안: 새로운 법령 제정
제2안은 국가 푸드플랜에서 포괄하고자 하는 농식품 정책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종합적 성격의 농식품 부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
도록 별도의 새로운 법령(｢농식품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농식품기본법(가칭)｣이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서의 역할
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푸드플랜에
서 추구하는 농식품 정책의 이념이 목적, 정의 등을 통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시민(국민)의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푸드플랜을 수립·시행해야 할 법률적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가
푸드플랜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
야 한다. 셋째,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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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또는 협의기구 설정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에 정책 조정·심의 등
실질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체계 정당성에 부합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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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을 통해 푸드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연계·통합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으로 농식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가 푸드
플랜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다부처 소관의 농식품 정책 전반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가 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의 체계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립·집행 체계가 규정되어야 한다.

2.3.3. 대안별 비교와 단계별 전략
가. 기존 법률 개정의 장단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기존 법률
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국가 푸드플랜 수립·이행에 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표 5-2>. 또한 법률 제·개
정에 동반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새로운 법률 제정에 동반되는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동법이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국가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방향과 포괄하고자 하는 정책, 수립·시
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서 체계적 완결성을 갖추기 어렵다. 예컨대 동법은 식품안전, 음식물폐기
에 관한 사항이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범부처적인 성격보다
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기본법의 성격
이 강해서, 부처 간 정책 조정·협의·심의 등을 가능케 하는 정부위원회 조
직 등 수립·시행 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직법을 활용하여 정부위원회 수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
다. 이밖에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새로운 범부처 농식품 정책 대응 전략
으로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자 함에도 기존의 법률을 활용한다
는 점에서 법률 제·개정에 따른 파급력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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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법률 제·개정 형태별 장단점 비교
도입 형태

기존 법률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새로운 법률 제정
(｢농식품기본법｣(가칭))

법률 제·개정 신속성

○

×

법률 제·개정의 파급력

×

○

법률의 체계적 완결성

×

○

법률 제·개정 비용 절감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

자료: 이계임 외(2014: 258)에서 법률 제·개정 대안별 장단점 비교를 위해 활용한 기준을 적용함.

나. 새로운 법률 제정의 장단점
새로운 법률(｢농식품기본법(가칭)｣) 제정은 법률 제정에 따른 파급력이
크며,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 국가가 추구하는 농식품 관련한 비전·목표를
반영하면서 푸드플랜이 포괄하는 정책 영역 전반을 규율하고, 이를 수립·
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완전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 활용
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5-2>.
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의 경우 농식품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의견 수렴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입법 추
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식생활교육 전반을 관리
하는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기본법｣이 5년여의 입법 시도를 거쳐서 ｢식
생활교육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2013년에 제정되었다. 물관리 정책
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의 경우 입법 시도 20여
년 만인 2018년에 제정되었다. 또한 법률 제정 비용이 기존 법률을 활용하
는 것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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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별 법률 근거 마련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 목적·비전과 이를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
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률 제정 방안이 법률적으
로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새로운 법률 제정
방안이 40.5%로 가장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다<그림 5-7>.
그러나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서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향후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이 어려울 수 있
다. 현재 수립 추진 중인 국가 푸드플랜의 법적 근거 마련이 계획 추진의
지속성·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단기적으로 반
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온전하게
담아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직법을 통해 보완하여 이용한 후, 중장기적으로 ｢농식품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5-7> 법률 근거 마련 전략에 대한 평가
단위: %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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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계별 다층적 논의 구조 도입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기본방향 설정-전략 마련-계획 확정 등의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반영
하며,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확산시킬 수 있는 참여 경로·절차를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정부와 민간 부문 이해관계
자 간 논의·협의 이외에 다양한 계층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
장하는 수단·절차가 도입되어야한다. 소비자, 생산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농식품 정책 수립·추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
렴·반영하는 상향식 의사 결정이 충분히 동반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그림 5-8>. 또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상향식 의
사 결정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5-8> 국가 푸드플랜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 평가
단위: 점

자료: 소비자 600명, 농축산업 생산자 150명,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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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경우 대개 2~3년간에 걸친 국가별 푸드플랜 수립 단계에
서 지역 순회회의, 전문가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대면회의와
인터넷 공청회, 온라인 토론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실시하여 국가 푸드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식·이
해시키고,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5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초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농정담당자 등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의 경우 수립과
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민간협의체, 분과위원회, 정부부처 및 대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한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밖
에 국내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푸드플랜도 2년
여에 걸쳐서 전문가, 민간단체, 일반인, 관련 부처 정책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서울특별시 먹거리 관련 민관 거버넌스 등이 참여한 의견 교
환·논의를 통해 수립되었다.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참여 수단으로
는 관련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또는 관심이 있는 개인 등
을 참여대상자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국적 대면회의를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 수단으로는 온라인 의견 모집,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온라
인시스템과 대면회의를 결합한 정책 논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절차적 수단들은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국
가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인식 제고와 정책 보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
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인식 조사 체계(5점 척도 기준 평균 4.15점), 이해
관계자 협의·의견 수렴 체계(평균 4.27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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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국가 푸드플랜 의견 수렴 체계·절차 도입 필요성
단위: 점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는 적정한
경로·수단을 활용하여 공개함으로써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및 향후 추진 과
정에서 투명성·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는 사안별로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국가 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을 수립하면
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여 이를 의견 수렴을 위해 활용하고, 의견 수렴 결
과를 정리·요약하여 녹서자문요약보고서(Green Paper Consultation Summary
Report)를 작성하는 등 단계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영국의 경
우에도 의견수렴 결과 및 논의 과정은 검토 백서와 기타 문서를 통해 정리
하여 공개하였다. 최근 국가 푸드플랜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캐나다의 경
우, 별도의 웹페이지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반국민 4만여 명
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기타 국가 푸드플랜 관련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발표하고 있다.118

118

캐나다 정부는 국가 푸드플랜 관련한 정부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는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 목표 등을 도출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8월까
지 4개월여 간 일반국민 약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캐
나다 정부 웹페이지, https://www.canada.ca/en/campaign/food-policy.html: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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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푸드플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3.1. 정책 연계·협력 체계 구축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별 법률과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정
책계획 간 모순·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자 간
연계·협력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119 국가 푸드플
랜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프랑스는 국가식품위
원회(CNA), 스웨덴 국가식품전략위원회, 핀란드 농식품정책자문위원회 등
의 위원회 조직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3.1.1. 조직 마련 방안
거버넌스 마련은 ① 국가 푸드플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범부처위원회
(‘국가농식품위원회(가칭)’)를 구성하거나 ② 현재 설치의 필요성·요구와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거버넌스 조직으로서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제시되
고 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밖에 ③ 기존 농식품 분야 정부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
이 있으나, 분야별 정부위원회의 통합은 이러한 정부위원회가 정부 또는
개별 소관 부처의 필요·목적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
우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국가농식품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경우 국가 푸드플랜에서 포괄
하고자 하는 정책영역 전반을 다루고,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를 구현

119

성지은·송위진(2007)은 정책통합을 통해 부문별 정책이나 행동 방침을 전체
수준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총체적 전략 및 비
전개발과 합의를 형성·조율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거버넌스가 강화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함. OECD(2016)에서도 통합적 정책 접근을 위해서 조정 메커
니즘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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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정책 수립·집행 과정을 보다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국가농식품위원회’를 신설(52.4%)하
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0>. 그러나 개별 부처
들이 이러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과 정부위원회 조직 마련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낼 경우, 조직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경우 현재 지속적
인 도입 요구와 관련한 입법 추진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농식품위
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설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관련한 정책영역을 주로 다루고자 하며, 이러
한 경우 국가 푸드플랜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영역·범위를 완전
하게 포함하지 못한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자문·협의를 중심으로
할 경우 정책 수립·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부
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별위원회가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농식품 관련 정책·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
도록 법령을 통해 명시해야 하며, 자문·협의 기능 이외에 조정·심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120
단기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푸드플랜
의 추진 목적, 세부 정책영역·범위 등을 온전하게 반영하며, 범부처 정책
연계·조정을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에 기능·역할을 부여하거나 새로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120

최근 이개호 의원(2017년 8월 21일), 김현권 의원(2017년 8월 25일), 위성곤 의
원(2017년 9월 12일) 등이 특별위원회 관련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
음. 이개호 의원 발의 법안은 대통령 자문, 위성곤 의원은 범정부 협의기구로
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함. 김현권 의원은 ‘국민행복농어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 정책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농어업·농어촌, 건강·안전 등 대상 정책 영역 범위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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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국가 푸드플랜 거버넌스 조직 마련 방안 평가
단위: %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3.1.2. 조직 위상 및 구성
범정부 대응전략으로서 국가 푸드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
해 관련 정부위원회(예컨대, ‘국가농식품위원회(가칭)’)는 대통령 또는 국
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
관장 소속 위원회로 설치할 경우, 실질적인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가식생활교
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소관)는 범정부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이외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농식품 정책영역(‘식품안전’)을 다루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
사 결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0.7%에
달하였다<그림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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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국가 푸드플랜 관련 거버넌스 조직 위상
단위: %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협력적 행정 원칙하에서 정부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의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전문성 확보, 정부 견제 기
능 작동, 절차적 투명성·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 푸드플랜은 ①
광범위한 농식품 정책영역을 포함하며 ②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연계·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한
다. 따라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농식품 분야 민간기관·단체, 관련 전문가
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단체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는 물론 푸드시스템 전반 또는 농식품 정책영역과
관련된 민간기간·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 식생활교육, 식품산
업 관련한 민간기관·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③ 국가 푸드플랜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의 요구·필요, 참여
가 필수적이며, 지역 푸드플랜과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
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위원회에 포함될 필요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였고
(5점 척도 기준 평균 4.30점), 다음으로 생산자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의 포함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그림 5-12>. 특히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들은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36
점으로 해당 항목 평균인 4.30점보다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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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국가 푸드플랜 관련 정부위원회 구성 평가

주: 테두리선 내부는 항목 총 평균인 3.97점이 넘은 결과들임.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지역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
점을 맞추면서 시도지사협의회대표 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 위원
으로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국가식품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
연직위원으로 관련 정부기관과 함께 시장(mayor) 협회와 광역정부 연합 등
지방자치단체협회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
우,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시도지
사협의회 의장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의장을 각각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그림 5-13>.
<그림 5-13> 국가 푸드플랜 관련 거버넌스 조직 구성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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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직 기능과 역할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정부위원회는 대개의 정부위원회들과 유사하게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정책 일관
성, 연계성, 체계성 확보를 위해 정책 협의·조정·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
다. 특히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국가 푸드플랜 관련
계획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관련 정책(계획)이 국가 푸드플랜에 부합하도록
요청하고 부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정합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소관 부처별로 별도 법령에 기반
하여 수립·추진되는 다수의 계획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
며 한계가 있다.

3.2. 지원 조직 마련
국가 푸드플랜은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농식품
관련한 정책·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한 정책을 집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범부처 정책 계획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는 정부위원회 이외에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추진이 체계적·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효과
적 추진을 위해 전문위원회(5점 척도 기준 평균 4.29점)와 실무위원회(평
균 4.30점)의 구성이 필요한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밖에 사무기구 마
련의 필요성도 높게 평가하였다(평균 4.13점)<그림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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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전담 및 지원조직 마련의 필요성
단위: 점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실제로 대개의 범부처 위원회들이 본 위원회 이외에 전문위원회, 실무위
원회 등을 두고 본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안전성
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실무위원회
와 분과위원회를 모두 두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기계획
인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의 경우에도 본 위원회인 ‘녹색성장위원회’
하부에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한 3개 분과로 구성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녹색성장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두고 있다. ‘식품안전기본계
획’의 경우에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이외에 4개 분과로 구성된 전문위원
회와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PNA는 민관 자문기구인
‘국가식품위원회(CNA)’ 이외에도 ‘국가 운영 및 모니터링 위원회(CNOS)’,
‘부처 간 집행위원회(CEI)’, ‘부처별 워킹그룹(GTI)’ 등 다양한 조직들에
의한 논의, 조정·합의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 푸드플랜의 경우에도 본 위원회 이외에 정부·공공 또는 민관기관·
단체와 개인 등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포괄적인 정책 영역을 포함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전문위원회는 주요 농식품 정책 영역별로 구분하여 국가 푸드플랜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무위
원회’는 부처별 정책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부처 간 정책 조정·협
력,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검토·논의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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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해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사무
국(기구)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21

3.3. 점검·평가 및 환류 실시와 체계 마련
3.3.1. 주기적 점검 및 성과 평가
국가 푸드플랜은 다양한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농식품 관련한 정책과 관
련 계획의 집행을 통해 구현된다.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가 개별 중앙
행정기관의 정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는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 국가 푸드플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
련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환
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이 체계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 ② 최종평
가(국가 푸드플랜 종료시점)를 실시해야 하며, 이밖에 장기계획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③ 중간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기계획의
통상적인 수립주기인 10년을 상정할 경우, 5년 주기로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50년까지의 장기계획인 ‘녹색성장국가전략’은 국가전략을 반영
하여 5년 단위로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중앙추진계획의 연도
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계획 종료시점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
다. 계획주기가 10년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11년에 제3차 종합계
획(2011~2020)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제3차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 2016년에 보완계획인 제4차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국가 푸드플랜이 다양한 부처의 정책·사업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함(국가 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http://www.law.go.kr: 201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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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집행 과정과 정책 성과에 대한 일괄적이고 엄밀한 방식의 평가를
실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도별 평가의 경우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
표를 반영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국가 푸드플랜 관련 여건·실
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효율적 수립·추진과 정책 효과의 제고를 위
해서는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5점 척도 기준
평균 4.30점), 특히 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 평가하였다(평균 4.50점)<그림 5-15>.
그러나 중간평가의 경우에는 장기계획 추진 과정에서 정책 관련 여건·환
경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종합평가는 차년도
에 새로이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3.2. 점검·평가 및 환류 절차 체계화
점검·평가 및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검·평
가 및 환류 과정·절차는 정규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
으로, 점검·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연도별 점검·평가 결과는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중간평가 결과는 보완
계획, 최종년도에 시행하는 종합평가 결과를 새로이 수립되는 국가 푸드플
랜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인 점검·평가를 위해 주요 정책 또는 국가 푸드플랜 추진
현황과 목표 달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성과지표 또는 점검 기준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2017년에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한
스웨덴은 모니터링 지표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2010년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함께 세부부문별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국가 푸드
플랜이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푸드플랜의 목표·비전의 달성 수준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이외에 개별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관련 부처가 제시하도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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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정책 이행 수준 및 성과와 함께 중앙행정기관별 정합성·연계성
을 고려한 정책 추진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①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
에 부합한 추진 여부 ② 계획에 따른 추진 수준 ③ 정책 목표·성과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셋째, 점검·평가와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보고서로 작성함으로써 정책 환류 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가 푸드플랜이 포괄적인 정책영역을 포함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계획들이 국가 푸드플랜에 부합하여 수
립·추진되는지 여부와 국가 푸드플랜에 포함된 개별 중앙행정기관 정책·사
업들의 이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범부처 위원
회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권한을 일괄적으로 정부위원회에 부여
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점검·평
가보다는 정부위원회의 정책 심의·조정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중앙행정기
관이 국가 푸드플랜과 관련된 기관별 정책·계획을 국가 푸드플랜에 부합하
여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정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정부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국가 푸드플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별 정책·계획이 정확하게 파악되
어야 하며, 정부위원회의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5-15> 점검·평가 및 환류 관련 중요성 평가
단위: 점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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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국가 푸드플랜의 효과적 추진과 종합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정
책의 실질적인 추진 현장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
목표가 지역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122 이를
위해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적인 비전·목표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푸드플랜에 반영되고, 지역 푸드플랜이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절차적 또는 계획 구조적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예산
지원을 통한 참여 유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3.4.1. 지역 계획 체계적 수립 지원
가. 수립 근거·지침 제시
첫째,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에 관해 국가 단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이
러한 경우 지역 푸드플랜이 기본적으로 국가 푸드플랜에 기반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될 수 있음을 법률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
자치단체는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과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계획과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
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5항~제7항). 프랑스, 스웨덴 등 주
요국의 경우에도 광역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을 기반
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

OECD(2016)는 SDGs의 달성을 위해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
케 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 수립에 지역 이해관계자가 포함됨으로써 상호연
계성과 수직적 일관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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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지역 조례를 마련하도
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
행하고 있는 지역은 자발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서울
특별시가 유일하다. 따라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도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 입법과
병행하여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전
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에서 푸드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관리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2018년에 선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푸드플랜 수
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푸드플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123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은 수립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역별 푸드플랜 수
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이 담겨있지
못하고, 국가와 지역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
후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되면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과 국가와 지역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가 푸드플랜 핵심사업(지역 지원대
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목록 등을 제공하
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스웨덴
등 현재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지방정부와
의 연계를 통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에는 시행지침과 광역정부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평가와 환류,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을 실시하도록 하거
나,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123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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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가와의 연계성 확보
국가 푸드플랜은 푸드시스템 전반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농식품
정책영역을 포함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국가 푸드플랜의 현장 실행계획으
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적인 비전·목표가 지역 푸드플
랜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 현장인 지역에서 구현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
로 종합적인 정책 성과와 정책 비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 주체인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농촌 또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며, 이
들 지역의 경제사회 및 환경적 여건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국가 푸드플랜에서 제시하는 정책·사업들이 모든 지역 푸드플랜에 동일하
게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지방정부의 경우 도시, 농촌 등 지역 유형과 지역별 여건·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수급(생산),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식
품산업, 환경, 지역·공동체 등 정책영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관리,
친환경농업 등 국가의 공통적인 제도·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사
업의 경우, 동일한 제도·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푸드플랜에 포함되고 있는 정책·사업들 중에서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이나
기타 먹거리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보, 식생활교육 등 지
역별 여건을 고려한 시스템·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 유형이나 방법 등 시행계획·전략이 차별적으로 수
립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시지역인 서울특별시 마스터 플랜은 도농상
생을 통한 공공급식,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식품안전, 음식물쓰레기 등 푸
드시스템에서 생산단계를 제외하고 여타의 취급단계와 관련된 농식품 정
책영역·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전주시 푸드플랜은 시민 먹거리
접근성,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공공조달 문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생산 체
계 확립, 농업 6차산업화 등 생산·산업 측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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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 주기와 전략
첫째, 국가 푸드플랜이 장기적 전망·기대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반면, 지
역 푸드플랜은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계획이다. 또한 지역 푸드플랜이 일정의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은 국
가 장기계획보다 짧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으로 수립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국가 푸드플랜(10년 장기
계획, 5년 보완계획) 수립 차년도에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설
문조사 결과, 대체로 국가와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 주기를 일정하게 맞추
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점하였다(81.0%).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10년 이상을 수립 주기로 하는 푸드플랜의 수립을 추진·
계획 중인 경우가 있다.124 11개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5개 지역이 10
년을 계획 주기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5-3>. 10년
단위 기본계획의 경우 5년 단위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하여 지역별 재량으
로 수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푸드플랜의 활성화·확산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역 푸드플랜을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역 푸드플랜이 정착된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역의 다양한 농식품 관련 계획들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지역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
역 개발 계획’ 등 여타의 지역계획들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4

서울특별시는 2017년에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
랜’을 수립함. 그러나 향후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
으로 하여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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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지역 푸드플랜 수립 주기(잠정)
계획 주기

대상 지역 수

5년

6개 지역

10년

5개 지역

주 1)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9개 선도지방자치단체의 의향과 기존에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서울특별시, 전주시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함.
2) 서울특별시는 2017년에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적 단기인 2020년까지를 계획기
간으로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2030년을 계획기
간으로 하는 마스터 플랜의 수립을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 주기를 10년으로 분류함.
자료: 연구진 작성.

3.4.2. 경제적 참여 유인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푸드플랜에서 제시하는 국가의 비전·목표를 반영
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유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전문
가들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5점 척도 기준
평균 4.39점), 특히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들의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
성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평균 4.56점). 이러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전문
가 심층면접에서도 지적되었다. 심층면접 결과,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
들은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활성화하고 추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예산 지원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가 푸드플랜이 국가 농식품 관련 비전·목표를 반영한 여러 부처의 정
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시 여러 부
처가 예산을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여건·환경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역 농정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푸드플랜
(PRA)에 포함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국가 푸드플랜(국가식품
프로그램, PNA)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반영한 지역별 사업 추진을 지원하
기 위해 프로젝트 공모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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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과
연대 및 보건부 등 타 중앙행정기관이 일정의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포괄보조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75.0%), 공모사업 지원방식에 대한 전문가 선호의견은 높지
는 않았다(10.7%)<그림 5-16>. 그러나 다양한 지역·현장 중심 사업 발굴·
추진, 지역의 자체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
사업 지원방식은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예산 지원방식이다.
다수의 부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예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적 의지에 의한 정책·사업 추진 의
지를 제고하기 위해 포괄보조방식을 기본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
다.125 이밖에 대규모 정책·사업은 아니지만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 등
을 반영한 지역별 소규모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일정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 푸드플랜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연계·협력,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프로젝트 공
모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6> 예산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식 평가

자료: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125

포괄보조사업은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의 자
율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방식임(네이버
블로그 자료 참조, https://blog.naver.com/gomsam1/140094245217: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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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해관계자 관심 및 역량 제고
국가 푸드플랜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관관, 민관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 정
책담당자와 민간단체,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푸드플랜 관련한 인식·
이해 제고 등이 바탕이 되지는 않고는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추진이 어렵다. 전문가 면접조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들
은 푸드플랜에 대한 인식·이해가 낮은 수준이며, 홍보·교육 등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국가 푸드플랜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반면,
이에 대한 관련 주체의 관심과 역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5-4>. 특히 지역주민, 기초자치단체의 관심과 역량이 낮으며, 지역별로
관심은 도시, 역량은 농촌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5-4> 푸드플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역량
단위: 점

관심

역량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시민)

민간단체
(시민단체)

광역

기초

도시

농촌

소비자

3.30

3.59

3.20

3.10

3.20

3.60

생산자

2.63

3.00

2.99

3.01

2.97

3.13

전문가

3.29

3.93

3.43

3.37

3.31

3.65

평균

3.07

3.51

3.21

3.16

3.16

3.46

소비자

2.81

3.12

3.01

2.89

2.97

3.04

생산자

2.71

2.91

2.99

2.78

2.97

2.93

전문가

2.58

3.11

3.20

3.10

3.14

2.96

평균

2.70

3.05

3.07

2.92

3.03

2.98

구분

자료: 일반소비자 600명, 농축산업생산자 150명,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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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 추진되
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푸드플랜 아카데미 과정(전문가
과정)이 실시되었으며, 관심 있는 지역별로 관련 교육 등이 산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푸드플랜 설명회(4회)를 전국
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의 관심·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활동들이 대체로 전문가 또는 일부 관심 있는 일
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담당자, 시민단체, 전
문가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기관·단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푸드
플랜의 추진 필요성과 개념, 추진 방향 등을 교육·홍보함으로써 국가 푸드
플랜의 수립·추진이 이해관계자 전반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규화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홍보물 제공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식·이해 제고와 함께 의견 수렴, 실태 조사
과정을 동반하여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 시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활
동을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일반국민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점을
광범위하게 인식시키고, 일반국민의 국가 푸드플랜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
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4.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기반 구축 전략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단
기와 중장기에 걸쳐서 단계별 접근을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였다<그림
5-17>. 추진단계는 단기와 중장기 2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에서 검토된 주요 사항을 전략 틀 마
련과 지역 확산, 법적 근거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정 메커니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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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접근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국가
정책의 수직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역 푸드플랜과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 추진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전략 틀 마련과 지역 확산을 위해 국가 단위에서는 단기적으로 국
가 푸드플랜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순차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국가 단위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선도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한 후 중장기적으로 전국적
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푸드플랜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푸드플랜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 단위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단위에서는 근거 조례
를 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 단위에서는 단기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고 조직법을 제정하여 현재 수립 단계에 있는
국가 푸드플랜이 법적인 근거하에서 수립·추진 관련한 과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 목적·비전과
추진 방향 등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농식품기본법｣) 제
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 조례 마련은 지역별 지역 푸드플랜 수
립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정 메커니즘은 국가 단위에서는 일반국
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상향식 국민참여/논
의구조와 정부 거버넌스 조직을 활용한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성으로 구분
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한적인 이해관계자 간 논의 구조인 정부
거버넌스 조직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푸드플랜 수립단계부터 다양한 방식·
형태의 국민 참여·논의구조를 마련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국가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별도의 거버넌스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국가 푸드플랜 수
립단계에서는 부처 간 TF조직과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국민 참여·논
의 구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향후 별도의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마련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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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조직을 활용하고, 중장
기적으로 특별위원회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필
요가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해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7>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기반 구축 전략(안)

자료: 제5장에서 제시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방안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작성함.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관련 개념, 기존 농식품 정책과
정부 농식품 부문 정책계획 추진 실태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 부문 정책 대
응계획인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계획 구조, 절차, 체계
적 관점에서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된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되었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 수립 동향과 관련 개념, 국내 추진
현황과 주요 사례, 대두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가 푸드플랜의 위상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의 국가 푸드플랜은 ① 부처 간 수평적 연계·협력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범부처 농식품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②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대상·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
의 계획이다. 또한 ③ 공공영역에서의 정부 대응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
니고 ④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의 조화·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계획이다. 이밖에 ⑤ 지역 현안·관심을 고려한 실천계획인 지
역 푸드플랜의 수립 바탕이 되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와 농식품 부문 정부 정책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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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
단위 농식품 정책은 정책 집행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정
책 추진을 지원하는 정부위원회를 통해 추진된다. 그러나 다수의 기관이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농식품 정책의 비전·목
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소관업무별로 관련 중앙행정기관
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법률 체계로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농식품 정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농식품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다양한 정책계획을 수립·활용하고 있지만, 정부 정
책계획들은 대개 푸드시스템에서 일부 단계만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정책
영역도 대체로 한정적이다. 넷째, 농식품 부문 정부 정책계획은 계획 수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 단위(중앙정부)와 지방 단위에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째, 농식품 관련 정부 기본계획은 대
체로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나,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경우 5년 미
만의 주기로 수립되며, 장기적인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효과가 단기
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 여섯
째, 정부위원회는 정부 농식품 정책계획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 합의, 자문, 심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곱째,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푸드시스템 전반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광범위
한 영역의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푸드플랜과 유사하다
는 지적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정책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
별성·한계가 있다. 여덟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주요 정부 정책계획
은 국가 단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식품안전정책위
원회’ 등의 하부에 이들 위원회의 운영을 돕기 위한 하부지원조직을 두고
있다. 아홉째,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은 핵심계획, 관련계획, 연관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계획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호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추진 체계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푸드플랜을 추진 중이거나 과거 추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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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던 국가들의 국가 푸드플랜에는 비전·목표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의 개념이 농식품 정책 영역 또는 푸드시스템 개념과 결합되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국가별 정책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안전·
품질, 건강·영양, 환경,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문제를 국가 푸드플랜을 통
해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 푸
드플랜은 미래 전망·기대를 바탕으로 한 장기계획이다. 넷째, 국가 푸드플
랜 수립·추진과정에서 대체로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의 연계·협력하에서 종
합적으로 농식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논의·의견 수렴
과정·절차를 중시하며, 이러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가 푸드플랜의 내용
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얻고자 하였다. 여섯째,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광역정부 지역 푸드플랜이 국가 푸드플랜과의 연계성을 유지하
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영국, 호주
등은 법적 근거 등 국가 푸드플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정권 교체에 취약하였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 푸
드플랜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계획, 법령, 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방안과 국가 푸드플랜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시스
템, 지역과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
다.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하향전달식
의사결정구조를 탈피한 국민 중심의 정책 구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정책 연계·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향후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률 근거
마련의 시급성과 계획 추진의 지속성·체계성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직법
을 통해 보완하여 이용한 후, 중장기적으로 ｢농식품기본법(가칭)｣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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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기본
방향 설정-전략 마련-계획 확정 등의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
여를 보장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반영하며,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을 공론
화·확산시킬 수 있는 참여 경로·절차를 정규화하는 등 단계별 다층적 논의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별 법률과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정
책계획 간 모순·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 연계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가 마련될 필
요가 있으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는 정부위원회 이외에 국가 푸
드플랜 수립과 추진이 체계적·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 점검 및 성과 평가와 함께 점검·
평가 및 환류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푸드플랜의 효과적 추진
과 종합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현장인 지
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가 지역에서 안정적·지속적
으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단체,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식품 관련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들에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새 정부 수립과 함께 국정과제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
로 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
까지의 논의는 주로 내용적 측면에서 국가 푸드플랜의 구성에 초점이 맞추
어졌다. 반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절적으로 농식품 정책이 추진되
는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 전략적 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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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수립과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조직 및 관련 절차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농식품 부문 정책 대응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계획 구조, 절차, 체계적 관점에서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된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를 도출하고자 추진
되었다.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식품이 생산
된 이후 소비·폐기에 이르는 과정·절차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필요를 반영하고, 이들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
로서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또한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식품공급, 건강·영양, 식품산
업, 환경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슈에 국가 공통의 중장기 농식품 정책
비전·목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성과를 창
출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기관·단체,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정책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
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통해 농식품 영역별, 푸드시스템 또는 국가
차원에서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푸드플랜이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 내용·범위, 비전·목표,
세부전략에 있어서 포괄성, 추상성,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될 필요
가 있다. 정책대상 및 정책영역·범위가 계획 수립에 탄력성·유연성을 부여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일 필요가 있으며,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
목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아우르면서 개별 농식품 정책의 장기적인 방
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어야 하며, 세부 내용·전략은 정책 집행
에 있어서 개별 추진 주체들의 자율성·재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방적
이어야 한다.
국가 푸드플랜이 중장기적 국가 비전·목표의 수립과 체계적인 달성, 실
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국가 비전·목표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
부처 대응전략인 기본계획(국가 푸드플랜)과 함께 ② 기본계획을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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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담고 있는 실행계
획 ③ 정책 여건 변화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수정·반영한 보완계획을 주
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푸드플랜의 적절한 수립 주기는 국가
푸드플랜의 역할·성격 등을 고려할 때 10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것이 적정
하며, 이러한 경우 보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차에 점검·평가 결
과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 6년차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보완계획을 반영하여 세부 실천전략을 담아 연도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을 위하여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체계적·절차적
정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푸드플랜은 푸드시스템 전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책 적합성을 고려한 계획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때
타 정부계획의 상호 관련 정책과 지방정부 지역 푸드플랜에 대해서 중장기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푸드플랜의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수립과 향후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률
근거 마련의 시급성과 계획 추진의 지속성·체계성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을 개정하고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직법을 통해 보완하여 이용한 후,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완
결성의 확보를 위해 농식품기본법 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방향 설정-전략 마련-계획 확정
등의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의견을 수
렴·반영하며,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 경로·절차를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를 사안별로 온라인에 게시하
거나 보고서로 정리하는 등, 적정한 경로·수단을 활용하여 공개함으로써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및 향후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국가 푸드플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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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별 법률과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정책계획 간 모순·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 연계를
실현해야 한다. 거버넌스 마련을 위하여 우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를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활용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 목적, 세부 정책영역·범위 등
을 온전하게 반영하며, 범부처 정책 연계·조정을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수
립·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에 기능·역할을 부여하거나, 새로
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푸드플랜은 푸드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농식품 관련 정책·이슈를 다루고
자하며, 다수의 농식품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범부
처 정책 계획으로서 기능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
는 정부위원회 이외의 지원 조직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 푸드플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과
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검·평가 및 환류 절차의 체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에 관
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점검·평가를 위하
여 주요 정책 또는 국가 푸드플랜 추진 현황과 목표 달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성과지표 또는 점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 푸드플랜의 효과적 추진과 종합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정
책의 실질적인 추진 현장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
목표가 지역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적인 비전·목표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
역 푸드플랜에 반영되고, 지역 푸드플랜이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
도록 법률적, 절차적 또는 계획 구조적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예산 지원을 통한 참여 유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지역 푸드플랜이 일정
의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푸드플
랜의 수립 주기는 국가 장기계획보다 짧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다.

188 요약 및 결론
국가 푸드플랜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관관, 민관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 정
책담당자와 민간단체,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푸드플랜 관련한 인식·
이해 제고 등이 바탕이 되어야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계획 구조,
절차, 체계적 관점에서의 방안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등을 도출하였
다. 그러나 현재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
는 국가 푸드플랜(‘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
질적인 정책·사업과 연계한 보다 구체적인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 체
계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
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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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 업 기본법 개정(안)
<부표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항
제3조
(정의)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조의3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

제23조의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

제23조의5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개정안

개정유형

12. “먹거리”란 식품, 먹는 물 등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먹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만, 12항 추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내용 일부 수정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밑줄 부분 해당)
목표 설정·유지, 식품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 지원 신설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2. 식생활 교육
3. 먹거리 안전성 확보
4. 먹거리 접근권 확대
5. 환경 친화적 농업의 확충
6.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체계 확립
7.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먹거리 환경의 변화를 고려
하여 5년마다 보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보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급식, 소매점, 외식·식품기업 등에 대한 먹거리 공급계획
2.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
3.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 가공 역량 강화
4. 먹거리의 안전성, 신선도 및 품질 제고 방안
5. 먹거리 복지 및 영양 관리
6. 도농교류
7. 식생활 교육
8. 전통식문화 복원·유지
9. 식품 폐기, 순환 등 환경 개선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먹거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 먹거리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 먹거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 김현권 의원이 2018년 4월 3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임.
자료: 국회 입법예고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pal.assembly.go.kr: 201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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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식품프로그램 주요 내용
<부표 2> 2014년 제2차 국가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
￭
목표
￭
￭

제1축
사회정의

식품 지원과 교육·사회적 지원 활동을 결합한 연합 프로젝트 중점 추진
식품 기부, 식품관련 직업 등을 매개로 한 사회 복귀와 경제 활동 창출
관계기관 간 협력하에 서민 계층 지역에 초점을 맞춘 PNA 활동 추진
위생·영양적 관점에서 양질의 식품에 대한 접근과 함께 프랑스형 식생활 모델 보존·장려
2014년 2월 농업·농식품·산림부의 식품 품질 협약의 일환으로 공급 식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체 협약 포함

￭ 취약 계층의 기대와 필요를 고려한 식품 지원 실시
∙유럽취약계층지원기금(FEAD)에서 지원되는 식품 품질(영양·위생) 보장
∙식품지원 관리 단체의 공공지원 대상 한정과 실제 수요에 따라 지원 물량 측정
∙농산물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식품지원 체계 개발
￭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식품 공급 질적 향상 도모
추진
∙국가 품질 협약: 공급 식품의 영양뿐만 아니라 농식품 생산·가공·유통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과제
위한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제도
￭ 형무소 식품 관련 직업 훈련과정 개발을 통한 직업 복귀 혜택 부여
￭ 형무소 식품 공급 개선
∙타 기관 요리사 간 교류, 음식물 낭비 퇴치를 위한 활동 개발 등(법무부 협력)
￭ 병원 및 노인 요양원 등 단체 급식 참여 공공 관계자의 관심 제고
￭ 학교 수업·과외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식생활교육과 바른 식습관 홍보
목표 ￭ 학교급식을 활용한 청소년 식생활교육 지원
￭ 젊은 계층 식품 관련 직업교육 추진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 중앙 및 지방 정부(교육부, 교육감 등)와 학교 식생활교육 담당 교사 간 협력
￭ 온라인 교육 및 교육 방법 자료 센터 구축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교육 도구 제공
￭ 식품산업체가 식품 관련 가이드(정보)를 학교에 전국적으로 배치
추진
∙‘오락을 위한 과일’, ‘급식의 즐거움’, ‘맛 수업’ 등
과제 ￭ 농업-사회 간 연결을 위한 활동 개발
∙농장 및 식품 분야 전문가 방문, 교육용 정원 설립 등
￭ 식생활 다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세계 식문화에 대한 교육
￭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직업 훈련 실시(단체 급식 조리사)
￭ 교육 및 학생 대상 박람회 등을 통해 식품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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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주요 내용

목표
제3축
음식물
쓰레기
대응

제4축
지역 먹거리
정착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

￭ 국가적 차원에서 식품 낭비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여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단계에서 발생하
는 식품 낭비를 202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
∙국민 1인당 연간 20kg(미개봉 포장식품 7kg 포함) 음식 쓰레기 배출

￭ 국가 식품 낭비 협약(농업·농식품·산림부)의 일환으로 공모전 개최 및 우수 사례 등 활용·확산
추진 ￭ 국가 음식 낭비 투쟁일(10월 16일)을 중심으로 식품 낭비 대응을 위한 활동의 결집 유지
과제 ￭ 폐기 제품 기부를 편리하게 하고 이러한 제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복귀 활동 증진
￭ 단체급식에 근접지역 제품 40% 사용을 목표로 설정(2017년), 유기농 제품을 포함
한
근거리 농산물 공급 플랫폼 개발과 공급 농식품의 질적 개선, 식품 낭비 대응 등 우선 추진
∙단체급식은 식품 공공정책의 중심이며, 식품 분야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양질의 식품
목표
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
∙근거리 농식품 공급, 농식품 다양성 및 계절성 유지, 농촌 지역 경제·사회적 발전 보장의
중요 역할 수행
￭ 농업 생산-경제-환경 연계한 추진
￭ 지역 식품 프로젝트 개발
∙기존의 관련 대책(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역 계획)들과의 연계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
추진
체) 및 관련인 등이 결합하여 지역 생산 가치 증대, 지역 재배치 및 식품 주변의 사회적
연결 창출 논리로 지역 이해관계자의 기대치 충족
과제
￭ 단체급식을 위한 근거리 농식품 공급 플랫폼 개발, 근거리 공급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제공
￭ 원산지 확인 표시를 통한 식품 유산 가치 증대

자료: 프랑스 농식품부 웹페이지 참조(http://agriculture.gouv.fr/un-nouveau-souffle-pour-leprogramme-national-pour-lalimentation: 2018. 9. 13.).

참고문헌

193

참고문헌

강성진·고형석. 2007.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방안 . 정책연구 07-05. 한
국소비자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을 조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2017. 12. 2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김명환·강제상. 2009. “정부위원회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유형화.” 사회과
학연구 35(1): 1-26.
김병률·이명기·김명환·한석호·전익수·허정회·노호영. 2009.

농어업·농어촌 미

래전략과제 정책화 방안 연구-글로벌 개방경제하의 국가식품시스템 전
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원규·김진웅·노영진·홍성욱. 2018. 포용성장의 측정과 결정요인 분석 . 2018-440.
산업연구원.
김종안. 2017.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의
추진방향과 과제.”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1차 전략 세
미나 발표자료.
김종안·정상택·김기현·노순응·이지은·장민기·김태흥. 2017.

국가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 RANET·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김종안·최문식·길청순·황윤재. 2018.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농
업전망 2018 . pp. 203-2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김경필·김연중·박대식·박준기·성명환·이계임·국승용·김미복·김용렬·김
정섭·김태훈·마상진·민경택·손학기·심재헌·이대섭·이명기·이상민·정은
미·지인배·채광석·최병옥·황윤재·김덕호·김현중·박성진·박지연·서대석·
엄진영·유찬희·이상현·임영아·조성주·최용호·허정회·박혜진·우성휘.
2017. ’18~’2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 . C2017-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201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2018. “2018-2020 제4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길청순. 2017.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푸드플랜의 방향과 과제.” 문재

194 참고문헌
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1차 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나영삼. 2016.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순환의 푸드시스템-전주시 통합먹거리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과 농업 . pp. 201-205. 지역농업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4.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 .
. 2018.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지역푸드플랜 가이드라인 .
박윤호. 2014. “계획적 농촌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RRI포커스 제35호. 농어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8.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 식품안전대책 총괄.”(2008.
5. 23.).
서울특별시. 2017.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 .
성지은·송위진. 2007. 정책통합의 이해와 구현방안: 핀란드의 기술혁신과 환경
정책의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노트 79-9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8.

정책 조정의 새로운 접근: 정책 통합 . STEPI Working Paper

Series 제2008-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오현석. 2018.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세계농업정보 214(6):
13-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박기환·황윤재·반현정·진현정·제철웅·임지연. 2014. 농식품 소비자정책
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C201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장재봉·조소현·신영지·제철웅·위태석. 2011.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추진
방향 . P1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한재환·손은영·제철웅·백태웅·위태석·봉영준·안수길. 2008.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 C2008-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장정경. 2010.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 추진방향 .

R61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서희·김정선. 2013. “기후변화와 통합적 푸드시스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206호.
이정희. 2007. “한국 푸드시스템의 현황과 발전과제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중심.”

한국농식품유통학회

24(4).

참고문헌

195

정은미·최병옥. 2017. 전주시·전주농협 전주푸드 상생협력방안 구축 연구 . C2017-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해랑. 2015. “도시 먹거리 문제 인식과 먹거리 계획 구상-서울시를 중심으로-.”
계간 농정연구 56: 53-67.
최지현. 2017.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추진
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하석건. 2018. “모든 시민이 건강한 농식품 소비: 농식품의 사회적 정의-프랑스
사례.” 경기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주간농업농촌동향 . vol. 7.
허남혁. 2013. “선진국의 도시 먹거리 계획: 캐나다 토론토 사례를 중심으로.”
계간 세계와도시 3: 26-35.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허남혁. 2017. “해외 국가 푸드플랜 사례와 시사점.”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추진 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황영모·신동훈·배균기. 2015. “푸드플랜 시대,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방향과 전략.”
Issue Briefing . vol. 145. 전북연구원.
황수철. 2000. “일본 푸드시스템의 전개와 과제: 식품산업의 구조변화를 중심
으로.” 농촌사회 10: 233-260.
황윤재·박성진·변승연. 2017.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

R8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이동소. 2014. 한식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과제 . R7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mily Broad Leib, Laurie J. Beyranevand, Emma Clippinger, Laurie Ristino,
Aurora Moses. 2017. “BLUEPRINT for

a NATIONAL

FOOD

STRATEGY.”
DAFF. 2013. National Food Plan: Our food futur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Canberra.

OECD. 20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2016: 정책 일관성을 위한 새
로운 틀 .

196 참고문헌
<웹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www.law.go.kr>.
국회 입법예고 웹페이지. <http://pal.assembly.go.kr>.
녹색성장위원회 웹페이지. <http://www.greengrowth.go.kr>.
농민신문 웹페이지. <https://www.nongmin.com>.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msam1/140094245217>.
네이버 지식백과 웹페이지. <https://terms.naver.com>.
스웨덴 정부 웹페이지. <https://www.government.se>.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웹페이지. <http://www.foodnews.co.kr>.
일본 농림수산성 웹페이지. <http://www.maff.go.jp>.
전주시청 웹페이지. <http://www.jeonju.go.kr>.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웹페이지. <http://www.jeonjufood.org>.
중앙일보 웹페이지. <http://news.joins.com>.
지속가능발전 포털 웹페이지. <http://ncsd.go.kr/app/sub02/91.do>.
캐나다 정부 웹페이지. <https://www.canada.ca>.
프랑스 국가식품위원회 웹페이지. <http://www.cna-alimentation.fr/cna>.
프랑스 농식품부 웹페이지. <http://agriculture.gouv.fr>
프랑스 법률정보 웹페이지. <https://www.legifrance.gouv.fr>.
핀란드 농식품부 웹페이지. <https://mmm.fi>.
한국농업신문 웹페이지. <http://www.newsfarm.co.kr>.
환경미디어 웹페이지. <http://www.ecomedia.co.kr>.
KDI 경제정보센터 웹페이지. <http://eiec.kdi.re.kr>.

